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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노광용 조사광으로 패턴을 가진 마스크를 비추기 위하 조사 광학계와, 다수의 광학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상기 
마스크의 패턴으로 부터 방출하는 광을 받아들이고 미리 설정된 상형성 특성을 가진 감광성 기판위에 상기 패턴의 상을 
투영하도록 배치된 투영 광학계를 가진 투영 노광장치에 관한 것이다.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 위에 배치된 예를 
들면 교정 광학판을 교환하거나, 넣거나, 또는 빼거나 함에 따라 전체 투영 광학계에 대하여 투영 광학계로 구성된 다수
의 렌즈 엘리먼트중 적어도 하나를 이동시키는 가동유지 부재가 투영 노광장치에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투영노광장치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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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동공필터와 동공필터 교환기구의 평면도.

도 3은 도 2에서 화살표 A-A' 방향으로 나타낸 단면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가동유지기구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도 5는 여러가지 동공필터를 도시하며, 부분(A),(B) 및 (C)는 SFINCS 동공필터의 예를 도시하며, 부분(D)는 금속판
으로 형성된 차광동공필터의 예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에 배치가능한 프레넬 렌즈형 교정광학판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며, 부분(A)는 
평면도이며 부분(B)는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R : 렉티클 W : 웨이퍼

PL : 투영광학계 FIP : 퓨리에 변환면

PF,PF1,PF2,PF3,CPB :동공필터 15,18,21 : 가동유지부재

24 : 광학계 컨트롤러 41 : 동공필터 가동용 회전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 액정디스플레이 등에서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투영노광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종류의 투영노광장치에 이용되는 투영광학계는 고도한 광학설계, 유리재료의 엄선, 유리재료의 정밀가공 및 정
밀한 조립조정후에 장치에 결합된다. 본 반도체 제조공정은 주로 스텝퍼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렉티클(마스크)은 조사
광으로서 수은등의 I-라인 (파장 : 365nm)으로 조사되며, 렉티클위의 회로패턴을 통과하는 광은 투영광학을 통하여 
감광기판 (예를 들어, 웨이퍼)에 상이 맺히며, 따라서 기판위에 회로패턴의 상을 형성한다. 또한 최근에 액시머레이저 
(파장 248nm의 KrF 레이저)를 조사광 소스로 이용하는 엑시머 스텝퍼는 평가 또는 영구목적으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투영광학계를 이용한 노광에 의하여 미세렉티클 패턴을 감광성 기판에 충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투영광학
계의 해상도와 촛점심도(DOF)가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에 실제로 이용되는 투영광학계중에, i-라인용으로 설계된 것
들은 약 0.6의 개구수(NA)를 가진 투영광학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투영광학계의 개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된 
조사광의 동일파장에 대하여, 분해력은 대응하여 개선된다. 그러나, 촛점심도(DOF)는 개구수 NA가 증가하는 만큼 감
소한다. 촛점심도는 거의 DOF = ±λ/(2×NA2)로 주어지며, 여기서 λ는 조사광의 파장이다.
    

또한, 해상도는 투영광학계의 영상측 개구수 NAw(물체측 개구수 NAr)에 증가함으로써 개신된다. 영상측 개구수 NA
w를 증가시키는 것은 동공직경을 증가시키는 것, 즉 투영광학계를 구설하는 렌즈와 같은 광학엘리먼트의 유효직경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촛점심도 DOF는 개구수 NAw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따라서, 높은 개구수를 가진 
투영광학계가 만들어지더라도, 요구되는 촛점심도는 얻을 수 없는 바; 이것이 실제사용시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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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광의 파장이 i-라인의 365nm이고 개구수가 NAw가 0.6이면, 촛점심도 DOF는 전체 범위에서 약 1㎛(±0.5㎛)까
지 감소한다. 따라서, 표면의 불균일과 곡률이 웨이퍼상에서 하나의 쇼트영역(약 20×20mm 내지 30×30mm 평방)내
의 DOF보다 큰 부분에서 해상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높은 해상도 기술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예를들면, 일본 특허출원 Sho 62-50811에 기
술되어 있는 위상 시프트 방법, 그리고 WO 92/03842, 일본 특허출원 (KOKAI) 제 Hei 04-180612 및 일본 특허출
원(KOKAI) 제 Hei 04-180613 (1991년 11월 13일 출원된 USSN 791,138과 대응함)에 기술된 SHRINC(Super 
High Resolution by Illumination Control) 등이다. 그러나 이들 기술에서, 해상도 개선 및 초점심도 증가와 같은 장
점은 전달될 회로패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 주기적 패턴일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 기술상태의 " 접촉 구명 패턴" 이라고 불리우는 이산패턴(격리된 패턴)에 대하여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접촉구멍과 같은 고립된 패턴에 대하여 명백한 촛점심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 4,
869,999호에서 처럼 노광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여기서 웨이피상의 한 쇼트영역 (shot region)에 대한 노광이 다수의 
연속노광단계로 수행되며, 웨이퍼는 각 한쌍의 연속노광단계 사이의 구간중에 미리 설정된 양만큼 투명광학계의 광축을 
따라 이동된다. 이러한 노광방법을 FLEX(Focus Latitude Enhancement Exposure)라고 하며, 이는 예를들어 접촉구
멍패턴과 같은 고립된 구멍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촛점심도 확장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FLEX 방법은 약간 촛점이 틀
어진 접촉구멍상의 다수노광을 꼭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상후에 얻은 레지스트상은 필연적으로 선명도 (레지스트층의 
에지의 기울어진 정도)가 저하된다.
    

    
요약서[(춘계회의, 1991) 29a-ZC-8,9, 응용물리 일본학회]에 공표된 슈퍼-FLEX 방법은 FLEX 방법의 경우와 같
이 노광동작중에 광축을 따라 웨이퍼를 이동시킬 필요없이 접촉구멍패턴의 투명중에 촛점심도를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슈퍼-FLEX 방법에서, 광축의 중심에 위치한 동심진폭 투과분포를 가진 위상필터가 투영광학계의 동공
면(즉 렉티클에 대한 퓨리에 변환면)위에 제공되어 필터의 작용에 의하여 투영광학계의 유효해상도와 촛점심도를 증가
시킨다.
    

    
투과분포 또는 위상 차이가 슈퍼 FLEX 방법의 경우에서 처럼 초점심도를 개선시키도록 투영광학계의 동공면에서 필터
링에 의하여 변화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 다중촛점 필터방법" 이라고 공지되어 있다. 다중촛점필터는 문헌 (" study 
of Imaging Performance of optical System and Method of Improving the Same" , PP.41-45, Machine Test
ing Institute Report NO. 40, 1961년 1월 23일 발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동공면에서 공간필터링에 의하여 영
상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 동공필터방법" 이라고 한다.
    

본 출원인은 일본 특허출원 Hei 04-179958 (1993년 6월 13일 출원된 USSN 76,429에 대응)에서 광축근방의 원형
영역에서만 광을 차단하는 종류의 필터인 새로운 종류의 필터 (이하에서는 " 차광동공필터" 라고 함)를 제안했다. 또한, 
1993년 9월 30일 출원한 USSN 128,685에서 동공면을 통과하는 접촉구멍패턴으로부터 상형성 광선다발의 공간 코히
어런스를 감소시키는 " SFINCS" 라고 하는 동공필터를 제안했다.

    
접촉구멍패턴에 대한 상기 동공필터와 별개로, 예를 들어 라인과 공간 (L& S)패턴과 같이 상대적으로 촘촘한 주기패
턴에 효과적인 동공필터가 예를 들어 문헌 [" Projection Exposure Method Using Oblique Incidence Illuminatio
n I. Principle" (Matsuo 등 : 12a-ZF-7), 요약서(1991년 추계회의), 응용물리 일본학회, 그리고 " Optimization 
of Annular Zone Illumination and pupil Filter" (Yamanaka 등 : 30p-NA-5) 요약서(1992년 추계회의), 응용물
리 일본학회]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필터는 광축에 중심을 가진 원형 또는 환형영역의 투과율 (즉, 전송된 광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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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기 위해 이용된다 (이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필터를 " L& S 패턴용 필터" 라고 부른다). L& S 패턴 필터방법에서, 
필터를 통과하는 광의 위상은, 슈퍼 FLEX 방법과는 달리, 변환되지 않는다.
    

    
상기 여러 동공필터 방법중에서, 슈퍼 FLEX 방법, 차광동공필터방법 및 SFINCS 방법이 노광에 의하여 전달될 미세패
턴중에서 고립된 접촉구멍패턴에 의하여 해상도 및 촛점심도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L& S 
패턴과 같이 상대적으로 촘촘한 패턴에 대하여, 이들 방법은 예기치 않게 해상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상기 상대적으
로 촘촘한 패턴이 노광될때, 투영광학계로 부터 동공필터를 빼내거나 이를 L& S 패턴용 필터로 교환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투영광학계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하게 투영된 상을 얻기 위하여 고도의 설계 및 제조와 정밀한 조정의 결합
을 통하여 완성된다. 따라서, 투영광학계의 특성을 광학적으로 변환시키는 동공필터가 단순히 넣어지거나, 빼내지거나, 
또는 교환된다면, 투영광학계의 상형성 특성은 예기치 않게 변화되며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접촉구멍 패턴처럼, 특정패턴에만 이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노광장치의 경우에, 투영광학계는 당연히 계 (s
ystem)가 설정될 때 이와 결합되는 특정동공필터로 조절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반도체 소자 등의 제조라인에서, 
하나의 노광장치가 여러 단계에서 노광에 의하여 패턴전달을 위해 이용되어 현상태의 기술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예를 들어 접촉구멍과 같이 고립된 패턴의 투영노광에 적합한 동공필터, 또는 L& S 패턴용 
필터와 같이 상대적으로 촘촘한 패턴의 투영노광에 적합한 동공필터가 넣어지거나, 빼지거나 또는 교환될때에도 바람직
한 영상형성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투영노광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노광용 조사광으로 패턴을 가진 마스크를 조사하는 조사광학계, 그리고 다수의 
광학엘리먼트로 구성되며 마스크 패턴으로부터 발산된 광을 수신하고 미리 설정된 상형성 특성으로 감광성 기판위에 
패턴상을 투사하기 위하여 배열된 투사광학계를 가진 투사노광장치를 제공한다. 투사노광장치는 교정광학판을 삽입하
는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데 이에 의하여 상형성 특성에서 특정요인을 변화시키는 교정광학판이 투사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 및 그에 인접한 면에 의하여 형성된 공간으로 제거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광학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교
정광학판의 삽입에 따라 전체 투영광학계에 대하여 광학엘리먼트중 1개 이상을 이동시킨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교정광학판 삽입 디바이스는 서로로 부터의 광학작용이 상이한 다수의 광학필터중 하나를 상
술한 공간으로 교환가능하게 삽입시키는 교환디바이스이다.

광학필터중 하나는 퓨리에 변환면의 일부에서 최소한 투과된 광의 투과율 또는 위상 (진폭투과율)을 변화시키는 슈퍼 
FLEX 동공필터, 또는 L& S 패턴용 필터이다.

광학필터중 하나는 퓨리에 변환면의 특정영역을 통과하는 광과 퓨리에 변환면의 다른 영역을 통과하는 광사이의 코히
어런스를 감소시키는 SFINCS 동공필터이다.

광학필터중 하나는 퓨리에 변환면을 통과하는 광의 투과율, 위상 또는 코히어런스에 아무런 변화도 야기시키지 못하는 
동공필터, 즉 동공필터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제공하는 동공필터이다(그러나, 간단한 면평행 유리
재료가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투영노광장치에는 광학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가 제공되며, 이는 전체 투영광학계에 대하여 투영광학계의 구
성엘리먼트중 적어도 하나를 이동시킨다. 따라서, 동공필터를 넣거나, 빼거나 또는 교환함으로써 야기되는 상형성 특성
의 변화는 광학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의 작용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형성 특성을 언제나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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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및 그외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 설명으로 부터 더욱 명
백해질 수 있으며, 동일부호는 동일부재에 부가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투영노광장치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면에 따르면, 렉티클(R)은 그 하부면 (투영광학계면) 
위에 형성된 패턴표면 위에 그려진 전달된 패턴을 가진다. 상기 패턴은 투영광학계를 통하여 예를 들면 웨이퍼(10)와 
같이 노광될 기판위에 투사되어 노광에 의하여 전달된다. 렉티클(R)을 조사시키기 위한 조사광빔 ILB는 수은등(1)과 
같은 광원으로 부터 조사된다. 조사된 광으로부터 예를 들어 I-라인 (파장 : 0.365㎛)만이 타원경(2), 입력렌즈(4), 
단파장 커트필터(5), 및 간섭필터(6)를 통하여 선택된다. 간섭필터(6)로 부터 방사된 조사광 (i-라인)이 플라이 아이
렌즈 (fly-eye lens) (7)로 들어간다. 본 발명의 노광장치에 이용된 광원은 수은등과 같은 방출라인 램프에 국한되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빔을 조준한 후에 플라이 아이렌즈(7) 위에 입사될 수 있다. 플라이 아이렌
즈(7)의 출구측 표면은 렉티클 패턴에 관하여 조사광학계에서 퓨리에 변환면을 형성하며, 여기서 조사상의 표면 [즉, 
플라이 아이렌즈(7)의 엘리먼트 렌즈에 대응하는 다수의 포인트광원의 세트로 구성된 면]이 형성되며, 여기서 표면조
사상의 형상 및 사이즈를 형성하는 σ스톱(8)이 제공된다.
    

    
플라이 아이렌즈(7)로 부터 방사되고 σ스톱(8)을 통과하는 조사광은 미러(9,3), 렌즈계(10,12) 및 콘덴서 렌즈(14)
를 통하여 렉티클(R)을 조사한다. 가변조사필드 스톱 (렉티클 블라인드)(11)가 렌즈계(12)와 콘덴서렌즈(14)의 작
용에 의하여 렉티클(R)의 패턴표면에 켤레관계 (conjugate relation)로 놓여, 렉티클 조사범위가 변화되도록 한다. 렌
즈계(10)는 σ스톱(8)(표면조사상)이 렉티클 블라인드(11) 또는 렉티클(R)의 패턴표면에 대하여 퓨리에 변환면을 
형성하도록 설정된다.
    

    
렉티클(R)에 의하여 전달되고 회전된 광선다발은 투영광학계(PL)에 의하여 상이 맺혀 웨이퍼(W) 위에 렉티클(R)의 
패턴상을 형성한다. 도 1에서 렉티클(R)에서 웨이퍼(W)까지 연장된 점선은 렉티클(R)상의 한 구멍패턴으로부터 방상
하는 상형성 광선다발의 광경로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투영광학계(PL)은 투영광학계(PL)의 동공면(FTP), 
즉 렉티클(R)에 대한 광학퓨리에 변환면이 중공공간에 놓여지고, 교정광학판이 동공면(FTP) 또는 그에 인접한 면위에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예에서, 교정광학판은 다수의 광학필터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동공필터(PF)이며, 이는 이
하에 상세히 설명된다. 투영광학계(PL)에서 동공면(FTP) 또는 그에 인접한 면위에 제공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예에
서, 교정광학판은 다수의 광학필터로 부터 선택된 하나의 동공필터(PF)이며, 이는 이하에 상세히 설명된다. 투영광학
계(PL)에서 동공면(FTP)이 기하광학측면에서 σ스톱(8)에 의하여 형성된 표면조사상의 위치에 켤레인 코엘러 조사
를 제 1도에 도시된 계가 이용하고 있더라도, 상기 조사방법은 코엘러 조사에 제한되지 않는다.
    

    
투영광학계(PL)는 다수의 렌즈계로 구성된다. 일부 렌즈계는 각각의 가동유지부재(15,18,21)에 의하여 유지되며, 상
기 부재들은 지지부재(16,19,22)를 통하여 구동기구(17,20,23)에 연결되어, 이들 렌즈계가 전체 투영광학계(PL)에 
대하여 가동하도록 한다. 이들 광학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즉, 가동유지부재, 지지부재 및 구동기구)는 광학계 컨트롤
러(24)에 의하여 제어된다. 관련된 광학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에 의한 각 가동렌즈계의 이동은 주로 투영광학계(PL)
의 광학축(AX)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광학축(AX)에 수직방향으로 가동렌즈계를 이동시키거나 광학축(AX) 이
외의 축을 중심으로 회진시키는 것 (즉, 렌즈계를 경사지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한다. 
따라서, 각각의 가동렌즈계가 자유롭게 가동(회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공필터를 넣거나, 빼거나 또는 교환하는 것은 여러가지 광학수차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수차중에서, 특히 구면수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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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면(FTP) 근방에서 가동유지부재(18,21)에 의하여 유지된 하나 또는 다수의 렌즈엘리먼트를 이동시킴으로써 변화
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 왜곡, 비점수차 및 필드곡률은 렉티클(R) 근처에서 가동유지부재(15)에 의하여 
유지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렌즈엘리먼트를 이동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보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차변화에 
대한 보정(교정)은 광학축만을 따라 각 렌즈엘리먼트를 이동시킴으로써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광학계 컨트롤러(24)는 동공필터(PF)의 교환을 위한 제어에 영향을 미친다. 각 가동렌즈엘리먼트에 대한 최적
이동(회전)량은 이용된 동공필터(PF)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계 컨트롤러(24)는 각 가동렌즈 엘리먼트의 
이동 또는 회전량이 동공필터(PF)의 교환과 동시에 최적화되도록 설정된다. 동공필터가 노광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는 명령은 조작자에 의하여 콘솔과 같은 것(도시안됨)을 통하여 메인 제어계(25)에 적당하게 입력될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동공필터의 종류는 전달된 렉티클 패턴의 종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필터는 예를 들어 바코드 판독
기(29)로 이용될 렉티클(R)의 명칭, 또는 코드 등을 판독하고, 인식된 명칭 또는 코드를 기준으로 이용될 동공필터 (
PF)의 종류를 결정함으로써 자동으로 교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각 가동렌즈엘리먼트는 당연히 광학계 컨트
롤러(24)의 제어하에 선택된 동공필터에 따른 최적위치로 이동되어 세팅된다.
    

    
또한, 웨이퍼(W)는 광학축(AX)에 수직인 XY 면에서 이차원적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웨이퍼단 (WST)의 홀더위에 
유지된다. 웨이퍼단 (WST)의 위치는 예를 들어 레이저 간섭계와 같은 길이측정기계에 의하여 정확하게 측정된다. 웨
이퍼 정렬센서(28)는 웨이퍼(W)상에 형성된 정렬마크 (정합마크)의 위치 또는 위치에러를 검출한다. 단 컨트롤러(2
6)는 웨이퍼 정렬센서(28)에 의하여 검출된 값과 레이저 간섭계(27)에 의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웨이퍼단 (WST)
를 구동시킴으로써 모터를 제어하여, 웨이퍼(W)를 정확한 노광위치에 설정한다.
    

메인제어계(25)는 광학계 컨트롤러(24) 뿐만 아니라 단컨트롤러(26), 셔터 컨트롤러, σ스톱 및 렉티클 블라인드 컨
트롤러(30)등에도 명령을 보내, 타원경(2)의 제 2 촛점 근방에 위치한 셔터(3)의 개폐동작을 제어하고 스톱(8) 또는 
렉티클 블라인드(11)의 개구설정을 제어한다.

    
도 2는 동공필터 (PF)와 동공필터 교환기구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세가지 다른 종류의 동공필터 (PF1,PF2,PF3)가 1
20 °의 일반공간에서 회전판위에 위치된다. 회전판(41)은 회전축(40)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상
태에서, 원형영역 (PF1a)를 감싸는 환형영역을 통과하는 광의 위상에 대하여 중심원형영역 (PE1a)를 통과하는 광의 
위상을 반전시키는 슈퍼 FLEX 동공필터 (PF1)는 접촉구멍패턴의 노광에 적합한 동공필터로써 투영광학계 (PL)의 상
형성 광학경로에서 동공면위에 넣어진다. 위상 반전은 연속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3은 도 2의 화살표 A-A' 방향으로의 동공필터 (PF)와 동공필터 교환기구의 단면도이다. 회전판(41)은 회전구동
유니트(42)에 의하여 회전축(40)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이는 투영광학계 렌즈마운트 (PLc)(도 4)에 의하여 유지된다. 
또한, 인코더(43)는 회전판(41)의 회전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회전판(41)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
직에지에서 절단된 격자패턴(스케일 패턴)을 가진다.

    
한 실시예로써, 슈퍼 FLEX 동공필터 (PF1)은 중심원형영역 (PF1a)위에 형성된 투명유전체 필름을 가진 유리, 석영등
의 투명평판으로 형성된다. 다른 두 동공필터중, 필터 (PF2)는 필터 (PF2)의 중심에 형성된 원형영역(PF2a)의 투과
율이 주위영역의 투과율보다 작도로 배치된다. 동공필터(PF2)는 L& S (라인 및 공간) 패턴의 노광을 위해 이용된다. 
동공필터 (PF2)는 그 중심원형영역 (PF2a) 위에 형성된, 금속막막 같은, 흡광부재를 가진 투명평판으로 부터 형성된
다. L& S 패턴용 동공필터가 이용될때, 광학계(1 내지 14)를 조사함으로써 렉티클 (R)의 조사가 소위 환형존 조사방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 1의 σ스톱(8)은 환형존 조사와 호환가능하다. 특히, 표면조사상
은 σ스톱(8)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가려진다. 따라서 상이한 개구구조를 가진 다수의 σ스톱(8)을 준비하고 계를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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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σ스톱(8)이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교환기구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필터 (PF3)는 전체 표면에 투과율 차이 및 위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균일한 투명평판 (즉, 평면유리)로 형성
된다. 즉, 필터 (PF3)는 동공필터가 이용되지 않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제공한다. 상기 필터 (PF3)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개의 다른 동공필터 (PF1, PF2)가 각각 광학두께를 가진 투명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동공필터 (PF1,PF2)가 모
두 이용되지 않을때, 광학특성이 보상되어 동공필터 (PF1,PF2)와 동일한 광학두께를 보장하는바, 즉 광학경로길이를 
균일하게 하는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 이용된 다수의 동공필터의 광학두께가 서로 거의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서 투영광학계의 각 가동렌즈 엘리먼트는 광학 이동 디바이스에 의하여 각 동공필터에 따라 최적위치로 조정되어 동공
필터 교환에 의한 상형성 특성의 변화 (즉, 수차증가)가 최소화된다. 따라서, 다수의 동공필터의 광두께 변화에 대한 공
차는 가동렌즈 엘리먼트를 가지지 않은 장치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광학 엘레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다수 동공필터중 두께변화 뿐만 아니라 두께의 비균질성, 특히 각 동공필터의 테
이퍼 성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공필터 자체의 제조에서 에러에 대한 공차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는 동공필터의 제조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이퍼 성분의 비균질성에 대한 보상은 상술한 바와같이 광학축을 따라 각 가동 렌즈엘리먼트를 단순하게 가동시킴으
로써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가동렌즈 엘리먼트가 관련 유지부재(15,18,21 등)과 함께 선택된 
방향(선택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특정 가동렌즈 엘리먼트의 회전은 아주 
미세한 경사를 의미하며, 관련된 회전기구는 가동유지부재를 경사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만 요구된다.

    
가동유지부재(15,18,21 등)는,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지지부재(16,19,22 등)을 통하여 투영광학계(PL)의 렌즈마운
트에 의하여 직접 유지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가동유지부재(15,18,21 등)은, 도 4에 도시된 것 처럼, 중간렌즈 마운
트(66)를 통하여 투영광학계 렌즈마운트(PLO)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동렌즈 엘리먼트(50,51,
52,53)의 자유로운 이동정도가 더 증가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장치에서 각 가동유지기구의 변형을 도시한다. 두 
가동렌즈 엘리먼트(50,51)는 내측렌즈마운트(60)에 고정되며, 두 가동렌즈 엘리먼트(52,53)는 다른 내측렌즈마운트
(61)에 고정된다. 이들 두 내측렌즈마운트(60,61)는 광학축(AX) 방향으로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배열되어 있다. 한
쌍의 지지부재(62,63)는 중간렌즈에 대하여 내측렌즈마운트(60)를 유지하며, 다른 쌍의 지지부재(64,65)는 중간렌즈 
마운트(66)에 대하여 내측렌즈 마운트(61)를 유지한다. 중간렌즈 마운트(66)는 지지부재(67,68,69,70)을 통하여 외
측렌즈 마운트(PLO)에 고정된다.
    

    
상기 구조에서, 4개의 가동렌즈 엘리먼트(50 내지 53)가 광학축(AX)를 따라 함께 약간 이동될 경우에, 중간 렌즈마운
트(66)는 각 지지부재(67 내지 70)에 연결된 구동기구(예를 들어, 모터, 공기피스톤, 압전소자 등)을 가동시킴으로써 
수직으로 이동된다. 한쌍의 가동렌즈엘리먼트(50,51) 또는 (52,53)이 단독으로 이동될때, 각 내측렌즈 마운트(60,6
1)을 고정하는 지지부재쌍(62,63) 또는 (64,65)에 연결된 구동기구를 독립적으로 가동된다. 한쌍의 고정된 가동렌즈 
엘리먼트를 가진 내측렌즈 마운트(60 또는 61)는 경사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내측렌즈 마운트(60,61)
중 하나는 광학축(AX)에 수직인 면에서 약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응용가능한 동공필터는 상기 세 종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이 광학축 근
처의 원형영역이 광으로부터 차단되는 차광필터, 동공면을 통과하는 광선다발의 공간 코히어런스를 감소시키는 SFIN
CS 동공필터와 같은 다른 종류의 동공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접촉구멍 패턴의 삽이 광학축 근처의 원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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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하는 광과 동공면의 외주에서 환형영역을 통과하는 광 사이의 코히어런스를 감소시킴으로써 형성될때 SFINCS 
동공필터는 촛점심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코히어런스는 코히어런스 길이(36nm의 파상과 5nm의 파장폭 △λ를 가진 
i-라인인 경우에 약 2㎛) 보다 작지 않는 광경로 길이가 중심원형 영역과 그 주의의 환형 영역을 각각 통과하는 두 광
선다발 사이에 주어지는 방법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심원형부분과 주변환형부분의 두께 및 굴절률이 
서로 다른 투명기판이 실제 동공필터판으로 이용된다.
    

또한, 광학축 근처의 영역을 통과하는 광과 동공면의 외주영역을 통과하는 광의 편광상태가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코히어런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이용된 실제 동공필터판은 투명기판 및 기판위에 배치된 편광판, 
반파판 및 1/4 파판을 포함하여 중심원형 부분과 주변 환형부분의 선형편광 방향을 서로에 대하여 수직으로 교차시킨
다.

도 5에서, 부분(A),(B) 및 (C)는 SFINCS 동공필터의 예를 도시한다. 도 5(A)에 도시된 것처럼, 기본 SFINCS 동공
필터는 투영광학계(PL)에서 유효동공반경 r0 보다 약간 큰 반경 D0 를 가진 투명원형기판으로 형성되며, 반경 r 1 (r1 < 
r0 )인 중심원형영역(PFc) 및 내측반경 r 1 및 외측반경 r0 인 환형영역(PFs1)을 가진다. 원형영역(PFc)를 통과하는 상
형성 광선다발과 환형영역(PFc)와 환형영역(PFs1) 사이의 광학경로 길이차는 노광을 위한 조사광의 코히어런스 길이 
보다 짧지 않게 되도록 설정되거나, 원형영역(PFc) 및 환형영역(PFs1)은 이를 두 영역은 각각 통과하는 상형성 광선
다발의 편광상태가 서로 다르도록 편광재료로 만들어진다. 도 5(A)에 도시된 SFINCS 동공필터의 경우에, 반경 r 0 와 
r1 사이의 최적상태는 2r1

2 = rO
2 , 즉 0.707r 0 = r1 로 주어진다. 최적조건에 만족할때, 효과를 크게 하는 가장 촛점심

도가 이론상 얻어진다. 이러한 조건은 원형영역(PFc)를 통과하는 광선다발에 의하여 형성된 상과 관련된 파면수차의 
크기와 환형영역(PFs1)을 통과하는 광선다발에 의하여 형성된 상과 관련된 파면수차의 크기가 거의 서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해석적으로 추론된다.

도 5(B)는 동공면이 세개의 영역, 즉 중심원형영역(PFc, 반경 r 1 ), 원형영역(PFc) 외주에 인접한 내측환형영역(PFS
2, 외부반경 r2 ), 내측환형영역(PFS2)의 외주에 인접한 외측환형영역(PFS, r 0 보다 작지 않은 반경), 으로 분할되는 
SFINCS 동공필터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 최적조건은 r 1

2 = (r2
2 - r1

2 ) = (r 0
2 - r2

2 )으로 주어진다. 원형영역(P
Fc)를 통과하는 상형성 광선다발과 원형영역(PFc)에 인접한 내측환형영역(PFs2)를 통과하는 상형성 광선다발 사이
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측환형영역(PFs2)를 통과하는 상형성 광선다발과 외측 환형영역(PFs1)을 통과
하는 상형성 광선다발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열된다. 이 경우의 조건은 또한 세영역(PFc,PFs1,PFs2)를 통
과하는 상형성 광선다발의 단위 비촛점 크기에 대한 파면수차 크기가 서로 거의 동일하도록 되는 조건하에서 특이하게 
얻어진다.

도 5(C)는 도 5(A)에 도시된 동공필터의 원형영역(PFc)의 중심에서 미리 설정된 반경을 가진 차광부분(PFo)를 제공
함으로써 형성된 SFINCS 동공필터를 도시한다. 그결과, 도 5(A)의 원형영역(PFc)은 환형영역(PFs2)를 형성한다.

도 5의 부분(A),(B) 및 (C)에서 도시된 SFINCS 동공필터는 슈퍼 FLEX 동공필터와 같은 다중 촛점필터로 부터의 상
형성 원리와 상이하다. 즉, 도출된 접촉구멍 패턴의 상형성은 서로 인코히어런트되도록 분할된 부분광선다발로 구성된 
상형성 광선다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면에서, 부분광선다발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멍패턴상의 세기분포
를 형성하며, 이는 광세기측면에서 서로 가산된다(즉, 인코히어런스 가산; 슈퍼 FLEX 방법에서, 코히어런스 가산이 이
루어진다). 부분광선다발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상은 촛점에서 벗어날 때 최소 파면수차에 의하여 악화된다. 즉, 도 5(
A)에 도시된 필터의 경우에, 현재처럼 유효동공직경 r0 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상형성계가 △F만큼 촛점에서 벗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크기의 파면수차를 생성하도록 SFINCS 동공필터를 가진 상형성계가 촛점에서 벗어난다고 가정
하면, 상형성계는 최고 2×△F까지 촛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도 5(B)에 도시된 필터의 경우에, 상형성계는 
최고 3×△F까지 촛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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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서 모든 동공필터가 베이스처럼 광학두께를 투명기판을 이용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배열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차광동공필터는 현재의 중심원형영역으로, 광전달 부분역할을 하는 부분만이 제거되도록 차광동
공필터는 차광금속판을 중공화함으로써 형성된 차광판일 수 있다(중심원형영역의 반경 rs과 유효동공반경 r0 사이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 : 약 0.3r 0 ≤ r3 ≤ 약 0.7r 0 ) 상기와 같은 차광판은 상술한 일본 특허출원(KOKAI) 제 Hei 04-1
79958호 (1993년 6월 18일 출원된 USSN 76,429에 대응)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상기 차광동공필터가 접촉구멍 
패턴에 이용되는 경우에, 통상적인 실시에서처럼 " 동공필터가 이용되지 않는 상태" 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학적 두께
를 필터가 서로에 의해 광학경로길이를 매칭시킨다는 생각이 상기 실시예에서와 동일방법을 따른다면 이용된다. 즉, 동
공필터가 이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상태를 제공하는 동공필터에 대한 요구가 을대, 상술한 바와같이(도 2의 FB3참조), 
균일한 투명평면판을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단지 도 5(D)에 도시된 것처럼 동공면 FTP로부터 차광동공필터
를 재거할 필요만 있다. 도 5(D)에 도시된, 금속판으로 형성된 차광판에서, 중심원형 차광부분(PFO)이 120° 의 정상
간격으로 세개의 스포크 형상림(Lg)에 의하여 주변환형 차광부분(Pg)에 연결되지만, 두 차광부분(PFO와 Pg)은 서로 
180° 간격을 유지하는 두개의 림(Lg)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도 5(D)에 도시된 금속판 필터는 완전하게 차
광되는 물질로 형성될 필요는 없지만, 중심 원형영역에 적합한 투과율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촘촘함 메쉬형상 물질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수차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투영 광학계에서, 상술한 것처럼 광학적 두께를 가지지 않는 금속판으로 만
들어진 차광동공 필터가 투영 광학계에 넣어질때 이론적으로 이차 상형성 특성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투영광학계에서, 약간의 수차가 교정되지 않는데, 이는 투명물질 자체의 불균질과 각각의 렌즈 엘리먼트의 가능한 작은 
제조에러 때문이다. 최종 조정단에서 광학 엘리먼트등의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렉티클(R)과 
웨이퍼(W) 사이의 상형성 특성요인에 실제로 별문제를 주지않을 정도로 상기 잔률 수차가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필요한 여러가지 상형성 특성을 유지하면서 렉티클(R)의 패턴표면과 동공필터(FTP)사이 그리고 동공필터(FT
P)와 웨이퍼(W)의 표면 사이의 위치관계를 정밀한 광학 퓨리에 변환관게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다. 여러가지 상형성특
성이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한, 광학 퓨리에 전환관계는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다.
    

퓨리에 변환관계가 상술한 것처럼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는 투명 광학게에서, 금속판으로 형성된 차광 동공필터가 넣어
질때 이차적인 상형성 특성(특히 수차)이 변화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또한, 당연히 상
기 수차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이용된 투영 광학계가 수차를 가지지 않거나 최소화한 상형성계이지만, 어떤 종류의 패턴전달에 대하여 
특정수차, 특히 구면수차를 생성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전달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동공필터가 전달될 패턴(렉티
클)에 따라 교환되고 수차변화가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의 작용에 의하여 보상되는 경우에,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제어가능한 구면수차가 어느 종류의 패턴에 대하여 형성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많은 투영 노광장치는 투영광학계에서 특정 광학 엘리먼트 사이의 공간의 대기압을 제어함으로써, 일부 
노광의 흡수에 의한 장치의 여러부분에서 대기 압력변화 및 열축적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상형성 특성의 변
화를 보상하는 기구가 장치되어 있다. 상기 기구는 본 발명의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의 일부에 대체되도록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대기 압력변화 또는 열축적에 의한 상형성 특성의 변화를 보상하는 디바이스로서 투영 광학계에서 광학 엘리먼트
의 일부가 가동될 수 있는 구조가 제안되었다. 상기 현재구조는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역으로, 본 발명의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또한 외부요인에 의한 상형성 변화
를 보상하는 디바이스로 이용될 수 있다.

    
도 6(A)는 미국 특허 제 4,936,665호에 기술된 프레넬 렌즈형 교정 광학판의 한 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6(B)
는 도 6(A)에서 화살표 B-B' 방향의 단면도이다. 프레넬 렌즈형 교정 광학판은 상형성 특성중에 수차, 특히 구면수차, 
파면수차 또는 색수차를 교정하기 위하여 투영 광학계(PL)에서 동공면(FTP) 위에 배치될 수 있다. 도 6의 부분(A) 
및 (B)에 도시된 것처럼, 교정 광학판(CPB)은 미리 설정된 방사간격으로 한 표면에서 절단된 다수의 동심 불꽃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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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Gb)를 가진다. 교정 광학판(CPB)의 다른 표면 에팅 또는 유사한 공정에 의하여 SFINCS 동공필터로 가능하는 
스텝 △d(코히어런스 길이보다 큼)를 가진 중심 원형영역(PFc)로 형성된다.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교정 광학
판(CPB)는 전체적으로 SFINCS 동공필터로 작용하며 수차를 자가교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기 기능을 교정 광학판(
CPB)의 표면 위에 형성된 불꽃형 격자패턴(프레넬 작용을 가짐)에 의하여, 필터가 동공면(FTP)로 삽입될때 발생한다. 
따라서 교정 광학판(CPB)는 SFINCS 동공필터로 작용하며 그리고 또한 SFINCS 동공필터 작용때문에 부수적으로 생
성된 수차를 자가교정하는 디바이스처럼 작용한다. 따라서, 제 6도에 도시된 구조를 가진 동공필터가 제공되는 경우에, 
원하는 결과는 투영 광학계(PL)에서 동공면(FTP)에 동공필터를 삽입 및 제거함으로써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교정 
광학판(CPB)위에 형성된 불꽃형 격자패턴의 피치 및 높이차이는 교정 광학판(CPB)의 광학적 두께때문에 발생한 수차
를 최소화하도록 결정된다. 또한, 도 6에 도시된 구조는 SFINCS 동공필터 뿐만 아니라 베이스로써 광학적 두께를 가진 
투명기판을 이용하는 일반 동공필터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교정 광학판(CPB)이 프레넬 렌즈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즉, 적당한 광학축을 가짐),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진 투영 광학계(PL)에서 그 위치(특히 기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 어느 환경하에서, XY-면에 미세조정용 정밀기구가 요구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실시에에서, 교정 광학판(C
PB)의 불꽃형 격자표면은 본 발명에 따른 상 수차 교정용 가동 광학 엘리먼트이다. 따라서, 동공필터(즉, 이 경우에 교
정 광학판(CPB))를 넣고, 빼고 그리고 교환하는 가동기[도 2의 회전판(41)]는 투영 광학계를 구성하는 광학 엘리먼트
를 이동시키는 기구로 작용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또한 교정 광학판은 프레넬 렌즈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상기 미국
특허 제 4,936,665호에 기술된 것처럼, 이진 광학렌즈일 수 있다.
    

상기 구체예에서, 렌즈계를 포함하는 투영 광학계를 가지며 웨이퍼단의 계단식 이동에 의하여 노광에 영향을 주는 스텝
퍼형 투영 노광장치에만 이용된다는 가정하에 본 발명이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어느 종류의 투영 노광장치, 예를 들
어 반사광학계를 가진 노광장치, 또는 약간의 변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스캐닝 투영 노광장치, 또한 스텝퍼형 투영 노광
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실시예는, 동공필터가 교환(또는 넣거나 빼질)때, 투영광학계(PL)에서 하나 이상의 광학렌
즈가 상형성 특성 악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약간 이동되도록 배치된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을 위해 광학렌즈를 이동시
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상기와 같이 광학렌즈의 미세조정은 만약 계가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으면 불필요할 
수 있다: 투영광학계(PL)에서 동공면(FTP)로 삽입될 모든 동공필터(간단한 면평행 유리재료를 포함하는)가 동일 광
학두께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상기 광학두께를 가진 투명판이 동공면(FTP)위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최적특성이 얻
어질 수 있도록 광학설계(제조), 특히 투영 광학계(PL)의 수차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술한 것처럼 투영 광학계를 설계함으로, 보통의 노광이 수행될 때(간단한 면평행 필터) 그리고 특수 노광이 수행될 
때(SFINCS, 슈퍼 FLEX등용 필터를 이용), 실제적으로 상 수차 변경과 상왜곡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고해상도로 노광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정밀한 IC 패턴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여러 종류의 동공필터가 단일 투영 노광장치에 교환가능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각 동공필터의 교환에 의한 부수적인 상형성 특성, 특히 수차변화는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의 작용에 의하여 보
상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형성 성능은 어떤 종류의 동공필터에 대하여도 항상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최적조
건하에서 다수의 여러 종류의 패턴 노광공정을 위한 단일 투영 노광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도체 집
적회로, 액정 디스플레이등의 제조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동공필터의 제조시 에러가 있더라도, 제조 에러의 영향을 포함하여 상형성 특성(특히 수
차)의 약화를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동공필터 제조비용에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이 특정 항목을 통하여 기술되었지만, 상기 실시예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여러가지 변경 및 변형이 첨부된 청
구범위에 의해 제한되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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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노광을 위한 조사광으로 패턴을 가진 마스크를 비추기 위하 조사 광학계와, 다수의 광학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상기 마스
크의 패턴으로 부터 방출하는 광을 받아들이고 미리 설정된 상형성 특성을 가진 감광성 기판위에 상기 패턴의 상을 투
명하도록 배치된 투영 광학계를 가진 투영 노광장치에 있어서, 상기 투영 노광장치는;

상기 상형성 특성에서 특정요인을 변화시키는 교정 광학판이 상기 투영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제거가능하게 삽입되도록 하는 교정광학판 삽입 디바이스; 및

상기 교정광학관의 삽입에 따라 전체 투명 광학계에 대하여 상기 광학엘리먼트중 1개 이상을 이동시키는 광학 엘리먼
트 이동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교정 광학판 삽입 디바이스는, 서로 광학효과가 상이한 다수의 광학필터 중 하나를 상기 공간에 교환
가능하도록 삽입하는 교환 디바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광학필터 중 하나는,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의 일부에서 전달된 광의 투과율, 위상, 또는 둘 모
두를 변경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4.

제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광학필터 중 하나는,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의 특정영역을 통과하는 광과 퓨리에 변
환면의 다른 영역을 통과하는 광 사이의 코히어런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광학필터 중 하나는,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을 통과하는 광의 투과율, 위상 또는 코히어런스에 
아무런 변화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교정 광학판 삽입 디바이스는, 교정 광학판을 지지하고 이를 상기 공간에 제거가능하게 삽입시키기 
위한 제 1 가동부재를 가지며, 광학 엘리먼트 이동 디바이스는 광학 엘리멘트 중 1개 이상을 지지하고 이를 전체 투영 
광학계에 대하여 이동시키는 제 2 가동 부재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형성 특성의 다른 요인은, 교정 광학판이 상형성 광학경로에 벗어나는 제 1 상태, 및 교정 광학판이 
상형성 광학경로에 놓여있는 제 2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에서 가장 최적상태가 되도록 상기 투영광학계가 배치되며, 
투영 노광장치는 상기 제 1 및 2 상태 중 하나에서 상기 다른 요인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된 크기만큼 광
학엘리먼트 중 1개 이상이 이동되도록 서로에 대하여 제 1 및 2 가동부재를 구동시키는 컨트롤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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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항 또는 7항에 있어서, 상형성 특성의 특정요인은 상 깊이이며, 다른 요인은 상 수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
광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교정 광학판은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의 유효반경 r 0 보다 큰 반경을 가진 광투과 디스크로부터 
형성되며, 광전송 디스크는 상기 퓨리에 변환면 위에 분포된 상형성 광선다발의 광학 특성을 방사방향으로 변화시키도
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환면 위에 분포된 상형성 광선다발의 광학특성을 방사방향으로 그리고 연
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환면 위에 분포된 상형성 광선다발의 광학특성을 방사방향으로 그리고 계
단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광감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반경 r 1 을 가진 중심 원형영역의 투과율이 제로로 되거
나 또는 내측반경 r1 과 외측반경 r0 를 가진 환형영역의 투과율 보다 작게 되도록 되며, 상기 반경 r 1 과 r0 는 약 0.3r0

≤r1≤약 0.7r0 의 상태를 만족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반경 r 1 을 가진 중심원형영역, 내측반경 r1 과 외측반경 r2 를 가진 내측 환형영역, 
및 내측반경 r2 와 외측반경 r0 를 가진 외측 환형영역의 3개의 영역을 가지며, 상기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환면 위
에 분포된 상형성 광선다발 중 내측 및 외측 환형영역을 각각 통과하는 최소한의 광선다발 사이의 코히어런스를 제거하
는 광학재료로 만들어지며, 상기 반경 r 0 , r1 및 r2 는 r1

2 ≒r2
2 -r1

2 ≒r0
2 -r2

2 의 상태를 만족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광감쇠 디스크의 중심 원형영역은 광감쇠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중심 원형영역을 통과하는 광선다발과 내측 환형영역을 통과하는 광선다발 사이의 
코히어런스를 제거하는 광학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6.

제 9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환면 위에 분산된 상형성 광선다발에 대한 진폭 투과율을 방사방향으로 변
화시키는 광학위상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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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환면 위에 분산된 상형성 광선다발에 대한 진폭 투과율을 방사방향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광학 위상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광투과 디스크는 퓨리에 변화면 위에 분산된 상형성 광선다발에 대한 진폭 투과율을 방사방향으로 
그리고 이산적으로 변화시키는 광학 위상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19.

제 9항에 있어서, 투영 광학계는 마스크와 퓨리에 변환면 사이의 광학축을 따라 배치된 다수의 렌즈 엘리먼트와, 상기 
퓨리에 변환면과 감광성 기판 사이의 광학축을 따라 배치된 다수의 렌즈 엘리먼트를 가지며, 제 2 가동부재는 상기 투
영 광학계의 상기 퓨리에 변환면 근처의 렌즈엘리먼트 중 1개 이상을 광학축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
영 노광장치.

청구항 20.

기판 위에 마스크 패턴의 상을 투영하기 위한 다수의 광학 엘리먼트로 구성된 투영 광학계를 가진 투영 노광장치에 있
어서, 상기 투영 노광장치는;

상기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하는 공간에 배치되기에 적합한 상형성 특성을 변화시키는 광학판: 및

상 수차를 조정하는 조정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상형성 특성은 상기 상 수차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1.

다수의 광학 엘리먼트로 구성된 투영 광학계를 이용하여 마스크 패턴의 상을 투영하는 투영 노광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하는 공간에 광학판을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광학판의 삽입에 따라 상기 광학 엘리먼트 중 1개 이상을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방법.

청구항 22.

다수의 광학 엘리먼트로 구성된 투영 광학계를 이용하여 기판위에 마스크 패턴의 상을 투영하는 투영 노광방법에 있어
서,

상기 투영 광학계의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하여 광학판을 이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광학판의 이동에 따라 상 수차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방법.

청구항 23.

마스크에 조사되는 조사광을 기판상에 투사하는 광학시스템을 구비한 투영 노광장치에 있어서,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 내에서 그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하는 공간에 대해 삽입 및 분리가 가능하거나, 또는 교환 가능한 
광학 플레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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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학 플레이트의 삽입 및 분리 또는 교환에 따라,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의 광학 특성을 조정하는 조정 장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4.

마스크에 조사광을 조사함과 동시에, 상기 마스크를 통해서 상기 조사광으로 기판을 노광시키는 투영 노광장치에 있어
서,

상기 마스크의 패턴 이미지를 상기 기판상에 형성하기 위해, 상기 조사광이 투과되는 광학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다수의 
광학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투영 광학 시스템으로서,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은 상기 광학 플레이트의 광학적 두께에 따
라 그 광학 특성이 미리 설계되며,

상기 광학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상기 광학 플레이트와 다른 상기 다수의 광학엘리먼트 중 1개 이상을 구동시킬 수 있
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광학 플레이트는 그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형성되어, 투영 광학 시스템의 수차 보정에 이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광학 플레이트는 투영 광학 시스템의적어도 색 수차 보정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
장치.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광학 플레이트는 투영 광학 시스템의 적어도 색 수차 보정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
광장치.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광학 플레이트는 투영 광학 시스템 내에서 그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한 공간에 배치되는 광학 필터임
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29.

마스크에 조사광을 조사하는 조사 광학 시스템, 및 상기 마스크의 패턴 이미지를 기판상에 형성하는 투영 광학 시스템
을 구비한 투영 노광장치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와 상기 기판 사이에서 상기 조사광이 지나가는 광로상에 배치되는 제 1 광학 플레이트; 및

상기 제 1 광학 플레이트와의 교환으로 상기 광로상에 베치되며, 상기 제 1 광학 플레이트와 광학적 두께가 동일한 제 
2 광학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광학 플레이트는 각각 투영 광학 시스템 내에서 그 퓨리에 변환면을 포함한 공간에 배
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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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투영 광학 시스템은, 광학적 두께에 따라 그 광학 특성이 미리 설계되고, 상기 광학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의 1개 이상의 광학 엘리먼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액츄에이터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투영 광학 시스템은, 광학적 두께에 따라 그 광학 특성이 미리 설계되고, 상기 광학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의 1개 이상의 광학 엘리먼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액츄에이터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영 노광장치.

청구항 33.

제 23항 내지 제 3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투영 노광장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패턴을 감광 기판상에 전시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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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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