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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lith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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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Positive Resist

exposing e-beam

exposing e-beam

substrate

NEGATIVE

POSITIVE

Select appropriate resist for process and to minimize wri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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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Resists
Conventional e-beam resists and properties
Resist tone

Resolution/nm

sensitivity

Develop

PMMA

+

10

100

MIBK : IPA

ZEP-520

+

10

30

Xylene : p-dioxane

Ma-N 2400

-

80

60

MIF726

EBR-9

+

200

10

MIBK : IPA

PBS

+

250

1

MIAK : 2-pentanone = 3:1

COP

-

1000

0.3

MEK : ethanol=7:3

Sensitivity measured at 20 keV beam energy, unit: μA/cm2
PMMA case ; influence of developer concentration
MIBK : IPA

sensitivity

Resolution

1:3

Low

Extremely high

1:2

Medium

Very high

1:1

High

High

Pure MIBK

Very high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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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effect

Proximity Correction with EL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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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effect

Designed pattern

During Expose

After Expose

 Proximity effect에 의해서 expose 후의 패턴이 design 패턴에 비해 edge가 뭉툭하
게 리쏘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한다.
1.

Dose scaling : proximity effect를 고려하여 dose를 다르게 하는 방법

2.

Pattern biasing : proximity effect를 고려하여 pattern size를 작게 design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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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Effect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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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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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scaling

pattern size

required dose

pattern density

required dose

resist thickness

required dose

acceleration voltage

requir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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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scaling
전형적으로 소자를 제작하려는 design을 이용하여 dose factor 변화를 주며 Test
dose min

dose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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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Design
Using CAD => .dxf to .gds file conver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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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Design
Using EL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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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b current & HV settings

e-beam litho.의 경우

e-beam litho.의 경우

Absorb current 는 30 pA를 많이 사용함 (미세패턴 시)

HV=30 kV 이용

; absorb current를 높은 값을 사용할 경우 litho. 시간

chamber vacuum 확인 후 beam on

은 짧아지나 pattern resolution은 안 좋아짐.

그 후 HV를 30 kV로 올릴 것.
Litho 완료 후 에는 HV를 5 kV로 낮추고 log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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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Procedure : Bare Sample

 Stage : XY coordinate
 Sample : UV coordinate
 Aim : Create your own coordinate
system on a bare sample referring to
sample

your needs
1. Define an origin
2. Determine a rotation angle
Shift between origins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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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Procedure : Structured sample
 Aim : Link into an existing coordinate system
1. Use design markers and relate their UV design
coordinate to XY coordinates of the stage
2. Software calculates zoom, shift and rotation values

Microscope control

Magnification & field의 경우
SEM과 Elphy 간의 resolution을 결정함.
즉, 같은 배율에서도 field size의 값에 따라서 resolution이 달라짐.
현재 장비의 경우 magnification x field size의 값이 130000을 넘을
수 없음.

Align Writefield

Align Writefield의 경우 SEM 에서 보는 시료의 위치 혹은 write field
와 Elphy system에서 보는 write field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함.
Zoom : write field 크기를 보정
(zoom factor의 경우 1을 넘을 수 없음)
Shift : 시료의 위치 보정
Rotation : 시료의 회전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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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 parameter

Optimized Expose parameter
 Low Feature size
 High beam energy (keV), low beam current, small write fields, small step size, perfect focusing

 Pattern Placement Accuracy
 Proper settling time, reasonable beam speed, small write fields

 Pattern edge smoothness
 Proper setting time, small write fields, small step size, Good focus

 Structure size and step size
 The used exposure step size has to be fit to the design step size in the layout

 Proper overall exposure time
 Low setting time, high beam current, low beam energy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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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Lithography system

For Lithography

Lithography
computer

: ELPHY Quantum 실행 icon

ELPHY Quantum 실행 시 로그인 화면
User test 통과 후 User ID가 부여됨.

Manual for E-beam lithography
Stage에서 바로 시료를 교체하는 행위는 금지함.

7번(Center)의 Bead 시료는 건들이지 않도록 한다.

SEM 에서의 모든 주의사항은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카본 테이프 위에 샘플이 모두 올라오도록 로딩 ( ∵ 샘플의 높이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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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nt 를 눌러 진공이 빠질 때까지 대기

2.

원하는 Stage 에 샘플 로딩 (클릭하면 Stage 가 회전)

3.

손으로 Chamber를 민 상태에서 Pump On (Pumping.  Vacuum Ready)

4.

E – beam Power 를 30 kV(Lithography) 로 맞춘다.

5.

Bead(7번) 로 이동

6.

E – beam On

7.

WD & Z 를 20  15 (10)  5 mm 하면서 초점을 맞춘다. (Keep View Field Check)

8.

초점을 맞추는 과정은 SEM과 동일하다.

9.

Faraday cup으로 이동. (이때 Litho할 시료 위를 지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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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5

4
Faraday cup

10. Faraday cup에서 배율을 litho할 배율과 동일하게 입력한다. (이 때 Faraday cup이 화면에 가득 차는 것을 확인
할 것.)

WD & Z 를 변경 할 때는 항상 STOP Button 에 마우스를 위치 (오작동 방지)
WD & Z 변경 시 숫자 입력은 반드시 마우스를 사용 (키보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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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eam Intensity 를 조절하여 Absorb current가 30 pA가 되도록 맞춘다. (scan speed = 1)
12. 다시 Bead로 이동하여 초점, gun centering, 스티그마를 다시 맞춘다.
13. Litho할 준비가 되면 Litho 컴퓨터에서 ELPHY Quantum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14. 실행 후 “Beam off, imaging mode”를 확인한다.

sample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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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쏘를 진행 할 sample이 있는 stage로 이동하는데, sample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Stage 이동은 sample 보다 왼쪽, 아래의 위치로 이동한다. (x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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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ample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origin”으로 지정한다. (Adjust UV panel)
17. Sample의 종류(bare or structured sample)에 따라서 angle correction 또는 3point를 사용하여 stage와 sample을 adjust 시킨다.


Bead

Bare sample의 경우
① Origin 위치를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 P1으로 지정한다.
② Adjust를 누른다.
③ 수평방향으로 움직여서 P2를 지정한 후 Adjust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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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 sample의 경우

이 때 absorb current ~ 1 pA 임을 확인한다.

① Origin 위치에서 patterning mode로 바꾼다.
② P1 좌표(U,V)로 이동한다.
③ Imaging mode로 바꾼다.
④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 (X,Y) 좌표를 reading 한다.
⑤ P1 글자 옆의 box를 눌러 check 한다.
⑥ Adjust를 누른 후 patterning mode로 바꾼다.
⑦ P2, P3 위치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
⑧ patterning mode로 바꾼다.
18. 리쏘를 진행하기 전 beam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litho할 영역에서 약간 떨
어진 위치에 beam spot을 그린다.
① Patterning mode 확인
② Spot을 그릴 위치로 이동. (stage control panel 사용)
③ Magnification (SEM 컴퓨터) → 1000 kx
④ Beam on
⑤ Absorb current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imaging mode로 변경

⑥ Spot을 확인한다. Spot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하고
pattering mode로 복귀하여 spot을 다시 그리고 확인하는 것을 반복한다.

Spot이 잘 그려진 경우

Spot이 잘 안 그려진 경우

⑦ Spot이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하고, “Beam off, patterning mode”로 맞춘다.

선택 시 클릭

19. Writefield Manager에서 원하는 배율과 field size를 선택한다.
20. 선택한 Magnification이 붉은색 글자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리스트의 파일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magnification을 1씩 줄이거나 키워준다. (±3 이내)
21. Magnification이 검은색 글자로 표시될 때까지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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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atterning parameter 를 확인한다.
23. 리쏘 할 center position으로 이동한다.
24. New positionlist를 연다.

25. GDSII database 아이콘을 누른 후 해당 gds 파일을 연다.
26. gds 파일을 드래그 해서 “positionlist”에 놓는다.
•

Structured sample의 경우, 이 때 생성되는 창(select patterning layer)에서
“manual marks”를 선택한다.

•

파일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properties 창을 켠다.

•

Position에서 center 에 해당하는 U,V 값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scan”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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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mark의 center를 맞추는데, ctrl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drag 한다.

•

4 개의 manual mark center가 모두 잘 맞을 때 까지 반복한다.

27. Layer를 litho할 패턴이 있는 번호로 선택한다.
28. Scan
29. 리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비를 건들이지 않도록 한다. (미세패턴 일 수록 외부 진동
에 예민하니 주의할 것)
30. 리쏘가 끝나면 bead 위치로 이동한다.
31. Imaging 모드로 변경한다.
32. Beam OFF (SEM)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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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OME 버튼을 누른다.

Bea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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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VENT 후 시료를 꺼낸다.
35. PUMP를 눌러 진공을 잡고, HV = 5 kV로 내린 후 STAND BY, Log off 모드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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