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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모듀울 반도체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개략 평면도.

제 2 도는 제 1 도에 도시한 시스템의 부분 사시도.

제 3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개략 평면도.

제 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 밸브 모듀울의 부분 절취 측면도.

제 5 도는 제 4 도의 게이트 밸브 모듀울의 부분 절취 평면도.

제 6  도는 그 아암이 제 2  위치에 가상선으로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 운반 아암의 개략 평면
도.

제 7 도는 제 6 도의 아암의 부분 단면도.

제 7a 도는 이론상의 캠 윤곽으로부터 실제 캠 윤곽을 얻기 위한 순서도.

제 7b 도는 그 경로가 웨이퍼 호울더의 중심에 의해 추적되는 실제 캠의 일 실시예의 도시도.

제 8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드로크 모듀울의 특히 양호한 실시예의 개략 평면도.

제 9 도는 제 8 도의 웨이퍼 조작 아암 및 정렬 장치의 사시도.

제 10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스퍼터 모듀울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제 1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스퍼터 모듀울의 부분 단면 평면도.

제 12 도는 제 11 도의 모듀울의 부분 단면 사시도.

제 13 도는 제 15 도의 13-13 선상에서 취한 제 11 도 및 제 12 도의 모듀울의 구동 기구의 단면도.

제 14 도는 14-14 선상에서 취한 제 11 도의 모듀울의 구동 기구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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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도는 제 15-15 선상에서 취한 제 11 도의 모듀울을 통한 단면도.

제  16  도는 제  12  도의 16-16  선상에서 취한 운반아암으로부터 웨이퍼를 수령하기 위한 기구의 단면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처리  기계용  모듀울  시스템(a  modular  system  for  a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machine)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처리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예를들어 스퍼터 코팅, 부식
(etching),  화학적  증착과  같은  기능을  한가지만  수행하거나  제한된  여러  기능을  수행하였다. 웨이
퍼의  카세트는  다른  처리를  위해  작업자에  의하여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이동된다.  이로인해 웨
이퍼는 전송되는 동안 먼지 및  가스에 노출되고,  각  기계에서는 진공 펌핑을 위해 부가의 시간이 요
구된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여러가지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한  광범위한  모듀울  유니트가  단일  진공  환경에서 
조립될 수 있는 웨이퍼 처리 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각의 처리가 격리되어 있는 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웨이퍼의 전체 카세트를 진공 환경에서 로딩 및 언로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처리  단계  사이에서  웨이퍼를  이동  및  정렬시키기  위하여  기계내에  로보트 
조작아암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웨이퍼  처리  기계는  진공  환경에서  모든  카세트를  로딩하기  위하여  다수의  로드로크(loadlocks)를 
구비하고 있다.

로보트  아암을   포함하는  웨이퍼  취급  모듀울은  웨이퍼가  통과하는  기계의  중요부를  형성한다 여러
가지 처리 모듀울이 웨이퍼 조작 모듀울의 측부에 부착되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구조와  작동상의  특성은  비제한적인  예로서  한개의  적합한  실시예와 변형예
를 도시한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 명백해질 것이다.

[적합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도면에 의하여 참고번호는 여러가지 도면을 통하여 부품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들은 제  1  도  즉,  본 
발명의 모듀울 반도체 웨이퍼 운반 및  처리 기계의 한  실시예의 부분 개략 평면도에 도시되어 있다. 
모듀울  웨이퍼  처리  시스템(1)은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  게이트  밸브  모듀율(100a 
내지  100f),  전송  모듀울(200a,  200b),  처리  모듀울(300a  내지  300d),  전송  모듀울(200a,  200b) 사
이에 연결된 통과 모듀울(500)을 포함한다.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은  평면도에서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고  그  영역(407)은 로
드로크  챔버(406)의  외부이며  상기  모두울(400)의  내부는  대기압이다.  제어된  낮은  특유한  대기 환
경은 시스템의 이 부븐에 제공되게 된다.

직동시,  처리되게  되는  선택된  웨이괴는  카세트로부터  웨이퍼  어라이너와  납작한  파인더  그리고 웨
이퍼  어라이너(408)로부터  로드로크  챔버(406)로  선택된  웨이퍼를  운반하는  웨이퍼  핸들러(405)에 
의하여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내에  거의  표준  혹은  평형  웨이퍼  카세트(402, 403)
의  선택된  하나로부터  로드되게  된다.   웨이퍼는  또한  웨이퍼의  처리  제한을  위해  준비된 카세트
(404)로부터 로딩될 수도 있다. 

카세트(401)는  웨이퍼를  처리후  다른  카세트  중  하나  혹은  얇은  막  모니터(409)에  위치되어지기 전
에 냉각할 수  있는 저장 카세트이다.  웨이퍼 카세트(401  내지 404)는  수평면에 대하여 작은 각도 예
를들어  7。기울어졌기  때문에  카세트(401  내지  404)내에  웨이퍼의  평면은  이와  같은  작은  각도에 의
해  수직면으로부터  상쇄되게  되며  웨이퍼는  그들  카세트가  휴지상태일때  카세트내에  홈을  보유한 웨
이퍼에  대하여  공지된  방향이  되려고  경사지게  된다.  카세트로부터  로드로크  챔버(406)  안으로 선택
된  웨이퍼를  전송하는  동안  웨이퍼는  웨이퍼  핸들러(405)에  의하여  먼저  움직이게  되며  수직 방향에
서  웨이퍼의  면을  유지하는  동안  웨이퍼  어라이너(408)로  향하게  된다.  선택된  웨이퍼가  회전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평면은  수평면이고  로드로크  챔버(406)내에  위치하게  되며  그때  대기에  개방되게 
된다.  웨이퍼의  평면은  로드로그  챔버(406)내에  웨이퍼를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전송 모듀울(200a)
과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의  입구/출구  포트(210)를  통하여  연장된  전송  아암(201a)에  의하여 전
송  모듀울(200a)  안으로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을  통하여  웨이퍼의  운반동안  수평을  유지하게 된
다. 

전송  모듀울(200a)은  4개의  포트(210,  211,  212,  213)를  갖고  있다.  포트(210,  211,  212)들은  각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  100b,  100c)에  의하여  제어되게  된다.  포트(211)와  그것에  상응하는 게이
트  밸브  모듀울(100b)은  처리  모듀울(300a)의  챔버(30la)와  전송  모듀울(200a)의  챔버(215)가 연결
되어  있다.  유사하게,  포트(212)와  상응하는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c)은  처리  모듀울(300b)의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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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b)와  전송  모듀울(200a)의  챔버(215)가  연결되어  있다.  전송  모듀울(200a)의  내부  챔버(215)는 
종래의  펌핑기구(제  1  도에서는  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대기압보다  적게  선택된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챔버(215)가  비우게  되는  비율을  증가하기  위하여  챔버(215)는  그  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암
(20la)에 대하여 상대적인 치수이어야 한다

로드로크  챔버(406)로부터  웨이퍼가  언로딩된  후  전송아암(201a)은  전송  챔버(215)안으로  들어가 있
으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은  닫혀지게  된다.  전송  아암(201a)은  웨이퍼가  선택된  처리 포트
(211,  212)  혹은  전송  포트(213)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각도를  통하여  그때  회전하게  된다. 선
택된  웨이퍼가  처리  포트  예를들어  포트(211)를  나타내게  될때  전송  모듀울(200a)의 챔버(215)안으
로  로드로크  챔버(406)로부터  선택된  웨이퍼의  전송동안  닫혀지게  되는  상응하는  게이트  밸브 모듀
울  예를들어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b)은  제어  시스템(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개방되게  된다. 전
송  아암(201a)은  상응하는  처리  모듀울  예를들어  처리  모듀울(300a)의  상응하는  처리실  예를들어 챔
버(301a)  안으로  처리  포트  예를들어  포트(211)와  상응하는  게이트  밸브  모듀울  예를들어 모듀울
(100b)을  통하여 그때 연장하게 된다.  웨이퍼는 그때 제  1  도에 도시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오프-
로드된다.

처리  모듀울(300a,  300b)은  유사하게  되므로  유사한  조작은  그안에서  수행하게  되며  상기  모듀울은 
그안에서  수행된  다른  조작으로  다르게  수행될  것이다.  어느  한편에  있어서,  두개의  처리 모듀울
(300a,  300b)의  설비는  연속되는  처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증가된  일정시간내에  처리되는  일의  양과 
웨이퍼의  비연속  처리를  허락하는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과  전송  모듀울(200a)에 
연결된  입구/출구  포트(210)  및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과  더불어  각기  포트(211,  212)와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a,  100c)을  경유하여  전송  모듀울(200a)에  연결되게  된다.  선택된  처리  모듀울내에 
웨이퍼  카세트와  오프-로드  웨이퍼로부터  웨이퍼를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처리  모듀울내에서 
웨이퍼의  처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보다  훨씬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제  1  웨이퍼가 처
리  모듀울(300a)안으로  처리의  초기  주기동안  입력  카세트로부터  처리  모듀울(300a,  300b)의  선택된 
하나로  전송되게  될때  제  2  웨이퍼는  로드로크  챔버(406)로부터  처리  모듀울(300b)안으로  운반하게 
된다.  전송  아암(201a)은  처리  모듀울(300a)에서  웨이퍼의  처리의  완료를  대기하기  위하여 포트
(211)와  뒤를  맞대고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  처리의  실질적인  부분동안  처리  모듀울(300a, 
300b)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한다면,  처리  모듀울(300b)은  주  처리  장소가  스퍼터 침
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될때  스퍼터  부식  클리이닝이거나  스퍼터링과는  전혀  다른  예를들어,  화학적 
증착  처리에  의하여  금속막의  침착을  위한  예비  처리  모듀울일  것이다.  웨이퍼는  모듀울  웨이퍼 처
리 시스템(1)내에서 남아 있는 처리실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전송  모듀울(200a)내에  있는  제  2  입구/출구  포트(213)의  설비는  추가적인  처리  모듀울(300c, 300
d)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전송  모듀울(200a)은  통과  모듀울(500)을  경유하여  동일한  전송 모듀울
(200b)(상응하는  부품은  같은  번호를  붙였음)에  연결하게  된다.  통과  모듀울(500)은  전송 모듀울
(200a)의  입구/출구  포트(213)와  전송  모듀울(200b)의  입구/출구  포트(210)에  연결되며  단일 진공실
을  형성하게  된다.  웨이퍼를  처리  모듀울(300c,  300d)로  전송아암(201a)에  의하여  전송하고자  할때 
웨이퍼는 통과 모듀울(500) 안에서 플랫 어라이너(501)에 오프-로드되게 된다.

웨이퍼가  전송  모듀울(200b)의  전송  아암(201b)으로  온-로드하게  되면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f)을 
통하여  상응하는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d)을  경유하여  전송  아암(201b)에  의하여  처리 모듀울
(300e)을  통하여  처리  모듀울(300c)의  선택된  하나로  전송하게  된다.  웨이퍼가  완전히  처리하게 될
때  처리  모듀울로부터  웨이퍼는  로드로크  챔버(406)에  있기  때문에  전송아암(201a,  201b),  플랫 어
라이너(501),  전송아암(201b)을  경유하여  선택된  카세트(401  내지  404)로  돌아오게  된다.  처리 모듀
울(300e)은  임의로  추가  모듀울의  가능  출력을  도시하고  임의로  지적하기  위하여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

제  1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은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f)과  처리  모듀울(300e)을  통과  모듀울과 바꿈
에  의하여  선형적으로  연장될  것이며,  동일한  통과  모듀울(500)은  처리실의  상응하는  복수개와 번갈
아  연결되게  되는  전송  모듀울(200b)과  전송  모듀울(200b)과  동일한  전송  모듀울(도시하지  않음)에 
연결된다.  제  1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은  처리  모듀울(300d)을  통과  모듀울과  바꿈으로서  비신형 방
식으로  연장되게  되며  동일한  통과  모듀울(500)은  처리실의  상응하는  복수개와  연결되게  되는  전송 
모듀울(200b)  및  전송  모듀울(200b)과  동일한  전송  모듀울(도시하지  않음)에  연결된다.  원한다면, 
임의의  처리  모듀울(300e)은  제  2  웨이퍼  핸들러,  웨이퍼  핸들러와  동일한  로드로크  모듀울, 로드로
크 모듀울(400)과 대치할 수 있다.

제  1  도에서  도시된  처리  시스템의  구성은  비연속처리  예를들어,  어떤  웨이퍼가  들어오는  로드로크 
챔버(405)는  어떤  다른  처리실을  통하지  않고  선택된  처리실로  전달되게  되며,  어떤  웨이퍼는 선택
된  처리실로부터  어떤  다른  선택된  처리실로  혹은  중간  처리실을  통하지  않고  로드로크  챔버(406)로 
전달되게 된다.  제  1  도에서 전송아암,  게이트 밸브,  플랫 어라이너,  로드로크 챔버의 작동은 주 제
어기  회로(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제어되게  된다.  주  제어기  회로가  전형적으로  작동하므로 게이
트 밸브는 배열되게 되고 주어지지 않은 처리실은 다른 처리실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시스템(1)에  의해  제공된  비연속  처리는  특별처리  모듀울이  작동하지  않을때  잔류처리  모듀울의 연
속적인  작동을  허락하게  한다.  비연속  처리는  시스템의  잔류  처리  모듀울이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동
안  대체  처리  모듀울  혹은  어떤  지적된  처리  모듀울의  성능을  체크하게  된다.  예를들어,  처리 모듀
울(300c)의  성능을  체크하기를  원한다면  카세트(404)내에  기억된  모니터  웨이퍼를  전송하게  되면 카
세트(404)로  처리하고  귀환하게  된다.  처리  모듀울(300c)내에서  처리하는  동안  모듀울  웨이퍼  처리 
시스템(1)의 잔류 처리 모듀울은 산출 웨이퍼를 계속 처리하게 된다. 

제 2  도는 제 1  도에서 도시한 반도체 웨이퍼 운반과 처리 시스템의 부분 사시도를 나타낸다.  특히, 
전송  모듀울(200a)의  하우징은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원형  상부(298),  원형하부(296),  원통형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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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원형상부(298)와  원형  하부(296)의  결합부를  포함한다.  하우징은  적절한  진공  적합  재료 예
를들어, 스테인레스강으로 되어 있다.

각  전송실의  포트는  하우징의  내부  챔버(215)로부터  외부로  연장된  수평  홈을  구성하는  하우징의 신
장부라고  규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포트(210)(제  1  도)는  제  2  도에서  도시한  하우징 신장부(299
a)로 규정하게 된다.

제 3  도는 본 발명의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부분 개략 평면도를 도시한다 웨
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2)은  입구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a),  출구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b),  전송  모듀울(20a,  20b),  게이트  밸브  모듀울(10a  내지  10h),  처리 모듀울
(30b,  30c,  30f,  30g)을  포함한다.  상기  입구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a)은  제  1 도에
서  도시한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과  동일하다  전송  모듀울(20a)은  전송 모듀울
(20a)의  내부  챔버(23a)를  상기  모듀울(20a)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포트(21a  내지  21d)를 구비
하는  진공  챔버를  포함하게  된다.  포트(21a  내지  21d)는  게이트  밸브  모듀울(10a  내지  10d)에 의하
여  개폐하게  된다.  전송  모듀울(20a은  플랫  어라이너(150a)를  경유하여  동일한  전송  모듀울(20b)에 
연결되게  되며  그래서  형성된  단일  진공  챔버는  제  3  도에서  도시하지  않는  종래의  펌핑  수단에 의
하여  비우게  된다.  플랫  어라이너(50a)는  원하는  회전  방향에서  웨이퍼를  위치시키기  위하여  어떤 
적합한  수단으로  대처하게  된다.  전송  모듀울(20b)는  4개의  포트(21e  내지  21h)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e  내지  10h)에  의하여  개폐되게  된다.  리액티브  이온  에치처리 모듀울
(30c)의  내부  처리실(31c)은  각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c,  10h)에  의하여  제어된  각각의  포트(21c, 
21h)를  경유하여  전송  모듀울(20a)의  내부  챔버(23a)와  전송  모듀울(20b)의  내부  챔버(23b)에 연결
되어  있다.  유사하게  스퍼터  처리  모듀울(30b)의  내부  처리실(31b)은  각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b, 
10e)에  의하여  제어된  각각의  포트(21b,  21e)를  경유하여  전송  모듀울(20a,  20b)의  내부  챔버(23a, 
23b)와  통하고  있다.  게이트  밸브  모듀울(10g)에  의해서  제어된  포트(21g)는  전송  모듀울(20b)의 내
부  챔버(23b)가  화학적  증착처리  모듀울(30g)과  연결되어  있다.  게이트  밸브  모듀울(10f)에  의하여 
제어된  포트(21f)는  전송  모듀울(21b)의  내부  챔버(23b)와  빠른  어니일링  모듀울(30f)의  내부 챔버
가 통하고 있다.

주  제어기(60)는  표준  커뮤니케이션  버스(61)를  경유하여  각  처리실  제어기(P)와  입구  모듀울(40a), 
출구 모듀울(40b), 작동 제어 패널에 통하고 있다.

작동시,  선택된  웨이퍼는  입구  모듀울(40a)내에서  선택된  웨이퍼  카세트(제  3  도에서는  도시하지 않
음)로부터  플랫  어라이너(50b)와  제  1  도에서  도시한  로드로그  챔버(406)와  동일한  로드로크 챔버
(46a)에  웨이퍼  핸들러(제  3  도에서는  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운반하게  된다  전송  모듀울(20a)의 
운반  아암(201c)은  게이트  밸브  모듀울(10d)에  의하여  개폐하게  되는  포트(21d)를  경유하여 로드로
그  챔버(46a)  안으로  연장되게  된다.  선택된  웨이퍼는  전송  모듀울(20a)의  내부  챔버(23a)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운반  아암(201c)으로  온-로드하게  된다.  상기  운반  아암(201c)은  선택된  웨이퍼가 포
트(21c  혹은  21b)나  플랫  어라이너(50a)로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각도에  의하여  회전하게  된다. 
플랫  어라이너(50a)로  전달된  웨이퍼는  운반  아암(201d)이나  운반  아암(201c)  위로  온-로드하게 된
다.  플랫  어라이너(50a)로부터  운반  아암(201d)으로  온-로드된  웨이퍼는  선택된  포트(21g  혹은 21
f)를  전달하고  적절한  각도에  의하여  회전하게  되며  내부  챔버(23b)  안으로  운반아암(201d)에 의하
여  들어가게  된다.  선택된  포트를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밸브  모듀울은  포트를  열게되며  운반 아암
(201d)은  제  3  도에 도시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오프 로드된 선택된 처리 모듀울의 내부 챔버안으
로  연장되게  된다.  플랫방향이  웨이퍼나  원형  대칭  기판을  요구하지  않을때  웨이퍼나  기판은  각각 
게이트  밸브  모듀울(10c,  10b)을  경유하여  운반아암(201c)으로부터  처리실(21c)이나  처리실(31b)로 
운반하게  되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h,  10e)을  장유하여  그들로부터  운반  아암(201d),  바이패싱 
플랫  어라이너(50a)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웨이퍼가  완전히  처리하게  될때,  웨이퍼가  위치한  처리 
모듀울 내로 안내하는 운반 아암은 온 로드하게 되고 출구 포트(21a) 뒤로 전송하게 된다.

처리  모듀울(30b  혹은  30c)에서의  웨이퍼에  대하여,  이는  로드로크  챔버(46b)  안으로  게이트  밸브 
모듀울(10a)에  의하여  제어된  포트(21a)를  통하여  연장된  운반  아암(201c)의  적절한  회전에  의하여 
수행된  처리실로부터  운반  아암(201c)의  들어감에  의하여  수행하게  된다.  처리  모듀울(30g  혹은 
30f)내의  처리  모듀울로  인하여  웨이퍼는  플랫  어라이너(50a)를  경유하여  먼저  운반  아암(201d) 안
으로 그리고 상기 운반 아암(201d)으로부터 운반 아암(201c)으로 전송하게 된다.

반원호(25)는  제  3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이  반원호(25)에  위치한  플랫  어라이너로  전송 모듀울(20
b)과 유사한 제 3 전송 모듀울로 인접함에 의하여 연장되게 된 것을 표시하고 있다.

제  3  도의  실시예에서  도시한  모듀울은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모듀울의  어떤  조합으로 
배치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은  제  1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비연속 처리의 잇점을 가지
고  있다.  제  3  도에서  도시한  시스템은  운반  아암(201d)이  4개의  처리  포트를  안내하고  운반 아암
(201c)이 2개의 처리 포트와 입구 및 출구 모듀울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더 유연성이 있다.

원한다면,  입구  모듀울(41a)은  입구  및  출구  모듀울로  대응될  수  있고  출구  모듀울(41b)은  처리 모
듀울로  대체할  수  있다.  유사하게,  원한다면  어떤  처리  모듀울은  출구  모듀울  혹은  입구  모듀울로서 
대치할 수 있다.

제  4  도  및  제  5  도는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의  한  실시예의  각각  부분  개략도와  부분  절단도를 
나타낸다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은 프트(P1 )와 포트(P2 )  사이의  통로를  제어한다. 포트(P1 )는 처리

실, 전송실이나 로드로크 챔버중의 하나가 제 1 챔버의 하우징 신장부(299x)에 의하여 
규정되어지며,  신장부는  제  6  도에  도시한  웨이퍼  전송  아암(201)을  통하여  신장부에  수용시키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홈  치수로  구성된다.  전송  모듀울(200a)의  하우징의  이와  같은  하우징 신
장부(299a)는  제  2  도의  사시도에 도시되어 있다. 포트(P2 )는  제  2  챔버(제  4  도에서는 도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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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하우징의 신장부(299y)와 유사하게 규정지어진다.

하우징  신장부(299x,  299y)는  각각  플랜지(295,  296)를  통하여  구동된  복수개의  제  1 나사(S1 )와 복

수개의  제  2 나사(S2 )에  의하여  밸브  몸체(102)에  부착된 포트(P1 , P2 )를  규정하게  된다.  밸브 몸체

(102)는  스테인레스  강이나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각기  플랜지(295,  296)와  밸브 몸체
(102)  사이의  탄성  중합체O-링(103,  105)은  진공  밀봉되어  있다.  밸브  몸체(102)는  제  4  도에서 점
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밸브  게이트(125)가  외형의  위치  아래로  오게될때 포트(P1 )로부터 포트(P

2 )로  연장된  수평  홈(160)을  구비하고  있다.  제  5  도의  측면도에  도시되어  있는  홈(160)은 포트(P1)

로부터 포트(P2 )로  제  6  도에서  도시된  웨이퍼  운반  아암의  연장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치수 지워지

게 된다.

제  5  도  내에서  점선  A는  홈(160)의  중앙면을  표시한다.  밸브제이트(125)가  완전히  그안으로 들어가
게 될때 밸브 게이트는 홈(160)안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상기 위치는 제  4  도에서 점선에 의하여 표
시되게  된다.  밸브  게이트(125)가  완전히  연장된  위치내에  있게  될때  탄성  중합체  O-링(104)은 노치
(104a)내에  위치하게  되며 포트(P1 )와 포트(P2 )  사이는  진공  밀봉을  구성하게  된다.  노치(106a, 

107a)내에  위치하는  탄성  중합체  띠(106,  107)는  각기  진공  밀봉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밸브  게이트(125)가  그것의  완전히  연장된  위치내에  있게  될때  띠(106,  107)가  밸브  몸체(102)와 밸
브  게이트(125)  사이에서  접촉하게  되므로  회선  모우멘트는  탄성  중합체  O-링(104)과  밸브 몸체
(102)와  밸브  게이트(125)  사이에서  접촉에  의하여  생기게  된  밸브  게이트(125)상에서  회전 모우멘
트에 대항하는 밸브 게이트(125)상에 생기게 된다.

사다리꼴(125a)의 에지(e1 )는  수평면에  대하여  약  45°의  예각  α를  구성하는  점(109)으로부터 점

(108)로 연장된다.

실질적으로  보다  큰  각은  밸브  게이트(125)가  완전히  연장되었을  때  탄성  중합체  O-링(104)을  밸브 
몸체(102)에  밀봉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다리꼴(125b)의 에지(e2)

는 수평면에 대하여 각도 β를 형성한다.

제 4 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각도 α는 각도 β와 동일하지만 임계값은 아니다.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의  신규  특성은  밸브  게이트(125)의  횡단면이  비대칭이라는  것이다  단지 O-
링(104)이 진공 밀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다리꼴(125b)은 사다리꼴(125a) 보다 작게 
예를들어,  선분(126)의  길이가  선분(127)의  길이보다  실질적으로  작게  되게  구성되어  있다.  한 실시
동안  선분(126)과  선분(127)  사이의  길이의  차이는  약  2.54cm(1inch)이다.  그래서 포트(P1 , P2 ) 사이

의  거리는  2개의  O-링과  그안에  사다리꼴(125b)이  사다리꼴(125a)과  일치하는  종래  기술  밸브 모듀
울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베어링(110,  111)은  밸브  몸체(102)의  홈(144)내에  그것을  수직으로  변환하므로써  밸브 게이트(12
5)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축(132)상에  설치된  밸브  게이트(125)는  축(132)의  나사 신장부
(133)에  의하여  밸브  게이트(125)안으로  나사  결합되어  있다  밸브  몸체(102)는  나사(도시하지 않
음)에  의하여  하우징(138)내에  설치되게  된다.  금속  벨로우즈(130)는  플랜지(134)를  나사(55)에 의
하여  밸브  몸체(102)에  설치되게  되어  있다.  스테인레스강  축(140)은  스테인레스강  축(132)  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다  플랜지(134)와  밸브  게이트  몸체(102)  사이의  탄성  중합체  O-링(134a)은 포트(P1 , 

P2 )와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의  외부  대기와  연결된  챔버(도시하지  않음)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유지하게  된다.  축(132)은  축(140)상에  동축으로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다.  축(140)는  밸브 게이트
(125)가  홈(144)내에서  수직으로  변환하게  하며  하우징(138)에  의하여  형성된  원통형 공동(141)내에
서  수직으로  변환하게  된다.  제  5  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축(132)의  세로축(128)은  길이(L)를 갖
는  밸브  게이트(125)의  세로  중간점에  위치하게  된다.  밸브  몸체(125)의  하부면과  축(128)을 통과하
여  제  4  도에서  도시한  횡단면의  면에  수직인  축에  대하여  모우멘트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축(13
2)은 위치하게 된다.

상기  모우멘트는  밸브  몸체(102)가  완전히  연장될때  O-링(104)과  탄성  중합체  띠(106,  107)상에 작
용하는  힘에  의하여  생기게  된다.  하우징(138)은  나사(56)에  의하여  공기  실린더상에  설치되게 

된다. 축(140)은 종래의 공기 구동 피스톤 기구(150)에 의하여 수직으로 변환하게 된다.

제  6  도는  평면도를  도시하지  제  7  도는  웨이퍼  운반  아암  기구(201)의  부분  절단측면도이다.  상기 
아암  기구(201)는  제  1  도의  전송  모듀울(200a)내에서  사용된  전송  아암(201a)이거나  제  3  도에서 
모듀울(20)내에  사용된  아암(201)의  한  실시예이다.  아암  기구(201)는  캠(242),  제  1  강성 아암
(252), 풀리(254), 제 2 강성 아암(256), 웨이퍼 호울더(280)를 구비하고 있다.

제  6  도에서  개략적을  도시된  웨이퍼  호울더(280)는  아암(256)의  한  단부에  고정되게  설치되게 
된다.  아암(256)의  다른  단부는  축(272)에  의하여  아암(252)의  한  단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아암(252)의  한  단부(252b)를  통과한  축(272)은  아암(256)에  고정되게  부착된  한  단부와 풀리(254)
의  중심에  고정되게  설치된  다른  단부를  구비하고  있다.  축(272)은  제  7  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베어링(275)에  대항하여  축(273)에  대하여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상기  아암(256)은  풀리(254)와 
함께  회전한다.  아암(252)의  다른  단부(252a)는  이중  축  동축  급수  탱크(224)(제  7  도)의 내부축
(232)상에  고정되게  설치되게  된다.  예를들어,  강자체유  진공  탱크와  같은  진공  급수  탱크(224)는 
웨이퍼  운반  아암  기구(201)의  하우징  내부와  하우징(220)의  외부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제공한다. 
진공  급수  탱크(224)는  플랜지(222)에  의하여  하우징(220)에  부착하게  된다.  강자성체유  급수 탱크
는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강자성체유  급수  탱크는  이  안에서  설명된  구동  기구를 도
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자성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강자성체유  급수탱크(224)의 외부
축(238)은  캠(242)에  고정되게  부착하게  된다.  내부축(232)과  외부축(238)은  한쌍의  모터(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축(232,  238)의  세로  축(250)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회전가능하다.  축(250)은 아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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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01)를 포함하는 진공챔버(215)의 중심을 통과하여 바닥에 대하여 수직이다.

벨트(243)는  캠(242)주위의  부분과  폴리(254)  주위의  부분이  접촉되어  있다.  벨트(243)는  캠(242) 
주위의  부분상의  점(242f)에  캠(242)과  폴리의  주위상의  점(254f)에  풀리를  고정하게  된다. 벨트
(243)는 예를들어, 스테인레스강으로 된 기어가 없는 벨트나 금속 케이블로 할 수 있다.

제  6  도는 포트(P1 )을  통하여  완전히  연장된  웨이퍼  운반  아암(201)을  도시한다.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아암(201)이 포트(P1 )를  통하여  완전히  연장되게  될때  축(250,  273)을  통과한  아암(252)의  중간 

라인  축(M)과  축(250)을  통과한 포트(P1 )의  중간  라인(A)  사이의  각도  θ는  약  30°이다.  다른 실시

예에서는  다른  각도를  30°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작동시,  아암(201)은  설치  캠(242)이  설치되는 
동안  축(250)에  대하여  아암(252)의  반시계  방향  회전에  의하여 포트(P1 )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외부축(238)이  여전히  고정되는  동안  강자성체  급수  탱크(224)의  내부축(232)을  회전함에 의
하여  수행하게  된다.  캠(242)은  아암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스테인레스강  케이블(243)은 
회전하는  폴리에  의하여  캠(242)  주위를  둘러싸거나  둘러싸지  않으며  웨이퍼  호울더(280)는 가상위
치(28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그것이  완전히  연장된  위치로부터  진공  챔버(215)  내부로  들어가는 
위치로 중간 라인(A)을 따라 일반적으로 선형 경로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일단  웨이퍼  전송  아암(201)  내부  챔버(215)로  들어가게  되면  아암(252)과  캠(242)은  각기  동일하게 
선택된  각도를  통하여  내부축(232)과  외부축(238)을  회전함에  의하여  선택된  각도로  회전하게  되며 
웨이퍼 운반아암(201)은 제 2선택 프트를 통하여 연장되도록 적절하게 위치하게 된다.

제  6  도에서  도시된 포트(P4 )를  지난 포트(P1 )는  90°떨어져  있으며  본  실시예  축(232,  238)은  다른 

포트를  지나서  신장부로  웨이퍼  운반  아암(201)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90°의  배수로  회전하게  된다. 
신장부는  캠(242)에  대하여  시계방향으로  축(232)의  축선에  대하여  아암(252)을  회전시킴으로서 수
행하게 된다.

스테인레스강  케이블(243)과  같이  웨이퍼  운반  아암(201)은  선택된  포트를  통하여  연장되거나 들어
가게  되므로  캠(242)으로부터  둘러싸거나  둘러싸지  않게되며  캠(242)과  상기  케이블(243)  사이에서 
미끄럼이나  구름  마찰이  없게된다.  그래서,  본  설계는  진공  챔버(215)내에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
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캠(242)은  에이퍼  호울더(280)가  축선(A)을  따라  근사적으로  선형  방식으로  들어가는(그리고 연장하
는)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형태이어야  한다.  움직임이  선형적이라면  기초  평면  기하학은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제  6  도의  평면에서  웨이퍼  호울더(280)의  중심을  연결하고  축(273)을 통과하
는 아암 축선(N)사이의 각 phi와 포트 축선(A, M) 사이의 각 θ가 확립된다.

phi= 90°- θ + cos
-1
[ (d/f) sinθ]

여기서  d는  축(250)으로부터  축(273)으로  아암(252)의  길이이며,  f는  축(273)으로부터  웨이퍼 호울
더(280)로 축선(N)의 길이이다.

표 l은 θ,  phi,  각도 θ가 3°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 phi에 대한 편차 감소량 델타 phi, phi에서
의  중분나누기  θ에서  상응하는  증분의  비율,  축(273)에  대한  X,  Y좌표, 스트로크(d=25.4cm(10inc
h)이고 f=3556cm(14inch)인 경우 웨이퍼 호울더(280)의 중심의 X좌표)의 출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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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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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242)은  2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먼저 각  phi에서 감소량 델타 phi  나누기 각  θ에서 상응하는 증
분량  델타  θ  사이에서  비율은  각각  θ로  계산되게  된다.  이  비율은  이론  캠  윤곽을  설계하기 위하
여  사용되게  된다.  각  θ(0≤θ〈180。)에  대하여  r이  폴리(254)의  반경을  표현한다면  r(델타 phi/
델타  θ)의  길이를  가지는  선분은  각  θ가  -90°에서  원래방향으로부터  연장된  선분과  더불어  원래 
방향에서  한  단부에  위치하게  된다.매끈한  곡선은  이론  캠  윤곽의  한  부분을  규정하는 선분들(반경
들)의  단부를  통과한다.  이론  캠  윤곽(180°≤θ〈360°)의  잔류  부분은  케이블(243)의  길이를 고정
하게  되고  다른  측으로부터  그것을  둘러싸지  않음으로서  캠(242)의  한측상에  둘러싸여야만  하므로 
캠 윤곽은 원래 방향에 대하여 대칭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  캠(242)은  풀리(254)상에  둘러싸거나  둘러싸지  않는  매끈한  스테인레스  벨트에  의하여 풀리
(254)를  구동하기  때문에  상기  윤곽에  대한  수정은  물리적  구동  시스템을  고려하여  만들어야만 
한다.  반복  이송  전진  수정  공정은  제  7a  도에서  플로우챠트로  설명된  것을  사용하게  된다. 프로그
램은 선택된 각도 θ0 와  상응하는 이론  캠  반경 R0 로부터  시작하며 선택된 양  정수  N과  선택된  델타 

θ에 대해 초기 반경 R0 와  각 θ 0 +델타 θ,θ0 +2델타 θ, …+θ0 +N(델타 θ)에 상응하는 연속으론 반

경들 R1 , R2 ,…,R、사이의  방해를  체크한다.  "혼신"은  플로우챠트에서  나타나는  부등식에  의하여 형

성된다.  방해가  발견될때마다  이론  반경 R0 는  0.001로  감소되게  되며  상기  처리는  초기  반경이 감소

되게  될때까지  "혼신"받지  않는다.  이  각소된  값 R
*
는  실세  캠의  초기  반경(각  θ에  대하여)이다. 

전체 처리는 다음 이론 반경 R 1  등에 대하여 반복하게 된다.  감소된 반경들 R
*
, R1

*
 은  캠 윤곽의 상

응하는 부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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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a  도의  플로우챠트의  부등식에서  상수  0.001로  감소하는  반경과  최대공차와  0.002는  정확도에 
의거하여 다른 작은 상수로 대처하게 됨을 알게된다.  제  7b  도는 N=7  그리고 델타 θ=3°인 캠(242) 
윤곽의  실제부분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처리를  이용하여  r=1,  d=10,  f=14인  경우  경로  P를  따라서 
웨이퍼 호울더의 중심에서 작동 캠  윤곽과 점의 운동을 도시한다.  상기 도면에서 캠  윤곽의 작동 부
분은  θ의  값이  25°에서  129°로  변화한다.  캠  윤곽의  작동  부분은  스테인레스강  벨트(243)를 둘러
싸거나  둘러싸지  않는  윤곽으로부터의  부분이다.  작동  캠은  원래  방향에  대하여  대칭으로 규정지어
졌지만  좌  반평면에서  둘러싸거나  둘러싸지  않은  부분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하지  않았다. 
캠의  비작동  부분은  예를들어  제  7b  도에서  도시된  눈금으로  잡아늘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캠(242)의 
작동  윤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형성되게  된다.  고정된  점(242f)은  벨트와  접촉한 
캠  윤곽의  비작동  부분에서  어떤  점으로서  선택되게  된다.  고정된  점(254f)은  풀리(254)의  유도 회
전이  풀리(254)와  떨어져서  회전하므로  벨트(243)상에  고정된  점(254f)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되게 
된다.  원한다면  벨트는  캠(242)  윤곽의  비작동  영역에서  제  1  고장검으로부터  풀리(254)를  돌아 컴
(242) 윤곽의 비작동 영역에서 제 2 고정점과 배면으로 연장되게 된다.

실시예에서  설명된  상기  풀리(254)는  원형이다.  그러나,  캠(242)의  윤곽을  형성하기  위한  유사한 처
리는  선형  운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형이  아닌  캠(풀리)에  의하여  대치되어진  원형  풀리(254)로 사
용할 수도 있다. 

웨이퍼  핸들러  및  로드로크  모듀울(400)(제  1  도)의  다른  실시예에서  특히  적합하게  된  웨이퍼의 3
개  혹은  그  이상의  카세트는  고속  처리와  웨이퍼  방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리된 로드로크내에
서 진공상태로 로드되게 된다.

제  8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세트(402,  404,  406)는  각기 로드로크 챔버(408,  410,  412)내에 도시
되어  있다.  카세트들은  청정실로부터  문(414,  416,  418)을  통하여  로드되게  된다.  이  로드로크 챔버
는  적합한  펌핑  수단(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퍼내게  된다.  진공의  적합한  정도가 성취
될때  밸브(420,  422  혹은  424)(단지  개략적으로  도시함)는  카세트로부터  웨이퍼  로드로크  핸들링 챔
버(426)안으로  웨이퍼의  운동을  허락하기  위하여  개방하게  된다  :  상기  참버(426)내의  핸들링  아암 
구동 기구(428)는 트랙(430)상에 설치되게 된다. 

핸들링  아암  구동  기구(428)는  각각의  로드로크  챔버(408,  410,  412)와  경사진  트랙(430)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2개  부분  아암(432)은  핸들링  아암  구동  기구(428)에  의하여  구동되며  그  위에 설치
되게  된다.  아암(432)은  카세트로부터  웨이퍼를  선택하거나  카세트로  웨이퍼를  귀환하기  위하여 밸
브(420,  422,  424)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도달하게  된다.  카세트  레스트테이블  아래의 엘리베이터
(도시하지  않음)는  각  카세트내에서  다른  웨이퍼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아암을  수용하는  카세트를 올
리거나  내리도록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아암(432)은  시스템의  다른  웨이퍼  핸들링  장치에  의해 선
택되어진  휴지  테이블로부터  웨이퍼를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고온  웨이퍼는  카세트에 기
억시키거나  카세트  배면으로  웨이퍼를  이동하기  전에  웨이퍼를  냉각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움직이
게 되는 아암(432)에 의하여 선택되어진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핸들링  아암  구동  기구(428)안으로  병합된  동심의  웨이퍼  배향  장치이다. 
테이블(436)은  핸들링  아암  구동  기구(428)를  핸들링  아암(432)에  연결시킨  축과  동심인 축(도시하
지  않음)상에서  휴지한다.  이  배열의  모습은  제  9  도에  도시되어  있다.  웨이퍼는  아암(432)에 의하
여  테이블(436)  위에  위치하게  된다.  테이블(436)은  광  이미터(438)와  광  검출기(440)  사이에서 웨
이퍼  에지가  통과하기  위하여  회전하게  된다.  광  비임을  통하여  웨이퍼의  에지의  회전은  웨이퍼의 
도심과  평면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중앙  컴퓨터를  수용하는  회전각의  기능으로서  광도  변화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컴퓨터는  그때  테이블(434)상에  웨이퍼를  세팅하기  위하여  정확한  중심상에 평
면에  배열되며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  로드로크  모듀울의  상기  실시예는  리차드  제이.  헤르텔  등에 
의해  동일자로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웨이퍼  운반  시스템"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856,814호에 
추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통과  모듀울(500)을  통과한  웨이퍼는  플랫  어라이너(501)  위에  기술된  동일한  회전  평면  배열을 사
용하게  된다.  회전  테이블(436)은  통과  모듀울(500)안으로  웨이퍼를  받아들인다.  광  이미터(438)와 
광  검출기(440)는  웨이퍼  배열을  수용하려고  이전에  설명된  광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제  10  도는  스퍼터  모듀울(350)의  일  실시예의  개략적  다이아그램을  도시한다.  스퍼터 모듀울(350)
은  예비처리실(301),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  처리실(301)과  스퍼터  챔버(302)  사이의  진공 챔버
를  제공하는  밸브(338),  스퍼터  공급원(304),  히터(315),  성냥갑(316)을  프함한다.  작동시  웨이퍼는 
제 11  도 내지 제 14  도와 제 16  도에서 더 상세히 도시된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을 향해 전송 챔
버(200)내에서의 웨이퍼 운반 아암 기구(제 10  도에서는 도시하지 않음,  제  6  도  및  제  7  도  및 참
조)로부터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tm)로  전송하게  된다.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tm)은  제  4  도와  제 
5  도에서  도시된  게이트  밸브  모듀울과  같다.  전송  챔버(200)내의  운반  아암  기구로부터  웨이퍼 핸
들러  아암(340)으로  웨이퍼의  전송이  완결될때  게이트  밸브  모듀울(100tm)은  제어  기구(도시하지 않
음)를  경유하여  닫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실(301)내의  대기는  전송  챔버(200)내의  대기로부터 
격리되게  된다.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은  처리실(301)내에서  95°로  그위에  끼워진  수평 웨이퍼
(W)를   회전하므로  상기  웨이퍼(W)의  평면이  수직으로  5°의  각도를  갖게된다.  이  회전은  제  12 도
의  사시도에  도시되어  있다.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은  처리실(301)안으로  밸브(338)  개구를 통하
여  그위에  끼워진  웨이퍼(W)를  회전하며  5°로  웨이퍼(W)를  회전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평면은 수직
이고 웨이퍼(W)의 배면부분은 히터(315)상에서 휴지한다. 

히터(315)는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예를들어  배리언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하여 만
들어진  부품  no.  682530일  것이다.  성냥갑(316)은  RF열원(도시하지  않음)과  히터  글로  방전  사이의 
임피던스  전송을  제공한다.  선택된  온도에서  웨이퍼의  더불어  스퍼터  공급원(304)은  제  10  도에서 
제어기구(도시하지  않음)를  경유하여  활성하게  된다.  가스  라인(309)은  밸브(310)를  향해  선택된 압
력에서  아르곤  가스를  제공한다.  니이들  밸브(311)는  밸브(310)로부터  스퍼터  챔버(302)로  아르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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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제어한다.  니이들  밸브(312)는  웨이퍼(W)의  배면과  히터(315)  사이에서  형성된  공동을 향하
여  아르곤의  흐름을  제어한다.  스위치(308)는  스퍼터  챔버(302)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거나  같은 
선택된  수준  위로  올릴때  스퍼터와  관련된  스퍼터  공급원(304)과  모든  다른  전기  장치에  대하여 전
원을  차단하기  위한  후비  안전  스위치로서  작용하는  압력  활성  스위치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록 스
위치(314)는  냉각수  흐름이  차단될때  히터(315)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스위치이다.  게이지(318, 

319)는  처리실(301)내의  압력을  측정한다.  거친  게이지(318)은  대기압과 10
-3

토르  사이의  범위에서 

압력을  측정한다.  이온  게이지(319)는 10
-3

 토르보다  적은  압력을  측정한다.  인터록  스위치(317)는 
처리실(301)이 대기압일때 밸브(338)의 열림을 막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 스위치이다.

커패시턴스  마노미터(320)는  처리실(301)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밸브(313)에  의하여 처리실(301)로부
터  격리되게  되는  압력  측정  장치이다.  처리실(301)을  비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펌핑  기구는 공지되

었으며,  약 10
-2
토르로  선택된  압력으로  밸브(336)를  경유하여  처리실(301,  302)내의  압력을 감소하

는  거친  펌프(323)와  밸브(336)가  닫힐때  밸브(324)를  경유하여  처리실(301,  302)을  비우는 예를들
어,  저온  펌프인  높은  진공  펌프(322)를  포함한다.  밸브(324)는  처리실(301)이  대기로  배출하게 될
때  상기  진공  펌프(322)를  보호하기  위하여  닫게  된다.  처리실(301,  302)은  펌핑  시스템  처음 라인
내에  트랩(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보호되게  된다.  밸브(325)는  펌프를  구동하기  위하여  빈 펌프
(322)로 사용하게 된다.

제 16  도는 웨이퍼가 제 6  도와 제 7  도에서 도시된 웨이퍼 운반 아암 기구(201)로부터 스퍼터 모듀
울  예비  처리실(301)내의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으로  전송되는  기구의  횡단면도를  도시한다. 웨이
퍼는  포트(P)를  통하여  연장된  아암  기구(제  16  도에서  도시되지  않았지만  제  6  도에서는  도시됨)에 
의하여  처리실(301)안으로  운반되게  되므로  아암(201)의  웨이퍼  호울더(280)에  의해  운반된 웨이퍼
(W)는  제  1  테이블(500)  위에  위치하게  된다.  공기  실린더(502)에  의하여  구동된  축(501)상에 단단
하게  설치된  테이블(500)은  양쪽  방향  화살표(518)로  지적된  것과  같이  수직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이
게  된다.  축(501)은  처리실(301)  안으로  플랜지(397)를  통과한다.  플랜지(398)에  밀착된 주름통
(522)은  처리실(301)과  외부  대기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제공하는  주름통(522)과  축  사이에서 하우
징(396)과  탄성  중합체  O-링(520)의  플랜지(397)에  설치되게  된다.  테이블(500)은  제  6  도  및  제  7 
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므로서  처리실(301)로부터  깊숙이  들어간  웨이퍼  호울더(280)로부터  웨이퍼를 
이동하는  웨이퍼  호울더(280)(제  6  도를  보면)내에  원형  개구를  통하여  승강되게  되므로 치수지워지
게  된다.  이점에서  웨이퍼(W)는  제  16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테이블(500)상에  휴지하게  된다 테이
블(500)의  부채꼴로된  면적(도시하지  않음)에서  테이블(500)의  주변의  길이를  넘어서  연장된 웨이퍼
(W)의 에지에서 클립은 웨이퍼의 에지에 궁극적으로 결합될 것이라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이  회전하기  때문에(하기  설명한  바와  같이)웨이퍼  호울더판(341)내의  원형 
개구(342)(제  11  도)는  웨이퍼(W)위의  중심에  두게  된다.  원형  세라믹  링(511)은  웨이퍼 호울더판
(341)의 링(510) 아래에 설치되게 된다.

복수개의  유연한  웨이퍼  클립은  대강  등간격으로  세라믹링(511)에  고정되게  부착하게  된다.  이와 같
은  두개의  크립(512a,  512b)은  제  16  도에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유연한  웨이퍼  클립에  상응하는 
갈퀴는  제  2  테이블(514)에  단단하게  부착되게  된다.  클립(512a,  512b)에  상응하는  갈퀴(514a, 
514b)는  제  16  도에  도시되어  있다.  공기  실린더(504)에  의해  구동되는  축(503)에  단단하게  고장된 
테이블은  양쪽  화살표  방향(516)으로  지적된  것과  같이  수직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축(503)은  또한  처리실(301)의  하우징(396)을  통과한다.  주름통(523)은  처리실(301)과 
외부  대기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제공하는  주름통(523)과  축(503)  사이에서  하우징(396)과  탄성 중
합체 O-링(521)의 믈랜지에 설치되게 된다.

웨이퍼(W)가  테이블(500)에  전송되게  될때  테이블(514)이  승가되기  때문에  각각의  갈퀴는  클립 개구
에  의하여  유연한  웨이퍼  클립에  상응하는  그것에  결합하는  테이블에  부착하게  된다.  테이블(500)은 
웨이퍼(W)가  개구된  클립과  정렬되기  때문에  승강하게  된다.  테이블(514)은  클립이  웨이퍼(W)의 에
지를  닫고  결합하도록  하부에  위치하게  된다.  제  16  도는  가상  위치(W)에서  웨이퍼(W)의  에지와 결
합된  클립(512a,  512b)을  도시한다.  테이블(500)은  이때  내려가게  된다.  이것은  아암(201)으로부터 
아암(340)으로 웨이퍼(W)의 전송을 완성한다.

웨이퍼  호울더  판(341)(제  11  도)의  아암  신장부(345,  346)는  아암  신장부(345,  346)  사이에서 연장
된  축(365)에  단단하게  부착되게  된다,  이것은  제  13  도에  확대된  크기로  도시되어  있다.  축(365)은 
기어  박스(360)를  통과한다.  기어박스(360)는  축(365)에  대하여  구동축(367)의  회전을  커플링하기 
위하여  종래의  직각  기어  기구(361)를  포함한다.  구동축(367)은  적절한  기구  예를들어 하우징(370)
내의  제  1 모터(M1 )에  부착된  밸트에  의해  구동되며  그위에  단단하게  부착된  풀리(368)를 회전시킴

에  의하여  회전하게  된다 모터(M1 )는  웨이퍼  호울더판(341)의  림(510)에  부착된  세라믹  링(511)과 

끼워진  웨이퍼(W)를  따라  수평면(제  12  도에  도시되었음)으로부터  축(365)상의  웨이퍼  아암(340)이 
95°회전하여 직각 기어기구(361)를 경유하여 번갈아서 축(367)을 구동한다.

축(367)은  양측  동축  관통  접속부(388)(강자성체  밀봉하게  된)의  내부축이다.  축(367)은 하우징
(396)을  통한  진공  챔버(301)로부터  외부  풀리(368)로  통과한다.  탄성  중합체  O-링(373)은 처리실
(201)과  처리실(301)  외부  공기  사이에  진공밀봉을  제공한다.  강자성체유  관통  접속부(388)의 외부
축(378)은  내부축(367)과  동축이며  그위로  단단하게  접착된  풀리(369)에  대하여  하우징(396)을 통하
여  연장된다.  외부  축(378)은  적절한  수단  예를들어,  하우징(370)내의 모터(M2 )에  부착된  벨트에 의

하여 풀리(369)를 회전함으로서 회전하게 된다.

강자성체  하우징(374)과  외부축(378)  사이의  탄성  중합체  0-링(372)은  처리실(301)과 처리실(301)외
부의  대기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제공한다.  하우징(374)은  플랜지(375)에  용착되게  된다. 플랜지
(396a)는  플랜지(375)와  볼트로  죄게된다.  플랜지(396a)는  챔버  벽(396)에  용착되게  된다. O-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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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은 처리실(301)(플랜지 396a를 경유)과 관통 접속부(388) 사이에서 진공 밀봉을 제공한다.

웨이퍼  아암(340)이  제  1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약  95°로  회전하게  될때  그것은 
스퍼터 챔버(302) 안으로 직사각형 개구를 통하여 회전하게 된다.

이  회전은 모터(M2 )의  수단에  의하여  외부축(378)을  회전함에  의하여  수행하게  된다.  처리실(301) 

내부로의  축(378)  단부는  기어  박스(360)에  단단하게  부착하게  된다.  축(378)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
전하기  때문에  기어  박스(360),  축(365),  웨이퍼  아암(340)은  제  1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모두  회전한다.  약  90°의  각도로의  회전은  히터(315)면전에  웨이퍼(W)를  놓는다. 내부축
(367)이  다시  회전함에  의하여  웨이퍼(W)는  세라믹  링(511)에  부착하게  되고  그것은  웨이퍼 호울더
판(341)에  부착하게  되며  약  5°의  각도로  회전하므로  그것의  배면은  히터(315)와  접촉하게  된다.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이  히터(315)에  대하여  적절하게  위치하게  될때  핀(도시하지  않음)  인접 히
터(315)는  제  11  도에  도시된  웨이퍼  호울더  판(341)으로부터  돌기(344)내의  배열된  구멍(344a)과 
결합하게 된다.

웨이퍼  호울더  판(341)은  제  15  도의  횡단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개의  이동가능한  판  받침대이나 
2개의  스테인레스강층(341a,  341b)일  것이다.  상부층(341a)은  2개의  나사(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하부층(341b)에  이동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상부층(341a)은  스퍼터  용착으로부터  하부층(341b)을 
보호하며  세라믹링(511)을  둘러싸는  에지  받침대(530)상에  증가된  스퍼터  침착이  감소되는  것을 돕
는다. 

층(341a)은  층(341a)상의  스퍼터  용착이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으로  증가되면  언제나  대체할  수 
있다.  스퍼터  공급원(304)은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스퍼터  공급원(304)은  "배리언 콘
맥"일  것이며  그런  까닭에  본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스퍼터  공급원(304)은  소오스  타켓과 받침
대가 접근하도록 힌지(304a)(제 11 도)상에 개방되어 피봇된다.

웨이퍼  핸들러  아암(340)이  예비  처리실(301)내에  있을때  예비  처리실(301)은  직사각형  문(351)에 
의하여  스퍼터  챔버(302)로부터  격리되어  진공상태일  것이다.  직사각형  문(351)은  버팀목(353)에 의
하여 축(391)에 부착되게 된다.

축(391)은  크랭크  아암을  통하여  액튜에이터(380)에  의하여  회전하게  되므로  직사각형  문(351)은 직
사각형 개구(338)로부터 스퍼터 챔버(302)로 약간 경사져서 면전에 위치한다.

제  15  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직사각형  문(351)은  직사각형  개구(338)보다  큰  치수를  갖게된다. 
직사각형  문(351)은  축(391)에  미끄럼  가능하며  선형적으로  작동케  되므로  O-링(352)은  개구를 둘러
싸는 챔버 하우징을 밀봉되게 결합한다.

결국  축(355)은  축선(C)을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단부(355a)는  문(351)과  결합하며  개구(338)쪽으로 
축선(C)을  따라  문(351)을  이동시킨다.  하우징(381)내에  포함된  구동축(355)을  위한  기구는  제  14 
도에서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상기  축(355)은  축에  부착된  종래의  공기  구동  피스톤에  의하여 
축선(C)을  따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축(355)이  개구(338)쪽으로  단지  부분적으로 신
장될때  O-링(383)은  처리실(301)과  대기  사이에서  동적  진공  밀봉을  제공한다.  축(355)이  완전히 신
장되어 문(351)이  그  밀봉 위치로부터 떨어져서 회전하게 되면 제  15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것의 
휴지위치내에  있으며  축(355)의  환형신장부(355b)는  탄성  중합체  O-링(385)과  결합하기  때문에  정적 
진공  밀봉은  하우징(381)과  환형  신장부(355b)  사이에서  형성되게  된다.  이  신규한  정적  밀봉은 처
리실(301)과 대기 사이에서 더 신뢰할만한 진공 격리를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모듀울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은  반도체  웨이퍼나  기판  처리에의  적용에  대하여 주
로  기술되었지만  여러가지  다른  웨이퍼나  디스크  형상  공작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유용함을 
주목해야  한다.  상기  공작물의  에지가  편평할  필요는  없으며,  외형이  완전히  원형인  공작물이  또한 
취급될 수 있다.  특히,  본 시스템은 임의의 자기 기억 매체 또는 광학 기억 매체를 웨이퍼나 디스크 
형태로 처리하는데 유용하다.

본  발명은 상기 기재된 양호한 실시예 및  대체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특징이 청구범위에 요
약되어 있는 본  발명의 보호 범위 및  진정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하의 기계적,  전기적으로 동
등한 수정을 포함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그  내부와  외부를  연통하는  복수의  제  1  포트(21A-21D,  210-213)와  복수의  제  2  포트(21E-21H, 210-
213)를  구비하는 운반 진공 챔버(20A,  20B,  200A,  200B)와,  상기  복수의 제  1  및  제  2  포트  각각을 
개폐하기  위한  밸브  수단(10A-10H,  100A-100C)과,  상기  밸브  수단의  외부에서  상기  포트중  하나에 
연결되는 웨이퍼 처리실과, 상기 밸브 수단의 외부에서 상기 복수의 제 1  및 제 2  포트중의 다른 하
나에  연결되는  웨이퍼  처리실과,  웨이퍼를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의의  제 1포트로
부터 상기 챔버로 그리고 이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의의 프트로 전송하기 위
한 상기 챔버내의 제 1  운반 수단(201C,  201A)과,  웨이퍼를 상기 복수의 제 2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
의의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챔버로 그리고 이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 2  포트중에서 선정된 제 2 포트
로 전송하기 위한 상기 챔버내의 제 2  운반 수단(201D,  201B)과,  웨이퍼가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
에서 선정된 임의의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 2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의의 제 2  포트로 전송
될 수 있도록 이를 상기 제 1  운반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운반 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운반 수단 및 제 2  운반 수단과 협동하는 상기 챔버내의 전송 수단(50A,  30B,  30C,  50D)을 포함하
며, 상기 제 1  운반 수단은 웨이퍼를 상기 복수의 제 2  포트중 적어도 두개의 포트로부터 상기 챔버

22-11

특1995-0012969



로 운송할 수 없고,  상기 제 2  운반 수단은 웨이퍼를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 적어도 두개의 포트
로부터 상기 챔버로 운반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웨이퍼가 상기 복수의 제 2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의의 제 1 포
트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에서 선정된 임의의 포트로 전송될 수 있도록 웨이퍼를 상기 제 2 
운반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1  운반 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
이퍼 운반 및 처리시 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소요의  회전  방향으로  웨이퍼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50A)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운반 수단은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중 선정된 임의의 포트를 통해 상
기 챔버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연장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운반 수단은 상기 챔버의 제 1  부분(23A)에 위치하고 상기 제 2  운반 
수단은 상기 참버의 제 2  부분(23B)에  위치하며,  상기 챔버의 제 1  및  제  2  부분은 그 전체 체적이 
최소화되도록 각각 상기 제  1  및  제  2  운반  수단에 대하여 치수가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
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제 1  및 제 2  운반 수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21A,  B,  C,  D)중  두개의 포트는 90°이격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제 1  포트(21A,  B,  C,  D)는  적어도 3개의 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웨이퍼 운반 및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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