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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미세패턴 가공방법 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르는 주사터널형 미세가공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에서 이용된 주사터널 현미경을 나타내는 도면.

제3도에 있어서 침과 시료표면과의 사이부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제4도  및  제5도는  제2도의  주사터널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시료표면에  대해  원자순서대로  나타낸 지
형도와 등고선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주사터널형 미세가공장치의 부분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주사터널형 미세가공장치를 이용한 각 형성장치의 단면도.

제8도  내지  제17도는  제1도,  제2도,  제6도  및  제7도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한  원자단위  또는 분자단
위의 가공, 막형성, 어닐링등을 나타내는 도면.

제8a도∼제8c도는 시료로 부터 원자 또는 분자의 제거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제9a도, 제9b도는 절연재료의 가공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제10a도∼제10d도는 가스를 이용한 원자막 형성을 나타내는 도면.

제11a도, 제11b도는 가스를 이용한 원자 제거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제12a도∼제12c도는 시료부분의 어닐링을 나타내는 도면.

제13a도∼제13f도는  라디칼전자,  이온화전자  또는  여기전자  및  가스분자를  가진  가스를  이용한 원자
막 형성을 나타내는 도면.

제14a도 제14b도는 다른 종류의 가스를 이용한 다른층에 있어서 원자막형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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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a도∼제15e도는 가스를 이용한 증발에 의해 원자제거를 나타내는 도면.

제16a도∼제16c도는  스퍼터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온화  및  충돌에  대해  가스를  이용한 원자제
거를 나타내는 도면.

제17a도∼제17g도는  시료의  극성전환과  상대적인  이동에  의해  재형성된  원자  및  주사터널  현미경을 
나타내는 도면.

제18a도 제18b도는 회로도 및 대응하는 분자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3차원 압전 액츄에이터      101 : X 압전 액츄에이터

102 : Y 압전 액츄에이터            103 : Z 압전 액츄에이터

105 : 침부분                             106 : 스테이지

107 : 시료                                108 : 침

109 : 레이저 길이측정 유니트     110 : 레이저 길이측정 유니트 제어장치

116 : XY 주사회로                     117 : Z 구동 및 서보회로

118 : 터널전류 증폭기                119 : 전원

120 : 메모리                              121 : 마이크로 컴퓨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초미세구조를  갖는  패턴의  가공  및  막형성과  같은  원자  또는  분자단위에서의  구조를 마련
하기  위한  미세패턴  가공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들은  분자장치와  생체소자와  같은  여러가지 
구조의 패턴 및 LSI와 같은 초미세패턴의 제작 및 수정등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패턴은  매년  더욱더  미세화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리도그래피용  마스크의 
묘화기술,  결함의  수정기술  또는  그것에  의해  형성된  집적회로  패턴을  수정하기  위한  기술도  더욱 
미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은  리도그래치용  마스크의  결함수정,  소자내부의  배선절단,  상하배선의  형성,  윈도우의  형성 
및  점퍼선의  형성에  관해서는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86-56332,  84-168652  및  87-229956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집속된  이온빔에  의한  제거,  절단  및  천공등과  같은  가공을  실행하며,  이온빔의 유
기  및  또는  레이저  유지  CVD를  이용하여  접속,  인출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구멍매입  및  점퍼선의 형
성등을 실행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증가하고,  분자의  전자소자와  분자의  생체전자  소자가  발달함에  따라 
패턴은  더욱더  미세하게  된다.  예를들어,  투사형  이온빔  리도그래피  또는  투사형  전자빔 리도그래피
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경우에  있어서,  초미세  결함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0.3㎛의 회로패턴
에  대해서는  0.07㎛  이상의  결함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0.1㎛의  회로패턴에  대해서는 0.02㎛이상
의  결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ULSI에서  설계오차  또는  제조오차에  기인하는  기능장애의 
경우에 배선의 절단이나 접속을 위한 수정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액체금속이온으로  부터  이온빔을  사용하는  경우에,  20∼30㎚인  이온원의 
큰  유효직경과  수십  eV인  큰  에너지폭을  갖기  때문에,  집속이  다단렌즈를  이용하여  고배율로  될  때, 
최소  스포트직경은  50㎚가  한계이다.  반면에  액체  He  온도  부근의  극히  낮은  온도로  냉각되어진 침
의  끝에서  전계  이온화에 의해 H 2  가스  또는  Ar  가스를  이온화하는 이온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리

고  나서  이온빔을  회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온원의  유효직경은  침끝에서  1  내지  몇개의  원자보다 작
으며,  에너지폭은  1  내지  수  eV에  대한  에너지폭처럼  작기  때문에  최소  10㎚  정도로  집속효과를 얻
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극한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침의  제작을 위해서
는  극도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며,  초저온  및  초고진공에서  고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
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자의  전자소자와  생체전자  소자는  연구중이다.  분자의  전자소자는  소자감쇠의  하나의 제한
으로서  스위칭소자처럼  분자를  사용한다.  생체소자는  생체에  관련된  분자에  의해  구성되며,  기능을 
갖는 A순서의 분자들을 조합하여 정보전달매체로서 생체의 것과 같은 분자를 사용한다.

주사터널  현미경(STM)은  시료원자의  관찰용으로  알려져  왔으며,  1988년  4월  23일  공개된  일본국 특
허  공개공보  소화  63-92025와  1987년  1월  29일에  발간된  "Nature  지"325권  419∼421페이지에 기재되
어  있는  베커(Becker)등이  발표한  "터널현미경을  이용한  원자  스케일  표면의  수정"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원자  제거등의  원자스케일  표면관찰용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발표는  결점은 
수정등  또는  막을  형성하기  위한  미세패턴의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분자장치의  처리에 관
한 것도 아니다.

또한,  그러한  종래  기술에는  유기고분자  또는  생체고분자를  이용한  분자장치에  있어서,  원자단, 분
자단  또는  원자단위,  분자단위의  가공,  이동,  부착,  즉  재형성  뿐만  아니라  무기재료  다층박막과 같
은  0.2㎛이하의  초미세패턴의  결함수정,  절단,  천공등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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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유기고분자  또는  생체고분자등을  이용한  장치의  원자  또는  분자단위  또는  원자단, 
분자단  단위에서  유효한  조작  및  전자장치의  0.2㎛이하의  초미세패턴의  결점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와  초고집적밀도장치의  제작,  고기능장치  및  생체와  정보결합을  가능하도록  한  장치등을 실
현할 수 있도록 한 미세패턴가공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초미세패턴가공방법  및  장치는  주사터널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한다.  특히, 예리
한  끝을  갖는  칩이  있는  주사터널  현미경이  약  1nm이하의  거리로  이동하여  시료표면에  접근하게 된
다면,  시료와  침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며  그들  사이에는  터널전류가  흐르게  된다.  만일  거리가 3nm이
상이라면,  전계방출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경우에,  터널전류는  침끝의  원자와  시료표면  사이에서 
흐르며,  전계방출전류는  극히  짧기  때문에  시료표면상에서  수  nm만  퍼질  것이다.  한편  이  전류를 이
용한  여러가지  프로세스에  의해  초미세패턴의  가공,  변경,  막형성이나  원자  또는  분자단위의  제거 
및 부가조작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으로 명확하게 될 것
이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시예와 함께 설명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인  미세패턴가공장치를  제2도∼제5도에  따라  설명한다. 미
세패턴가공장치는  제2도에  도시한  주사터널현미경(STM)을  이용한  개량된  가공장치이며,  원자  1개, 1
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제3도는  터널전류가  발생되는  현상을  도시한  도면이며,  숫자 1123
은  전자운을  표시한다.  텅스텐  카본침과  같이  침끝이  수  ㎛이하로  예리하게  된  전도성침(108)을 갖
는  STM의  침부분(105)와  도전성  물질시료(107)과의  사이에  전원(119)(제2도)에  의해  전압이 인가되
고,  침과  도전성물질은  수  Å이상의  갭을  통해  서로  반대방향으로  배치해놓으면,  즉  약  1㎚의 갭거
리를  갖는다면,  터널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는  양자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0.1㎚의  거리의  변화에  대해  터널전류는  1자리수정도  변화한다.  또한  갭거리가  3㎚이상이라면, 전계
방출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경우  터널전류는  침끝의  원자와  시료표면  사이에서  흐르며, 전계방출전
류는 극히단거리인 까닭에 시료표면상의 수 ㎚에만 퍼질 것이다.

제2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STM은  3개의  압전  액츄에이터를  갖는  3차원  압전  액츄에이터(100)을 이용
한다.  터널전류증폭기(118)에  의해  검출된  터널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동안,  X,  Y  압전 액
츄에이터(101)과  (102)는  XY  주사회로(116)에  의해  구동된다.  침(108)이  물질(107)의  볼록부분에 도
달되면,  터널  전류증폭기(118)로  부터  검출된  터널전류는  증가하며,  서보회로(117)은  원래전류가 얻
어질  때까지  침(108)을  상승시키도록  Z  압전  액츄에이터(103)을  구동시킨다.  오목부분에서는  검출된 
터널전류의  변화에  응하여  침(108)을  하강시킨다.  한편,  압전  액츄에이터(103)에  인가된  침(108)의 
상하이동은  시료(107)의  표면의  오목,  볼록부분에  대응한다.  즉,  서보회로(117)로  부터 메모리(12
0)에  인가된  신호는  시료(107)표면의  오목,  볼록부분에  대응하는  신호이다.  반면에,  XY 주사회로
(116)으로  부터  메모리(120)에는  압전  액츄에이터(101),  (102)에  인가되는  XY  구동신호에  대응하는 
XY  변위신호가  인가된다.  이  주사동작을  반복하면,  압전  액츄에이터(101),  (102),  (103)에  인가된 
전압변화가  메모리(120)에  기억되며,  마이크로컴퓨터(121)이  메모리(120)에  기억된  데이타를 리드하
여,  영상을  나타내며,  표시장치(122)에  영상을  표시하는  것에  의해  시료물질의  표면구조를 원자스케
일로 관측할 수 있다.

침(108)과  시료(107)사이에  인가된  바이어스전압이  1mV∼1V  범위일때,  터널전류  1∼10㎁  정도의 범
위이다. 이 경우, 시료(107)에 인가된 파워가 1pw∼1nw로 적기 때문에 손상가능성은 적다.

또,  원자스케일의  미세이동위치제어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1㎟×10mm  길이의  압전  액츄에이터를 이
용하여,  1V의  인가전압으로  1㎚  정도의  미세이동이  가능하다.  제4도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Si 
표면의  원자스케일의  구조를  도시한  지형도이다.  원자는  오목  및  볼록부분에  하나씩  반영된다. 제5
도는 Si 표면의 STM 영상의 등고선의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사터널  현미경(STM)시스템의  미세패턴  가공장치는  원자단위의  미세패턴과 시료
의 관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자  또는 분자의 제거,  부가  또는 변경 및  미세한 막을 형성
할 수 있다.

제1도는  주사터널형  미세패턴  가공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마이크로컴퓨터(121)로 
부터의  명령에  따라,  터널유니트의  3차원  액츄에이터(100)은  XY  주사회로(116)  및  Z  구동, 서보회로
(117)등을  동작시켜,  그  구동신호로  X,  Y,  Z  방향의  압전  액츄에이터(101),  (102),  (103)을 구동하
여, 이들에 고정된 침부분(105)를 X, Y, Z 방향으로 미세이동시키는 것이다.

XY  스테이지  제어장치(115)는  스테이지(106)을  움직이게  하며  마이크로컴퓨터(121)로  부터의  명령에 
따라  구동기구(123X),  (123Y)  및  (124X),  (124Y)를  제외하여  거칠은  이동을  실행하고, 스테이지
(106)의  위치  데이타는  레이저길이  측정  유니트제어장치(110)에  의해  제어되는  레이저길이  측정 유
니트(109)에  의해  측정된다.  스테이지(106)에  대한  위치제어는  마이크로컴퓨터(121)로  부터의 명령
(목표위치)이  제어장치(110)으로  부터  얻어진  스테이지의  정확한  위치데이타와  대응하도록  XY 스테
이지  제어장치(115)에  의해  실행된다.  레이저  길이측정  유니트  제어장치(110)은  레이저  길이  측정 
유니트(130),  미러(132),  (133),  (134),  (135)  및  편향프리즘(131)을  이용하여  스테이지의  정밀한 
위치 데이타를 측정한다.

또,  시료(107)과  침(108)  사이를  가스분위기로  조성하여,  그  사이에  터널전류나  전계방출전류를 흐
르게  하고,  이  가스의  원자  또는  분자를  전자충돌에  의해  라디칼화,  이온화  또는  여기되도록  하여, 
시료(107)에  대해  스퍼터링,  화학에칭  또는  CVD막  형성을  1개  내지  여러개의  원자  또는  분자순서로 
실행될 수 있다.

제6도는  주사터널형의  미세패턴  가공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것의  실시예에서는 압
전  액츄에이터(X,  Y,  Z  방향)로  구성되는  액츄에이터(100)에  부착된  침부분(105)의  침(108)과 시료
(107)사이에  흐르는  터널전류나  전계방출전류는  퍼지며,  파선(605a)로   표시된  것과  같이  시료의 넓
은  영역에  조사된다.  제6도에  도시한  장치는  그러한  조사를  방지한다.  특히,  주사터널형  미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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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장치에는  터널전류나  전계방출전류를  집속하고  편향시키기  위하여,  자계  또는  전계를  이용하는 
렌즈와  편향기가  마련되어  있다.  제6도는  자계렌즈와  편향기가  마련된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61
8)은  자극,  (106)은  시료  캐리어  스테이지,  (610)은  집속렌즈의  자극,  (611)은  그것의  코일, (609)
는  코일의  전원  B이다.  또,  침부분(105)에  인접한  윗부분에는  자극(607),  코일전원  A(608)에  의해 
구동되는 코일(606)이 탑재되어 있다. (607)과 (608)은 집속렌즈 및 그것의 전원으로 하여도 
좋으며,  또는  편향기  및  그것의  전원이어도  좋다.  집속렌즈인  경우에,  자극(607),  (610),  (618)과 
이들에  공급되는  자화의  세기에  의해  터널전류나  전계방출전류가  집속되어,  (605b)와  같은 집속빔으
로서  시료(107)에  조사된다.  이것에  의해  시료의  매우  좁은  영역,  즉  1㎚이하로  부터  여러개의  원자 
내지 1개원자 이하의 영역에 전류를 조사하여, 그것을 검출하고, 또 가공할 수 있다.

자극(607),  (610),  (618)에  공급된  자계의  세기를  코일전원(608)과  (609)에  의해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집속빔의  집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부재(606), 
(607)을  편향기로한  경우에는  빔의  편향을  그것에  의해  실행하며,  액츄에이터(100)을  이동시키는 대
신에 빔을 약간 편향시켜 높은 정밀도의 위치결정, 고속의 주사를 달성할 수 있다.

자극과  코일(607),  (606),  (610),  (611),  (618)이  액츄에이터(100),  침부분(105)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치이면,  이러한  시스템의  축을  항상  침의  축에  일치시킬  수  있다.  코일전원(608)과 
(609)는  제어장치(617)(마이크로컴퓨터(121)을  사용해도  좋음)에  의해  제어되므로,  이들  상호간에 
대한  부재들의  강도를  제어하고,  묘화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자기형  편향기, 
렌즈,  전원  대신에  정전형  편향기,  렌즈,  전원이  사용되어도  집속빔(605b)로  도시한  것과  같은 동일
한 집속을 달성할 수 있다.

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주사터널형  미세패턴  가공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이 장치
는  공기  서보마운트와  같은  진동감쇠  베이스(712)위에  탑재된  표면  플레이트(711),  표면 플레이트
(711)위에  탑재된  진공용기(711a),  진공용기(711a)에  설치되어  있으며,  (706a),  (706b)  및  (706c)로 
표시된  위치로  이동가능한  시료캐리어  스테이지(706),  침(108)을  갖는  침부분(105)  및  압전 액츄에
이터(100)과  제어장치(701a)  등이  마련된  주사터널  유니트(701)(제1도  및  제6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SEM(주사전자  현미경)(702),  광학  현미경(703)등을  포함한다.  시료캐리어  스테이지(706)은 
구동부분(707)에  의해  이동하며,  주사터널  유니트의  위치(706a),  SEM에  의한  관찰위치(706b),  광학 
현미경에  의한  관찰위치(706c)등을  취할  수  있다.  터널  유니트(701)에  터널전류가  전계방출전류의 
빔을  집속시키거나  편향시키기  위하여  집속  및  편향극과  코일(606),  (607),  (610),  (611)  (제6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등을  붙인다.  이  경우에  레이저  길이  측정  유니트(710),  편광프리즘(709), 윈도우
(708)  및  시료  캐리어  스테이지(706)에  붙여진  미러(708a)에  의해  스테이지  위치를  0.1㎛이하의 높
은 정밀도로 측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주사  터널  유니트(701)부근에는  가스실린더(722)로  부터  파이프(721),  가스개폐  및  가스유량조정을 
위한  밸브(720)을  거쳐서  주사터널  유니트(701)의  침(108)부근에  가스를  불어넣기  위한 가스노즐
(727)이  마련되어  있다.  유기금속화합물가스,  실란등과  같은  중합체가스,  할로겐과  그것의 화합물등
의  반응성가스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가스가  이용될수  있다.  가스를  불어넣음으로써,  이전에 설명
한  가공을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전류나  전계방출  조사시에,  후에  설명하는  장치나 공정
에 의해 금속이나 SiO2등의 절연체를 위한 국부적인 막형성 또는 고속의 에칭이 가능하다.

이  장치에서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시료  예를들면  미세회로패턴을  갖는  기판(107)의  원하는 위치
에 국부가공, 국부 막형성 또는 국부적인 고속의 에칭등을 실행할 수 있다.

우선  시료를  로더  챔버(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진공용기(711a)내에  넣고,  진공배기시스템(713)에 의
해  배기를  실행한다.  그후,  시료  캐리어  스테이지를  위치(706c)로  이동하고,  윈도우나 광학현미경
(703)을  통한  직접관찰에  의하거나  ,  그것을  통한  관찰  및  카메라(716)과  표시장치(717)을  통한 관
찰에  의해  시료(107)의  원하는  부분은  검출한다.  다음에,  시료캐리어(706)을  SEM(702)에 위치(706
b)로  이동시키고,  광학현미경(703)에  의한  거칠은  관찰에  따라서  시료(107)로  부터  방출된 2차전자
를  표시장치(714)로  검출하며,  그  검출의  결과를  표시장치(718)에  표시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미
세한  관찰과  위치결정을  실행한다.  다음에  시료캐리어  스테이지(706)을  위치(706a)로  이동시키고, 
주사터널  유니트(701)을  이용하는  현미경  관찰에  의해  미세한  검출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최종적으
로 가공등을 수행할 때,  원자,  원자군 또는 분자에 위치결정을 하여 이것에 제거,  부착 또는 고속의 
에칭등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출의  분해력은  광학현미경(703)을  가진  ㎛  단위로 부
터  SEM에  의한  10-1㎚까지,  제1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주사터널유니트의  XY  주사회로(116)  및  Z 구
동과  서보회로(117)에  의해  압전  액츄에이터(101),  (102),  (103)을  구동시키며,  터널전류  또는 전계
방출전류를  전류앰프(118)에  의해  검출하여,  그것을  마이크로컴퓨터(121)의  처리에  의해   표시장치
(122)에  검출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  0.1∼0.001㎚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관찰영
역과  분해력은  광학현미경과  SEM  및  SEM과  주사터널현미경  사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술한 장
치를  이용하여  광학현미경의  시야로  부터  원자순서의  위치결정까지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다.

제8a도∼제8c도는  원자  또는  분자순서,  즉  원자  또는  분자  단위로  본  발명에  의해  실시하는  공정을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다.  제8a도는  침부분(105)의  침(108)을  시료(107)의  표면에  접근시키고, 전원
(119)에  의해  양자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며,  터널전류  또는  전계  방출전류(801)이  흐르고  있는 상태
를  도시하고  있다.  제8b도는  침(108)의  끝(802)  및  시료(107)의  표면(803)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특히,  터널전류는  시료의  원자(804a)에  관한  침끝(802)의  원자(802a)로  부터  방출되며,  전자(806)을 
방출한다.  그  결과로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해  제8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원자  또는  분자레벨의 구
멍(805)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원자(804a)와 그 부근의 원자(804b), (804c)가 제거된다.

제9a도는  시료(107)로서  도전판  기판(901)의  위에  절연선  재료(902)를  형성한  것에  관해서  가공하는 
경우를  도시하였다.  또한,  이  경우에서  절연막이  충분히  얇다면  침(108)과  도전성기판(901)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한  분극효과에  의해  절연재료(902)의  표면이  분극되어,  이것에  의해  터널전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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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계방출전류가  흘러,  시료(107)의  절연막재료(902)를  가공할  수  있다.  제9b도는  분극효과를 높
이기  위해  침(108)  둘레에  분극용  전극  플레이트(903)을  설치한  것이다.  전원(904)에  의해 침(108)
과는  독립적으로  분극용  전극  플레이트(903)에  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재료(902)를  사전에  분극된 상
태로  한다.  이  상태에서,  제9a도에  관해  기술한  것과  같이  터널전류  또는  전류방출전류가  흐르도록 
전원(119)로 침(108)에 전압을 인가한다.

제10도는  제7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침부분(105)의  침(108)의  끝  부근에  노즐(727)로  부터의  가스를 
불어넣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특히,  제9a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침(108)  및  침에  반대되는 시료
(107)의  부분의  부근에  가스노즐(727)로  부터  가스(1001)이  불어넣어지며,  이  상태에서  전원(119)로 
부터  전압이  인가되고,  터널전류  또는  전계방출전류가  흐른다.  이  경우  가스로서,  CVD용의 금속화합
물,  예를들면  유기금속화합물,  즉 Ai(CH3)3 , Al(C2H5)3 , Al(C4H9)3 , Cd(CH3)2 , Cd(C2H5)2 등의  금속 알킬화

합물, M(CnH2n+1)m , MO(CO) 6  등의  금속  카르보닐화합물,  M(CO)N, TaO(C2H5)5 , M(OCH2n+1) m  등의  금속 알콕

사이드  화합물,  그리고  금속할로겐,  즉 WF6 , WCl6 등의  MXn등이  사용된다면(여기서  M은  금소원소, 예

를들면 W,  Mo,  Ta,  Al,  Cd,  Zn,  Ni,  Zr  등을 표시하며, m과 n은 정수, X는 할로겐 원소, 즉 F,  Cl, 
Br  등을  나타낸다).  이들  물질은  터널전류나  전계방출전류의  활동에  의존하며,  전류에너지에  의해 
분해되고,  분리된  금속원자가  제10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시료(803)의  표면의  위치(1002)에 부착한
다.

이때,  제10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터널유니트(701)의  압전  액츄에이터(100)을  동작시킴으로써 침
(108)의  끝(802)를  시료(107)의  표면(803)위에  화살표(1004)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시료
표면(803)위에  부착원자(1003)의  열을  얻을  수  있다.  제10d도에는  침(108)의  끝(802)를  시료(107)에 
관한  화살표(1004)방향으로  주사시켜,  그후  그  끝을  (1005)의  방향으로  1개의  원자만큼  이동시키고, 
또  화살표(1004)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영역(1006)위에  많은  원자를 부
착시키는  것을  도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원자들이  막층이  지정된  영역에  형성된다. 
비록,  상기  예는  금속원자의  부착의  예이지만,  TEOS(tetra-ethyl-orthosilicate)와  같은  비금속 화
합물 가스를 이용하여 SiO2등의 절연물을 부착시킬 수도 있다.

제11a도는  플루오르,  염소, CCl4 , CF4 등의  할로겐  및  할로겐  화합물들의  가스와  같은  반응성가스를 

노즐(727)로  부터  내뿜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가스들의  분자(1101),  (1102)는  침(108)의 
끝(802)와  시료(107)의  표면(803)  사이에  흐르는  터널전류  또는  전계방출전류에  의해  분해  또는 활
성화되어,  시료원자와  결합하여  휘발성의  원자(1103),  (1104)를  형성하고,  휘발하여  제11b도에 도시
한 것과 같은 구멍(1105)가 형성되며, 고속도의 제거가 수행될 수 있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주사터널형의  미세패턴  가공장치에  의해  실행된  국부적인  어닐링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12a도에서,  시료(107)은  이온주입법에  의해  반도체기판(1201)에  주입된  불순물(1202)를 
가지고  있다.  어닐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2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불순물(1202a),  (1202b), 
(1202c)는  격자  결함이  존재  또는  내부변형의  잔류등에  기인하여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주사터널형의  미세패턴  가공장치를  이용하여,  침(108)과  시료(107)사이에  전원(119)로 부터
의  전압을  인가하여,  터널전류  또는  전계방출전류를  국부적으로  조사시키며,  그  에너지에  의해 제
12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영역(1203)과  같은  여러개의  원자영역만이  어닐링된다.  그것에  의해 불순
물(1202a)∼(1202c)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불순물(1202a)만  활성화되는  것처럼  도시하였다.  한편, 
전체  표면에  불순물(1202a)∼(1202c)를  주입한  재료에서  여러개의  원자영역을  국부적으로 어닐링하
여  그것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원자단위,  원자군  또는  분자  정도의  초미세회로를 형성시
킬 수 있다.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가공의  또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13a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제8도
와  비교하여,  예를  들면  전원(119)의  극성을  역으로  하여,  침(108)에  정전압,  시료(107)에  부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이  경우에  제13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전자는  침(108)는  끝(802)의  원자로  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8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전자(1301)은  서보회로(107)의  침에  가까운 표면부
분(803)으로  부터  침의  끝(802)쪽으로  흐른다.  가스가  가스노즐(727)로  부터  침(108)의  끝(802)와 
시료(107)  또는  그  부근의  표면(803)사이의  부분으로  불어넣어지면,  가스원자(1302a)와  (1302b)는 
흐르는  전자의  작용에  의해  이온화된다.  한편  형성된  이온(1303)은  제13a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부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시료(107)의  표면(803)으로  흐르며,  제13d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시료표면
(803)위에  이온이  가스원자(1304)로서  부착한다.  제13e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압전소자의 액츄에이
터(100)에  의해  침(108)과  시료(107)을  상대적으로  이동시켜,  침의  끝(802)를  시료의  표면위에 화살
표(1004)  및  (1005)의  방향으로  2차원적으로  주사시키면,  시료(107)의  표면(803)위에  넓은 가스원자
의  부착영역(1305)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반복함에  의해  제13f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원자를 다층
막(1306)으로 적층시킬 수 있다.

또,  제14a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다수의  가스노즐(727),  (727a)를  마련하여,  2종류  이상의  가스를 
각각의  노즐로  부터  교차로  흐르도록  하여,  제14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제1의  노즐(727)로  부터 
나오는  원자에  의한  층(1306)과  제2의  노즐(727a)로  부터  나오는  원자에  의한  층(1307)과  종류가 다
른 원자의 층을 다층으로 적층시킬 수 있다.

제15도는  제15a도의  장치를  이용한  또다른  가공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제15b도  및  제15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시료(107)의  표면(803)으로  부터  방출된  전자(1301)은  가스원자(1302)를  이온화시키며, 
이  이온(1303)은  시료표면(823)에  부착한다.  이때  제15d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가스원자의 이온
(1501)과  시료원자(1502)가  결합하여  고증기압의  화합물(1503)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조합을 이용하
면,  제15e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화합물(1503)은  증기화되며,  시료표면(803)으로  부터  원자(1503)이 
제거되어 절단부분(가공된 구멍)(1504)가 형성된다.

제16a도는  제15a도에  도시한  장치에  있어서,  노즐(727)로  부터  방출된  가스원자로서  중원소(heavy 
elemaent)(1601)을  이용하였다.  시료표면(803)으로  부터  방출된  전자(1301)의  작용으로  이  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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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되며,  이온화된  중이온(1602)는  제16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부전압을  인가시키고  있는 시료
표면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이것이  충돌하여  스퍼터링작용을  야기하고,  이  작용에  의해 시료원자
(1603a), (1603b), (1603c) …가 제16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방출하여 제거된다.

제17a도는  극성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진  전원(1701)을  마련한  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단위에
서  시료(107)의  원자  또는  분자를  재형성시키기  위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특히,  전원(1701)의 
스위치를  A,  B의  상태로  하여  두고,  침(108)에  부전압,  시료(107)에  정전압을  인가하면,  제17b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침의  끝으로  부터  시료표면에  전자(806)이  흐른다.  이  작용에  의해 시료표면(80
3)의  원자(804)는  제17c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정이온(807)로  이온화되며,  제17d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침의  끝(802)쪽으로  이동하고,  제17e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침의  끝(802)에  원자(808)과  같이 
부착한다.  다음에  압전소자  액츄에이터(100)의  동작에  의해  시료(107)과  침(108)을  상대적으로 이동
시켜,  시료의  다른  장소에  침의  끝(802)가  이동되도록  한다.  전원(1701)의  스위치를  A',  B'측으로 
하면,  극성이  역으로  되며,  제17f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원자(807)은  정이온화되고,  침의  끝(802)를 
이탈하여  시료표면(803)으로  이동하며,  제17g도에  도시한  것과  같이  시료표면(803)위에 원자(809)로
서  부착한다.  여기서,  제거되어야  할  원자의  위치로  부터  부착되어야  할  원자의  위치까지의  X방향, 
Y방향의  이동거리를  주사터널  유니트로  관찰한다면,  표면(803)으로  부터  원자를  제거한  후  압전소자 
액츄에이터를  제어함으로서,  X,  Y방향으로  이동시켜  소정의  위치로  제거된  원자를  부착시킬  수 

있다. 결국, 원자단위의 재형성 동작도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기술을  ULSI나  초미세  LSI를  제조하기  위한  리도그래피용  마스크등의  회로수정, 회로변
경에  적용할  수  있다.  또,  전자와  전자충돌에  의한  가스분자를  이온화하거나  여기시키는  것에  관해 
상기 설명이 언급되었지만, 라디칼화도 그것에 의해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분자장치  또는  생체장치에  있어서,  소자는  원자나  분자의  결합이나  조합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그  결합을  분리하거나  변경하는  기술은  소자특성  불량의  수정이나  해석상  중요하다. 
즉,  이들  분자장치,  생체장치에  있어서는  원자,  분자단위의  제거와  접속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18a
도는  두개의  입력  A,  B와  출력을  갖는  NAND  전류를  도시한  것이며,  제18b도는  F.  Carter에  의해 
1984년  Physics지  10D,  175페이지에  개재되었던  스위칭용  분자를  이용하는  등가분자의  전자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제18b도에서  질소이온을  갖는 C=N
+
는  제어부분에  대응한다.  전자가 (SN)n 의 전기전도

성  중합체  체인의  입력라인중의  하나를  통해  주입되었을  때  질소원자의  정전하는  전위변화를 야기하
며  중성화된다.  이것은  V단자로  부터  출력단자로  흐르는  전자전류를  중단시킨다.  전자가  다른 입력
라인을  통하거나,  두  입력라인을  통하여  주입된  경우에,  전위변화는  V단자로  부터  흐르는 전자전류
를  중단시킨다.  그러므로,  이  분자장치는  NAND  회로로  동작하며,  그러한  미세  분자장치는  보통의 반

도체장치보다  높은 10
6
 정도의  밀도로  집적화시킬  수  있다.  원자  또는  분자단위의  재료를 가공하거

나  부가하기  위하여  상술한  기술을  응용함으로서,  분자나  생체장치의  원자  또는  분자의  결합, 조합
을 변경시키거나 수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무기재료  박막등과  같은  0.2㎛  이하의  회로패턴의  수정,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자장치에  있어서  원자  또는  분자단위의  가공,  부착등을 실행함
으로서 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로  변경가능한 것
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장치,  분자장치  및  생체소자장치중의  하나의  시료의  미세패턴  가공방법에  있어서,  시료(107)의 
반대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리한  끝을  가지는  침(108)을  배치하는  스텝,  터널전류와 전계방출전
류중의 적어도 하나를 그들 사이에 흐를 수 있도록 상기 침과 상기 시료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스
텝,  각  원자 및  각  분자중의 적어도 하나의 막형성과 제거,  재형성,  어닐링중의 적어도 하나의 효과
에 의해 미세패턴을 수정시키기 위하여 미세패턴을 가공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2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또  터널전류와  전계방출전류중  적어도  하나를  시료위에 집속시키
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3 

특허  청구의  범위  제2항에  있어서,  집속하는  스텝은  자계  및  정전계중의  하나를  터널전류  및 전계방
출전류중의 하나에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4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침(108)과  상기  시료(107)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스텝은 
그들 사이에 적어도 전계방출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한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5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또  전자충돌에  의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와  라디칼화, 이
온화  및  여기중인  전자중의  적어도  하나를  작용시키기  위하여,  침과  시료  사이의  영역에 가스분위기
를 형성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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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특허  청구의  범위  제2항에  있어서,  또  전자충돌에  의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와  라디칼화, 이
온화  및  여기중인  전자중의  적어도  하나를  작용시키기  위하여,  침과  시료  사이의  영역에 가스분위기
를 형성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7 

특허  청구의  범위  제6항에  있어서,  집속스텝은  자계  및  정전계중의  하나를  터널전류  및 전계방출전
류중의 하나에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8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107)은  전기전도성  기판위에  형성된  절연재료이며, 전
압을  인가하는  스텝은  터널전류  및  전계방출전류중의  적어도  하나를  흐를  수  있도록  침(108)과 전기
전도성 기판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며, 절연재료의 가공효과를 얻도록 한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9 

특허  청구의  범위  제8항에  있어서,  또  침둘레의  영역에  절연재료로  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극
을  위해  전극  플레이트중의  적어도  하나를  배치시키며,  절연재료를  분극시키기  위해  전극 플레이트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전압을 인가시키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0 

특허  청구의  범위  제5항에  있어서,  또  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시켜,  시료위에 가스원
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키고,  제1방향으로  침과  시료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며,  시료위에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원자  및  가스분자중의  하나를  분리시켜, 
침전된  원자나  분자중의  하나에  인접한  분리된  다른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키는  스텝들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1 

특허 청구의 범위 제10항에 있어서,  또,  제1  및  제2방향으로 연장하는 시료위에,  분리된 원자 및 분
자중의  하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2방향으로  침과  끝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고,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시키며,  제1방향으로  분리되어  침전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에  인접한 분
리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키는 스텝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2 

특허  청구의  범위  제10항에  있어서,  가스분위기의  형성,  분리  및  침전스텝은  제1가스의  원자  및 분
자중의  하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1가스의  가스분위기를  형성하며,  제1가스의  공급을 정지시
켜  제2가스를  침  및  시료영역으로  공급하며,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시켜, 제1가스
의  침전된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층위에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분리된  하나를 침전시키
며,  제1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위에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제1방향으로 시료 및 침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3 

특허  청구의  범위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는  금속화합물  가스  및  비금속화합물  가스중의  하나인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4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시료는  어닐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불순
물이 그  속에 주입되어 있는 기판이며,  상기 기판에서는 주입된 불순물의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
를  전기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서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도록,  상기  기판의  국부적인  영역에  적어도 
터널전류  및  전계방출전류의  하나를  조사하여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어닐링이  실현되는 미세
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5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침과  시료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스텝은  시료의  원자  및 분자
중의  하나를  이온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를  침으로  부터  시료로  흐르게  하고,  또  거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원자중의  하나가  침으로  이동하도록  침에  제1극성의  전압,  시료에  반대극성의  전압을 인가하
고,  침과  시료를  상대적으로  이동하며,  침과  시료에  인가된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여  반대  극성의 
전압이  침에  인가되고,  제1극성전압이  시료에  인가되어,  침에  부착된  원자와  분자중의  하나를 이온
화시키고,  그  위에  침전  및  부착되기  위해  시료표면으로  이온화된  원자와  분자중의  하나가  이동하여 
시료의 원자와 분자중의 하나를 재형성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6 

특허  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가공스텝은  전자장치,  분자장치,  생체소자중의  하나의  단일 원자
와  단일  분자중의  하나를  이용하는  막형성,  제거,  재형성,  어닐링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미세
패턴 가공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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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분자장치  및  생체소자장치중의  하나의  시료의  미세패턴  가공장치에  있어서,  시료(107)의 
반대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련된  예리한  끝을  가지는  전기전도성의  침(108),  그들  사이에 터널
전류와  전계방출전류의  적어도  하나가  흐를  수  있도록  침과  시료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  및 
각  원자  및  분자중의  적어도  하나의  막형성,  제거,  재형성,  어닐링중의  적어도  하나의  효과에  의해 
미세패턴을 수정시키기 위해 시료의 미세패턴을 가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18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또  터널전류  및  전계방출전류중  적어도  하나를  시료위에 집속시
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19 

특허  청구의  범위  제18항에  있어서,  집속하는  수단은  자계  및  정전계중의  하나를  터널전류  및 전계
방출전류중의 적어도 하나에 인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0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또, 전자충돌에 의한 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와 
라디칼화,  이온화,  여기중인  전자중의  하나를  작용시키기  위하여,  침과  시료  사이의  영역에 가스분
위기를 형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1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시료는  전기전도성  기판위에  형성된  절연재료이며,  또 분극시키
기  위한  전극  플레이트중의  적어도  하나는  침  둘레의  영역에  절연재료로  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분극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전극  플레이트,  절연재료를  분극시키기  위해  전극 플
레이트중의 적어도 하나에 전압을 인가하는 분극전압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2 

특허  청구의  범위  제20항에  있어서,  가공수단은  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시켜  시료위에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키는  수단,  제1방향으로  침과  시료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수
단,  시료위에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스의 다른 원자 및 가스분자중
의  하나를  분리하는  분리수단과,  원자  및  분자중의  침전된  하나에  인접한  원자나  분자의  분리된 하
나의 침전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3 

특허  청구의  범위  제22항에  있어서,  이동수단은  제2방향으로  침  및  끝을  상대적으로  이동하며, 분리
수단은  제1  및  제2방향으로  연장하는  시료위에  분리된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
도록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하여  제1방향으로  분리되어  침전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
나에 인접한 분리된 가스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키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4 

특허  청구의  범위  제22항에  있어서,  가스분위기를  형성하는  수단은  제1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
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1가스의  가스분위기를  형성하는  수단,  제1가스의  공급을  정지시키는 
수단,  제2가스를  침  및  시료의  영역으로  공급하는  수단,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분리하
여  배치된  제1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층위에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침전시
키는  분리수단,  제1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층위에  제2가스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제1방향으로  시료  및  침을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을 포함하
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5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시료는  어닐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불
순물이  그  속에  주입되어  있는  기판이며,  가공수단은  주입된  불순물의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를 
전기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서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도록,  상기  기판의  국부적인  영역에  적어도 터널
전류  및  전계방출전류중의  하나에  의해  각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의  어닐링을  가능하게  하는 미세패
턴 가공장치.

청구항 26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침과 시료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은 시료의 원자 및 분자
중의  하나를  이온화시키기  위하여  전자를  침으로  부터  시료로  흐르게  하고,  또  거기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가  침으로  이동하도록  침에  제1극성의  전압,  시료에  반대극성의 전압
을  인가하는  수단,  침과  시료를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수단,  시료의  원자  및  분자중의  하나가 재형성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침전 및 부착을 위해 시료표면에 이온화가 원자나 분자중 하나의 이동과 침에 
부착되는  원자나  분자중  하나의  이온화를  야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대극성  전압은  침에 인
가되고,  제1극성전압은  시료에  인가되도록  침과  시료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역으로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7 

특허  청구의  범위  제17항에  있어서,  또  수정되어야  할  미세패턴의  부분을  검출하는  수단, 수정되어
야  할  미세패턴  부분과  관련하여  침의  위치를  조정하는  검출수단에  대응하는  배치수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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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패턴 가공장치.

청구항 28 

특허  청구의  범위  제27항에  있어서,  검출수단은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주사터널현미경  및  레이저 
게이지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또  수정되어야  할  미세패턴의  부분을  검출할  수  있도록 검출수
단에 관하여 시료를 이동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미세패턴 가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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