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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전 빔 노광 장치,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 하전빔의 제어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요약

  하전 빔 노광 장치는,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와,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

학계와,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와,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2 편향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조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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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키고,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N중(重)(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를 포함하고, 상

기 하전 빔의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조명 광학계

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

는 (M/2) 방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기를 갖는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개구 수차, 색수차, 하전 빔, 노광 장치, 셀 애퍼쳐, 셀 패턴, 편향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의한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축소 투영 광학계의 일례에 있어서의 빔 궤도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저 가속 전압의 전자 빔을 이용한 애퍼쳐 방식의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3은 도 2에 도시하는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정전형 멀티폴 렌즈 광학계 내의 전자 빔 궤도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4는 도 2에 도시하는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정전형 멀티폴 렌즈 광학계 내에서의 전자 빔의 편향궤도를 도시하는 설명

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의한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6a 내지 도 6c는, 도 5에 도시하는 전자 빔 묘화 장치가 포함하는 멀티폴 렌즈의 전극 형상을 설명하는 평면도.

  도 7은 전자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한 방법의 개략 수순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8a 내지 도 8c는 도 7에 도시하는 조정 방법의 설명도.

  도 9a 및 도 9b는 전자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다른 방법의 설명도.

  도 10a는 적절한 조명 위치가 얻어졌을 때의 전자 빔의 X 방향의 궤도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0b는 도 10a의 부분 확

대도.

  도 11은 적절한 조명 위치가 얻어졌을 때의 전자 빔의 Y 방향의 궤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5에 도시하는 전자 빔 묘화 장치를 이용한 편향 제어 방법에 의한 묘화 영역을 설명하는 모식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의한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14는 도 13에 도시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포함하는 자계형 4극자 렌즈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15는 도 13에 도시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포함하는 자계형 4극자 렌즈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의한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17는 도 16에 도시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포함하는 전계 자계 겸용형의 4극자 렌즈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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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의한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19는 도 18에 도시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포함하는 8극자 렌즈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20은 도 19에 도시하는 8극자 렌즈의 동작의 설명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의한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전자 빔 노광 장치

  11 : 전자총

  13 : 제1 애퍼쳐

  15 : 조명 렌즈

  17 : 제1 성형 편향기

  19 : 셀 애퍼쳐

  21 : 제2 성형 편향기

  23 : 멀티폴 렌즈

  25 : 프리 주 편향기

  31 : 부 편향기

  36, 38, 39, 41, 42 : 실드 전극

  33 : 2차 전자 검출기

  40 : 제어 컴퓨터

  42 : 전류계

  44 : A/D 컨버터

  46 : 편향 제어 회로

  48 : 조명 렌즈 제어 회로

  PS1, PS2 : 전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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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출원은 35USC §119 하에서 2002년 3월 28일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제2002-92570호 및 2003년 1월 22일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제2003-13749호를 우선권 주장하며, 그 내용은 본 발명에 참조로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하전 빔 노광 장치,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 하전 빔의 제어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

이다.

  하전 빔 노광 장치는, 그 파장이 빛보다 짧은 전자(이온)의 파장 레벨의 분해능으로 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

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 광 노광에 의한 마스크 묘화 방식과 달리, 완성 패턴을 작은 분할 패턴

빔으로 직접 묘화하기 때문에 묘화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정밀도의 세선(細線)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광 노광 방식의 리소그래피 기술의 차세대 기

술, 또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등의 다품종 소량 생산용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조하기 위

해서 유력한 툴로서 발전하고 있다. 하전 빔으로서 예를 들면 전자 빔으로 직접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작은 구 빔

을 ON/OFF 제어하면서 웨이퍼 전면을 스캔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 이외에, 스텐실 애퍼쳐를 통과한 전자 빔을 패턴

묘화하는 VSB 묘화 방식이 있다(예를 들면, H.Sunaoshi et al: Jpn.J.Appl.Phys.Vol.34(1995). pp.6679-6683, Part1,

No.128. December 1995). 또한, VSB 묘화를 더욱 발전시킨 묘화 방식으로서, 반복 패턴으로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도록

하여 스텐실을 준비하고, 이것을 선택 묘화함으로써 고속 묘화하는 일괄 묘화 방식의 전자선 묘화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H. Sunaoshi et al에 의해 개시된 VSB 묘화 방식의 전자선 묘화 장치는, 전자 렌즈나 정전 편향기로 구성된 전자 광학계

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 렌즈 및 편향기의 종합적인 광학 특성, 기계적인 조립 정밀도, 및 컨태미네이션의 영향 등을 충

분히 고려한 구성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빔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 가속도로 가속한 전자 빔을 웨이퍼 상의

레지스트에 주입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된 전자 빔에 의해 웨이퍼면의 레지스트 하면에 붙어 있는 각

종 다층 박막 내에서 후방 산란 전자가 발생하여 다시 레지스트 상측을 향하는 현상인 근접 효과의 현상이 발생하고, 이 근

접 효과가 묘화 패턴에 불선명이나 해상도 열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근접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제어가 필요해져서, 전

자 광학계 뿐만 아니라 제어면에서도 대규모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였다. 이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화하여 그 결과 트

러블을 유발하는 등, 도리어 정밀도가 저하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고 가속도의 전자 빔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으로의 손상도 우려된다.

  고 가속 전압 하전 빔의 VSB 방식에 있어서의 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 가속 전압의 전자 빔을 이용한 애퍼쳐 방

식의 전자선 묘화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예를 들면, 특개2000-173529호 공보, J. Vac. Sci. Technol. B14(6) 1996.

3802). 특개2000-173529호 공보에 개시된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전자 광학계는, 축소 투영 광학계에 아인젤(enzel) 렌즈

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 빔(67)은 광축에 대하여 회전 대칭인 궤도를 통과한다. 이 때문에, 프

리 주 편향기(95'), 주 편향기(95), 프리 부(副) 편향기(93'), 부 편향기(93)에 의해, 전자 빔(67)의 궤도는, 전부 동일한 편

향 감도로 편향되고, 발생하는 편향 수차도 광축에 대하여 회전대칭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특개2000-173529호 공보에 개시된 전자 빔 묘화 장치의 축소 투영 광학계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

애퍼쳐(19) 이하에 전류 밀도가 높은 크로스오버(98, 99)가 형성된다. 또한, 이 투영 광학계에서는, 회전 대칭형의 정전형

렌즈(아인젤)(64, 66)를 감속형의 집속 모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 내에서 전자 빔(67)이 감속한다. 이들의 2점이

원인이 되어, 특개2000-173529호 공보에 개시된 전자 빔 묘화 장치에는, 색수차 및 공간 전하 효과(특히 Boersch 효과)

에 의한 빔 불선명이 발생하여, 셀 애퍼쳐 상(像)이 웨이퍼(14) 상에서 불선명하게 되어, 이 결과 묘화 특성이 열화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저 가속 전압의 하전 빔을 이용한 애퍼쳐 방식의 하전 빔 묘화 방식에 있어서, 상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축소 투

영 광학계를 다중의 멀티폴(multi pole) 렌즈로 구성한 묘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특개2001-93825, 특개2002-50567호

공보, 특개2002-93357호 공보, 특개2002-216690호 공보). 특개 2002-50567호 공보에 개시된 전자 빔 묘화 장치를 도

2에 도시한다. 도 2에 도시한 하전 빔 묘화 장치(100)는, 전자 광학계 내의 축소 투영 광학계를 4중 멀티폴 렌즈로 구성한

것이다. 하전 빔으로서 전자 빔을 이용한 때, 전자총(11)으로부터 가속된 전자 빔(8)은, 구형 또는 원형의 개구를 갖는 제1

애퍼쳐(13)에 조사된다. 이 제1 애퍼쳐(13)를 통과한 전자 빔(8)은, 일괄 노광 셀 패턴이 복수 배열된 셀 애퍼쳐(19)을 향

한다. 전자 빔(8)은, 조명 렌즈(15)에 의해, 임의의 한 개의 셀 패턴에 대하여 충분히 크고, 또한 인접하는 셀 패턴에 간섭하

지 않는 크기의 빔 직경으로 성형된다. 조명 렌즈(15)는, 2개의 정전 렌즈(15a, 15b)(아인젤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의 전극에 마이너스의 전압을 인가하여 사용된다. 제2 조명 렌즈(15b)를 통과한 전자 빔(8)은, 제1 성형 편향기(17)에 의

해, 셀 애퍼쳐(19) 내에서 목표로 하는 셀 패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향 제어되어, 셀 애퍼쳐(19)를 통과하면, 제2 성형 편

향기(21)에 의해 셀 애퍼쳐 상이 광축 상에 복귀된다. 제1 성형 편향기(17) 및 셀 애퍼쳐(19)를 통과한 전자 빔(8)은, 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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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쳐(19)를 기점으로 하는 셀 패턴 빔으로서 시작하여, 제2 성형 편향기(21)에 의해 광학계의 광축 상에 복귀된 상태에서

멀티폴 렌즈(23)내로 조명된다. 멀티폴 렌즈(23)는 4중의 정전형 렌즈 Q1∼Q4로 구성되고, 8극자 전극을 이용하여 4극자

장(멀티폴 렌즈장)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 광축을 Z축, Z축에서 상호 직교하는 두 평면을 X 평면과 Y 평면으로 하고, 이 X 평면의 전자 빔 궤도를 X 궤도, Y

평면의 전자 빔 궤도를 Y 궤도로 한다. 4중 멀티폴 렌즈 Q1∼Q4는, X 방향과 Y 방향의 2 방향의 전계가 각각 X 방향에서

1중째로부터 4중째까지 순서대로 발산 전계, 발산 전계, 수속 전계, 발산 전계, Y 방향에서 수속 전계, 수속 전계, 발산 전

계, 수속 전계가 되도록 전압이 인가된다. 이 멀티폴 렌즈(23), 제1 성형 편향기(17), 제2 성형 편향기(21), 및 프리 주 편향

기(25a, 25b)의 광축 방향에서의 양단의 근방에는 접지 전극인 실드 전극(36, 39)이 배치되고, 1중째과 2중째의 멀티폴 렌

즈(23) 사이의 실드 전극(36)과 프리 주 편향기(25) 바로 윗쪽의 실드 전극(39)은, 애퍼쳐(38, 41)를 각각 겸하고, 애퍼쳐

(38, 41)에서 빔 전류를 검출함으로써 조명 렌즈(15), 제1 성형 편향기(17), 제2 성형 편향기(21), 멀티폴 렌즈(23)(Q1,

Q2)의 빔 얼라인먼트를 행한다. 이 때의 셀 애퍼쳐(19)로부터 웨이퍼(14) 사이의 전자 빔(8)의 궤도를 도 3에 도시한다.

전자 빔(8)은, 멀티폴 렌즈(23)의 Q1∼Q4가 형성하는 각 전계의 작용에 의해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궤도 8X,

8Y를 각각 따르고, 또한 전자 밀도가 높은 영역을 형성하지 않고 웨이퍼(14) 상으로 집광한다. 프리 주 편향기(25a) 및 멀

티폴 렌즈(23)의 Q3와 Q4에 편향 전계를 중첩시켜 편향기로서 제어하는 주 편향 제어에 의해, 도시하지 않은 XY 스테이

지의 위치를 참조하면서, XY 스테이지상에 탑재한 웨이퍼(14)에 대하여 메인 필드의 위치를 편향 제어하여, 부 편향기

(31)에 의해 서브필드의 위치를 편향 제어한다. 멀티폴 렌즈(23)의 Q2와 Q3 사이의 프리 주 편향기(25) 및 멀티폴 렌즈

(23)의 Q3와 Q4에 편향 전계를 중첩시키고, 멀티폴 렌즈(23) Q3, Q4를 편향기로서 제어하는 주 편향 제어의 편향 전압비

를 조정함으로써, 웨이퍼(14) 상에서 발생하는 편향 수차가 최소가 되도록 제어한다. 편향 전계를 중첩시키는 멀티폴 렌즈

Q3, Q4의 내부 직경은 4극자 렌즈 Q1, Q2에 비해 크게 설계되어 있다(도 2 참조). 이에 의해, 편향 수차를 저감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X 방향으로의 편향에는 프리 주 편향기(25a)와 주 편향기(23)(Q3, 27)와 부 편향

기(31)을 이용하여 편향시키고(X 방향 편향 빔 궤도 48X), Y 방향으로의 편향에는 주 편향기(23)(Q3, 27)와 부 편향기

(31)을 이용하여 편향을 행하여(Y 방향 편향 빔 궤도 48Y), 편향 전압비를 조정함으로써 편향 수차를 최소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축소 투영 광학계에 멀티폴 렌즈(23)를 이용하는 광학계에서는, 전자 빔(8)이 광축에 대하여 크게 비 대칭인 궤

도를 따라, X 방향과 Y 방향에서 수차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 결과, 셀 애퍼쳐 상이 웨이퍼(14) 상에서 크게 비대칭

으로 흐려지게 된다.

  이 한편, 전자 광학 렌즈에 멀티폴 렌즈를 응용하여, 공간 전하 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전자 빔이 전자 밀도가 높은 영

역(99)을 형성하지 않도록, 광축에 대하여 크게 비대칭인 전자 빔 궤도를 형성하면, 묘화 특성이 열화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개구 수차와 색수차에 대해서는 종래에, 전자 현미경 등의 광학계를 아인젤 렌즈로 구성하고, 이 광학계의 일부에

멀티폴 렌즈를 수차 보정기로서 조립함으로써 이들 수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예를 들면, 특개평5-234550

호 공보, J. Zach and M.Haider, "Aberration correction in a low-voltage scanning microscope",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Section A) Vol.363, No.1, 2. pp316-325, 1995, J. Zach, "Design of

a high-resolution low-voltag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ptik 83, No.1, pp. 30-40. 1989).

  그러나, 아인젤 렌즈로 구성된 광학계에서 개구 수차와 색수차를 보정하려고 하면, 어느 것이나 결상 광학계와는 별개로

수차 보정기를 조립할 필요가 있어, 결과적으로 광학 길이가 길어져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이 도리어 증대한다는

결점이 있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와,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와,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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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

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와,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 입사한 상기 하전 빔이,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 있어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

로 거의 대칭인 궤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조정부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키고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

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키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와,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와,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와,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

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

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키고,

  상기 하전 빔은,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에 의해 상기

제1 방향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의 배율이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되고,

  상기 셀 애퍼쳐는,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의 제어에 의해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제1 방향의 배율과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제

2 방향의 배율이 서로 다른 것에 대응한 형상을 상기 셀 패턴이 갖도록 형성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와,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와,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와,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와,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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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2 편

향기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로서,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조사 위치에 근접

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키

고,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N중(重)(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를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의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조명 광학계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

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기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이,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인 궤

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제어 공정과,

  상기 조명 위치가 조정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는,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5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상기 제2 편향 공정은,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와,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

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가 상기 기판 상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을 이

용한 노광 방법이 제공된다.

등록특허 10-0518290

- 7 -



  본 발명의 제6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

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상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

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7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

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상기 제2 전계는, 각각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에 의해 생성되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장의 전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하전 빔의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저감하

기 위해서 상기 빔 직경 조정 공정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

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8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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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이,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인 궤

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제어 공정과,

  상기 조명 위치가 조정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는,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9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상기 제2 편향 공정은, 광축에서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와,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

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가 상기 기판 상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

전 빔의 편향 폭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0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

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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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

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

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을 이용

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1 측면에 따르면,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과,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한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과,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과,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 내에서 발생하는 후방 산란 전자가 상기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

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하는 전압을 하회하는 가속 전압으로 생성되고,

  상기 제2 전계는, 각각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에 의해 생성되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 극자장의 전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하전 빔의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저감하

기 위해 상기 빔 직경 조정 공정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

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

법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여러 실시 형태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에는 동

일한 참조 번호를 붙여, 그 설명을 적절하게 생략한다. 이하의 실시 형태에서는, 전자 빔을 이용하여 웨이퍼상에 패턴을 묘

화하는 전자 빔 노광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제1 실시 형태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제1 실시 형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1)는, 전자 광학계와 조명 위치 조정부를 포함한다. 전자 광학계는, 전자총(11)과, 제1 애퍼쳐(13)와, 조명 렌

즈(15)(15a, 15b)와, 제1 성형 편향기(17)(17a, 17b)와, 셀 애퍼쳐(19)와, 제2 성형 편향기(21)(21a, 21b)와, 4중 멀티폴

렌즈(23)(Q1∼Q4)와, 프리 주 편향기(25)(25a, 25b)와, 부 편향기(31)과, 실드 전극(36, 38, 39, 41, 42)과, 2차 전자 검출

기(33)를 포함한다. 또한, 조명 위치 조정부는, 제어 컴퓨터(40)와, 전류계(42)와, A/D 컨버터(44)와, 편향 제어 회로(46)

와, 조명 렌즈 제어 회로(48)와, 전원 PS1, PS2을 포함한다.

  전자총(11)은, 저 가속의 전자 빔(8)을 생성하여, 기판(14)을 향하여 조사한다. 전자 빔(8)은, 구형 또는 원형의 개구를 갖

는 제1 애퍼쳐(13)을 통과하여, 노광 셀 패턴이 일괄적으로 복수 배열된 셀 애퍼쳐(19)를 향한다. 조명 렌즈(15)는, 2개의

정전 렌즈(아인젤 렌즈)로 구성되고, 중앙의 전극에 마이너스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사용되어, 전자 빔(8)이 임의의 한 개

의 셀 패턴에 대하여 충분히 크고, 또한 인접하는 셀 패턴에 간섭하지 않는 크기의 빔 직경을 갖도록 전자 빔(8)을 성형한

다. 제1 성형 편향기(17)는, 제2 조명 렌즈(15b)를 통과한 전자 빔(8)에 의해 셀 애퍼쳐(19)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셀 패턴

이 선택되도록 그 목표 위치를 편향 제어한다. 제2 성형 편향기(21)는, 셀 애퍼쳐(19)를 통과한 셀 애퍼쳐 상을 광축 상에

복귀시킨다. 제1 성형 편향기(17) 및 셀 애퍼쳐(19)를 통과한 전자 빔(8)은, 셀 애퍼쳐(19)를 기점으로 하는 셀 패턴 빔으

로서 시작하여, 제2 성형 편향기(21)에 의해 광축 상에 복귀된 상태에서 멀티폴 렌즈(23) 내로 조명된다. 멀티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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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Q1∼Q4)는, 프리 주 편향기(25a, 25b)를 사이에 두고 배치된 4중의 정전형 멀티폴 렌즈로 구성된다. 각 멀티폴 렌즈

는, 4극자장(멀티폴 렌즈장)라고 불리는 전계를 발생시켜 전자 빔(8)의 X 방향, Y 방향에서 상호 다른 궤도로 제어한다. 멀

티폴 렌즈(23)의 구체적 형상의 몇개를 도 6a 내지 도 6c에 도시한다.

  도 6a는, 4개의 전극으로 구성되는 4극자 렌즈를 도시한다. 도 6a에 도시하는 4극자 렌즈의 전극 Q11a∼Q11d은, 각각

원주 형상을 갖고, 상호 90°의 각도를 두고 배치된다. 도 6b는, 8극자 렌즈의 일 구성예를 도시하고, 상호 45°의 각도를 두

고 배치된 8개의 원주 형상의 전극 Q12a∼Q12h가 도시되어 있다. 도 6c는, 8극자 렌즈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고, 부채형

의 평면 형상을 갖는 8개의 전극 Q13a∼Q13h이 상호 45°의 각도를 두고 배치된다.

  도 6b 및 도 6c에 도시한 경우에는, 8개의 전극에 대하여, 인접하는 두개의 전극을 하나의 4극자 전극으로서 이용함으로

써, 멀티폴 렌즈(23)의 전체를 4극자 렌즈로서 기능시킨다. 예를 들면, 전극 Q13a, Q13b는, +V의 전압이 함께 인가되고,

이에 따라 도 6a에 도시한 전극 Q11a로서 기능하도록 제어된다.

  여기서 광축을 Z축, Z 축을 중심으로 한 때의 상호 직교하는 두 평면을 X 평면과 Y 평면으로 하고, 이 X 평면의 전자 빔

궤도를 X 궤도, Y 평면의 전자 빔 궤도를 Y 궤도로 한다. 4중 멀티폴 렌즈(23)에 의해 생성되는 X 방향과 Y 방향의 2 방향

의 전계는, X 방향이 1중째로부터 4중째까지 순서대로 발산 전계(Q1), 발산 전계(Q2), 수속 전계(Q3), 발산 전계(Q4)가

되고, Y 방향이 수속 전계(Q1), 수속 전계(Q2), 발산 전계(Q3), 수속 전계(Q4)가 되도록 제어된다(도 3 참조). 본 실시 형

태에 있어서, 이들의 멀티폴 렌즈(23)(Q1∼Q4)는, 축소 배율이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배율이 되도록 제어된다.

이 점은,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도 5로 되돌아가, 프리 주 편향기(25) 및 멀티폴 렌즈(23)의 Q3, Q4는, 전자 빔 궤도를 제어하는 상술한 발산 전계 및 수

속 전계에 편향 전계를 중첩시킴에 따라 전자 빔(8)에 대한 주 편향 제어를 행하고, 도시하지 않은 XY 스테이지 상에 탑재

한 웨이퍼(14)의 메인 필드의 위치를 XY 스테이지의 위치를 참조하면서 편향 제어한다. 부 편향기(31)는, 사중째의 4극자

렌즈(23)의 Q4와 웨이퍼(14) 사이에 배치되어, 웨이퍼(14)의 서브필드에 대하여 전자 빔(8)의 위치를 제어한다. 도 4에 도

시한 바와 같이, X 방향으로의 편향에는 프리 주 편향기(25a)와 주 편향기(23)(Q3, 27)(Q4, 27), 부 편향기(31)를 이용하

여 편향시키고, Y 방향으로의 편향에는 주 편향기(23)(Q3, 27)(Q4, 27)와 부 편향기(31)만으로 편향을 행한다. 이와 같이,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주 편향기를 이용하고, 또한,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편향 전압비를 조정함

으로써, 편향 수차를 저감시킬 수 있다. 여기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편향 전계를 중첩시키는 멀티폴 렌즈(23)의 Q3,

Q4의 내부 직경은, 멀티폴 렌즈 Q1, Q2에 비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의해, 편향 수차를 더욱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1)에 있어서는, 이들 주 편향기 및 부 편향기는,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편향

폭으로 전자 빔(8)을 편향하도록 제어된다. 이 점도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2차 전자 검출기(33)는, 부 편향기(31)의 하부에 설치되고, 전자 빔(8)이 웨이퍼(14) 상에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2차 전

자, 반사 전자 및 후방 산란 전자를 검출한다. 이들의 반사 전자 신호를 도시 생략된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SEM

화상이 취득되어, 빔 조정 등의 제어에 이용된다.

  실드 전극(36)은, 제2 성형 편향기(21a, 21b)의 사이, 제2 성형 편향기(21b)의 광축 방향 하면(下面), 멀티폴 렌즈(23)

Q1의 광축 방향 상면, 멀티폴 렌즈 Q2의 광축 방향 하면에 각각 근접하여 설치된다. 실드 전극(38)은, 멀티폴 렌즈(23)의

Q1와 Q2 사이에 배치된다. 실드 전극(39)은, 프리 주 편향기(25a, 25b) 사이, 프리 주 편향기(25b)의 광축 방향 하면, 멀

티폴 렌즈(23)의 Q3와 Q4 사이 및 Q4의 광축 방향 하면에 근접하여 배치된다. 실드 전극(41)은 프리 주 편향기(25a)의 광

축 방향 상면에 근접하여 배치되고, 실드 전극(42)은 멀티폴 렌즈(23) Q3의 광축 방향 상면에 근접하여 배치된다. 이들 실

드 전극(36, 38. 39, 41, 42)은, 어느것이나 접지 접속되어, 각 전극에 의해 여기되는 정전장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각 렌즈 또는 각 편향기로부터 형성되는 정전계가 서로 간섭할 우려를 대폭 해소하고 있다. 또, 실드 전극(38, 41, 42)

은, 애퍼쳐를 겸하여 이들 애퍼쳐를 이용하여 빔 전류를 검출함으로써, 조명 렌즈(15), 제1 성형 편향기(17), 제2 성형 편

향기(21), 멀티폴 렌즈(23) Q1, Q2 및 프리 주 편향기(25) 각각에 대하여 전자 빔(8)과의 얼라인먼트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1)의 조명 위치 조정부는, 실드 전극(38)을 이용하여 멀티폴 렌즈(23)로의 전자 빔(8)

의 조명 위치를 조정한다. 이 조정 방법에 대하여 도 7∼도 9b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전자 빔(8)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의 개략 수순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제어 컴퓨터(40)가 멀티폴

렌즈(23)의 렌즈를 오프의 상태로 하고, 조명 렌즈 제어 회로(48)에 제어 신호를 공급하여 전원 PS1으로부터 마이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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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조명 렌즈(15)에 인가하고, 이에 따라 전자 빔(8)을 애퍼쳐(38)로 조명한다(단계 S1). 다음으로, 제어 컴퓨터(40)가

편향 제어 회로(46)에 제어 신호를 공급하고, 전원 PS2으로부터 제2 성형 편향기(21)로 전압을 인가하고, 이에 따라 예를

들면 도 8a의 화살표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 빔(8)을 애퍼쳐(38)상에서 주사시킨다(단계 S2). 전자 빔(8)의 조사에 의해

애퍼쳐(38)로 흡수되는 흡수 전류 I를 전류계(42)가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A/D 컨버터(44)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제

어 컴퓨터(40)에 공급한다. 제어 컴퓨터(40)는, 애퍼쳐 엣지에서의 흡수 전류 I의 상승(하강) 시간 D를 산출한다(단계 S3).

  여기서, 전자 빔(8)이 적절한 조명 위치에 있어, 그 빔 직경이 충분히 작은 경우, 흡수 전류 I는, 전자 빔(8)의 애퍼쳐 엣지

의 통과에 의해 급격히 감소(증대)한다. 따라서,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수 전류 I의 파형에 있어서의 하강(상승) 시

간 D는 짧다. 한편, 전자 빔(8)이 적절한 조명 위치에 있지 않고, 그 빔 직경이 큰 경우, 전자 빔(8)이 애퍼쳐 엣지를 통과하

여도 흡수 전류 I는 천천히 감소(증대)한다. 따라서, 도 8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수 전류 I의 파형에 있어서의 하강(상승)

시간 D가 길어진다.

  제어 컴퓨터(40)는, 산출한 상승(하강) 시간 D를 소정의 임계값 W와 비교하여(단계 S4), 상승(하강) 시간 D가 임계값 W

이하이면, 전자 빔(8)의 조명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상승(하강) 시간 D가 임계값 W를 상회하면, 제어 컴퓨터

(40)는 전자 빔(8)의 조명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명 렌즈 제어 회로(48)에의 공급 신호를 조정하고, 이에 의해,

조명 렌즈(15)의 렌즈 전압을 조정하고(단계 S5), 상승(하강) 시간 D가 임계값 W 이하가 될 때까지 상술한 단계 S2∼S4를

반복한다.

  상술한 조명 위치의 조정 방법에서는, 임계값 W를 이용하여 전자 빔(8)의 빔 직경을 조정하였지만, 이것에 한정하지 않

고, 예를 들면 최소착란원의 단면 형상이 얻어질 때까지 빔 직경을 조정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

광 장치(1)에서는, 조명 위치 조정부에 의해 전자 빔(8)의 조명 위치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조명 위치

조정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하지 않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애퍼쳐(38)의 흡수 전류를 눈으로 확인하

여 모니터함으로써 전자 빔(8)의 조명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애퍼쳐(38)를 주사하는 전자 빔(8)의 빔 직경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9a의 화상 Im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애퍼쳐의 개구를 명료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애퍼쳐(38)를

주사하는 전자 빔(8)의 빔 직경이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 9b의 화상 Im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애퍼쳐의 엣지가 매우 불

선명한 화상이 투영되게 된다. 따라서, 애퍼쳐(38)의 엣지가 선명한 화상이 얻어질 때까지, 조작자가 조명 렌즈(15)의 렌즈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전자 빔(8)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적절한 조명 위치가 얻어졌을 때의 셀 애퍼쳐(19)로부터 웨이퍼(14) 사이의 전자 빔(8)의 궤도를 도 10a∼도 11에 도시

한다. 도 10a는 전자 빔(8)의 X 방향의 궤도를 도시하고, 도 11은 그 때의 Y 방향의 궤도를 도시한다. 또, 도 10b는, 도 10a

내에서 부호 R로 도시하는 영역의 확대도이다. 도 10a와 도 11와의 대비에 의해 분명해진 바와 같이, 멀티폴 렌즈

(23)(Q1∼Q4)의 작용에 의해, 전자 빔(8)은,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궤도를 따르고, 또한 전자 밀도가 높은 영역

을 형성하지 않고 웨이퍼(14) 상에 집광한다. 전자 빔(8)의 조명 위치는,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서 제1중째의 멀티폴 렌즈

(23) Q1를 포함하여 그보다 하류측의 영역이 된다. 이에 의해, 전자 빔(8)의 조명 위치에서도 전자 밀도가 높은 영역을 형

성하지 않는 궤도를 형성할 수가 있어, 공간 전하 효과를 더욱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1)가 포함하는 조명 위치 조정부에 따르면, 셀 애퍼쳐(19) 상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수

차 성능이 나쁜 X 방향의 전자 빔(8)이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은 개방각 α0으로 출사할 때에, 광축(Z 축)으로부터의 각도

가 α+α0인 8 X(α+α0) 궤도와, 광축에서의 각도가 α-α0인 8 X(α-α0) 궤도는, 어느 것이나 광축에 대하여 대칭인 빔 궤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전자 빔(8)의 X 방향에서의 수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1)에서는,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궤도를 형성하는 축소 투영 광학계를 이용

하기 때문에, 전자 빔(8)에의 편향 제어는, X 방향과 Y 방향에서 편향 감도, 편향 수차 특성이 크게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X 방향의 전자 빔(8)이 웨이퍼(14)의 직전에서 발산 전계를 받기 때문에, X 방향의 편향

수차 성능이 열화한다. 그래서, 주 편향 영역과 부 편향 영역에서의 각 편향 전압에 대하여, 편향 수차 성능이 나쁜 X 방향

을 작게 Y 방향을 크게 함으로써, X 방향, Y 방향의 편향 수차 특성을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프리

주 편향기(25a)와 주 편향기(23)(Q3, 27)(Q4, 27), 부 편향기(31)에 인가하는 X 방향의 편향 전압과, 주 편향기(23)(Q3,

27)(Q4, 27)와 부 편향기(31)에 인가하는 Y 방향의 편향 전압과의 비(편향 전압비)에 대하여, X 방향의 편향 폭이 Y 방향

의 편향 폭보다 좁아지도록 조정한다. 편향 폭의 구체적인 조정량은, 예를 들면 X 방향 및 Y 방향 모두 동일 폭으로 편향한

경우에 발생하는 X 방향과 Y 방향의 수차를 각각 시뮬레이션 등으로 산출하고, 그 산출 결과로부터 X 방향의 수차가 Y 방

향의 수차와 같게 되는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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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는,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1)를 이용한 편향 제어 방법에 의한 묘화 영역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도 1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묘화 영역 전체가 사각형의 묘화 영역(101)일 때, X 방향의 편향 폭이 Y 방향의 편향 폭보

다 좁아지도록 편향 제어하기 때문에, 주 편향 묘화 영역(102)(메인 필드) 및 부 편향 묘화 영역(103)(서브필드)중 어디에

대하여도 Y 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하는 장방형이 된다. 그러나, 각 방향의 편향 폭의 조정은, X 방향과 Y 방향의 상호간에

서 상대적인 조정이므로, 주 편향 묘화 영역(102) 및 부 편향 묘화 영역(103)의 면적 자체는 종래의 편향 영역의 면적과 각

각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각 편향 영역의 면적을 작게 하지 않고 통합 수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소 투영 광학계의 배율 M(M≤1)이 작아짐에 따라 수차 특성은 나쁘게 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는, X 방향과 Y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궤도를 형성하여, X 방향의 전자 빔(8) X가 웨이퍼(14)의 직전에서 발산

전계를 받기 때문에, X 방향의 수차 성능이 열화한다. 그래서, 수차 성능이 나쁜 X 방향의 배율이 상대적으로 커져, Y 방향

의 배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도록, 멀티폴 렌즈(23)(Q1∼Q4)에의 인가 전압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배율 M을 작게 유지

한 채로 수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X 방향과 Y 방향의 배율의 구체적 비율은, 예를 들면 상술한 편향량의 시뮬레이션

과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또, 셀 애퍼쳐(19) 상의 셀 패턴은, 이러한 배율 조정에 대응시켜, 웨이퍼(14)에

투영되는 원하는 묘화 패턴과 X 방향과 Y 방향에서 배율이 서로 다르게 미리 제작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저 가속의 하전 빔으로 공간 전하 효과의 영향을 대폭 저감함과 함께, 수차 성능을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다.

  (2) 제2 실시 형태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3∼도 15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3는, 본 실시 형태에 의한 전자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13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2)의 특징은, 광축에 따른 방향에서 제3중째 및 제4중째의 정전형 멀티폴 렌즈(23)(Q3, Q4)와 각각 거의 동일한 위

치에서, 정전형 멀티폴 렌즈(23)(Q3, Q4)의 외측에 설치된 자계형 4극자 렌즈(43a, 43b)를 포함하는 점에 있다. 자계형 4

극자 렌즈(43a, 43b)는, 각각 자계형의 4극자장을 여기하고, 제3중째과 제4중째의 멀티폴 렌즈(23)(Q3, Q4)에 의해 여기

되는 전계형의 4극자장에 중첩시킨다. 이에 따라, 자계형 4극자 렌즈(43a, 43b)는, 전자 빔(8)의 궤도가 광축에서 가장 떨

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색수차가 현저히 발생하는 위치에서 색수차를 보정한다. 본 실시 형태에 의한 전자 빔 노광 장치(2)

의 전자 광학계에서의 그 밖의 구성은, 도 5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1)의 전자 광학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계형 4극자 렌즈(43a, 43b)의 일례를 도 14의 평면도에 도시한다. 도 14에 도시하는 예에서는, 8개의 코일

QM3a∼QM3h가 4극자 렌즈(23)의 각 전극 QE3a∼QE3h에 각각 대응하도록 각 전극의 외측에서 광축을 중심으로 하여 방

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코일 QM3a∼QM3h에 전류가 제공됨으로써, 자계형의 4극자장이 여자되고, 이 자계형 4극

자장은 멀티폴 렌즈(23)의 각 전극 QE3a∼QE3h에 의해 여기되는 전계형 4극자장에 중첩된다.

  또한, 도 15는, 자계형 4극자 렌즈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5에 도시하는 자계형 4극자 렌즈(43')는, 4개

의 코일 Qa'∼Qd'로 구성되고, X 방향과 Y 방향과의 사이에서 각각 45°의 각도를 이루도록, 4극자 렌즈(23)의 전극 Qa와

Qb, Qc와 Qd, Qe와 Qf, Qg와 Qh의 각 조합에 대응하도록 이들 외측에 배치되어 있다.

  도 13으로 되돌아가, X 방향에서는, 전자 빔(8)이 가장 넓어지는 제3중째의 정전형 4극자 렌즈(23)(Q3)의 위치에서(도 3

참조) 자계형 4극자 렌즈(43a)가 자계형 4극자장을 여자하여 전계형 4극자장에 중첩시킴에 의해 색수차를 보정한다. 또

한, Y 방향에서는, 가장 전자 빔이 넓어지는 제4중째의 정전형 4극자 렌즈(23)(Q4)의 위치에서(도 3 참조) 자계형 4극자

렌즈(43b)가 자계형 4극자장을 여자하여 전계형 4극자장에 중첩시킴에 의해 색수차를 보정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전자 빔(8)이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서 넓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색수차를 보정하기 때

문에, 전자 빔(8)의 조명 위치 LP를보다 웨이퍼(14) 측에 가깝게 할 수 있고, 또한, 개방각을 크게 함에 따른 빔 직경의 확

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개개의 전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할 수가 있어,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대폭 저감

할 수 있다.

  (3)제3 실시 형태

등록특허 10-0518290

- 13 -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6은, 본 실시 형태에 의한 전자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13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2)와의 대비에 있어서 분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노광 장치(3)의 특징은, 도 13의 멀티폴 렌즈(23)(Q3,

Q4) 및 자계형 8극자 렌즈(43a, 43b) 대신에, 전계형과 자계형을 겸용하는 4극자 렌즈(45)(45a, 45b)를 포함하여, 이들의

전계 자계 겸용형의 4극자 렌즈(45)에 의해 전계형 4극자장과 자계형 4극자장을 동시에 여기하여 중첩하는 점에 있다. 전

자 빔 노광 장치(3)의 그 밖의 구성 및 기본적인 동작은, 도 13의 전자 빔 노광 장치(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극자 렌즈(45)의 일례를 도 17의 평면도에 도시한다. 도 17에 도시하는 4극자 렌즈(45)는, 각각 8개의 코일 La∼Lh가

내부에 매립된 금속 전극 QEMa∼QEMh가 상호 45°의 각도로 원환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구성된다. 코일 La∼Lh와 각 전극

QEMa∼QEMh는 상호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형성된다. 전극 QEMA∼QEMh 의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철을 사용하면 되지

만, 세라믹의 표면에 금속을 도금한 전극을 이용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전계형과 자계형을 겸용하는 4극자 렌즈(45a, 45b)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 광학계

의 광축으로부터의 직경을 외측으로 더욱 넓어지게 하지 않고, 상술한 제2 실시 형태와 같이 가장 효과적으로 색수차를 보

정할 수 있다.

  (4) 제4 실시 형태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8∼도 20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8은, 본 실시 형태의 하전 빔 노광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18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

(4)의 특징은, 제3중째의 멀티폴 렌즈(23)(Q3)의 Z 방향 상면 근방에 설치되고 전원 PS3에 접속된 8극자 렌즈(51a)와, 제

3중째의 멀티폴 렌즈(23)(Q3)와 제4중째의 멀티폴 렌즈(23)(Q4) 사이에 설치되고 전원 PS3에 마찬가지로 접속된 8극자

렌즈(51b)를 포함하는 점에 있다. 전자 빔 노광 장치(4)의 그 밖의 구성은, 자계형 8극자 렌즈(43a, 43b)를 제외하고 도 13

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전자 빔 노광 장치(4)의 기본적인 동작도, 자계형 8극자 렌즈

(43)에 의한 색수차 보정 기능을 제외하고 도 13에 도시하는 전자 빔 노광 장치(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8극자 렌즈(51a, 51b)의 구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8극자 렌즈(51a, 51b)는, 전원 PS3으로부터 가변 전압의 인가를 받아, 축소 투영 광학계로의 입사 시에 있어서의 전자

빔(8)의 개방각을 크게 할 때에 발생하는 개구 수차를 보정한다.

  도 19는, 8극자 렌즈(51)의 일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19에 도시하는 8극자 렌즈(51)는, 부채형의 평면 형상을 갖

는 8개의 전극 Qa∼Qh가 상호 22.5°의 각도를 두고 원환을 이루도록 배치됨으로써 구성된다. 전극 Qa∼Qh는, 인접하는

전극끼리 서로 다른 극성의 전압의 인가를 전원 PS3으로부터 받아 8극자장을 여기시킨다. 이 점을 도 20의 부분 확대도를

참조하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8극자 렌즈(51a)에는 ±Va1의 전압이 인가되고, 8극자 렌즈(51b)에는 ±Va2의 전압이 인가

된다. 8극자 렌즈(51a)에 의해 여기되는 8극자장에 의해 X 방향의 개구 수차가 보정되고, 8극자 렌즈(51b)에 의해 여기되

는 8극자장에 의해 Y 방향의 개구 수차가 보정된다.

  8극자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8극자 렌즈를 배치할 필요는 없고, 상술한 8극자 렌즈 대신에, 개구 애퍼쳐(39)

를 배치하고 이것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개구 애퍼쳐(39)와 4극자 렌즈(23)의 프린지부 FR2∼FR4에 8극자장을 발생시

킴으로써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간이한 구성으로 개구 수차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애퍼쳐로부터 축소 투영 광학

계에 전자 빔(8)이 입사될 때의 개방각을 크게 취할 수 있다. 이에 의해, 광학 수차와 웨이퍼(14) 상에서의 결상부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동시에 저감 할 수 있다.

  (5) 제5 실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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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21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 형태의 특징은, 상술한 제3 실시 형태

에 의한 색수차 보정과 상술한 제4 실시 형태에 의한 개구 수차 보정을 조합하여 단일의 장치에서 양방의 수차 보정을 실

현하는 점에 있다.

  도 21은, 본 실시 형태의 전자 빔 노광 장치(5)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21에 도시한 전자 빔 노광 장치

(5)는, 전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 45b)와, 전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의 Z 방향 상면 근방 및 전계 자계 겸

용형 4극자 렌즈(45a, 45b) 사이에 각각 배치되어 전원 PS3에 접속된 개구 애퍼쳐(39)를 포함하는 점에 있다. 전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의 Z 방향 상면 근방 및 전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 45b) 사이에 배치된 개구 애퍼쳐(39)

는, 전원 PS3으로부터 가변 전압의 인가를 받고 도 20에 도시하는 8극자 렌즈(51a, 51b)와 같이 동작하여 마찬가지의 기

능을 발휘한다. 전자 빔 노광 장치(5)의 기본적인 동작 및 전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 45b)의 동작 및 기능에 대해

서는, 제2 및 제4 실시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전자 빔(8)이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서 넓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색수차를 보정하는 전

계 자계 겸용형 4극자 렌즈(45a, 45b)와, 개구 수차를 보정하는 개구 애퍼쳐(39)의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 빔(8)의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 있어서 조명 위치 LP를 보다 웨이퍼(14) 측에 가깝게 할 수 있음과 함께, 전자 빔(8)의 개방각을 크

게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빔의 빔 직경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수차를 희생시키지 않고, 웨이퍼(14) 상에서

의 결상부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대폭 저감 할 수 있다.

  (6)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르면, 공간 전하 효과의 영향이 대폭 저감되고, 또한, 수차 성능이 우수한 노광을 실

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광 장치 또는 노광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한층 더 집적화된 반도체 장치를 높은 수율로 제

조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전자 빔의 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에 미세 패턴을 묘화함으로써, 불선명이나 왜곡이 없는 정확한 패턴을

기판 상에 용이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간이한 구성으로 고정밀도의 패턴을 기판에 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쓰루풋(throughput) 및 수율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여

러가지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술한 제1 실시 형태에서는, 전자 빔의 X 방향으로의 편향에 프리 주 편향기(25a), 주

편향기(23) 및 부 편향기(31)를 이용하여 편향시키고, Y 방향으로의 편향에 주 편향기(23) 및 부 편향기(31)만을 이용하여

편향시키며, 각각 편향 전압비를 조정하여 편향을 행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축소 배율의 변경이나 멀티폴 렌즈

(23)의 배치 변경 등에 의해 멀티폴 렌즈(23) 내에 있어서 전자 빔 궤도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X 방향으로의

편향에 프리 주 편향기(25b), 주 편향기(23) 및 부 편향기(31)를 이용하여 편향하고, Y 방향으로의 편향에는 프리 주 편향

기(25a), 주 편향기(23) 및 부 편향기(31)를 이용하여 편향하는 등, X 방향과 Y 방향에서 각각 편향에 이용하는 편향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편향 연동비를 변경해도 된다.

  또한, 예를 들면, 상술한 제5 실시 형태에서는, 제3 실시 형태와 제4 실시 형태를 조합한 전자 빔 노광 장치 및 전자 빔 제

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제2 실시 형태와 제4 실시 형태와의 조합이어도, 제2 실시 형태와 제4 실시 형

태에 있어서의 개구 애퍼쳐와의 조합이어도 물론 선택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4극자 렌즈를 이용하여 X

방향 및 Y 방향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개구 수차 및 색수차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보정하는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8극자 렌즈(M= 8)를 사용하면, 각각이 전자 빔의 광축에 직교하는 4개의(M/2=4) 방향에

서 서로 독립적으로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보정할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하전 빔

으로서 전자 빔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이온 빔, 을 이용하는 노광 장치에도 본 발명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저 가속의 하전 빔으로 공간 전하 효과의 영향을 대폭 저감함과 함께, 수차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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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전 빔 노광 장치에 있어서,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 -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

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

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킴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

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 내에 입사한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

로 대칭인 궤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조정부;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기

  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그 광학계 내에서 상기 기판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고,

  상기 두 평면 중 한쪽 면은, 상기 제1 방향에 따른 직선과 상기 광축으로 규정되는 면인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상기 제1 편향기와 상기 제2 편향기 사이에 배치된 이중의 멀티폴(multipole) 렌즈를 포함하

고,

  상기 하전 빔 노광 장치는, 1중(重)째와 2중째의 멀티폴 렌즈 사이에 배치된 애퍼쳐를 더 포함하고,

  상기 조명 위치 조정부는, 상기 애퍼쳐 상에서 상기 하전 빔을 주사하고, 상기 하전 빔의 주사 동안에 상기 애퍼쳐에 흐르

는 전류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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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

일하게 되도록,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에 의해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이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되고,

  상기 셀 애퍼쳐는,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

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 사이의 차에 대응하는 형상을 상기 셀 패턴이 갖도록 미리 형성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5.

  하전 빔 노광 장치에 있어서,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 -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

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

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킴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

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기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

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상기 셀 애퍼쳐는,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

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 사이의 차에 대응하는 형상을 상기 셀 패턴이 갖도록 미리 형성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6.

  하전 빔 노광 장치에 있어서,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 -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

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

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킴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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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조사 위치

를 조정하는 제2 편향기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 및,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

어도 어느 하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들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기를 포함하고, 상

기 개구 수차 및 색수차 각각은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해 야기되는 불

선명(blur)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조명 광학계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되도록 조정된 경우에 발생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M극자 렌즈는 4극자 렌즈이고,

  상기 (M/2) 방향들은, 상호 직교하는 제1 방향 및 제2 방향인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기는, 4극자장의 자계를 여자하여, 상기 4극자장의 자계를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제(N-1)

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에 의해 생성된 전계에 중첩시킴에 따라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는 제1 색수차 보정

기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색수차 보정기는, 상기 광축에 따른 방향에서 상기 제(N-1)중째의 4극자 렌즈와 동일한 레벨(level)이고 상기

제(N-1)중째의 4극자 렌즈의 외측에 설치된 자계형 4극자 렌즈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기는, 4극자장의 자계를 여자하여, 상기 4극자장의 자계를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제N중째

의 상기 4극자 렌즈에 의해 생성된 전계에 중첩시킴에 따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는 제2 색수차 보정기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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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색수차 보정기는, 상기 광축에 따른 방향에서 상기 제N중째의 4극자 렌즈와 동일한 레벨이고 상기 제N중째의

4극자 렌즈의 외측에 설치된 자계형 4극자 렌즈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제N중째 및 제(N-1)중째 상기 4극자 렌즈들 중 적어도 하나는, 코일과, 상기 코일을

덮고 상기 코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 전극을 가지며, 제1 색수차 보정기와 제2 색수차 보정기 중 적어도 일부를 구성

하는 전계 자계 겸용형의 4극자 렌즈이고,

  상기 제1 색수차 보정기는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제1 전계를 생성함과 함께, 제1 자계를 여자하여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상기 전계에 중첩시킴에 따라,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고,

  상기 제2 색수차 보정기는 상기 제N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제2 전계를 생성함과 함께, 제2 자계를 여자하여 상기 제

N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상기 전계에 중첩시킴에 따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색수차를 보정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기는,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M극자 렌즈의 상기 셀 애퍼쳐측에

제4 전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M/2)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에서의 개구 수차를 보정하는 제1 개구 수차 보정기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구 수차 보정기는, 상기 광축에 따른 방향에서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M극자 렌즈의 상면측 및 하면측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배치된 2M극자 렌즈를 더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기는,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M극자 렌즈의 상기 기판측에 제5 전

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M/2) 방향들 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에서의 개구 수차를 보정하는 제2 개구 수차 보정기를 포함

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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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개구 수차 보정기는, 상기 광축에 따른 방향에서 상기 제(N-1)중째의 상기 M극자 렌즈의 상면측 및 하면측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배치된 애퍼쳐를 포함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17.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

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궤

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제어 공정; 및

  상기 조명 위치가 조정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며,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조명 위치는,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이, 상기 제1 방향에 따른 직선과 상기 광축으로 규

정되는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궤도를 통과하도록 제어되는 노광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

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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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제1 방향과 상기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은,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보다 큰 노광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편향 공정은,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와,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

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제1 방향과 상기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은,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보다 좁은 노광 방법.

청구항 23.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

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편향 공정은,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와,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가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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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제1 방향과 상기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은,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보다 좁은 노광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

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제1 방향과 상기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은,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보다 큰 노광 방법.

청구항 27.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

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

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노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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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기판에 가까운 영역에서, 상기 제1 방향과 상기 제2 방향에서 발산 전계와 수속 전계를 각각

형성하는 최종 축소 투영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은,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보다 큰 노광 방법.

청구항 29.

  하전 빔 제어 방법에 있어서,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상기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

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전계는, 각각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에 의해 생성되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장의 전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들에서 서

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개구 수차 및 상기 색수차 각각은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기판 상

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한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빔 직경 조정 공정에 의해 상기 빔 직경

이 확대되도록 조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M극자 렌즈는, 4극자장의 전계들을 생성하는 4극자 렌즈이고,

  상기 (M/2) 방향들은, 상호 직교하는 제1 방향 및 제2 방향인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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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 공정은,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상기 N중의 4극자 렌즈들 중 제(N-1)중째의 상기 4극자 렌

즈에 의해 생성된 전계에 중첩하는 4극자장의 제1 자계를 여자함으로써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색수차를 보정하는 공

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 공정은,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상기 N중의 4극자 렌즈들 중 제N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에

의해 생성된 전계에 중첩하는 4극자장의 제2 자계를 여자함으로써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색수차를 보정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 공정은,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제(N-1)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상기 셀 애퍼쳐측의 영역

에 제4 전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제1 방향에서의 개구 수차를 보정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수차 보정 공정은, 상기 셀 애퍼쳐측으로부터 기산하여 제(N-1)중째의 상기 4극자 렌즈의 상기 기판측의 영역에 제

5 전계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제2 방향에서의 개구 수차를 보정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청구항 35.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

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광축에서 직교하는 두 평면 중 한쪽 면에서 상기 광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궤

도를 통과하도록 상기 하전 빔의 조명 위치를 조정하는 조명 위치 제어 공정; 및

  상기 조명 위치가 조정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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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6.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

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편향 공정은,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와,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수차가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편향 폭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7.

  하전 빔을 이용한 노광 방법을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

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주사시키는 제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과, 상기 제1 방향 및 상기 광축

에 직교하는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수차 성능이 상기 기판 상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제1 방향에서의 상기 하

전 빔의 배율과 상기 제2 방향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배율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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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8.

  하전 빔 제어 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

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전계는, 각각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에 의해 생성되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장의 전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개구 수차 및 색수차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들에서 서

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개구 수차 및 상기 색수차 각각은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기판 상

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해 야기되는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빔 직경 조정 공정에 의해 상

기 빔 직경이 확대되도록 조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9.

  하전 빔 노광 장치에 있어서,

  하전 빔을 발생시켜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출사기 - 상기 하전 빔 출사기는, 상기 하전 빔의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

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

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상기 하전 빔을 출사시킴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조명 광학계;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기;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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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를 조

정하는 제2 편향기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광학계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 및, 개구 수차와 색수차 둘다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들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정하는 수차 보정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차는 상기 하

전 빔이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해 야기되는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조명 광

학계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하전 빔 노광 장치.

청구항 40.

  하전 빔 제어 방법에 있어서,

  하전 빔을 생성하여 기판에 조사하는 하전 빔 조사 공정 - 상기 하전 빔은, 그 조사를 받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발생되는

후방 산란 전자들이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하전 빔의 조사 위치에 근접하는 묘화 패턴의 노광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접

효과를 야기하는 전압보다 낮은 가속 전압으로 생성됨 - ;

  상기 하전 빔의 빔 직경을 조정하는 빔 직경 조정 공정;

  상기 하전 빔을 제1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원하는 묘화 패턴에 대응하는 형상의 셀 패턴을 갖는 셀 애퍼쳐의 원하는 셀

패턴에 입사시키고, 상기 셀 패턴을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그 광축 상에 복귀시키는 제1 편향 공정;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2 전계에 의해 축소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 결상시키는 축소 투영 공정; 및

  상기 셀 애퍼쳐를 통과한 상기 하전 빔을 제3 전계에 의해 편향시켜서 상기 기판 상에서의 상기 조사 위치를 조정하는 제

2 편향 공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전계는, 각각 M극자 렌즈(M은 4 이상의 짝수)에 의해 생성되는 N중(N은 2 이상의 자연수)의 M극자장의 전계

를 포함하고,

  상기 축소 투영 공정은, 개구 수차와 색수차 둘다를, 각각이 상기 광축에 직교하는 (M/2) 방향들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보

정하는 수차 보정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수차는 상기 하전 빔이 상기 기판 상에서 결상하는 위치에서의 공간 전하 효과에

의해 야기되는 불선명을 저감하기 위해서 상기 빔 직경 조정 공정에 의해 상기 빔 직경이 확대된 경우에 발생하는

  하전 빔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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