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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처리 시스템은 종렬

로 함께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이 시스템에서 피처리체가 처리된다. 로드 로크 시스템은 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

결되고 피처리체를 각각의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반입 반출하는 반송 기구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처리 시스템은 진공

처리 시스템이고, 로드 로크 시스템은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형성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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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로드 로크 시스템과,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상에 열처

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 1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1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1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1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제 1 진공 처리 단계에서의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1

COR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로의 COR 처리를 개시하는 COR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상의 COR 처리 동안에 제 2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2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2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2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단계에서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상에 COR 처리가 종료하고 나서 상기 제 1 피처리체

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1 이동 단계와,

상기 제 2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2 이동 단계와,

상기 COR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제 2 피처리체로의 COR 처리를 개시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개시하는 동시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로의 상기 열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체를 상기 열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

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3 이동 단계와,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을 서로 연통시켜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내의 상기 제 1 피처리체와 상기 대기 반

송 모듈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 3 피처리체를 교체하는 교체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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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로드 로크 시스템과,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

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사이에서 반출·반입하는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

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진공 처리중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대기압 상태에 배치하여 상기 COR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반입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의 진공 처리를 종료하고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설정 압력까지 진공 처리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진

공 처리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이 상기 설정 압력에 도달한 후,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진공 처리를 종료하고,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로드 로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열처리 시스템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로드 로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계속 배

기하면서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제 1 연통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연통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압력 모니터링 단계와,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열처리 시스템를 계속 배기하면

서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기하는 COR 처리 시스템 배기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시점에서, 상기 COR 처리 시스

템의 배기를 종료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계속 배기하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제 2 연통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연통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및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로 유체를 유입시키는 유입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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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로의 유체의 유량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

스템내로의 유체의 유량이 서로 동일한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COR 처리를 실시한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반출한 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기하여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ESC 잔류 전하 제거를 위한 제전 압력으로 설정하는 배기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12.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하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압력 모니터링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

기하는 COR 처리 시스템 배기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시점에서,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의

배기를 종료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연통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

청구항 13.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피처리체에 제 1 처리를 실시하는 제 1 처리 시스템과,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에 제 2 처리를 실시하는 제 2 처리 시스템과,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과 제 2 처리 시스템 사이에 개재되고,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 각각과 연통

가능하게 연결되며,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 각각의 사이에서 반출입하는 반송

기구를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을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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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처리 시스템은 상기 제 1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냉각 처리 시스템인

피처리체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은 항상 진공 상태에 있고,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은 항상 대기압 상태에 있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은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된

피처리체 처리 장치.

청구항 17.

로드 로크 시스템과,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진공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

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리 시스템과,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에 있어서,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1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와,

상기 제 1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 반

입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된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출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출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출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내부를 대기로 개방하는 제 2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와,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대기 처리 시스템에 반출하는 대기 처리 시스템 반출 단계와,

상기 대기 처리 시스템에 반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리 단계와,

상기 냉각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에 반출하는 대기반송 모듈 반출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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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진공 처리를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

된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반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송 방법에 있어서,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단계에서의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진공 처리 시스

템 반입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진공 처리를 개시하는 진공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로 이동시키는 제 1

이동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에서 열처리를 개시하는 열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열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열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내로 이동시키는 제 2 이

동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을 서로 연통시켜,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에 반출하는 대기 반

송 모듈 반출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

청구항 19.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

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진공 처

리 시스템과 연통하도록 배치되고 또한 상기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반송 수단

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반송 수단이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내를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피처리체 유지부를 갖고,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에 관

한 정보를 검지하는 제 1 검지 수단을 갖고,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를 검지하는 제 2 검지 수단을 갖고,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검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치를 검출하

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반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송 방법에 있어서,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과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중 한쪽의 중심 사이의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

하는 제 1 위치 관계 검출 단계와,

상기 검출된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송 경로를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중 한쪽에 반송된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과 상기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 사이의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는 제 2 위치 관계 검출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정하는 위치 보정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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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위치 보정이 실시된 피처리체의 기준면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와 맞추도록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

하면서 회전하는 피처리체 유지부 회전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은 반송전의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인

피처리체 반송 방법.

청구항 22.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을 구비하

고, 상기 반송 수단은,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아암형상 부재가 그 각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

능하게 접속되는 반송 아암과, 한쪽의 상기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

리체 유지부를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반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상기 피

처리체 유지부를 회전시키고,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상기 일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를 회전시키고, 또한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

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다른 아암형상 부재를 회전시키는 피처리체 이동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피처리체 이동 단계에서는,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아암

형상 부재 및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

청구항 24.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로드 로크 시스템에 설치되는 반송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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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아암형상 부재가 그 각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되는 반송

아암과,

한쪽의 상기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와,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

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록 배치되며,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상기 일단부를 중심으

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록 배치되고, 또한 다른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록 배치되는

반송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아암형상 부재 및 상기 피처리체 유지

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도록 배치되는

반송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 피처리체 처리 방법, 압력 제어 방법, 피처리체 반송 방법 및 반송 장

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드라이 에칭(dry etching) 및 웨트 에칭(wet etching)을 대신한 COR(화학적 산화물 제거;

Chemical 0xide Removal) 처리나 CVD(화학적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처리를 실행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

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다수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 그를 통해 피처리체를 반송하기

위한 피처리체 반송 방법 및 그를 통해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화학 반응을 이용한 박막의 형상 가공으로서 에칭이 있다. 보통, 에칭 공정은 리소그라피 공정과 세트를 형성하

고, 리소그라피 공정에는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에칭 공정에서는 형성된 레지스트 패턴을 따라 박막을 형상 가공한

다.

에칭에는, 드라이 에칭과 웨트 에칭의 2종류가 있다. 드라이 에칭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평행 평판형 반응성 이온

에칭(parallel plate reactive ion etching)이다. 이 평행 평판형 반응성 이온 에칭의 경우, 진공 처리 장치(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진공 처리실을 진공 상태로 하고, 상기 진공 처리실내에 피처리체인 웨이퍼를 넣고, 그 후에 에칭 가스를 진공 처

리실내로 도입한다.

진공 처리실내에는 웨이퍼를 탑재하는 탑재대와, 이 탑재대의 웨이퍼 탑재면에 평행하게 대면한 상부 전극이 설치되어 있

다. 탑재대에 고주파 전압을 가하 면, 에칭 가스는 플라즈마화한다. 이 플라즈마중에는 정(正)·부(負)의 이온이나 전자 등의

하전 입자, 에칭종인 중성 활성종 등이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에칭종이 웨이퍼 표면의 박막에 흡착되면, 웨이퍼 표

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성물은 웨이퍼 표면에서 이탈하여 진공 처리실의 외부로 배기되어, 에칭이 진행한다. 더

욱이, 조건에 따라서는 웨이퍼 표면에 에칭종이 스퍼터링되어 물리적 반응에 의해 에칭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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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고주파 전계가 웨이퍼 표면에 수직으로 인가되기 때문에 에칭종(라디칼)도 웨이퍼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따라서, 에칭은 웨이퍼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웨이퍼 표면상을 등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즉, 에칭

은 웨이퍼 표면상을 가로질러 측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드라이 에칭은 미세 가공에 적합하다.

그러나, 드라이 에칭에서는, 레지스트 패턴대로의 고정밀도 미세 가공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에칭재와 레지스트재의 에칭

속도의 비를 크게 취하여, 결정 결함의 발생이나 불순물 오염 등에 의한 에칭 손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웨트 에칭의 경우, 약액(藥液)이 유입된 에칭조에 웨이퍼를 침지하는 딥핑(dipping)식과,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웨

이퍼에 약액을 스프레이하는 스피닝(spinning)식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에칭은 등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측방향으

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웨트 에칭은 미세 가공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단, 박막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공정에서는 현

재도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화학반응을 이용한 박막의 형성법의 예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적 증착)법이 있다. CVD법에

는, 2종 이상의 반응 가스가 기상중, 혹은 웨이퍼의 표면 근방 등에서 반응하고, 상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생성물이 웨이

퍼 표면에 박막으로서 형성된다. 이 때, 웨이퍼가 가열되고, 상기 가열된 웨이퍼로부터의 열복사에 의해서 반응 가스로 활

성화 에너지가 공급되어 상술한 반응 가스의 반응이 여기된다.

종래,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등을 위한 집적 회로 및 다른 전자 소자의 제조에 있어서, 상술된 CVD 처리를 포함하는 성막

처리, 산화 처리, 확산 처리, 상술된 형상 가공을 위한 에칭 처리, 어닐링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진공 처리

장치가 이용되어 왔다. 진공 처리 장치는 통상 적어도 하나의 로드 로크실과, 적어도 하나의 반송실과, 적어도 하나의 처리

실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공 처리 장치는 적어도 2개의 타입이 공지되어 있다.

1개의 타입은 멀티 챔버형 진공 처리 장치이다. 이 진공 처리 장치는 3개 내지 6개의 진공 처리실로서의 프로세스 챔버와,

이들 각 프로세스 챔버에 피처리체로서의 반도체 웨이퍼를 반입·반출하는 반송 기구를 구비한 진공 예비실(로드 로크실)

과, 각 프로세스 챔버 및 로드 로크실이 주위에 배치되고, 프로세스 챔버 및 로드 로크실과 게이트 밸브를 거쳐 기밀하게

연통하는 복수개의 접속구를 주변 벽에 갖는 다각형 반송실과, 이 반송실내에 설치된 선회 및 신축가능한 반송 아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제 1996-46013 호 공보 참조).

또한, 다른 타입은 직렬형 챔버를 구비한 진공 처리 장치이다. 이 진공 처리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를 에칭 처리하는 진공

처리실과, 이 진공 처리실 사이로 웨이퍼의 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반송 수단으로서 스칼라형 싱글 픽 타입(scalar type

single pick type) 또는 스칼라형 트윈 픽 타입(scalar type twin pick type)의 반송 아암을 내장한 로드 로크실을 구비하

고 있다. 즉, 진공 처리실과 반송 아암을 내장한 로드 로크실이 1개의 모듈로서 되어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제

2001-53131 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제 2000-150618 호 공보 참조).

상술한 어떠한 진공 처리 장치에 있어서도, 로드 로크실에서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이 실행되고, 웨이퍼 캐

리어에 설정된 웨이퍼를 반송하는 로더와 진공 처리실 사이에서 원활한 웨이퍼의 반송을 실현한다.

에칭 처리의 경우, 어떠한 진공 처리 장치에 있어서도, 진공 처리실에 도입된 에칭 가스(반응 처리 가스)에 고주파 전압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반응 처리 가스를 플라즈마화하여, 에칭을 실행하였다. 이들 드라이 에칭은 에칭종(etching species)

이 인가 전압에 의해 제어되므로 수직 이방성에 우수한 에칭 처리가 되고, 그에 따라 리소그라피의 요구 선폭에 일치한 에

칭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에서의 미세 가공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포토리

소그라피의 광원으로서 KrF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파장 248nm)의 자외선으로 노광하는 프로세스가 실용화되

고, 또한 보다 짧은 파장(파장 193nm)의 ArF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 프로세스도 실용화 과정에 있다. 또한, 2005년의 차

세대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F2 레이저(파장 157nm)를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가 선폭 70nm이하의 미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내 드라이 에칭성(dry etching resistance)을 손상시키지 않고, 150nm

내지 200nm의 막두께로 선폭 65nm 이하의 1:1 라인 앤드 스페이스 미세 패턴화(1:1 line-and-space fine patterning)를

가능하게 하는 레지스트 재료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종래의 레지스트 재료에 의해서는 외부 가스에 의한 입자 오염이라

는 실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방성 드라이 에칭에 의한 미세 패턴화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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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드라이 에칭 및 웨트 에칭 대신에 미세화 에칭 처리 방법으로서 COR(Chemical Oxide Removal)이 기대되고

있다. COR의 경우, 가스 분자가 화학 반응되어 생성물이 피처리체의 산화막에 부착되며, 그 후 웨이퍼를 가열하여 생성물

을 제거함으로써 리소그라피 패턴의 선폭보다도 가는 선폭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COR은 완만한 이방성 에칭을 포함하

며, 에칭 속도는 압력, 가스 농도, 가스 농도비, 처리 온도, 가스 유량, 가스 유량비 등의 변수에 의해 제어되고, 소정의 처리

시간 이상으로 처리량이 포화함으로써 에칭이 종료한다. 이에 따라, 포화점을 제어함으로써 소망의 에칭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COR 처리는, 소스/드레인 확산 활성화 어닐링과, 후에 제거되고 또한 폴리 실리콘 게이트 영역으로 치환되는 더미

게이트 영역 직전에서 발생하는 금속 규소화를 갖는 다마신-게이트 프로세스(damascene-gate process)를 사용하고, 최

소 두께의 다공지층, 금속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 소스/드레인 접합부 및 매우 낮은 막 저항 폴리게이트를 포함하는 서브

0.1㎛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장치의 제조에 적합하다(예컨대, 미국 특허 제 6,440,808 호 명세서 참

조).

종래의 에칭 처리를 실행하는 진공 처리 장치에서는 복수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COR 처리나 CVD 처리를 실행하는 진공 처리 장치에 대하여도, 이들의 처리에서는 가열된 웨이퍼를 냉각하는 처리가 필

요하기 때문에, 특히 복수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래의 진공 처리 장치에서는, 상기

한 바와 같이, 로드 로크실에 있어서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실행하는 한편, 상기 로드 로크실이 반송 아

암과 웨이퍼를 냉각하는 냉각 기구를 구비하기 때문에, 로드 로크실의 용적은 필연적으로 커지고,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

태 사이의 전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로드 로크실내에 반입된 웨이퍼는 장시간,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

이의 전환으로 인한 공기 대류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기 대류에 의해 날려 올라간 입자가 부착할 위험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 그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 압력 제어 방

법, 피처리체 반송 방법 및 반송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는, 종렬로 함께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처리하

는 복수의 처리 시스템과, 상기 처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처리 시스템 각각의 사이에

서 반출입하는 반송 기구를 구비한 로드 로크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처리 시스템중 적어도 하나는 진공 처리 시스템이

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은 상기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되는,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

치가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

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과 종렬로 함께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에 다른 처리를 실시하는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처리 시스템과 연통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처리 시스템의 각각의 사이에서 반출입하는 반송 기구를 구비한 로드 로크

시스템을 포함하는,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 시스템은 상기 COR 처리 시스템에 연결되는 열처리 시스템이며, 열처리는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상에 수행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COR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열처리 시스템은 항상 진공 상태에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

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상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연통

가능하게 연결된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 1 피처리체를 상

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1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1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

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1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제 1 진공 처리 단계에서의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1 COR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로의

COR 처리를 개시하는 COR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상의 COR 처리 동안에 제 2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제 2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제 2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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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2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단계에서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상에

COR 처리가 종료하고 나서 상기 제 1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1 이동 단계와, 상기 제 2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2 이동 단

계와, 상기 COR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제 2 피처리체로의 COR 처리를 개시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피처

리체에 열처리를 개시하는 동시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제 1 피처리체로의 상기 열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제 1 피처리체

를 상기 열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제 3 이동 단계와,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을 서로 연통시켜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내의 상기 제 1 피처리체와 상기 대기 반송 모듈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 3

피처리체를 교체하는 교체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

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사이에서 반출·반입하는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열

처리 시스템을 진공 처리중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대기압 상태에 배치하여 상기 COR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피처리

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반입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의 진공 처리를 종료

하고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설정 압력까지 진공 처리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이

상기 설정 압력에 도달한 후,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진공 처리를 종료하고,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로드 로크 시스템

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열처리 시스템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열처

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로드 로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계속 배기하면서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제 1 연통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

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압력 제어 방법은, 상기 제 1 연통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제 1 압력 모니터링 단계와,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열처리 시스템를 계속 배기하면서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기하는 COR 처리 시스템 배기 단계와, 상

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시점에서, 상기 COR 처리 시스템

의 배기를 종료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계속 배기하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제

2 연통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압력 제어 방법은, 상기 제 2 연통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

스템 및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로 유체를 유입시키는 유입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로의 유체의 유량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

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로의 유체의 유량이 서로 동일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압력 제어 방법은, 상기 COR 처리를 실시한 피처리체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반출한 후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기하여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

을 ESC 잔류 전하 제거를 위한 제전 압력으로 설정하는 배기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게 위하여,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는,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하면서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압력 모니터링 단계와, 상기 열처

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상기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배기하는

COR 처리 시스템 배기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보다 낮은 조건이 만족된 시점

에서,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의 배기를 종료하고, 상기 열처리 시스템과 상기 COR 처리 시스템을 연통하는 연통 단계를 포

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압력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는, 상기 피처리체에 제 1 처리를 실시하는 제 1 처리 시스템과, 상

기 제 1 처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체에 제 2 처리를 실시하는 제 2 처리 시스템과, 상기 제 1 처

리 시스템과 제 2 처리 시스템 사이에 개재되고,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 각각과 연통가능하게 연

결되며,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 각각의 사이에서 반출입하는 반송 기구를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을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은 상기 제 1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냉각 처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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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은 항상 진공 상태에 있고,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은 항상 대기압 상태에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은 상기 제 1 처리 시스템 및 상기 제 2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이루는 위치에 배

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는, 진공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

리 시스템과,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에 있어서,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

송 모듈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

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제 1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와, 상기 제 1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의 실행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된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출

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출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출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의 내부를 대기로

개방하는 제 2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와,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대기 처리 시스템에 반

출하는 대기 처리 시스템 반출 단계와, 상기 대기 처리 시스템에 반출된 피처리체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리 단계

와, 상기 냉각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에 반출하는 대기반송 모듈 반출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의 피처리체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는,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

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진공 처리를가 실시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

리 시스템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대기 반송 모듈을 적어도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

의 상기 반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송 방법에 있어서, 피처리체를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을 진공 처리하는 진공 처리 단계와, 상기 진

공 처리 단계에서의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 반입 단계의 실행후에, 상기 진공 처리를 개시하는 진공 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진공 처리

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열처리 시스템내로 이동시키는 제 1 이동 단계와,

상기 열처리 시스템에서 열처리를 개시하는 열처리 개시 단계와, 상기 열처리가 종료한 후에,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열처

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내로 이동시키는 제 2 이동 단계와,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대기 반송 모

듈을 서로 연통시켜, 상기 피처리체를 상기 대기 반송 모듈에 반출하는 대기 반송 모듈 반출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

리 장치내의 반송 수단용 피처리체 반송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는,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

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과,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과,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과 연통하도록 배치되고 또한 상기 피처리체를 반송하

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상기 반송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반송 수단이 상기 피처

리체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 및 상기 진공 처리 시스템내를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피처리체 유지부를 갖고,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를 검지하는 제 1 검지 수단을 갖고, 상기 제 1 및 제 2 탑

재대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를 검지하는 제 2 검지 수단을 갖고, 상기 제어 장치가 상기

검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반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

송 방법에 있어서,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과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중 한쪽의 중심 사이의 제 1 상대적

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는 제 1 위치 관계 검출 단계와, 상기 검출된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송 경로를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반송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중

한쪽에 반송된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과 상기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 사이의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

출하는 제 2 위치 관계 검출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

정하는 위치 보정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내의 반송 수단용 피처리체 반송 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른 피처리체 반송 방법은, 위치 보정이 실시된 피처리체의 기준면의 위치를 소

정의 위치와 맞추도록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피처리체 유지부 회전 단계를 더 포

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초기 위치에서의 상기 피처리체의 중심은 반송전의 상기 로드 로크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기 피처

리체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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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는,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피처리

체를 반송하는 반송 수단을 갖는 로드 로크 시스템을 구비하고, 상기 반송 수단은,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

고 상기 아암형상 부재가 그 각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되는 반송 아암과, 한쪽의 상기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상기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를 갖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반

송 수단의 피처리체 반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

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를 회전시키고,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상기 일단부를 중심

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를 회전시키고, 또한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다른 아암형상 부재를 회전시키는 피처리체

이동 단계를 포함하는, 피처리체 처리 장치내의 반송 수단용 피처리체 반송 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처리체 이동 단계에서는,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아암형상 부재 및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는 피처리체 반송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는, 제 1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1 탑재대에 탑재된 피처리체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열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제 2 탑재대를 갖고, 상기 제 2 탑재대에 탑재된 상기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상기 열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로드 로크 시

스템에 설치되는 반송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아암형상 부재가 그 각각의 일단부에

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되는 반송 아암과, 한쪽의 상기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피처리

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와,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상기 타단부를 중심으

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록 배치되며,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한쪽의 아암

형상 부재의 상기 일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록 배치되고, 또한 다른 아

암형상 부재가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도

록 배치되는, 반송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상기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아암형상 부재 및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도록 배치된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한 도면과 함께 취해진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하게 될 것

이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면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진공 처리 장치(100)는 반도체 웨이퍼 등의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제 1 진공 처리실(10)과, 이 제 1 진공 처

리실(10)과 연통가능하고 종렬로 연결되어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제 2 진공 처리실(30)과, 제 1 진공 처리실(10)과 제 2 진

공 처리실(30)과 종렬을 이루는 위치에서 제 2 진공 처리실(30)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로드 로크실(50)과, 로드 로크실

(50)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대기 반송 모듈(Loader Module)(70)을 구비하고 있다.

제 1 진공 처리실(10)의 내부에는 처리시에 피처리체를 탑재해 두는 탑재대(11) 및 피처리체의 교환을 위한 피처리체 유지

기(12)가 설치되어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진공 처리실(10)의 상부에는 N2 가스 등을 공급하는 가스 공급계

(13)가 접속되어 있고, 하부에는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14)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제 1 진공 처리실(10)에는 실내의 압

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측정기(도시하지 않음)가 장착되어 있다.

이 제 1 진공 처리실(10)의 측벽에는 피처리체를 반입 반출하기 위한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마찬가지

로, 제 1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제 2 진공 처리실(30)에도 형성되어 있다. 반송구가 형성된 제 1 진공 처리실(10)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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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제 1 반송구가 형성된 제 2 진공 처리실(30)의 부분은 연결 유닛(20)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유닛(20)

은 제 1 진공 처리실(10)과 제 2 진공 처리실(30)의 내부를 주위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게이트 밸브(21)나 단열 유닛(22)을

구비하고 있다.

제 2 진공 처리실(30)내에는 처리시에 피처리체를 탑재해 두는 탑재대(31) 및 피처리체의 교환을 위한 피처리체 유지기

(32)가 설치되어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진공 처리실(30)의 상부에는 N2 가스 등을 공급하는 가스 공급계

(33)가 접속되어 있고, 하부에는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34)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제 2 진공 처리실(30)에는 실내의 압

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기(도시하지 않음)가 부착되어 있다.

이 제 2 진공 처리실(30)에는 상기의 제 1 반송구 외에 제 2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 1 반

송구(도시하지 않음)가 로드 로크실(50)에도 형성되어 있다. 제 2 반송구가 형성된 제 2 진공 처리실(30)의 부분과 제 1 반

송구가 형성된 로드 로크실(50)의 부분은 연결 유닛(40)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해, 제 1 진공 처리실(10), 제 2 진

공 처리실(30) 및 로드 로크실(50)은 종렬로 배치되어 있다. 연결 유닛(40)은 제 2 진공 처리실(30)의 내부와 로드 로크실

(50)내의 환경을 주위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게이트 밸브(41)나 단열 유닛(42)을 구비하고 있다.

로드 로크실(50)의 내부에는, 피처리체의 교환을 수행하도록 반송중의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51), 및 상

기 피처리체 유지부(51)를 제 1 진공 처리실(10), 제 2 진공 처리실(30) 및 대기 반송 모듈(70)로 반송하는 반송 기구(52)

가 배치되어 있다. 피처리체를 유지하고 있는 피처리체 유지부(51)를 반송하는 반송 기구(52)에 의해, 피처리체를 제 1 진

공 처리실(10), 제 2 진공 처리실(30) 및 대기 반송 모듈(70) 사이로 반송하여, 피처리체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드 로크실(50)의 상부에는 N2 가스 등을 공급하는 가스 공급계(53)가 접속되어 있고, 하부에

는 배기계(80)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로드 로크실(50)에는 실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기(도시하지 않음)가

장착되어 있다.

이 로드 로크실(50)에는 상기의 제 1 반송구 이외에 제 2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반송구(도

시하지 않음)가 대기 반송 모듈(70)에도 형성되어 있다. 제 2 반송구가 형성된 로드 로크실(50)의 부분과 반송구가 형성된

대기 반송 모듈(70)의 부분은 연결 유닛(60)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 유닛(60)은 로드 로크실(50)의 내부와 대기

반송 모듈(70)내의 환경을 주위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도어 밸브(61)나 단열 유닛(62)을 구비하고 있다.

상술한 진공 처리 장치(100)의 구성에 있어서, 2개의 진공 처리실, 즉 서로 종렬로 연결된 제 1 진공 처리실(10) 및 제 2 진

공 처리실(30)이 있다. 그러나, 진공 처리실의 수는 2개로 제한하지 않고, 3개 이상의 진공 처리실을 종렬로 연결할 수도

있다.

상술한 진공 처리 장치(100)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가 실행되지만, 피처리체가 정상적으로

반송되지 않을 때, 피처리체에 부적절한 처리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는 즉시 중단되어

야 한다. 따라서, 진공 처리 장치(100)는 반송되는 피처리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때문에,

진공 처리 장치(100)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위치 센서를 구비한다.

우선, 각 피처리체에 직접 접촉하는 구성 부품, 특히 탑재대(31)[혹은, 피처리체 유지기(32)], 반송 기구(52)[또는, 피처리

체 유지부(51)], 및 로드 로크실(50)내에 구비된 피처리체를 일시 유지하기 위한 탑재대(도시하지 않음)는 각각 위치 센서

를 구비하고, 상기 위치 센서를 사용하여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를 검지한다. 더욱이, 제 1 진공 처리실(10)내의 탑재대(11)

에 내장하는 ESC 척의 상태나 위치 센서에 의해 피처리체의 존재 유무를 검지한다. 이러한 검지에 의해 얻어진 정보에 근

거하여 피처리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소프트웨어를 형성하는 것은 진공 처리 장치의 당업자에게 용이한 사항이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예를 들면 반송 기구(52) 등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도시하지 않음)는 진공 처리 장치(100)를 통과

하여 반송되는 피처리체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제 1 진공 처리실(10), 제 2 진공 처리실(30) 및 로드 로크실(50)에는,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따라 도어 밸브(21)

및 각 게이트 밸브(41, 61)의 어느 한 측상의 위치에 위치 센서 유닛(90, 91, 92, 93, 94, 95)이 설치된다. 각 위치 센서 유

닛은 피처리체의 외주연에 지향하는 3개의 위치센서, 예를 들면 레이저 센서로 이루어지고, 레이저 센서는 피처리체의 외

주연을 향해서 반경방향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피처리체의 외주연에 대응한 위치에 배치되어, 피처리체의 위치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피처리체의 중심 위치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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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는 반송전의 로드 로크실(50)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중심 위치(이하 "초기 위치"로 불림)와 탑재대(11, 31)의 중심

위치 사이의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초하여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

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송 경로에 따라 피처리체를 반송시켜, 탑재대(11, 31)에 반송된 피처리체의 중심 위치와 초기

위치 사이의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제 1 및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탑재대(11, 31)상

에 있어서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정한다. 이에 의해, 각 탑재대로의 반송 경로를 짧게 설정할 수 있는 동시에, 각 피처리체

를 각 탑재대(11, 31)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에 탑재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처리

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반송 기구(52)는 스칼라형 싱글 픽 타입 또는 스칼라형 트윈 픽 타입 등의 다관절 아암을 구비한 반송 아암이며, 반송 아암

기부에는 연결 풀리가 배치되고, 상기 연결 풀리는 타이밍 벨트를 거쳐서 아암의 관절부에 배치된 지지 풀리에 연결되어,

회전 구동력을 지지 풀리에 전달한다. 또한, 연결 풀리는 다른 타이밍 벨트를 거쳐서 아암의 회전각을 검출하는 인코더가

갖는 회전각 풀리에도 접속된다.

인코더는 회전각 풀리의 회전 개시 위치, 즉 반송 아암의 이동 개시 위치를 원점으로서 전기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다른 타

이밍 벨트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회전각 풀리의 회전각을 회전각 센서에 의해 디지털 신호의 형식으로 검출함으로써 반송

아암의 이동 거리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이동 거리를 피처리체의 반송, 예를 들면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 등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정에 사용하는 교시 데이터(teaching data)로서 출력한다.

진공 처리 장치(100)는 위치 센서에 의해 검출된 피처리체의 위치와 인코더가 출력하는 교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피

처리체의 위치 결정, 특히 탑재대(11 또는 13)에 있어서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한다.

더욱이, 반송 기구(52)로서의 반송 아암은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2개의 아암형상 부재는 그 각

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되고,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는 피처리체 유지부(51)가 접속

된다. 그리고, 피처리체 유지부(51)가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에 평행

한 평면내에서 회전하는 동시에,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가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일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

면에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하고 또한 다른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표

면에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한다. 이에 의해, 각 피처리체를 제 2 진공 처리실(30) 또는 제 1 진공 처리실(10)에 있어서의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반송 경로를 따라 반송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

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2개의 아암형상 부재 및 피처리체 유지부(51)가 임의의 반송 경로, 예를 들면 탑재대(11, 31)의 배열방향을 따라 각 피처

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서로 협동하여 회전한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고, 작업 효율

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피처리체 유지부(51)는 탑재대(11, 31)상에 있어서, 피처리체(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 플랫(orientation flat)(기

준면)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맞추기 위해 피처리체를 유지한 채 회전한다. 이에 의해, 탑재대(11, 31)에 대한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 플랫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용이하게 맞출 수 있고, 작업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진공 처리 장치(100)가 실행하는 피처리체 처리 방법 및 상기 방법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a 및 도 3b는 도 1의 진공 처리 장치(100)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의 전반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 및

도 4b는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반송 시퀀스에서 연속한 후반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진공 처리 장치(100)는 피처리체에 종래의 에칭 처리(드라이 에칭 또는 웨트 에칭)를 실행하는 대신에

COR(Chemical Oxide Removal) 처리 및 PHT(Post Heat Treatment) 처리(열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예로 든다. COR 처

리는 피처리체의 산화막에 가스 분자를 화학 반응시켜서 생성물을 부착되게 하는 처리이며, PHT 처리는 COR 처리를 실

시된 피처리체를 가열하여, COR 처리의 화학 반응에 의해 피처리체에 생성한 생성물을 기화·열산화(Thermal Oxidation)

시켜 피처리체로부터 비산하도록 제거하는 처리이다.

여기서, 하지(foundation)를 형성하는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소정의 층을 갖는 피처리체에 실시되는 COR 처리에

서는, 상기 소정의 층에 있어서 게이트 영역의 폴리실리콘층을 제거한 후에 노출되는 폴리실리콘, 혹은 산화물층(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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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적으로 에칭되지만, 이 COR 처리에서는 상기 에칭의 진행이 기판의 표면에서 정지하도록 에칭 속도가 제어된다.

또한, 이 COR 처리에는, 게이트 개구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HF 및 NH3의 증기를 에칭제 가스로서 사용함으로써 저압에서

실현가능한 기상 화학적 산화물 제거 프로세스(Vaporphase Chemical Oxide Removal Process)가 포함된다.

이하에 있어서, 제 1 진공 처리실(10)은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행하는 COR 처리실(10)로 하고, 제 2 진공 처리실(30)

은 피처리체에 PHT 처리를 실행하는 PHT 처리실(30)로 한다. 여기서 COR 처리실(10)에 있어서의 가스 공급계(13)는 샤

워 헤드인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COR 처리실(10)내에 균일하게 유입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COR 처리실(10)의 용적은 약 30리터이며, COR 처리실(10) 내부의 압력은 0.5mTorr 내지 30mTorr이며, COR 처리실

(10) 내부의 온도는 15℃ 내지 50℃이며, 도입 가스는 F를 함유한 반응성 가스, 환원성 가스, 불활성 가스 등이다. 불활성

가스는 Ar, He, Ne, Kr, Xe 등의 가스이지만, Ar 가스가 바람직하다.

또한, PHT 처리실(30)의 용적은 약 50리터이며, PHT 처리실(30) 내부의 압력은 반송시의 압력과 상이한 프로세스시의

압력으로 2단 감압된다. 또한, 2단 감압에 제한하지 않고, 프로세스 조건에 따라 2단 이상의 다단 감압이여도 좋다. 또한,

PHT 처리실(30) 내부의 온도는 80℃ 내지 200℃이며, 진공 펌프 배기 속도는 1600 내지 1800L/분(200 mTorr시)이며,

프로세스 종료시(0.5 mTorr시)에는 0 내지 100L/분이지만, PHT 처리실(30)의 진공도가 달성되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

는다. PHT 처리실(30)에 도입되는 가스는 입자 비산 방지 및 냉각을 위한 가스이며, 다운플로우 가스(downflow gas)(N2)

이다.

도 3a의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피처리체(W1)가 대기 반송 모듈(70)에 있고, 연결 유닛(20, 40)이 폐쇄 상태에 있

으며, 그에 따라 COR 처리실(10)과 PHT 처리실(30)이 서로 격리되어 있다. 한편, 연결 유닛(60)은 개방 상태에 있다. 피

처리체(W1)는 종래의 처리에 의해 표면에 소정의 패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피처리체

(W1)를 대기 반송 모듈(70)로부터 로드 로크실(50)로 반입하고, 연결 유닛(60)의 도어 밸브(61)를 폐쇄한다. 다음에, 배기

계 압력 제어 밸브(34)를 폐쇄하여 로드 로크실(50)을 진공 처리한다. 로드 로크실(50)의 진공 처리를 종료한 후에,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34)를 개방하고, 연결 유닛(40)의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한다. 그 후, 연결 유닛

(20)의 게이트 밸브(21)를 개방한다.

다음에,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 유지부(51)에 의해 유지된 피처리체(W1)를 반송 기구(52)에 의해 COR 처리실

(10)로 반입하고,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 유지부(51) 및 반송 기구(52)가 로드 로크실(50)로 복귀한 후에 게이트

밸브(21, 41)를 폐쇄하여 COR 처리를 개시한다. 이러한 처리시, 로드 로크실(50)의 내부를 대기로 개방한다.

다음에, (6) 및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피처리체(W2)를 대기 반송 모듈(70)로부터 로드 로크실(50)로 반입하고, 도어

밸브(61)를 폐쇄하는 동시에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34)를 폐쇄하여 로드 로크실(50)의 진공 처리를 개시한다. 로드 로크

실(50)의 진공 처리를 종료한 후에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34) 및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하여 COR 처리의 종료를 대기한

다.

(8) 및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COR 처리가 종료한 후에 게이트 밸브(21)를 개방하고, 피처리체(W1)를 COR 처리실(10)

로부터 PHT 처리실(30)로 이동한다.

다음에, (10) 및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W2)를 로드 로크실(50)로부터 COR 처리실(10)로 이동하고,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 유지부(51) 및 반송 기구(52)가 로드 로크실(50)내로 복귀한 후에 게이트 밸브(21, 41)를 폐쇄

하고, COR 처리실(10)에서는 COR 처리를 개시하고, PHT 처리실(30)에서는 PHT 처리를 개시한다.

PHT 처리가 종료한 후는,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하여 PHT 처리실(30)의 피처리체(W1)를 로드

로크실(50)로 이동한다.

다음에, (14) 내지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41)를 폐쇄하여 로드 로크실(50) 내부를 대기로 개방한 후에, 로

드 로크실(50)내의 피처리체(W1)와 대기 반송 모듈(70)에 대기하고 있는 제 3 피처리체(W3)를 교체한다. 그 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드 로크실(50)을 진공 처리한다. 또한,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하여 피처리체(W2)에 대한 COR 처리

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상기 반송 시퀀스는 압력 제어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반송 시퀀스를 피처리체의 전체 로트의

처리가 종료할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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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반송 시퀀스에 있어서의 (1) 내지 (16)의 각 단계에서는,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검출된 피처리체의 위치와 교시 데

이터의 비교에 근거하여 각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의 판정이 실행될 수도 있고, 특정 단계에서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이 정

확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처리체의 반송을 중단하는 동시에, 상기 단계와, 상기 단계에 있어서의 피처리체

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어, 보존된 데이터를 재처리 방법의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은 반송 방법의 일례이며, 예를 들면 로드 로크실(50) →제 1 진공 처리실(10) →로드 로크실(50), 로드 로크실

(50) →제 2 진공 처리실(30) →로드 로크실(50), 로드 로크실(50) →제 2 진공 처리실(30) →제 1 진공 처리실(10) →로드

로크실(50) 등의 다른 반송 패턴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제 1 진공 처리실(10)과 제 2 진공 처리실(30) 사이에서 왕복 운동도 가능하다. 피처리체를 상기의

COR 처리실(10)[제 1 진공 처리실(10)]과 PHT 처리실(30)[제 2 진공 처리실(30)] 사이에서 왕복시켜, COR 처리 및

PHT 처리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피처리체에 형성된 패턴의 선폭을 보다 가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의

미세화에 대응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 따르면, 반송 기구(52)가 피처리체(W1)를 로드 로크실(50)로 반입

하고, 로드 로크실(50)의 진공 처리가 종료한 후에, 피처리체(W1)를 COR 처리실(10)로 반입하고, COR 처리가 종료하고

나서 피처리체(W1)를 COR 처리실(10)로부터 PHT 처리실(30)로 이동시키고, PHT 처리가 종료한 후에 PHT 처리실(30)

의 피처리체(W1)를 로드 로크실(50)로 이동하고, 또한 피처리체(W1)를 대기 반송 모듈(70)로 반출한다. 이에 의해, 복수

의 처리실 사이에서 피처리체(W1)를 반송하는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어, 적어도 하나의 COR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

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 따르면, 다음 프로세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제 1 진공 처리실

(10)을 대기시키지 않고, 2개의 연속한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프로세스 조건: (제 1 처리 시간) ≥(제 2 처리 시간) + (제 1 교체 시간) + (제 2 교체 시간) + [로드 로크실(50)의 가스 급

배기 시간]

여기서:

제 1 처리 시간 = 제 1 진공 처리실(10)에 있어서의 처리의 시간

제 2 처리 시간 = 제 2 진공 처리실(30)에 있어서의 처리의 시간

제 1 교체 시간 = 로드 로크실(50)과 제 2 진공 처리실(30) 사이의 피처리체의 교체에 걸린 시간

제 2 교체 시간 = 로드 로크실(50)과 대기 반송 모듈(70) 사이의 피처리체의 교체에 걸린 시간

제 1 진공 처리실(10) 및 제 2 진공 처리실(30)은, 상술한 예에 제한되지 않고, 에칭 시스템, 성막 시스템, 코팅 시스템, 계

측 시스템, 열처리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 1 진공 처리실(10) 및 제 2 진공 처리실(30)이 항상 진공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 2 진공 처리실(30) 및 로드 로

크실(50)을 동시에 진공 처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제 2 진공 처리실(30) 및 로드 로크실(50)은 동일한

배기계(80)를 공용할 수 있다.

다음에, 진공 처리 장치(100)의 동작중에 있어서의 압력 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5는 진공 처리 장치(100)의 압력 조정에 있어서의 타이밍 차트를 도시한 도면이다.

1) PHT 처리실(30)을 진공 처리하는 중에, 로드 로크실(50)의 내부를 대기로 개방하여 COR 처리전의 피처리체를 대기 반

송 모듈(70)로부터 로드 로크실(50)로 반입한 후, PHT 처리실(30)에 장착되어 있는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34)[이하,

"PHT 배기 밸브(34)"로 칭함]를 폐쇄하고, 로드 로크실(50)의 진공 처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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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로드 로크실(50)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로드 로크실(50)의 배기 밸브(LLM 배기 밸브, 도 1 또는 도 2에 도시하지

않음)를 폐쇄하고, PHT 배기 밸브(34)를 개방하고, PHT 처리실(30)내의 압력이 로드 로크실(50)내의 압력보다 낮도록 제

어하고; 이 제어 완료를 확인 후, 로드 로크실(50)과 PHT 처리실(30) 사이의 게이트 밸브(41)[이하, "PHT측 게이트 밸브

(41)"]를 개방하여, 로드 로크실(50)을 PHT 처리실(30)과 연통시킨다.

PHT측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한 후에도 계속해서 PHT 배기 밸브(34)를 개방하여 두고 PHT 처리실(30)을 배기함으로

써 PHT 분위기가 로드 로크실(50)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더욱이, 로드 로크실(50)로부터 적극적으로 유체

(N2)를 흘려서, 대류의 발생 등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

2) PHT 처리실(30)을 진공 처리하면서 PHT 처리실(30)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PHT 처리실(30)내의 압력이 COR 처

리실(10)내의 압력보다 낮도록 COR 처리실(10)내의 압력을 압력 제어한다.

PHT 처리실(30)내 압력이 COR 처리실(10)내 압력보다 낮게 되면, COR 처리실(10)에 장착된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14)

[이하, "COR 배기 밸브(14)"]를 폐쇄하고, PHT 처리실(30)과 COR 처리실(10) 사이의 게이트 밸브(21)[이하, "COR측 게

이트 밸브(21)"]를 개방한다.

COR측 게이트 밸브(21)를 개방한 후에도 계속해서 PHT 배기 밸브(34)를 개방하여 두고 PHT 처리실(30)을 배기함으로

써, PHT 처리실(30)내의 분위기가 COR 처리실(10)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COR 처리실(10)로부

터 적극적으로 유체(N2)를 흘려서, 대류의 발생 등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

3) 상기 1)에 기술된 시퀀스를 이용하여 PHT측 게이트 밸브(41)를 개방하고, 로드 로크실(50)과 PHT 처리실(30)을 하나

의 모듈로 상정하고, 상기 2)에 기술된 시퀀스를 이용하여 COR측 게이트 밸브(21)를 개방한다. PHT측 게이트 밸브(41),

COR측 게이트 밸브(21)가 개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PHT 배기 밸브(34)를 개방하여 두고 PHT 처리실(30)을 배기함으로

써, PHT 처리실(30)내의 분위기가 로드 로크실(50)의 내부, COR 처리실(10)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로드 로크실(50), COR 처리실(10)로 유체(N2)를 유입시켜서, 대류 등의 발생을 막는 것도 가능해지며,

PHT 처리실(30)로의 유체의 유량을 로드 로크실(50)로부터의 유량과 COR 처리실(10)로부터의 유량이 동일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역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4) 상기 3)에 기술한 시퀀스에 있어서, COR 처리를 실시한 피처리체를 COR 처리실(10)로부터 반출한 후에 ESC 잔류 전

하 제거를 위해, PHT 배기 밸브(34)를 이용하여 COR 처리실(10)내의 압력을 제전 압력으로 제어한다. 이에 의해, PHT 처

리실(30)내의 분위기가 COR 처리실(10)내로 들어로는 일이 없이 ESC 제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PHT 처리실(30) 및 COR 처리실(10)에 있어서의 처리를 항상 진공 상태에서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COR 처

리후의 피처리체의 산화막이 대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등의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반송 방법에서는 제품으로 사용되는 웨이퍼(즉, 제품 웨이퍼)가 피처리체로서 반송되었지만, 반송되는 피처리

체는 제품 웨이퍼에 제한되지 않고, 진공 처리 장치(100)의 각 처리실이나 디바이스의 작동을 검사하기 위한 더미 웨이퍼

(dummy wafer)나, 각 처리실의 시즈닝(seasoning)에 사용되는 다른 더미 웨이퍼이여도 좋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은 도 6의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으로 측면도이다.

도 6에 있어서, 진공 처리 장치(600)는 피처리체에 진공 처리를 실시하는 진공 처리실(601)과, 이 진공 처리실(601)과 연

통가능하게 또는 종렬로 연결되고 피처리체에 다른 처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리실(602)과, 진공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

실(602) 사이에 위치되고, 이들과 열을 형성하는 위치에서 진공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602)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로드 로크실(603)과, 대기 처리실(602)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된 대기 반송 모듈(604)을 구비하고 있다.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에는, 처리시,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에 있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주파 전압이 인

가되는 하부 전극 및 피처리체를 탑재하여 두기 위한 플랫폼을 겸하는 탑재대(605)와, 상기 탑재대(605)에 내장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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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대(605)에 탑재된 피처리체를 가열하는 히터(606)와,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에 반응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계 및 하

부 전극으로서의 탑재대(605)와 협력하여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에 고주파 전계를 발생시키는 상부 전극을 겸하는 샤워

헤드(607)와, 개폐가능한 밸브(도시하지 않음)를 갖고 또한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에 발생된 플라즈마나 생성물의 잔류

물을 배출하는 배출구(608)와, 진공 처리실(601)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기(도시하지 않음)가 설치되어 있

다.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는 항상 진공 상태이며, 여기에서는 진공 처리가 실행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 진공 처리실(601)의 측벽에는 피처리체를 진공 처리실(601)로 반입 반출하기 위한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진공 처리실(601)에 인접하여 배치된 로드 로크실(603)의 측벽에도 마찬가지로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진공 처리실(601)과 로드 로크실(603)의 반송구가 형성된 부분은 연결 유닛(611)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

결 유닛(611)은 진공 처리실(601)의 내부와 로드 로크실(603)내의 환경을 주위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게이트 밸브(612)및

단열 유닛(613)을 구비하고 있다.

대기 처리실(602)의 내부에는, 피처리체를 탑재하기 위한 탑재대(609)와, 탑재대(609)에 탑재된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유

지구(610)가 설치된다. 탑재대(609)는 냉매가 순환가능한 냉각 기구로서 냉각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내장하여, 탑재대

(609)상에 탑재된 피처리체를 냉각한다. 또한, 대기 처리실(602)의 내부는 항상 대기로 개방된다. 따라서, 대기 처리실

(602)에 있어서, CVD 처리 등에 의해 가열된 피처리체의 냉각 처리를 대기압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대기 처리실(602)은 냉각 기구로서, 상술한 냉각 회로 외에, 냉각을 위한 다운플로우 가스, 예컨대 N2, Ar, He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 등을 대기 처리실(602)내로 도입하는 도입구를 구비할 수도 있다.

이 대기 처리실(602)의 측벽에는 피처리체를 대기 처리실(602)에 반출입하기 위한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

다. 대기 처리실(602)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로드 로크실(603)의 측벽에도 상술한 반송구와는 별도로, 다른 반송구(도시하

지 않음)가 마찬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대기 처리실(602)과 로드 로크실(603)의 반송구가 형성된 부분은 연결 유닛(614)

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해, 진공 처리실(601), 로드 로크실(603) 및 대기 처리실(602)은 순차적으로 열을 이

루도록 배치된다. 연결 유닛(614)은 대기 처리실(602)의 내부와 로드 로크실(603)내의 환경을 주위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게이트 밸브(615) 및 단열 유닛(616)을 구비하고 있다.

로드 로크실(603)의 내부에는, 피처리체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송중의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617)

, 및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617)를 진공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602)로 반송하는 반송 기구(618)가 설치되어 있다.

피처리체를 유지하고 있는 피처리체 유지부(617)를 반송하는 반송 기구(618)에 의해, 피처리체를 진공 처리실(601)과 대

기 처리실(602) 사이에서 반송하여, 피처리체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로드 로크실(603)의 내부 용적은 반송 기구

(618)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필요 최소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정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드 로크실(603)의 하부에는 로드 로크실(603)의 내부와 외부를 연통하는 파이프(619)가 설치

된다. 상기 파이프(619)에는 터보 분자 펌프 등의 진공 처리용 펌프(623)와, 로드 로크실(603)의 내부 및 진공 처리용 펌

프(623)의 연통·차단이 가능한 밸브(624)가 배치된다. 또한, 로드 로크실(603)에는 로드 로크실(603)내의 압력을 측정하

기 위한 압력 측정기(도시하지 않음)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로드 로크실(603)의 하부에는 N2 가스 등을 공급하는 가스 공

급계(620)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로드 로크실(603)은 파이프(619)와 가스 공급계(620)에 의해 그 내부를 진공 상태와

대기압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기 반송 모듈(604)의 내부에는, 상술한 피처리체 유지부(617) 및 반송 기구(618)와 유사한 피처리체 유지부(625) 및 반

송 기구(626)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피처리체 유지부(625) 및 반송 기구(626)에 의해 피처리체를 대기 반송 모듈(604)

에 장착되어 있던 피처리체의 캐리어(도시하지 않음) 및 대기 처리실(602) 사이에서 반송하여, 피처리체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기 반송 모듈(604)의 측벽에는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기 반송 모듈(604)에 인접하여 배치

되는 대기 처리실(602)의 측벽에도 상술한 반송구와는 별도로, 다른 반송구(도시하지 않음)가 마찬가지로 형성되어있다.

대기 반송 모듈(604)과 대기 처리실(602)의 반송구가 형성된 부분은 연결 유닛(627)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술된 진공 처리 장치(600)의 구성에 있어서, 2개의 처리실, 즉 종렬로 서로 연결된 진공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

(602)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100)에서와 같이, 처리실의 수는 2개에 제한하지 않

고 3개 이상의 처리실을 종렬로 연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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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진공 처리 장치(600)가 실행하는 피처리체 처리 방법 및 상기 방법에 사용되는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a 및 도 8b는 도 6의 진공 처리 장치(600)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진공 처리 장치(600)는 피처리체에 CVD 처리 및 냉각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예로 한다.

이하, 진공 처리실(601)은 CVD 처리실(601)로서 피처리체에 CVD 처리를 실행하고, 대기 처리실(602)은 피처리체에 대

기 처리로서의 냉각 처리를 실행한다. 도 3a 내지 도 4b에서와 같이 도 8a 및 도 8b에서 백색인 연결 유닛은 게이트 밸브

의 개방 상태를 나타내고, 흑색인 연결 유닛은 게이트 밸브의 폐쇄 상태를 나타낸다.

우선, 도 8a의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기 반송 모듈(604)에 있는 피처리체(W1)가 대기 처리실(602)로 반입된다. 이 때,

게이트 밸브(612)는 폐쇄 상태에 있고, 로드 로크실(603)과 CVD 처리실(601)이 격리되어 있다. 한편, 게이트 밸브(615)

는 개방 상태에 있고, 대기 처리실(602)과 로드 로크실(603)이 서로 연통되어 있다.

다음에,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W1)를 대기 처리실(602)로부터 로드 로크실(603)로 반입한 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615)를 폐쇄 하고, 또한 파이프(619)에 있어서의 밸브(624)를 개방하고, 그 후에 진공 처리용 펌프

(623)를 작동시켜서 로드 로크실(603)을 진공 처리한다.

다음에,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612)를 개방한 후, 피처리체 유지부(617)에 의해 유지된 피처리체(W1)를 반

송 기구(618)에 의해 CVD 처리실(601)로 반입한다. 이어서,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 유지부(617) 및 반송 기구

(618)가 로드 로크실(603)로 복귀한 후에 게이트 밸브(612)를 폐쇄하고, CVD 처리실(601)에 있어서 피처리체(W1)에

CVD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에,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CVD 처리가 종료한 후에 게이트 밸브(612)를 개방하고, CVD 처리가 실시된 피처리체

(W1)를 CVD 처리실(601)로부터 로드 로크실(603)로 반출한다.

다음에,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W1)가 로드 로크실(603)로 반출된 후, 게이트 밸브(612)를 폐쇄하고, 또한 파

이프(619)에 있어서의 밸브(624)를 폐쇄하고, 가스 공급계(620)로부터의 Ｎ2 가스 등의 공급을 개시하여 로드 로크실

(603)의 내부를 대기로 개방한다. 로드 로크실(603)의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에 도달하면,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615)를 개방한 후, 피처리체(W1)를 반송 기구(618)에 의해 대기 처리실(602)로 반출하고, 피처리체(W1)를 탑재대

(609)에 탑재하고, 또한 유지구(610)에 의해 유지한다.

다음에,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탑재대(609)는 피처리체(W1)를 냉각하고, 피처리체(W1)가 소정 온도(약 70℃)까지 냉각

되면,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처리체(W1)는 대기 반송 모듈(604)로 반출된다.

그리고, 진공 처리 장치(600)는 이상의 반송 시퀀스를 피처리체의 전체 로트의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상 설명한 반송 시퀀스에서 (1) 내지 (10)의 각 단계에 있어서도,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 센

서에 의해 검출된 피처리체의 위치와 교시 데이터의 비교에 근거하여 각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의 판정이 실행될 수도 있

고, 특정 단계에서 피처리체의 위치 결정이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처리체의 반송을 중단하는 동시에, 상기

단계와 상기 단계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존하여, 보존된 데이터를 재처리 방법의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 있어서도,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 센서에 의

해 검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초기 위치와 탑재대(605, 609)의 중심 위치의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

된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초하여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송 경로를 따라 피처리체를 반

송시켜, 탑재대(605, 609)로 반송된 피처리체의 중심 위치와 초기 위치의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제 1 및 제

2상대적인 위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탑재대(605, 609)상에 있어서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정할 수도 있다. 이에 의해

상술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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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송 기구(618) 및 피처리체 유지부(617)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반송 기구(52) 및 피처리체 유지부(51)와 동일

한 구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에 의해 상술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반송 시퀀스의 일례이며, 다른 반송 시퀀스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진공 처리실(601)과 대기 처리실(602) 사

이에서 왕복 운동도 가능하다. 피처리체(W1)를 상기의 CVD 처리실(601)[진공 처리실(601)]과 대기 처리실(602) 사이에

서 왕복시켜, CVD 처리 및 냉각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피처리체(W1)의 표면에 형성되는 박막의 두께의 편차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진공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602)의 구성은, 상기의 예에 제한하지 않고, 에칭 시스템, 성막 시스템, 코팅/현상

시스템, 계측 시스템, 열처리 시스템 등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 따르면, 피처리체(W1)에 CVD 처리를 실시하는 CVD 처리실(601)

및 피처리체(W1)에 냉각 처리를 실시하는 대기 처리실(602)이 연통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로드 로크실(603)은 CVD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602)의 사이에 이들의 처리실과 열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되고 CVD 처리실(601) 및 대기 처

리실(602)에 서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해, CVD 처리실(601) 및 대기 처리실(602) 사이에 있어서의 피처

리체(W1)의 반송의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고, CVD 처리 및 냉각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

고, 특히 피처리체(W1)의 CVD 처리후의 냉각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대기 처리실(602)에 있어서의 냉각 처리를 항상 대기압 상태에서 실행하므로, 대기 처리실(602)에 있어서 진공 상태

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실행할 필요가 없고, 냉각 처리를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동시에,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

태 사이의 전환을 실행하는 로드 로크실(603)은 냉각 기구를 구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드 로크실(603)의 용적을 작게

할 수 있고, 또한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다. 그 결과, 피처리체(W1)의 냉각 처리 및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래의 진공 처리 장치와 같이,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 및 냉각 처리를 동시에 실행할 경우, 로드

로크실이 반송 기구뿐만 아니라, 냉각 기구를 구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드 로크실의 용적이 커지고, 진공 상태와 대기

압 상태 사이의 전환 및 냉각 처리에 약 126초를 필요로 했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와

같이,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 및 냉각 처리를 별도의 처리실에서 실행할 경우, 로드 로크실이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만을 실행하고, 또한 대기 처리실이 냉각 처리만을 실행하면 되며, 그에 따라 로드 로크실의 용적

이 작아지고,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에 약 20초만을 필요로 하며, 또한 냉각 처리에 약 15초만을 필요로 하

며, 즉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 및 냉각 처리에 총 약 35초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또한, 로드 로크실(603)내에 반입된 후에 피처리체(W1)는 장시간 동안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에 기인하는

공기의 대류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기 대류에 의해 날아 오른 입자가 부착될 위험이 저감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처리체 처리 방법에 따르면, 피처리체(W1)의 CVD 처리후에 있어서의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 및 냉각 처리를 로드 로크실(603) 및 대기 처리실(602)로 각각 분할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처리

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진공/ 대기의 전환 및 냉각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더. 더욱이, 피처리체(W1)의 CVD 처리후, 로드 로크실(603)로의 반출 처리, 로드 로크실(603)에서의 진공 상태와 대기

압 상태 사이의 전환 처리, 및 대기 처리실(602)로의 반출 처리를 거쳐서 대기 처리실(602)에서의 냉각 처리가 실행되기

때문에, 냉각 처리를 실행하기 전에도 피처리체(W1)의 냉각이 진행하고, 예를 들면 CVD 처리 직후에 있어서의 피처리체

(W1)의 온도가 약 650℃일 경우, 대기 처리실(602)로의 반출 처리후에 있어서의 피처리체(W1)의 온도는 약 400℃가 된

다. 그 결과, 대기 처리실(602)에서 피처리체(W1)상에 수행된 냉각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에서는, 피처리체에 CVD 처리를 실시했지만, 상기 진공 처리 장치가 피처

리체에 실시하는 진공 처리는 CVD 처리에 제한되지 않고, 열처리를 수반하는 어떠한 진공 처리에서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상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복수의 처리 시스템이 연통가능하게 서로 연결되고, 처리 시스템중

적어도 하나는 진공 처리 시스템이다. 그 결과,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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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COR 처리 시스템 및 피처리체에 다른 처리를 실시하

는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 시스템이 연통가능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로드 로크 시스템은 COR 처리 시스템 및 적어도

하나의 진공 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COR 처리 시스템과 다른 복수의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COR 처리 시스템에 열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열처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COR 처리후의 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COR 처리 시스템 및 열처리 시스템은 항상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COR 처리

시스템 및 열처리 시스템에서의 각 처리를 진공의 해제 없이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COR 처리후의 피처리체 표

면에 수분이 흡착하지 않고, COR 처리후의 피처리체의 산화막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로드 로크 시스템은 COR 처리 시스템 및 열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형성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피처리체를 반출입하는 동작을 보다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COR 처리 및 열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르면, COR 처리 시스템에서 피처리체에 COR 처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미 COR 처리를 실시

한 피처리체에 열처리 시스템에서 열처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COR 처리의 종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COR 처리를 실시

하고 있지 않은 피처리체를 준비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련의 처리간에 낭비 시간이 생기지 않고 COR 처리 및 열처리를 효

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열처리 시스템을 서로 연통하기 전에, 열처리 시스템내 압력이 로드

로크 시스템내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하고, 그 후에 열처리 시스템을 계속 배기한다. 이

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내의 분위기가 로드 로크 시스템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바람직하게는, 로드 로크 시스템과 열처리 시스템을 서로 연통시킨 후에, 열처리 시스템내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하고, 열처리 시스템과 COR 처리 시스템을 연

통시킨 후도 계속해서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한다. 이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내의 분위기가 로드 로크 시스템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처리 시스템내의 분위기가 COR 처리 시스템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로드 로크 시스템 및 COR 처리 시스템내로 유체를 유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배기시에 대류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부터 열처리 시스템으로의 유체의 유량 및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열처리

시스템으로의 유체의 유량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의 압력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배기가 흐르는 방향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에 따르면, COR 처리를 실시한 피처리체를 COR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반출한 후에, 열처리 시스템 및 COR 처

리 시스템을 배기해서 COR 처리 시스템내의 압력을 ESC 잔류 전하 제거를 위한 제전 압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내의 분위기가 COR 처리 시스템내로 들어오는 일이 없이 ESC 제전을 수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르면, 열처리 시스템과 COR 처리 시스템을 연통하기 전에, 열처리 시스템내 압력이 COR 처리

시스템내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열처리 시스템을 배기한다. 이에 의해, 열처리 시스템내의 분위기가 COR 처리

시스템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르면, 피처리체에 제 1 처리를 실시하는 제 1 처리 시스템 및 피처리체에 제 2 처리를 실시하는

제 2 처리 시스템이 서로 연통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로드 로크 시스템이 제 1 처리 시스템과 제 2 처리 시스템 사

이에 개재되고 또한 그들 각각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해, 제 1 처리 시스템 및 제 2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 6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처리 시스템에 로드 로크 시스템을 거쳐서 냉각 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냉각 처리 시스템이 연

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제 1 처리후의 냉각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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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실시예에 따르면, 제 2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냉각 처리를 항상 대기압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제 2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냉각 처리를 단시간으로 실

행할 수 있으며,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실행하는 로드 로크 시스템은 냉각 기구를 구비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로드 로크 시스템의 용적을 작게 할 수 있어, 또한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을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복수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더욱이, 로드 로크 시스템내로 반입된 후에, 피처리체(웨이퍼)는

장시간 동안 진공 상태와 대기압 상태 사이의 전환으로 인한 공기의 대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대류에 의해 날아

오른 입자가 부착될 위험도 저감할 수 있다.

제 6 실시예에 따르면, 로드 로크 시스템은 제 1 처리 시스템 및 제 2 처리 시스템과 종렬을 형성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의 반출입의 동작을 보다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제 1 처리 및 제 2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실시예에 따르면, 피처리체(웨이퍼)의 진공 처리후에 수행되는 제 2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와 대기 처리

단계를 분리한다. 이에 의해, 이들 단계에 요구되는 총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더욱이, 피처리체(웨이퍼)의 진공 처리후, 로드 로크 시스템 반출 단계, 제 2 진공/대기압의 전환 단계 및 대기 처리

시스템 반출 단계 후에만, 대기 처리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대기 처리 단계전에도 피처리체(웨이퍼)의 냉각이 진행하고,

또한 대기 처리 단계에 있어서의 냉각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8 실시예에 따르면, 반송 수단이 피처리체를 로드 로크 시스템에 반입하고, 다음에 로드 로크 시스템의 진공

처리를 종료한 후에, 피처리체를 진공 처리 시스템에 반입하고, 진공 처리를 종료한 후에 피처리체를 진공 처리 시스템으

로부터 열처리 시스템으로 반송하고, 열처리가 종료한 후에 피처리체를 로드 로크 시스템으로 반입하고, 또한 피처리체를

대기 반송 모듈내로 반출한다. 이에 의해, 처리 시스템 사이에서 피처리체를 반송하는 동작을 간이화할 수 있고, 또한 적어

도 하나의 진공 처리를 포함하는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9 실시예에 따르면, 각 탑재대에 관해서 초기 위치에서의 피처리체의 중심과 탑재대의 중심 사이의 제 1 상대

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제 1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초하여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결정하고, 상기 결

정된 반송 경로를 따라 피처리체를 반송한다. 이에 의해, 탑재대로의 반송 경로를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탑재대에 반

송된 후의 피처리체의 중심과 초기 위치에서의 피처리체의 중심 사이의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검출하고, 제 1 및 제 2

상대적인 위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피처리체의 위치를 보정한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를 탑재대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에 탑재할 수 있고, 반송 작업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 9 실시예에 따르면, 피처리체 유지부가 피처리체를 유지한 채 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탑재대에 대하여

피처리체의 기준면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용이하게 정렬할 수 있고, 반송 작업의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제 9 실시예에 따르면, 초기 위치에서의 피처리체의 중심은 반송전의 로드 로크 시스템에 있어서의 피처리체의 중심인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각 탑재대로의 반송 경로를 훨씬 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0 실시예에 따르면, 열처리 시스템 및 진공 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로드 로크 시스템이 갖는

반송 수단은 그 각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는 반송 아암과, 한쪽

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또한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를 포함하며,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

는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하고, 한쪽의 아

암형상 부재가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일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하고 또

한 다른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

한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를 열처리 시스템 또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반송 경로를 따라 반

송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 10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아암형상 부재 및 피처리체

유지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짧게 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

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1 실시예에 따르면, 열처리 시스템 및 진공 처리 시스템에 연통가능하게 연결되는 로드 로크 시스템에 설치

되는 반송 수단은 그 각각의 일단부에서 서로 회전가능하게 접속된 적어도 2개의 아암형상 부재를 포함하며, 한쪽의 아암

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에 접속되고 또한 피처리체를 유지하는 피처리체 유지부를 구비하고, 상기 피처리체 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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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에 있어서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고, 한쪽의 아

암형상 부재가 상기 한쪽의 아암형상 부재의 일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되고 또

한 다른 아암형상 부재가 상기 다른 아암형상 부재의 타단부를 중심으로 하여 피처리체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내에서 회전

된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를 열처리 시스템 또는 진공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반송 경로를 따라 반

송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 11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탑재대의 배열방향을 따라 피처리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아암형상 부재 및 피처리체

유지부가 서로 협동하여 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피처리체의 반송 경로를 짧게 할 수 있어, 반송 작업의 효

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

도 2는 도 1의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면도,

도 3a 및 도 3b는 도 1의 진공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의 전반을 도시한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반송 시퀀스에 이은 후반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1의 진공 처리 장치의 압력 조정에 있어서 타이밍 차트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

도 7은 도 6의 진공 처리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면도,

도 8a 및 도 8b는 도 6의 진공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피처리체의 반송 시퀀스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제 1 진공 처리실(COR 처리 장치) 12, 32 : 피처리체 유지기

13, 33, 53 : 기스 공급계

14, 34 : 배기계 압력 제어 밸브

20, 40, 60, 611, 614, 627 : 연결 유닛 2 : 제 1 플레이트

21, 41, 612, 615 : 단열 유닛

30 : 제 2 진공 처리실(열처리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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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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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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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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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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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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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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