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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beam optic analysis algorithm for simulating the
e-beam behavior concerned with electrostatic lenses and their focal properties in the micro-column of the multi-beam
lithography system. The electrostatic lens consists of an array of electrodes held at different potentials. The electrostatic
lens, the so-called einzel lens, which is composed of three electrodes, is used to focus the electron beam by adjusting
the voltages of the electrodes. The optics of an electron beam penetrating a region of an electric field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light optics. The electron is accelerated or decelerated, and the trajectory depends on the angle of incidence
with respect to the equi-potential surfaces of the field. The performance parameters, such as the working distances and
the beam diameters are obtained by the computational simulations as a function of the focusing voltages of the einzel
lens electrodes. Based on the developed simulation algorithm, the high performance of the micro-column can be achieved
through optimized control of the einz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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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미세 가공 기술은 빛과 전자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초미세 부품 생산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기술은 나노정밀도를 구

현할 수 있는 고도의 가공기술의 개발이다. 

초미세 가공 기술 중 전자빔 리소그래피(electron-

beam lithography) 기술은 가장 실용적인 차세대 초미

세 가공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빔을 이용한 초미세 가공기술은 영국의 물리학

자 톰슨(J. J. Thompson)이 1989년 전자의 실체를 확

인한 이후 진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하

였다. 기존의 고에너지 방식의 리소그래피 기술은 낮은

에너지 효율이나 생산성(throughput)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빔 기술을 초미세 부품생산에 확대 적용하

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저에너지, 소형화의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세

이다[1]. 

Fig. 1(a)와 같이 기존의 단일 컬럼의 단일 빔을 이용

하는 기술을 Fig. 1(b)와 같이 다중 컬럼의 다중 빔

(multi beam)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대 연구 개발되고

있다. 1994년 미국의 IBM 연구소는 1keV 이하의 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컬럼 개발에 성공하였으

며, AT&T Bell 연구소와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중 마이크로 컬

럼을 이용한 다중 전자빔 가공 기술은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여 개발이 용이하며, 고효율,

고생산성(high throughput)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2].

다중빔 리소그래피는 대상물(substrate)을 빠르게 노

광(exposure)하기 위하여 다수의 초소형 칼럼을 피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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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마스크 없이

(maskless) 직접 노광(direct writing)하여 패턴을 가공

하는 단순한 생산 공정으로 초미세 부품의 생산 원가

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가공을 진행함으

로써 고생산성의 다중 전자빔 장비를 실현할 수 있다.

다중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성하기 위하여 초

소형 전자 컬럼(micro-column)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

이크로 컬럼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전자빔의 거동에 대한 광학적 해석 기술과 전

자 렌즈에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 가공 물체와 전자 렌

즈 사이의 거리(working distance) 등 여러가지 설계

변수들의 최적화가 요구된다[3].

본 연구는 다중 전자빔 리소그래피용 마이크로 칼럼

의 설계를 위하여 전자빔의 광학적 특성을 해석하고,

마이크로 칼럼의 렌즈 설계 및 전자빔 거동의 예측을

위한 빔 광학 전산모사(simulation)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된 전산 모사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전자빔 리

소그래피 공정의 성능을 예측하고, 마이크로 컬럼의 설

계 및 성능 최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빔 사이즈 수십

nm 급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계 렌즈, 전자빔의 궤적

등 제어계 모형을 구축하고, 각 부품이 이루는 기하학

적 구조 등의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인 목표는 미세 전자빔 거동 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초

미세 가공용 멀티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치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2. 전자빔 광학 해석
 

2.1. 전자 렌즈에 의한 전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컬럼의

기본적인 구조는 전자방출원(e-beam gun, tip)과 전자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컬럼의 최상단에 위치한 전자 방출원으로부터 전자

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는 각각 3개의 전극(electrode)

으로 구성된 소스 렌즈(source lens)와 아인젤 렌즈(ein-

zel lens)를 지나 공작물(object)에 도달하게 된다 [4].

소스 렌즈는 전자 방출팁으로부터 전자를 방출시키

고, 조리개(limiting aperture)로 전자를 제한하는 역할

을 한다[5]. 아인젤 렌즈는 소스 렌즈를 지나 산란되어

있는 전자들을 초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전기력(electric force)이 영향을 주는 공간을 전계 또

는 전장(electric field)이라 하며,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극 주위에는 전계가 형성되어 전기력이 발생한다. 마

이크로 컬럼 내를 이동하는 전자는 전극에 의하여 발

생된 전계를 통과하면서 전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자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컬럼 내의

전위(electric potential) 분포를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

전위(φ)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6].
 
E = −▽φ  (1)
E: electric force vector

Φ: electric potential

 
전기력의 세기(electric field strength)는 식(1)로부터

전위의 변화율(gradient)을 의미하며, 전계 내에서 단위

점 전하가 받는 힘을 의미한다. 전위 분포(Φ)는 전기력

분포(E)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전하 Q에 의한 생

성되는 전계 E인 공간 내에 전하 q가 놓여 있을때 작

용하는 전기력은 쿨롱의 법칙(Coulomb’s Law)으로 알

Fig. 1. Concept of the multi-column e-beam lithography
system.

Fig. 2. Structure of a micro e-beam column.



다중빔 리소그래피를 위한 초소형 컬럼의 전자빔 광학 해석에 관한 연구 45

Journal of KSDET Vol. 8, No. 4, 2009

려진 식(2)와 같이 계산된다.
 

 (2)

F: force

k: electrostatic constant (8.988 × 109 Nm2/C2)

q: electrostatic charge

Q: electrostatic charge

s: distance between two charged particles

렌즈 전극에 의하여 단위 전하에 미치는 힘을 계산

함으로써 마이크로 컬럼 내의 전위 분포를 구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극을 미소면적으로 나누어 각

미소면적이 공간 전하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전위 분

포를 계산하였다.

전극의 단위 면적당 전하 밀도가 ρ 일 때, 미소 면적

dA가 r(x, y, z)에 위치한 점 전하 q에 미치는 힘은 식

(3)과 같다(Fig. 3). 
 

 (3)

 

전계와 전위는 식(3)으로부터 각각 식(4), 식(5)와 같

이 유도된다.
 

 (4)

 (5)

 

마이크로 컬럼의 전계 렌즈는 다수의 전극으로 구성

된다. 각 전극에 의한 전위가 ϕi 일 때, n개의 전극에

의하여 생성되는 총 전위는 각 전위들의 중첩 (super-

position)으로 식(6)과 같이 계산된다.
 

 (6)

 

전자 렌즈의 전극을 인가하여 렌즈 내의 공간에 형

성된 전위 분포를 계산하였다. 전위의 등전위선(equi-

potential line)이 Fig. 4에 도시되어 있다.
 

2.2. 전계 내의 전자빔 거동

전자빔 컬럼 내의 전자 렌즈로부터 생성되는 전계

내를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전자

의 거동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전극은 이동하는 전

자의 진행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렌즈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다.

전계 속을 이동하는 전자의 거동에 대하여 개발된 전

산 모사(simulation) 코드의 정밀도 검증을 위하여, 전자

의 거동에 대한 해석적인 해(analytic solution)가 알려

진 운동에 대한 전자 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평행한 평판 전극 사이의 생성된 균일한 전

기장에 입사된 전자의 운동 궤적에 대하여 위치 해(r2)

는 식(7), 그리고 기울기(r’2)는 식(8)과 같은 해(solu-

tion)가 알려져 있다.
 

 (7)

 (8)

F qE k
qQ
s2

-------= =

F qE k
q ρdA( )

s2
-----------------==

E k
ρdA( )
s2

--------------=

dφ∫° k
ρdA
s2

----------∫°=

φ φi

i 1=

n

∑=

r2 2L
V1

V2

----- α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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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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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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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metry of an electrode in the micro-column.

Fig. 4. Simulated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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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position

r’2: slope

L: gap between two electrodes

V1,V2: potentialsofthetwoelectrodes

a: entering angle 

입사 각도가 α = 90o인 경우의 궤적을 계산하였다

(Fig. 5). 해석적으로 계산된 궤적과 시뮬레이션된 궤적

이 Fig. 5에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그 궤적의 차이가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전기장을 빠져 나오는 순

간에서의 위치(r2)및 기울기 각도(tan-1(r’2))에 대하여

해석적인 해와 시뮬레이션된 값을 비교하였으며, 시뮬

레이션 결과에 대한 위치 오차는 0.01% 이하, 기울기

오차는 0.40%를 나타내었다(Table 1).

3. 마이크로 컬럼 내의 전자빔 거동
 

전자 렌즈는 전압에 의하여 전계가 형성되므로 전압

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장의 세기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전장의 세기 변화로 렌즈의

초점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광학 렌즈와는 달리

렌즈를 교체하지 않고,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배율 및

초점 심도의 변화가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7].

마이크로 컬럼 내의 전자 렌즈를 지나는 전자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컬럼의 구조는

Fig. 6(a)와 같다. 전자발생원(e-beam gun)에서 방출된

전자는 소스 렌즈에서 가속되어 조리개(limiting aper-

ture)에서 걸러지고, 아인젤 렌즈에 의하여 작은 크기의

빔으로 집속된다. Fig. 6(b)는 전체 컬럼 내를 이동하는

빔라인(beam line)이다.

아인젤 렌즈는 3개의 전극으로 구성되며, 이 3개의

전극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전극의 전압을 포커싱 전압

(focusing voltage)라고 부르며, 전압에 따라 가속 모드

와 감속 모드로 동작을 구분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아인젤 렌즈의 형상 및 간격은 Table 2와 같다.

 아인젤렌즈의 포커싱 전압이 플러스(plus, +)인 가

속 모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전하를 띄고 있는 전

자는 플러스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극의 영향으로 가

속되고, 아인젤 렌즈의 중심부를 지나면서 감속되면서

렌즈를 빠져나간다. 이로 인하여 이동 중 전자의 속도

는 Fig. 7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Fig. 5. Trajectory of an electron through an uniform field.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analytic solution and the
simulated values of the electron behavior

position(r2) angle(tan-1 (r’2))

analytic solution 20.0000 45.1808

simulated value 20.0000 45.3603

error (%) 0.00 0.40

Fig. 6. Simulation of the electron behavior in the micro-
column.

Table 2. Electrode geometric data of the einzel lens

 value unit

전극 갯수 3 ea

두께(t) 2 um

간격(l) 250 um

렌즈 홀 지름(d) 20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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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으로부터 전자의 최고속도는 소스 렌즈

내에서 -2.2833 × 107 m/s 에 달하고, 팁에서 공작물에

이르는 마이크로 컬럼 내를 이동하는 총경로에 대한

평균 속도는 -1.8422 × 107 m/s 으로 관찰되었다. 최고

속도는 빛의 속도의 1/10 정도에 이른다.

아인젤 렌즈의 포커싱 전압의 변화에 따른 촛점거리

(working distance)와 스폿 크기(spot size)의 변화 경향

을 살펴 Table 3와 같은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포커싱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촛점거리와 스폿크기

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초미세 가공을 위

하여 빔의 지름이 작아지도록 집속하는 것이 요구되어

포커싱 전압을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웃하는

전극과의 전압 차이가 커짐으로 인하여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전압 차가 10,000 V/

mm 이하로 유지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8]. 

아인젤 렌즈의 중간 전극의 전압에 따른 가속모드와

감속모드에 따라 전자빔 궤적이 상이함을 시뮬레이션

의 결과인 Fig. 8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마이크로 전자 칼럼의 설계 및 성능의 최적화를 위

하여 전자빔의 광학 거동 해석용 전산 모사(simul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자빔 거동에 대한 광학적 해석 및 전산 모사를 수행

하였다. 아인젤 렌즈의 포커싱 전압이 높아질 수록 스

폿 크기와 촛점 거리가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마이크로 빔라인을 설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

였다.

개발된 전자빔 거동 전산모사 프로그램은 전용 프로

그램으로서 렌즈의 형상, 위치 등 기하학적인 설계 변

수 외에 전압, 조립 오차 등의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전자빔 거동 해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제품 제작 및

가공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및 시간의 단축을 기

대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과 설계를 위한 기반 기

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효율과 고분해능을 갖는

마이크로 전자빔 칼럼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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