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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레이저 빔(24)을 액화된 비활성 가스의 미세 방울로 형성된 농무(20)와 상호 작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액체 크세논(6)을 사용하며, 액체 크세논은 가스 상태의 크세논을 액화시

켜서 생성시키는데, 이를 위하여 액체 크세논은 5×10 5 Pa 내지 50×10 5 Pa까지 압축되며, 압축된 액체 크세논은 

-70℃ 내지 -20℃의 온도에서 유지되어서 노즐(4)에 주입된다. 이 경우에, 노즐(4)의 최소 내부 직경은 60㎛ 내지 6

00㎛ 사이이고, 압력이 10 -1 Pa보다 낮지 않은 영역으로 개구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극자외선, 리소그라피, 크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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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극자외선광(extream ultraviolet radiation)을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리소그라피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집적 회로의 파워가 증가하고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좁은 공간에 집적시키기 위해서는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데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리소그라피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극소전자 산업에서는, 특히 실리콘 상에 50나노미터 이하의 임계 치수를 갖는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감광성 수지를

노광시키는데 극자외선광을 사용하게 되었다.

파장이 10nm에서 15nm 사이인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술들이 이미 제안되었다. 특히, 평균 파워

의 측면이나 위치 및 시간에 따른 안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커싱된 레이저광을

타겟에 조사시키는 기술이 가장 촉망받는 기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타겟으로서 미세 방울들로 구성된 농무로 형성되어 농밀하며 방향성을 가지 는 제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성능들

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타겟을 사용하면, 파편(debris)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상기 제트

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제트를 방출하는 노즐의 부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생기는 파편의 양을 상당히 감소

시킬 수가 있는데, 상기한 노즐의 부식은 상기 타겟에 레이저광을 충돌시킬 때 형성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야기된다.

배경기술

EUV광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진공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타겟에 레이저빔을 조

사하는 기술이 있다.

특히,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리소그라피 분야에 있어서는,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레이저빔이 조사될 수 있

는 타겟을 발견해야만 하며, 그래야만 리소그라피 공정과 같은 산업에 이용할 수 가 있다.

크세논으로 형성된 농밀한 제트 상에 나노초 레이저(nanosecond laser)에 의하여 방출되는 빔을 포커싱하여 조사함

으로써, EUV광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다음의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1] Paul D. Rockett 등에 의한 'A high-power laser-produced plasma UVL source for ETS', EUV 리소그라피에

대한 2차 국제 워크샵(샌프란시스코, 2000년 10월)

[2] Kubiak and Richardson에 의한 'Cluster beam targets for laser plasma extreme ultraviolet and soft x-ray 

sources', 미국특허 제5,577,092A호.

다음 문헌도 참조될 것이다.

[3] Haas 등에 의한 'Energy Emission System for photolithography', WO 99 51357A.

참조 문헌[3]에는, 타겟으로서 크세논 클러스터(xenon clusters)로 이루어진 제트를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스 분자들을 클러스터화하여 타겟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크세논 클러스터는 평균 크기가 1㎛보다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지는데, 진공 용기(enclosur

e) 내에서 노즐을 통하여 크세논 가스를 단열 팽창시키면서 상기 크세논 가스를 클러스터화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 근적외선 레이저 빔을 조사하면 극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진 보다 활성화된 광을 방출하는 플라

즈마가 생성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파장 밴드 내에서 크세논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제트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기

레이저와 상기 타겟의 커플링(coupling) 및 이러한 전환 과정의 효율(the efficiency of this conversion process)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레이저 광의 상당한 부분이 흡수되는데, 이것은 클러스터를 가열시키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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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클러스터에서는 원자들의 국부적인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래서 많은 수의 원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충분하게 큰 평균 원자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이저 빔이 포커싱되는 영역에 있는 많은 수의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극자외선을 방출한다.

반면, 노즐이 레이저에 의하여 투영되는 영역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 는 상기 노즐이 부식을 일으켜서 구성 물

질의 파편이 상당한 양이 생길 수가 있다.

게다가, 투영되는 영역과 노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노즐을 가열시켜서 상기 제트의 특성을 열화시킬 수가 있다.

재생 가능한 타겟인 제트를 사용함으로서, (10kHz 정도 또는 그 이상) 아주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고속 동작은 상당한 고집적도를 갖는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리소그라피 설비에 아주 적합하다.

크세논 가스는 얻고자 하는 파장의 스펙트럼 밴드, 특히 파장이 13nm와 14nm 사이인 광을 아주 많이 방출하기 때문

에, 클러스터화시키는 가스로서 크세논을 사용하면 극자외선광을 방출하는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문헌 [1]과 [2]에 개시되어 있는 EUV광의 소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헌 [1]과 [2]에 의하면,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노즐로부터 멀어지자 마자 클러스터의 밀도는 급격하게 감소

하는데, 이것은 클러스터 제트가 상당히 크게 발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레이저 빔으로부터 여기되는 현상이

노즐과 바로 인접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이유이며, 결과적으로 발생된 플라즈마에 의해 가해지는 이온들의 충격 또는 

전기 방전에 의하여 노즐을 상당히 부식시키게 된다. 노즐에 부식이 발생하면 노즐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고, 그 결

과 EUV광 소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상당한 양의 파편을 발생시키는데, 이 파편은 궁극적으로는 이 소스

를 사용하는 리소그라피 장치의 광학 특성을 열화시킬 수가 있다.

둘째, 크세논 클러스터로 형성된 제트의 방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로 형성된 제트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레이

저와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며, 클러스터로 형성된 제트 자신에 의하여 EUV광이 재흡수되는 현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

다. 그 결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EUV광의 강도를 상당히 감소시키게 된다.

세째, 형성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크세논 가스를 응축시켜서 형성하는 클러스터의 평균 크기는 최대로 2 내지 3백 

나노미터 정도 밖에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1㎛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펄스의 지속 시간이 3ns에서 80ns 사이인 야그(YAG) 타입의 레이저 펄스와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입자들의 평균 크기가 1㎛ 보다 큰 경우, 전형적으로 5㎛에서 50㎛ 사이인 경우에, 발생되는 EUV광의 강도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음의 문헌도 본 발명에 참조되었다.

[4] Richardson 등에 의한, 'Water laser plasma x-ray point source', 미국특허 제5,577,091A호.

인용 문헌[4]에는 타겟으로서 얼음 미세결정(ice microcrystal)으로 된 제트를 사용하는 EUV광의 소스가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높은 비율로 반복되어 있는 미세결정의 연속체인데, 각 미세결정은 평균 직경이 50㎛보다 크다.

이러한 미세결정은 여기된 레이저빔이 완전히 통과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크다. 각 미세결정의 직경을 작게하면, 레이

저와의 상호 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 EUV 광자 방출자(photon emitter)의 수가 감

소한다. 그러므로, 인용 문헌[4]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EUV광 소스 를 얻기 위한 기준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

다음의 문헌도 또한 본 발명에 참조되었다.

[5] Hertz 등에 의한, 'Method and apparatur for generating X-ray or EUV radiation', WO 97 40650A.

액체 크세논으로 형성된 연속적인 마이크로제트에 빔을 조사하는 것에 기초를 둔 EUV광 소스에 대한 다른 하나의 

예는 인용 문헌 [5]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타겟은 잠재적인 EUV 방출자를 충분한 양만큼 얻기에

는 너무 적은 양의 물질을 담고 있다는 단점을 역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액체 크세논 제트의 직경이 너무 작기(10㎛) 

때문이다.

게다가, 강도(intensity)의 관점에서, 인용 문헌 [4] 및 [5]에 개시되어 있는 소스는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인용 

문헌 [4]의 경우에, 레이저와의 동기화 문제로 인하여 각각의 마이크로크리스탈 얼음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기가 어

렵다. 인용 문헌 [5]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크세논 제트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EUV광의 강도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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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활성 가스(noble gas) 특히, 크세논의 미세 방울로 형성된 농무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

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농무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극자외선광(10nm - 15nm)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농무를 사용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진공 상태에서 액화된 비활성 가스, 특히 액체 크세논으로부터 형 성된 미세 방울로 이루어진 방향성 있는 

농무의 제트를 생성시키는데 기초하고 있다.

발명자들은 산업용 포토리피터(photorepeater)에 사용되는 반사 광학 기기의 특성에 완전히 적합한 경우인 파장이 1

3nm에서 14nm 사이에서, 발생된 EUV광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액화된 비활성 기체, 특히 액체 크세논을 사용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크세논 농무 제트는 진공 상태에서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겟이 (10kHz 이상의) 높

은 반복율(repetition rate)을 가진 레이저 펄스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른 속도로 타겟은 재생된다. 산

업용 포토리피터를 사용하여 집적 회로를 생산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평균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레이

저가 요구된다.

본 명세서에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제트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이 낮으며,

그래서 2 내지 3Pa 정도가 되는 압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광이 재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상기한 압력 보다 훨씬 높은 진공 상태가 요구된다.

본 발명에서는, 액화된 비활성 가스 특히, 액체 크세논을 만들기 위하여 저온 수단(cryogenic means)이 사용된다.

크세논은 가스 상태로 출구 노즐에 인접한 탱크로 보내진다. 탱크로 유입되는 크세논 가스는 저온 수단에 의하여 그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액화된다. 노즐의 출구에서 액체 크세논을 스프레이시키면 크세논 방울로 이루어진 농후하고 

방향성 이 있는 제트가 형성된다. 상기 제트는 전기기계적인 수단 또는 압전 수단에 의하여 연속적인 모양이 되거나 

또는 펄스 모양이 될 수 있다. 유입되는 가스의 압력과 탱크에 담겨 있는 액체의 온도는 제어할 수 있다.

그 결과 형성된 제트에 포커싱된 레이저를 조사하면 13nm와 14nm 사이에서 피크를 가지는 EUV광을 방사하는 플라

즈마를 생성시킬 수가 있으며, 이렇게 방사된 광은 리소그라피 공정의 광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EUV광의 발생 기술을 제공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액체 방울들로 형성된 농무를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방법 및 장치는

EUV광을 발생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상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단순성뿐만이 아

니라 고신뢰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레이저 빔과 타겟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플라즈마를 생성시켜서 극자외선광을 발

생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기 타겟은 액체 방울들을 포함하는 농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액체는 액화된 비활성 가스 특히, 액체 크세논일 수

있다. 상기 액체는 비활성 가스를 액화시켜서 생성하고, 이 비활성 가스에 의하여 소정의 압력으로 압축된다. 크세논

인 경우에는 5×10 5 Pa에서 50×10 5 Pa 사이의 압력으로 압축되는데, 이 동안에 이 액체 크세논의 온도는 -70℃

에서 -20℃ 사이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상기 비활성 가스가 액체 상태이고, 그 결과 압축된 액체가 노즐 내로 유입되

도록 상기 가스의 압력 및 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노즐의 최소 내부 직경은 60㎛에서 600㎛ 사이이며, 이

노즐은 압력이 10 -1 Pa 이하인 영역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 결과, 액화된 비활성 가스 방울들로 이루어진 방향성 있

는 농무가 상기 노즐의 출구가 있는 영역에서 생성되는데, 상기 방울들의 평균 크기는 1㎛ 보다 크다. 특히 크세논인 

경우에는 방울들의 크기는 5㎛에서 50㎛ 사이이다. 그리고, 상기 농무는 상기 노즐의 축을 따라서 유도되는 제트를 

형성한다.

그리고, 얻어진 상기 농무에 레이저 빔을 포커싱하는데, 이 레이저 빔은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이 농무와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비활성 가스는 크세논이며, 그리고 액체 크세논은 

크세논 가스에 의하여 15×10 5 Pa에서 25×10 5 Pa 사이의 압력으로 압축되며 그리고 액체 크세논은 -45℃에서 -

30℃ 사이의 온도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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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활성 가스가 바람직하게 크세논인 경우에, 상기 발생된 극자외선광은 그 상부에 감광성 수지층이 증착되어 있

는 기판을 노광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레이저 빔과 액체 방울들로 구성된 농무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플라즈마를 생성시킴으로

써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액체가 액화된 비활성 가스 특히, 액체 크세논인 점에 상기 

장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기 장치는 다음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체를 담기 위한 탱크;

압력을 가하여 상기 비활성 가스를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비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상기 탱크 내에 담겨 

있는 상기 액체를 소정의 압력, 크세논의 경우에는 5×10 5 Pa에서 50×10 5 Pa 범위의 압력을 받도록 하는 유입 수

단;

상기 탱크 안으로 유입되는 상기 비활성 가스를 액화시켜서 상기 탱크 내에 담겨 있는 상기 액체를 생성시키고, 상기 

액체를 소정의 온도, 상기 비활성 가스가 크세논인 경우에는 -70℃에서 -20℃ 범위 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

최소 직경이 60㎛에서 600㎛ 사이이고, 상기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노즐;

상기 노즐을 내부에 구비하고 있는 진공 챔버;

상기 농무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빔을 상기 진공 챔버 안으로 투광시키는 수단;

상기 광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발생된 광을 리커버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진공 챔버 내부의 압력을 약 10 -1 Pa 이하의 제1 압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1 펌핑 수단.

여기서 상기 유입 수단은 상기 노즐 내의 액체 비활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상기 진공 챔버 내의 상기 노즐의

출구에 액화된 비활성 가스 방울로 형성되어 소정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농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

동 조건하 에 있으며, 여기서 상기 가스 방울의 평균 크기는 1㎛ 보다 크고, 특히 크세논인 경우에는 5㎛에서 50㎛ 사

이이며, 상기 농무는 상기 노즐의 축(X)을 따라서 유도되는 제트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한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비활성 가스는 크세논이며, 상기 탱크에 담겨 있

는 액체 크세논은 15×10 5 Pa에서 25×10 5 Pa 범위의 압력을 받으며, 상기 액체 크세논은 -45℃에서 -30℃사이

의 온도로 유지된다.

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한 장치는 다음의 구성 요소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2차 영역을 한정하며, 상기 노즐의 축 상에 위치하고 상기 노즐에 대향하는 보어(bore)를 구비하는 벽; 및

상기 2차 영역 내부의 압력은 상기 제1 압력 보다 큰 제2 압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2 펌핑 수단.

바람직하게는, 상기 벽은 스키머(skimmer)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머의 축은 상기 노즐의 축과 일치하며, 상기 스키머

의 어퍼처(aperture)는 상기 벽의 보어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 장치는, 상기 농무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기 제트의 통로를 제공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 상기 

노즐에 대향하고 있는 열 차폐물(heat shield)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노즐을 구성하는 물질의 저항은 10 8 Ωㆍcm 이상이고, 상 기 구성 물질의 열전도성은 40W/mK

이상이며, 그리고 상기 구성 물질의 비커스 경도수(Vickers hardness number)는 8,000N/mm 2 이상일 수 있다.

상기 구성 물질은 예를 들어, 세라믹일 수 있다.

이 세라믹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 장치는 상기 발생된 광을 상기 광을 이용하는 수단 쪽으로 인도하거나 포커싱시킬 수 있는 콜

렉터(collector)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콜렉터는 적어도 하나의 콘케이브 반사기(concave reflector)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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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인 상기 장치의 특정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장치는 상기 극자외선 발생 장치에 구비되어 있을 수 있

는 광학 수단을 상기 극자외선 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특정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보호 수단(protection means)은,

상기 진공 챔버의 상기 진공 가스를 상기 파편에 노출되는 상기 광학 수단의 표면 앞에서 순환시키는 수단;

상기 파편에 노출되는 상기 광학 수단의 표면을 가열시키는 수단; 또는

상기 광학 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층을 순방향으로 바이어스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반도체 기판에 대한 리소그라피 장치에 관한 것인데, 상기 장치는,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노광되어질 감광성 수지층이 그 위에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

상기 소정의 패턴이 확대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마스크;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수단;

상기 패턴의 상을 확대된 형태로 제공하는 상기 마스크에 상기 극자외선광을 전사하기 위한 광학 기기; 및

상기 상을 축소하여 상기 축소된 상을 상기 감광성 수지층에 투사하기 위한 광학 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의 기재에 의하여 더욱 명확해질 것인데, 상기 실

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목적인 크세논 방울로 이루어진 농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에 대한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은 도 1의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노즐의 예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크세논의 상태도(phase diagram)의 일부로서, 포화 증기압 곡선의 상부에 위치하는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작

동 영역(빗금친 영역)과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최적의 작동 영역(양방향 빗금친 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탱크와 노즐의 온도에 대한 발생된 EUV광의 상대적인 강도 변화를 보여주는 실험 곡선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리소그라피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포그 발생 장치(A)는, 도 1에 도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탱크(2) 및 노즐(4)을 구비한다. 상기 노즐

(4)은 탱크(2)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탱크(2)와 연결되어 있다.

이 탱크(2)는 액체 크세논(6)을 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크세논 가스(10)로부터 이 액체 크세논(6)을 생성시키기 

위한 저온 수단(8)을 또한 구비한다.

그리고, 액체 크세논(6)은 이 크세논 가스(10)에 의하여 압축된다. 크세논 가스는 덕트(12)를 통하여 탱크(2)로 유입

되며, 액체 크세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온 수단(8)에 의하여 액화된다.

예를 들면, 이 저온 수단은 상기 탱크 및 상기 노즐을 둘러싸고 있는 튜브(8a)를 포함할 수 있는데, 도 1에는 상기 튜

브의 일 부분만이 일점 쇄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액체 질소와 같은 저온 유체가 이 튜브를 통하여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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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저온 수단(8)은 액체 크세논이 설정된 온도(T), -70℃≤T≤-20℃, 바람직하게는 -45℃≤T≤-30℃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수단(미도시)을 포함한다.

노즐(4)과 탱크(2)의 온도 조건 및 탱크(2)에 유입되는 크세논 가스(10)의 압력 조건이 노즐(4)로부터 유출되는 액체 

크세논 방울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변수이다.

이 노즐(4)은 펌핑 수단(16)이 구비되어 있는 진공 챔버(14)안으로 개구되어 있는데, 펌핑 수단은 챔버 내부를 크세논

가스(10)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설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노즐(4)에 도달한 액체 크세논(6)은 노즐의 구멍(18)을 통하여 격렬하게 방출되어서, 액체 크세논 방울들로 

형성된 농무(20)를 진공 챔버 내에 형성한다.

상기 농무(20)는 상기 노즐의 축(X)일 뿐만이 아니라 상기 노즐의 구멍(18)의 축 상으로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제트

를 형성한다.

지금부터는 EUV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액체 크세논 방울들로 이루어진 농무(20)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상기 농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어 야그(YAG) 타입의 레이저 펄스(22)를 사용하는데, 상기 펄스의 에너지

는 0.2J 내지 2J 사이이고, 펄스의 지속 시간은 3ns 내지 80ns 사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포커싱 수단은 레이

저 빔이 플라즈마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조도, 예를 들어 크세논의 경우에는 조도가 5×10 11 W/cm 2 이상이 되도

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레이저(22)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기 빔(24)은 렌즈(26) 또는 거울에 의하여 상기 포그(20) 상에 포커싱된다.

도면에서는 레이저 빔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상기 진공 챔버의 벽 상에 탑재되어 있는 포트홀(porthole, 28)을 통하

여 레이저 빔(24)이 진공 챔버 내부로 주입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에는, 액체 크세논 방울에 의하여 방출되는 EUV광은 사방으로 표시된 화살표(30)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다. 그러

나, EUV광의 대부분은 상기 레이저 빔에 대향하고 있는 플라즈마 반구(half-sphere of plasma)에 의하여 생성되는

데, 이 플라즈마는 상기 농무와 상기 레이저 빔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상기 챔버(14)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벽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트홀(미도시)이 제공되어 있는데, 이것은 EUV광

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리커버(recover)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장치가 소스로서 동일한 가

스 환경에서 동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포트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생된 광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 내부에

상기 소스를 통합시키는 것은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용기(14)의 역할은 전체 장비를 

둘러싸는 것으로 충족된다.

농무(20)와 포커싱된 레이저 빔(24)의 상호 작용으로 최적의 EUV광(30)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크세논 

가스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노즐(4)과 탱크(2)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방울들의 평균 크기를 조절한다.

바람직하게는, 비활성 가스가 크세논인 경우에, 유입되는 크세논 가스의 압력은 15바아(15×10 5 Pa)에서 25바아(2

5×10 5 Pa) 사이이고, 노즐과 탱크의 온도는 - 45℃에서 -30℃ 사이가 되도록 하여, 방울들의 평균 크기가 5㎛에서

50㎛사이가 되도록 한다.

노즐과 탱크의 온도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액체 질소와 함께 주어지는 발열 장치는 어떤 것이든 함께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펠티에 모듈(Peltier module) 또는 종래의 냉각 시스템 또는 심지어는 열 

펌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도 있다.

포커싱된 레이저 빔(24)과 농무(20)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되는 EUV광 소스가 최적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방울들

로 스프레이됨으로서 탱크(2)로부터 진공 챔버(14)로 액체 크세논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노즐(4)을 구성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1) 레이저 빔과 타겟(농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플라즈마와 노즐(4)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인 방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물질은 절연 물질이어야 한다. 이 물질의 전기 저항은 10 8 Ωㆍcm 보다 커야하

고 10 14 Ωㆍcm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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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즐(4)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서 크세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 물질은 열 전도성이 좋아야 한다. 

이 물질의 열 전도성은 40W/mK 보다 커야한다. 바람직하게는, 180W/mK 정도이어야 한다.

3) 노즐(4)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에 견딜 수 있고, 레이저 빔과 농무로 형성되는 타겟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 발

생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야기될 수도 있 는 연마에 견딜 수 있도록, 이 물질은 아주 단단한 물질이어야 한다. 이 물

질의 비커스 경도수는 8,000N/mm 2 보다 커야하고, 바람직하게는 12,000N/mm 2 정도이어야 한다.

상기 노즐에 사용되는 물질은 세라믹인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에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세라믹 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알루미나 또는 실리콘나이트라이드가 있다.

서로 구분이 되는 2개의 부분(34, 36)으로 진공 챔버를 분리시켜서 진공 챔버(14)의 펌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구경이 조절된 어퍼쳐(calibrated aperature)가 형성되어 있는 단일 멤버레인(membrane)이나 스키머(ski

mmer, 32)와 같은 격막(diaphram)이 노즐(4)을 향하게 위치하도록 진공 챔버(14)에 구비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스

키머는 끝이 뾰쪽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격막과 상이하며, 그 결과 EUV광을 차단시키는 것이 적기 때문

에 더욱 잇점이 많다.

이를 위하여,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부분(36)을 다른 부분(34)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벽(38)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스키머(32)는 이 벽(38)으로부터 연장되어 있다.

이 스키머(32)의 축은 노즐(4)의 축(X)과 일치한다. 게다가, 이 스키머는 노즐(4)로부터 소정의 거리(D), 투광되는 영

역에 근접하는 곳과 노즐로부터 10mm 떨어진 곳의 사이에 위치하며, 그리고 이 스키머의 내부 직경은 1mm에서 4m

m 사이이다.

진공 챔버(14)의 일 영역(34)으로서, 레이저 빔과 방울들로 형성된 제트와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플라즈마 

뿐만이 아니라 노즐(4)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펌핑 수단(16)에 의하여 이 부분(34)에서의 압력이 10 -1 Pa 이하가

될 때까지 펌핑된다. 10 -1 Pa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 부분(34) 또는 진공 챔버(14)의 상부에 존재하는 크세논 가스에

의하여 EUV광이 너무 많이 재흡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수치이다.

레이저 빔과의 상호 작용을 받지 않는 농무의 일 부분은 상기 영역(36) 또는 진공 챔버(14)의 하부 안으로 펌핑될 수 

있도록 상기 스키머(32)를 가로지른다. 진공 챔버(14)의 하부(36)에서는, EUV광 소스의 작동을 열화시키지 않고서 

약 10Pa의 압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상기 EUV광을 집합시키기 위한 광학 기기(미도시)가 화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챔버(14)의 

양쪽 부분(34 및 36)을 펌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탄화수소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진공 챔버(14)의 상부(34)를 펌핑하는 수단(16)은 예를 들어, 건식 1차 펌프(dry primary pump)와 관련되어 있

는, 자기 베어링(magnetic bearing)을 구비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터보모레큐러형(turbomolecular type) 펌

프로 구성될 수 있다.

진공 챔버(14)의 하부 영역(36)의 펌핑 수단(16a)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건식 1차 펌프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스키머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스키머의 구성 물질은 노즐(4)과 관련해서 전술한 상기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물질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스키머에 사용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이거나 알루미나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다른 세라

믹 물질인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상기 스키머(32)는 상기 벽(38)을 차단하는 평면 플레이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노즐(4)의 구멍(18)

과 대향하는 축(X) 상에 위치하는 보어를 갖는 단일 격막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상기 플레이트는 상기 스키머와 동일

한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상기 노즐이 가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빔(24)과 타겟(20)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지점(O)과 노즐(4)의 사이

에는 열 차폐물(heat shield, 39)이 구비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열 현상은 상기한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 발

생하는 플라즈마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이 열 차폐물(39)은 상기 노즐의 구성 물질(예컨대, AlN)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형성할 

수 있으며, 그리고 농무를 발생시키는 수단의 일부(4a) 상에 고정되는데, 이 부분은 저온 수단(8)에 의하여 냉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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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예와 같이, 이 부분은 노즐(4)을 둘러싼다.

따라서, 상기 열 차페물은 저온 수단(8)에 의하여 냉각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 열 차폐물은 크세논 가스를 액화시

키는데 사용되는 냉각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크세논 가스를 액화시키는 수단과는 다른 수단일 수

도 있다.

상기 노즐의 형상은 상기 제트(20)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도 2 및 도 3에는 이러한 노즐의 

형상이 각각 도시되어 있다.

유입되는 상기 크세논 가스(10)의 압력 조건(5×10 5 Pa에서 50×10 5 Pa 사이)과 상기 노즐 및 상기 탱크의 온도 

조건(-70℃에서 -20℃ 사이) 하에서, 상기 노즐의 최소 직경(d)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노즐의 구멍(18)의 최소 

직경은 60㎛와 600㎛ 사이이다.

상기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노즐(4)의 구멍(18)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즐의 길이 방향을 따라

서 전체적으로 콘(cone)과 같은 모양일 수 있다. 이 콘의 직경은 제트(20)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증가한다. 이 콘의 정

점에서의 각도의 반(apical half-angle, β)은 1도에서 10도 사이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노즐(4)의 구멍(18)은 축(X)을 중심으로 축방향 대칭인 실린더 형상(axisymmertrical cylindrical shap

e)일 수 있다.

노즐 구멍의 형상(실린더 형상이든 콘 형상이든)에 상관없이, 진공 챔버쪽으로 개구되어 있는 이 구멍의 끝(18a)은, 0

.2mm에서 2mm 사이의 길이(l)에 걸쳐서는 플레어 형상(flared shape)일 수 있는데, 그 결과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즐 직경이 국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플레어 형상은 (축(X) 방향으로 길게 절단했을 때) 원형, 타

원형, 쌍곡선형, 지수형 또는 로그형 곡선을 따를 수가 있다.

상기 노즐(4)의 형상을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상기 제트의 방향성을 이 제트가 진행하는 축(X)에 대하여 최적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직경이 150㎛이고, 끝부분(18a)에 1mm에 걸쳐서 원형 플레어를 갖는 실린더 형상의 노즐은, 노즐의

온도가 약 -35℃이고, 유입되는 크세논 가스의 압력이 약 20×10 5 Pa인 경우에, 분산 반각(divergence half-angle,

α)이 약 3도가 되는 방울로 형성된 농무를 제공한다.

이 분산 반각은 종래 기술에 따른 클러스터 제트(약 20도 정도, 인용 문헌 [1]과 [2]참조)의 분산 반각과 비교했을 때

, 아주 작은 값이며, 이 각도인 경우에는 노즐의 출구와 농무 상에 레이저 빔이 충돌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큰 

경우에도 발생된 EUV광의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거리가 1mm이하인 종래 기술에 따른 클러스트 제트(인용 문헌 [1] 및 [2] 참조)와 같이, 만일 이 거리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저와 제트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노즐의 출구를 아주 강

하게 가열시키게 되고, 그 결과 제트를 열화시키고, 파편을 발생시키는 노즐의 부식을 초래한다.

액체 크세논 방울로 형성된 농무의 제트는, 노즐의 출구와 레이저 빔이 이 제트와 충돌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1mm

에서 5mm 사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보다 강하고, 아무런 물질의 파편도 

없는 EUV광 소스를 얻을 수가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EUV광 소스는 EUV광의 콜렉터(collector)를 포함한다. 이 콜렉터는, 예를 들어, 가능

한 많은 양의 EUV광을 받아서 이 광을 이용하는 장치쪽으로 인도하거나 포커싱하도록 상기 소스의 주위에 위치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콘케이브 거울과 같은 반사 광학 기기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콜렉터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콜렉터의 위치는 이 광을 사용하는 장치의 위치

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콜렉터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장치도 또한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 1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록 본 발명에 따른 소스는 파편들을 거의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상기 소스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파

편들로부터, 장치에 구비되어 있는 광학 기기(예를 들어, 포트홀, 포커싱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본 발명에 의

한 장치는 또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단은 EUV광에 노출되는 표면의 앞에, 비록 둘레 주위는 아주 낮

은 압력하에 있지만, 둘레 주위의 가스들에 의한 약한 흐름(blowing)을 발생시키는 수단일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또

한 이들 광학 기기를 약간 가열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단은 또한 예를 들어 2

00 내지 300 볼트 또는 그 이상의 전압으로 이온 파편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압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들

광학 기기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속층에,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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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크세논 상태도의 일부인데, 압력이 5×10 5 Pa에서 50×10 5 Pa 사이이고, 온도가 -70℃에서 -20℃ 사이인 

범위에서 본 발명의 작동 영역(빗금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포화 증기압 곡선의 상부에 해당한다. 도면

에는 또한 압력이 15×10 5 Pa에서 25×10 5 Pa 사이이고, 온도에 -45℃에서 -30℃ 사이인 범위에서 최적의 작동 

영역(양방향 빗금친 영역)이 도시되어 있다. 포화 증기압(P)에서의 변화 곡선은 ℃ 단위로 표시된 온도에 대한 바아(1

바아는 10 5 Pa과 같다) 단위로 표시된 압력의 관계로 도시되어 있다.

이 곡선의 왼쪽 상부에 위치한 상기 다이어그램의 부분은 액체 크세논(L)에 해당하는 반면에 오른쪽 하부에 위치한 

상기 다이어그램의 부분은 기체 크세논(G)에 해당한다.

도 5에는 탱크와 노즐의 측정 온도에 대하여, 노즐로부터 3mm 떨어진 곳에 레이저의 충돌 지점이 위치하고, 유입되

는 크세논 가스의 압력이 약 24×10 5 Pa인 경우에, 파장이 13.5nm 정도가 되는 생성 EUV광의 상대적인 세기(Ir)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종래의 크세논 클러스터 제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성된 EUV광의 세기와 액체 크세논 방울로 이루어진 농무를 사용

했을 경우에 생성된 EUV광의 세기의 차이점은 도 5에 의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그래프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 부분(I). 이 부분은 탱크(2)와 노즐의 측정 온도가 -25℃보다 작은 경우이다. 이 부분(I)에서는, 주어진 온도 및 압

력 조건하에서, 크세논의 상태도에 의하면, 크세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탱크(2)에는 오직 액체 크세논만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노즐(4)로부터 유출되어서 존재하게 되는 액체 크세논이 스프레이되어 만들어진 크세논 방울로 형성

된 농무의 제트가 존재하게 된다. 생성된 EUV광의 플럭스는 높다.

제2 부분(II). 이 부분은 탱크와 노즐의 측정 온도가 -25℃와 -21.3℃ 사이이 경우이다. 이 부분(II)에서는, 크세논의 

상태도에 의하면, 크세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탱크(2)에는 액체 크세논과 

기체 크세논이 모두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액체상과 기체상의 상 전이부이다. 생성된 EUV광의 플럭스는 내려간다.

제3 부분(III). 이 부분은 탱크와 노즐의 측정 온도가 -21.3℃보다 큰 부분이다. 이 부분(III)에서는, 크세논의 상태도

에 의하면, 주어진 온도 및 압력 조건하에서 크세논은 기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탱크(2)에는 오직 기체 크세논만

이 담겨 있다. 이러한 온도 및 압력 조건과 노즐의 직경이 500㎛인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유출되어 존재하는 기체 크

세논의 응축에 의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크세논 클러스터 제트가 형성된다. 생성된 EUV광의 플럭스는 낮는데, 크세

논 방울들로 형성된 농무의 경우에 비하여 약 5배 정도가 낮다.

도 6에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사용하여 얻어진 EUV광을 나노리소그라피 장치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식적으

로 도시되어 있다.

도 6에 도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나노리소그라피 장치는 도 1을 참조하여 기술한 EUV광 소스 유형의 EUV광 발생 

장치(40)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도 또한 아주 낮은 압력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상기 소스와 특정 구성 요소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특히 펌핑 수단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다. 이 장치는 또한 EUV광 콜렉터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데

,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는 상기 소스에 속하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에칭 장치 상에 기계적으

로 고정될 수도 있다. 상기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파편들과 관련해서는, 광학 기기를 세정하는 수단이 나노리소그라피

장치에 기계적으로 구비되어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도 6의 나노리소그라피 장치는 피처리 대상이고,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노광되어질 감광성 레진층(46)이 덮혀 있는 

반도체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서포트(42)를 더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또한 다음의 구성요소들도 포함한다.

상기 패턴이 확대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마스크(48);

상기 장치(40)로부터 방출되는 EUV광(52)을 소정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광(52)을 상기 마스크(48)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과적으로 상기 소정의 패턴의 상을 확대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광학 기기(50); 및

상기 확대된 상을 축소하고, 축소된 상을 상기 감광성 수지층(46)에 투사하기 위한 광학 기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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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42), 마스크(48) 및 광학 기기(50 및 54)는 진공 챔버(미도시) 내에 위치하는데,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진공 챔

버는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기 진공 챔버는 그 내부에서 노광시에 사용되는 EUV광이 형성되는 곳인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아주 높은 집적도를 갖는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리소그라피 공정 및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본 발명의 장치들에 의하여 생성된 EUV광은 특히, 재료 과학 및 현미경 관련 분야(microscopy)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은 크세논에만 한정되는 것을 아니다. 농무를 형성하여 EUV광을 발생시키는 위해서 아르곤과 같은 

다른 비활성 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소그라피 공정의 경우에는 크세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EUV광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부터 소프트 X 레이(sof

t X ray) 영역의 범위에 걸친 많은 광선을 생성시킬 수 있으며, 생성된 모든 파장의 광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아주 높은 집적도를 갖는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리소그라피 공정 및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본 발명의 장치들에 의하여 생성된 EUV광은 특히, 재료 과학 및 현미경 관련 분야(microscopy)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이저 빔(24)과 타겟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킴으로써 극자외선광(30)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타겟은 액체 상태의 미세 방울로 구성된 농무(20)로 구성되는데, 상기 액체는 액화된 비활성 가스로서 특히, 액

체 크세논이고, 상기 액체는 상기 비활성 가스를 액화시켜서 생성하는데, 상기 액체는 상기 비활성 가스에 의하여 압

축되는데, 크세논의 경우에는 5×10 5 Pa에서 50×10 5 Pa의 압력 범위까지 압축되며, 이 동안에 액체 크세논은 -7

0℃에서 -20℃ 사이의 온도 범위로 유지되지만, 상기 비활성 가스의 온도 및 압력은 상기 비활성 가스가 액체 상태가

되도록 하는 온도 및 압력 범위인 경우에는 상기한 범위를 벗어난 범위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상기 범위 내에서 압축

된 액체는 노즐(4) 안으로 유입되는데, 상기 노즐의 최소 내부 직경은 60㎛ 내지 600㎛이고, 상기 노즐은 압력이 10 
-1 Pa 이하인 영역으로 출구가 형성되어 개구되어 있는데, 상기 노즐의 출구가 위치하는 상기 영역에서 액화된 비활

성 가스 방울로 형성된 방향성을 가지는 농무가 생성되고, 상기 비활성 가스 방울의 평균 크기는 1㎛ 보다도 큰데, 특

히 크세논의 경우에는 5㎛에서 50㎛ 사이이고, 상기 농무는 상기 노즐의 축(X) 방향으로 유도되는 제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상기 농무에 레이저 빔을 더 포커싱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레이저 빔은 상기 극자외선광을 생성시키도록 상

기 농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 가스는 크세논 가스이고, 상기 액체 크세논은 상기 크세논 가스를 15×10 5 Pa에서 25

×10 5 Pa 범위의 압력에서 압축하고, 상기 액체 크세논은 -45℃ 내지 -30℃ 범위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 가스는 크세논 가스이고, 발생시킨 상기 극자외선광은 그것

의 상부에 감광성 수지층이 증착되어 있는 기판(44)을 노광하는데 사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광을 발

생시키는 방법.

청구항 4.
레이저 빔(24)과 액체 방울로 구성된 농무(20)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킴으로서 극자외선광을 발생

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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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는 상기 액체가 액화된 비활성 가스, 특히 크세논 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액체를 담기 위한 탱크(2);

압력을 가하여 상기 비활성 가스를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비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상기 탱크 내에 담겨 

있는 상기 액체를 소정의 압력, 크세논의 경우에는 5×10 5 Pa에서 50×10 5 Pa 범위의 압력을 받도록 하는 유입 수

단;

상기 탱크 안으로 유입되는 상기 비활성 가스를 액화시켜서 상기 탱크 내에 담겨 있는 상기 액체를 생성시키고, 상기 

액체를 소정의 온도, 상기 비활성 가스가 크세논인 경우에는 -70℃에서 -20℃ 범위 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8);

최소 직경이 60㎛에서 600㎛ 사이이고, 상기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노즐(8);

상기 노즐을 내부에 구비하고 있는 진공 챔버(14);

상기 농무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빔을 상기 진공 챔버 안으로 투광시키는 수단(28);

상기 광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발생된 광을 리커버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진공 챔버 내부의 압력을 약 10 -1 Pa 이하의 제1 압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1 펌핑 수단(16)을 포함하는 극자외

선 발생 장치로서, 상기 유입 수단은 상기 노즐 내에 상기 액체 비활성 가스를 유지시킬 수 있고, 상기 진공 챔버 내의 

상기 노즐의 상기 출구에 상기 액화된 비활성 가스 방울로 형성되어 소정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되는 농무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동 조건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상기 가스 방울의 평균 크기는 1㎛ 보다 크고, 특히 크세

논인 경우에는 5㎛에서 50㎛ 사이이며, 상기 농무는 상기 노즐의 축(X)을 따라서 유도되는 제트를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 가스는 크세논이고, 상기 탱크(2)에 담겨 있는 액체 크세논은 5×10 5 Pa에서 25×10 5 Pa 범위의 압력

을 받으며, -45℃에서 -30℃ 범위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6.
제4항과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2차 영역을 한정하며, 상기 노즐의 축(X) 상에 위치하고 상기 노즐에 대향하는 보어(bore)를 구비하는 벽(38); 및

상기 2차 영역 내부의 압력을 상기 제1 압력 보다 큰 제2 압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2 펌핑 수단(16a)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벽은 스키머(32)를 포함하며, 상기 스키머의 축은 상기 노즐의 축(x)과 일치하고 상기 스키머의 어퍼쳐는 상기 

벽의 상기 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8.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농무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기 제트의 통로를 제공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 상기 노즐과 대향하고 있는 열 차폐

물(39)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9.
제5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4)의 구성 물질의 저항은 10 8 Ωㆍcm 이상이고, 상기 구성 물질의 열전도성은 40W/mK 이상이며, 그리

고 상기 구성 물질의 비커스 경도수는 8,000N/mm 2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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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물질은 세라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2.
제4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광을 상기 광을 이용하는 수단 쪽으로 인도하거나 포커싱시킬 수 있는 콜렉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콜렉터는 적어도 하느의 콘케이브 반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4.
제4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극자외선 발생 장치에 구비되어 있을 수 있는 광학 기기를 상기 극자외선 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수단은 상기 진공 챔버의 상기 비활성 가스를 상기 파편에 노출되는 상기 광학 기기의 표면 앞에서 순환시

키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수단은 상기 파편에 노출되는 상기 광학 기기의 표면을 가열시키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수단은 상기 광학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층을 순방향으로 바이어스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극자외선 발생 장치.

청구항 18.
반도체 기판의 리소그라피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노광되어질 감광성 수지층(46)이 그 위에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기판(44)을 지지하기 위한 수

단(42);

상기 소정의 패턴이 확대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마스크(48);

제4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라서 극자외선광을 발생시키는 장치;

상기 패턴의 상을 확대된 형태로 제공하도록 상기 마스크에 상기 극자외선광을 전사하기 위한 광학 기기(5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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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을 축소하여 상기 축소된 상을 상기 감광성 수지층에 투사하기 위한 광학 기기(54)를 포함하는 리소그라피 장

치.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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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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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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