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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 472326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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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5577092 A

JP 58-66296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남병우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54) 극자외선 리소그래피에 특히 적합한 미세 방울로 된 짙은 안개의 제조 방법, 그의 제조 장치, 이를 이

용한 극자외선 광원 장치 및 리소그래피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마이크론 또는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방울들로 된 짙은 안개(mist)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리소그라피를 위하여 극자외선 빛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압축된 액체(4)를 진공에 나타나 있는 작은

직경의 노즐에 주입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빛(42)은 레이저 선(36)을 짙은 안개(23)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발생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4) 방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개(23)를 발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액체(4)는 Pa 내지 Pa 범위의 압

력에서 압축되고 그리고 상기 압축된 액체는 직경이 20㎛ 내지 1㎜인 노즐(10)로 유입되는데, 상기 노즐은 압력이

Pa과 같거나 이보다는 작은 지역에 개구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기 노즐(10)의 출구에 있는 지역에 크기가 10㎛ 내지

30㎛ 범위인 액체 방울들의 짙은 안개(23)를 발생시키며, 상기 안개의 평균 밀도는 보다 크거나 같으

며, 상기 짙은 안개는 상기 노즐의 중심 라인(X)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방울로 구성된 안개를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10)은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레이저빔(36)이 또한 상기한 방법으로 얻어진 상기 짙은 안개(23)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서, 상기 레이저빔은 극자외선 영역의 빛(42)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짙은 안개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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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빔(36)은, 상기 노즐(10)로부터 1㎜ 내지 10㎜ 범위의 거리에서, 상기 짙은 안개(23)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극자외선 영역에서 발생되는 상기 빛(42)은 포토레지스트막(50)이 위에 증착되어 있는 기판(48)에 비추

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액체(4) 방울들로 구성된 안개(23)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상기 액체를 담고 있는 저장조(2);

상기 저장조에 담겨 있는 상기 액체를, Pa 내지 Pa 범위의 압력를 가함으로써, 압축하기 위한 수단(6);

직경이 20㎛ 내지 1㎜ 이고, 상기 저장조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10);

상기 노즐을 수용(contain)하고 있는 진공 챔버(20); 및

상기 진공 챔버의 압력을 Pa 보다 작거나 같게 설치하기 위한 펌프 수단(22)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기 진공 챔버내에 있는 상기 노즐(10)의 출구에 액체 방울들로 구성된 짙은 안개(23)를 발생시키는데, 상기 방울

들의 크기는 10㎛ 내지 30㎛ 범위이며, 상기 안개의 평균 밀도는 보다 크거나 같으며, 상기 짙은 안개는

상기 노즐의 중심 라인(X)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방울들로 구성된 안개를 발생시키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10)을 가열하는 수단(24)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수단은 압축된 가스를 상기 저장조(2)에 주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10)에는 펄스 형태로 상기 짙은 안개를 생성시키는 펄스 수단(pulsing means, 30)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4)는 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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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극자외선 영역의 광원으로서,

제6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장치(A);

상기 장치를 사용하여 발생된 짙은 안개(23)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레이저빔(36)을 발생시키는 장치(34); 및

상기 레이저빔을 상기 짙은 안개에 초점을 맞추는 장치(38)를 포함하는 극자외선 영역의 광원 장치.

청구항 12.

반도체 기판용 리소그라피 장치로서,

소정의 패턴에 따라 빛이 조사될 포토레지스트막(50)이 그 위에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기판(48)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46)

;

확대된 형태로 상기 소정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마스크(52);

극자외선 영역의 광원 장치(44);

확대된 형태로 상기 패턴의 상을 공급하는 상기 마스크에 빛을 전달하기 위한 광학 수단(54); 및

상기 상을 축소하여 상기 축소된 상을 상기 포토레지스트막에 투사하기 위한 광학 수단을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장치에서 상기 광원 장치는 제11항과 합치되는 리소그라피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마이크론 그리고 서브마이크론 크기를 가진 액체 방울로 만들어진 짙은 안개(fog)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EUV(extreme ultraviolet)광선"이라고도 불리는 극자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응용될 수 있다.

그것은 8 내지 25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가진 복사선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극자외선은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재료, 마이크로스코피(microscopy) 그리고

특히 리소그라피(lithography) 과학 분야에서, 초대규모 집적 회로(VLSI)를 제조하는데 응용된다.

다른 응용 분야에는 집합체(aggregates)의 표면 증착(deposition)을 포함하는데, 집합체의 표면을 증착하는 데에는 선행

기술에 따라서 모든 장치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작고 차가운 집합체보다는 크고 뜨거운 집합체가 더 적합하다.

배경기술

극자외선을 생산시키기 위한 기술들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진공 속에 놓여 있는 타겟에 빛을 비

추기 위해서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다.

등록특허 10-0711283

- 4 -



레이저 광선에서 나오는 조도가 충분하게 강하면, 타겟은 강하게 이온화된다. 그리하여 플라즈마가 생성되는데 플라즈마

속에는, 레이저 광선과 다른 플라즈마 입자들과의 충돌로부터 야기된 전자기장에 의하여 여기된(excited) 그리고/또는 이

온화된, 많은 입자들이 극자외선 빛을 방출하는 동안 안정화되거나(de-excited) 재결합한다. 따라서, 타겟의 중심부에서

는 일종의 진동수 전환(frequence conversion)이 일어난다.

가능한 가장 강력한 극자외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높은 진동수 전환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타겟들이 알

려져 있다.

특히, 집적 회로의 리소그라피 공정에서는, 극자외선 빛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레이저가 비추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산업계의

응용분야에서 리소그라피 공정을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타겟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타겟은 다음의 요

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상당히 고가인 리소그라피 장치의 광학 장치에 주는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타겟과 레이저 광선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생기는 잔해(debris)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높은 진동수, 예를 들면 1kHz 범위의 진동수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펄스 방식(pulsed mode)으로 타겟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재료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레이저가 타겟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는 재료의 양은 극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방출이 가능할 정도

로 충분하게 많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타겟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을 부과한다. 우선, 이러한 타겟의 크기(dimensions)

는 너무 작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타겟의 평균 밀도가 충분하게 커야 한다.

- 타겟은 진공에 위치해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 압력이 Pa 범위인 공간 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 정도의 압력을 얻기

위한 펌프 수단은 진동이 없어야만 한다.

- 타겟 생성(generation) 장치는 장기간 동안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이온들이 충돌함으로

인하여 조기 마모(premature wear)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레이저와 타겟 사이의 상호 작용은 이 장치로부터 충

분하게 먼 거리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는 노즐의 부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고체 잔해의 생성을 초래한다.

나노초 레이저에 의하여 방출되는 빔(beam)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크세논(Xe) 집합체의 짙은(dense) 제트에 빛을 비춤으

로써 극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기술은, 후술하는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뒤에 언급되어 있는 자료

[1]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크세논 집합체는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들이며 이것들은 진공 챔버에서 노즐을 통하여 단열 팽창을 하는 과정

에서 크세논이 응축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라.

적외선 부근 또는 자외선 부근의 레이저 빔을 이들 집합물에 비추게 되면, 극자외선 영역에 위치한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레이저와 타겟 사이를 커플링(coupling)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전환 프로세스의 효율

(efficiency)은, 크세논 집합체의 제트에 빛을 비추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양의 레이저 광선이 흡수되는데, 이것은 집합체를 가열함으로써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전환

프로세스의 이러한 효율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안으로 레이저 광선이 거의 완전히 침투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는 집

합체의 아주 작은 크기(0.1㎛보다 작음) 때문이다.

게다가, 집합체 각각에 있는 원자들의 공간 밀도(local density)가 아주 높으며, 그래서 많은 수의 원자들이 참가한다. 또

한, 레이저빔이 초점을 맞추는 지역내에 있는 충분하게 높은 수의 평균 분자들로 구성된 많은 수의 집합체로 인하여 극자

외선 영역에서 매우 강한 방출이 생긴다.

나노초 레이저를 집합체의 제트에 비추는 것에 기초를 둔 극자외선 소스의 다른 이점은 재료의 잔해, 다시 말하면 레이져

가 비춰진 제트에 의하여 방출되는 빠른 재료 조각들이 거의 완전히 없다는 점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잔해들은 극자외

선 집합 광학기구들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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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양의 재료 잔해들은 노즐의 위치가 비추어지는 지역과 너무 가까운 경우에 노즐이 부식됨으로써 생길 수 있

다. 따라서, 자료[1] 및 [7]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비추어지는 지역은 노즐로부터 약간의 거리(1 내지 2 ㎜)를

두고 위치하는데, 그러면 노즐의 부식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잔해들이 생기게 된다.

계속 재생될 수 있는 타겟을 만드는 제트를 사용하면 (1 kHz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진동수에서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초대규모 집적 회로(VLSI)를 제조하기 위한 리소그라피 장치에 적합하다.

집합 가스로서 크세논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a) 크세논이 가장 높은 응축도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집합체

로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큰 평균 크기가 발생되며 그리고 (b) 고려되는 스펙트럼 범위 내에 많은 수의 방출 광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자외선을 방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게다가, 레이저빔과 집합체 제트가 상호 작용하는 면적이 작고, 그래서 광학적 수차(aberration)를 최소화하면서 최대량의

극자외선이 응축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1]에 개시되어 있는 극자외선 소스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팽창 노즐은 강력하게 냉각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저온 수단들을 필요로 하며,

- 노즐이 냉각될 때 집합체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신뢰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노즐에서 냉각되는 끝부분과 지역적인 온도

상승이 생기는 맥동치는(pulsed) 밸브의 운동 메카니즘 사이에 상당한 온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1kHz 범위의) 높은 진동수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스의 흐름이 요구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펌프 수단

이 필요한데, 이는 집합체 발생 장치를 포함하는 리소그라피 장치에 사용될 광학 장치들이 정렬하는데 장애가 되는 진동을

생기게 할 수 있다.

- 크세논의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스 회수 수단(gas

recovery means)이 필요하다.

- 극자외선 발생 프로세스는 직경이 1㎜보다 작은 좁은 영역 내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제

트내의 가스의 작은 양이다. 그러나 자료[1], 도5 및 자료[7], 도5에 의하면 집합체의 밀도는 노즐로부터의 거리가 증가

할 때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것이 레이저빔에 의한 여기(excitation)가 노즐의 바로 근접지역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유인

데, 이는 플라즈마로부터 발생되는 이온들의 충돌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노즐을 심각하게 부식시킨다.

노즐의 부식은 노즐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그래서 극자외선 소스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리소그라피 장치의 광학

장비 및 마스크를 열화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의 잔해들을 생성시킨다.

자료[2]에는 아이스 마이크로-결정(ice micro-crystals)의 제트를 타겟으로 사용하는 극자외선 소스가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높은 반복 주파수에서 일련의 마이크로-결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마이크로-결정은 통상적으로 수십 마

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 마이크로-결정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크세논 집합체에서 일어난 것과는 달리, 여기(excitation) 레이저빔이 완전히

투과할 수 없다. 각 미세-결정의 직경을 감소하게 되면 투과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그러나 플라즈마 상태의 극자외선 양자

에미터(emitter)의 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료[2]에 기술되어 있는 기술은 충분하게 강한 극자외선 소스를 얻는데 요구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료[3]에는 액체 질소의 연속적인 마이크로-제트에 빛을 비추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다른 극자외선 소스가 기술되어 있

다. 이러한 유형의 타겟도 역시 충분하게 많은 수의 잠재적 극자외선 에미터를 가지기에 충분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액체 질소 제트의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약 10㎛) 때문이다.

게다가, 자료[2] 및 [3]에 기술되어 있는 소스들은 강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안정하다. 자료[2]에 기술되어 있는 경

우에는, 레이저와 동기화하는 문제로 인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아이스 마이크로-결정에 빛을 비추기가 어렵다. 자료[3]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극자외선의 강도가 변하는 것은 연속적인 질소 제트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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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에는, 예를 들면 금속 미세 입자들과 같은, 미세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entrain) 가스 제트에 빛을 비추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극자외선 소스가 또한 기술되어 있다. 이 공지의 기술은, 크세논 집합체의 제트를 사용하는 기술과 같은, 뛰

어난 극자외선 방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훨씬 낮은 입자 농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낮은 극자외선

의 생산을 초래한다.

게다가, 캐리어 가스는 극자외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펌프되어야만 하는 많은 양의 과잉 가

스들이 높은 진동수에 있는데, 이것들은 크세논 집합체의 제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동을 야기한다.

자료 [5] 및 [6]에는 예를 들면 크립톤, 크세논 또는 아르곤 집합체와 같은 집합체에 의하여 엑스-선이 방출되는 것과 관

련하여 또한 언급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는 상기한 공지 기술의 거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 공지 기술들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극자외선

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하여 마이크론 그리고 서브 마이크론 크기의 액체 방울로 된 짙은 안개(fog)로 구성되어 있는 타겟을 사

용한다. 이 타겟의 전환 효율은 극자외선 분야에서 공지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보다 크거나 또는 비슷하다.

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액체 방울로 된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방법 및 장치는 극자

외선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유용하며 그리고 본 발명은 또한 매우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매우 간단한데, 이것들은 산업

에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목적은 액체 방울로 구성된 안개를 발생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액체가 Pa 내

지 Pa 정도의 압력에서 압축되고 따라서 압축된 액체는 직경이 20㎛ 내지 1㎜ 사이인 노즐에 주입되는데, 이 노즐의

배출구는 압력이 Pa 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으로 열려 있으며, 그리고 액체 방울의 짙은 안개는 그리하여 노즐의 출구

에서 생성되는데, 액체 방울들의 크기는 10㎛ 내지 30㎛ 정도이고, 이 짙은 안개는 개략적으로 노즐의 중앙 라인을 따라

위치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노즐은 가열된다. 짙은 안개를 형성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열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보충을 해주어야 하는 열량을 흡수한다. 이렇게 투입되는 열량은 만일 사용되는 액체가 저온(액화 기체)이라

면 더 낮다.

게다가, 액체 방울들의 균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는데 흡수가 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노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이저빔이 또한 그렇게 얻어진 짙은 안개에 초점을 맞추어 질 수 있는데, 이 레이저빔은 이 짙은 안개와 상호 작용을 하여

극자외선 영역의 빛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레이저 빔은 노즐로부터 1㎜ 내지 10㎜ 범위의 거리에서 짙은 안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센치미터까지 되는 더 먼 거리도 본 발명의 기술적인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극자외선 영역에서 발생되는 빛은 포토레지스트 막이 증착되어 있는 기판을 노광(insolation)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체 방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개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장치는 다음의 것들

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액체를 담고 있을 저장조,

- 저장조에 담겨 있는 액체를, Pa 내지 Pa 정도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압축하기 위한 압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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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이 20㎛ 에서 1㎜ 사이이고 저장조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

- 노즐을 포함하고 있는 진공 챔버, 및

- 진공 챔버내의 압력을 약 Pa 과 같거나 작게 설정할 수 있는 펌프 수단,

따라서 크기가 10㎛ 내지 30㎛ 정도인 액체 방울의 짙은 안개를 진공 챔버내에 있는 노즐의 출구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짙은 안개는 개략적으로 노즐의 중심 라인에 위치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특정한 실시예에 의하면, 이 장치는 노즐을 가열하는 수단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압축 수단은 저장조안으로 압축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정한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노즐은 펄스 형태로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기는 맥동 수단(pulsing means)을

구비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액체로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극자외선 영역의 광원에 관한 것인데, 이 광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 본 발명에 의한 안개 발생 장치,

- 안개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발생한 짙은 안개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레이저빔을 발생하는 수단, 및

- 레이저빔을 이 짙은 안개에 초점을 맞추는 수단.

본 발명은 또한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리소그라피 장치와도 관련되는데, 이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소정의 패턴을 따라 노광될 포토레지스트 막이 증착되어 있는 반도체 기판을 지지하는 수단,

- 확대된 형태로 소정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마스크'

- 극자외선 영역의 광원,

- 확대된 형태로 패턴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마스크에 빛을 전달하기 위한 광학 수단, 및

- 이 이미지를 축소하여 그 축소된 이미지를 포토레지스트 막에 투사하기 위한 광학 수단,

그리고 이 장치에 있는 소스는 본 발명에 따른 광원과 일치한다.

본 발명은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읽어보면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그리고 결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극자외선(EUV)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초대규모 집적 회로(VLSI)를 제조하기 위한 리소그라피공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료과학이나

마이크로스코피에서 많은 응용이 가능하다.

또다른 응용 분야로 집합체들의 표면 증착을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행 기술에 기초하는 모든 장치들에 의해서 생성

되는 작고 차가운 집합체보다 크고 뜨거운 집합체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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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서 방울들의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에 대한 특정 실시예를 보여주기 위한 개략적인 도

면이고,

- 도 2는 도 1의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즐을 보여주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며, 그리고

-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리소그라피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1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그리고 도 2에는 그 일부가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안개 발생 장치

(A)는, 마이크론 또는 서브마이크론 보다 작은 방울들로 된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액체(4)를 담기 위한 용도

인 저장조(2)를 포함한다.

장치(A)는 또한 저장조(2)에 담겨 있는 액체(4)를 압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도시되어 있는 예에서, 화살표(6)로 표

시되어 있는 이 압축 수단은 압축된 가스를 저장조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시되어 있지 않은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이 압축가스는 예를 들면 공기, 질소 또는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이다.

액체에 가해지는 이 가스의 압력은 Pa내지 Pa 이다.

압축된 가스는 파이프(8)를 통하여 저장조(2)의 상부로 보내진다.

본 발명과 합치되는 장치(A)는 또한 파이프(12)를 통하여 저장조(2)의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노즐(10)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노즐(10)은 금속, 세라믹 또는 석영으로 만들어진다.

도 1 및 도 2에는 수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노즐(10)이 도시되어 있으나,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도 가

능한데, 예를 들면 노즐은 수평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홀(hole, 16)이 노즐(10)의 아래 부분(14)에 형성되어 있는데, 홀은 실린더 모양이거나 원추형이거나 또는 익스포넨셜

(exponential)한 모양일 수 있다.

이 홀(16) 상단(18)의 직경은 20㎛에서 1㎜사이이다. 이 직경은 "노즐 직경"이라고 불린다.

노즐(10)은 진공 챔버(20)안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 진공 챔버(20)에는 약 Pa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만들 수 있는 펌

프 수단(22)이 구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즐(10)에 유입되는 물과 같은 액체는 노즐에 있는 홀(16)을 통하여 격렬하게 진공챔버(20)로 방출되고 그리고

진공 챔버내에 마이크로미터 크기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보다 작은 액체 입자로 된 고농도의 안개(mist, 23), 또는 짙은 안

개를 형성한다.

이들 방울들의 직경은 10㎛ 내지 30㎛ 범위이다.

안개(23)는 노즐의 중심 라인(X), 이것은 또한 노즐에 있는 홀(16)의 중심 라인이기도 한데, 이 라인을 따라서 강하게 구속

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는, 짙고 그리고 상당히 방향성이 있는 안개(23)를 얻기 위해서 노

즐(10)을 냉각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즐 가열 수단(24)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예에서, 이들 가열 수단들(24)은 가열 스

트립(strip, 26)을 포함하는데, 이 가열 스트립은 중심 라인(X)을 따라 축을 가지고 있으며 노즐(10)의 하부(14) 위에 형성

되어 있는 둥근 홈(groove, 28)내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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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열 스트립(26)을 순환하는 전류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되어 있지 않은 장치가 제공된다.

노즐(10)을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 동안에 액체가 흡수하는 열을 보충하는 것과는 별도로, 만들어지

는 액체 방울들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하여 균일성이 향상이 되면, 나중에 고려를 하고 레이저빔과

방울들간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여 극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짙은 안개 응용 장치에서 레이저빔

과 방울들간의 상호 작용 효율이 향상된다.

예를 들면, 가열 수단(24)은 노즐(10)을 가열하여 온도가 30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짙은 안개(23)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 방울들의 크기는 노즐(10)의 온도 및 이 노즐의 기하학적인 변수들(특히, 노즐에 있

는 홀(16)의 모양)에 의존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용되는 액체의 상태량의 함수로서 최적화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액체의 점성, 증기압 및 끊는점 등

이 그것이다.

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장조(2)와 파이프(12)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내부에 테프론

(Teflon, 상표명)이 코팅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저장조와 파이프의 내부가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이다.

액체 방울들의 짙은 연속적인 형태의 안개, 또는 펄스 형태의 안개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펄스 형태의 안개는 노즐(10)의 내부에 피스톤(30)과 도 2에서 화살표(32)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데, 피스톤(30)의 끝은 홀(16)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홀(16)을 막을 수 있도

록 의도되며, 상기 장치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피스톤(30)을 노즐의 중심 라인(X)을 따

라 왕복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왕복 장치는 전자기적 또는 압전(piezoelectric) 현상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스톤(30)의 펄스 진동수는 20Hz 정도일 수 있으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면 진동

수는 1kHz로 증가될 수 있다.

마이크론 또는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방울로 된 안개(23)는 아주 큰 집합체의 제트와 아주 유사하나, 훨씬 현저한 직진성

(directivity)을 가지고 있다.

물의 경우에는, 안개의 분산(diversion) 각도의 절반α가 1°차수이다.

본 발명을 극자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응용하는 경우에는, 여기(excitation) 레이저빔이 노즐(10)로부터 거리(D)만큼 떨어

져서 상호 작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액체(물)와 레이저빔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노즐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거리 D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노즐(10)의 하단(14)과 짙은 안개(23)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레이저빔의 중심 라인

(Y) 사이의 거리이다.

거리 D는 2㎜ 내지 10㎜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다.

게다가, 진공 챔버(20)에 주입된 액체 방울들은 레이저빔의 초점 지역을 거의 완전히 지나갈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극자외

선의 발생에 참여하지 않는 물질의 양이 상당히 감소한다.

물방울로 된 안개(23)를 강력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저온 형태의 펌프 수단(22)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이들 펌프 수단은 노즐(10)의 하단(14)을 향하면서 위치해 있는 개구(opening)를 통하여 진공 챔버(20)의 내부와 연결되

며, 그것을 통하여 (기하학적인) 중심 라인(X)이 지나간다는 것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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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펌프 수단은 저렴하고 아주 효율이 좋으며 그리고 어떠한 진동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형성되는 아이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공 챔버(20)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치가 중단하지 않고 동작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에어락(airlock)으로 구성된 장치(미도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극자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액체 방울로 된 짙은 안개(23)를 응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안개(23)는 자료[1]에 기술되어 있는 형태의 레이저 방사(irradiation)를 사용하여 여기된다.

예를 들면, 펄스 지속시간이 0.1나노초 또는 100나노초이고 펄스 당 에너지가 10mJ보다 큰 네오디뮴:야그(Nd:YAG) 또는

엑시머(excimer) 형태의 나노초 레이저(34)가 사용된다.

레이저(34)에 의해 공급되는 빔(36)은, 렌즈(38) 또는 거울을 사용하여, 이 안개에 대하여 내지

사이의 조도를 얻기 위하여 초점이 안개(23)에 맞추어 진다.

도시된 예에서, 레이저빔(36)은 레이저빔을 투과시키며 그리고 진공 챔버의 벽에 올려져 있는 포트(port, 40)를 통하여 진

공 챔버(38)로 유입된다는 것에 유의하라.

도 1에서, 액체 방울들에 의하여 방출되는 강한 극자외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들(42)로 표시되어 있다. 그

러나, 가장 많은 양의 극자외선은 레이저빔을 향하고 있는 플라즈마 반구(half-sphere)에 의하여 생성된다.

극자외선을 회수하여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트(미도시)가 챔버(20)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벽에

설치된다.

극자외선을 나노리소그라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안개(23)로부터 방출되는 극자외선의 파장이 10 내지 14 나노미터 범

위이내인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범위는 나노리소그라피에 제공되는 반사 광학기구에 대하여 최적의 파장 범위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파장은 물을 산소 전이(13㎚에 위치함)선을 발생시키기 위한 액체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물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에 유의하라. 크세논과는 달리, 물은 어떠한 리사이클(recycle) 장비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10 내지 14 나노미터 사이의 극자외선 또는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파장과 비슷한 파장의 극자외선을 발생시키

는 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solutions)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하여 진공에서 얻어진 마이크론 및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액체 방울들로 된 짙은 안개는 크세논 집합체의 제트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안개-레이저 커플링(coupling)은 흡수율을 1과 근사하게 하고 극자외선 처리 광학기구를 열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고체 잔해도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짙은 안개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크세논 집합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보다

더 단순하고 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원리상으로는, 자료[1]에 기초하여 물 집합체의 제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제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물이 기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노즐을 통하여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까지 가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다.

게다가, 크세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집합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즐에 대한 저온 냉각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커다란 물 집합체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로 얻어진 극자외선을 나노리소그라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매우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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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도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나노리소그라피 장치는 도 1을 참조하면서 기술된 극자외선 소스와 같은 유형의 극자

외선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44)를 포함한다.

도 3에 따른 나노리소그라피 장치는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노광이 될 포토 레지스트 막(50)으로 덮혀 있으며 처리되어야

하는 반도체 기판(48)을 지지하는 서포트(46)를 또한 포함한다.

그 장치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확대된 형태로 이 패턴을 포함하는 마스크(52)

- 장치(44)로부터 출력되는 극자외선 레퍼런스(43)를 포맷하고, 그리고 이 광선(43)을 마스크(52)까지 운반하여 그 다음

확대된 형태로 패턴의 이미지를 공급하는 광학장치(54), 및

- 이 확대된 상을 축소하여 축소된 상을 포토 레지스트막(50)에 투사하는 광학장치(56).

서포트(46), 마스크(52) 및 광학장치(54, 56)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진공 챔버 내에 위치하는데, 단순화를 위해서, 이 진공

챔버는 그 속에서 극자외선(43)이 생성되는 진공 챔버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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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092 A,

[2] Richardson et al. , "Water laser plasma X-ray point sources", US 5 577 091 A

[3] Hertz et al.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X-ray or EUV radiation" international application PCT/

SE97/00697 April 25 1997

[4] Matsui et al. , "Laser plasma X-ray source, and semiconductor lithography apparatus and method using the

same", EP 0858249 A

[5] McPherson et al. , "Multiphoton-induced X-ray emission and amplification from clusters", Applied Physics

B57, 667-347 (1993)

[6] Mc Pherson et al. , "Multiphoton-induced X-ray emission from Kr Cluster on M-Shell (-100Δ) and L-Shell

(∼6Δ) transitions" Physical review letters vol. 72 No. 12(1994), p.1810 to 1813

[7] Kubiak et al. , "Scale-up of a cluster jet laser plasma source for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SPIE

Conference on Emerging Lithographic Technologies III, March 1999, P.669 to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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