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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은 넓은 면적(6″)을 아주 미세하게(0.35 μm) 노광할 수 있는 차세대 광 노광 기술로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광 노광 기술은 1.5 μm/6″ 이상이 가능한 (LCD용 노광기)과 0.2 μm/1.5″ 이하(반도체용 노광기)의 패턴을 노광할 수 

있도록 양분되어 발전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은 일괄 노광 면적은 6″로 유지하면서 0.35 μm에서 

1.5 μm의 사이의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기존 광 노광 방식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결상 광학계를 

사용하지 않고 홀로그램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의 핵심기술인 홀로그램 마스

크를 표면 부조 홀로그램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자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최적화 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광한 미세패턴에 대한 결과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TIR holographic lithography, Surface relief hologram, Large area lithography, Hologram mask, Fine pattern lith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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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노광(lithography)
기술은 크롬 마스크와 결상 광학계를 이용한 광 노광(optical 
lithography) 기술이 대표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기존의 광 노

광 기술은 높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 결상렌즈의 NA(numerical 
aperture)값을 높이고 단파장 광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

이 발전되어왔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 높은 분해능을 동시에 

얻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1,2] 기존 광 노광 기

술과는 다르게 크롬 마스크와 결상 광학계를 사용하지 않고 

홀로그램 마스크를 위상 공액파로 재생하여 노광하는 내부전

반사 홀로그래픽 노광기술(TIR Holographic lithography)은 결

상 광학계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광학 수차에 의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고 넓은 면적에 높은 분해능을 갖는 패턴

의 구현이 용이하다.[3-6] 그러나 이 기술은 1967년 K. Stestson
의 논문

[7]
으로 원천 기술이 공개된 이후, Holtronic사에서 주

로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8-10], 일본회사인 

Seiko Epson, SEL, Nikon 그리고 미국의 Physical Optics등의 

몇몇 기관에서만 연구개발을 한 이력이 있는 대중화 되지는 

못한 기술 중 하나였다. 아마도 이는 홀로그램 마스크를 구현

하는 핵심기술인 포토폴리머(photopolymer)라는 재료 개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생긴 현상으로 예상된다. 홀로그램을 기

반으로 한 기술들의 초기 연구의 핵심은 포토폴리머를 이용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포토폴리머가 갖는 온도, 습도 

등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크게 상업화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던 

표면 부조형 홀로그램 마스크(Surface Relief Hologram; SRH)
를 이용하여 구현한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

[11]
에 

대한 심화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즉, 불안정한 포토폴리머

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표면에 홀로그램 패턴을 형성시켜 

구현 함으로서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우성 박사의 학위논문
[12] 외에는 거의 없

으나 이마저도 SRH 마스크 구현을 위하여 아주 까다로운 조

건을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는 copying 방식을 사용하여 SRH 마스크를 구현

하고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에 응용한 연구성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본 론

기존의 광 노광 기술은 크롬 마스크(cr-mask)를 통과하여 

회절 되는 광을 결상 광학계(lens)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기판

(substrate)면에 맺어지게 하여 패터닝을 한다. 반면 내부전반

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은 홀로그램 마스크가 이러한 결상 

기능까지를 포함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기존 광 노광 

기술과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의 원천적인 차이점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는 기존 광 노광 기술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1(b)는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술을 나타

낸다. 크롬 마스크(original cr-mask)의 패턴을 홀로그램 기록

물질(Hologram recording medium)에 기록한 후(Ho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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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광 노광 기술(a)과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 기

술(b)간의 비교.

그림 2. 기록물질 내부에서의 일반적인 내부전반사 홀로그램 기록

형태. (a) 반사형 홀로그램 (b) 투과형 홀로그램 (c) lippmann
형 홀로그램.

그림 3. Copyping 방법을 이용한 SRH 마스크의 구현 원리.

recoding), 재생(Hologram reconstruction)시 복소공액파(probe 
beam)를 이용하여 PR(photoresist)면에 패터닝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홀로그램 마스크와 기판의 간격 조절만으로 기존 광 

노광 기술이 갖는 수차, 결상 광학계 미세정렬 같은 단점과 

기술적 한계 극복이 가능하고 미세 패턴 구현이 가능하다.[6-9,12] 
이와 같이 차이점을 관찰해보면 홀로그램 마스크를 최적 형태

로 기록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핵심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는 내부전반사 홀로그램이 기록매질 내부에서의 간

섭무늬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내부전반사 홀로그램은 

반사형(reflection type), 투과형(transmission type), lippmann
형 세 가지 홀로그램의 중첩으로 형성된다.[12] 우리는 내부전

반사 홀로그램을 노광 기술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투과형 홀

로그램이 주도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SRH 마스크를 구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copying 방식으로 투과형 홀로

그램이 주도적으로 기록 가능한 SRH 마스크를 구현하였다. 
그림 3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copying 방

식의 SRH 마스크 구현방식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록된 내부전반사 홀로그램을 마스터

(master Hologram mask)로 이용하여 재생되는 1차 회절광

(signal beam)과 0차 회절광(reference beam)이 형성하는 투

과형 홀로그램을 PR면에 기록한다. 기록된 홀로그램은 PR 
현상공정을 통하여 SRH 마스크로 구현이 가능하다. 상기 아

이디어를 이용하여 SRH를 구현하는 제안은 미국 특허
[11]

에 

공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비교적 공정이 다단계로 진행되는 단점이 있으나, SRH 마스

크를 구현함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SRH를 구현함에 있어서 핵심 

변수로는 마스터에 기록된 패턴을 재생하여 PR에 copy할 

때, 0차 회절광과 1차 회절광 간의 광량 비와 PR의 특성 즉, 
PR 특성곡선(contrast curve)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조건

으로 판단된다. 

2.1. Photoresist 특성 분석 및 평가

최적화된 SRH 마스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변수들

을 잘 조절하여, SRH 패턴이 원본 홀로그램 마스크와 비교

할 때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0차, 1차 회

절된 두 광의 간섭무늬로 형성된 SRH 패턴이 PR이 갖고 있

는 특성곡선의 선형구간에 잘 일치하도록 두 광의 광량 비율

를 정하지 못할 경우 PR에 전사된 패턴이 비선형적으로 왜

곡되게 되며, 이런 왜곡은 SRH를 재생할 때 발생하는 노이

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우
선 PR의 특성곡선을 SRH 마스크로 구현하기 적합하도록 다

음과 같이 분석 및 평가하였다. 먼저, 홀로그램을 기록시 가

장 미세하게 기록된 간섭무늬 주기를 구현 가능한 PR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섭무늬의 주기를 예측하였다. 그림 2(b)
와 같이 투과 홀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물질 내부로 비대칭 

입사되는 두 빔이 형성하는 간섭무늬의 주기 Λ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13,14]

2 sin( / 2)n
λ
θ

Λ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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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의 Contrast 곡선을 구하기 위한 PR 특성 평가 실험 방

법을 나타내는 개념도.

그림 5. SRH 마스크 구현을 위해 선정된 GXR 모델 PR의 특성곡

선 측정결과.

그림 6. Copy 공정시 고려되는 0차와 1차 광의 상관관계.

여기서, 는 광원의 파장, 는 두 빔이 이루는 각도, 은 

기록물질의 굴절률을 나타낸다. 우리가 실험할 조건인 

=364 nm, =45°, =1.5를 대입하였을 때, 간섭무늬의 주기 

Λ는 약 317 nm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리는 노광 광원의 파

장으로 약 360~370 nm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i-라인용이

면서, 상기의 주기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PR 중 가장 일

반적인 AZ Electronic Materials사의 GXR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논하였듯이 SRH 마스크

의 최적화를 위한 PR 특성곡선의 선형구간 확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PR의 특성곡선의 선형구간이 갖

는 기울기는 여러 현상(developing)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 현상 조건은 현상액의 온도, 현상 시간, 현상액의 농

도 등이 있다. 본 평가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현상액의 온도

와 시간은 고정하고 현상액의 농도에 따라 PR의 특성곡선

을 측정하였다. 
PR 특성곡선 측정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그림 4와 같이 0.4~0.5 μm 두께로 PR 코팅된 6″ 웨이퍼 

위에 Maskless Lithography Laser Writer(DWL200 Heidelberg)
장비를 이용하여 3 mm × 3 mm 크기의 사각형 패턴을 5~50
mJ/cm2

로 노광에너지를 바꿔가며 노광하였다. 그런 다음 농

도(현상액/DI Water)를 원액(AZ® 326MIF 2.38%), 6/1, 5/1, 

4/1 조건으로 현상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주사 탐침 

방식 표면 형상 측정장비인 alpha step을 이용하여 PR의 잔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실제 SRH 마스크 제작 시에는 이렇게 얻

어진 PR의 특성곡선을 참조하여, 0차 회절광과 1차 회절광의 

간섭무늬 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따라서 적절한 노광 및 

현상 조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5는 평가 실험을 통

하여 측정된 PR의 특성곡선이다.
 
2.2. 0차와 1차 회절빔간의 광량비 최적조건 분석

앞서 언급된 주요 변수 중 하나인 0차와 1차 회절광의 광

량비 최적화를 위한 이론적 접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언급될 이론적 계산식은 최적의 SRH를 구현하기 위한 노광 

에너지를 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얻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SRH를 구현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copy 공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림 6은 copying 방식 공정에서 마스터 홀로그램으로부터 

회절 되는 0차 회절광과 1차 회절광이 PR에 간섭무늬를 형

성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여기서, P0, P1은 copy 공정 

동안의 각 광들의 편광 방향 벡터, S는 0차 회절광의 세기, 
R은 1차 회절광의 세기, 은 포토폴리머 내부에서의 홀로그

램 재생광(probe beam)의 입사각도, 는 0차 회절광의 PR 
내부에서 굴절각, 즉, 0차와 1차 회절광 간의 각도이다. 각 

매질의 굴절율을 , 라 하면, 과 와의 관계는 잘 알려

진 스넬의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3] 

1 1
2 1

2

sin sinn
n

θ θ− ⎛ ⎞
= ⎜ ⎟

⎝ ⎠  
(2)

식(2)를 이용하여 계산된 는 0차 와 1차 회절광의 간섭

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간섭무늬의 세기를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 간섭무늬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0차 회절빔

의 전기장 벡터를 ER, 1차 회절빔의 전기장 벡터를 E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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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스터 홀로그램 재생에 의한 회절광 세기 측정 장치 개념도.

표 1. I0에 따른 S, R, Imin, Imax 계산결과

I0

[mJ/cm2]
S

[mJ/cm2]
R

[mJ/cm2]
Imin

[mJ/cm2]
Imax 

[mJ/cm2]

20 1.36 13.64 8.2 21.8

30 2.05 20.45 12.3 32.7

35 2.39 23.86 14.4 38.2

40 2.73 27.27 16.5 43.6

50 3.41 34.09 20.6 54.5

그림 8. PR 특성곡선과 SRH 두께 예측 분석 결과.

그림 9. 전산모사 모델링에 이용된 SRH 샘플의 SEM 이미지.

여기서, kR, kS, ϕR, ϕS는 각 빔의 파수벡터와 초기위상

차이다.
그러므로 두 전기장 성분의 중첩으로 형성된 간섭무늬의 

세기 I는 다음과 같다.[12,13,15]

 (4)

여기서, δ는 경로차와 초기위상차에 의해 발생하는 합성위

상차로 다음과 같다.[13,15]

(5)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조건인 P0와 P1이 모두 TM 편광인 

경우, 간섭무늬의 최대값과 최소값 Imin, Imax는 다음과 같다.[12]

1/ 2
min 2

1/ 2
max 2

2( ) cos

2( ) cos

I R S RS

I R S RS

θ

θ

= + −

= + +    (6)

PR은 광의 세기에 따라서 현상 깊이가 커지기 때문에 식

(6)을 노광 에너지로 환산하여 이용하면 제작할 SRH의 패턴

의 두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15] 
그림 7은 제작된 마스터 홀로그램을 재생시켜 0차, 1차 회

절광의 세기 및 회절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비 개념도

이다. 동일한 측정기(detector)를 이용하여 R과 S를 측정하고 

회절 효율을 산출하였다. 마스터 홀로그램의 회절효율 DE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0

S SDE = =
S+R I (1-A) (7)

여기서, I0는 마스터 홀로그램 재생광의 세기 또는 노광 에

너지를 나타내고 A는 마스터 홀로그램의 기록물질인 포토폴

리머의 흡수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우리가 제작한 마스터 

홀로그램의 회절효율은 측정결과 약 9%였으며, 기록물질의 

흡수율 A는 약 25%였다. 마스터 홀로그램 재생광 세기에 따

른 SRH의 두께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측정을 통해 산출한 회절효율과 식(2)와 식(7)을 

이용해 I0를 변화시키면서 S, R을 구하고 그 결과를 식(6)을 

이용하여 Imin, Imax를 계산하였다. θ2는 37.9°인 경우를 계산 

하였으며 계산결과는 표 1과 같다. 
계산결과를 그림 8의 PR 특성곡선 측정결과에 그림 8과 

같이 Imin, Imax의 범위 즉, 간섭무늬 세기의 범위를 사각형 점

선으로 도시하여 제작 가능한 SRH의 두께를 예측하였다.
우리는 분석된 결과를 이용해 재생시 최적 효율을 갖는 

SRH의 두께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모사를 통

해 회절 효율을 계산하였다.



《연구논문》표면 부조 홀로그램 마스크를 이용한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기술 ― 박우제ㆍ이준섭 외 179

그림 10. G-solver를 이용한 단순 SRH의 회절효율 계산 결과 및 모델링.

그림 11. 제작된 SRH 재생 이미지 및 최적 조건 검증 평가 결과.

전산모사는 RCWA(rigorous coupled-wave analysis)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G-sol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단순 SRH profile 모델링은 실험적으로 그림 9와 같이 구현

한 SRH 마스크 샘플의 SEM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으며 그림 10은 전산모사 결과를 보여준다. 계산 결과를 보

면 200 nm 두께에서 최대 회절 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마스터 홀로그램의 재

생광 세기를 20 mJ/cm2
에서 40 mJ/cm2

로 바꿔가며 분석하였

을 경우, 현상 후 200 nm 근방의 PR 두께 차를 보이면서도 

가장 선형적 특성을 가지는 40 mJ/cm2
인 경우가 최적 조건으

로 판단된다. 이 경우, 현상조건 (E)와 같이 현상액 농도 4/1, 
현상시간 20초일 때 SRH는 250 nm의 PR 두께 차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Copy 공정을 통한 SRH 마스크 제작 및 SRH 재생을 

이용한 노광

우리는 최적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opying 방법을 사용

한 공정으로 SRH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된 SRH
를 재생하여 PR에 노광하였다. 제작된 SRH 마스크는 현미

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적 분석 

조건이 아닌 경우의 SRH 마스크를 제작하여 최적 조건과 홀

로그램 재생 이미지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11은 최적 

분석 결과로 제작된 SRH 마스크의 현미경 이미지와 분석 결

과이다. 두께는 분석결과를 만족하는 200~250 nm 정도이고 

표면 거칠기는 50~60 nm 정도로 측정되었다. 표면의 거칠기

는 UV 흡수판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반사광과 실험 장

치의 광학 소자에서 발생한 작은 세기의 산란광에 의해 형성

된 간섭무늬 노이즈로 예상된다. 
그림 12는 제작된 SRH 마스크를 이용하여 재생된 홀로그

램 이미지를 CCD(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로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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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최적화 조건을 이용한 SRH의 재생 이미지(20 mJ/cm2) (b) 최적화 조건을 이용한 SRH의 재생 이미지(40 mJ/cm2)

그림 12. 최적화 분석 조건으로 제작된 SRH 마스크의 현미경 이미지와 표면 분석결과 

그림 13. 제작된 SRH 마스크를 사용해 노광 및 현상된 PR 패턴.

결과로서 그림 12(a)는 마스터 홀로그램을 20 mJ/cm2
로 재생

하여 제작한 SRH 마스크가 재생한 경우이고 그림 12(b)는 

마스터 홀로그램을 40 mJ/cm2
로 재생하여 제작한 SRH 마스

크가 재생한 홀로그램 이미지이다. 최적 분석 조건이 아닌 

그림 12(a)의 경우가 최적 분석 조건인 그림 12(b)에 비하여 

많은 재생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적 분석 조건을 이용하여 제작한 SRH 마스크를 그림 1(b)

와 같이 내부전반사 홀래그래픽 노광방식을 적용하여 노광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3은 노광 실험결과로서 구현된 최소 

선폭은 1.5 μm 였으며, 6″×6″에 달하는 전체 노광 패턴의 최

소 선폭 균일도(CD uniformity)는 0.2 μm 이내를 얻었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기술의 핵심기술

인 홀로그램 마스크 기술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리는 copying 
방식을 통해 안정성이 뛰어난 홀로그램 마스크를 상용화가 

용이한 SRH 마스크를 구현하기 위해 최적화를 위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최적 조건을 분석하고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이론적 최적 분석 결과로서 마스터 홀로그램을 재생할 때 0
차 회절광과 1차 회절광의 비율이 8% 전후가 되도록 마스터 

홀로그램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정조건을 구현하였다. 실험적 

검증 결과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RH 마스크를 제

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생된 홀로그램 이미지를 비최적화된 

경우와 비교평가하였다. 또한, 제작된 SRH 마스크를 이용하

여 6″×6″ 면적에 최소 선폭 1.5 μm, 균일도 0.2 μm 이내의 결

과를 갖는 PR 패터닝 실험을 통해 SRH 마스크를 이용한 내

부전반사 홀로그래픽 노광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상기 

기술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시된 차세대 노광 기술 중 하나

로, 기존 광노광기술의 한계로 파악되고 있는 대면적 미세 패

터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정 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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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phic lithography is one of the potential technologies for next generation lithography which can print large areas (6″)
as well as very fine patterns (0.35 μm). Usually, photolithography has been developed with two target purposes. One was for LCD
applications which require large areas  (over 6″) and micro pattern (over 1.5 μm) exposure. The other was for semiconductor 
applications which require small areas (1.5″) and nano pattern (under 0.2 μm) exposure. However, holographic lithography can
print fine patterns from 0.35 μm to 1.5 μm keeping the exposure area inside 6″. This is one of the great advantages in order to
realize high speed fine pattern photolithography. How? It is because holographic lithography is taking  holographic optics instead
of projection optics. A hologram mask is the key component of holographic optics, which ca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projection
optics.

In this paper, Surface-Relief TIR Hologram Mask technology is introduced, and enables more robust hologram masks than those
previously reported that were formed in photopolymer recording materials. We describe the important parameters in the fabrication
process and their optimization, and we evaluate the patterns printed from the surface-relief TIR hologram masks.

OCIS code: (090.0090) Holography, (220.3740) Lithography, (050.1950) Diffraction gratings, (050.7330) Volume holographic 
g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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