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1L 21/027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26949

2006년12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6-7006725

(22) 출원일자 2006년04월07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4월0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4/01494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36623

국제출원일자 2004년10월08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4월21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349549

JP-P-2003-00349552

2003년10월08일

2003년10월08일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키가이샤 니콘

일본 도꾜도 지요다꾸 마루노우찌 3쵸메 2방 3고

가부시키가이샤 자오 니콘

일본 미야기껭 가따군 자오쵸 미야 아자신오요께 20반찌

(72) 발명자 단노 노부요시

일본 미야기켕 갓타군 자오쵸 미야 아자신오요케 20반치가부시키가이샤

자오 니콘 나이

호리우치 다카시

일본 도쿄도 지요다쿠 마루노우치 3쵸메 2방 3고 가부시키가이샤니콘

나이

(74) 대리인 특허법인코리아나

전체 청구항 수 : 총 41 항

(54) 기판 반송 장치와 기판 반송 방법, 노광 장치와 노광 방법,및 디바이스 제조 방법

(57) 요약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에 의하여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장치는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

지지 부재와, 상기 기판 지지 부재와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과의 적어도 한쪽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

는 액체 제거 구성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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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에 의하여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장치로서,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 지지 부재와,

상기 기판 지지 부재와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과의 적어도 한쪽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액체 제거

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상기 액체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액체 검출기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액체 검출기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대하여, 소정의 기체를 분사하는 기체 분사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판 반송 장치.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흡습하는 흡습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흡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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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8.

제 2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와 함께,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9.

제 2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반송 부재를 세정하는 세정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0.

제 2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의 이동 경로 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1.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에 의하여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장치로서,

상기 기판을 반송하고, 또한 상기 액체를 흡수하는 흡습재를 구비하는 기판 반송 부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

송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습재는 상기 기판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흡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고,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지지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 지지 부재가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기 전에,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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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액체가 부착된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반송 부재는 상기 기판의 이면에 대향하는 1개 이상의 개구부를 가지고,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개구부를 통해,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에 대하여 소정의 기체를 내뿜는 기체

불어넣기 기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기 위해서, 상기 개구부를 통해 상기 기판의 이면을 흡착하는 흡착 기구와,

상기 개구부에 대하여, 상기 기체 불어넣기 기구와 상기 흡착 기구를 선택적으로 접속하는 접속 기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기 위해서, 상기 기판의 이면을 흡착하는 흡착 기구를 구비하고,

상기 기판 반송 부재는 상기 흡착 기구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기판의 이면에 대향하는 1개 이상의 제 1 개구부와, 상기 기

판의 이면에 대향하고 또한 상기 제 1 개구부와는 다른 위치에 형성되는 1개 이상의 제 2 개구부를 가지고,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제 2 개구부를 통해, 상기 기판의 이면에 대하여 소정의 기체를 내뿜는 기체 불어넣기 기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적어도 일부 영역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흡습하는 흡습재를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반송 경로 도중에 형성되어,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액체 제거 시스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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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 지지 부재 및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액체 제거 시스템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시스템은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건조시키는 건조 기구, 또는 상기 기판을 회전시킴으로

써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비산시키는 회전 기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1.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반송 경로 도중에 형성되어, 상기 기판을 일시 유지하는 유지 테이블을 가지고,

상기 기판 지지 부재 및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유지 테이블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2.

제 13 항 내지 제 2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적어도 일부 영역으로서, 상기 기판 지지 부재가 지지하는 지지 영역에 부착되어 있는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3.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가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장치로서,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일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제 1 액체 제거 기구와,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일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상기 제 1 액체 제거 기구로 제거한 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제 2 액체 제거 기구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가 부착된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부재를 가지고,

상기 제 1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상기 기판 반송 부재가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는 제 1 지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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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 반송 부재는 상기 액체가 제거된 상기 제 1 영역을 지지하고, 상기 기판을 상기 제 2 액체 제거 기구에 반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6.

제 23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건조시키는 건조 기구, 또는 상기 기판을 회전시킴으

로써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비산시키는 회전 기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장치.

청구항 27.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가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방법로서,

상기 기판의 이면을 기판 지지 부재로 지지하기 전에,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상기 기판 지지 부재가 지지하는 지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상기 액체가 부착된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반송 아암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의 제거는 상기 반송 아암 부재에 형성된 개구부에서 소정의 기체를 내뿜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의 제거는 상기 반송 아암 부재에 형성된 흡습재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반송 경로 도중에 형성되어,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액체 제거 시스템을 가지고,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상기 액체 제거 시스템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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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반송 경로 도중에 형성되어, 상기 기판을 일시 유지하는 유지 테이블을 가지고,

상기 기판 지지 부재는 상기 유지 테이블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3.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가 노광된 기판을 반송하는 기판 반송 방법으로서,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일부 영역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고, 상기 일부 영역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한 후에,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일부 영역은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반송 아암 부재가 그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는 제 1 지지 영역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 아암 부재는 상기 액체가 제거된 상기 제 1 지지 영역을 지지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

하는 제 2 액체 제거 장치로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액체 제거 장치는 상기 기판의 이면을 지지하기 전에, 상기 기판의 이면 중 상기 제 2 액체 제거 장치가 지지하는

제 2 지지 영역에 부착된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반송 방법.

청구항 37.

기판 스테이지에 유지된 기판에,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를 투영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하는 노광 방법

으로서,

제 27 항 내지 제 36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기판 반송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기판 스테이지로부터 상기 기판을 반송하

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방법.

청구항 38.

공개특허 10-2006-0126949

- 7 -



기판 스테이지에 유지된 기판에,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를 투영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하는 노광 장치

로서,

상기 노광 후의 기판을 상기 기판 스테이지로부터 반출하는 기판 반송 부재와,

상기 기판 스테이지로부터 상기 기판을 반송하기 전에,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액체 제거 기

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장치.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제거 기구는 상기 기판 반송 부재에 부착된 상기 액체와 함께, 상기 기판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장치.

청구항 40.

기판 스테이지에 유지된 기판에, 투영 광학계와 액체를 통한 패턴의 이미지를 투영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하는 노광 장치

로서,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제 38 항, 제 39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기판 반송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기판 스테이지로부터

상기 기판을 반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장치.

청구항 41.

제 37 항에 기재된 노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명세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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