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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리소그래피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마스크 혹은 스탬프 등을 이용하여 이를 

복제하는 것에 기반을 둔 방법과, 이러한 수단 

없이 직접 패터닝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포토마스크(photomask)를 이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또는 

스탬프(stamp)를 이용하는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빔 리소그래피(electron 

beam lithography), 이온빔 리소그래피(focused-

ion beam lithography), 

간섭리소그래피(interference lithography), 레이저 

직접 묘화법 (laser direct writing)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레이저 직접 묘화법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레이저 직접 묘화법의 경우 

광원의 파장과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에 의해 제작 가능한 최소 패턴의 

크기가 결정되며, 단일 빔스팟(beam spot)에 

의한 패터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공정 시간 

증가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별도의 마스크가 

필요 없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는 

다루고자 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빔스팟의 크기를 줄이려면, 

집광하고자 하는 대물렌즈의 개구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초점심도(depth 

of focus, DOF)가 개구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므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빔스팟을 정확히 기판의 표면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커스오차(focus error, FE)를 검출하는 

방법 및 실험적인 측정 과정을 통해 

포커스오차의 오프셋(offset)을 보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광학 시스템 
 

그림 1 은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을 

위한 광학 구성도를 보여준다.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레이저 빔은 빔스플리터와 

사분파장판(quarter wave plate)을 통과한 후 

대물렌즈에 의해 기판의 상면에 집광되며, 

기판으로부터 반사된 빔은 다시 대물렌즈,  

사분파장판, 빔스플리터, 이미징렌즈를 통과한 

후 검출기에 도달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optical layout for the 

laser direct wr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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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ctor images as variations of the defocus of 

the objective lens and the operation current of 

the source. 
 

패터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판의 표면은 

경면과 같으므로 광학현미경 또는 사진기 등에 

응용이 되는 대비검출방식(contrast detection 

algorithm)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사빔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논문에서는 광픽업(optical 

pickup) 등에 사용되는 비점수차법(astigmatic 

method)을 이용한다. 그림 2 는 대물렌즈의 

높이방향 이동, 즉 디포커스(defocus) 변화에 

따른 영상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수직축은 

광원에 인가되는 전류값의 변화, 즉 광원의 

광량 변화를 나타낸다. 

 

3. 초점오차 보정 
 

앞장에서 얻어진 검출소자의 이미지를 

4 분할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차이값을 구하면 

그림 3 과 같은 초점오차(focus error)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여러 조건의 

광량에 대해 얻어지는 그래프를 이용함으로써 

중심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위하여 구성된 광학시스템의 경우 대물렌즈의 

초점이 맞는 중심위치, 즉 디포커스 오프셋은 

약 -10 um 이며 이때 초점오차 신호값은 -15 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값을 

보상하는 형태로 광학계의 수광부를 

재정렬하며, 초점오차값은 측정된 값에 15 를 

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Fig. 3 Focus error signal as a function of the 

operational current of the sourc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직접 묘화 방법을 

위한 포커싱 오차 검출 방법 중 비점수차법에 

있어서 광학계의 정렬 후 발생되는 디포커스 

오프셋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광원의 파장이 작아지고 

개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점심도도 함께 

작아지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수광계를 정렬함으로써 향후 시스템을 이용한 

리소그래피 공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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