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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UVL) is the most promising technique in the field of Next Generation 

Lithography (NGL) expected to be used in the 1x-nm node for High Volume Manufacturing (HVM). But there exits 

remaining challenges for proper defect control of EUV mask. It was considered development of EUV pellicle for 

protecting the EUV mask has many obstacles due to high extinction coefficient of EUV wavelength. Recently 

researchers in the industry of semiconductor argue about the necessity of EUV pellicle and make effort to achieve i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ing performance and transmittance of EUV pellicle 

quantitatively. We made in-house EUV pellicle and analyzed its imaging performance of the dependence of pellicle 

transmittance using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CSM). The imaging performance of EUV mask with pellicle is 

affected by its transmittance and we found that the performance of EUV mask improved with higher transmittance 

pellicle. 

 

Key Words : EUVL,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 (CSM), pellicle, critical dimension (CD), normalized image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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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극자외선 노광 기술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UVL)은 현재 1x nm node 노광 공정에 적용될 것으로 예

상되는 차세대 노광 기술로, 수십 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

발되어 현재 양산 적용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된다[1]. 

EUVL의 양산 도입은 이르면 2017년도에 로직 생산 분야

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VL은 13.5nm 파

장의 EUV 광원을 사용하며, 현행의 ArF 광원에 비해 14

배 이상 짧은 광원 적용으로 해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mail: jhahn@hanyang.ac.kr 

또한 같은 크기의 패턴 형성 시에 현행의 노광 공정에 비

해 필요한 마스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소자의 생산 시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2].  

EUVL의 양산 도입 시기가 지연되고 반도체 소자의 집

적화 경향은 지속됨에 따라 EUVL이 목표로 하는 패턴의 

크기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크기의 

defect이 마스크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되며, 

EUV 마스크에 허용될 수 있는 결함의 크기는 보다 작아

져야 한다[3]. 따라서 EUVL에서는 마스크의 defect control 

기술이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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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클 기술은 마스크 defect control을 위한 여러 방법

들 중 하나로, 마스크에 부착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마

스크를 격리하는 역할을 하여 마스크 패턴의 오염을 방

지하는 기술이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물질에 잘 흡수되는 

EUV 광원의 특성에 따라 EUV 펠리클은 100 nm 이하의 

박막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 난이도 및 사용 가능성

이 희박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EUVL의 

양산 적용을 위한 마스크의 defect control 기술로서 펠리

클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UV 펠리클에 대한 연구는 광학적 특성을 고려한 펠

리클의 설계와 설계된 펠리클의 제작, 그리고 제작된 펠

리클의 성능 확인이 주로 보고되었다[4]. EUV 펠리클의 

광학적 요구 특성이 만족됨에 따라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 특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마스크 보호를 위하여 EUV 펠리

클을 사용할 경우 EUV 광원이 펠리클에 흡수되어 웨이

퍼에 집속되는 광자의 양을 감소시켜 생산성이 저하된다. 

하지만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율 

저하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EUV 펠리클의 필요

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펠리클 사용 시 발생하는 광원의 손실

이 마스크의 이미지 전사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EUV 투과도를 갖는 펠리클 시

편을 제작하고, 이를 EUV 마스크에 부착하여 적용된 펠

리클의 투과도에 따른 마스크의 이미지 전사 특성을 확

인하였다. 그 동안 보고된 EUV 펠리클 연구 결과에서는 

펠리클 자체의 특성 분석이 주된 내용이며, 펠리클이 적

용된 마스크의 이미지 전사 특성을 확인하여 보고한 사

례는 없었다. EUV 펠리클 시편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제

조 공정으로 제작하였고, 이미지 전사 특성 확인은 한양

대학교에서 자체 구축한 결맞음성 회절 현미경 (coherent 

scattering microscopy, CSM) 장비를 사용하였다. 

 

2. 실험 장비 및 방법 
 

EUV 마스크의 특성평가를 위해 사용한 CSM 은 결상 

렌즈가 배제된 광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렌

즈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6]. 또한 coherent한 광원을 사용하여 얻은 회절패턴

으로부터 위상복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erial image를 

재구성할 수 있다[7].  

위상 정보가 소실된 회절패턴으로부터 위상 정보를 복

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결맞음성을 가지는 광원이 요구

된다. 따라서 CSM에서는 고차조화파 (High-Harmonic 

Generation) 방식으로 13.5 nm 의 coherent EUV 광원을 생

성하였다[8]. Fig. 1 (a)는 CSM 소스 챔버 내부의 HHG광원 

발생 광학계의 모식도 이고, 레이저 빔의 경로와 고차조

화파의 광경로를 표시하였다. 800nm 파장과 50 펨토초 

펄스 폭을 가지는 고출력 레이저를 비활성 기체 Ne에 집

속하여 발생하는 조화파 중에서 13.5 nm 에 해당하는 59

차 조화파를 사용하였다[9]. HHG 방식의 광원은 방사광 

가속기 혹은 플라즈마 생성 방식의 광원에 비해 출력이 

낮지만, 좁은 spectral bandwidt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I (Coherent Diffraction Imaging) 방식으로 마스크 특성 

검사를 실시하는 CSM의 광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10]. Fig. 1 (b)는 CSM의 광학 챔버의 광학계 배치를 모식

화한 그림이다. 생성된 고차조화파는 EUV 반사용 다층

박막 거울과 지르코늄(Zr) 필터를 통과하여 13.5nm EUV 

광원으로 필터링된다. CSM의 광학 챔버는 EUV 광원이 

노광기 환경과 동일한 6˚입사각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CSM이 EUV 마스크 검사 장비로서 가지는 장점은 다

음과 같다. 렌즈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

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의 한계를 극

복한 이미징이 가능하다. 또한 DUV 광원을 사용하는 마

스크 검사 장비들은 흡수체 패턴 하단에 위치한 다층 박

막 거울 내부의 defect를 검출 할 수가 없지만 CSM은 노

광 광원과 동일한 13.5 nm 의 EUV 광원을 검사 파장으로 

사용하는 actinic 검사기술이기 때문에 다층박막 거울 내

부의 defect 또한 검출이 가능하다[11]. 또한 EUV 펠리클

은 EUV 노광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마스크를 

검사하고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DUV나 e-beam 등의 광

원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여 EUV 광원을 사용해야 한다 

[12].  

본 연구의 펠리클 시편은 습식 식각 방식을 이용하여 

1cm2크기의 단일 박막 멤브레인으로 제작되었고, 투과도

가 높은 순서로 펠리클 A, B, C 라고 명칭하였다. Table. 1 

과 같이 CSM을 통한 펠리클의 투과도 측정 결과는 각각 

30.3%, 59.8%, 78%로 나타났다. 하나의 EUV 마스크 상의 

동일한 위치에 제작된 펠리클 시편을 위치시킨 후, 마스

크 이미지 전사 특성을 분석하였다. 펠리클과 마스크 사

이의 거리인 stand-off 거리는 ASML에서 제시한 2mm를 

적용하였다[5]. 위상 정보가 없는 회절광의 세기 분포로

부터 HIO(Hybrid-Input Output) 알고리즘의 반복을 통하여 

위상을 복원하였다[13]. HIO알고리즘은 support constraint 

와 over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위상 정보를 복원 할 수 

있다[14]. Fig. 2는 위상 복원 알고리즘의 수행 모식도이다. 

CCD 카메라로 획득한 회절패턴을 사용한 푸리에 변환과 

푸리에 역변환을 반 복하여 위상 정보를 복원하고 이미지

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15]. 재구성된 에어리얼 

이미지로부터 임계치수 (critical dimension, CD), NILS,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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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source chamber and (b) optic
chamber of CSM. 

Fig. 2. Schematic of the phase-retrieval algorithm. 
 

Table 1. transmittance of EUV pellicle measured by CSM 

Pellicle A B C 

Thickness (nm) 43 93 175 

Transmittance (%) 78 59.8 30.3 

 

암비 (image contrast)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EUV 펠리클을 부착하

지 않은 마스크의 이미지 전사 특성을 확인하고 이후 각 

펠리클을 부착한 마스크의 이미지 전사 특성을 확인하였

다. 에어리얼 이미지 재구성을 위해서 HIO 알고리즘은 

beta값 0.9의 조건으로 30회 반복하였고, 조명 조건은 NA 

0.33, inner sigma 0, outer sigma 0.9 를 적용하였다. 광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펠리클을 부착하지 않은 마스크에서 

마스크의 설계 CD인 32nm L/S 패턴 형성의 임계 값 

(threshold intensity) 값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해석 
 

Fig. 3은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은 마스크와 두께가 다

른 3가지 펠리클을 적용한 마스크의 EUV 광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세기 분포의 전체적인 모양은 

변화가 없지만 세기의 최대값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펠리클의 투과도가 감소할수록 웨이퍼 면에 입

사하는 절대적인 EUV 광자 양의 감소를 의미한다.  

 

 

 

Fig. 4는 4종류의 피검사체의 회절패턴으로부터 재구

성한 에어리얼 이미지 에서 획득한 CD, NILS, 명암비 값

을 정리한 것이다. 이 파라미터들은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은 마스크의 패턴 32 nm가 형성되는 임계 값을 고정 

값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마스크 이미지 전사 특성이다. 

모든 피검사체에 같은 양의 EUV 광자를 조사하였을 경

우, 펠리클 투과도 차이로 인해 웨이퍼에 집속되는 EUV 

광자의 양은 서로 다르다. 즉 노광 시간을 고정하였을 경

우, 실질적으로 이미징에 사용되는 EUV 광자의 양은 펠

리클 마다 다르게 작용한다. 이미지 전사 특성 분석을 위

한 임계 값은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은 EUV 마스크에서 

32nm L/S 패턴을 형성하는 값으로 고정하였다. CD는 투

과도가 낮은 펠리클 일수록 웨이퍼에 입사하는 EUV 광

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큰 line 을 가지게 된다. 펠리클 A, 

B, C순으로 각각 38.64, 51.98 nm 의 line CD 를 나타냈고 

C의 경우 패턴이 형성되지 않았다. NILS와 명암비는 각

각 3.09, 2.61과 96%로 나타탔다. 마찬가지로 C의 경우에 

패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NILS값을 측정할 수 없으

며, 명암비는 세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펠리 

Fig. 3. EUV intensity distribution of (a)without pellicle, (b)
pellicle A, (C) pellicle B, (D) pellic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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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의 투과도 감소로 인해서 최종 웨이퍼 단에 입사하는 

EUV 광자 감소에 따라 마스크 이미지 전사 특성이 악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UV 펠리클의 투과도에 따른 마스크 

이미지 전사 특성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EUV 펠리클과 자체 구축한 EUV 마스크 검사장

비 CSM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 다른 투과

도를 가지는 세 종류의 펠리클을 EUV 마스크에 적용하

여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은 EUV 마스크와 이미지 전사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CSM을 사용하여 획득한 에어리얼 이미지 세기 분포를 

고정 임계 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고정 임계 값을 적

용하였을 경우, 검사광원의 출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펠리

클 투과도에 따라 실제 웨이퍼에 입사하는 EUV 광자의 

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실제 노광 공정에서는 펠리클로 

인한 출력의 손실을 고려하여, 노광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펠리클의 투과도는 EUVL공정

의 생산성과 이미지 전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UVL을 통해 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defect control이 필요하고, 펠리클이 해결방안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높은 투과도의 펠리클을 제

작하는 것이 마스크 이미지 전사 특성 향상과 더불어 생

산성의 증대를 통해 EUVL 양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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