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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판 디스플레이(FPD)를 제조하기 위한 노광 시스템은 레티클을 지지하는 레티클 스테이지를 포함한다. 기판 스테이

지는 기판을 지지한다.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기판 상으로 레티클을 촬상한다.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 및 제2

미러를 포함하는 주 미러, 및 보조 미러를 포함한다.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 보조 미러, 및 제2 미러로부터

의 반사에 의해 레티클의 이미지를 기판 상으로 투영할 때, 정렬 및 3차 수차 보정을 위한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수차, 오목 미러, 볼록 미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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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FPD 제조에 사용되는 종래의 2-미러 투영 광학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1b는 FPD 기판 상에 형성되는 레티클 상의 아치형 영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환형 필드 광학 설계 형태의 특징적인 아치형 슬릿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투영 광학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오목 미러 상에서 사용되는 실제 영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새로운 광학 설계 형태에서의 감소된 크기의 미러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보정 렌즈를 가진 본 발명의 투영 광학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광학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광선 추적도.

도 8은 도 7의 광학 시스템의 광학 성능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광학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광선 추적도.

도 10은 도 9의 광학 시스템의 광학 성능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1a: 제1 오목 미러

301b: 제3 오목 미러

302: 제2 미러

303: 레티클

304: 기판

306: 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면적 평판 디스플레이(FPD) 제조시 회로 패턴들을 인쇄하는 데에 사용되는 투영 광학 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광학 디자인 형식에 관한 것이며, 본 발명은 수차 및 배율 보정을 제공하고 

용이하게 FPD의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FPD)의 제조는 컴퓨터 칩들이 생산되는 집적 회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프로

세스와 유사한 제조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노광 시스템이 회로 패턴이 포함된 레티클(reticle)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포토 레지스트가 코팅된 기판을 노광시킨다. 실제 회로는 노광된 기판이 표준 마이크로리소그

래픽 프로세스들을 사용하여 프로세싱된 후에 생성된다. 특정 FPD 디자인에 따라, 이러한 노광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회로 디자인들을 갖는 레티클들을 사용하여 기판 상에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모든 노광 및 마 이크로리소그래픽 

프로세싱 단계들이 완료되어서 원하는 회로 패턴이 생성되었을 때, 기판은 평판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생성하기 위하

여 다른 컴포넌트들과 일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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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D가 1980년대 말부터 생산되어 왔다고 하여도, FPD의 현재 크기에 대한 필요 조건은 대각선의 길이가 42 인치까

지이며, 현재 54 인치 및 60 인치의 FPD가 개발 중에 있다. 이는 투영 광학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광학계에 엄격한 필

요 조건들을 요청한다. 특히, 현존하는 수많은 광학 설계 형식들은, 42 인치 또는 더 크게 FPD 제조 크기가 대형화되

는 경우에는, 광학 제조 및 패키징 견지에서 불합리하게 커지게 된다.

종래에는, 평평한 패널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회로를 리소그래피적으로 인쇄하기 위하여 두 개의 상이한 이미징 프

로세스(imaging processes)가 사용된다. 미국 특허 제5,625,436호, 제5,530,516호, 제4,769,680호 및 제5,710,619

호에서 개시된 리소그래피 도구는, FPD 회로 디자인의 작은 영역의 이미지들을 함께 스티칭(stitching)하여 완전한 

회로(full circuits)를 생성한다. 18인치까지의 수용 가능한 품질 및 비용의 FPD 스크린이 스티칭 이미징 기술을 사용

하여 생산되어 왔지만, 스티칭에 내재하는 에러로 인하여 더 큰 디스플레이 및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품질로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 수율(product yield)이 매우 낮게 된다. 낮은 수율로 인하여, 대형 FPD 텔레비전의 생산 비용은, FPD 

제조자의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수용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레벨이 된다. 그 이외의 스티칭 에러의 결과로서, F

PD 텔레비전의 품질 레벨이 종래의 텔레비전보다 그리 높지 않아서, 사용 자에게 FPD 텔레비전의 높은 비용을 정당

화하지 못했다.

스티칭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완전한 FPD 회로 패턴을 생성하는, 인접하는 작은 이미지들이 서로 정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학 이미징 구성(optical imaging configurations)에는 다수의 패턴 정렬 에러원(sources of patte

rn alignment errors)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러는 다중 렌즈 시스템 및 마스크의 사용을 요구하는 이미징 프로

세스에 관련된다. 오정렬 에러(misalignment errors)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불쾌한 불연속(visually displeasing disc

ontinuities)을 갖는 스크린 상의 이미지 및/또는 FPD 회로에서의 전기적 접속 문제가 발생한다. 스티칭과 연관된 문

제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좋은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FPD 제조자는, 스티칭을 이용하는

임의의 광학 디자인 구성에 비하여 완전한 필드 이미징 또는 스캐닝 시스템을 선호한다.

42인치 완전 필드 스캐너(full field scanners)를 생산하는 것과 양립 가능하고, 1X 또는 몇몇 다른 배율(magnificati

on)로 동작하는, 광학 디자인은 매우 큰 렌즈 및/또는 미러를 요구한다. 42인치 FPD를 인쇄하기 위하여, 리소그래피 

도구는 최소 약 525mm의 슬릿 높이(slit height)를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스크린 치수가 영국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정되는 반면에, 광학 디자인 및 도구 치수화는 보통 미터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유의) 광학 디자인 폼(opti

cal design form)이 텔레센트릭(telecentric)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지름이 525mm 이상이며, 전형적으로 

FPD 제조자가 선호하는 광학 디자인 형태인 1,200mm 이상인 광 학 디자인으로 적어도 하나의 소자가 이루어진다.

1X 굴절 및 반사굴절 디자인 형태(refractive and catadioptric design forms)에 있어서, 최소한 12개의 렌즈 및 미

러 즉, 수십 개의 렌즈 및 미러가 요구된다. 굴절 소자의 색채 수차(chromatic aberration) 및 렌즈 물질에서의 굴절 

동질성(refraction homogeneity)의 인덱스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굴절 소자를 갖는 광학 디자인을 사용하여 42

인치 및 더 큰 FPD 회로를 인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광학 성능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가이다. 광학 디자인

이 색채 수차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더라도, 소스의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 대역폭(usable spectral bandwidth)에 

있어서 실제적의 한계가 있다. 감소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 대역폭으로 인하여,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노광

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광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굴절 및 반사굴절 제조 도구는, 색채 수차의 문제가 없는 

광학 디자인 형태보다, 시간 당 FPD 생산량이 적다. 낮은 생산 속도(lower production rate)로 인하여, FPD 텔레비

전에 대하여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단점 이외에, 굴절 및 대부분의 반사굴절 디자인 형태의 이미지 품질 및 왜곡(distortion)은, 이미지 품질을 열화

시키고 왜곡을 일으키는 렌즈 물질의 비동질성(inhomogeneity)에 의하여 열화된다. 렌즈 물질 비동질성 에러가 글래

스 생산 동안 또는 렌즈 광학 제조 프로세스에서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반면에, 두 방법에 의하면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 광학 디자인에서, 렌즈의 물리적 크기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은 다수의 렌즈를 포함하는 반면에, 

단지 몇 개의 소자를 포함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은 매우 큰 소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든지 간에, 

두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글래스의 총 두께는 수용 가능하지 않은 비동질성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결과적으

로, 굴절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대략 24인치 이상의 FPD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에 대한 광학 디자인 형태는, 제조자

에게 매우 비싸거나, 고품질의 글래스가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다.

1X 배율로 동작하는 굴절 광학 디자인 형태는, FPD 생산을 포함하여 마이크로리소그래피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도 1a에 도시된, 미국 특허 제3,748,015호에 처음 개시된 ASML Micralign 디자인 형태는 32인치 FPD 

제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 1a의 디자인은 두 개의 구면 미러(spherical mirrors), 즉 제1 오목 미러(primary conca

ve mirror; 101), 및 제2 볼록 미러(secondary convex mirror; 102)를 포함한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미

러는 반사기(reflector)로서 2번 사용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망하는 FPD 회로 패턴을 가진 레티클(103)은 광

학 시스템의 광학 축에 벗어나서(off axis) 위치한다. 레티클(103)의 이미지는, 레티클로서 광학 축의 반대 편에 대칭

적으로 위치하는 기판으로 투영된다. 이러한 디자인 형태에서, 두 개의 구면 미러는 환형 필드(annular field)에 비하

여 우수한 이미지 품질 및 낮은 왜곡을 갖도록 구성된다(환형 필드 광학 디자인 개념은 미국 특허 제3,821,763호에 

개시된다). 이 디자인의 수차는, 동심 광학 표면(concentric optical surfaces)을 사용하고, 특정 관련성을 갖는 표면 

곡률 반경(surface radii of curvatures)을 선택하며, 광학 시스템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정렬된 FPD 기판 및 레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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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함으로써 수정된다. 특 히,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의 절반이다. (두 개의 오목 및 하나

의 볼록 미러 대신에 두 개의 볼록 및 하나의 오목 미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유의)

이러한 광학 디자인 원리를 사용하면, 구면 수차(aberrations spherical), 코마(coma) 및 왜곡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수정되는 광학 시스템이 얻어진다. 시스템이 동작하는 개구수(numerical aperture) 및 레티클 크기에 의존하는 양을 

갖는, 이 디자인 형태에서 비점 수차(astigmatism)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 광학 디자인 형태에 있어서 비점 수차가, 

FPD 기판에 대한 생산 속도를 결정하는 사용 가능한 슬릿 폭(slit width)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점 수차를 수정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비점 수차는 동심(concentricity)으로부터 표면의 작은 이탈(deviation)만큼, 또는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에서의 작은 변화만큼 제한된 정도로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형태가 32 인치 FPD를 인쇄하기 위한 광학 성능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42 인치 디스플레이에

통상 필요한 특정 해상도와 오버레이 조건들에 비교할 때 이미지 품질과 왜곡은 거의 향상되지 않는다. 42 인치 디스

플레이에서 상을 표시할 때 비점 수차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슬릿 폭은 제품 생산율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을 적도로 작은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32 인치 디자인을 비례하게 확대하여 42 인치 FPD

를 인쇄하게 되면, 광학 시스템의 미러 중 하나는 직경이 최소 1.2 미터가 된다. 이러한 크기의 미러는, 물리적인 크기

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략 700kg이 나가는 무게 때문에 광학 적으로 제조하기가 힘들며 패키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크기 및 무게의 렌즈를 사용하려면, 장착, 정렬 및 중력에 기인한 왜곡의 문제점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32-인치 FPD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도구에서 가장 큰 미러는 직경이 약 800mm이고 무게가 약 200kg이다.

도 1a에서와 같이 미러를 두개 사용하는 경우, 레티클 상의 아치 형상의 영역이, 도 1b에 나타나 있듯이, FPD 기판 

상에 형성된다. 도 1b에서, A는 검은 슬릿 폭이다. B는 슬릿의 중앙이다. 중앙선 B의 양 측 어느 쪽에서도 광학 성능(

optical performance)은 저하된다. 성능 저하는 보통 중앙선 B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한다. C는 슬릿 높이이다. FPD는 42 인치 내지 60 인치의 대각선 길이를 가진다. 크기 비(길이 대 폭)는 보통 산업 표

준인 16:9이다. FPD의 대각선 길이가 길어지면 슬릿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슬릿 높이의 범위는 대각선 길이 42 인

치를 위한 550mm에서 대각선 길이 60 인치를 위한 775mm이다. 동작 중에, 슬릿은 좌에서 우로 (또는 역으로) 스캔

되어 FPD 회로 패턴을 인쇄한다. 어느 시점이라도, 슬릿에 의해 정의되는 영역만이 FPD 상에서 노출된다.

FPD 기판의 전체 회로 패턴을 촬상(imaging)하기 위해, 아치 형상의 시야가 레티클의 전체 폭에 걸쳐 스캔된다. 이렇

게 해서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된 기판 상에 회로 패턴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아치 형상의 높이는, 42-인치 스크린에 

대해 약 525mm인 FPD 스크린의 수직축과 동일하게 디자인된다. 이에 의해, 회로 패턴의 이미지가 한번의 스캔으로 

기판 상에 형성된다. 42 인치 FPD에 대해 스크린 폭은 약 930mm이다.

아치 표면의 폭은 최적화된 광학 디자인의 잔여 수차(residual aberration)에 의존적이다. 높은 생산율을 달성하기 위

해, 슬릿 폭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슬릿 폭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광자들이 단위 시간 당 포토레지스트에 도달한다. 

단위 시간 당 더욱 많은 광자들은 회로 패턴을 인쇄할 때 노광 시간을 더욱 짧게 하여, 시간 당 더 많은 FPD 기판들이

인쇄되도록 한다. FPD 도구 소스 시스템(FPD tool source system)의 일반적인 전력 레벨에 기초하여, 아치의 폭(ar

cuate width)은 적어도 5mm인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FPD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1X 시스템에서도 잔여 수차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FPD 크기

에 따라 잔여 수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작은 크기로 인해 예전에는 무시될 수 있었던 수차가 광학 디자인 최적화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크기에 도달하였다. 수차 증가는 FPD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관심

의 대상인 수차는 FPD 크기의 제곱, 네제곱 및 여섯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FPD 회로 패턴들을 인쇄할 때 필요한 이미지 품질 및 왜곡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수차의 크기는 허용 

가능한 레벨로 감소시켜야만 한다. 광학 표면 곡률, 표면 형상, 광학 소자 간격(optical element spacing), 틈 정지 위

치(aperture stop loc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로써, 수차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광학 디자

인 분야에 친숙한 사람에게는, 보정될 수 있 는 서로 다른 수차의 개수는, 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개수 

또는 자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원리이다. 예를 들어, 6개의 자유도에 의해 6개의 수차가 보정 

가능하다('보정'은 수차의 크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유도는, 광학 디자인의 1차 디

자인 특성 배율(first order design characteristics magnification), 초점 거리, 후방 작업 거리(back working distan

ce) 등과 같은 다른 측면들을 제어하는데 필요하다. 결국, 1차 디자인 특성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자유도를 고려한 후

에, 원래의 6개 자유도 중 하나 또는 둘만이 수차를 보정하는데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자유도'로 여겨지는

일부 광학 디자인 변수들은 수차의 상대적 크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학계가 6개의 자유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이 변수들 중 4개만이 수차의 크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자유도의 개수는 광학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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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수차 보정의 관점에서, 많은 자유도를 가진 광학 디자인 형태는, 몇 개의 자유도만을 가진 

디자인 형태와 비교할 때, 우수한 광학 성과를 달성한다.

미국 특허 제3,748,015호에 설명된 종래의 2-미러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경우, 9개의 자유도만이 있다. 광학 디자인 

프로세스 동안, 이러한 6개의 자유도 - 대상 평면과 오목 미러(101) 사이의 간격; 오목 미러(101)와 볼록 미러(102)

의 곡률 반경; 오목 미러(101)의 x 및 y 경사; 볼록 미러(102)에 대한 오목 미러(101)의 거리; 볼록 미러(102)의 x 및

y 경사; 및 이미지 평면에 대한 오목 미러(101)의 거리 (구형 미러인 경우, 측면 변위(lateral displacement), 또는 분

산(decenter)이 표면의 기울기와 동등하다.) - 는 개구수, 배율, 초점 거리 및 정렬 관련 에러들을 제어하는데 필요하

다. 세 개의 변수가 빠졌는데, 이는 모든 수차에 더하여 텔레센트리시티(telecentricity)와 같은 다른 광학 성능 조건

을 제어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FPD의 제조를 위해서는, 광학 성능 조건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 비교적 작은 광학계가 사용되고, 모든

중요한 수차를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도를 구비한 광학 디자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당해 기술의 하나 이상의 문제 및 단점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것으로

서, 배율 및 수차 보정이 가능한 대형 투영 광학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레티클을 지지하도록 설치된 레티클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FPD) 제조용

노광 시스템이 제공된다. 기판을 지지하도록 기판 스테이지가 설치된다. 레티클을 기판 상에 촬상하도록 반사 광학 

시스템이 설치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와 제2 미러로 나뉘어지는 주 미러와, 보조 미러를 포함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 보조 미러, 및 제2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하여 레티클의 이미지를 기판 상에 투영할 때 정

렬 및 3차 수차 보정을 위한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로서, FPD 기판을 지지하도록 설치된 기판 스테이지를 포함하는 FPD 제조용 노광 시스템이 

제공된다. FPD 기판 상에 레티클을 촬상하 도록 설치된 반사 광학 시스템은, 만곡된 반사 구성 소자로서 제1 미러, 제

2 미러, 및 보조 미러만을 포함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적어도 14개의 자유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로서, FPD 회로 패턴을 갖는 마스크를 포함하는 FPD 제조용 단위 배율 링필드 광학 시스템(u

nit magnification ringfield optical system)이 제공된다. 기판 상에 마스크의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한 투영 광학 시

스템은 제1 오목 미러, 제2 오목 미러, 및 볼록 미러를 포함한다. 오목 미러의 곡률 중심은 볼록 미러와 일치하며, 볼

록 미러의 중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으로 위치한다.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의 절반이

다. 이러한 설계 형태에서, 미러는 비구면이고, 곡률 중심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보통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의 절반이다. 이러한 반사 광학 시스템 형태는, 상술된 2-비구형 미러 설계 형태보다 자유도가 10 

만큼 더 많다. 이러한 여분의 자유도는, 미국 특허 제3,748,015호의 2-구형 미러 설계에 비하여 투영 광학 성능을 개

선하는 데에 사용 가능하다. 단일의 오목 미러를 두 개의 미러로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분의 자유도는, 광학 시스

템을 사용할 때 배율 및 객체 및/또는 이미지 평면 위치의 조절이 필요할 때 매우 중요하다. 배율 및 객체 및/또는 이

미지의 조절은 또한 원하지 않는 수차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수차는, 오목 미러를 분할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 

이상의 여분의 자유도를 이용함으로써 보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로서, FPD용 회로 패턴을 갖는 마스크를 포함하는 FPD 제조용 유닛 확대 링필드 광학 시스템

이 제공된다. 기판 상에 마스크의 이미 지를 투영하기 위한 투영 광학 시스템은 제1 볼록 미러, 제2 볼록 미러 및 오목

미러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볼록 미러의 곡률 중심은 오목 미러의 곡률 중심과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제1 및 제2 볼

록 미러는 오목 미러의 중심 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으로 위치한다.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은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의 절반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로서, 전자기 방사원(a source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레티클 스테이지 상에 탑재된 

레티클, 및 기판 스테이지 상에 탑재된 기판 상에 레티클을 촬상하도록 설치된 반사 광학 시스템을 포함하는 FPD 제

조용 노광 시스템이 제공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 제2 미러 및 보조 미러를 포함하는 3개의 배율 반사 표

면(powered reflection surface)만을 포함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정렬 및 3차 수차 보정을 위한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과 장점은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장점은 설명에서 특정되는 구조에 의하여 파

악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일반적인 설명과 아래의 상세한 설명은 모두 예시적이며 설명을 위한 것이고 본 발명의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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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들, 수반하는 도면들에 예시된 예들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능하다면 어느 곳에서

나, 서로 다른 도면에서라도 동일한 소자를 지시하기 위해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된다.

도 2는 도 1의 종래의 2-미러 투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여 주 미러(primary mirror; 101)의 단지 작은 부분만이 실

질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미러(101)의 단지 작은 부분만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미러(101)를 2개의 개별적인 

미러들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여기서 개별적인 미러들은 원래 사용될 필요가 있었던 단일 주 미

러보다 더 작다. 주 미러가 2개로 분리된 본 발명에서, 대상(object)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이미지의 특성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광학 시스템들, 특히 대각선이 42 인치 크기 및 그 이상인, 예컨대 54 또는 60 인치 크기인 FPD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들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는, 1X 리소그래피 툴을 위한 새로운 광학 설계 형태가 개시된다. 

새로운 설계 형태는 크기, 무게, 광학적 제조성(optical manufacturability), 기계적 마운팅(mechanical mounting), 

광학 시스템 정렬, 보상 조정 옵션들(compensating adjustment options), 패키징 및 비용에서 종래의 설계보다 이점

을 가진다.

새로운 광학 설계 폼은 비구면의 광학 표면(aspheric optical surfaces)을 사용한다. 비구면의 표면은 종래 기술의 구

면의 표면 광학 설계 폼과 비교할 때 뛰어난 분해능(superior resolution), 광학적 왜곡(optical distortion) 및 텔레센

트리시티(telecentricity)를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설계는 서로 정렬되어 곡률 중심이 거의 일치하도록 된 3개의 미

러 - 2개의 오목 미러와 1개의 볼록 미러 - 를 사용한다. 레티클과 기판은 미러들의 곡률 중심의 위치에서 광학 축에 

수직인 면을 따라서 위치된다. 미러들의 곡률 중심을 실질적으로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3개의 미러 설계는 환상 필드

의 한 위치에서만 정정되는 비점 수차(astigmatism)를 제 외한 모든 3차 수차에 대한 환상 시야(annular field of vie

w)에 대하여 정정된다. 원하는 환상 필드에 대한 3차 비점 수차, 보다 고차의 수차들 및 텔레센트리시티는 비구면의 

표면을 사용할 경우 사용 가능해지는 추가된 자유도를 사용하여 정정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레벨로 수차들을 정정하

기 위해 비구면 성분들(aspheric terms)을 쉽게 당업자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Code 5 TM 또는 Zemax TM 과 같은 

상업적인 광학 설계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다.

미러들에 대한 비구면 성분들의 단지 하나의 집합만이 최적의 광학 성능을 가능하게 하나, 비구면 성분들의 다수의 

조합들이 수용 가능한 광학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개개의 미러의 곡률 반경, 미러들간의 간격(spacing), 동심의 곡률 중심 조건(concentric center of curvature condit

ion)도 또한 비구면 성분들을 계산하기 위한 광학 설계 프로세스 동안에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도를 부가하는 

것은 요구되는 광학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구면 성분들의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비구면 성분들의 숫자

를 감소시키면, 더 많은 광학 제조 회사가 더 낮은 미러 비용을 가지고 미러들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소자(element)와 사용 가능한 설계 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광학 설계 프로세스를 반복한다. 단지 3개의 미러를 사

용하도록 최적화된 설계에 정정기들(correctors)을 추가함으로써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이 시

스템은 중요한 이점을 가지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자유도를 사용하 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만큼 좋은 성능을 얻

지는 못할 것이다.

수차를 정정하기 위하여 곡률 중심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1-2 mm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록 추가적인 수

차들을 정정하기 위하여 1-2 mm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오목 미러들은 볼록 미러의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적으

로 위치된다.

또한, 오목 미러들 중 하나의 곡률 반경을 약간 변경함으로써, 분해능 요구조건이 원하는 시야에 걸쳐서 얻어지는 것

이 가능하게 하는 Petzval 곡률 레벨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하면서도 5차 비점 수차(fifth order astigmatism)를 정정

할 수 있다.

새로운 광학 디자인 형태들(optical design forms)은 모든 필드(field)의 스캐닝을 위하여 종래의 디자인 형태에 비해

적어도 10개의 여분의 자유도(extra degrees of freedom)를 갖는다. 여분의 자유도는 코팅 에러, 중력에 의해 야기

된 광학계(optics)의 왜곡, 광학 마운트에서 야기되는 왜곡(optic mount-induced distortion) 등의 시스템 내의 다른 

에러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원한다면, 여분의 자유도는 광학 시스템(optical system)의 구성 요소의 몇

몇 광학적 사양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비구면(asphere)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임의의 표면 형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짝수차 또는 홀수차의 고

차 다항식이 사용된다. 다음 수학식은 비 구면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짝수차의 고차 다항식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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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에서, z는 기본 구면 표면 화살표(base spherical surface sagittal)로부터 비구면 표면까지의 거리이고, 

C는 구면 표면의 곡률 반경의 역수이며, y는 표면 상의 위치이고, K는 일반적으로 원추 상수(conic constant)라고 하

는 비구면 거리 성분(aspheric departure term)이며, A, B, C, D는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각 고차성분의 계수라 한다.

상기 수학식은 '짝수차' 고차 다항식의 예이다. 광학 디자인 프로세스 동안 디자인 가변 자유도인 미러 표면의 곡률 반

경에 더하여, 짝수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각 표면은 부가된 자유도 K, A, B, C, D 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여분의 자

유도를 가짐으로써, 미국 특허 제3,748,015호에 설명된 1X 광학 디자인 형태에서는 수차(aberration)가 보다 교정될

수 있다.

디자인에 사용되는 비구면 성분의 수는 수용 가능한 광학 디자인 오차(acceptable optical design residual)에 의존

한다. 원추 상수 K 및 4개의 고차 비구면 계수 A, B, C, 및 D에 의해, 원하는 물체 및 이미지 위치, 배율(magnificatio

n), 및 아치형 슬릿 폭으로 42인치 FPD 회로를 인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투영 광학계(projection optics)로서 만족

스러운 성능을 갖게 된다.

2개의 오목 미러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종래 기술로는 불가 능한 시스템 배율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 디자인 형태에 있어서, 오목 미러 및 볼록 미러의 곡률 중심은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일

반적으로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의 반이다. 변수인 각 미러의 곡률 반경에 추가하여, 미국 특허 제3,748,015호의 2개

미러를 갖는 디자인(two-mirror design)에서와 같이 투영 광학계 광학 디자인(projection optics optical design)에 

있어서, 비구면 구성 요소가 오목 미러에 추가될 수 있다. 다른 형태 및 종류의 비구면이 각 표면에 추가될 수 있다. 각

반사면에 추가된 각 비구면 성분은 또 다른 광학 디자인 변수이다. 그 결과, 광학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오목 표면에 5

개의 추가적인 변수를 무리 없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자인에 사용되는 비구면 성분의 수는 수용 가능한 광학 

디자인 오차에 의존한다. 원추 상수 및 4개의 고차 비구면 계수는 42인치 FPD 회로를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투영 광

학 시스템으로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갖게 한다. 곡률 반경, 비구면 표면, 간격(spacing), 및 경사(tilt)를 조합하여 원

하는 물체 및 이미지 위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의 수차의 교정 및 배율을 가능하게 한다.

종래에는 32인치 FPD는 직경 800mm의 구면 미러를 사용한 리소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인쇄되었다. 새로운 광학 디

자인 형태에 의하면 직경 800mm의 미러를 사용하여 42인치 FPD를 인쇄할 수 있다.

새로운 베이스라인 디자인은 훨씬 작은 미러를 사용하면서도, 32인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한 현재의 2개 미러

를 갖는 디자인과 같은 광학 성능을 갖는다. 미러 크기는 42인치 FPD를 인쇄하기 위한 리소그래픽 툴에 있어서 중요

한 사항이 다. 2개 미러를 갖는 디자인은 시스템의 미러 중 하나가 1.1미터보다 클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본 발명

에 따른 3개의 미러를 갖는 디자인은 최대 약 750mm의 크기를 갖는다(그리고, 대각선이 54 및 64인치인 FPD에 대

해 대략 선형적으로 비례함).

따라서,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FPD)를 제조하기 위한 1X 리소그래픽 노광 시스템은 레티클을 지지하는 레티클 스테

이지(reticle stage)를 포함한다. 기판 스테이지는 기판을 지탱하고, 그 기판 상에 FPD 회로 패턴이 인쇄된다. 다수의

자유도를 갖는 반사 광학 시스템은 기판 상에 레티클을 촬상(imaging)한다. 반사 광학 시스템은 오목한 주 미러(prim

ary mirror), 볼록한 보조 미러(secondary mirror), 및 오목한 제3 미러(tertiary mirror)를 포함하고, 이 미러들 중 

하나 이상은 비구면 표면을 갖는다.

베이스라인 디자인 형식에서, 두 오목 미러는 곡률 반경 및 대체로 동일한 비구면형 프로파일(aspheric profile)을 갖

고,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명목상 오목 미러의 1/2이고, 모든 미러의 곡률 중심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도 3은 이

러한 광학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정확한 곡률 반경 및 미러 표면 상의 비구면 표면 형식은 조작 슬릿 너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광학 성능 및 FPD 레티클 크기(FPD reticle size)에 의존한다. 비구면 표면을 광학 디자인에 추가하는 장점

은 광학 디자인 프로세스 동안 사용 가능한 자유도의 수의 증가로 나타난다.

본 발명은 종래 광학 디자인에서 단일 오목 미러였던 것을 두 개의 미러로 분할함으로써 작용한다. 도 3은 이것이 어

떻게 구현되고, 종래의 디자인에서 보다 작은 미러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도시한다.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큰 오목 

구형 미러를 두 개의 미러(301a, 301b)로 분할함으로써, 광학 디자인에서 미러(301a, 301b)의 크기는 상당히 감소한

다. 하나의 광학 표면을 두 개로 분할하고 구성 요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광학적 제작, 리소그래피 도구 크기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광학 시스템 정렬 에러를 더 탄력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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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투영 광학 시스템(projection optical system)은 제1 오목 미러(301a), 제2 (볼

록) 미러(302) 및 제3 오목 미러(301b)를 포함한다. 레티클(303)은 축에 벗어나서(즉, 축(306)에서 벗어나서) 위치한

다. 레티클(303)의 이미지는 기판(304)에 투영된다.

도 3에 도시된 시스템에서, 오목 미러(301a, 301b)는 비구면이고, 제2 미러(302)의 중심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위치

한다.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오목 미러(301a, 301b)는 일반적으로 같은 곡률 반경을 갖는다. 제2 미러(

302)의 곡률 반경은 오목 미러(301a, 301b)의 곡률 반경의 약 1/2이다.

도 3의 구성은 등가적 단위 배율 시스템들(equivalent unit magnification systems)에서보다 작은 미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미러(301a, 301b)는 단일의 큰 오목 미러를 대체한다. 오목 미러(301a, 301b)의 곡률 중심은 이동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의의 배율 조정, 부차적인 광학 제조 에러, 코팅 에러 또는 마운트 유발 에러에서 기인하는 수차

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추가적 수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적 자유도의 가용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 1a의 디자인 형태보다 뛰어난 광학 성능을 갖는 상기 비구면 방정식에 기 초한 디자인 구성에 더하여, 도 3에서의 

디자인 형태는 도 1a에서의 오목 미러보다 두 오목 미러 모두 크기 및 무게에 있어서 작다고 하는 추가적 이점을 가진

다. 더 작은 미러의 이점은 광학 제조 비용의 감소, 중력에 의하여 유발되는 미러 표면 형태에 대한 불필요한 왜곡 및 

리소그래픽 도구에서의 더 용이한 마운트(mount)를 포함한다.

도 4는 오목 미러 상에서 사용되는 실제적 영역을 도시하고, 두 오목 미러(301a, 301b)가 왜 단일 오목 미러를 대체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각각의 자유도에 대하여, 수차가 보정될 수 있다. 디자인에서 비구면 표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구면 성분

들의 수 또는 미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광학 디자인 및 정렬 동안 사용 가능한 자유도의 수와 직접 연관된다.

또한, 미러(301a, 301b)의 비구면화(aspherization)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볼록 미러(302)는 윤을 내는 경우, 일정 

정도의 비점 수차(astigmatism)를 갖는다. 비점 수차의 반대적인 크기를 도입하여, 모든 비점 수차를 상쇄하도록 오

목 미러(301a, 301b)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오목 미러(301a, 301b) 중 단 하나만 의도적으로 정렬되

지 않게 하여, 제조 에러에 따른 비점 수차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도 3의 3 미러 디자인을 사용하면

, 2 미러 디자인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중력 유발 왜곡들(gravity-induced distortions)을 교정할 수 있다.

미러(301a, 301b) 외에, 제2 미러(302)도 또한 비구면일 수 있다.

광학 제조 측면에서, 더 작은 미러(301a, 301b)는 도 1a의 단일 대형 미러 설계에 비하여 더 중요한 장점들을 갖는다.

기판 가격은 취급, 설치, 제조 시간으로 인하여 기판의 전체 부피 및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생성, 그라인딩(grinding), 폴리싱(polish)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데, 이는 기판이 작을수록 전체 표면 영역이 더 적기 

때문이다.

또, 미러의 크기 및 무게는 표준 상업 광학 제조 설비(standard commercial optical manufacturing equipment)에 

호환이 가능하다.

리소그래피 툴에 있어서, 감소된 미러 크기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인하여, 보다 쉬운 마운팅, 더 작은 중력 유발 왜곡(g

ravity induced distortion), 더 작은 조정 메커니즘(adjustment mechanism) 요건이 가능하다.

오목 미러를 2개의 미러(301a, 301b)로 분할하고 비구면 표면을 갖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에는, 

시스템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3개의 미러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2-미러 설계에 

있어서, 초점 거리를 조정함으로 인해 구면 수차(spherical aberration)가 생긴다. 하지만, 3-미러 설계에 있어서, 2

개의 미러 사이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구면 수차는 초점 거리 변화를 준 이후에 제거될 수 있다.

만약 광학 코팅 공정으로 인해 구면 수차 및/또는 비점 수차(astigmatism)가 생긴다면, 미러(301a, 301b)의 간격 재

조정 및 틸팅(tilting)은 이러한 에러들을 교정할 것이다.

임의의 미러에서의 열 부하(thermal load)가 작은 차수의 수차로 미러 표면 이 뒤틀리게 한다면, 간격조정 및 틸팅 변

화는 그 에러를 교정할 수 있다.

2-미러 시스템에서의 배율은 레티클 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수차를 생기게 한다. 미러의 

간격 재조정은 대부분의 파면 수차들(wavefront aberrations)을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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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마운트가 유발하는 표면 특성 에러는 그것이 낮은 차수의 수차일 경우 대부분 교정이 가능하다.

미러의 곡률 반경이 잘못되도록 만드는 광학 제조 에러는 3개의 미러 사이의 간격 변화에 의하여 대부분 보상이 가능

하다.

만약 큰 슬릿 폭이 요구됨으로 인해 굴절 또는 반사 교정기(corrector)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업자에게 자명하겠

지만, 상업적 광학 디자인 프로그램이 광학 사양(optical prescription)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교정기에 

대한 굴곡 반경 및 비구면 계수(aspheric coefficient)의 많은 조합이 수용 가능한 광학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

라서, 굴절 교정기 렌즈들은 마스크와 주 미러 및/또는 제3 미러 및 포토레지스트 코팅된 기판 사이에 부가될 수 있다.

이러한 교정기로 인해, 당업자에게 자명하듯이, 2개의 비구면 미러 설계에 비하여 더 좋은 이미지 품질 및 왜곡과, 넓

은 동작 슬릿을 얻을 수 있다.

교정기는, 비네팅(vignetting)(이미지 가장자리로의 이미지의 점차적인 흐려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레티클과 주 

미러 또는 제3 미러와 기판 사이의 임의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정기의 최선의 위치

는 광학 시스템의 기계적 포장을 감안할 때 레티클 및 기판에 가까운 곳이다. 베이스 라인 설계 형태에 있어서, 2개의 

오목 미러는 대체로 동일한 굴곡 반경과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가지며, 볼록 미러의 굴곡 반경은 오목 미러의 굴곡 반

경의 1/2이고, 모든 미러들의 굴곡 중심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굴절 교정기 렌즈는 평탄 및 평행 표면의 형태를 가

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표면은 평탄하고 다른 표면은 그 평탄 표면에 부가된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비구면 표면, 메니스커스(meniscus) 렌즈, 양면 또는 한면이 비구면 표면을 갖는 메니스커스 렌즈일 수도 있다.

레티클 및 기판 측에서의 교정기 소자는 대체로 동일한 광학 디자인 사양(optical design prescription)을 갖는다. 교

정기 소자의 정확한 광학 사양은 레티클 크기, 동작 파장, 광학 해상도 및 왜곡 조건에 의존한다.

도 5는 도 3의 시스템의 수정된 형태를 도시한다. 도 5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얇고 평탄한 유리판(505, 506)

이 레티클(303) 근방 및/또는 기판(304) 근방에 추가될 수 있다. 유리판(505, 506)의 두께는 통상적으로, (FDP 크기

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42인치 FPD 제조 시스템에 대하여 5-10mm 정도이다. 유리판(505, 506)은, 당업자에게 자

명하듯이, 광학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수차들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유리판(505, 506)의 두께는 전반적

인 시스템 디자인과, 교정되어야 할 수차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부가적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차를 보다 더 교정하기 위하여 메니스커스 렌즈(508, 507)를 사용할 수 있다

. 메니스커스 렌즈(508, 507)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될 수 있으며, 유리판(505, 506)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메니

스커스 렌즈(508, 507)는 42인치 FPD 제조 시스템에서 대략 1-2cm 정도의 두께(즉, 525mm 정도의 직경)를 갖는다

.

반사형 교정기 미러들은 또한, 마스크 및 제1 미러 및/또는 제3 미러 중 하나 또는 모두와 포토레지스트 코팅된 기판 

사이에 추가될 수 있다. 교정기들은 비네팅(vignetting)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레티클 및 제1 미러 또는 제3 미러와 기

판 사이의 임의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그러나 교정기의 가장 좋은 위치는 광학계의 기계적인 패키

징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정도로 레티클 및 기판에 가까운 위치이다. 이들 교정기는 3개의 비구면 미러 디자인에 비하

여 더 나은 이미지 품질 및 왜곡, 그리고 더 넓은 동작 슬릿을 도모한다.

도 6은 이러한 광학 설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 설계 형태에 있어서 두 개의 오목 미러는 대체로 동일한 곡률

반경 및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가지며,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대체로 오목 미러들의 곡률 반경의 절반이며, 모든 미

러들의 곡률 중심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반사 교정기들은 원하는 비구면 사양(prescription)이 부가되는 평탄한 표

면을 갖는다. 레티클 및 기판 면들 위의 교정기 소자들은 대체로 동일한 광학 디자인 사양을 갖는다. 교정기 소자에 대

한 정확한 광학 사양은 레티클 크기, 동작 파장 및 광학 해상도 및 왜곡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도 6에 도시된 바처럼, 명목상 평탄한 미러들(610, 609)은 반사 교정기들로서 사용될 수 있다. 미러들(609, 610)은 

비구면성을 가지며, 자신들의 비구면성에 일관되도록 45도 또는 다른 각도로 지향될 수 있다. 미러(609)나 미러(610)

중 하나, 또는 이들 모두가 사용될 수 있다. 대신, 미러(609)나 미러(610) 중 하나, 또 는 이들 모두는 배율 미러(powe

red mirror)일 수 있다.

두 가지 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도록 할 것이지만, 광학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무

한한 수의 예가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업자는 본 발명이 컴퓨터 및 공지된 광학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는 이하의 광학 사양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1

이하의 표는 예 1에 대한 예시 광학 사양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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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광학 설계 예시 #1 (축소된 체적에 대하여 최적화됨)

표면 반경(mm) 거리(mm) 재질 윈추 상수
비구면 계수

Y 4 Y 6 Y 8 Y 10

물체 ∞ 228.3 공기 0.0 0.0 0.0 0.0 0.0

L1 -460.7 30.0 용융 실리카 0.0
2.1201

x 10 -9

3.8746

x10 -14

-3.5049

x 10 -19

1.333

x 10 -24

L2 -687.3 1583.3 공기 0.0 0.0 0.0 0.0 0.0

M1 -1186.8 -721.8 반사 -0.9452
-1.1717

x 10 -11

-2.2769

x 10 -19

1.7648

x 10 -24

-1.0603

x 10 -30

M2 1065.0 721.8 반사 -0.3065
6.6519

x 10 -11

1.4057

x 10 -21

5.6254

x 10 -21

-1.3690

x 10 -25

M3 -1186.8 -1583.3 반사 -0.9452
-1.1717

x 10 -11

-2.2769

x 10 -19

1.7648

x 10 -24

-1.0603

x 10 -30

L3 -687.3 -30.0 용융 실리카 0.0 0.0 0.0 0.0 0.0

L4 -460.7 -228.3 공기 0.0
2.1201

x 10 -9

3.8746

x 10 -14

-3.5049

x 10 -19

1.1333

x 10 -24

이미지

도 7은 광선 추적(ray tracing) 도표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 8은 예 1의 광학계의 광학적 성능을 그래프의 형태로 도

시하고 있다.

예 2

이하의 표는 반사 교정기 소자들을 이용하는 예 2에 대한 예시적인 광학 사양을 제시한다.

1X 광학 설계 예시 #2 (최대 슬릿 폭에 대하여 최적화됨)

표면 반경(mm) 거리(mm) 재질 윈추 상수
비구면 계수

Y 4 Y 6 Y 8 Y 10

물체 ∞ 420.531 공기 0.0 0.0 0.0 0.0 0.0

L1 -207,468.9 30.0 용융 실리카 0.0
1.2258

x 10 -9

-1.0071

x 10 -15

5.7191

x 10 -22

2.3165

x 10 -28

L2 -161,733.8 2,049.470 공기 0.0
1.1629

x 10 -9

-6.9811

x 10 -15

1.2524

x 10 -22
0.0

M1 -2,481.5 -1,171.368 반사 0.0
8.4439

x 10 -13

-6.9104

x 10 -21

3.5714

x 10 -26
0.0

M2 1065.0 1.171.368 반사 0.0
2.4939

x 10 -12

-3.0738

x 10 -17

1.8895

x 10 -21

-3.2975

x 10 -26

M3 -2,481.5 -2,049.470 반사 0.0
8.4439

x 10 -13

-6.9104

x 10 -21

3.5714

x 10 -26
0.0

L3 -161,733.8 -30.0 용융 실리카 0.0
1.1629

x 10 -9

-6.9811

x 10 -15

1.2524

x 10 -22
0.0

L4 -207,468.9 -420.531 공기 0.0
1.2258

x 10 -9

-1.0071

x 10 -15

5.7191

x 10 -22

2.3165

x 10 -28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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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광선 추적 도표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 10은 예 2의 광학 시스템의 광학적 성능을 그래프의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1X 광학 설계 형태로 달성할 수 있는 광학적 성능의 예시

설계 개구수
사용 가능 슬릿 

폭(mm)

파면 품질(λ r

ms)
왜곡(㎛) 텔레센트리시티(mrad) 설명

요건 >0.10 >9.0 <0.07 <0.6 <0.4

예 1 0.12 10.0 0.07 0.01 0.2
축소된 시스템 체적에 대하여 

최적화된 설계

예 2 0.12 120.0 0.07
가장 넓은 슬릿 폭에 대하여 

최적화된 설계

이하의 표는 비구면 표면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광학적 성능의 개선을 나타낸 것이다.

1X 광학 설계 형태에서 비구면 표면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광학적 성능 개선

설계 개구수
사용 가능 슬

릿 폭(mm)

파면 품질(

λ rms)
왜곡(㎛) 텔레센트리시티(mrad) 설명

요건 >0.10 >9.0 <0.07 <0.6 <0.4 이하 * 참조

예 1(비구면 표

면들을 가짐)
0.12 10.0 0.07 0.01 0.2

예 2(구면 표면

들만을 이용)
0.12 0.0 0.37 0.01 50.0

본 설계는 FPD들에 대한 

필요한 피처 사이즈를 인

쇄할 수 없음

* 가능한 2.5 ㎛ 피처에 일관되는 요건들은 약 ±10 ㎛의 초점 깊이 상에서 k 1 =0.7으로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게 하는 것이다. k 1 은 마이크로리소그래피에서 공정 의존적인 계수이다.

정확한 광학 설계는 FPD 크기에 따라 달라짐에 주목하여야 한다. 달리 말해서, FPD가 두 배만큼 클 것을 원하는 경

우, 원래의 설계 파라미터 모두를 단순히 두 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은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발명의 취지 및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그 형

태 및 세부 사항에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폭 및 범위는 앞서 설명한 예

시적인 실시예들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한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하의 청구 범위 및 그 균등 범위에 따라서만 정의

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광학 디자인 형태로, 수차 및 배율 보정을 제공하고 용이하게 FPD의 생산 속도

를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판 표시 장치(FPD; flat panel display)를 제조하는 노광 시스템(exposure system)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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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클을 지지하기 위한 레티클 스테이지와,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기판 스테이지와,

상기 레티클을 상기 기판에 촬상(imaging)하기 위한 반사형 광학 시스템(reflective optical system)을 포함하고,

상기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와 제2 미러를 포함하는 주 미러와, 보조 미러를 포함하며,

상기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상기 제1 미러, 상기 보조 미러(secondary mirror), 및 상기 제2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

해 상기 레트클의 이미지를 상기 기판으로 투영시킬 때, 수차(aberration)의 정정(correction) 및 정렬(alignment)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1X 배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1X와 10X 사이의 배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미러는 비구면형(aspher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는 오목하고, 상기 보조 미러는 볼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보조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광학 시스템은 적어도 14의 자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미러의 곡률 반경은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반경의 대략 절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미러와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중심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

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 시스템은 42인치 FPD의 제조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 시스템은 54인치 FPD의 제조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 시스템은 60인치 FPD의 제조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 시스템은 대략 대각선이 40 인치 및 60 인치 사이의 FPD의 제조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노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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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중심은 미세한 배율 조정(fine magnification adjustment)이 가능하도

록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중심은 배율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차를 최소화하도록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중심은 부차적인 광학 제조(residual optical manufacturing), 코팅(co

ating) 및 마운트(mount)로 인한 에러들 중 어느 하나를 정정하도록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

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곡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과 상기 제1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 유리판은 광학 유리, 용융 실리카(fused silica) 및 광학 결정 재료 중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은 구면형 프로파일, 비구면형 프로파일, 평면 및 구면, 두개의 구면, 구면 및 비구면, 

두개의 비구면 중 어느 하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 및 비구면 중 어느 하나는 오목한 곡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구면 및 비구면 중 어느 하나는 볼록한 곡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제2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은 구면형 프로파일, 비구면형 프로파일, 평면 및 구면, 두개의 구면, 구면 및 비구면, 

두개의 비구면 중 어느 하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평행 유리판은 잔여 수차들(residual aberrations)을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

템.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과 상기 제1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제1 평행 유리판과, 상기 기판과 상기 제2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제2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유리판은 구면형 프로파일, 비구면형 프로파일, 평면 및 구면, 두개의 구면, 구면 

및 비구면, 두개의 비구면 중 어느 하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과 상기 제1 오목 미러 사이 및 상기 유리판 부근에 메니스커스 렌즈(meniscus lens)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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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메니스커스 렌즈는 표면의 한쪽 또는 양쪽에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부근에, 상기 레티클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미러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부근에, 상기 기판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비구면 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형 프로파일은 수직 및 수평 축에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부근에, 상기 레티클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제1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제1 미러와, 상기 기판 부근에, 상기 기판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제2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제2 미러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부근에, 상기 레티클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배율 미러(power

ed mirr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부근에, 상기 기판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배율 미러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부근에, 상기 레티클에 비스듬히 배치되는 제1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제1 배율 미

러와, 상기 기판 부근에, 상기 기판에 비스 듬히 배치되는 제2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제2 배율 미러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3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광 시스템은 단위 배율(unit magnification)을 갖는 환형 광학 시스템(annular optical syste

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는 상기 보조 미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곡률 중심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미러는 상기 보조 미러의 중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2.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Flat Panel Displays; FPD)를 제조하기 위한 노광 시스템에 있어서,

FPD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기판 스테이지; 및

상기 FPD 기판 상으로 레티클을 촬상하기 위한 반사 광학 시스템 -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제1 미러, 제2 미러, 및 

제3 미러를 배율 반사 소자(powered reflective element)로서 구비함 - 을 포함하고,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상기 제1 미러, 제2 미러, 및 제3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상기 FPD 기판 상으로 상기 레

티클의 이미지를 투영할 때, 최소한 14 자 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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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1X 배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미러는 비구면형(aspher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미러의 곡률 반경은 상기 제1 미러 및 제3 미러의 곡률 반경의 약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49.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정렬 및 3차 수차 보정(correction of third order aberrations)에 대해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0.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정렬 및 수차 보정에 대해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1.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미러의 곡률 중심은 미세 배율 조정(fine magnification adjustment)을 제공하고 

배율 조정에 기인한 상기 수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2.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미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곡률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및 상기 기판 중 적어도 하나 부근에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은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및 상기 제1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제1 평행 유리판과, 상기 기판 및 상기 제

3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제2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 근처에, 상기 유리판 및 상기 제1 미러 사이에 메니스커스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메니스커스 렌즈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및 상기 기판 중 적어도 하나의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

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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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레티클 및 상기 기판 중 적어도 하나의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

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배율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0.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FPD)를 제조하기 위한 단위 배율 환형 광학 시스템(unit magnification annular optical syste

m)에 있어서,

FPD 회로 패턴을 갖는 마스크; 및

상기 마스크의 이미지를 기판 상으로 투영하기 위한 투영 광학 시스템 -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은 제1 오목 미러, 제2

오목 미러 및 볼록 미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오목 미러는 상기 볼록 미러의 곡률 중심과 실질적으로 일치하

며, 상기 제1 및 제2 오목 미러는 상기 볼록 미러의 중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임 - 을 포함하고,

상기 볼록 미러의 곡률 반경은 상기 오목 미러들의 곡률 반경의 약 1/2이고, 상기 제1 오목 미러, 상기 볼록 미러 및 

상기 제2 오목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상기 마스크의 이미지를 상기 기판 상으로 투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목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오목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볼록 미러는 비구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4.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적어도 14 자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5.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미러의 곡률 반경은 상기 제1 및 제2 미러의 곡률 반경의 약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6.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및 상기 제1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은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8.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및 상기 제2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평행 유리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은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0.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판에 근처에, 상기 유리판 및 상기 제1 오목 미러 사이에 광학적으로 정렬된 메니스커스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메니스커스 렌즈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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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대략 평면인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4.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배율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5.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근방에, 상기 시스템의 광축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배치되는 비구면형 프로파일을 갖는 

배율 미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6.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FPD)를 제조하기 위한 단위 배율 환형 광학 시스템에 있어서,

FPD 회로 패턴을 갖는 마스크; 및

상기 마스크의 이미지를 기판 상으로 투영하기 위한 투영 광학 시스템 - 상기 투영 광학 시스템은 제1 볼록 미러, 제2

볼록 미러 및 오목 미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볼록 미러의 곡률 중심은 상기 오목 미러의 곡률 중심과 실질적

으로 일치하며, 상기 제1 및 제2 볼록 미러는 상기 오목 미러의 중심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임 - 을 포함하고,

상기 오목 미러의 곡률 반경은 상기 볼록 미러들의 곡률 반경의 약 1/2이고, 상기 제1 볼록 미러, 상기 오목 미러 및 

상기 제2 볼록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상기 마스크의 이미지를 상기 기판 상으로 투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스템.

청구항 77.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FPD)를 제조하기 위한 노광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기 방사원(a source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레티클 스테이지;

상기 레티클 스테이지 상에 탑재된 레티클;

기판 스테이지; 및

상기 기판 스테이지 상에 탑재된 기판 상으로 상기 레티클을 촬상하기 위한 반사 광학 시스템 - 상기 반사 광학 시스

템은 제1 미러, 제2 미러 및 보조 미러를 포함하는 단지 3개의 배율 반사 표면들(powered reflective surfaces)을 포

함함 -

을 포함하고,

상기 반사 광학 시스템은 상기 제1 미러, 상기 보조 미러 및 상기 제2 미러로부터의 반사에 의해 상기 레티클의 이미

지를 상기 기판 상으로 투영시킬 때 정렬 및 3차 수차 보정에 대해 충분한 자유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시

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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