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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 제조시 이용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관한것으로, 레지스트 공
정을 포함한 전공정을 시물레이션 하지 않고도 레지스트 공정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간 이미지에 간단한 
모델을 설정하여 확산된 공간 이미지(Diffused Aerial Image Model:DAIM)를 구하고, 이것을 쓰레쉬홀드 
모델과 접목시켜 레지스트 패턴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리소그라피 공정과 시물레이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개략도.

도2는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프도.

도3은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확산된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
할 수 있는 그래프도.

도4의 (a) 및 (b)는 노광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얻어진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5의 (a) 및 (b)는 노광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확산된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얻어
진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6의 (a) 및 (b)는 노광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얻어진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7의 (a) 및 (b)는 노광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확산된 공간 이미지에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얻어
진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8은 (a) 및 (b)는 콘택홀을 형성할 때 공간 이미지와 확산된 공간 이미지에서 얻어지는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9a 내지 도9f는 디포커스와 패턴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할 때 공간 이미지와 확산된 공간 이미지에서 
얻어지는 패턴 크기와 레지스트 패턴 실험치를 비교한 그래프도. 

도10은 임의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것과 공간 이미지와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
용하여 시물레이션 한 것을 도시한도면.

도11은 교정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것과 공간 이미지와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
용하여 시물레이션 한 것을 도시한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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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소자 제조 공정, LCD 제조공
정과 전자빔 또는 X-Ray등이 이용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광 리소그라피 공정(Optical Lithography Process)의 시물레이션 기술(Simulation Technology)은 발전속
도가 매우 빨라서 반도체 산업이 광 리소그라피를 채택한 시점보다도 훨씬 늦게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셀 레이아웃(Cell Layout)의 최적화, 복잡한 공정의 최적조건 예측, 또는 방대한 데이타(Data)의 신속한 
처리 등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므로 단위공정개발이나 새로운 소자(Device) 개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
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마스크 레이아웃(Mask Layout)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OPC(Optical Proximity effect Correction)가 필
수적인데,  OPC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공간  이미지  빛의  세기 
등고선(Aerial Image Intensity Contour)을 레지스트 패턴(Resist Pattern)의 평면도(Top View)로 취급
하여 공간 이미지(Aerial Image)가 원하는 타겟 레이아웃(Target Layout)에 근접하도록 마스크 레이아웃
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간편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나 해상도 한계(Resolution Limit) 
근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패턴의 종류, 크기 및 밀도 등이 서로 다른 패턴이 한 마
스크에 다양하게 존재할 때는 공간 이미지 만으로 패터닝(Patterning) 상태를 예측할 수가 없게된다.  

리소그라피 공정에서의 근접 효과(Proximity  Effect)는 엄밀하게 구분하여 광학적인(Optical)  것과 비 
광학적인(Non-Optical) 것이 공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OPC는 리소그라피 공
정 전체에 대한 근접 효과 보정(Proximity Effect Correction)이므로 공간 이미지의 보정(Correction) (
순수한 Optical 성분) 만으로는 만족되지 않고 레지스트 공정에 의한 근접 효과(Non-Optical 성분)도 고
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레지스트 공정을 포함하는 OPC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레지스트 프로세스 시물레이션 자체가 아직은 
어려운 영역에 속하기에 전체 공정 OPC는 보통 고려되고 있지 않다.  대신에 OPC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하여 전체 공정에 적당한 근사를 취하는 방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체 공정를 시물레이션 하지 않고도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근사적 시물레이션 
방법과 이 방법을 1GD OPC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소개하겠다.

리소그라피 공정을 시물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은 리소그라피 공정의 모든 과정을 시물레이션하는 방법이다. 그 과정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① 공간 이미지를 계산하는 단계, ② 잠재 이미지(Latent Image)를 구하는 단계, ③ 현상(Development) 
과정을 계산하는 단계 등이다. (도 1 참조) 

노광 장비에 마스크를 장착하고 웨이퍼에 노광할 때, 웨이퍼 면에서 레지스트에 도달하기 바로 전의 빛
의 강도 분포를 공간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상의 레이아웃은 물론 
노광장비의 노광조건([예] NA : Numerical Aperture, σ : Partial Coherence Factor) 등이 시물레이션
의 입력 파라메타(Input Parameter)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간 이미지가 레지스트에 입사되면 일부분의 빛은 표면에서 반사하고 또 일부분은 레지스트에 흡수가 
되며 또 일부분은 기판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레지스트층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는 등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노광후 레지스트에 흡수된 빛의 강도분포는 잠재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시
물레이션하기 위한 입력 파라메타에는 레지스트 특성에 기인하는 것([예] 굴절율 : Dill's A,B,C) 뿐만 
아니라 기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메타 ([예] 반사율, 굴절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증폭형(Chemial Ampification Resist) 레지스트의 경우 레지스트에 흡수된 에너지에 의해 PAG(Photo 
Acid Generator)가 분해되며 Acid를 생성하게되고, Acid는 다음 공정인 PEB (Post Exposure Bake)에 의
해서 확산과정을 거치며 보호 그룹(Protection Group)과 반응하여 비보호 그룹과 또 하나의 Acid가 발생
되며 이 Acid는 또다른 보호 그룹과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증폭이
라 표현하며 상기 비보호 그룹은 최종적으로 현상액에 녹아서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레지스트 프로파일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해서는 PEB 파라메타 ([예] 온도, 시간) 및 현상 파라메
타(Development Parameter) ([예] 현상속도, 현상액 종류 및 농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Software)에서 공간 이미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레지스트 프
로파일을 시물레이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지만,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이 명백한 이론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하여, 레지스트 프로세스 시물레이션은 대부분이 모델링(Modeling)으로 되
어 있고, 전과정을 시물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입력 파라메타가 필요하며, 특히 레지스트 파라
메타 등은 알려진 종류가 극소수 밖에 되지않아, 시물레이션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정확도도 떨어지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전체 공정 시물레이션은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시물레이션 대신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 만 실행하고 쓰레
쉬홀드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쓰레쉬홀드 모델이란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 
결과로써 얻어지는 빛의 강도분포중 어떤 강도(Threshold 값)를 중심으로 그 이상과 이하가 레지스트 패
턴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포지티브 포토 레지스트에서는 쓰레쉬홀드 값 이상에서는 레지스트가 모두 현상액에 녹아 없어지고 
그 이하에서는 현상액에 녹지않아 패턴으로 남게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매우 간단하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공간  이미지의  쓰레쉬홀드  컷팅(Cutting)에  의해서  에너지 
레밸(Energy Level) 및 패턴 사이즈 (엄밀하게는 공간 이미지 사이즈)를 알 수 있다.  

도2는  0.25μm  밀집된  라인(Dense  Lines)(L/S),  격리된  라인(Isolated  Line)(I/S),  그리고  격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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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Isolated Space)(I/S)의 공간 이미지 빛 세기(Intensity)인데, 쓰레쉬홀딩 레벨을 도면에서와 같이 
표준화된 빛 세기(Nomalized Intensity)에서 0.25로 정하는 경우 (노광에너지는 빛 세기 에 반비례한다. 

이  경우에  노광량은  의  4배이다.),  상기  밀집된  라인(L/S),  격리된  라인(I/S),  그리고  격리된 

공간(I/S)의  패턴  사이즈는  각각  공간  이미지  사이즈인  WL/S( 0.20μm),  WI/L( 0.25μm),  그리고 

WI/S( 0.30μm,)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쓰레쉬홀드  모델의  경우,  한가지  종류의  패턴에서  노광에너지의  변화폭이  작거나 
디포커스(Defocus) 값이 크지 않을 때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노광에너지가 넓은 영역에서 
변화되거나, 디포커스(Defocus) 값이 큰 경우, 또는 패턴의 종류 및 크기가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실험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같이 공간 이미지의 쓰레쉬홀드 모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험결과
의 경향성 조차 설명하기 힘들지만, 공간 이미지의 계산만으로 가능하다는 점, 모델 자체가 너무나 간단
하여 전체 공정 시물레이션에 비하여 사용이 매우 쉽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상황에서는 실험결과의 경
향성 등을 빠른 시간내에 알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많이 쓰여 왔다.

그러나, 쓰레쉬홀드 모델은 공간 이미지만으로 레지스트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 공정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체 공정 시물레이션은 속도가 늦고 많은 입력 파라메타(Input 
Parameter)를 정확히 넣어주어야하는 부담 등으로 실제공정의 최적화에 약간의 도움 밖에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레지스트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 공정을 시물레이션하지 않고도, 공간 이미지에 레지스트 프로
세스를 대치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적용한 확산된 공간 이미지 모델(DAIM)을 적용하여 레지스트 패턴
의 예측할수 있도록 하는 시물레이션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있어서,

I 라인용 레지스트 공정에서 노광장비 조건 및 마스크 레이아웃을 입력시켜 공간 이미지(I0)를 구하는 단

계와,

노광공정에서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PEB(Post 
Exposed Bake)공정에서 상기 Acid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하여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를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I)는 다음의 수학식을 통하여 얻는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있어서,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를 노광시켜 공간 이미지(I0)를 구하는 단계와,

노광공정에서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PEB공정에서 
상기 Acid가 확산되는 것과 증폭되는 것을 고려하여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를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Ι)는 다음의 수학식을 통하여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학식에서  I0  는  공간이미지,  와  은  각각  x0,y0  평면에서  ξη평면으로의  Fourier 

Transformation과  ξη 평면에서  각각 x,y 평면으로의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을 나타내고, 

x0, y0 는 초기 공간(initial space)이며, x,y는 최종 공간이며, 는 Fitting Parameter.

<실시예>

노광공정중에  레지스트  내부에서  흡수되는  빛의  공간적  분포는  2차원적인  공간  이미지와  디포커스 
값(Defocus Value)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레지스트 표면과 기판 사이의 다중간섭도 고려해야하는 3차원
적인 복잡한 분포를 갖는다. 3차원적인 노광에너지 흡수는 레지스트 프로세스를 근사화시키거나 정량화
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데, 만일 레지스트 두께가 충분히 얇아서 레지스트의 두께만큼의 디포커스 차
이를  갖는  두  공간  이미지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다중간섭을  고려하더라도  한  초점  면(Focal 
Plane)의 2차원적인 공간 이미지만으로 레지스트 내부에서 흡수되는 노광에너지 분포를 근사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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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 한다.

레지스트 두께 이 충분히 얇아서 Focus 에서의 공간 이미지 와 Focus 에서의 공간 

이미지 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 참고로, 상기 레지스트 투께는 15000Å이하 이면 가능하
다.

위의 조건에 따라 한 초점 면에서 2차원의 공간 이미지만 고려하겠다.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는 노광공정시 포톤 에너지(Photon Energy)에 의하여 PAG(Photo Active Generator)

가  깨지면서  산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PAG의  규격화된  농도를  ,  빛의 

세기(Intensity)를 라고 하면, 노광하는 시간  동안 PAG가 분해됨에 따른 농도변화는

상기 수학식(1)을 만족하는데, 여기서 는 비레상수로서 Dill의 C와 같다. 위의 미분방정식은 가 시
간의 함수가 아닌 점과 노광전에 PAG는 1개도 분해안되었다는 초기조건을 사용하면 매우 쉽게 풀린다.  
Acid는 PAG가 분해되는 양 만큼 생기므로 PAG 1개에 Acid 1개가 발생한다면 PAG 농도와 Acid 농도의 합

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광직후의 Acid의 규격화된 농도분포를 라고 하면

상기 수학식(2)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는 노광시간이다.  빛의 세기  와 총 노광시간 를 곱하면 

총 노광에너지 가 되므로 상기 수학식 (2)는

상기 수학식(3)과 같이 쓸수도 있고, 규격화된 빛의 세기 분포 를 도입하면 빛의 세기 는 의 상수

배 이므로 비례상수를 라고하면 로 대치할 수 있어서, 상기 수학식(2)은

수학식 (4)와 같이 쓸 수도 있다.  여기서 는 새로운 상수로서 이다.

노광공정에 의해 생성된 Acid는  후속 공정인 PEB  동안 열  에너지(Thermal  Energy)에  의해 확산된다. 

Acid의 확산 계수(Diffusion Coefficient) 를 상수로 취급하면, PEB 과정중 규격화된 Acid의 농도 
는 Fick's 제1 법칙(1'st Law)에 따라

수학식(5)를 만족한다.  여기서 은 PEB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위의 미분방정식은 양변에 

Fourier 변환( )을 취하고 적당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 

Fourier 파라메타로서 , 를 도입한

수학식(7)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A(x,y,t')는 노광 직후 Acid  농도분포(A0:  공간이미지(I0)와  동일한 값)가 PEB공정에서 확산된 

Acid 농도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산된 공간이미지(I)로 본 발명은 정의한다. 그리고, 와 은 

각각 x0, y0 평면에서 ξη평면으로의 Fourier 변환(Transformation)과  ξη 평면에서  각각 x,y 평면으

로의 인버스 Fourier 변환을 나타내고, x0,y0 는 초기 공간(initial space)이며, x,y는 최종 공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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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PEB 시간 에서의 확산 길이(Diffusion Length)이다. PEB 총 시간을 

라고하면 PEB 과정이 끝난 직후의 확산거리는 가 된다.

노광에너지에 의해 발생한 Acid는 PEB 공정중 열 에너지(Thermal Energy)에 의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보호 그룹(Protection Group)을 깨어주는 역할을 한다. 깨어진 보호 그룹은 현상공정

에서 현상액(Developer)에 녹아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보호 그룹의 규격화된 농도 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수학식(8)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여기서 은 비례상수이고, Exponential Term은 볼쯔만 펙터 

(Boltmann  Factor)로서  는  보호  그룹의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는  볼쯔만 

상수(Boltmann Constant), 그리고 는 PEB 온도이다. 또한 은 Acid의 반응 차수로서 보호 그룹 1개

를 깨기위해 필요한 Acid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로 취급한다. 상기 수학식(8)에서 

시간 의 함수는 과 뿐 이므로 쉽게 풀린다. PEB 후에 깨진 보호 그룹의 규격화된 농도를 

이라고 하면 과 합한 값이 보존되므로 

수학식(9)와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는 시간과 공간에 무관한 또다른 상수

이고, 는 확산거리내에서 Acid의 규격화된 면적평균으로 상기 수학식(7)을 대입하면 

수학식(10)으로 계산되며, 레지스트의 상부(Top)에서 바닥(Bottom)까지 현상되는 과정을 해석학적인 수
학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보통은 수치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나 앞서 가정했듯이 레지
스트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에는 2차원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 그룹의 깨진 정
도가 같은 윤곽(Contour)을 따라 패턴의 경계가 형성된다. 레지스트의 두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레지스

트의 현상 콘트라스트(Development Contrast) ( )가 매우 크다면 얇은 레지스트의 경우와 똑같이 보호 
그룹의 깨진 정도가 같은 윤곽을 따라 패턴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현상과정
에 대하여 근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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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공정에서는 보호 그룹이 깨져 생긴 비보호 그룹(Deprotection Group)의 농도분포( )에서 어느 일정

한 값(쓰레쉬홀드 농도 : ) 이상만 현상액에 녹고 그 이하는 레지스트가 녹지않고 그대로 남게된다. 

즉 의 윤곽을 따라 패턴닝된다.

비보호 그룹의 문턱농도 는 노광에너지의 문턱값(쓰레쉬홀드 노광 에너지(Exposure Dose) : )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만큼으로 전면 노광(Blank Exposure)했을 때 바로 의 농도가 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화학증폭형 레지스트 중 파라메타가 알려진 경우 값의 크기가 약 0.001 

(mJ/cm2)-1, 는 약 10 mJ/cm2 정도의 값을 가지므로 가 매우 작아서

수학식 (11)과 같은 근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학식(3)과 수학식(9)로부터

수학식(12)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로 전면 노광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

상 후 남아있는 패턴의 경계는 인 부분이고, 이 부분의 는 일반적으로 와 똑같지는 않겠

지만 와 같은 Order의 크기를 가질 것이다.  즉,

수학식(1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수학식(3) 또는 수학식(4)을 근사시킬 때, 와 

가 규격화되어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패턴의 경계(Boundary)에서

이고, 확산거리내에서 Acid의 규격화된 면적평균 는 수학식(10)으로 부터 

수학식(15)으로 표면된다. 여기서 I0 는 공간이미지, 와 은 각각 x0,y0 평면에서 ξη평면으로의 

Fourier Transformation과  ξη 평면에서  각각 x,y 평면으로의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을 나

타내고, x0, y0 는 초기 공간(initial space)이며, x,y는 최종 공간이며, 는 피팅 파라메타. 

상기 수학식(15)은 공간 이미지 빛의 세기 를 Acid 농도 분포 로 변환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기 Acid 농도분포 S는 확산된 공간이미지(I)로 정의한다. 

와 는 모두 규격화되어 있고 또한 선형적인 관계이므로 서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다. 공간 이미

지의 쓰레쉬홀드 모델인 경우 만으로 패턴 사이즈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대신에 수학식(15)의 
를 사용하면 확산과 증폭(Amplification)을 벌써 포함하고 있어 레지스트 프로세스를 근사하고 있으며, 
쓰레쉬홀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리함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확산된 공간 이미지 모델 (DAIM)이란 수학식(15)을 사용하여 패턴닝 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는 

일반 시물레이션 툴을 통해 쉽게 계산되는 값이고,  및 는 각각 Fourier  변환과 역변환이므로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방법에 따라 프로그래밍(Programing)할 수 있으므로 를 매우 쉽
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수학식(15)을 이용하여 를 계산할 때 미지수가 한 개 있는데, 바로 확산 길이(Diffusio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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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이다. DAIM에서는 간단한 실험으로 부터 를 추출하고 이 값을 일반적인 경우까지도 

확장하여 이용하려는 것이다. 즉 를 피팅 파라메타(Fitting Parameter)로 사용한다. 레지스트 프로세
스가  정해지면,  즉  레지스트의  종류,  두께,  소프트  베이크  및  PEB  조건,  그리고  현상 

레시피(Development  Recipe)가  정해지면  가  일정하게  정해질  것이고,  레지스트  프로세스의 

레시피(Recipe)가 다른 경우에는 도 다른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DAIM에서 는 확산 길이이기 보다는 레지스트 프로세스의 레시피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도3은 수학식(15)식을 이용하여 도2에 나타낸 공간 이미지 로 부터 를 계산하여 0.25μm 밀집된 라
인(Dense Lines)(L/S), 격리된 라인(Isolated Line)(I/S), 그리고 격리된 공간(Isolated Space)(I/S)의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도시한  것으로  =0.7μm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컷팅  레벨(Cutting 

Level)을 도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25로 정하면 예측되는 패턴 사이즈는 WL/S 0.16μm, WI/L 0.21μm, 

그리고 WI/S 0.31μm로서 공간 이미지 size와는 약간 다르게 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DAIM을 활용한 몇
가지 예를 보자.

도4는  공간  이미지만으로  패턴  사이즈를  예측한  경우인데,  밀집된  라인(Dense  Lines)(L/S),  격리된 
라인(Isolated Line)(I/S), 그리고 격리된 공간(Isolated Space)(I/S) 패턴의 (a) 0.25μm, (b) 0.20μm 
패턴 크기에 대한 실험과 공간 이미지 사이즈를 비교한 결과이다. 

참고로, 상기 도면과 앞으로 도시되는 도면에서 실선으로 도시된 것이 시물레이션에 의한 패턴이고, ○,

●으로 도시된 것이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실험 결과치이다. 여기서  값은 실제로 측정한 값이 아
니라 0.25 μm 밀집된 라인의 공간 이미지 사이즈가 0.25 μm이 되도록 정한 값이다. 공간 이미지 사이
즈는 (a)에서 보듯이 패턴의 종류가 다른 경우는 물론 한 종류의 패턴에서도 노광에너지 변화에 대한 패
턴 크기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b)에서와 같이 사이즈가 다른 패턴이 동시에 있을 때(
여기에서는 0.25 μm를 기준으로 시물레이션했을 때 0.20 μm에 대한 예측)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
다. 

도5는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턴  사이즈를  예측한  경우인데,  밀집된  라인(L/S),  격리된 
라인(I/S), 그리고 격리된 공간(I/S) 패턴의 (a) 0.25μm, (b) 0.20μm 패턴과 대한 실험치와 공간 이미
지 사이즈를 비교한 결과이다. DAIM인 경우에도 실험값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간 이미지만을 
사용한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DAIM은 패턴의 종류가 밀집된 라인, 격리된 라인, 그리고 격리된공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사이즈가 스
플릿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6 및 도7은 공간 이미지 및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턴 사이즈를 예측하되 레지스트의 소프
트  베이크  조건을  105℃로  한  것이다.  밀집된  라인(Dense  Lines)(L/S),  격리된  라인(Isolated 
Line)(I/S), 그리고 격리된 공간(Isolated Space)(I/S) 패턴의 (a) 0.25μm, (b) 0.20μm Size에 대한 
실험과 공간 이미지 사이즈를 비교한 결과이다.  

도6과 같이 공간 이미지만으로 실험결과를 예측한 것보다 도7과 같이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을 알수 있다. 소프트 베이크 온도조건을 바꾸면 가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레지스트 프로세스의 레시피가 바뀐 경우이므로 DAIM에서는 피팅 파라

메타인 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가지 경우 모두 =0.7μm를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피팅하였고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설명하지
만, 이것이 소프트 베이크 온도를 바꾸어도 Acid의 확산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엄밀하게는 두 경우의 가 다를텐데, 실험결과와 잘 맞는 피팅 값이 모두 0.7 μm 근처라고 생각
해야 될 것이다.

콘택홀 패턴에서 패턴 크기 선형성(Linearity)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사실인데, 이로 
인하여 폴리2 콘택(P2C) 또는 메탈 1 콘택(M1C)처럼 셀(Cell)과 주변(Peripheral)회로 영역에 각각 다른 
사이즈의 콘택 홀을 디파인(Define)할 때 셀을 기준으로 노광하면 주변회로의 콘택 홀은 그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된다. 

도8는 콘택홀의 패턴 크기 선형성을 도시한 그래프 도로서, (a)는 공간 이미지만으로 예상한 크기이고, 
(b)는  DAIM을  사용한  경우이다.  0.225  μm  콘택홀을  바이어스  없이  노광한  경우와  Over나  Under 
Exposure 했을 때, 0.25 μm, 0.275 μm, 그리고 0.30 μm의 마스크 패턴 크기를 갖는 콘택홀의 DI패턴 
크기는 디자인된 크기보다 1.5배 이상으로 커진다.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콘택홀이 한 마스크에 존재하
는 경우에도 DAIM을 사용하면 상대적인 크기는 모두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웨이퍼 상의 패턴 사이즈를 정하면,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스크 패턴 크기를 정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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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진다. 물론 하부층(Underlayer)의 반사율 차이나 토폴로지(Topology)에 의한 영향
은 DAIM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i-line인 경우에 레지스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DUV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지만, 화학
증폭형 레지스트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표현된다. 즉 Acid의 확산 대신에 깨진 PAG의 확

산을 고려하면 되고, 증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i-line의 깨진 PAG의 규격화된 농도를 라고하
면, 수학식(14)의 근사관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수학식(7)로부터

수학식(16)과 같은 간단한 결과를 얻는다. 수학식(16)을 적용할 때도 는 확산 길이의 의미보다는 피
팅 파라메타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도9a,도9c,도9e는 패턴크기를 0.30μm, 0.35μm, 및 0.40μm로 형성할 때 디포커스에  따른 실험 결과치
와 공간이미지에 의해 얻어지는 시물레이션 패턴 크기를 도시하고, 

도9b,도9d,도9f는 패턴크기를 0.30μm, 0.35 μm, 및 0.40μm로 형성할 때 디포커스에 따른 실험 결과치
와 확산된 공간이미지에 의해 얻어지는 시물레이션 패턴 크기를 도시한 것으로, i-line을 이용하여 밀집
된 라인(L/S), 격리된 라인(I/S) 패턴을 디파인할 때 공간이미지만 이용하여 시물레이션 하는 것보다 본 
발명에 의한 DAIM을 적용하여 시물레이션 하는 것이 더욱 우수한 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점선으로 도시된 것이 시물레이션에 의한 패턴이고, ○,●으로 도시된 것이 레지스트 패턴을 형
성한 실험 결과치이다. 

참고로, 도9는 0.35μm 밀집된 라인(L/S)을 비 바이어스(No Bias)가 되도록 노광에너지를 정했을 때 디
포커스(Defocus)에 따른 패턴 선폭 변화를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과 DAIM 시물레이션 결과와 비교한 것
이다. 

이것은 i-line인 경우의 현상 콘트라스트가 DUV인 경우보다 못하여 DAIM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1G DRAM 셀을 디자인할 당시에는 셀 레이아웃 최적화(Cell Layout Optimization)를 공간 이미지만 이용
하였다. 공간 이미지가 패턴 크기와 에너지 레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패턴 크기와 에너지 레벨을 중간정도로 적당히 맞추는 주먹구구식의 방법을 취했는데, 이 방법 이외에는 
OPC를 수행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GD의 소자분리막(ISO)나 저장전극(POLY3)같은 
섬(Island) 패턴의 경우 장축과 단축의 Bias 차이가 중요한 주제(Issue)인데, 레지스트 패턴에서 장단축
의 스페이스(Space) 패턴 크기가 같도록 OPC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 이미지만으로도 마스크 패턴 크기의 장축을 늘려야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레
지스트 패턴을 보면 OPC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축의 스페이스 패턴 크기가 단축의 경우보다 매우 커진
다. 이러한 경험적인 사실을 토대로 마스크 패턴 크기의 장축을 공간 이미지에 의한 보정량보다 약간 더 
크게 늘리는데, 이렇게 늘리는 양은 정량적인 접근이 어려워서 감각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했다. 

즉 보정량을 약간만 늘리면 보정효과가 매우 적고, 반대로 보정량을 많이 늘리면 장축방향의 브릿지를 
우려해야 했다. 그러나 DAIM 방법을 사용하면 시물레이션과 레지스트 패턴 사이의 큰 괴리를 앞에서 살
펴 본대로 상당히 줄여서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후 DAIM 방법을 개발하면서 1GD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결국 1GD의 임계 층(Critical Layer) 
전체에  대하여  DAIM을  적용하여  레이  아웃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소자분리막과  저장전극에서는 

노광조건(Aperture, NA, )에 따른 장단축 바이어스, 셀 블록 에지(Cell Block Edge) 등이 최적화되었
고, 폴리1 콘택과 폴리2 콘택과 폴리3콘택 등과 같은 콘택홀층은 프로세스 마진(Process Margin)의 확보
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특히 폴리2 콘택  층은 콘택홀의 패턴 크기 선형성(Linearity)을 
고려하여 주변회로의 마스크 패턴 크기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폴리1과 폴리2 같은 라인 및 스페이스(Line ＆ Space) 패턴에서는 셀 레이아웃 최적화 뿐만 아니
라  패턴의  연속성(Continuity)이나  브릿지(Bridge),  그리고  셀  주변회로  경계지역의  패턴 
충실도(Fidelity) 등도 최적화의 대상이었다. 1차 최적화 작업에서는 셀 레이아웃 최적화가 가장 큰 목
적이었고 이 목적은 상당히 만족되었다고 판단되며, 2차 최적화 작업에서는 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
지 고려되었다. 이 과정에서 DAIM이 적절히 적용되어 성공적인 OPC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가운
데 DAIM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폴리1의 경우이다.

도10은 임의의 마스크(a)를 이용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할 때 CD SEM 평면도(Top View)(b)에서 5곳의 
브릿지가 발생되지만 공간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시물레이션 하였을 때는 브릿지가 나타나지 않음(c)을 
도시한다. 이때 (d)는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물레이션을 하였을 때 브릿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

즉, 도10은 마스크 레이아웃만으로는 패턴 크기 SEM 평면도에서 보이는 5곳의 브릿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 결과도 브릿지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공간 이미지 시물레이션 결과
는 한 포커스와 한 에너지의 결과인데, 에너지 레벨과 디포커스를 고려해도 실험 결과는 설명할 수 없
다. 

도11은 DAIM을 적용하여 도10의 마스크의 셀 블록 에지부분을 교정(Mask Revision)한 마스크(a)를 이용
하여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할 때 패턴 크기 SEM 평면도(Top View)(b)에서 브지가 발생되지 안는 것을 도
시하며, (c)는 공간 이미지를을 이용하여 시물레이션 하였을 때 도시한 것이며, (d)는 확산된 공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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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용하여 시물레이션을 한 것을 도시한 것이다.

즉, DAIM은 브릿지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뿐아니라 브릿지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도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실제 응용에서의 DAIM의 검증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 후에 DAIM을 이용한 폴리1 
마스크 교정은 도 11에서 보듯이 매우 성공적이다. 

즉, 셀의 패턴 크기는 원래 결과와 같으면서 블록 에지의 브릿지 현상은 완전히 해결된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 룰이다. 교정전에는 디자인 룰이 매우 간단하였으나 DAIM 적
용 후에는 블록 외곽에 간단한 디자인 룰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즉 DAIM을 통한 시물레이션
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OPC를 수행하는데 자동화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발명의 효과

광 리소그라피의 근접효과는 빛의 회절에 기인하는 요소와 레지스트 프로세스에 기인하는 요소로 구분된
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OPC는 리소그라피 공정 전체에 걸친 근접효과의 정정(Correction)을 의미하는
데, 상용화되어 있는 많은 시물레이션 툴에서는 지금까지 공간 이미지 만을 고려하려하였으나 본 발명에 
의한 DAIM은 기존의 공간 이미지 계산에 Fourier 변환(Transformation)이 추가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계
산 속도는 거의 공간 이미지 계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정확도에 있어서는 공간 이미지와는 훨씬 뛰어 
나기 때문에 OPC에 응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DAIM은 다음과 특징이 있다.

1. 레지스트 두께가 매우 얇을 때 잘 맞는 이론이다.

2. 레지스트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Acid 또는 깨진 PAG의 확산이다.

3. 화학증폭형 레지스트에서는 증폭(Amplification)까지 고려된다.

4. 현상공정에서는 비보호 그룹(Deprotection Group)의 농도분포가 일정한 윤곽(Contour)을 따라 현상된
다.

5. DAIM은 수학식적으로 확산 (Gaussian 함수)과 증폭(Gaussian의 적분형)을 나타내는 항으로 연결된 공
간 이미지의 나선(Convolution)으로 표현된다.

상기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과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내에서 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서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있어서,

I 라인용 레지스트 공정에서 노광장비 조건 및 마스크 레이아웃을 입력시켜 공간 이미지(I0)를 구하는 
단계와,

노광공정에서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PEB(Post 
Expose Bake)공정에서 상기 Acid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하여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를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I)는 다음의 수학식을 통하여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
레이션 방법.

여기서  I0 는 공간이미지, 와 은 각각 x0, y0 평면에서 ξη평면으로의 Fourier Transformation

과  ξη 평면에서  각각 x,y 평면으로의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을 나타내고, x0, y0 는 초기 

공간(initial space)이며, x,y는 최종 공간이며, 는 Fitting Parameter.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Acid의 분포
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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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레지스
트 두께를 15000Å이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청구항 5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에 있어서,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를 노광시켜 공간 이미지(I0)를 구하는 단계와,

노광공정에서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PEB(Post 
Expose Bake)공정에서 상기 Acid가 확산되는 것과 증폭되는 것을 고려하여 확산된 공간 이미지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를 쓰레쉬홀드 모델을 적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된 공간이미지(Ι)는 다음의 수학식을 통하여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
물레이션 방법.

여기서, I0 는 공간이미지, 와 은 각각 x0, y0 평면에서 ξη평면으로의 Fourier Transformation

과  ξη 평면에서  각각 x,y 평면으로의 Inverse Fourier Transformation을 나타내고, x0, y0 는 초기 

공간(initial space)이며, x,y는 최종 공간이며, 는 Fitting Parameter.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Acid의 분포
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취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에서 발생되는 Acid의 분포와 상기 공간이미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레지스
트 두께를 15000Å이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소그라피 공정의 시물레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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