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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법은 마스크를 제공하는 단계와 기판을 마스크에 향하게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마스크는 패턴들의 배열과 두 

개의 패턴들 사이에 배치된 윈도우를 구비한다. 패턴들의 각각은 디스플레이장치에 대응한다. 방법은 마스크의 윈도

우를 통해 기판에 입사레이저빔을 투사하는 단계와 제1 및 제2반사된 빔들에 응답하여 기판의 중앙영역에서 마스크

와 기판 사이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제1반사된 빔은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

고, 제2반사된 빔은 기판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다. 중앙영역에서 마스크와 기판 사이의 갭을 결

정하는 것은 마스크의 바람직하지 않은 휘어짐을 제거하거나 없애기 위한 단계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디스플레이장치, 근접노광법, 휘어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얼라이너(aligner)(150)의 개략도이다.

도 2는 기판(104)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도 3은 마스크(101)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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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마스크(101)와 기판(104)의 얼라이먼트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도 6과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얼라이너의 개략도들이다.

도 8은 얼라이너의 블록도이다.

도 9는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비뚤어짐제거기를 보여준다.

도 10은 반사영역들을 가진 기판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도 11과 12는 기판에 제공된 반사영역들을 사용하여 갭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도 13은 대체 실시예에서 기판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도 14는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 기판의 평면도를 보여준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윈도우 3:마스크스테이지

4:기판 4a:포토레지스트

6:기판스테이지 6s:상부면

7:레이저빔방사기 8:레이저빔검출기

9:레이저빔 10, 11:반사된 레이저빔

50:얼라이너(aligner) 51:마스크

60:비뚤어짐제거기 61:유리판

62:마스크홀더 65:진공펌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들 및 액정디스플레이들과 같은 평판디스플레이들의 마스크와 기판사이의 갭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평판디스플레이의 기판에 패턴들을 제공하기 위한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포함한다. 포토리소그래피공정은 얼라이너(aligner)들에 의해 달성되는 노광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들의 제조를 위한 얼라이너는 종종 근접노광법을 채택한다. 근접노광법은 노광공정동안 기판과 마스

크사이에서 50 내지 250 마이크론폭인 작은 갭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갭은 마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근접노광을 위한 기존의 얼라이너는 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1-12905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번호 150으로 표

시되는 기존의 얼라이너의 개략도를 보여준 다. 얼라이너(150)는 상부면(106s)을 가지는 기판스테이지(106)를 구비

한다. 유리기판과 같은 투명기판(104)은 상부면(106s)에 진공크램핑(vacuum clamping)에 의해 고정된다. 상부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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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은 L6의 변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이다.

기판스테이지(106)는 스테이지구동기들(143)에 구동되게 연결되고, 스테이지구동기들(143)은 제어기들(140)에 의

해 각각 제어된다. 높이 제어와 레벨링을 포함한 기판스테이지(106)의 자세제어는 제어기들(140) 및 스테이지구동기

들(143)에 의해 달성된다.

도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판(104)은 L4의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이다. 기판(104) 주표면의 모서리들 근

처의 반사형 정사각영역들 외의 기판(104)의 주표면이 포토레지스트(104A)로 입혀진다. 즉, 기판(104)은 정사각영

역들에서 노출된다. 노출된 정사각영역들은 이하에서 갭측정용 반사영역들(105)이라 한다. 갭측정용 반사영역들(105

)은 L5의 변의 길이를 가진다.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얼라이너(150)는 L1의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마스크(101)가 고정되는 프레임구

조의 마스크스테이지(103)를 구비한다. 마스크(101)는 전사된 패턴이 형성되는 기판(104)에 대향된 주표면을 가진다

. 도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투명한 갭측정용 마크들(102이 마스크(101)의 각 모서리들 근처에 배치된다. 갭측정

용 윈도우들(102)을 측정하는 갭은 L2의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이다.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얼라이너(150)는 레이저다이오드들과 같은 레이저빔방사기들(107) 및 포토다이오드

와 같은 레이저빔검출기들(108)을 더 구비하 고, 양자는 마스크(101) 위에 배치된다. 레이저빔방사기들(107)은 마스

크(101)에 대해 45도의 각으로 갭측정용 윈도우들(102)에 레이저빔들(109)을 투사한다. 각 레이저빔(109)의 일부는

각 레이저빔(109)의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101)에 의해 반사되어 반사된 빔(110)을 생성하고 갭측정용 윈도우들(10

2)을 통과하여 반사된 빔(111)을 생성한다. 레이저빔 검출기들(108)의 각각은 마스크(101)로부터 반사된 빔(110)과 

기판(104)으로부터 반사된 빔(111)을 받는다.

얼라이너(15)에 의한 노출은 윈도우들(102)의 중앙들과 반사영역들(105)이 정렬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크(101)와 

기판(104)의 위치를 맞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기판의 모서리 근처에서 마스크(101)와 기판(104)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 방사기들(107)과 레이저빔 검출기

들(108)로 측정된다. 레이저빔방사기들(107)은 갭측정용 윈도우들(102)에 45도의 입사각으로 레이저빔들(109)을 

각각 투사한다. 레이저빔검출기들(108)은 마스크(101)로부터의 반사된 빔들(110)과 기판(104)으로부터의 반사된 빔

들(111)을 받고, 레이저빔검출기들(108)이 반사된 빔들(110 및 111)을 받는 스폿들의 위치들을 나타내는 스폿위치

데이터를 생성한다. 스폿위치데이터는 레이저빔탐지기들(108)에 제공된 반사된 빔들(110 및 111)의 스폿들 사이의 

대표적인 거리일 수 있다. 제어기들(140)은 검출기들(108)로부터 받은 스폿위치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서리들 근처에

서 마스크(101) 및 기판(104) 사이의 관련된 갭들을 계산한다.

다음, 제어기들(140)은 갭들이 동일하게 되도록 기판스테이지(106)의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기들(143)을 작동한다.

기판스테이지(106)의 자세를 제어한 후, 기판(104)에 배치된 포토레지스트는 마스크(101)상의 패턴을 통해 자외선

광으로 노광된다.

이와 같이 설명된 기존 얼라이너는 기판의 패턴이 반사형 갭측정용 마크들을 구비하도록 요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것은 기판의 패턴디자인의 융통성을 바람직하지 않게 감소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얼라이너는 일본공개특허공보 평11-194501호에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얼라이너는 기

판홀더, 두께측정유닛, 갭센서 및 제어기를 구비한다. 기판홀더는 기판이 고정되는 상부면을 가진다. 두께측정유닛은 

기판의 두께를 측정한다. 갭센서는 마스크와 기판홀더의 상부면사이의 갭을 결정한다. 제어기는 마스크와 기판홀더의

상부면사이의 갭과 기판홀더의 두께로부터 마스크와 기판 사이의 갭을 계산하고, 계산된 갭에 따라 마스크와 기판사

이의 갭을 조절한다. 이것은 기판상에 반사형 갭측정용 마크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한다.

다른 정렬방법은 일본공개특허공보 평7-260424호에서 마스크와 기판의 정확한 얼라이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개시되

었다. 정렬방법은 마스크에 기설정된 간격의 회절격자들로 구성되는 제1정렬마크들을 제공하는 단계와 기판에 회절

격자들로 구성된 제2정렬마크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헬륨-네온 레이저로부터 방사된 레이저빔은 마스크와 

기판에 투사되고 마스크와 기판에 각각 배치된 제1 및 제2정렬마크들에 의해 회절된다. 마스크와 기판의 상대 위치는

제1 및 제2정렬마크들로부터 회절된 빔들에 기초해 결정된다. 회절된 빔들의 사용은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게 

한다. 다음 마스크와 기판은 결정된 상대 위치에 따라 정렬된다. 상대 위치의 정확한 결정은 마스크와 기판이 정확하

게 정렬되도록 한다.

최근에 평평한 디스플레이패널의 기판 크기가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1미터 이상의

길이를 가진 기판들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다. 기판의 확대는 복수의 디스플레이장치가 단일의 기판에 제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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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따라서 요구되는 단계들의 수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복수의 디스플레이장치가 제조되는 큰 기판은 

동일한 수의 디스플레이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노광공정의 수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디스플레이장치의 제조비

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기판의 확대는 확대된 기판에 노출을 하는 마스크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기 때문에, 기판의 확대는 마

스크의 바람직하지 않은 휘어짐의 문제를 일으킨다. 마스크의 휘어짐은 마스크와 기판사이의 갭이 소망의 갭에 균일

하게 조정되는 것을 막고, 따라서 기판에 옮겨진 패턴의 차원의 차이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갭이 소망의 갭보다 큰 

영역에서 기판에 전사된 선들의 폭은 소망의 폭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크거나 그 반대가 된다. 그 결과, 선들의 폭은 기

판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넓게 변한다.

마스크의 바람직하지 않은 휘어짐을 제거하거나 없애기 위해, 마스크의 휘어짐은 바람직하게 측정되거나 결정된다. 

마스크의 휘어짐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요약하여, 본 발명은 확대된 기판에 근접노광을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의 휘어짐을 결정하고 제거하는데 있다. 마스크

의 휘어짐을 결정하고 제거하는 것은 마스크와 기판 사이에 갭을 균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한 관점에서, 방법은 각각이 디스플레이장치에 대응하는 패턴들의 배열, 두 개의 패턴들 사이에 배치된 윈

도우를 구비하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단계; 기판을 마스크에 향하게 배치하는 단계; 입사레이저빔을 마스크의 윈도우

를 통해 기판에 투사하는 단계; 및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1반사된 빔과 기판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2반사된 빔에 응답하여 기판의 중앙영역에서의 마스크와 기판사이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중앙영역에서의 마스크와 기판 사이의 갭을 결정하는 것은 마스크의 바람직하지 않은 휘어짐을 제거하거나 없애기 

위한 단계를 유리하게 제공한다.

배치된 패턴들은 행 또는 행들 및 열들에 배치될 수 있다.

마스크가 패턴 배열 주위에 배치된 다른 윈도우들을 구비할 때,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을 다른 윈

도우들을 통해 기판에 투사하는 단계;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제3레이저빔들과

기판에 의해 반사된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제4레이저빔들에 응답하여 기판의 모서리 근처의 마스크

와 기판사이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중앙영역에서 결정된 갭과 모서리 근처에서 결정된 갭을 기초로 마스크의 휘어

짐을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기판이 포토레지스터로 덮여질 때, 기판의 주표면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이 유리하고, 제2반사된 레이저빔은 노출된 

부분에 의해 반사되는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서, 근접노광방법은 각각이 디스플레이장치에 대응하는 패턴들의 배열, 인접한 두 개의 패턴들

사이에 배치된 윈도우를 구비하는 마스크를 제공하는 단계; 기판스테이지 상에서 기판을 마스크에 대향되게 배치하

는 단계; 마스크의 윈도우를 통해 기판에 입사레이저빔을 투사하는 단계;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1반사된 빔과 기판에 의해 반사된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2반사된 빔에 응답하여 기판의 중앙

영역에서 마스크와 기판사이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중앙영역에서의 결정된 갭에 따라 마스크의 휘어짐을 제거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거단계는 바람직하게는 마스크와 유리판을 확고하게 하여 마스크와 유리판 사이의 밀봉공간을 형성하는 단계; 및 

결정된 휘어짐에 대응하여 밀봉된 공간을 부풀리거나 비우는 단계를 구비한다.

중앙영역에서의 갭의 결정은 기판이 교체되는 매 시간 또는 마스크가 변화되는 매 시간에 실행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첨부도면들을 참조로 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한 실시예에서, 도 5에서 보여지는 유리마스크(51)는 노광을 하기 위해 사 용된다. 유리마스크(51)는 패턴들(52 및 5

3)의 배열을 구비하는데, 그들의 각각은 완전한 디스플레이장치(디스플레이장치의 부분이 아닌)에 대응한다. 패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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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및 53)은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기판에 전사된다.

유리마스크(51)는 패턴들(53 및 53) 주위에 갭측정용 윈도우들(2)을 구비한다. 갭측정용 윈도우들(2)은 빛이 통과하

도록 하는 투명영역들이다. 갭측정용 윈도우들(2)은 마스크(51)의 모서리들에 위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a)는 패턴들(52 및 53)사이의 패턴화되지 않은 영역(또는 빈 공간)에 추가로 배치된다.

도 6은 이 실시예에서 근접노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얼라이너(50)를 보여준다. 얼라이너(50)는 프레임구조로 된 마

스크스테이지(3), 기판스테이지(6), 레이저빔방사기들(7) 및 레이저빔검출기들(8)을 구비한다. 기판스테이지(6)는 포

토레지스트(4a)로 덮인 기판(4)이 진공크램핑에 의해 고정되는 상부면(6s)을 가진다. 마스크스테이지(3)는 마스크(51

)의 주표면이 기판(4)의 주표면에 대향되도록 마스크(51)를 지지한다.

레이저빔방사기들(7)과 레이저빔검출기들(8)은 기판의 모서리 근처에서 마스크(5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

기 위해 사용된다. 레이저빔방사기들(7)은 갭측정용 윈도우들(2)에 레이저빔(9)을 투사한다. 각 레이저빔(9)의 일부는

마스크(51)에 의해 반사되고, 각 레이저빔(9)의 다른 부분은 마스크(51)를 통과하고 기판(4)에 의해 반사된다. 각 레

이저빔검출기(8)가 마스크(51)로부터의 반사된 레이저빔(10)과 기판(4)으로부터의 반사된 레이저빔(11)을 받고, 각 

레이저빔검출 기(8)가 반사된 빔들(10 및 11)을 받는 스폿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스폿위치데이터를 생성한다. 스폿위

치데이터는 반사된 빔들(10 및 11)의 스폿들 사이의 거리를 대표할 것이다. 기판모서리 근처에서 마스크(51)와 기판(

4)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검출기들(8)에 의해 밝혀진 스폿위치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다.

도 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얼라이너(50)는 기판의 중앙영역에서 마스크(51)와 기판(4) 사이의 갭을 측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레이저빔방사기(13)와 레이저빔검출기(14)를 추가로 구비한다. 레이저빔방사기(13)는 갭측정용 윈도

우(2a)에 레이저빔(15)을 투사한다. 레이저빔(15)의 일부는 마스크(51)에 의해 반사되고, 각 레이저빔(15)의 다른 부

분은 마스크(51)를 통과하고 기판(4)에 의해 반사된다. 레이저빔검출기(14)는 마스크(51)로부터의 반사된 레이저빔(

16)과 기판(4)으로부터의 반사된 레이저빔(17)을 받고, 레이저빔탐지기(14)가 반사된 빔들(16 및 17)을 받는 스폿들

의 위치를 대표하는 스폿위치데이터를 생성한다. 스폿위치데이터는 반사된 빔들(16 및 17)의 스폿들 사이의 거리를 

대표할 것이다. 기판의 중앙영역에서 마스크(51)와 기판(4)사이의 갭은 레이저빔검출기(14)로부터의 스폿위치데이터

를 기초로 계산된다.

도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레이저빔검출기들(8 및 14)은 마스크(5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어기(40)에 스폿위치데이터를 각각 제공한다. 레이저빔탐지기들(8)로부터의 스폿위치데이터에 응답하여, 제어기(40)

는 마스크(51)와 기판(4)사이의 기판모서리 근처에서의 갭들을 결정한다. 게다가, 제어기(40)는 레이저빔탐지기(14)

로부터의 스폿위치데이터에 응답하여 마스크(51)와 기 판(4)사이의 기판중앙영역에서의 갭을 결정한다. 제어기(40)

는 결정된 갭들(모서리 근처와 중앙영역 모두를 포함)에 응답하여 스테이지구동기(43)를 제어하여 기판스테이지(6)

의 자세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기(40)는 모서리 근처와 중앙영역에서의 갭들을 기초로 마스크(51)의 휘어짐을 계산한다. 제어기(40)는 디

스플레이(44)의 화면상에 마스크(51)의 계산된 휘어짐을 표시한다.

마스크(51)와 기판스테이지(6)상의 기판(4)사이의 갭들의 결정과 마스크의 휘어짐에 대한 계산은 주기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갭들의 결정과 비뚤어짐의 계산은 매 격주 또는 격월로 실행될 것이다. 갭들의 주기적인 결정은 

기설정된 수의 기판들이 얼라이너(51)에 의해 노광될 때, 마스크(51)와 기판 사이의 갭들이 소망의 값에 조정되도록 

돕는다.

매일 얼라이너(50)에 의해 노광되는 기판들의 수가 가변적일 때, 마스크와 기판 사이의 갭들의 결정과 마스크의 휘어

짐에 대한 계산은 바람직하게는 기판이 기판스테이지(6)에 위치되도록 교체되는 매 시간 또는 마스크(51)가 교체되는

매시간마다 실행된다.

마스크(51)의 휘어짐에 대한 계산 뒤에는 마스크(51)로부터 휘어짐을 제거하는 것이 뒤따라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51)로부터 휘어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라이너(50)는 도 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휘어짐제거기(60)를 구

비한다.

휘어짐제거기(60)는 투명유리판(61), 마스크홀더(62)를 구비한다. 유리판(61)은 마스크(51)와 같은 크기를 가진다. 

마스크홀더(62)는 마스크(51)가 유리판(61)에 대향되고 그것들 사이에 밀봉공간(63)이 제공되도록 마스크(51)를 고

정시킨다. 투명유리판(61)은 레이저빔방사기들(7 및 13)로부터 방사된 레이저빔들(9 및 15)이 투명유리판을 통해 마

스크(51)와 기판(4)에 투사되도록 한다.

마스크홀더(62)에는 가스입구(62a)와 가스출구(62b)가 제공된다. 가스입구(62a)는 높은 압력의 공기로 채워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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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 연결되고 가스출구(62b)는 진공펌프(65)에 연결된다. 탱크(64)와 진공펌프(65)는 마스크(51)의 계산된 휘어짐

에 따라 작동된다.

마스크(51)가 기판(4)쪽으로 볼록하게 되는 경우에, 진공펌프(65)는 밀봉공간(63)을 비우도록 작동된다. 밀봉공간(6

3)비우기는 마스크(51)의 휘어짐을 제거하기 위해 유리판(61)을 향해 마스크(51)에 압력을 가한다.

반면에, 마스크(51)가 유리판(61)쪽으로 볼록하게 되는 경우에, 탱크(65)는 밀봉공간(63)을 부풀리도록 작동된다. 탱

크(65)에 의한 부풀림은 마스크(51)의 휘어짐을 제거하기 위해 기판(4)을 향해 마스크(51)에 압력을 가한다.

밀봉공간(63)의 압력은 기판의 중앙영역에서의 마스크(51)와 기판(4)사이의 갭 즉, 마스크(51)의 휘어짐에 응답하여 

탱크(64)와 진공펌프(65)에 의해 조정된다. 이것은 마스크(51)의 휘어짐이 적절하게 제거되게 한다.

도 1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만약 기판(4)의 주표면의 정사각부분들이 노출된다면, 즉 기판(4)의 반사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포토레지스트(4a)로 덮이지 않는다면, 유리하다. 기판(4) 모서리들의 노출된 정사각부분들은 반사영역들(5

)이라 하고 기판(4) 중앙영역의 노출된 정사각부분은 반사영역(5a)이라 한다. 반사영역들(5)은 기판(4)이 마스크(51)

에 정렬될 때 마스크(51)의 모서리들 근처에 배치되는 갭측정용 윈도우들(2)에 마주 향하도록 배치된다. 유사하게, 반

사영역들(5a)은 기판(4)이 마스크(51)에 정렬될 때 마스크(51)의 중앙영역에서 갭측정용 윈도우들(2a)에 마주한다. 

인쇄에 의한 포토레지스트(4a)의 도포는 바람직하게는 기판(4)에 반사영역들(5 및 5a)을 제공하는 것을 촉진한다.

반사영역들(5 및 5a)이 기판(4)에 제공될 때, 도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레이저빔방사기들(7)에 의해 방사된 레

이저빔들(9)은 갭측정용 윈도우들(2)을 통해 반사영역들(5)에 투사되고, 레이저빔방사기(13)에 의해 방사된 레이저

빔(15)은 도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윈도우들(2a)을 측정하는 갭을 통해 반사영역들(5a)에 투사된다. 반사영역들

(5 및 5a)은 기판(4)으로부터의 반사된 레이저빔들(11 및 17)의 세기를 증가시키고, 마스크(51)와 기판(4) 사이의 갭

들의 결정에 대한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대체 실시예에서, 도 13을 참조하면, 마스크(71)는 마스크(51)를 대신해 노광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마스크(71)는 

행으로 배열된 같은 패턴들(72, 73 및 74)의 배열을 구비한다. 패턴들(72 내지 74)의 각각은 완전한 디스플레이장치(

디스플레이장치의 부분이 아님)에 대응한다. 패턴들(72내지 74)은 포토그패피기술에 의해 기판(4)에 전사된다.

유리마스크(71)는 패턴들(72 내지 74)의 배열 주위의 모서리들 근처에 갭측정용 윈도우들(2)을 구비하고, 이 윈도우

들은 레이저빔들(7)이 통과하도록 하는 투 명영역들이다.

갭측정용 윈도우들(2b 및 2c)이 레이저빔들이 통과하도록 마스크(71)에 추가적으로 배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b)

는 패턴들(72 및 73)사이의 비패턴화된 영역들에 배치되고, 갭측정용 윈도우(2c)는 패턴들(73 및 74)사이의 비패턴

화된 영역에 배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b)는 마스크(7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L/3만큼 떨어져 위치되고 갭측정

용 윈도우(2c)는 마스크(7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2L/3만큼 떨어져 위치되며 여기서 L은 마스크(71)의 길이이다.

기판모서리 근처에서 마스크(7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레이저빔들은 레이저빔방사기들(7)에 의

해 윈도우들(2)을 측정하는 갭을 통해 기판(4)에 투사되고,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71)와 기판(4)으로부터 레이

저빔탐지기들(8)에 의해 받아진다. 기판모서리 근처에서의 마스크(7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검출기들(8)

상의 반사된 레이저빔들의 스폿들의 위치들을 기초로 결정된다.

유사하게, 기판중앙영역에서의 마스크(7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해 레이저빔들은 갭측정용 윈도우들(

2b 및 2c)을 통해 기판(4)에 투사되고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71)와 기판(4)으로부터 레이저빔탐지기들에 의해

받아진다. 기판중앙영역에서의 마스크(7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검출기들상의 반사된 레이저빔들의 스

폿들의 위치를 기초로 결정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b)에 관련된 반사된 레이저빔들이 마스크(71)의 왼쪽 가장자리로

부터 L/3 떨어진 위치의 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갭측정용 윈도우(2c)에 관련된 반사된 레이 저빔들은 

마스크(7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2L/3 떨어진 위치의 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스크(71)의 휘어짐은 기판의 모서리 근처에서와 중앙 영역에서 마스크(7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기초로 계산된

다. 마스크(71)의 계산된 휘어짐에 따라, 휘어짐제거기(60)는 마스크(71)의 휘어짐을 제거하기 위해 작동된다.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는, 도 1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마스크(81)는 마스크(51) 대신 노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스크(81)는 행들과 열들로 배열된 같은 패턴들(82 내지 85)의 배열을 구비한다. 패턴들(82 내지 85)의 각각은 완전

한 디스플레이장치(디스플레이장치의 부분이 아님)에 대응한다. 패턴들(82 내지 85)은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기판(4)에 전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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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81)는 패턴들(82 내지 85) 배열 주위의 모서리들 근처에 갭측정용 윈도우들(2)을 구비하고, 이 윈도우들은 기

판모서리들 근처에서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해 레이저빔들(7)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투

명영역들이다.

갭측정용 윈도우들(2d 내지 2h)은 기판의 중앙영역에서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레이저

빔들이 통과하도록 마스크(81)에 부가적으로 배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d)는 패턴들(82 및 83)사이의 비패턴화된 

영역에 배치되고, 갭측정용 윈도우(2e)는 패턴들(84 및 85) 사이의 비패턴화된 영역에 배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f

)는 패턴들(82 및 84)사이의 비패턴화된 영역에 배치되고, 갭측정용 윈도우(2g)는 패턴들(83 및 85)사이의 비패턴화

된 영역에 배치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h)는 마스크(81)의 중앙에 배치된다.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술한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기판모서리들 근처에서 마스크(81)

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레이저빔들은 기판(4)의 레이저빔방사기들(7)에 의해 갭측정용 윈도우들(

2)을 통해 투사되고,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81)와 기판(4)으로부터 레이저빔탐지기들(8)에 의해 받아진다. 기

판모서리근처에서 마스크(81)와 기판(4) 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탐지기들(8)의 반사된 레이저빔들의 스폿들의 위치

들을 기초로 결정된다.

유사하게, 중앙영역에서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레이저빔들은 갭측정용 윈도우들(2d 

내지 2h)을 측정하는 갭을 통해 기판(4)에 투사되고,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71)와 기판(4)으로부터 레이저빔탐

지기들에 의해 받아진다. 기판중앙영역들에서의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의 갭들은 레이저빔검출기들상의 반사된 

레이저빔들의 스폿들의 위치들을 기초로 결정된다. 갭측정용 윈도우(2d, 2e 및 2h)에 관련된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

스크(8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L/2 떨어진 위치의 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갭측정용 윈도우(2f)에 관련된 반사

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8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L/4 떨어진 위치의 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갭측정용 윈도우

(2g)에 관련된 반사된 레이저빔들은 마스크(81)의 왼쪽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3L/4 위치의 갭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마스크(81)의 휘어짐은 기판의 모서리들 근처와 중앙영역에서 마스크(81)와 기판(4)사이에 결정된 갭들을 기초로 계

산된다. 마스크(81)의 계산된 휘어짐에 대응하여, 휘어짐제거기(60)는 마스크(81)의 휘어짐을 제거하기 위해 제공된

다.

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는 레이저빔들이 모든 갭측정용 윈도우들(2d 내지 2h)을 통해 투사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중앙영역에서의 갭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갭측정용 윈도우들(2d 내지 2h)의 바람

직한 결합들은 다음과 같다.

⑴ 갭측정용 윈도우(2h)

⑵ 갭측정용 윈도우들(2h, 2f 및 2g)

⑶ 갭측정용 윈도우들(2d(또는 2e), 2f 및 2g)

⑷ 갭측정용 윈도우들(2f 및 2g)

⑸ 갭측정용 윈도우들(2h, 2d(또는 2e), 2f 및 2g)

⑹ 갭측정용 윈도우들(2h, 2d, 2e, 2f 및 2g)

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은 패턴들이 배열된 행들과 열들의 수가 3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이해할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이 어떤 특정한 정도로 바람직한 형태를 설명했지만, 본 바람직한 형태의 개시는 구성이 미세하게 변경

될 수 있다는 것과 부분들의 조합 및 배열이 이후의 청구범위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이탈되지 않음이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확대된 기판에 근접노출을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 의 휘어짐을 결정하고 제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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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각각이 디스플레이장치에 대응하는 패턴들의 배열, 인접한 두 개의 상기 패턴들 사이에 배치된 윈도우를 구비하는 마

스크를 제공하는 단계;

기판이 상기 마스크에 향하게 배치하는 단계;

입사레이저빔을 상기 마스크의 상기 윈도우를 통해 상기 기판에 투사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상기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1반사된 빔과 상기 기판에 의해 반사된 상기 입사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제2반사된 빔에 응답하여 상기 기판의 중앙영역에서의 상기 마스크와 상기 기판사이

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영역에서의 상기 결정된 갭을 기초로 상기 마스크의 휘어짐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상기 패턴들의 상기 배열 주위에 배치되는 다른 윈도우들을 더 구비하고,

상기 방법은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을 상기 다른 윈도우들을 통해 상기 기판에 투사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상기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제3 레이저빔들과 상기 기판에 의해 반사된 

상기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제4레이저빔들에 응답하여 상기 기판의 모서리들 근처의 상기 마스크와 

상기 기판사이의 갭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중앙영역의 상기 결정된 갭과 상기 모서리들 근처에서 결정된 상기 갭들을 기초로 상기 마스크의 휘어짐을 결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들은 행으로 배열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들은 행들과 열들로 배열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포토레지스트로 덮이고, 상기 기판의 주표면의 일부가 노출되며, 상기 제2반사된 레이

저빔은 상기 노출된 부분에 의해 반사된 상기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방법.

청구항 7.
각각이 디스플레이장치에 대응하는 패턴들의 배열, 인접한 두 개의 상기 패턴들 사이에 배치된 윈도우를 구비하는 마

스크를 제공하는 단계;

기판스테이지 상에서 기판을 상기 마스크에 대향되게 배치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의 상기 윈도우를 통해 상기 기판에 입사레이저빔을 투사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상기 입사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제1반사된 빔과, 상기 기판에 의해 반사된 상기 입사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제2반사된 빔에 응답하여 상기 기판의 중앙영역에서의 상기 마스크와 상기 기판 사

이의 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중앙영역에서의 상기 결정된 갭에 따라 상기 마스크의 비뚤어짐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근접노광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윈도우들을 통해 상기 기판에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을 투사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에 의해 반사된 상기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제3레이저빔들과 상기 기판에 의해 반사된 

상기 다른 입사레이저빔들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제4레이저빔들에 응답하여 상기 기판의 모서리들 근처에서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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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상기 기판 사이의 갭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중앙영역에서의 상기 결정된 갭과 상기 모서리들 근처에서 결정된 상기 갭들을 기초로 상기 마스크의 상기 휘어

짐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근접노광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단계는 상기 마스크와 유리판을 확고하게 하여 상기 마스크와 상기 유리판 사이의 밀봉공

간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비뚤어짐에 대응하여 상기 밀봉공간을 부풀리거나 비우는 단계를 구비하는 근접노광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영역에서 상기 갭을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기판이 교체되는 매 시간 실행되는 근접노

광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영역에서 상기 갭을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마스크가 교체되는 매 시간 실행되는 근접

노광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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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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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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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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