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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클로징 표면이 액체 공급 시스템내의 액체를 한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리소그래피 장치내의 침지 액체의 오

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체 공급 시스템과 충돌하는 클로징 표면에 의해 유도된 미립자 오염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클로징 표면과 액체 공급 시스템 사이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액체가 한정되도록, 클로징 표면은

액체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유지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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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리소그래피 장치에 있어서,

기판 테이블에 의해 지지된 기판상으로 패터닝된 방사선 빔을 투영하도록 구성된 투영 시스템;

상기 투영 시스템과 상기 기판 사이의 공간에 액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액체 공급 시스템;

상기 기판 대신에,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액체에 대한 한정면(confining surface)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클

로징 표면(closing surface); 및

상기 클로징 표면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상기 액체를 한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

과 상기 클로징 표면 사이에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도록 구성된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는, 유입구에 의해 공급된 유체와 유출구에 의해 제공된 저압에 의해 가해진 힘들간에

평형 상태(equilibrium state)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상기 유입구 및 상기 유출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은 클로징 플레이트상에 형성되고, 상기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는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내의 액

체를 향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향해 있는 면(face)상의 상기 클로징 플레이트를 그리핑(grip)하도록 구성된 그리퍼

(gripper)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는 상기 기판 테이블로부터 상기 클로징 표면을 변위(displace)시키도록 구성된 핀 시

스템(pin system)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에 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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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극들(poles)을 갖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의 자석은 동일한 극들을 갖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의 자석에 대해 밸런싱(balance)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는 상기 기판테이블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에 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래피 장치.

청구항 8.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액체 공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의 투영 시스템과 기판 사이의 공간에 액체를 공급하는 단계;

기판 대신에, 클로징 표면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상기 액체를 한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과 상기 클로징 표면 사이에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액체에 대한 한정면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를 통해 상기 기판

상으로 방사선의 패터닝된 빔을 투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는, 가스 유동 및 저압에 의해 가해진 힘들간에 평형 상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은 클로징 표면상에 형성되고, 상기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는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내의 액체를

향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향해 있는 면상의 상기 클로징 플레이트를 그리핑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는, 핀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 테이블로부터 상기 클로징 표면을 변위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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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에 제공된 자석을 이용하여 상

기 갭을 자기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에 제공된 자석을 이용하여 상기 갭을 유지하는 단계는, 반대 극들을

갖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의 자석이 동일한 극들을 갖는 상기 클로징 표면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의 자석에 대해 밸런싱(balance)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갭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 테이블 및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의 각각 상에 제공된 자석을 이용하여 상

기 갭을 자기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소그래피 장치 및 디바이스 제조 방법, 특히 투영 시스템과 노광될 기판 사이에 액체를 보유(contain)하고 있

는 침지 리소그래피 장치 및 그와 관련된 침지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리소그래피 장치는 기판상에, 통상적으로는 기판의 타겟부상에 원하는 패턴을 적용시키는 기계이다. 리소그래피 장치는,

예를 들어 집적 회로(IC)의 제조시에 사용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마스크 또는 레티클이라 칭하는 패터닝 디

바이스가 IC의 개별층상에 형성될 회로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패턴은 기판(예컨대, 실리콘 웨이퍼)상의

(예를 들어, 1개 또는 수개의 다이의 부분을 포함하는) 타겟부상으로 전사(transfer)될 수 있다. 패턴의 전사는, 통상적으

로 기판상에 제공된 방사선-감응재(레지스트)층상으로의 이미징(imaging)을 통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단일 기판은 연

속하여 패터닝되는 인접한 타겟부들의 네트워크를 포함할 것이다. 공지된 리소그래피 장치는, 한번에 타겟부상의 전체패

턴을 노광함으로써 각각의 타겟부가 조사(irradiate)되는, 소위 스테퍼, 및 방사선 빔을 통해 주어진 방향("스캐닝"- 방향)

으로 패턴을 스캐닝하는 한편, 이 방향과 평행한 방향(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 또는 역-평행 방향(반대 방향으로 평행

한 방향)으로 기판을 동기적으로 스캐닝함으로써 각각의 타겟부가 조사되는, 소위 스캐너를 포함한다. 또한, 기판상에 패

턴을 임프린트(imprint)함으로써, 패터닝 디바이스로부터 기판으로 패턴을 전사할 수도 있다.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에서,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와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비교적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액

체(예를 들어, 물)에 기판을 침지(immerse)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것의 핵심은, 노광 방사선이 액체내에서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작은 피처들을 이미징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또한, 액체의 효과는 상기 시스템의 유효 NA를

증가시키고 초점심도(depth of focus)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고체 입자들(예를 들어, 쿼츠)이 부유

(suspend)되어 있는 물을 포함하는 여타의 침지 액체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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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액체의 바스(bath)내에 기판 또는 기판과 기판 테이블을 담그는(submersing) 것(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전문이

인용참조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4,509,852호 참조)은, 스캐닝 노광 중에 가속되어야만 하는 큰 몸체의 액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추가적인 또는 보다 강력한 모터들을 필요로 하며, 액체내에서의 난류(turbulence)는 바람직하지 않

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효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안된 해결책 중 하나는, 액체 공급 시스템이 기판의 국부적인 영역에만 그리고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와 기판 사이에

액체를 제공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기판은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보다 큰 표면적을 가진다). 이렇게 배치시키기 위해

서 제안된 한가지 방법이 PCT 특허 출원 WO 99/49504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전문이 본 명세서에서 인용참조되고 있

다. 도 2 및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액체는 1이상의 유입구(IN)에 의하여, 바람직하게는 최종 요소에 대한 기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 기판상으로 공급되며, 투영 시스템 아래를 통과한 후에는 1이상의 유출구(OUT)에 의하여 제거된다. 즉, 기판

이 -X 방향으로 요소의 밑에서 스캐닝되기 때문에, 액체는 상기 요소의 +X 쪽에서 공급되고 -X 쪽에서 흡수(take up)된

다. 도 2는, 액체가 유입구(IN)를 통하여 공급되고 저압력원에 연결된 유출구(OUT)에 의하여 요소의 다른 쪽상에서 흡수

되는 구성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2의 예시에서, 액체는 최종 요소에 대한 기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 공급되나, 반드

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다. 최종 요소 주위에 위치된 유입구들 및 유출구들의 방위 및 개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도 3에는

양쪽에 유출구를 갖는 유입구의 4개의 세트들이 최종 요소 주위에 규칙적인 패턴으로 제공되는 일례가 예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기판들의 노광들 사이에, 노광된 마무리된 기판은 노광될 기판과 교체(swap)된다. 침지 리소그래피 장치에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침지 액체 및 액체 공급 시스템 아래에 위치된 기판이 클로징 표면(closing surface)으로 대체(replace)될 수 있

다. 클로징 표면은, 예를 들어 기판에 인접한 액체를 제거하지 않아도 기판이 또 다른 기판과 교체될 수 있게 한다. 클로징

표면은 액체 공급 시스템내의 액체 유동이 방해되지 않게(uninterrupted) 유지되게 하며 또한 투영 시스템의 최종 광학 요

소의 표면을 계속 습하게(wet)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일 기판을 또 다른 기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클로징 표면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상기 클로징 표면은 기판 및/또는 기판 테이블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액체 없는 기판의 측정

들, 기판 테이블상의 유지(maintenance) 등과 같은 다른 용도들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클로징 표면은 액체 공급 시스템의 액체 한정 구조체의 저부면상에서 진공을 이용하여 액체 공급 시스템과

커플링(couple)될 수 있다. 클로징 표면을 커플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기 방법 및 다른 방법, 예컨대 기계적 방법들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점은, 클로징 표면이 액체 공급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경우, 입자들이 클로징 표면 또는 액체 공급 시스

템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며 액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입자들은, 액체 공급 시스템 및 액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 및/또는 기판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및/또한 광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결함

들(defects)을 프린팅을 유발할 수 있다. 노광 방사선 빔의 경로내에 주어질 수 있는, 최종 요소상의, 기판상의 및/또는 액

체내의 오염은, 기판의 노광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기판상의 오염물들의 증착(deposition)은, 노광 공정

이후에 수행되는 다른 처리 단계들, 예컨대 에칭, 증착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액체에 인접해 있거나 접촉해 있는 표면들 중 어느 것 또는 그 전부와 침지 액체의 오염의 위험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리소그래피 장치가 제공되며, 상기 장치는:

기판 테이블에 의해 지지된 기판상으로 패터닝된 방사선 빔을 투영하도록 구성된 투영 시스템;

상기 투영 시스템과 상기 기판 사이의 공간에 액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액체 공급 시스템;

상기 기판 대신에,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액체에 대한 한정면(confining surface)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클

로징 표면; 및

상기 클로징 표면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상기 액체를 한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

과 상기 클로징 표면 사이에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도록 구성된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액체 공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의 투영 시스템과 기판 사이의 공간에 액체를 공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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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대신에, 클로징 표면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상기 액체를 한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과 상기 클로징 표면 사이에 갭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이 상기 액체 공급 시스템에 의해 공급된 액체에 대한 한정면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상기 액체를 통해 상기 기판

상으로 방사선의 패터닝된 빔을 투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소그래피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상기 장치는:

- 방사선 빔(B)(예를 들어, UV 방사선 또는 DUV 방사선)을 컨디셔닝(condition)하도록 구성된 조명 시스템(일루미네이

터)(IL);

- 패터닝 디바이스(예를 들어, 마스크)(MA)를 유지하도록 구성되고, 소정 파라미터들에 따라 패터닝 디바이스를 정확히

위치시키도록 구성된 제 1 위치설정기(PM)에 연결된 지지 구조체(예를 들어, 마스크 테이블)(MT);

- 기판(예를 들어, 레지스트-코팅된 웨이퍼)(W)을 유지하도록 구성되고, 소정 파라미터들에 따라 기판을 정확히 위치시키

도록 구성된 제 2 위치설정기(PW)에 연결된 기판 테이블(예를 들어, 웨이퍼 테이블)(WT); 및

- 기판(W)의 타겟부(C)(1이상의 다이를 포함)상에 패터닝 디바이스(MA)에 의하여 방사선 빔(B)에 부여된 패턴을 투영하

도록 구성된 투영 시스템(예를 들어, 굴절 투영 렌즈 시스템)(PS)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조명 시스템은, 방사선의 지향, 성형 또는 제어를 위하여, 굴절, 반사, 자기, 전자기, 정전기 또는 여하한의 타입의 광학 구

성요소들, 또는 그 조합과 같은 다양한 타입의 광학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지지 구조체는 패터닝 디바이스의 방위, 리소그래피 장치의 디자인, 및 예를 들어 패터닝 디바이스가 진공 환경에서 유지

되는지의 여부와 같은 여타의 조건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패터닝 디바이스를 유지한다. 지지 구조체는 패터닝 디바이스

를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 진공, 정전기, 또는 여타의 클램핑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지 구조체는 필요에 따라 고정되

거나 이동될 수 있는 프레임 또는 테이블일 수도 있다. 지지 구조체는, 패터닝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투영 시스템에 대해

원하는 위치에 있을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레티클" 또는 "마스크"라는 어떠한 용어의 사용도 "패터닝 디바이

스"와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와 동의어로도 간주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패터닝 디바이스"라는 용어는, 기판의 타겟부에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 방사선 빔의 단면에 패

턴을 부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하한의 디바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방사선 빔에 부여된 패턴

은, 예를 들어 상기 패턴이 위상-시프팅 피처(phase-shifting feature)들 또는 소위 어시스트 피처(assist feature)들을 포

함하는 경우, 기판의 타겟부내의 원하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빔

에 부여된 패턴은 집적 회로와 같이 타겟부에 생성될 디바이스내의 특정 기능층에 해당할 것이다.

패터닝 디바이스는 투과형 또는 반사형일 수 있다. 패터닝 디바이스의 예로는 마스크, 프로그램가능한 거울 어레이 및 프

로그램가능한 LCD 패널을 포함한다. 마스크는 리소그래피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바이너리형, 교번 위상-시프트형

및 감쇠 위상-시프트형 마스크와 다양한 하이브리드 마스크 형식도 포함한다. 프로그램가능한 거울 어레이의 일례는 작은

거울들의 매트릭스 구성을 채택하며, 그 각각은 입사하는 방사선 빔을 상이한 방향으로 반사시키도록 개별적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 기울어진 거울들은 거울 매트릭스에 의해 반사되는 방사선 빔에 패턴을 부여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투영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노광 방사선에 대하여, 또는 침지 유체의 사용 또는 진공의

사용과 같은 여타의 인자들에 대하여 적절하다면, 굴절, 반사, 카타디옵트릭, 자기, 전자기 및 정전기 광학 시스템들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하는 여하한의 타입의 투영 시스템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의 "투영 렌즈"

라는 용어의 어떠한 사용도 "투영 시스템"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와 동의어로도 간주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치는 (예를 들어, 투과 마스크를 채택하는) 투과형으로 구성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장치는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타입의 프로그램가능한 거울 어레이를 채택하거나, 반사 마스크를 채택하는) 반

사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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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그래피 장치는 2개(듀얼 스테이지)이상의 기판 테이블들(및/또는 2이상의 지지 구조체들)을 갖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수 스테이지" 기계에서는 추가 테이블이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1이상의 테이블이 노광에 사용

되고 있는 동안 1이상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준비작업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루미네이터(IL)는 방사선 소스(S0)로부터 방사선 빔을 수용한다. 예를 들어, 상기 소스가 엑시머 레이

저인 경우, 상기 소스 및 리소그래피 장치는 별도의 개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소스는 리소그래피 장치의 일부분

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기 방사선 빔은, 예를 들어 적절한 지향 거울 및/또는 빔 익스팬더를 포함하는 빔

전달 시스템(BD)의 도움으로, 소스(SO)로부터 일루미네이터(IL)로 통과된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상기 소스가 수은 램프

인 경우, 상기 소스는 리소그래피 장치의 통합부일 수 있다. 상기 소스(SO) 및 일루미네이터(IL)는, 필요에 따라, 빔 전달

시스템(BD)과 함께 방사선 시스템이라고도 칭해질 수 있다.

일루미네이터(IL)는 방사선 빔의 각도 세기 분포를 조정하는 조정기(AD)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루미네이터

의 퓨필 평면내의 세기 분포의 적어도 외반경 및/또는 내반경 크기(통상적으로, 각각 외측-σ 및 내측-σ라 함)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일루미네이터(IL)는 인티그레이터(IN) 및 콘덴서(CO)와 같이 다양한 다른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

루미네이터는 그 단면에 원하는 균일성과 세기 분포를 가지기 위해, 방사선 빔을 컨디셔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방사선 빔(B)은, 지지 구조체(예를 들어, 마스크 테이블(MT))상에 유지되어 있는 패터닝 디바이스(예를 들어, 마스크

(MA))상에 입사되며, 패터닝 디바이스에 의해 패터닝된다. 패터닝 디바이스(MA)를 가로질렀으면, 상기 방사선 빔(B)은

투영 시스템(PS)을 통과하여 기판(W)의 타겟부(C)상에 상기 빔을 포커스한다. 제 2 위치설정기(PW) 및 위치 센서(IF)(예

컨대, 간섭계 디바이스, 리니어 인코더 또는 용량성 센서)의 도움으로, 기판 테이블(WT)은, 예를 들어 방사선 빔(B)의 경

로내에 상이한 타겟부(C)들을 위치시키도록 정확하게 이동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 1 위치설정기(PM) 및 또 다른 위

치센서(도 1에 명확히 도시되지 않음)는, 예를 들어 마스크 라이브러리(mask library)로부터의 기계적인 회수 후에, 또는

스캔하는 동안, 방사선 빔(B)의 경로에 대해 패터닝 디바이스(MA)를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

지 구조체(MT)의 이동은, 장-행정 모듈(long-stroke module)(개략 위치설정) 및 단-행정 모듈(short-stroke module)

(미세 위치설정)의 도움을 받아 실현될 것이며, 이는 제 1 위치설정기(PM)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판 테

이블(WT)의 이동 또한, 장-행정 모듈 및 단-행정 모듈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도 있으며, 이는 제 2 위치설정기(PW)의 일

부분을 형성한다. (스캐너와는 대조적으로) 스테퍼의 경우, 지지 구조체(MT)는 단지 단-행정 액추에이터에만 연결되거나

고정될 수도 있다. 마스크(MA) 및 기판(W)은 패터닝 디바이스 정렬 마크들(M1, M2) 및 기판 정렬 마크들(P1, P2)을 이용

하여 정렬될 수 있다. 비록, 예시된 기판 정렬 마크들이 지정된 타겟부(dedicated target portion)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타겟부들 사이의 공간들내에 위치될 수도 있다(이들은 스크라이브-레인 정렬 마크(scribe-lane alignment mark)

들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하게, 패터닝 디바이스(MA)상에 1이상의 다이가 제공되는 상황들에서, 패터닝 디바이스 정

렬 마크들은 다이들 사이에 위치될 수 있다.

서술된 장치는 다음과 같은 모드들 중 1이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1. 스텝 모드에서, 지지 구조체(MT) 및 기판 테이블(WT)은 기본적으로 정지상태로 유지되는 한편, 방사선 빔에 부여되는

전체 패턴은 한번에 타겟부(C)상에 투영된다(즉, 단일 정적 노광(single static exposure)). 그런 후, 기판 테이블(WT)은

다른 타겟부(C)가 노광될 수 있도록 X 및/또는 Y 방향으로 시프트된다. 스텝 모드에서, 노광 필드의 최대 크기는 단일 정적

노광시에 이미징되는 타겟부(C)의 크기를 제한한다.

2. 스캔 모드에서, 지지 구조체(MT) 및 기판 테이블(WT)은, 방사선 빔에 부여된 패턴이 타겟부(C)상에 투영되는 동안에

동기적으로 스캐닝된다(즉, 단일 동적 노광(single dynamic exposure)). 지지 구조체(MT)에 대한 기판 테이블(WT)의 속

도 및 방향은 확대(축소) 및 투영 시스템(PS)의 이미지 반전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스캔 모드에서, 노광 필드의 최대 크

기는 단일 동적 노광시 타겟부의 (스캐닝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폭을 제한하는 반면, 스캐닝 동작의 길이는 타겟부의 (스캐

닝 방향으로의) 높이를 결정한다.

3. 또 다른 모드에서, 지지 구조체(MT)는 프로그램가능한 패터닝 디바이스를 유지하여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

며, 방사선 빔에 부여된 패턴이 타겟부(C)상에 투영되는 동안, 기판 테이블(WT)이 이동되거나 스캐닝된다. 이 모드에서

는, 일반적으로 펄스화된 방사선 소스(pulsed radiation source)가 채용되며, 프로그램가능한 패터닝 디바이스는 기판 테

이블(WT)이 각각 이동한 후, 또는 스캔중에 계속되는 방사선 펄스 사이사이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이 작동 모드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타입의 프로그램가능한 거울 어레이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패터닝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마스크없

는 리소그래피(maskless lithography)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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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된 모드들의 조합 및/또는 변형, 또는 완전히 다른 상이한 사용 모드들을 채용할 수 있다.

국부화된 액체 공급 시스템을 갖는 또 다른 침지 리소그래피 해결책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액체는 투영 시스템(PL)의

양쪽상의 2개의 홈 유입구들(groove inlets; IN)들에 의해 공급되며, 상기 유입구들(IN)의 반경방향 바깥쪽으로 배치된 복

수의 분리 유출구들(discrete outlets; OUT)들에 의해 제거된다. 유입구들(IN) 및 유출구들(OUT)은 중심에 구멍이 있는

판내에 배치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투영빔이 투영된다. 액체는 투영 시스템(PL)의 한쪽상의 1개의 홈 유입구(IN)에 의해

공급되고, 투영 시스템(PL)의 다른쪽상의 복수의 분리 유입구들(OUT)에 의해 제거되므로, 투영 시스템(PL)과 기판(W)

사이에는 액체의 얇은 막의 유동이 생기게 된다. 사용을 위한 유입구(IN) 및 유출구들(OUT)의 이러한 조합의 선택은, 기판

(W)의 이동 방향에 의존할 수 있다(유입구(IN) 및 유출구들(OUT)의 그 다른 조합은 비활동적(inactive)이다).

제안되었던 국부화된 액체 공급 시스템 해결책을 이용한 또 다른 침지 리소그래피 해결책은, 액체 공급 시스템에, 투영 시

스템의 최종 요소와 기판 테이블 사이의 공간의 경계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따라 연장되는 액체 한정 구조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액체 한정 구조체는, Z 방향으로(광학 축선의 방향으로) 약간의 상대 이동

이 있을 수도 있지만, 투영 시스템에 대해 XY 평면으로 실질적으로 정지해 있다. 액체 한정 구조체와 기판의 표면 사이에

시일이 형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시일은 가스 시일과 같은 무접촉 시일이다. 가스 시일을 갖는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특

허 출원 제 US 10/705,783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전문이 인용참조되고 있다.

도 5는 기판 표면과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액체가 한정되도록, 투영 시스템의 이미지 필드

주위의 기판에 무접촉 시일을 형성하는 저장소(reservoir)(10)의 구성을 도시한다. 투영 시스템(PL)의 최종 요소 아래에

위치되며 또한 상기 요소를 둘러싸는 액체 한정 구조체(12)가 저장소를 형성한다. 액체는 투영 시스템 아래의 또한 액체

한정 구조체(12)내의 공간 안으로 유입된다. 액체 한정 구조체(12)는 투영 시스템의 최종 요소 위로 약간 연장되고, 그 액

체 레벨은 액체의 버퍼가 제공되도록 최종 요소 위로 상승해 있다. 액체 한정 구조체(12)는, 그 상단부에서 투영 시스템 또

는 그 최종 요소의 형상에 대해 꼭맞게 되어 있는(closely conform) 내주면을 가지며, 예를 들어 둥근 형상일 수 있다. 그

저부에서, 상기 내주면은 이미지 필드의 형상, 예컨대 직사각형에 대해 꼭맞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

다.

액체 한정 구조체(12)의 저부와 기판(W)의 표면 사이의 가스 시일(16)에 의해 액체가 저장소내에 한정된다. 압력하에서

유입구(15)를 통하여 액체 한정 구조체(12)와 기판 사이의 갭으로 제공되고 또한 유출구(14)를 통해 배출되는 가스, 예컨

대 공기, 또는 합성 공기, 또는 N2, 또는 불활성 가스에 의해 가스 시일이 형성된다. 가스 유입구(15)상의 오버프레셔

(overpressure), 유출구(14)의 진공 레벨, 및 갭의 지오메트리는, 액체를 한정하는 고속의 가스 유동이 안쪽으로 존재하도

록 배치된다. 당업자라면, 단순히 액체 및/또는 가스를 제거하는 유출구와 같이, 여타의 시일 타입들이 액체를 보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가스 시일은 액체 공급 시스템과, 클로징 표면 또는 기판 테이블 중 어느 하나 사이에 갭을 생성하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도 5는 기판(W)이 침지 액체(11) 아래에 위치된 액체 공급 시스템의 액체 한정 구조체(12)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이 기판

이 다음에 노광될 또 다른 기판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기판(W)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클로징 플레이트(20)로 교체

된다. 클로징 플레이트(20)는 반드시 판형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액체를 한정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따

라서, 클로징 플레이트(20)는 클로징 구조체 또는 클로징 표면이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

도 6은 클로징 플레이트(20) 및 액체 한정 구조체(12)의 방위를 도시한다.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유출구(14)를

통해 제공되는 낮은 압력은, 액체 한정 구조체(12)에 대해 클로징 플레이트(20)를 강제(urge)시키는데 사용된다. 클로징

플레이트(20)가 유출구(14)에 의해 액체 한정 구조체(12)에 대해 강제되는 경우,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 우세하게 전달된

(predominantly initiated), 액체 한정 구조체(12) 및/또는 클로징 플레이트(20)의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들로 인해,

침지 액체(11)의 미립자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소정 양의 액체 유동(13)이 존재하여도, 이는 클로징 플레이트(20)의 표면에

근접한 액체(11)를 순환시키지 않으며, 또한 클로징 플레이트가 제자리에(in position) 존재하는 한 입자들이 쉽게 세정되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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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액체 한정 구조체(12)로부터 소정 거리에 유지되어 있는 클로징 플레이트(20)를 도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이상

의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첫번째 장점은 입자들이 액체 한정 시스템(12) 및/또는 클로징 플레이트(20)의 표면으로부터 쉽

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두번째 장점은 침지 액체(11)내에 떨어지고 존재하는 여하한의 입자들이 액체의

순환에 의해 특히 유출구(14)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로징 플레이트가 액체 공급 시스템(예를 들어, 액체 한정 구조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유지될 수 있는 클로징 플

레이트 위치설정 디바이스들이 존재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제 1 의 디바이스는, 유출구(14)의 낮은 압력과

유입구(15)를 통해 제공되는 가스 유동간의 평형 상태(equilibrium state)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액체 한정 구조체

의 유입구(15) 및 유출구(14)이다. 이 평형은 침지 액체(11)를 보유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클로징 플레이트가 액체 한

정 구조체 바로 아래에서 "표유(float)"되게 한다.

도 8은 그리퍼(gripper)(22)를 이용하여 액체 한정 구조체(12)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유지되어 있는 클로징 플레이트

를 도시한다. 그리퍼는 (예를 들어, 기판 교체의) 원하는 기간 동안에 클로징 플레이트(12)의 위치를 유지하는 여하한의 기

계적 디바이스일 수 있다. 도 8에서, 그리퍼(22)는 일 단부에서 클로징 플레이트(20)에 연결되며 다른 단부에서는 액체 한

정 구조체(12)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퍼(22)의 다른 단부는 리소그래피 장치의 프레임 또는 기판 테이블(WT)과 같이, 액

체 한정 구조체(12) 이외의 구조체들과 연결될 수 있다. 대안예는, 예를 들어 기판 테이블(WT) 또는 여하한의 기계 디바이

스상의 그 놓여있는 위치(resting position)로부터 클로징 플레이트(20)를 밀어내는 1이상의 핀들을 포함하는 핀 시스템일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특히, 클로징 플레이트(20)는 자석들(24)의 이용에 의해 액체 한정 구조체

(12)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유지된다. 자석들은 상술된 저압/가스 유동 평형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거나, 1이상의

다른 자석들에 대해 밸런싱(balance)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대 극(pole)들을 갖는 자석들은, 클로징 플레이트(20)가 "표

유"하게 되도록, 서로 향하는 동일한 극들을 갖는 자석들에 대해 밸런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액체 한정 구조체(12)

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클로징 플레이트(20)를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액체 공급 시스템과 기판 테이

블의 각각 상에 자석이 제공될 수 있다. 정전기와 같이 등과 같이, 액체 공급 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클로징

플레이트(20)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한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유럽 특허 출원 제 03257072.3호에서는, 트윈 또는 듀얼 스테이지 침지 리소그래피 장치의 개념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에는 기판을 지지하는 2개의 기판 테이블들이 제공된다. 침지 액체가 없는 제 1 위치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하

여 레벨링 측정들(leveling measurements)이 수행되며, 침지 액체가 존재하는 제 2 위치에서는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여

노광이 수행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장치는 하나의 테이블만을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IC의 제조에 있어서 리소그래피 장치의 특정 사용예에 대하여 언급되지만, 본 명세서에서 서술된 리소그

래피 장치는 집적 광학 시스템, 자기 도메인 메모리용 유도 및 검출패턴, 평판 디스플레이(flat-panel display), 액정 디스

플레이(LCD), 박막 자기 헤드의 제조와 같이 여타의 응용예들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업자라면, 이러한

대안적인 적용예와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웨이퍼" 또는 "다이"와 같은 어떠한 용어의 사용도 각각 "기판" 또는 "

타겟부"와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기판

은, 노광 전후에, 예를 들어 트랙(전형적으로, 기판에 레지스트층을 도포하고 노광된 레지스트를 현상하는 툴), 또는 메트

롤로지 또는 검사툴에서 처리될 수 있다. 적용가능하다면, 이러한 기판 처리툴과 여타의 기판 처리툴에 본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다층 IC를 생성하기 위하여 기판이 한번 이상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 사

용되는 기판이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번 처리된 층들을 포함한 기판을 칭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및 "빔"이란 용어는 (예를 들어, 365, 248, 193, 157 또는 126㎚의 파장을 가지거나 대

략 이정도의 파장을 갖는) 자외(UV)방사선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을 포괄한다.

본 명세서가 허용하는 "렌즈"라는 용어는, 굴절 및 반사 광학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타입의 광학 구성요소들 중 어

느 하나 또는 그 조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상, 특정 실시예들이 서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서술된 것과 다르게 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본 발명은 상기에 개시된 바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명령어들의 1이상의 시퀀스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 매체(예컨대, 반도체 메모리, 자기 또는 광학 디스

크)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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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1이상의 실시예들은, 상기 언급된 이들 타입들과 같이, 또한 침지 액체가 바스의 형태로 또는 기판의 국부화된

표면 영역상에만 제공되는지에 따라, 여하한의 침지 리소그래피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액체 공급 시스템은 투영 시스템

과 기판 및/또는 기판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액체를 제공하는 여하한의 기구이다. 이는 1이상의 구조체들, 1이상의 액체

유입구들, 1이상의 가스 유입구들, 1이상의 가스 유출구들, 및/또는 1이상의 액체 유출구들의 여하한의 조합을 포함할 수

도 있으며, 상기 조합은 상기 공간에 액체를 제공하고 한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공간의 표면은 기판 및/또는 기판 테이블

의 일부분일 수도 있거나, 기판 및/또는 기판 테이블의 표면을 완전히 덮을 수도 있거나, 기판 및/또는 기판 테이블을 에워

쌀(envelop) 수도 있다.

상기 서술내용은 예시를 위한 것이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하기에 설명되는 청구항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서술된 본 발명에 대한 변형예가 행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액체에 인접해 있거나 접촉해 있는 표면과 침지 액체의 오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클로징 표면

위치설정 시스템을 구비한 리소그래피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디바이스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대응하는 참조 부호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첨부된 개략적인 도면들을 참조하여, 단지 예시의 방식으로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소그래피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2 및 도 3은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에서 사용되는 액체 공급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액체 공급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리소그래피 투영 장치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액체 공급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클로징 플레이트(closing plate)를 갖는 액체 공급 시스템의 액체 한정 구조체(liquid confinement structure)를 도

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위치된 클로징 플레이트를 갖는, 도 2에 도시된 액체 공급 시스템의 액체 한정 구조체

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7의 액체 한정 구조체 및 클로징 플레이트 방위를 도시하는 도면; 및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7의 액체 한정 구조체 및 클로징 플레이트 방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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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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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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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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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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