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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레티클 광학 그룹, 빔 스플리터, 비구면 미러, 배플 플레이트, 폴딩 미러 및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을 갖는

반사굴절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레티클 광학 그룹, 빔 스플리터 및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은 동일 빔축상에 배치되

고 비구면 미러와 폴딩 미러 축과는 다르다. 광은 레티클 상의 이미지 패턴을 통과하여 빔 스플리터에 의해 비구면 미

러로 반사된다. 비구면 미러는 광을 빔 스플리터를 통해 폴딩 미러로 다시 반사시킨다. 폴딩 미러는 광을 빔 스플리터

로 다시 반사시킨다. 빔 스플리터는 광을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으로 반사시킨다. 복수의 1/4 위상판은 본 발명의 

광학 소자들간의 광 경로에 배치되어 입사하는 광의 편광을 변경할 수 있다. 광이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을 통과하

기 전에, 배플플레이트를 통과하여 빔 스플리터내의 내부 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의 배경 산란 광이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으로 입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빔 스플리터내에 삽입된다. 스페이서

플레이트는 레티클 광학 그룹 빔 축과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 빔 축 사이에 오프셋을 생성한다. 이것은 레티클 광학

그룹으로부터 반도체 광학 그룹으로의 광의 직접적인 통과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레티클 광학 그룹, 빔 스플리터, 비구면 미러, 배플 플레이트, 반사굴절 리소그래피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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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큐브를 나타내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있는 빔 스플리터 큐브를 나타내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a은 도 2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광빔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b는 도 2b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광빔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배플 플레이트(baffle plate)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반사굴절 시스템

210: 레티클 광학 그룹

220: 빔 스플리터

225: 폴딩 미러

23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

240: 웨이퍼 광학 그룹

250: 배플 플레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선된 리소그래피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미지 플립없이 고정밀도 이미지를 투

영하는 반사굴절 노광 광학계 (catadioptric exposure optics)를 이용하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리소그래피는 기판의 표면 상에 형상(feature)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기판은 플랫 패널 디스

플레이, 회로 기판, 다양한 집적 회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예에 주로 사용되는 기

판은 반도체 웨이퍼이다. 본 설명은 설명하기 위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하지만, 당업자는 또한 본 설명이 본 기술

에 숙련된 자에게 공지된 다른 유형의 기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리소그래피 동안, 웨이퍼 스테이지 

상에 배치된 웨이퍼는 리소그래피 장치내에 배치된 노광 광학계에 의해 웨이퍼의 표면 상에 투 영된 이미지로 노광된

다. 이미지는 노광될 원형 또는 원본을 지칭한다. 투영된 이미지는 웨이퍼의 표면에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이미지를 

지칭한다. 노광 광학계가 포토리소그래피에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노광 장치가 특정 응용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x선 또는 광자 리소그래피 각각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다른 노광 장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특정예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논의된다.

투영된 이미지는 웨이퍼의 표면 상에 퇴적된 층,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의 특성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들 변화는 

노광 중 웨이퍼 상에 투영된 형상에 대응한다. 노광후에, 층은 에칭되어 패터닝된 층을 생성한다. 패턴은 노광 중 웨이

퍼 상에 투영된 형상에 대응한다. 이 패터닝된 층은 그후 도전층, 반도체층, 또는 절연층 등의 웨이퍼 내의 기초 구조

층의 노출된 부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그후, 이 프로세스는 소망의 형상이 웨이퍼의 표면 상에 형성될 때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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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정과 함께 반복된다.

스텝 앤드 스캔(step-and-scan) 기술은 협소한 이미징 슬롯을 갖는 투영 광학계 시스템과 결합하여 작동한다. 한번

에 전체의 웨이퍼를 노광하기보다는 개별 필드가 한번에 하나씩 웨이퍼 상으로 스캔된다. 이것은 이미징 슬롯이 스캔

동안 필드를 가로질러 이동하도록 웨이퍼와 레티클을 동시에 이동함으로써 수행된다. 그후, 다수의 레티클 패턴의 복

사본이 웨이퍼 표면 전체에 노광되도록, 웨이퍼 스테이지는 필드 노광들간에 비동기적으로 스텝핑되어야 한다. 이 방

법으로, 웨이퍼 상에 투영된 이미지의 품질은 최대화된다.

노광 광학계는 굴절 및/또는 반사 소자, 즉, 렌즈 및/또는 미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노광 광학계는 렌즈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반사굴절(즉, 굴절 및 반사 소자의 조합) 노광 광학계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굴절 및 반사 소자의 사용은 제조중 많은 리소그래피 변수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미러

의 사용은 이미지 플립(flip)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반도체 웨이퍼 상에 플립(미러링(mirroring))되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 광학 시스템은 이전의 반사굴절 시스템의 레티클 설계와 호환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적 보상 시스템의 부

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균일하고 대칭적인 열 분배가 가능한 광학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 반사굴절 리소그래피 노광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

은 레티클 광학 그룹, 빔 스플리터,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 폴딩 미러(folding mirror) , 및 반도체 웨이퍼 광학 그룹을

포함하는 반사굴절 리소그래피 시스템이다. 광빔은 레티클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을 통해 빔 스플리터 큐브로 전달

되어 비구면 미러로 반사된다. 비구면 미러는 빔 스플리터 큐브를 통해 광빔을 다시 반사시킨다. 비구면 미러 및 빔 스

플리터 큐브간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quarter wave plate)은 빔 스플리터 큐브에 입사하는 광의 편광을 변

화시킨다. 빔 스플리터 큐브를 통과한 후, 빔 스플리터 큐브에 인접하여 배치된 폴딩 미러는 광빔을 반사시킨다. 폴딩 

미러 및 빔 스플리터 큐브간의 광 경로에 배치된 또다른 1/4 위상판은 빔 스플리터 큐브에 입사하는 광의 편광을 변화

시킨다. 그후, 광빔은 빔 스플리터 큐브에 의해 웨이퍼 광학 그룹 상으로 반사된다. 웨이퍼 광학 그룹은 광빔을 확대, 

포커싱, 및/또는 정렬(alignment)하여, 반도체 웨이퍼 상에 패턴을 형성한다. 반도체 웨이퍼 상의 패턴은 레티클 상의

이미지 패턴에 대응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배플 플레이트(baffle plate)가 빔 스플리터 큐브 및 웨이퍼 광학 그룹 사이에 삽입된다. 배

플 플레이트는 빔 스플리터 큐브 내의 내부 반사의 결과로서 발생된 배경 산란 광(background scattered light)을 흡

수한다. 배경 산란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를 통과하고 빔 스플리터 큐브 표면에서 반사한 광빔의 결과로서 발생된다. 

또한, 배플 플레이트는 배경 산란 광을 거의 흡수하고 그것을 빔 스플리터 큐브로 반사시키지 않는다. 또한, 배플 플레

이트는 상기 시스템 상에서 광이 빗나가는 효과를 저감하는 불투명 차폐물(opague shield)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빔 스플리터 큐브는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된 2개의 광학 프리즘 절반을 포함

한다. 스페이서 플레이트의 폭은 물체 평면 빔과 웨이퍼 평면 빔의 이미지 축 사이에 생성된 오프셋의 변수이다. 물체 

평면 빔은 물체 평면으로부터 광학계의 레티클 그룹을 통과한다. 웨이퍼 평면 빔은 웨이퍼 그룹을 통과한다. 스페이서

플레이트의 폭은 물체 평면 빔과 웨이퍼 평면 빔의 이미지 축 사이의 소망의 오프셋량에 의존한다. 폭은 일실시예에

서 0(즉, 2개의 광학 프리즘 절반의 광학 표면이 광학적으로 접촉되는 것)일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실시예에서 변경될 

수 있다. 스페이서 플레이트의 폭은 배플 플레이트 및 웨이퍼 그룹에 입사하는 배경 산란 광의 양을 결정한다. 스페이

서 플레이트는 빔 스플리터 큐브의 광학 프리즘 절반과 유사한 광학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서, 

빔 스플리터 큐브는 복수의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된 2개의 광학 프리즘 절반을 포함한다. 복수의 스페이서 

플레이트는 복굴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정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비교적 균일한 열 분배를 제공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를 통한 이중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광이 시스템을 통과함으로써 발생된 열을 대칭적으로 분배한다. 이것은 열적 보상 시스템의 부담을 저감시

킨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여, 레티클 광학 그룹을 통과한 광은 짝수회 폴딩(folding)된다. 이것은 이미

지 미러링을 유발하지 않고 반도체 웨이퍼 상의 부적절한 플립 이미지 형성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의 구조 및 동작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공개특허 10-2004-0048359

- 4 -

여기에 결합되고 본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을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

리를 설명하고 당업자가 본 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소자를 가

리킨다. 또한, 참조 번호의 최좌측 숫자는 참조 번호가 처음 나타난 도면을 나타낸다.

내용의 표

1. 개요

2. 전문 용어

3.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a.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b.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의 이미지 경로

c.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있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d.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있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의 이미지 경로

4. 결론

본 발명은 특정 응용예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공된 기술에 근접하는 기술에 숙련된 자는 그 범위내의 추가의 변경, 응용 및 실시예와,

본 발명이 매우 유용한 추가의 분야를 인식할 것이다.

1. 개요

본 발명은 이미지 플립이 없는 고품질 이미지를 투영하는 반사굴절 노광 광학계를 이용한 리소그래피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반도체의 좀더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생성을 허용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환경을 도시한다. 광(102)의 공간 코히어런스를 변경하지 않고 광원(예를 

들어, 레이저; 104)로부터 방사된 광(102)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스페클(speckle) 패턴을 제거하는 시스템(100)이 

도 1에 도시된다. 레이저(104)는 엑시머, 딥(deep) UV 엑시머 레이저 등일 수 있다. 광(102)은 빔 컨디셔너(108)에 

의해 수신된다. 빔 컨디셔너(108)는 조명 광학계(110)로 광을 출력하여, 마스크 또는 레티클(112)을 통한 광을 투영 

광학계(114)를 거쳐서 기판(116) 상에 전송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의 일실시예는 리소그래피 시스템 등일 수 있다.

2. 전문 용어

본 발명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가능한한 일관성있게 다음의 용어 정의를 고수할 

것이다.

'비구면 미러(aspheric mirror)'는 비구면 표면을 갖는 미러이다. 미러의 비구면 표면은 구면 표면의 반사 동작에 대

해 입사 전자 에너지 파면(incident electromagnetic energy wavefront)을 선행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반사굴

절 광학 시스템(catadioptric optical system)에 사용된다.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는 빔을 둘 이상의 별개의 빔으로 분리하는 광학 장치이다. 간단한 빔 스플리터는 빔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각으로 빔에 삽입된 매우 얇은 유리 시트일 수 있다. 좀더 복잡한 유형은 그들

의 사변(hypotenuse)에 함께 결합된 2개의 직각 프리즘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프리즘의 결합된 면은, 결합되기 전에,

반사 및 소망 칼라의 비율에서 소망의 반사 특성 을 갖는 금속 또는 유전체층으로 코팅된다. 칼라 텔레비전 카메라에

서, 예를 들어, 다층막이 계면 상에 배치되어, 적색 및 녹색 광을 2개의 비디콘으로 전환시키고 청색 이미지를 제 3 비

디콘 튜브(vidicon tube)를 통과시키는 3-웨이 빔 스플리팅 프리즘(three-way beam splitting prism)이 사용된다. 

리소그래피 시스템에서, 빔 스플리터는 빔 스플리터와 동일 극성을 갖는 광을 통과시키고 빔 스플리터와 다른 극성을

갖는 광을 반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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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굴절 광학 시스템(catadioptric optical system)'은 반사 및 굴절을 사용하여 초점능(focal power)이 달성되는 

광학 시스템을 의미한다. 반사굴절 광학 시스템의 렌즈 및 미러의 상대적 초점능(power)이 시스템에 따라 변화하지

만,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0 또는 거의 0의 초점능의 굴절 표면과 결합하여 반사 표면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시스템 초점능을 얻는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수차 특성(aberrational characteristics)을 개선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중간 이미지(intermediate image)'는 광학 시스템의 최종 초점면 이전에 형성된 이미지이다.

'1/4 위상판(quarter wave plate)'는 1/4 주기의 위상차가 광이 통과하는 정상 alc 비정상 소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굴절률차와 두께를 갖는 이중 굴절 결정(double-refracting crystal)으로 제조된 플레이트이다.

'레티클(reticle)'은, 기구를 지시하고 타겟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돕는 패턴을 포함하는 이미지 평면에 위치한 광학 

소자이다. 이것은 한쌍의 교차선 또는 복합 패턴과 같이 간단할 수 있다. 반도체 패턴 발생에 있어서, 집적 회로의 이

미 지를 담고 있는 유리 또는 석영 기판이다.

'웨이퍼(wafer)'는 랩핑(lapping)되거나 연마된 정제된 표면을 갖는 단결정, 퓨즈, 다결정, 비정질 재료의 잉곳으로부

터 절단된 단면 슬라이스이다. 웨이퍼는 전자 장치 제조를 위한 기판 또는 광학계로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웨이퍼는

실리콘, 석영, 갈륨, 비화물(arsenide) 또는 인듐 포스파이드(indium phosphide)로 제조된다. '웨이퍼' 및 '기판'의 용

어는 본 명세서에서 상호 교환 가능하게 사용된다.

3.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a.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도 2a는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큐브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b는 스페이서 플레이

트가 있는 빔 스플리터 큐브를 갖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3a는 도 2a 실시예의 광빔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도 3b는 도 2b 실시예의 광빔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사굴절 시스템(200)을 나타낸다. 반사굴절 시스템(200)은 레티클 광학 그룹(210

), 빔 스플리터(22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폴딩 미러(folding mirror; 225), 배플 플레이트(250), 웨이퍼 광학

그룹(240) 및 복수의 1/4 위상판(202(a, b, c, d))를 갖는다.

레티클 광학 그룹(210)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인접한다. 웨이퍼 광학 그룹(240)은 또한 빔 스플리터 큐브(220)

에 인접한다. 레티클 광학 그룹(220)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가 레티클 광학 그룹(210)과 웨이퍼 광학 그룹(240)을 

분리 하도록 웨이퍼 광학 그룹(240)의 맞은 편에 있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인접한다. 폴딩 미러(225)도 또한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인접한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가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및 폴딩 미러(225)를

분리하도록 폴딩 미러(225)의 맞은 편에 있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티클 광학 그룹(210)과 웨이퍼 광학 그룹

(240)은 동일 광축 상에 있다. 또한,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과 폴딩 미러(225)는 동일 광축 상에 있다. 그러나, 

레티클 광학 그룹(210)과 웨이퍼 광학 그룹(240)의 광축은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과 폴딩 미러(225)의 광축과 

다를 수 있다(도 3a 참조).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각각의 광학 물체의 다른 구성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명백한 것

이다.

레티클 광학 그룹(210)은 레티클(201), 1/4 위상판(202a) 및 레티클 렌즈(203)를 포함한다. 1/4 위상판(202a)는 레

티클(201)과 레티클 렌즈(203) 사이에 배치된다. 레티클 렌즈(203)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인접한다. 일실시예

에서, 레티클 렌즈(203)는 양 또는 음의 굴절능을 가질 수 있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은 비구면 미러(231), 제 1 비구면 미러 렌즈(232) 및 제 2 비구면 미러 렌즈(233)를 포

함한다. 제 1 비구면 미러 렌즈(232)는 비구면 미러(231) 및 제 2 비구면 미러 렌즈(233) 사이에 있다. 일실시예에서,

제 1 비구면 미러 렌즈(232)는 양의 굴절능을 가지며 제 2 비구면 미러 렌즈(233)는 음의 굴절능을 갖는다. 1/4 위상

판(202b)는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분리한다. 1/4 위상판(202b)는 제 2 비구 면 미

러 렌즈(233)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인접한다. 일실시예에서, 비구면 미러(231)는 오목 미러이다.

1/4 위상판(202d)는 폴딩 미러(225)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분리한다. 일실시예에서, 폴딩 미러(225)는 플랫 

미러이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폴딩 미러는 광학능(optical power)을 갖는 미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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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광학 그룹(240)은 복수의 웨이퍼 그룹 렌즈(242(a, b, …, m))를 갖는다. 웨이퍼 그룹 렌즈(242(a, b, …, m))

는 반도체 웨이퍼(241)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에 배치된다. 일실시예에서, 웨이퍼 그룹 렌즈(242(a, b, …, m

))는 다른 굴절능을 갖는다. 즉, 어떤 웨이퍼 그룹 렌즈는 양의 굴절능을 가지며 어떤 웨이퍼 그룹 렌즈는 음의 굴절능

을 갖는다. 예를 들어, 웨이퍼 그룹 렌즈(242a)는 양의 굴절능을 가지며, 웨이퍼 그룹 렌즈(242i)는 음의 굴절능을 갖

는다.

배플 플레이트(250)와 1/4 위상판(202c)은 웨이퍼 광학 그룹(240)으로부터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분리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 및 1/4 위상판(202c)에 인접한다. 1/4 위상판(202c)은 웨이퍼 광학 그룹(24

0)의 렌즈(242a) 및 배플 플레이트(250)에 인접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프리즘(221) 및 제 2 프리즘(222)을 포함한다. 제 1 프리즘

(221)은 제 2 프리즘(222)에 인접한다. 또한, 제 1 프리즘(221)은 1/4 위상판(202b)과 레티클 렌즈(203)에 인접한다.

반면, 제 2 프리즘(222)은 1/4 위상판(202d)과 배플 플레이트(250)에 인접한다. 제 1 프리즘(221)은 제 1 광학 표면(

280a)을 포함한다. 제 2 프리즘(222)은 제 2 광학 표면(280b)을 포함한다. 제 1 광학 표면(280a)은 제 2 광학 표면(2

80b)에 인접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레티클 광학 그룹(210)의 1 기능은 광 빔을 최초로 처리하는 것이다. 레티클(201) 상에 형

성된 이미지 패턴은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될 이미지 패턴이다. 레티클 광학 그룹(210)은 레티클(201)을 통해

입사한 광을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는 편광 미러이다. 따라서, 빔 스플리터 큐브(220)와 동일한 극성을 갖는 광은 빔 스플리터 큐

브를 통과하지만, 극성이 다른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에서 반사된다. 또한, 광이 1/4 위상판(202(a, b, c, d))과 동일한

극성은 가지면,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입사되고 출사될 수 있다. 빔 스플리터 큐브가 제 2 프리즘(222)에 인

접한 제 1 프리즘(221)을 포함하므로, 스넬 법칙(Snell's Law)(즉, 입사각은 반사각과 동일하다)에 의해 광이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으로 직접 반사된다.

비구면 미러(231)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의해 반사된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비구면 미러(231)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02b)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의해 반사된 입력 이

미지를 전달하는 광의 극성을 역전시킨다. 극성의 변화때문에,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 입사하여 통과한다. 비

구면 미러(231)는 본 발명의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공지된 방법으로 이들 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임의의 잠재적인 작

업을 수행한 다.

폴딩 미러(225)는, 비구면 미러(231)에 의해 반사되고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과한 광을 수신한다. 폴딩 미러(22

5)와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02d)은 광의 극성을 역전시키고 그 광을 빔 스플

리터 큐브(220)로 다시 반사시킨다. 일실시예에서, 폴딩 미러(225)는 임의의 광학능이 없는 플랫 미러이다. 다른 실

시예에서, 폴딩 미러(225)는 광학능을 가지며 또한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부터 들어오는 광을 확대 및/또는 정렬한

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광이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입사

하는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내의 많은 광학 표면(예를 들어, 제 1 광학 표면(280a) 및 제 2 광학 표면(280b))에 

의해 반사된다. 광은 임의의 광축을 따라 반사한다. 그러나, 어떤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산란되고 광축

을 따라 반사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도체 웨이퍼(241)에서의 이미지 형성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배경 산란 광을 생성

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이러한 배경 산란 광을 흡수, 필터링, 차단 또는 방지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배경 산

란 광이 반도체 웨이퍼(242)에서의 이미지 형성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빔 스플

리터 큐브(220)내의 내부 반사로부터 발생된 임의의 배경 산란 광을 흡수한다. 광이 반사굴절 시스템(200)내의 여러

가지 광학 표면(예를 들어, 제 1 광학 표면(280a), 제 2 광학 표면(280b) 및 그 외)에 의해 반사될 때 2개의 이미지가 

배플 플레이트(250)에 형성된다. 제 1 이미지는 레티클(201)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의 집광 이미지가다. 제 2 이미

지는 레티클(201)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의 (배경 산란 광에 의해 발생된) 확산 이미지이다. 집광 이미지는 소망의 

이미지이고 확산 이미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반도체 웨이퍼(241) 상의 이미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플 플레이트(250)는 확산 이미지를 흡수하고 집광 이미지를 웨이퍼 그룹(240)에 전달한다. 일실시예에서, 

배플 플레이트(250)는 광을 흡수할 수 있는 임의의 공지된 재료로 이루어진다.

도 4는 개구(251)를 갖는 배플 플레이트를 나타낸다. 개구(251)는 레티클(201) 상에 형성된 패턴의 집광 이미지를 전

달하는 광빔을 통과시킨다. 배플 플레이트(250) 상의 개구(251)의 크기, 형상 및 위치는 응용예에 의해 특정된다. 또

한, 배플 플레이트(250)의 크기 및 형상 또한 응용예에 의해 특정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임의의 금속, 플라스틱,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파장의 배경 산란 광을 흡수, 필터링, 차단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배플 플레이트(250)의 다른 실시예가 가능함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개구(252)의 크기는

30mm×26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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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로 다시 되돌아가면, 본 실시예의 반사굴절 시스템(200)은 동일 광축(271) 상에 레티클 그룹(210), 빔 스플리터

큐브(220) 및 웨이퍼 그룹(240)을 갖는다. 이것은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된 최종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들 광학 그룹은 동일한 광축(271) 상에 위치하므로, 레티클(210)로부터 나온 광이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의해 

반사되지 않고 직접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과하여 웨이퍼 광학 그룹(240) 상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광은 반 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된 이미지에 왜곡을 생성하는 배경 산란 광(상술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배

플 플레이트(250)는 반도체 웨이퍼(241)에 도달하는 이 배경 산란 광의 양을 최소화한다.

웨이퍼 그룹(240)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부터 집광 이미지를 수신한다. 일실시예에서, 웨이퍼 그룹(240)의 렌즈

(242(a, b, …, m))는 이미지를 확대 및 정렬시킨다. 렌즈(242)는 다양한 굴절능을 가질 수 있다. 확대 및/또는 정렬된

광은 레티클(201) 상의 이미지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한다.

b. 스페이서 플레이트가 없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의 이미지 경로

도 3a는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도 2a 실시예의 광빔 경로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광은 레티클(201)을 통해 입

사하여 렌즈(310)의 레티클 그룹을 통과한다. 광(301)은 렌즈(310)의 레티클 그룹에 의해 확대, 포커싱 및/또는 정렬

된다. 도 2a의 레티클 광학 그룹(210)은 레티클(210)과 렌즈(310)의 레티클 그룹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광(301)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1 프리즘(221)에 입사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는 광(301)을 

반사시킨다. 특히, 제 1 프리즘(221)의 제 1 광학 표면(280a)은 광(301)을 반사시킨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은 반사된 광(302)을 수신한다. 비구면 미러(231)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0

2b; 도 3a에는 도시되지 않음)은 광(302)의 편광을 변경시킨다. 비구면 광학 그룹(230)의 광학 물체는 또한 비구면 

미러(231)가 광(302)을 반사시키기 전에 광을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한다.

편광 변경후, 편광된 광(303)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 되돌아간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의 광학 물체는 광

(303)이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입사하기 전에 편광된 광(303)에 의해 표시되는 이미지를 확대 및/또는 정렬한다. 

광(303)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는 동일한 극성을 가지므로, 편광된 광(303)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과한다.

폴딩 미러(225)는, 편광되고 집광된 광(303)을 수신하고, 그 광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 다시 반사시킨다. 폴딩 미

러(225)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02d; 도 3a에는 도시되지 않음)는 광(303)

의 극성을 역전시키고 그 광을 편광된 광(304)으로서 반사시킨다. 편광된 광(304)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2 

프리즘(222)과 동일한 극성을 갖는다. 제 2 프리즘(222)은 웨이퍼 그룹(340) 및 반도체 웨이퍼(241)를 향하여 광(30

4)를 반사시킨다. 특히, 제 2 프리즘(222)의 제 2 광학 표면(280b)은 광(304)을 반사시킨다. 광빔(304)은 광빔(305)

이 된다.

제 2 프리즘(222)에 의해 반사된 후, 광(305)은 배플 플레이트(250)를 통과한다. 광(305)은 중간 이미지(299; 도 2a

에 도시)를 형성한다. 중간 이미지(299)는 광(305)이 배플 플레이트(250)를 통과하기 전에 형성된다. 광빔(305)은 집

광 이미지 및 레티클(201) 이미지 패턴의 확산 이미지를 전달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를 통과한 후, 배플 플레이트(

250)는 확산 이미지를 제거하고 집광 이미지를 전달하는 광(306)을 통과시킨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빔 스플리터 

큐 브(220)내의 임의의 배경 산란 광을 흡수한다.

광(306)은 웨이퍼 광학 그룹(340)을 통과하고, 웨이퍼 광학 그룹(340)내의 광학 물체에 의해 더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된다. 광빔(306)은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된 광빔(307)이 된다.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된 광(307)은 반도

체 웨이퍼(241) 상에 이미지 패턴을 형성한다. 반도체 웨이퍼(241) 상의 이미지 패턴은 레티클(201) 상에 형성된 이

미지 패턴과 동일하다.

이 설계의 이점은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광학 물체(즉, 레티클 광학 그룹(210), 빔 스플리터 큐브(220), 비구면 미

러 광학 그룹(230) 등)가 광을 짝수회 반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 미러링(mirroring)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처

음에, 제 1 프리즘(221)은 레티클(201)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킨다. 비구면 미러(231)는 두번째로 광을 반사시키고 그

광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폴딩 미러(225)로 향하도록 한다. 폴딩 미러(225)는 세번째로 광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2 프리즘(222)로 반사시킨다. 제 2 프리즘(222)은 네번째로 광을 웨이퍼 광학 그룹(340)과 반도체 

웨이퍼(241)로 반사시킨다. 광이 짝수회 반사되므로,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이 미러링되지 않

는다.

c.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갖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

도 2b는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b는 레티클 광학 그룹(21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

(230), 빔 스플리터 큐브(220), 폴딩 미러(225), 배플 플레이트(250), 및 웨이퍼 광학 그룹(240) 및 1/4 위상판(202 (

a, b, c, d))를 도시한다. 레티클 그룹(21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폴딩 미 러(250), 및 웨이퍼 광학 그룹(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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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요소 및 기능은 도 2a 실시예와 유사하다.

도 2b로 되돌아가서, 빔 스플리터 큐브(220)는 제 1 프리즘(221), 스페이서 플레이트(223) 및 제 2 프리즘(222)을 포

함한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제 1 프리즘(221)과 제 2 프리즘(222)을 분리시킨다. 레티클 그룹(210)은 제 1 프

리즘(221)에 인접한다. 레티클 그룹 렌즈(203)는 제 1 프리즘(221)에 인접한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은 제 1 

프리즘(221)에 인접한다. 폴딩 미러(225)는 제 2 프리즘(222)에 인접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스페이서 플레이트

(223)에 인접한다. 웨이퍼 광학 그룹(240)은 제 2 프리즘(222)에 인접한다. 일실시예에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제 1 프리즘(221) 및 제 2 프리즘(222)과 동일한 광학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레티클 광학 그룹(210)의 축(272a)과 웨이퍼 광학 그룹(240)의 축(272b) 사이의 오프셋

을 생성한다. 도 2a와 비교하여, 레티클 광학 그룹(210) 및 웨이퍼 광학 그룹(240)에 대한 단일 축(271)은 없다. 그러

므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내의 배경 산란 광의 일부를 제거한다.

또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2개의 별개의 빔 스플리터 표면(281a, 281b)을 갖는다. 제 1 빔 스플리터 표면(281

a)은 제 1 프리즘(221)내에 있다. 제 2 빔 스플리터 표면(281b)은 제 2 프리즘(222)내에 있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

3)의 제 1 빔 스플리터 표면(281a)은 스페이서 플레이트(223)의 제 2 빔 스플리터 표 면(281b)에 인접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 1 광학 표면(280a)이 제 2 광학 표면(280b)에 인접하는 도 2a의 실시예와 다르다. 도 2b에서, 광은 빔 스

플리터 큐브(220)내의 상이한 2개의 표면에서 반사한다. 이것은 광이 제 1 광학 표면(280a) 및 제 2 광학 표면(280b)

에서 반사하는 도 2a 실시예와 다르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가 레티클 광학 축(272a)과 웨이퍼 광학 축(272b) 사이의 오프셋을 생성하므로, 광이 레티클

광학 그룹(210)으로부터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웨이퍼 광학 그룹(240)으로 직접 전달될 때 배경 산란 광의 

발생 방지를 돕는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의 폭은 레티클 광학 그룹(210)으로부터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웨이퍼 광학 그룹(240)으로 전달되도록 허용된 광량에 따라 변경되거나 미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이서 플레

이트(223)가 넓을수록, 빔 스플리터 큐브(220)내의 광학 표면을 반사하지 않고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직접 통과하

도록 허용된 광량이 적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가 협소할수록,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직접 통과하도록 허용된 

광량은 많다. 따라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의 폭은 응용예에 따라 특정된다. 즉, 레티클 광학 그룹(210)으로부터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웨이퍼 광학 그룹(240)으로 직접 전달되는 설계자가 원하는 광량에 의존한다.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집적 통과하는 배경 산란 광량을 제어하지만, 레티클 광학 그룹

으로부터 나온 광이 추가의 배경 산란 광을 발생시킨다. 추가의 배경 산란 광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내의 내부 반사

에 의해 발생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내의 내부 반사 때문에, 배경 산란 광은 상 술한 바와 같이 광이 웨이퍼 광학

그룹(240)으로 입사하기 전에 배플 플레이트(250)에서 확산 이미지를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복수의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스페이서 플레이트

는 다층 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제 1 프리즘(221) 및 제 2 프리즘(222)과 유사한 광학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스페이서 플레이트는 복굴절을 더 양호하게 보정할 수 있다. 이 실시예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부터 반사

된 좀더 코히어런트한 광빔을 생성하고 궁극적으로 웨이퍼 상에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배플 플레이트(250) 및 스페이서 플레이트(223)의 조합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직접 통과한 광량 및 

내부 반사에 의해 발생된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배경 산란 광을 제어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배플 플레이트(2

50)에서 형성된 임의의 확산 이미지를 차단한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배플 플레이트에서 형성된 집광 이미지를 차

단하지 않는다.

일실시예에서, 폴딩 미러(225)는 플랫 미러이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폴딩 미러(225)는 광학능을 갖는다. 도 2a와 마

찬가지로, 이것은 광을 포커싱, 정렬 및/또는 확대한다.

d.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갖는 빔 스플리터 광학계 설계의 이미지 경로

도 3b는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도 2b 실시예의 광빔의 이미지 경로를 나타낸다. 도 3b는 레티클(201), 레티클 광학

계(301),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를 갖는 빔 스플리터 큐브(22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폴딩 미러(225), 배플

플레 이트(250), 웨이퍼 광학계(340), 및 반도체 웨이퍼(241)를 도시한다.

광빔(301)은 레티클(201) 상의 이미지 패턴을 통해 반사굴절 시스템(200)에 입사하고 레티클 광학(310)을 통과한다.

다음으로, 광빔(301)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1 프리즘(221)에 입사한다. 제 1 프리즘(221)은 제 1 빔 스플리

터 표면(281a)에서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으로 반사한다. 광빔(301)은 반사된 광빔(302)이 된다.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은 광빔(302)을 포커싱, 확대 및/또는 정렬한다. 비구면 미러(231; 도 3b에는 도시하지 



공개특허 10-2004-0048359

- 9 -

않음)는 광빔(302)을 반사시킨다. 비구면 미러(231)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

02b; 도 3b에는 도시하지 않음)은 광(302)의 편광을 변경시킨다. 광빔(302)은 편광된 광빔(313)이 된다.

광빔(313)과 빔 스플리터 큐브(220; 제 1 프리즘(221), 스페이서 플레이트(223), 및 제 2 프리즘(222)을 포함)가 동

일한 극성을 가지므로, 광빔(313)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과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과한 후, 폴딩 미

러(225)는 광빔(313)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로 다시 반사시킨다. 폴딩 미러(225) 및 빔 스플리터 큐브(220) 사이의

광 경로에 배치된 1/4 위상판(202d; 도 3b에는 도시하지 않음)은 광빔(313)의 편광을 변경시킨다. 광빔(313)은 편광

된 광빔(314)이 된다.

다음으로, 광빔(314)은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2 프리즘(222)에 입사한다. 제 2 프리즘(222)은 제 2 빔 스플리

터 표면(281b)에서 웨이퍼 광학(340)으로 광빔(314)을 반사시킨다. 광빔(314)은 반사된 광빔(315)이 된다.

광빔(315)은 레티클(210)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의 집광 이미지 또는 중간 이미지(299; 도 2b)를 나타낸다. 중간 

이미지(299)는 광빔(315)이 배플 플레이트(250)를 통과하기 전에 형성되어 웨이퍼 그룹 광학계(340)에 입사한다. 확

산 이미지는 배플 플레이트(250)에서 형성된다. 빔 스플리터 큐브(220) 내부 반사로부터 발생된 배경 산란 광은 확산

이미지의 형성을 발생시킨다. 배플 플레이트(250)는 확산 이미지가 웨이퍼 그룹 광학(340)로 입사하는 것을 차단하

고 반도체 웨이퍼(241) 상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는 레티클 광학 축(272a) 및 웨이퍼 광학 축(272b) 사이의 오프셋을 생성한다. 그러므

로, 광빔(301)은 도 2a에 도시된 실시예처럼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웨이퍼 광학 그룹(340)에 전달되지 않는

다.

도 3b를 다시 참조하면, 웨이퍼 광학계(340)는 또한 광빔(315)을 확대 및/또는 정렬한다. 광빔(315)은 광빔(317)이 

된다. 광빔(317)은 레티클(201) 상의 패턴의 좀더 포커싱 및/또는 정렬된 집광 이미지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광빔(31

7)은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 2a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 설계의 이점은 반사굴절 시스템(200)의 광학 물체(즉, 레티클 광학 그룹(210), 빔 스플

리터 큐브(220),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230) 등)가 광을 짝수회 반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지 미러링의 가능성

을 제거한다. 제 1 프리즘(221)은 첫번째로 레티클(201)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킨다. 비구면 미러(231)는 두번째로 광

을 반사시키고 그 광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폴딩 미러(225)로 향하도록 한다. 폴딩 미러(225)는 세번째로 

광을 빔 스플리터 큐브(220)의 제 2 프리즘으로 다시 반사시킨다. 제 2 프리즘(222)은 네번째로 광을 웨이퍼 광학 그

룹(340)과 반도체 웨이퍼(241)로 반사시킨다. 광이 짝수회 반사되므로, 반도체 웨이퍼(241) 상에 형성된 이미지 패턴

은 미러링되지 않는다. 또한, 배플 플레이트(250)와 결합하여 스페이서 플레이트(223)를 빔 스플리터 큐브(220)에 부

가하기 때문에, 빔 스플리터 큐브(220)를 통해 레티클 광학 그룹(210)으로부터 누설되는 광량이 감소된다.

4. 결론

본 발명의 방법, 시스템, 구성요소의 실시예가 여기에 서술되었다. 이들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기재되었

으며,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며 본 발명에 의해 커버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여기에 포함된 

기술에 기초한 관련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는 상술한 예시적인 실시예

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다음의 청구범위 및 그 동등물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상에 플립(미러링)되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광학 시스

템 설계가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티클 상에 형성된 패턴을 기판 상에 투영하는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스페이서 플레이트(spacer plate)에 의해 분리된 한쌍의 프리즘을 갖는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상기 레티클과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1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레티클 렌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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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2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aspheric mirror optical group);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3 면에 인접하고 상기 비구면 미러 그룹에 대향하여 위치하는 폴딩 미러(folding mirror) 광학

그룹; 및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4 면에 인접하고 상기 레티클 렌즈 그룹에 대향하여 위치하는 웨이퍼 광학 그룹을 포함하며,

상기 레티클로부터 상기 레티클 렌즈 그룹을 통해 투영된 광은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 

상으로 반사되고,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상기 폴딩 미러 광학 그룹으로 반사되고,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웨

이퍼 광학 그룹으로 반사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스플리터의 상기 제 4 면과 상기 웨이퍼 광학 그룹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배플 플레이트(ba

ffle plate)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플 플레이트는 상기 빔 스플리터 내의 광의 내부 반사에 의해 발생된 배경 산란 광(

background scattered light)이 상기 웨이퍼 광학 그룹으로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광이 상기 빔 스플리터로부터 상기 웨이퍼 광학 그룹으로 전달될 때 상기 배플 플레이트에서 형성

된 중간 이미지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미러 광학 그룹은 비구면 미러와, 상기 비구면 미러 및 상기 빔 스플리터 사이에 위치

한 복수의 렌즈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광학 그룹은 상기 빔 스플리터와 웨이퍼 사이의 광 경로에 위치한 복수의 렌즈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딩 미러 광학 그룹은 광학능(optical power)을 갖는 폴딩 미러를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딩 미러 광학 그룹은 플랫 폴딩 미러(flat folding mirror)를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8.
레티클 상에 형성된 패턴을 기판 상에 투영하는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레티클 렌즈;

한쌍의 프리즘을 분리하는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갖는 빔 스플리터;

비구면 미러;

폴딩 미러; 및

웨이퍼 광학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레티클로부터 상기 레티클 렌즈를 통해 투영된 광은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비구면 미러로 반사되고, 상

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상기 폴딩 미러로 반사되고,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웨이퍼 광학 소자로 반사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스플리터 및 상기 웨이퍼 광학 소자 사이에 위치하는 배플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플 플레이트는 상기 빔 스플리터내의 광의 내부 반사에 의해 발생된 배경 산란 광이 상기 웨이퍼 광학 소자로 향하

는 것을 방지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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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배플 플레이트는 상기 시스템 상에서 광이 빗나가는 효과를 저감하는 불투명 차폐물(opague 

shield)을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미러와 상기 빔 스플리터 사이에 위치하는 복수의 렌즈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과한 광에 의해 생성되는 오프셋은 상기 스페이서 플레이트의 폭에 따라 가

변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3.
광학 시스템에서, 레티클과,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된 광학 프리즘 부분을 갖는 빔 스플리터에 광을 통과시

킴으로써 웨이퍼 플레이트 상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광을 빔 스플리터로 향하게 하는 단계;

(b) 편광된 광을 상기 빔 스플리터로부터 비구면 미러로 다시 향하도록 하는 단계;

(c) 상기 비구면 미러로부터의 광을 폴딩 미러로 반사시키는 단계 - 여기서, 광은 빔 스플리터 광학 프리즘 부분과 상

기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통과함 -;

(d) 광을 상기 폴딩 미러로부터 상기 빔 스플리터로 다시 반사시키는 단계; 및

(e) 상기 폴딩 미러에 의해 반사된 광을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웨이퍼 플레이트로 전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14.
광학 시스템에서, 레티클과,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된 제 1 및 제 2 프리즘 절반을 갖는 빔 스플리터에 광을 

통과시킴으로써 기판 상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레티클과 상기 제 1 광학 프리즘 절반을 통해 비구면 미러로 광을 전달시키는 단계 - 여기서, 광은 비구면 미

러에 의해 상기 빔 스플리터로 다시 반사됨 -;

(b) 상기 비구면 미러에 의한 반사 후에, 상기 제 1 광학 프리즘 절반, 상기 스페이서 플레이트, 및 상기 제 2 광학 프

리즘 절반을 통해 폴딩 미러에 광을 전달하는 단계 - 여기서, 광은 상기 폴딩 미러에 의해 반사됨 -;

(c) 상기 폴딩 미러에 의한 반사 후에, 상기 제 2 광학 프리즘 절반을 통해 상기 기판에 광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5.
레티클 상에 형성된 패턴을 기판 상에 투영하는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한쌍의 프리즘을 갖는 빔 스플리터;

상기 레티클 및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1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레티클 렌즈 그룹;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2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비구면 미러 광학 시스템;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3 면에 인접하고 상기 비구면 미러 광학 시스템에 대향하여 위치하는 폴딩 미러 광학 시스템; 

및

상기 빔 스플리터의 제 4 면에 인접하고 상기 레티클 렌즈 그룹에 대향하여 위치하는 웨이퍼 광학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레티클로부터 상기 레티클 렌즈 그룹을 통해 투영된 광은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비구면 미러 광학 시스

템으로 반사되고,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상기 폴딩 미러 광학 시스템으로 반사되고,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상기 

웨이퍼 광학 시스템으로 반사되는 광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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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스플리터 큐브의 상기 프리즘은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스플리터의 상기 제 4 면 및 상기 웨이퍼 광학 시스템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배플 플레이

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플 플레이트는 상기 빔 스플리터내의 광의 내부 반사에 의해 발생된 배경 산란 광이 상기 

웨이퍼 광학 시스템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광이 상기 빔 스플리터로부터 상기 웨이퍼 광학 시스템으로 전달될 때 상기 배플 플레이트에서 형

성된 중간 이미지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미러 광학 시스템은 비구면 미러와, 상기 비구면 미러 및 상기 빔 스플리터 사이에 위

치하는 복수의 렌즈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광학 시스템은 상기 빔 스플리터와 웨이퍼 사이의 광 경로에 위치하는 복수의 렌즈를

더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폴딩 미러 광학 시스템은 광학능을 갖는 폴딩 미러를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폴딩 미러 광학 시스템은 플랫 폴딩 미러를 포함하는 광학 시스템.

청구항 23.
광학 시스템에서, 웨이퍼 광학 소자 상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레티클 렌즈를 통해 빔 스플리터로 광을 전달하는 단계 - 상기 빔 스플리터는 스페이서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된 

광학 프리즘 부분을 가짐 -;

(b) 상기 빔 스플리터에 의해 광을 비구면 미러로 반사시키는 단계;

(c) 상기 비구면 미러에 의해 반사된 광을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폴딩 미러로 반사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폴딩 미러에 의해 반사된 광을 상기 빔 스플리터를 통해 상기 웨이퍼 광학 소자로 반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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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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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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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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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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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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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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