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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에 위

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상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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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형태의 노광장치의 단순화된 광로도

도 2A 내지 도 2C는 위상 시프트마스크, 바이너리 마스크 및 하프톤 마스크의 개략단면도

도 3A는 종래의 마스크를 표시한 평면도, 도 3B는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의 노광방법에 이용되는 마스크를 표시한 평면

도, 도 3C는 소정의 콘택트홀 패턴을 표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조명광학계의 유효광원의 형상을 표시한 도면

도 5A는 소정의 콘택트홀 패턴을 표시한 도면이고, 도 5B 및 도 5C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의 개

략도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노광장치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7a는 도 1에 표시한 노광장치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고, 도 7b는 스텝 4의 웨이퍼처리의

상세한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의한 노광결과를 표시한 도면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의 개략평면도

도 10A 내지 도 10H는, 도 9A 및 도 9B에 표시한 마스크로부터 생긴 동공면상에서의 회절광의 분포도 및 결상도

도 11A 내지 도 11F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과 그 결상상태를 표시한 도면

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13A 내지 도 13D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14A 및 도 14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의 개략평면도

도 15A 내지 도 15D는 도 14A 및 도 14B에 표시한 마스크로부터 생긴 동공면상에서의 회절광의 분포를 표시한 도면

도 16A 내지 도 16C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17A 내지 도 17C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18A 및 도 18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19A 및 도 19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20은 2광속간섭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 21A 및 도 21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22A 및 도 22B는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개략도

도 23은 본 발명에 의한 가상격자의 결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24는 본 발명에 의한 마스크패턴 및 조명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25A 및 도 25B는 OPC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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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은 본 발명의 노광방법에 적용가능한 마스크패턴작성방법의 개략도

도 27은 회절광의 명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8은 회절광의 명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9는 패턴의 배열을 표시한 도면

도 30은 웨이퍼면상에서의 공중상의 광강도분포의 윤곽도

도 31은 웨이퍼면상에서의 공중상의 광강도분포의 윤곽도

도 32는 노광결과를 표시한 도면

도 33은 패턴의 배열을 표시한 도면

도 34는 패턴의 배열을 표시한 도면

도 35는 노광결과를 표시한 도면

도 36은 패턴의 배열을 표시한 도면

도 37은 노광결과를 표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3: 위상시프터

24: 하프톤부재

31, 61, 121, 181, 191, 211, 221: 소망의 패턴

32, 122, 164, 165, 175, 176, 182, 183, 192, 193, 212, 222: 보조패턴

33, 42: 차광부

41: 광조사부

63: 가상격자

90A, 90B, 110A, 110B, 120A, 120B, 120C, 320: 마스크

101: 동공

102, 101a ~ 107b: 회절광

101g, 102g, 103g, 102h, 103h, 104h: 광강도분포

101h: 패턴

123a, 123b: 마스크패턴영역

161, 171: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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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63, 172 ~ 174: 집합으로서의 패턴

201: 광축

202, 203: 평면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노광에 관한 것으로, 특히, IC, LSI 등의 반도체칩, 액정패널 등의 표시소자, 자기헤드 등의 검출소

자, CCD 등의 촬상소자 등의 각종 디바이스의 제조, 마이크로메카닉스에 이용되는 마스크 및 마스크의 제조방법, 노광방

법, 디바이스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노광방법 및 노광장치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마이크로메카닉스

는, 반도체집적회로제조기술을 미세구조체의 제작에 응용해서, 고도의 기능을 지닌 미크론단위의 기계시스템이나 그것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리소그래피기술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에, 마스크 또는 레티클에 그려진 패턴을 투영광학계에 의해서 웨이퍼에

투영해서 패턴을 전사하는 투영노광장치가 종래부터 사용되고 있다. 투영광학계는 패턴으로부터의 회절광을 웨이퍼상에

간섭 및 결상시켜, 통상의 노광에서는, 0차 및 ±1차의 회절광(즉, 3광속)을 서로 간섭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스크패턴은, 인접한 주기적인 라인 앤드 스페이스(L & S)패턴, 인접 및 주기적인(즉, 홀(hole)직경과 동일 레벨의 간격

으로 배열된) 콘택트홀(contact hole)열, 근접시키지 않고 독립한 독립콘택트홀, 그 외의 독립패턴 등을 포함하나, 고해상

도에서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인 노광조건(조명조건이나 노광량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

다.

투영노광장치의 해상도(R)는, 이하의 레이레이식(Rayleigh equation)으로 부여된다:

R = k 1 (λ/NA) (1)

(식중, λ는 광원의 파장, NA는 투영광학계의 개구수, k1은 현상프로세스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수임). 통상의 노광의 경

우에는 k은 약 0.5 내지 0.7이다.

근년의 디바이스의 고집적화에 대응해서, 전사되는 패턴의 미세화, 또는, 고해상도화가 점점 요구되고 있다. 고해상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식으로부터 개구수(NA)를 크게 하는 것 및 파장(λ)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들의 개선은 현단

계에서는 한계에 달하고 있어, 통상 노광의 경우에 웨이퍼에 0.15㎛이하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패턴

을 경유한 회절광중에서 2광속을 서로 간섭 및 결상시키는 위상시프트마스크기술이 종래부터 제안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예를 들면, 미국특허 출원공개 제 2002/177048호 명세서를 참조하면 된다. 위상시프트마스크는, 마스크의 인접하는

광투과부분의 위상을 180°반전함으로써 0차 회절광을 상쇄하여, 2개의 ±1차회절광을 간섭시켜서 결상하는 것이다. 이러

한 기술에 의하면, 상기 식의 k1을 실질적으로 0.25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상도(R)를 개선해서 웨이퍼에 0.15㎛이하

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상한계에 가까운 미세한 콘택트홀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위상을 180°변화시키면, 회절광이 광축으로부터 큰 각

도로, 즉, 동공(pupil)면상에서는 45°의 방향으로 회절되므로, 투영계의 동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절광

이 투영렌즈의 동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해상되지 않는다. 해상될 수 있는 것은, L & S의 한계선폭의 √2배의 미

세패턴까지이다.

또, 근년의 반도체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인, 다종다양한 패턴이 혼재하는 시스템칩으로 생산이 이행되고 있고, 마스크에

도 복수종류의 콘택트홀을 혼재시킬 필요가 생겨, L & S패턴의 해상도와 동등한 해상도의 홀의 콘택트라인(또는 콘택트홀

열)도 필요로 되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위상시프트마스크기술만으로는 콘택트홀열과 독립 콘택트가 혼재한 콘택트홀

패턴을 동시에 해상도 좋게 노광할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2매이상의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른 종류의 패턴을 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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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하는 2중노광(또는 다중노광)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종래의 2중노광은, 2매이상의 마스크를 필요로 하

므로,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2회의 노광때문에 쓰루풋(throughput)이 저하하고, 2회의 마스크교환에 대해 높은 중첩정밀

도를 필요로 하므로 실용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예시적 목적은, 미세한(예를 들면, 0.15㎛이하의) 홀직경을 지니고, 1 또는 복수의 홀을 지닌 패턴을, 마

스크를 교환하지 않고, 고해상도로 노광가능한 마스크 및 그 제조방법과, 노광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일측면의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

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에 위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

자상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보조패턴은 대략 가상격자상에 위치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과 대응하는 가상격자점과의 어긋남의

크기는, 상기 가상격자의 주기의 1/6 내지 5/6 또는 1/3 내지 2/3이어도 된다. 상기 보조패턴은 개구를 지니고, 상기 가상

격자의 2개의 격자점의 중심은, 상기 보조패턴의 개구에 위치해도 된다. 상기 소정의 패턴은, 피노광체상에 형성하고자 하

는 패턴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서로 크기가 상이한 복수의 패턴을 지녀도 된다. 상기 보조패턴은 서로 면적이 다른 제 1보

조패턴과 제 2보조패턴을 지녀도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대략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가상격자상에 있어서 상기 소정

의 패턴으로부터 보아서 경사지게 배치된 상기 보조패턴중 가장 가까운 보조패턴은 0°내지 45°의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가상격자상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에서 보아서 경사지게 배치된 상기 보조패턴중 가장 가까운 보조패

턴은 9° 내지 40°의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마스크는, 소정의 콘택트홀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콘택트홀을 지닌 보조

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콘택트홀패턴상에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

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어긋남량은, 가상격자의 주기의 1/6 내지 5/6

이어도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마스크는, 복수의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을 지닌 마스

크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정의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상격자는 적어도 1개의 가상사각형을 규정하고, 상기 보조패

턴은 상기 가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혹은 그 근방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복수의 소정의 패턴과 보조패

턴은, 상기 대각선의 방향으로 주기성을 지니도록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노광방법은,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이 억제가능하도록 마스크를 광을 이

용해서 조명하는 공정과, 해당 마스크로부터의 광을 물체에 노광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상기 조명공정은, 투영광학계의 동

공면상의 광축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상에서 해당 광축으로부터 약 r/(4·α)만큼 떨어진 위치가 밝아지는 조명조건에서, 상

기 마스크를 조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단, r은 투영광학계의 동공의 반경, α는 상기 가상격자의 반주기에 상기 투영광

학계의 개구수를 곱해서 노광파장으로 나눈 값임).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노광방법은,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이 억제가능하도록 마스크를 광을 이

용해서 조명하는 공정과, 해당 마스크로부터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공정을 구비한 노광방법에 있

어서, 상기 조명공정은, 유효광원상의 광축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상에서 해당 광축으로부터 약 1/(4·α)만큼 떨어진 위치가

밝아지는 조명조건에서, 상기 마스크를 조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단, α는 상기 가상격자의 반주기에 상기 투

영광학계의 개구수를 곱해서 노광파장으로 나눈 값임). 상기 유효광원의 중심부가 어두워도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측면의 마스크의 설계방법은,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이 억제가능하도록 마스크

를 광을 이용해서 조명해서, 해당 마스크로부터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노광방법에 적합한 마스크

의 설계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에 일직선상에 나란히 있지 않은 3광속이 입사하도록 상기 보조패턴을

배치하는 공정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3광속은,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 -1/2)

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및 (-1/2, -1)회절광의 적어도 1개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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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또다른 측면의 마스크의 설계방법은,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이 억제가능하도록 마스

크를 광을 이용해서 조명해서, 해당 마스크로부터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노광방법에 적합한 마스

크의 설계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주기방향 이외 및 그 주기방향과 직교하는 방향 이외의 방향에, 복수의 상기

보조패턴을 배치하는 공정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마스크의 설계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본 발명에 의한 한 측면을 구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의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은, 상기 마스크를 이용해서 물체를 노광하는 공정과, 상기 노광된 물체를 현상하는 공정

을 포함한다. 상기 노광장치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청구항은, 중간제품 및 최종제품으로

서의 디바이스를 망라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로서는, LSI, VLSI 등의 반도체칩, CCD, LCD, 자기센서, 박막자기헤드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과 그외의 특성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으로부터 쉽게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 노광장치로서 가정되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광

원이 K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λ = 248nm)에서 그 투영광학계의 개구수 NA가 0.73이고, 축소비 4:1인 축소투영노광

장치로 한다. 투영노광장치는, 축소투영노광이 일반적이다. 축소투영노광의 경우, 작성하고자 하는 패턴크기와 마스크패

턴은 노광장치에 의존한 배율만큼 다르다. 노광장치의 배율은 각각의 기종에 있어서 다양하므로, 이하에 있어서는, 마스크

상의 패턴크기를 웨이퍼상의 크기로 환산한다. 예를 들면, 투영노광장치의 배율이, 0.25배인 때, 120nm의 패턴을 웨이퍼

상에 작성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는 마크상에 480nm의 패턴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고, 투영노광장치의 배율이 0.20배인

때, 120nm의 패턴을 웨이퍼상에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스크상에 600nm의 패턴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하의 설명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마스크패턴의 크기를 웨이퍼상의 치수로 환산해서, 120nm의 패턴이라 부른다.

또, 각 패턴은 1 또는 복수의 콘택트홀로 구성되고 있으나, 본 출원에 있어서는, "패턴"이란 용어는 패턴의 일부 또는 1개

의 콘택트홀을 의미할 경우도 있다.

본 발명자들은, 바이너리 마스크(binary mask)상의 소망의 패턴주변에, 그 소망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고, 해상하지 않

은 크기의 보조패턴을 배치하고, 또 특수한 사선입사조명을 행함으로써 미세한 콘택트홀패턴을 웨이퍼 등의 피노광체에

노광하는 것에 이미 성공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도 3C에 표시한 소망의 패턴에 있어서, 홀직경은 100nm, 최소홀간격도

100nm인 것으로 한다.

상기의 투영노광장치를 사용한 경우, 통상에서는, 도 3A에 개략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에 따라서 투광부

(31)와 차광부(33)를 배치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형상의 조도분포의 유효광원으로 그 마스크를 조명함으로써, 웨이퍼를

노광하였으나, 이 방법에서는 패턴을 해상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도 3B에 개략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투광부(31)의

주위에 미소 투광부(31)를 차광부(33)에 배치한 마스크와,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십자형의 차광부(42A)를 지닌 유효

광원분포를 지닌 조명광학계에 의해, 웨이퍼를 노광한 때의 패턴이 도 8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웨이퍼상에 해상되었다.

도 3B에 표시한 마스크는, 소망의 패턴(31)과, 그 소망의 패턴(31)의 주위에 세로, 가로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배치되고, 그

소망의 패턴(31)보다도 치수가 작고 해상하지 않은 크기의 보조패턴(32)을 지니는 바이너리 마스크이다. 도 4A에 있어서,

백색영역(41)이 광조사부를 나타내고, 흑색부분(42)은 차광부를 나타낸다. 웨이퍼는, 실리콘기판에 레지스트로서 TOK-

DP746HC를 이용해서 막두께를 350nm로 하였다.

이러한 노광방법은, 소망의 콘택트홀패턴과, 해당 소망의 콘택트홀패턴의 홀직경보다도 작은 홀직경을 지닌 더미

(dummy)콘택트홀패턴이 배열된 마스크를 형성하고, 소망의 콘택트홀패턴부만을 해상시키는 것이다(본 출원에서는 이러

한 노광방법을 "노광방법 I"이라 부를 경우도 있음). 또, 본 발명자들은, 노광방법 I에 사용되는 유효광원형상으로서, 도

4B, 도 4C 및 도 4D에 표시한 바와 같은 조명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광방법 I의 기본적 사상은, 주기적으로 보조패턴을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5A에 표시한 바와 같은 콘택트홀패

턴을 노광하고자 할 때에는, 도 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콘택트홀패턴의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보조패턴을 삽입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노광방법은, 통상의 노광방법에 비해서, 초점심도도 길게 해서, 패턴형상에 필요한 노광량도

적으면 되고, 그 때문에 소위 쓰루풋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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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은, 더욱 해상력의 향상, 보다 큰 초점심도, 또, 쓰루풋의 향상을 위해서, 상술한 노광방법을 더욱 연구한 결과,

도 5C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보조패턴을 배치한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발견하였다. 도 5C에 표시한 마스크

는 이하와 같은 몇개의 특징을 지닌다. 먼저, 소망의 콘택트홀패턴의 중심상에 격자점을 지닌 직교가상격자를 가정한 경

우, 보조패턴의 중심은 직교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난 위치에 위치되어 있다. 다음에, 직교가상격자상에 있어서

소망의 콘택트홀로부터 보아서 경사지게 배치된 보조패턴중 가장 가까운 콘택트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0°에서 45°의

사이(0°보다도 크고, 45°보다도 작게)로 한다. 또, 소망의 콘택트홀패턴의 주기에 충실한 가상격자에 있어서 1행 또는 1열

걸러, 해당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을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게 해서 배치하고 있다.

보조패턴은, 통상 소망의 패턴의 상하좌우에 배치한다. 보조패턴 그 자체는 해상하지 않지만, 보조패턴은 소망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소망의 패턴의 해상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보조패턴을 소망의 패턴의 가장 근방, 즉, 세로

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보조패턴을 세로/가로방향으로 배치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배치하는 쪽이 초점심도를 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도 5A에 표시한 패

턴에 대해서는, 도 5B에 표시한 보조패턴을 삽입하지 않고, 도 5C에 표시한 보조패턴을 삽입한 쪽이 초점심도가 큰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통상의 배치"와 "서로 다른 배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한다. "통상의 배치

"란, 도 6A에 개략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61)의 주기에 충실하게 가상격자(63)를 고려해서, 각 격자점에

보조패턴(62)을 배치하는 것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배치"란, 도 6B에 개략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61)의 주기에 충실한 가상격자(63)에 있어서 1행 걸러 격자점으로부터 가로방향으로 어긋난 위치에 보조패턴을 배

치하거나, 소정의 패턴의 주기에 충실한 가상격자에 있어서 1열걸러 격자점으로부터 세로방향으로 어긋난 위치에 보조패

턴을 배치하는 것이다.

투영노광장치를 사용해서 도 9A에 표시한 마스크(90A)와 도 9B에 표시한 마스크(90B)의 패턴을 웨이퍼에 노광하는 경우

에 대해서 고려하자. 마스크(90A)에 있어서는, 120nm의 홀이 120nm간격으로 5행 5열(5×5)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마스

크(90B)에 있어서는, 마스크(90A)의 2행째와 4행째의 열이 가로로 120nm 어긋나 있다.

마스크(90A), (90B)를 코히어런트한(coherent) 광으로 조명한 경우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에서의 광의 강도분포를 보

면, 각각 도 10A 및 10B와 같이 된다. 도 10A 및 도 10B에 표시한 좌표의 값은, NA/λ로 규격화 또는 k1로 환산(이하, 간

단히 "k1환산"이라 칭함)하고 있다. 또, 도 10A 및 도 10B에 있어서 반경 1인 원은 동공을 나타내고 있고, 적절한 사선입사

조명은 회절광을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어긋나게 해서 동공면내에 취하는 상태도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마스크패턴의 상위에 의해 회절광의 출현방법도 변하므로, 동공으로의 회절광의 입사방법도 변한다. 사선입사조명한 마스

크(90A)에 의하면, 도 10C 또는 도 10D에 표시한 바와 같이 회절광(102)만이 동공(101)면으로 입사할 수 있다. 이것에 대

해서, 사선입사조명한 마스크(90B)에 의하면, 사선입사조명한 경우, 도 10E 또는 도 10F와 같이 3개의 회절광(102)이 일

직선상에는 정렬하지 않고 동공(101)에 입사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동공내에서의 회절광의 분포의 상위가 결

상성능에 결정적인 상위를 초래하게 된다.

먼저, 세로방향의 해상의 상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스크(90A)에서는, 세로방향의 해상을 결정하는 간섭은 주로 2종류이

다. 즉, 강도 1.00인 회절광(101a)과 강도 0.41인 회절광(102a)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a)과 강도 0.41인 회절

광(103a)의 간섭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스크(90B)에서는, 세로방향의 해상을 결정하는 간섭은 주로 4종류이다. 즉, 강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41인 회절광(102b)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41인 회절광(103b)의

간섭과, 강도 0.33인 회절광(104b)과 강도 0.33인 회절광(105b)의 간섭과, 강도 0.33인 회절광(106b)과 강도 0.33인 회

절광(107b)의 간섭이다. 이상으로부터, 마스크(90A)와 (90B)의 세로방향의 해상을 조사해보면, 마스크(90B)의 쪽이, 해

상에 기여하는 광량이 많은 것이 이해된다.

다음에, 가로방향의 해상의 상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스크(90A)에서는, 가로방향의 해상을 결정하는 간섭은 주로 2종류

이다. 즉, 강도 1.00인 회절광(101a)과 강도 0.41인 회절광(104a)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a)과 강도 0.41인 회

절광(105a)의 간섭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스크(90B)에서는, 세로방향의 해상을 결정하는 간섭은 주로 4종류이다. 즉, 강

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33인 회절광(104b)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33인 회절광(105b)

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33인 회절광(106b)의 간섭과, 강도 1.00인 회절광(101b)과 강도 0.33인

회절광(107b)의 간섭이다. 이상으로부터, 마스크(90A)와 (90B)의 세로방향의 해상을 조사해보면, 마스크(90B)의 쪽이,

해상에 기여하는 광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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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마스크종류에 의한 패턴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마스크(90A)에 의한 패턴형성의 상태를 도 10G에 표시

한다. 회절광(101a)과 회절광(102a)으로부터 생긴 간섭 또는 회절광(101a)과 회절광(103a)으로부터 생긴 간섭이 광강도

분포(103g)를 형성해서, 세로방향의 패턴형성에 기여한다. 또, 회절광(101a)과 회절광(104a)으로부터 생긴 간섭 또는 회

절광(101a)과 회절광(105a)으로부터 생긴 간섭은 광강도분포(102g)를 형성하므로 가로방향의 패턴형성에 기여한다. 광

강도분포(102g)와 광강도분포(103g)는 정현파(사인파)형상의 강도분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서로 중첩되면 얻어

지는 광강도분포(101g)는 개략적으로 마름모꼴로 되어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마스크(90B)에 의한 패턴형성의 상태를 도 10H에 표시한다. 회절광(101b)과 회절광(102b)으로부터 생긴 간섭, 회절

광(101b)과 회절광(103b)으로부터 생긴 간섭, 회절광(104b)과 회절광(105b)으로부터 생긴 간섭 또는 회절광(106b)과

회절광(107b)으로부터 생긴 간섭이 광강도분포(102h)를 형성하고, 세로방향의 패턴형성에 기여한다. 한편, Y회절광

(101b)과 회절광(105b)으로부터 생긴 간섭 또는 회절광(101b)과 회절광(106b)으로부터 생긴 간섭은, 광강도분포(103h)

를, 회절광(101b)과 회절광(104b)으로부터 생긴 간섭 또는 회절광(101b)과 회절광(107b)으로부터 생긴 간섭은, 광강도

분포(104h)를 형성하므로, 이들 두 광강도분포는 각각 사선방향의 해상에 기여한다. 광강도분포(102h), 광강도분포

(103h), 그리고, 광강도분포(104h)는 정현파형상 강도분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서로 중첩하면 얻어지는 광강도분

포(101h)는 개략적으로 6각형으로 된다.

콘택트홀은 마스크패턴에 충실하게 4각형으로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노광의 성질상, 콘택트홀의 모서리가 둥글

게 되어 원형홀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제의 홀형상이 4각형으로부터 어긋나 버리는 현상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도 10C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마름모꼴의 콘택트홀이 형성되어 버리면, 원래 기대하고 있던 4각형 또는 원형의 홀

보다도 홀의 면적이 상당히 작게 되어 버린다. 한편, 도 10D에 표시한 바와 같이, 6각형이 홀이 마름모꼴보다도 홀면적이

크게 되어, 본래 구하고 있던 홀면적에 근접하게 되므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소망의 패턴의 세로/가로방향으로만 보조패턴을 삽입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하는 쪽이

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조패턴을 배치한 때, 마스크가 바이너리 마스크, 혹은 하프톤 마스크(halftone mask)인 때에는 중심부가 어두

운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심부가 어두운 조명이란, 도 4E에 표시한 고리형상조명이나, 도 4F에 표시한 4중

극 조명, 또한 도 4A 내지 도 4D에 표시한 바와 같은 광강도를 지니는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명이다. 특히, 도 4A 내지

도 4D에 표시한 조명을 이용한 경우, 0°방향과 90°방향으로 밝은 부분이 있다. 즉, 유효광원분포의 형상을 σ환산하면, 0°

방향과 90°방향에 관해서 약 1/(4·α)인 부분이 밝게 되어 있다. 단, 여기서의 α는, 가상격자의 반주기를 k1환산한 것(=반주

기×NA/λ)이며, 여기서 말하는 "약"이란, σ환산후, ±0.05의 범위이다. 인접하는 홀의 위상차가 180°인 바와 같은 위상시

프트마스크에 대해서는, 소위 작은 σ조명이 적합하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가상격자가 일단 구해지면, 서로 다른 배치로 보조패턴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가상격자

의 결정방법을 도 23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도 23은 가상격자의 결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투영노광장치의 해상력은, 0.25와 √2라고 하는 값의 전후로 변화하는 일이 많다. 그 때문에, 도 23에 있어서는 g1을 0.25

이상 0.25×√2이하, g2를 0.25×√2이상 0.5이하, g3을 1.0이상 √2이하, g4를 0.5×√2이상 1.0이하, g5 를 0.25이상

0.25×√2이하로 하면 된다. 또, 도 8의 실험결과는, g1, g2, g3, g4, g5의 값을, 각각 0.29, 0.40, 1.20, 0.80, 0.25로 한 때

의 것이다. 독립패턴에 가상격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독립패턴을 적당한 가상격자상에 놓고, 서로 다르게 배치하면 된

다. 기본적으로 가상격자의 반주기는 독립패턴의 간격과 동일하게 하면 좋지만, 약간 떨어진 위치에 어느 주기적인 패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주기에 일치시켜도 된다.

먼저, 소망의 패턴의 홀직경 D를 k1환산한 것, 즉, D×NA/λ가 제 1역치 g1미만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1202). 스텝

1202가, 그렇다고 판단하면 이상동작으로 종료한다(스텝 1204). 한편, 스텝 1202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망의 패

턴의 홀직경이 제 1역치 g1이상 제 2역치 g2이하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1206). 여기서, 주기패턴의 주기를 P1로 한

다.

스텝 1206에서 소망의 패턴의 홀직경을 제 1역치 g1이상 제 2역치 g2이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P2를 P2 =P1로 설정한

후, "Part I"로 진행하고, 또, P2를 k1환산한 경우에 제 3역치 g3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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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210이 제 3역치 g3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상격자의 주기를 P2로 결정한다(스텝 1212). 스텝 1210이

제 3역치 g3이상이라고 판단하면, i 를 1씩 증가시켜(스텝 1214), P1을 i로 나눈 몫을 P2로 치환한다(스텝 1216). 그 후,

가상격자의 주기를 P2로 설정한다.

스텝 1206이 제 1역치 g1이상 제 2역치 g2이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P2를 P1로 설정한 후(스텝 1218), "Part II"

로 진행하고, 또, P2를 k1환산한 경우에 제 4역치 g4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1220). 스텝 1220이 제 4역치 g4이

상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P2로부터 홀직경 D를 뺀 값의 k1환산한 것이 제 5역치 g5이하인지이 여부를 판단하여(스텝

1222), 그렇지 않으면, 독립패턴으로 취급하거나 "Part I"로 진행한다(스텝 1226). 한편, 스텝 1120이 제 4역치 g4보다도

작다라고 판단한 경우 또는 스텝 1222가 제 5역치 g5보다도 작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상격자의 주기를 P2로 결정한다

(스텝 1224).

이와 같이 해서 구해진 가상격자에 있어서, 1행 걸러, 가로방향으로 어긋난 위치에 보조패턴을 배치하거나, 마찬가지로,

소망의 패턴의 주기에 충실한 가상격자에 있어서 1열 걸러 세로방향으로 어긋난 위치에 보조패턴을 배치하면 서로 상이한

배치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의 어긋남량은, 가상격자의 주기의 1/6 내지 1/2사이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

예에서 설명한다. 보조패턴크기도 소망의 패턴의 크기의 50%에서 90%이내이면 되는 것이 확실하나, 통상은 75%정도이

면 된다.

이와 같이, 매우 효과적인 보조패턴삽입방법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하, 보조패턴삽입방법 및 조명조건의 결정방법을 설명

한다. 여기서, 도 24는, 마스크패턴 및 조명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24를 참조해서, 먼저, 소망의 패턴이 없는 곳의 투과율을 0으로 하고, 소망의 패턴이 있는 곳의 투과율을 1로 해서 대응

하는 소망의 패턴의 데이터(Dpd)를 작성한다(스텝 1402). 여기서는, 웨이퍼에 노광되어야 할 소망의 패턴의 크기, 즉, 치

수나 배열을 결정한다.

다음에, 소망의 패턴의 설정후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종류(예를 들면, 바이너리 마스크, 하프톤 마스크, 위상시프트마스크

등)가 결정된다(스텝 1404).

여기서, 하프톤 마스크란, 도 2C에 단면도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바이너리 마스크의 차광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광강도를 감쇄시키고, 또한, 투광부와의 위상차를 180°로 유지하는 바와 같은 물질(24)로 바꾼 마스크이다. 하프톤 마스크

는, 바이너리 마스크보다는 작성이 곤란하나, 현재도 노광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또, 위상시프트마스크란, 마스크에 입사

하는 광이 서로 인접한 투광부를 투과할 때에, 서로 어느 소정의 위상차를 지니도록 설계한 마스크이며, 통상은 이 위상차

를 180°로 되도록 설계한다. 도 2A는 위상시프트마스크의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도면이고, (23)은 인접하는 투

광부와의 위상차를 180°로 하기 위해 도입된 위상시프터이다. 위상시프트마스크에는 다양한 종류가 제안되어 있고, 위상

시프트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는, 바이너리 마스크보다도 약 절반분의 선폭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서로 인접

하는 광이 위상차 180°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인접하는 광의 중심부의 진폭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소망의 패턴의 데이터에 대해서, 삽입되어야 할 보조패턴 또는 더미콘택트홀패턴과 조명방법을 결정한다(스텝

1406).

보조패턴의 치수는, Dpd를 기초로 필요한 더미콘택트홀패턴데이터(Dum)를 인출하고, 노광방법 I에 적합한 마스크데이터

(Fpd)를 작성하는 제 1스텝, 논리연산을 기초로 Dum데이터를 작성하고, Fpd를 작성하는 제 2스텝, Fdp가 마스크패턴설

계룰을 만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 3스텝을 포함한다. 통상은 제 1 및/또는 제 2스텝, 및 제 3스텝의 순으로

필요에 따라서 반복된다.

또, 본 발명은 소망의 패턴이 주기패턴이어도 독립패턴이어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기패턴"이란, 직교하는

2방향중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의 적어도 2개의 콘택트홀을 지닌 패턴이다. "독립패턴"이란, 1개의 콘택트홀만으로 이루

어져, 직교하는 2방향중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도 쌍을 이루는 다른 콘택트홀이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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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연산을 행하고, 조명조건을 체크하고, 조명조건이 소정의 설계룰내에 적성되어 있으면 종료

하고, 조명조건이 소정의 설계룰내에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연산스텝으로 귀환하는 것을 소정회수만큼 반복한다. 소정회

수이내에 조명조건의 작성이 합격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상동작으로서 종료한다.

또, 스텝 1406은, 후술하는 스텝 1422로부터 처리가 귀환된 경우에 보조패턴의 삽입방법 및/또는 조명방법을 보정할 경우

에도 사용된다.

다음에, 소망의 패턴이 체크된다(스텝 1408). 여기서는, 보조패턴이 소망의 패턴에 삽입됨으로써 작성된 마스크패턴의 데

이터와 조명조건의 데이터에 의거해서, 소망의 패턴이 정밀도 좋게 형성되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즉, 스텝 1408은, 더미

패턴이 해상되지 않고 소망의 패턴만이 정밀도 좋게 해상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밀도는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결정해도 된다. 소망의 패턴만이 해상되는 더미패턴이나 조명조건의 후보가 복수이면, 콘트라스트가 큰

쪽 및 CD(critical dimension)오차어긋남이 적은 쪽이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텝 1408이, 소망의 패턴이 해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보정이 행해진다(스텝 1412). 보정에서는, 소망의 패턴, 더

미패턴 및/또는 그 밖의 것이 보정된다. 더미패턴 및 그밖의 것의 보정에서는, 후술하는 스텝 1422에 의해서 귀환된 스텝

1406에 있어서 주로 행해지나, 미세조절이면 스텝 1412에서 행해도 된다.

소망의 패턴의 보정은, 광학근접보정(이하, OPC: Optical Proximity Correction)이나 후술하는 실시예 1에 있어서 설명된

다. OPC는, 소망의 패턴을 정밀도 좋게 전사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예를 들면, 전사되어야 할 패턴이 소망의 크기보다 작게 작성되어 버린 때의 OPC를 고려한다. 도 25A 및 도 25B에 있어

서, 점선은 소망의 홀직경이나, 다른 패턴과의 노광량의 관계에서 소망의 크기보다도 작은 패턴이 생기게 되므로 도 25A

및 도 25B에 있어서의 실선부와 같이 마스크패턴을 변경하면 된다. 도 25A에 있어서의 OPC기술은, 패턴밀도가 낮을 때에

유효하고, 도 25B에 있어서의 OPC기술은, 패턴밀도가 높고 마스크패턴을 크게 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 유효하지만, 마스

크 데이터 크기가 크게 된다고 하는 결점도 있다.

또, 더미패턴의 치수나 형상을 변경하는 것도 소망의 패턴의 보정에 연결된다. 예를 들면, 소망의 패턴의 치수가 소정치보

다도 작을 경우, 소망의 패턴의 치수를 크게 하거나 더미패턴의 주기(또는 피치)를 작게 하거나 한다. 역으로 소망의 패턴

의 치수가 소정치보다도 큰 경우, 소망의 패턴의 주변에 배치된 더미패턴의 치수를 작게 하거나 해당 더미패턴의 주기(또

는 피치)를 크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소망의 패턴의 주변에 배치된 더미패턴의 홀의 개수를 변경해도 소망의 패턴의 보정에 연결된다. 예를 들면, 소망의 패턴

의 주변에 배치된 더미패턴의 홀의 개수를 감소시키면 소망의 패턴의 광량을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미패턴의 홀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소망의 패턴의 광량을 크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명조건을 변경해도 소망의 패턴의 보정에 연결된다. 예를 들면, 바이너리 마스크에 있어서는 도 4B 내지 도 4D에 표시

한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명을 사용하면, 초점심도를 도 4A보다도 더욱 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밖의 보정은, 최소

피치, 마스크의 종류, 피노광체에 도포되는 포토레지스트가 감광하는 역치, 유효광원의 코히어런스 팩터 σ를 변경해도 된

다. 예를 들면, 위상시프트마스크는 초점심도를 연장하거나, CD오차어긋남을 다소 저감하거나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초

점심도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상시프트마스크로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보정후에 소망의 패턴이 재차 체크된다(스텝 1414). 스텝 1408의 체크와 마찬가지로, 더미패턴이 해상되지 않고 소망의

패턴만이 정밀도 좋게 해상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여전히, 스텝 1414의 체크에 합격하면, 스텝 1402로 귀환하는 처리

가 소정회수(kmax) 반복된다(스텝 1416, 1418). 소정회수(kmax)를 초과하면 스텝 1406으로 귀환하는 처리가 소정회수

(jmax)만큼 반복된다(스텝 1420, 1422).

스텝 1408 또는 스텝 1414에 의한 체크에 합격하지 않으면 처리는 이상조작으로 종료한다(스텝 1424). 스텝 1408 또는

스텝 1414에 의한 체크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마스크패턴데이터와 조명조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스텝 1410).

도 24에 표시한 방법의 대부분은 컴퓨터가 실행가능하므로, 작성자는 최종적으로 레지스트상에 형성하고 싶은 패턴을 작

성해서 입력하는 것만으로, 그 후의 마스크패턴데이터 및 조명조건의 생성은, 상기 수순으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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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규모의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에 있어서도 최적인 마스크패턴 및 조명조건을 효율좋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대한 마스크데이터를 일괄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마스크패턴데이터를 분할해서 처리가능하며, 최후에

합성한다고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에 의해서도 편리하다.

이들 원리는 각종 패턴에 응용가능하다. 그들의 예는,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 명백해질 것이다.

제 1실시예

본 실시예의 개구수 NA = 0.70, 축소비 4:1, A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193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에 의해 투영

되는 광학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홀직경이 100nm, 홀간격이 100nm로 1열로 배치되어 있는 패턴을 지

닌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용한다.

도 11A에 개략적으로 표시한 마스크(110A)는, 소망의 패턴의 중심과 보조패턴의 중심과의 거리는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

모두 200nm이고, 보조패턴중심과 보조패턴중심과의 거리도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 모두 200nm인 것으로 한다. 도 11B에

표시한 마스크(110B)는, 마스크(110A)에 있어서 1행째의 가로 1열의 보조패턴과 3행째의 가로 1열의 보조패턴을, 마스

크(110A)의 것과 비교해서 오른쪽으로 어긋나게 하고, 가장 오른쪽의 보조패턴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 마스크(110A)와

마찬가지이다.

바이너리 마스크이므로, 마스크(110A) 및 (110B)에, 도 4A에 표시한 광원으로 조명한 때 얻어진 결과가, 각각 도 11C와

도 11D이다. 도 11C와 도 11D와의 비교로부터, 서로 다른 보조패턴을 삽입한 쪽이 노광면에 있어서 광량이 강하고, 초점

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소망의 콘택트홀(113A)의 외형

이 마름모꼴과 같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소망의 콘택트홀(113B)

의 외형은 원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패턴형성에 기여하는 회절광의 분포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만약, 더욱 광량을 크게 하고 싶으면, 도 11E 및 도 11F와 같이, 소망의 패턴의 주위에 2행분의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된다.

도 11E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보조패턴을 삽입하는 것보다도,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하는

쪽이, 더욱 광량도 많고 초점심도가 크므로, 도 11F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함으로써 양호한 전사해턴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마스크로서 바이너리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나, 이상의 효과는 마스크로서 하프톤 마스크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다.

제 2실시예

본 실시예는, 개구수 NA = 0.73, 축소비 4:1, K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248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를 사용해서

직사각형모양의 콘택트홀의 패턴을 바이너리 마스크상에 노광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배치하는 방법

은, 정방형의 콘택트홀의 패턴에 한하지 않고, 직사각형의 콘택트홀의 패턴(또는 라인패턴)에도 적용가능하다.

조명조건은, 도 4A에 표시한 광강도분포를 지닌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건이며, 타겟 패턴은 폭 120nm, 길이 120×13nm

의 라인패턴인 것으로 한다. 도 12A는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보조패턴(122)을 배치한 마스크패턴(120A)이고,

도 12B 및 도 12C는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배치한 마스크패턴(120B), (120C)이다. 도 12A 내지 도 12C 모두 가로방향

으로 간격 240nm의 가상선이 그려져 상기 선상에 소망의 패턴(121)과 보조패턴(122)이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나, 도

12B 및 도 12C에서는 보조패턴(122)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을 행한 바, 마스크(120A)를 이용하면, 베스트포커스(best focus)로 폭 120.0nm, 길이 1439.8nm로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마스크(120B)를 사용하면, 베스트포커스에서는 폭 120.0nm, 길이 1443.7nm로 되었다. 즉, 베스트포커스

위치에서는,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배치한 쪽이 패턴재현성이 양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0.3㎛만큼 디포커스

(defocus)위치인 경우, 마스크(120A)에서는 폭 75.9nm, 길이 1330.8nm로 된 반면에, 마스크(120B)에서는 폭 78.3nm,

길이 1342.3nm로 되었다. 즉,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배치한 쪽은 디포커스 위치에서도 패턴재현성이 향상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상의 배치에서는 보조패턴을 36개 배치한데 대해서, 서로 다른 배치에서는 보조패턴을 32개 밖에 배치하고 있지

않다. 또, 보조패턴을 포함한 마스크패턴의 영역의 크기를 비교하면, 통상의 배치에서는 마스크패턴영역(123a)은

1080nm×2040nm인데 대해서, 서로 다른 배치에서는 마스크패턴영역(123b)은 1080nm×1920nm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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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재현성, 패턴영역, 보조패턴의 소자의 개수의 각각의 비교에 의하면, 서로 다른 보조패턴배치는 라인패턴에도 효과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마스크(120B)와 (120C)는 마찬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 효과는, 짧은 라인패턴인 때에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짧은 라인패턴을 도 4A에 표시한 유효광원분포를 형

성하는 조명으로 마스크를 조명하는 경우에는, 도 13A 혹은 도 13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보조패턴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보조패턴배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를 들면, 도 13C 혹은 도 13D와 같

이 보조패턴을 배치하면 된다. 도 13C 혹은 도 13D에 있어서의 보조패턴간격은 d1이나, 이것은 소망의 패턴크기 및 보조

패턴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파장을 개구수로 나눈 몫의 1/4이상인 값으로 하면 된다. 마스크를

설계할 때 정밀하게 작성가능하다면, 파장을 개구수로 나눈 몫의 1/8정도도 문제없는 것을 본 발명자들은 확인하였다.

본 실시예서는, 라인패턴에의 보조패턴의 삽입방법의 일례를 들었을 뿐이지만, 본 실시예의 라인패턴보다도 더욱 긴 라인

패턴이나 보다 짧은 라인패턴, 그리고, 본 실시예와 같이 바이너리 마스크뿐만 아니라, 하프톤 마스크에도 본 발명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3실시예

패턴배치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회절광의 출현방법을 다르게 하는 원인으로 결상성능이 양호하게 되는 것은, 도 9를 사

용해서 설명한 바와 같다. 본 실시예에서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예로 들어 패턴배치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면 회절광의 출

현방법이 변화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제, 개구수 NA = 0.73, 축소비 4:1, K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λ= 248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를 가정한다. 도

14A에 표시한 마스크패턴은, 그 직경이 120nm인 홀이 서로 120nm의 간격으로 5행 5열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에 대해서, 도 14B에서는, 도 14A의 2행째와 4행째의 홀열의 각 홀이 1행째와 3행째의 홀열에 비해서 가로로 d2만큼 상

대적으로 어긋나 있는 것으로 한다.

도 15A는 d2 = 0nm인 마스크를 조명한 때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에서의 조명광의 강도분포, 도 15B는 d2 = 40nm인

마스크를 조명한 때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에서의 조명광의 강도분포, 도 15C는 d2 = 80nm인 마스크를 조명한 때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에서의 조명광의 강도분포, 그리고, 도 15D는 d2 = 120nm인 마스크를 조명한 때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에서의 조명광의 강도분포이다. 또, 도 15의 동공면좌표의 값은, λ/NA로 규격화하고 있고, 도면중의 검정색 동그

라미가 회절광을 표시하고, 그 검정색 동그라미의 크기는 회절광의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상기 4종류의 회절광의 분포와 강도를 조사하면, d2가 40nm이상인 때에는, d2가 0nm인 때와 비교해서 회절광의 분포의

변화가 현저해져, d2가 0nm인 때보다도 광량이 많게 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소망의 패턴으로부터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가상격자의 주기에 대해서, 어긋남량이, 가상격자의 주기를 P1로 한 경우,

P1/6 내지 5P1/6로 되도록 어느 방향으로 위치를 어긋나게 해서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배치함으로써, 통상의 보조패턴

배치보다도 결상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어긋남량이 P1/3 내지 2P1/3으로 되도록 하면 보다 바람직하고, 또, 어

긋남량을 P1/2로 해서 보조패턴의 개구가 2개의 격자점간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 가상격

자에 의거해서 보조패턴의 삽입방법이 명확하게 된다. 즉, 가상격자를 축으로 한 때, 보조패턴중심과 소망의 패턴중심을

연결한 선이 축으로부터 어느 범위의 각도이내로 되고, 이것을 도 26에 표시하고 있다. 도 26에 있어서 사선부분은 소망의

패턴을 표시하고, 점선은 가상격자를 표시한다. 도 26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보조패턴중심과 소망의 패턴중심을 연결한 선

이 가상격자의 축과 이루는 각이 θ1이상 θ2이하이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θ1은 9°, θ2는 40°이다.

이것은, 홀크기나 노광장치와는 독립된 것이며, 보조패턴에 의해서 생기는 광속은, (-1, 1/2)회절광 또는 광속, (-1, -1/2)

회절광,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및 (-1/2, -1)회절광의 적어

도 1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의 회절광의 명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등록특허 10-0571623

- 12 -



즉, 통상의 배치, 즉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밖에 패턴이 배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 27과 같이 패턴의 주기에 따라서 바둑

판 눈형상으로 회절광이 나타난다. 동공중심에 나타나는 회절광을 (0, 0)차 회절광, 및 x방향으로 n번째, y방향으로 m번

째(단, n과 m은 정수) 회절광을 (n, m)차 회절광이라 명칭을 붙인다.

서로 다른 배치에서는, 도 28과 같이, 통상의 배치와는 다른 위치에 회절광이 나타난다. 특히, (n, m)차 회절광과 (n, m±1)

차 회절광의 사이에 회절광이 발생한다. 이들 회절광을 본 명세서에서는 (n, m±1/2)차 회절광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n, m)차 회절광과 (n±1, m)차 회절광의 사이에 발생하는 회절광은, (n±1/2, m)차 회절광이라 부르고 있다.

이상, 본 실시예에서는 마스크로서 바이너리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나,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해도, 이상과 마찬가지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제 4실시예

홀이 1열로 배열되어 있는 패턴을 복수개 지닌 마스크패턴의 경우를 가정하자. 예를 들면, 도 16A에 표시한 바와 같이, 홀

직경 "s", 홀간격 "s"로 가로방향으로 홀(161)이 배열된 패턴(162)이 있고, 또, 홀직경 "s", 홀간격 "s"로 세로방향으로 홀

(161)이 배열된 패턴(163)이 있는 것으로 한다. 패턴(162)과 패턴(163)과의 x방향의 간격은, 3s이고, 패턴(162)이 형성하

는 가상격자점과 패턴(163)이 형성하는 가상격자점은, y방향으로 격자점간격의 절반분만큼 어긋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이너리 마스크 또는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해서, 도 4A와 같은 조도분포를 지닌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명조건인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보조패턴배치에서는 보조패턴삽입에 모순이 일어난다(이하, "보조패턴모순"이라 칭함). 따라서,

이와 같은 패턴배치의 경우, 어느 한쪽의 패턴에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된다. 그 예를 도 16에 표시한다. 도 16

에서는, 패턴(163)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하고 있다.

또,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한 쪽이 광량이 강하므로,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한 패턴과 광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있다. 그 경우에는,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한 주변의 보조패턴의 면적을, 약간 크게 하면 된다. 그 상태를 도 16C에 표

시한다. 도 16C에서는, 보조패턴(164), (165)이 2종류이고, 보조패턴(164)은 보조패턴(165)보다도 면적이 작다. 구체적

으로는, 개구수 NA = 0.70, 축소비 4:1, A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193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에 의해서 투영되

는 광학상에 대해서, 홀직경이 100nm, 홀간격이 100nm이고 1열로 배치하고 있는 패턴이라면, 예를 들면, 보조패턴(165)

은, 보조패턴(164)보다도 5 내지 10nm정도 크게 설정된다. 소망의 패턴의 5 내지 10%에 상당하는 크기로 보조패턴의 크

기를 변화시키면 되고, 또는 면적으로도 10 내지 30%정도 크게 하면 된다.

여기서는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망의 패턴이 웨이퍼상에 형성된 때의 그 크기의 편차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마스크상에서의 소망의 패턴의 크기를 다양한 크기로 변화시킴으

로써, 소망의 패턴이 웨이퍼상에 형성된 때의 크기의 편차를 저감시켜도 된다.

이 경우에는, 상기 노광조건에 있어서, 마스크상의 소망의 패턴중 통상의 보조패턴이 배치된 쪽의 크기를 약 1nm 내지

7nm정도 크게 하면 된다. 역으로, 마스크상의 소망의 패턴중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이 배치된 쪽의 크기를 약 1nm 내지

7nm정도 작게 해도 된다. 또,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경하는 전술한 방법을 병용해도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 5실시예

홀이 1열로 배열되어 있는 패턴이 조합되어 마스크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도 17A를 예로 들면, 홀직경

"t", 홀간격 "t"로 홀(171)이 1열로 배열되어 있는 패턴(172), (173), (174)이 있고, 패턴(173)과 (172)의 x방향의 간격은

0이고, y방향의 간격은 3t, 패턴(173)과 (174)의 x방향의 간격은 0이고 y방향의 간격은 3t로 한다. 바이너리 마스크 또는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해서, 도 4A와 같은 조도분포를 지닌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명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마스크패턴배치에서는,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하면 보조패턴모순이 생기므로, 통상의 보조패턴배치와 서로 다

른 보조패턴배치를 조합시키면 된다. 그 상태를 도 17B에 표시한다. 도 17B에서는, 패턴(173)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조

패턴을 삽입하고, 패턴(172), (174)에 대해서는 통상과 같이 보조패턴을 삽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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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을 삽입한 쪽이 광량이 강하므로,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한 패턴과 광량이 일치하지 않게 될 경

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한 주변패턴의 크기를 약간 크게 하면 된다. 그 상태를 도 17C에 표시한

다. 도 17C에서는 보조패턴(175), (176)이 2종류이며, 보조패턴(175)은 보조패턴(176)보다도 면적이 작다. 구체적으로

는, 개구수 NA = 0.70, 축소비 4:1, A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193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에 의해서 투영되는 광

학상에 대해서, 홀직경이 100nm, 홀간격이 100nm이고 1열로 배치하고 있는 패턴이라면, 예를 들면, 보조패턴(176)은, 보

조패턴(175)보다도 5 내지 10nm정도 크게 설정된다. 소망의 패턴의 5 내지 10%에 상당하는 크기로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되고, 또는 면적으로도 10 내지 30%정도 크게 하면 된다.

제 6실시예

서로 다른 보조패턴배치의 응용예를 도 18A 및 도 18B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18A의 패턴(181)은 소망의 패턴이고, 그

들이 가상격자중의 가상사각형의 각 정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가상사각형의 x방향의 길이는 "pa"이고, y방향의

길이는 "pb"인 것으로 한다. 길이 "pa" 및 "pb"는 보조패턴을 삽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지만, 보조패턴을 넣은 때에는 다른

밀집패턴에 비해서 광량이 너무 작게 된다. 환언하면, 가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상 혹은 그 근방에 보조패턴을 배치하

고, 그 대각선의 방향에 주기성을 지니게 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광파장을 λ, 투영광학계의 개구수를 NA로 한

때, "pa" 및 "pb"가 0.5×λ/NA이상 1.0×λ/NA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pa, pb는 이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 소망의 패턴의 사선방향주기의 중점에 보조패턴(182)을 삽입하고, 그 방향에 주기적으로 보조패턴을 삽

입하면 된다. 이것은 보조패턴의 서로 다른 배치의 응용예이다. 바이너리 마스크 또는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 4A와 같은 조도분포를 지니는 유효광원을 형성하는 조명조건으로 하면 된다.

또, 상기 패턴에 통상의 보조패턴배치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상태를 도 18B에 표시한다. 보조패턴(183)은 가상사각

형 패턴을 원래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보조패턴을 통상 배치한 것으로, 보조패턴(183)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배치

를 실시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보조패턴을 배치함으로써, 소망의 패턴을 둥글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광량도 많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7실시예

홀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자. 도 19A는, 많은 홀이 1열을 형성하고 있을 때의 오른쪽 끝부분에서의 보조패턴

(192)의 삽입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소망의 패턴(191)의 주위에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192)을

삽입하면 되나, 그것으로는 끝부분의 광량이 어떻게 해도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패턴끝부분만은, 다른 부분보다도 많게

보조패턴을 추가한 쪽이 좋다. 추가되어야 할 보조패턴도 물론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얻

어진 마스크패턴을 표시한 것이 도 19A이다.

도 19B도 많은 홀이 1열을 형성하고 있을 때의 오른쪽 끝부분에서의 보조패턴(192)의 다른 삽입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소망의 패턴(191)의 주위에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192)을 삽입하면 되지만, 그것으로는 끝부분의

광량이 어떻게 해도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구수 NA = 0.70, 축소비 4:1, ArF엑시머레이저(노광파장

193nm)를 지닌 축소투영노광장치에 의해서 투영되는 광학상에 대해서, 홀직경이 100nm, 홀간격이 100nm이고 1열로 배

치하고 있는 패턴이라면, 패턴 끝부분에 삽입해야 할 보조패턴(193)을 다른 보조패턴보다도 5 내지 10nm정도 크게 설정

한다. 즉, 소망의 패턴의 5 내지 10%에 상당하는 크기로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되고, 또는 면적으로도 10 내지

30%정도 크게 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 보조패턴삽입수를 장소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보조패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혹은 그 양쪽을 조합시킴으

로써 소망의 패턴을 정밀도 좋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역시 이 때에도 바이너리 마스크 또는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

할 경우에는, 도 4A 내지 도 4E에 표시한 바와 같은 중심부가 어두운 유효광원분포를 지니는 사선입사조명이 가장 유효하

다.

제 8실시예

본 발명자들은, 노광방법 I에 있어서, 초점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명조건을 발견하였다. 이하, 유효광원분포

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등록특허 10-05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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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원리는, 도 20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도 20은, 소위 2광속 간섭, 즉, 광축(201)에 대해서, 각도 φ1로 입사하는

어느 평면파(202)와, 각도 φ2로 입사하는 어느 평면파(203) 간의 z =0에서의 간섭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φ1 = φ- δ이

고, φ2 = φ+ δ이다. 이때, z = 0에서의 광강도분포 I(x)는 이하의 식(2)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x, z) =2[1+cos{4π/λ(sinφcosδx-sinφsinδz}] (2).

만약, φ1 = φ2이면, δ= 0으로 되고, 그 결과, I(x, z)는 z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는 초점심도가 무한대로 된다.

그러나, φ1과 φ2가 다른 때 δ는 값을 지니므로 I(x, z)는 z에 의존하게 된다. I(x, z)의 z의존성은, 다음 식(3)으로 반복된

다:

p = λ(2sinφsinδ) (3).

그 결과, δ가 작으면 작을 수록, 즉, φ1과 φ2가 동등하면 등등할 수록 초점심도는 커진다.

이상의 원리와 사선입사조명의 효과로부터, 바이너리 마스크 또는 하프톤 마스크를 이용한 때에, 도 4A와 같은 형상을 지

닌 유효광원분포를 보다 개량한 도 4B, 도 4C 및 도 4D와 같은 형상을 지닌 유효광원분포의 쪽인 초점심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량의 요지는, 조명의 세로 및 가로방향에 미세한 조도분포를 형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의 경험이나 파리

의 눈렌즈의 영향이나 조도를 고려하면, 세로 및 가로방향의 미세한 광강도분포를 규정한 도 4에 있어서의 b3, c3, dd3은

조명의 σ로 환산해서 0.05 내지 0.15정도의 폭을 지니면 된다.

특히, 마스크패턴에 주기성이 강한 경우에는, 이하와 같이 해서 용이하게 형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패턴하프피치를

p, 투영광학계의 개구수를 NA, 파장을 λ로 한 때, k1인자는, p×NA/λ로 된다. 이 때, 유효광원분포의 형상은 σ환산을 한

때, 1/(4×k1)를 중심으로 해서, b3, c3, dd3은 0.1로 하면 된다.

도 4B, 도 4C 또는 도 4D와 같은 형상을 지닌 유효광원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B에 표시한 형상에 있어서

는, 0.3≤b1≤b2<1.0이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도 4C에 표시한 형상에 있어서는, 0.1≤c1≤c2<0.9이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 도 4D에 표시한 형상에 있어서는, 0.3<dd1≤dd2<1.0이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실제의 노광장

치에 있어서, σ를 1까지 보증하고 있는 장치는 적지만, 실제로는 NA를 좁힘으로써 σ가 1이상까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9실시예

독립홀에 대해서 보조패턴삽입방법을 고려한다. 종래라면, 도 2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211)의 주위에 보조

패턴(212)을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삽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어느 서로 다른 배치를 채용해서, 도 21B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211)주위에 보조패턴(212)을 삽입하였다. 마스크에 따른 조명조건으로 조명한 바, 도 21A보

다도 도 21B의 쪽이 초점심도, 노광량 등의 점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은 독립패턴에도 응용가능

하다. 독립패턴에 본 발명을 적용하면, 독립패턴을 적당한 가상격자상에 놓고, 서로 다른 배치를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가

상격자의 반주기를 독립패턴의 홀직경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주기적인 패턴이 존재할 때에는 그

주기에 맞춰도 된다.

홀이 2개 배치되어 있을 때에도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래에는, 도 22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

(221)주위에 보조패턴(222)을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라서 2개의 홀로 이루어진 가

상격자를 상정하고, 서로 다르게 보조패턴(222)을 배치하였다. 적당한 사선입사조명으로 조명한 바, 도 22A보다도 도

22B의 쪽이 초점심도, 노광량 등의 점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은 홀이 2개 배열되어 있을 때에도

적용가능하다.

홀이 3개이상 배열되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0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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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노광장치로서 KrF(파장 248nm), 개구수 0.73의 노광장치를 가정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120nm의 콘택트홀이 간격 120nm로 13개 정렬하고 있는 것을 노광할 경우를 고려한다. 이 상태를 도 29에 표시한다. 도

29는 콘택트홀패턴(또는 소망의 패턴)의 배열을 표시한 도면이다.

또, 마스크로서, 패턴부를 투광부로 하고, 패턴부이외를 투과율이 6%정도로 상기 투광부를 통해 나간 광과 위상차를 180°

로 유지하는 부재로 한 하프톤 마스크 또는 감쇄위상시프트 마스크(attenuated shifting mask)를 사용한다.

가로방향의 패턴주기가 240nm이므로, 세로방향도 240nm의 주기로 한 가상격자, 즉,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의 양방향에

240nm의 가상격자를 고려하고, 격자점상에 크기 90nm의 보조패턴을 배치하였다.

유효광원의 형상이 도 4A와 같은 형상으로 되도록 하는 조명모드로 노광한 바, 도 30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도 30은 웨

이퍼면상에서의 공중상(空中像)의 광강도분포를 나타내는 윤곽도이다.

도 30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부의 광강도가 백그라운드의 광강도와 동일한 정도로 되어 버려,

소망의 패턴이 해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패턴의 배치를 서로 다른 배치로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소망의 패

턴은 해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상격자의 주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망의 패턴에 대응하는 투광부의 크기를 140nm(즉,

간격은 100nm를 유지하면서)로 하고, 보조패턴의 크기를 110nm로 해서 통상의 배치로 한 바 소망의 패턴에 대응하는 광

강도가 백그라운드의 광강도보다도 강해져, 소망의 패턴이 해상되었다. 이 결과를 도 31에 표시한다. 도 31은 웨이퍼면상

에서의 공중상의 광강도분포를 나타내는 윤곽도이다.

마찬가지로, 보조패턴의 배치를 서로 다른 배치로 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망의 패턴의 크기를 140nm, 보조패턴의 크기를

110nm로 한 바, 패턴이 해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프톤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는, 마스크상의 소망의 패턴크기는, 웨이퍼상에 전사하고자 하는 패턴

크기에 대응한 패턴의 크기(노광장치의 투영광학계의 배율을 곱한 크기)보다도, 어느 정도 크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크면 패턴이 밀집되게 되어, 보조패턴의 삽입이 곤란해지게 되거나, 소망의 패턴 그 자체가 근접하고 있

는 패턴의 영향으로 형태가 일그러져 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소망의 패턴을 180nm, 보조패턴을 150nm로 한 때의 결과

를 도 32에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하면 한계이지만, 홀이 약간 옆으로 길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콘트라스트의 저하

에 대응한다.

결국, 소망의 패턴과 그것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을 지닌 하프톤 마스크에 있어서는, 상기 소망의 패턴의 크기는, 기

판 또는 웨이퍼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크기에 대응한 크기의 120%이상 150%이하인 것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마스크로서 바이너리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본 발명이 제안하는 노광방법은 가상적으로 주기적 패턴을 작성한다

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서로 간섭하는 회절광끼리의 강도비가 공중상의 콘트라스트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간섭하

는 회절광의 강도비가 1에 가까운 쪽이 콘트라스트는 크게 된다. 바이너리 마스크에서는 0차광의 강도는 1차광의 강도보

다도 강하다. 1차광의 강도를 0차광의 강도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상의 소망의 패턴크기를 전사해야할 패턴크기

보다도 작게 하면 된다. 그 결과, 공중상의 콘트라스트는 크게 된다. 일례로서, 도 29와 같은 콘택트홀패턴을 노광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소망의 패턴의 크기를 120nm, 보조패턴 크기를 90nm로 한 마스크에 의한 공중상으로부터 견적한 중심홀의 가로방

향의 콘트라스트는 약 36%였다. 이에 대해서, 소망의 패턴의 크기를 140nm, 보조패턴의 크기를 110nm로 한 마스크에 의

한 공중상으로부터 견적한 중심홀의 가로방향의 콘트라스트는 약 31%였다.

즉, 바이너리 마스크인 때에는, 전술한 하프톤 마스크인 때와는 반대로, 마스크상의 소망의 패턴의 크기를, 웨이퍼상에 전

사하고자 하는 패턴크기에 대응한 패턴의 크기(예를 들면, 노광장치의 투영광학계의 배율을 곱한 크기)보다도 작게 설정한

쪽이, 상의 콘트라스트가 높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패턴의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하면 쓰루풋이 낮아

져 마스크의 작성이 곤란해지므로,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하한치는 80%정도가 좋다.

결국, 소망의 패턴과 그것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을 지닌 바이너리 마스크에 있어서는, 상기 소망의 패턴의 크기는,

기판 또는 웨이퍼상에 형성한 크기에 대응한 크기의 80% 내지 90%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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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KrF(파장 248nm), 개구수 0.73인 노광장치를 이용하고 있고, 유효광원의 형상이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은 형상으로 되도롤 하는 조명모드로 노광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도 33에 표시한 콘택트홀패턴을 노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도 33에서는, 세로방향으로 주기

250nm로 120nm의 콘택트홀패턴이 11개 배열되어 있고(도 33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중심의 3개의 콘택트홀패턴만

을 표시하고 있음), 그와 같은 콘택트홀열이 520nm의 간격으로 2열 배열되어 있다.

도 23에 표시한 순서도에 의하면, 가로방향으로는 760nm/3 = 약 253nm의 주기로 보조패턴을 삽입하면 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3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망의 패턴의 주기를 가로방향으로도 적용한, 즉, 가로방향에도 주기

250nm로 가상격자를 형성하였다. 도 34는, 도 33의 소망의 패턴에 적용한 가상격자를 표시한 도면이다.

이와 같이 가상격자를 구성하여 통상의 배치로 보조패턴을 배치한 경우에도 소망의 패턴은 해상되었다(도 35). 도 35는 웨

이퍼상에 있어서의 소망의 패턴의 공중상을 표시한 도면이다.

다음에, 원래 홀직경과 간격의 치수가 1:1인 경우는 결상성능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도 36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가

로방향으로는 240nm의 주기로 가상격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가상격자에 통상의 배치로 보조패턴

을 배치하고 있었던 때에도 소망의 패턴은 해상되었다(도 37). 도 37은 웨이퍼상에 있어서의 소망의 패턴의 공중상을 나타

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보조패턴을 통상의 배치로 한 결과만을 표시하였으나, 본 실시예의 보조패턴삽입방법은 통상의 배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격자를 결정한 뒤에, 격자겸과 보조패턴중

심이 서로 다르게 되는 배치로 보조패턴을 배치하고 있어도 된다.

이상에 있어서, 본 발명의 특정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이 발명을 설명한 것과 별개의 방법으로 실시해도 되는 것은 물

론이다. 이 설명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본 발명을 마스크패턴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다른 주기를 가진 패턴을 일괄해서 웨이퍼상에 전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부차적 효과로서 소

망의 패턴부만을 배치한 마스크보다도 해상력이 양호해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종래의 포토마스크를 이용

한 투영노광장치에 의한 미세가공이 가능해진다.

이하, 도 1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마스크를 노광하는 노광장치(300)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

적인 노광장치(300)의 개략블록단면도이다. 노광장치(300)는, 도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술한 마스크를 조명하는 조명

장치(310)와, 조명된 마스크패턴으로부터 생기는 회절광을 플레이트(340)에 투영하는 투영광학계(330)와, 플레이트

(340)를 지지하는 스테이지(345)를 지닌다.

노광장치(300)는, 예를 들면, 스텝 앤드 스캔방식이나 스텝 앤드 리피트방식으로 마스크(320)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플레

이트(340)에 노광하는 투영노광장치이다. 이러한 노광장치는, 서브미크론 혹은 1/4미크론이하의 리소그라피 프로세스에

적합하고, 본 실시형태는, 일례로서 스텝 앤드 스캔노광장치("스캐너"라고도 칭함)를 사용한다. 여기서 이용되는 "스텝 앤

드 스캔방식"은, 마스크에 대해서 웨이퍼를 연속적으로 스캔(주사)해서 마스크패턴을 웨이퍼에 노광하는 동시에, 1쇼트

(shot)의 노광종료후, 웨이퍼를 스텝이동해서 다음의 노광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노광방법이다. 또, "스텝 앤드 리피트방식"

은, 웨이퍼의 일괄노광마다 웨이퍼를 스텝이동해서 다음의 쇼트의 노광영역으로 웨이퍼를 이동시키는 노광방법의 다른 방

식이다.

조명장치(310)는, 전사용의 회로패턴이 형성된 마스크(320)를 조명하고, 광원부(312)와, 조명광학계(314)를 지닌다.

광원부(312)는, 예를 들면, 광원으로서는, 파장 약 193nm의 ArF엑시머레이저, 파장 약 248nm의 KrF엑시머레이저, 파장

약 157nm의 F2엑시머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광원의 종류는 엑시머레이저에 한정되지 않고, 그 광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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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한정되지 않는다. 또, 광원부(312)에 레이저가 사용되는 경우, 레이저광원으로부터의 평행광속을 소망의 빔형상으로

정형하는 광속정형광학계, 코히어런트한 레이저광속을 인코히어런트화하는 인코히어런트화 광학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명광학계(314)는, 마스크(320)를 조명하는 광학계이며, 렌즈, 미러, 광학적분기, 조리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콘덴

서렌즈, 파리의 눈렌즈, 개구조리개, 콘덴서렌즈, 슬릿, 결상광학계의 순으로 정렬한다. 조명광학계(314)는, 축상광, 축외

광을 불문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학 적산기는, 파리의 눈렌즈나 2조의 원통형 렌즈어레이(또는 렌티큘러

(lenticular) 렌즈)판을 중첩함으로써 구성되는 인티크레이터 등을 포함하나, 광학로드나 회절소자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

다.

마스크(320)는, 예를 들면, 석영제로, 그 위에는 전사되어야 할 회로패턴(또는 상)이 형성되고, 마스크스테이지(도시생략)

에 지지 및 구동된다. 마스크(320)로부터 발사된 회절광은, 투영광학계(330)를 통해서 플레이트(340)상에 투영된다. 마스

크(320)와 플레이트(340)는, 광학적으로 켤레의 관계에 있다.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300)는 스캐너이므로, 마스크

(320)와 플레이트(340)를 축소배율비의 속도비로 주사함으로써 마스크(320)의 패턴을 플레이트(340)상에 전사한다. 또,

스텝 앤드 리피트방식의 노광장치("스테퍼"라고도 칭함)의 경우에는, 마스크(320)와 플레이트(340)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노광이 행해진다. 이러한 마스크(320)에는, 상술한 소망의 패턴과 보조패턴이 형성된다.

투영광학계(330)는, 복수의 렌즈소자만으로 이루어진 광학계, 복수의 렌즈소자와 적어도 1매의 오목면경을 지닌 광학계

(카타디옵트릭(catadioptric) 광학계), 복수의 렌즈소자와 적어도 1매의 키노폼(kinoform) 등의 회절광학소자를 지니는

광학계, 전체 미러형의 광학계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색수차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분산치(압베수)가 다

른 유리재로 이루어진 복수의 렌즈소자를 사용하거나 회절광학소자를 렌즈소자와 역방향의 분산이 생기도록 구성하거나

한다.

플레이트(340)는, 웨이퍼나 액정기판 등의 피처리체로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되어 있다. 포토레지스트도포공정은, 전처리

와, 밀착성향상제 도포처리와, 포토레지스트도포처리와, 프리베이킹처리를 포함한다. 전처리는, 세정, 건조 등을 포함한

다. 밀착성 향상제 도포처리는, 포토레지스트와 기재와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개질(즉, 계면활성제 도포에 의한 소

수성화) 처리이며, HMDS(헥사메틸-디실라잔) 등의 유기막을 피복 또는 증기처리한다. 프리베이크처리는, 베이킹(소성)

공정으로, 현상후의 그것보다도 소프트하며, 용제를 제거한다.

스테이지(345)는, 플레이트(340)를 지지한다. 스테이지(345)는, 당업계에서 주지인 어느 구성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여기서는 상세한 구조 및 동작의 설명은 생략한다. 예를 들면, 스테이지(345)는, 리니어모터를 이용해서 XY방향으로

플레이트(340)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스크(320)와 플레이트(340)는, 예를 들면, 동기주사되고, 스테이지(345)

와 마스크스테이지(도시생략)의 위치는, 예를 들면, 레이저간섭계 등에 의해 감시되어, 양자는 일정한 속도배율로 구동된

다. 스테이지(345)는, 예를 들면, 댐퍼를 개재해서 작업장의 바닥 등의 위에 지지되는 스테이지정반상에 설치되고, 마스크

스테이지 및 투영광학계(330)는, 예를 들면, 작업장의 바닥 등에 놓인 베이스프레임상에 댐퍼 등을 개재해서 지지되는 경

통정반(도시생략)상에 설치된다.

노광에 있어서, 광원부(312)로부터 발사된 광속은, 조명광학계(314)에 의해 마스크(320)를, 예를 들면, 쾰러조명한다. 마

스크(320)를 통과해서 마스크패턴을 반영하는 광은, 투영광학계(330)에 의해 플레이트(340)에 결상된다. 노광장치(300)

가 사용하는 마스크(320)는, 보조패턴이 소망의 패턴의 결상성능을 높여(예를 들면, 원형에 가깝게 함), 초점심도를 증가

하므로, 작업성을 높여 종래보다도 고품위의 디바이스(반도체소자, LCD소자, 촬상소자(CCD 등), 박막자기헤드 등)를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해서, 상기 노광장치를 이용한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7a는, 디바이

스(예를 들면, IC나 LSI 등의 반도체칩, LCD, CCD 등)의 제조를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여기서는, 반도체칩의 제조를 예로

설명한다. 스텝 1(회로설계)에서는 반도체디바이스의 회로를 설계한다. 스텝 2(마스크제작)에서는 설계한 회로패턴을 지

닌 마스크를 제작하고, 스텝 3(웨이퍼제조)에서는 실리콘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제조한다. 스텝 4(웨이퍼처리)에

서는, 이와 같이 해서 준비한 마스크와 웨이퍼를 이용해서 포토리소그라피기술에 의해 웨이퍼상에 실제의 회로를 형성하

며, 전(前)공정이라고도 부른다. 후공정이라고도 불리는 스텝 5(조립)에서는, 스텝 4에서 처리된 웨이퍼를 반도체칩으로

형성하며, 어셈블리(예를 들면, 다이싱 및 본딩)공정과 패키징(칩봉인)공정을 포함한다. 스텝 6(검사)에서는 스텝 5에서

작성된 반도체디바이스의 유효성 체크, 내구성 체크 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 공정에 의해, 반도체디바이스가 완

성되어 출하된다(스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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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b는 스텝 4의 웨이퍼처리공정의 상세한 순서도이다. 스텝 11(산화)에서는 웨이퍼의 표면을 산화하고, 스텝 12(CVD)

에서는 웨이퍼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고, 스텝 13(전극형성)에서는 증착법 등에 의해 웨이퍼상에 전극을 형성한다. 스텝

14(이온주입)에서는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이고, 스텝 15(레지스트처리)에서는 웨이퍼에 감광재를 도포한다. 스텝 16(노

광)에서는 상기 노광장치를 이용해서 웨이퍼상에 마스크의 회로패턴을 노광하고, 스텝 17(현상)에서는 노광한 웨이퍼를

현상하고, 스텝 18(에칭)에서는 현상한 레지스트상이외의 부분을 에칭하고, 스텝 19(레지스트박리)에서는 에칭공정후 불

필요하게 된 레지스트재를 제거한다. 이들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웨이퍼상에 다중으로 회로패턴이 형성된다. 본 실시형태

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종래보다도 고품위의 디바이스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본 발명에 의하면, 미세한 홀직경을 지니고, 1 또는 복수의 콘택트홀을 지닌 패턴을, 마스크를 교환시키지 않고, 고해

상도로 노광가능한 마스크 및 그 제조방법, 그리고, 노광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에 위

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은, 대략 상기 가상격자상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과 대응하는 격자점과의 어긋남의 크기는, 상기 가상격자의 주기의 1/6 내지 5/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과 대응하는 격자점과의 어긋남은, 상기 가상격자의 주기의 1/3 내지 2/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개구를 지니고, 상기 가상격자의 2개의 격자점의 중심은, 상기 보조패턴의 개구에 위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은, 피노광체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패턴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서로 크기가 상이한 복수

의 패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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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패턴은 서로 면적이 다른 제 1보조패턴과 제 2보조패턴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8.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대략 중심

을 원점으로 하는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가상격자상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으로부터 보아서 경사지게 배치

된 상기 보조패턴중 상기 소정의 패턴에 가장 가까운 보조패턴은 0°내지 45°의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격자상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에서 보아서 경사지게 배치된 상기 보조패턴중 상기 소정의

패턴에 가장 가까운 보조패턴은 9° 내지 40°의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0.

소정의 콘택트홀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콘택트홀을 지닌 보조패턴이 배열된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콘택트홀패턴상에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

긋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어긋남량은, 가상격자의 주기의 1/6 내지 5/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2.

복수의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을 지닌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정의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상격자는 적어도 1개의 가상사각형을 규정하고, 상기 보조패턴은 상기 가

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혹은 그 근방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정의 패턴과 보조패턴은, 상기 대각선의 방향으로 주기성을 지니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4.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을 억제가능하게 하는 광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조명하는 공정과, 해당 마스크

로부터의 광을 이용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공정을 구비한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되어 있고,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

에 위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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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을 억제가능하게 하는 광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조명하는 공정과, 해당 마스크

로부터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공정을 구비한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되어 있고,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

에 위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

으며,

상기 조명공정은,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상의 광축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상에서 해당 광축으로부터 약 r/(4·α)만큼 떨어진

위치가 밝아지는 조명조건에서, 상기 마스크를 조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단, r은 투영광학계의 동공의 반경,

α는 상기 가상격자의 반주기에 상기 투영광학계의 개구수를 곱해서 노광파장으로 나눈 값임).

청구항 16.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을 억제가능하게 하는 광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조명하는 공정과, 해당 마스크

로부터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공정을 구비한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되어 있고,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

에 위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나 있

으며,

상기 조명공정은, 유효광원상의 광축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상에서 해당 광축으로부터 약 1/(4·α)만큼 떨어진 위치가 밝아

지는 조명조건에서, 상기 마스크를 조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방법(단, α는 상기 가상격자의 반주기에 상기 투영광

학계의 개구수를 곱해서 노광파장으로 나눈 값임).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광원의 중심부가 어두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청구항 18.

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을 억제가능하게 하는 광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조명하고, 해당 마스크로부터

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노광방법에 적합한 마스크의 설계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에 일직선상에 나란히 있지 않은 3광속이 입사하도록 상기 보조패턴을 배치하는 공정을 지닌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의 설계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3광속은,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 -1/2)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1/2, 1)회절광 및 (-1/2, -1)회절광의 적어도 1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의 설계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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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패턴이 해상되고 또 보조패턴의 해상을 억제가능하게 하는 광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조명하고, 해당 마스크로부터

의 광을 투영광학계를 통해서 물체에 노광하는 노광방법에 적합한 마스크의 설계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주기방향 이외의 방향 및 그 주기방향과 직교하는 방향 이외의 방향에, 복수의 상기 보조패턴을 배치

하는 공정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의 설계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마스크를 이용해서 피노광체를 노광하는 공정과,

상기 노광된 피노광체를 현상하는 공정을 지닌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소정의 패턴과, 해당 소정의 패턴보다도 치수가 작은 보조패턴이 배열되어 있고, 또, 상기 소정의 패턴의

중심에 위치된 격자점을 지닌 가상격자를 가정한 경우에, 상기 보조패턴의 중심이 상기 가상격자의 격자점으로부터 어긋

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71623

- 22 -



도면2

등록특허 10-0571623

- 23 -



도면3

등록특허 10-0571623

- 24 -



도면4

등록특허 10-0571623

- 25 -



도면5

등록특허 10-0571623

- 26 -



도면6

등록특허 10-0571623

- 27 -



도면7a

도면7b

등록특허 10-0571623

- 28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571623

- 29 -



도면10

등록특허 10-0571623

- 30 -



도면11

등록특허 10-0571623

- 31 -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571623

- 32 -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571623

- 33 -



도면16

등록특허 10-0571623

- 34 -



도면17

등록특허 10-0571623

- 35 -



도면18

등록특허 10-0571623

- 36 -



도면19

도면20

등록특허 10-0571623

- 37 -



도면21

도면22

등록특허 10-0571623

- 38 -



도면23

등록특허 10-0571623

- 39 -



도면24

도면25

등록특허 10-0571623

- 40 -



도면26

도면27

등록특허 10-0571623

- 41 -



도면28

도면29

도면30

등록특허 10-0571623

- 42 -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등록특허 10-0571623

- 43 -



도면35

도면36

도면37

등록특허 10-0571623

- 4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도면27
	도면28
	도면29
	도면30
	도면31
	도면32
	도면33
	도면34
	도면35
	도면36
	도면3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5
  발명의 구성 및 작용 6
  발명의 효과 19
청구의 범위 19
도면 22
 도면1 22
 도면2 23
 도면3 24
 도면4 25
 도면5 26
 도면6 27
 도면7a 28
 도면7b 28
 도면8 29
 도면9 29
 도면10 30
 도면11 31
 도면12 32
 도면13 32
 도면14 33
 도면15 33
 도면16 34
 도면17 35
 도면18 36
 도면19 37
 도면20 37
 도면21 38
 도면22 38
 도면23 39
 도면24 40
 도면25 40
 도면26 41
 도면27 41
 도면28 42
 도면29 42
 도면30 42
 도면31 43
 도면32 43
 도면33 43
 도면34 43
 도면35 44
 도면36 44
 도면37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