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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miniaturized electron-optical columns find their way into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s. For better
lithography process, it is required to make smaller spot size and longer working distance. But, the micro-columns of the
multi-beam lithography system suffer from chromatic and spherical aberration, even when the electron beam is exactly
on the symmetric axis of the micro-column. The off-axis error of the electron emitting source is expected to become worse
with increasing off-axis distance of the focusing spot. Especially the electron beams far from the system optical axis have
a non-negligible asymmetric intensity distribution in the micro-column.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off-axis e-beam
source is analyzed. To analyze this effect is to introduce a micro-column model of which the e-beam emitting source is
aligned with the center of the electron beam by shifting them perpendicular to the system optical axis. The presented
solution can be used to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multi-electron-beam system. The performance parameters, such
as the working distances and the focusing position are obtained by the computational simulations as a function of the
off-axis distance of the emitting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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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미세 가공 기술 중 전자빔 리소그래피 가공(e-

beam lithography)은 가장 실용적인 차세대 초미세 가

공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주로 이용되던 고에

너지 방식의 전자빔 가공 기술은 낮은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throughput)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전자빔 기술을 초미세 부품생산에 확대 적용하

기 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서 저에너지, 소

형화 그리고 다중 칼럼(multi-column)화의 방향으로 개

발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1]. 다중 칼럼 전자빔 리소

그래피 가공은 대상물을 빠르게 노광(exposure)하기 위

하여 다수의 초소형 칼럼을 병렬로 배열하여 칼럼의

숫자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마스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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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순한 생산 공정으로 초미세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가공을 진행함으로써

고생산성의 다중 전자빔 가공을 실현할 수 있다[2].

다중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칼럼은 최상단에 위치한 이른반 전자 팁(emitting tip)

으로 흔히 불리우는 전자 방출원(electron emitting

source)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는 마이

크로칼럼 내에 위치한 전자 렌즈를 지나 공작물에 도

달하게 된다[3]. 전자 방출원은 전자를 마이크로 칼럼

내에 투입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가열된 필라멘트

(heated filament)나 전장 내에 놓인 팁(field emitted tip)

의 형태가 일반적이다[4,5]. 전자 방출원은 수명을 가

지며 공정 운영 중에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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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놓여 전자 렌즈의 중심으로 전자를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 칼럼의 이상적인 구동 메카니즘이

지만, 마이크로 칼럼의 조립 시나 공정 중의 교환 시에

전자 방출원을 이상적인 마이크로 칼럼의 축 중심에 장

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마

이크로 칼럼의 이상적은 공정 운영이 장애를 갖게 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칼럼의 설계와 해

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으나, 제작 및 운

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적다[6]. 본 연구는 다중 전자빔 리소그래피에 사용되

는 마이크로 칼럼의 전자 방출원의 위치 오차가 전자

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 방출

원이 위치 오차를 갖는 경우를 모델링하여, 이에 대한

전자빔의 광학적 거동을 전산 모사(simulation)하였으

며, 전자 방출원의 위치 변화가 전자빔의 초점 위치,

전자빔 세기 분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전자빔 광학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컬럼의

기본적인 구조는 Fig.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방출

원(electron emitting source)과 전자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전극이 단위 전하에 미치는 힘을 계산함으

로써 마이크로 컬럼 내의 전위 분포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극을 미소면적으로 나누어 각 미소

면적이 공간 전하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전위 분포를

계산하였다. 전극의 단위 면적당 전하 밀도가 ρ일 때,

미소 면적 dA가 r(x, y, z)에 위치한 점 전하 q에 미치

는 힘은 식(1)과 같다.

(1)

전계와 전위는 식(1)으로부터 각각 식(2), 식(3)와 같

이 유도된다.

(2)

(3)

마이크로 컬럼의 전계는 다수의 렌즈 전극으로 구성

된다. 각 전극에 의한 전위가 ϕ i 일 때, n개의 전극에

의하여 생성되는 총 전위는 각 전위들의 중첩(super-

position)으로 계산된다.

칼럼의 최상단에 위치한 전자 방출원으로부터 전자

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는 각각 3개의 전극(electrode)

으로 구성된 소스 렌즈(source lens)와 아인젤 렌즈

(einzel lens)를 지나 공작물에 도달하게 된다. 전자 렌

즈는 중심부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멀어질

수록 전위의 변화율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

하여 전자가 렌즈를 지나는 위치에 따라 전자의 굴절

률이 달라지게 된다. 위치별로 다른 굴절률은 구면 수

차(spherical aberration)의 원인이 되어, 전자 방출원으

로부터 출발한 전자가 한 점으로 모여 초점을 이루지

못하며, 지나 온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궤적으로 진행

한다. 마이크로 칼럼에서는 전자빔의 지름이 가장 적은

부분을 초점(focus)으로 정의하며,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점 부근에서 전자빔이 집속되고, 초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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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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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k
q ρdA( )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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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φ∫°  k
ρ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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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Off-axis aligned electron emitter.

Fig. 2. The focus and e-beam lines in the crossing-ov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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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나면서 서로 교차(crossing over)하며 진행한다.

3. 전자 방출원 위치 오차와 초점의 이동

전자 방출원의 위치는 장착 방법과 장착 시의 환경

에 영향을 받게 되며, Fig. 1에서 일점 쇄선으로 표시

되어 있는 장착 기준 위치인 마이크로 칼럼의 중심

(micro-column center) 으로부터 수 um 이내의 위치 오

차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5]. 전자 방출원이 위치 오

차를 갖는 경우에 대한 빔 궤적이 시뮬레이션 되었으

며, Fig. 3은 시뮬레이션된 빔 궤적을 도시한 그림이다.

전자방출원의 위치 오차에 의하여 초점 영역 부근에

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점 위치의 전자빔 궤

적을 확대하여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의 일점쇄선

은 마이크로 칼럼의 중심축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a)는 전자방출원이 설계 위치인 마이크로 칼럼 중심에

위치한 경우로서 전자 렌즈들을 지나 초점 위치에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전자

빔 궤적을 보이고 있다. Fig 4 (b)는 전자방출원이 중

심에서 오른쪽으로 2um 벗어난(off-axis) 경우의 시뮬

레이션 결과로서, 전자빔이 서로 교차되는 전자빔 중심

부분과 마이크로 칼럼의 중심(일점쇄선, x=0)과 약 40

nm 이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방출원의 위치

오차 크기에 따라 초점 위치가 이동하는 변화 경향을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5에 도시되어 있다.

Fig. 5 (a)는 전자 방출원의 위치 오차(x축)에 대한,

초점의 위치(y축)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두 변

수간에 선형적(linear)인 상관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Fig. 5 (b)는 전자 방출원의 위치 오차에 대한 초점

거리(WD, working distance)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

Fig. 3. Simulated beam-lines with off-axis emitting source.

Fig. 4. Crossing-over regions.

Fig. 5. Focus shifts as a function of the off-axis distance
of the electron emitting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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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 오차가 증가함에 따라 초점 거리가 감소하다

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전자빔의 세기 분포 변화

전자 방출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자빔 내부의 세

기 분포(intensity)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해석이 수행

되었다. 먼저, 전자 방출원이 이상적인 설계 위치에 장

착된 경우의 전자빔의 세기 분포를 해석하였다. 전자빔

은 Fig. 2와 같이 초점 위치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

하기 때문에 초점 전의 위치와 초점 위치, 그리고 초점

을 지난 위치 3곳의 위치에서의 전자빔 분포를 계산하

였다. 해석의 대상이 된 위치는 Fig. 4에 1, 2, 및 3으

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이다. 각 위치에서 계산된 전자빔

세기 분포의 그림이 Fig. 6에 도시되어 있다. Fig. 6에서

전자빔의 이동 방향은 1 → 2 → 3으로 이동하며, 해석

결과인 Fig. 6로부터 전자빔의 지름(beam diameter)의

변화와 세기 분포(intensity distribution)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Fig. 6 (a)은 초점에 도달하기 이전 위치에서의 전자

빔 세기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부분에서 전자

빔은 넓은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빔의 가장자리 주변

에서 빔의 세기가 크고, 빔의 중심부는 빔의 세기가 작

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Fig. 2 및 Fig. 4에

서 빔의 경계 부분을 따라 빔 궤적의 수가 증가하고 있

음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향과 동일

한 결과이다. 

Fig. 6 (b)는 초점 부위에서의 전자빔 세기 분포로서

빔의 지름은 최소의 값을 가지며, 세기의 분포는 경계

부근에서 세기가 크고 중심부에서 세기가 작은 경향을

보여 준다. 

Fig 6 (c)는 초점 위치를 지난 직후의 전자빔의 세기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부분은 전자빔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는 영역으로서 전자빔의 중심부분에서

매우 높은 세기를 보여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낮은 세기 분포를 보여 준다.

Fig. 7은 전자 방출원의 위치가 오차를 갖는 경우, 초

점 위치 부근에서의 전자빔 세기 분포를 보여주는 그

림이다. Fig. 7의 (a), (b) 및 (c)의 해석 위치는 각각

Fig. 4 (b)의 1, 2, 및3에 해당하는 위치로서 Fig. 6에서

나타난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전자 방

출원의 위치 오차에 의하여 좌우가 비대칭인 세기 분

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 세기의 비대칭

분포는 전자빔 리소그래피 가공에서 가공 대상물에 대

한 좌우 비대칭 가공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마이크로 칼럼의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자 방출원이 위치 오차를 갖

는 경우의 전자빔 거동의 영향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전자 방출원의 위치 오차에 따른 초점의 위치와

전자빔 내부의 세기 분포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전자 방출원이 설계 위치, 즉 마이크로 칼럼의 중심

Fig. 6. Electron beam intensity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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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착되는 경우, 모든 전자빔들이 마이크로 칼럼의

중심에서 서로 교차되며(crossing-over) 초점도 마이크

로 칼럼의 중심에 형성된다. 전자 방출원이 위치 오차

를 갖는 경우 초점의 위치가 이동하며, 전자빔의 세기

분포가 좌우 비대칭이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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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ectron beam intensity distributions resulted by
the off-axis electron emitting 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