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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른 노광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루풋 향상을 도모한다.

제어장치 (50) 에 의해 웨이퍼 (W)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로부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스

테이지 제어계 (80,33,78) 에 의해 스테이지 (RST) 와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에 대한 감속이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가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진다. 이로써,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스테이지 제어계가 상위 장치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양 스테이지를 가속전에 일단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 그 정지시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

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노광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스테이지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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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제 1 실시형태의 노광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A) 는 투영광학계의 유효 필드에 내접하는 웨이퍼 상의 슬릿형상의 조명영역과 쇼트영역 (S) 의 관계를 나타낸 

평면도, 도 2(B) 는 스테이지 이동시간과 스테이지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이다.

도 3 은 도 1 의 주제어장치 (50) 의 처리 알고리즘을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도 4 는 제 1 실시형태의 노광장치로 웨이퍼 (W) 상의 복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을 실행할 때의 조명 슬릿 중심의 

이동궤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A) 는 쇼트 (S 1 ,S 2 ,S 3 ) 를 순차적으로 노광하는 경우의 웨이퍼 상의 조명 슬릿 (ST) 의 중심 (P) 이 각 쇼트

상을 통과하는 궤적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도 5(B) 는 스테이지 이동시간과 스테이지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이다

.

도 6(A) 는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저크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 6(B) 는 제 1 모드의 이동동

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가속도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 6(C) 는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속도곡선 을 나타내는 도면, 도 6(D) 는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변위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A) 는 종래의 노광장치 (종래 장치) 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저크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7(B) 는 종래 장치

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가속도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7(C) 는 종래 장치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속도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7(D) 는 종래 장치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변위곡선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A) 는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저크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8(B) 는 제 2 모드의 이동

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가속도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8(C) 는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

지의 속도곡선을 나타내는 도면, 도 8(D) 는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변위곡선을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9(A) 는 제 1 스캔 가속 제어방법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저크곡선, 도 9(B) 는 웨이퍼 스테이

지의 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도곡선, 도 9(C) 는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속도곡선, 도 9(D) 는 웨이퍼 스테

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변위곡선이다.

도 10(A) 는 제 2 스캔 가속 제어방법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저크곡선, 도 10(B) 는 웨이퍼 스테

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도곡선, 도 10(C) 는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변위곡선이다.

도 11 은 제 2 실시형태의 노광장치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 는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와 레티클 스테이지와 투영광학계와 얼라인먼트 검출계의 위치관계를 나타낸 사시

도이다.

도 13 은 도 11 의 장치에서의 정반 근방을 나타낸 개략 평면도이다.

도 14 는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웨이퍼 교환ㆍ얼라인먼트 시퀀스와 노광 시퀀스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

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5 는 도 14 의 웨이퍼 교환ㆍ얼라인먼트 시퀀스와 노광 시퀀스의 전환을 실행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6 은 디바이스 제조방법의 실시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이다.

도 17 은 도 16 의 단계 204 의 구체예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노광장치

33: 레티클 스테이지 컨트롤러 (스테이지 제어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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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기 제어계 (스테이지 제어계의 일부)

78: 웨이퍼 스테이지 컨트롤러 (스테이지 제어계의 일부)

80: 동기 제어계 (스테이지 제어계의 일부)

101: 스테이지장치

110: 노광장치

160: 스테이지 제어장치 (스테이지 제어계)

190: 주제어장치 (제어장치)

W: 웨이퍼 (물체)

R: 레티클 (마스크)

WST: 웨이퍼 스테이지 (물체 스테이지)

WST1,WST2: 웨이퍼 스테이지 (물체 스테이지)

RST: 레티클 스테이지 (마스크 스테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노광장치 및 스테이지장치 그리고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반도체소자, 액정

표시소자 등의 전자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사용되는 노광장치, 이 노광장치에서의 노광대상인 물

체를 유지하고 2 차원 이동하는 스테이지로서 바람직한 스테이지장치 및, 상기 노광장치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현장에서는 종래, 파장 365㎚ 의 수은램프의 i 선을 조명광으로 한 축소 투영노광장치, 소위 

스테퍼를 사용하여 최소 선폭이 0.3 내지 0.35㎛ 정도의 회로디바이스 (64M (메가) 비트의 D-RAM 등) 를 양산 제조

하였다. 그 후, 반도체소자는 해마다 고집적화되고, 그에 대응하여 보다 해상력이 높은 노광장치가 개발 실용화되어, 

현재는 KrF 엑시머 레이저로부터의 파장 248㎚ 의 자외 펄스레이저광, 또는 ArF 엑시머 레이저로부터의 파장 193㎚

의 자외 펄스레이저광을 조명광으로 하고, 회로패턴이 묘화된 마스크 또는 레티클 (이하,「레티클」이라고 총칭함) 

과 감광물체로서의 웨이퍼를 축소 투영광학계의 투영시야에 대해 상대 적으로 1 차원 주사함으로써, 웨이퍼 상의 1 

개의 쇼트영역내에 레티클의 회로패턴 전체를 전사하는 주사노광동작과 쇼트간 스테핑동작을 반복하는 스텝 앤드 스

캔방식의 주사형 노광장치 (스캐너, 또는 스캐닝 스테퍼라고도 함)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종류의 스캐닝 스테퍼

에 의하면 256M (메가) 비트 D-RAM 클래스의 집적도를 갖고, 최소 선폭이 0.25㎛ 인 회로디바이스의 양산이 가능

하다. 또한, 현재 1G (기가) 비트 이상의 차세대 회로디바이스를 양산 제조하기 위한 노광장치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스텝 앤드 스캔방식의 주사형 노광장치에서는 웨이퍼 상의 복수 쇼트영역 (이하, 적절하게「쇼트」라고 함) 

에 레티클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할 때, 스루풋 향상을 위해 통상 레티클을 서로 스캔 (왕복 스캔) 시킴으로써 순

차적으로 다음 쇼트에 대한 노광을 실행한다. 이로 인해, 1 개의 쇼트에 대한 레티클패턴의 전사가 종료된 후, 노광개

시전의 프리스캔시 (목표속도 (노광시의 주사속도) 까지의 가속시간＋가속종료후에 속도가 소정 오차범위에서 목표

속도에 수렴될 때까지의 정정시간) 의 이동거리와 동일한 거리만큼 노광종료시점으로부터 추가로 레티클을 이동하여

레티클을 다음 쇼트노광을 위한 주사개시위치까지 복귀시키는 동작 (오버 스캔) 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여 웨이퍼

를 다음 쇼트 (상기 1 개의 쇼트의 비주사방향에 인접하는 다른 쇼트) 에 스테핑시키는 동작에 부가하여 주사방향으

로 이동시키는 동작도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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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웨이퍼의 쇼트간 이동동작은, 종래는 다음 (1) 내지 (3) 의 순서로 실행되어 왔다. (1) 노광종료후에 웨이퍼 스

테이지 (기판 스테이지) 를 다음 쇼트의 주사개시위치와 동일한 주사방향의 좌표위치로 일단 이동후, (2) 다음 쇼트의

주사개시위치까지 비주사방향으로 스테핑하고, (3) 다음 쇼트의 노광을 위한 주사를 개시한다. 따라서, 웨이퍼는 거의

ㄷ 자의 경로를 따라 이동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상기 (1) 과 (2) 사이, 또는 (2) 와 (3) 사

이, 또는 상기 (2) 의 동작중에 다음 쇼트의 노광을 위해 필요로 되는 제어정보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포함함) 

를 상위 장치로부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유닛 (동기 제어유닛을 포함함) 에 전송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제어정보로는 예컨대 레티클 스테이지, 웨이퍼 스테이지의 위치제어에 관련되는 정보, 예컨대 노광에 

앞서 실행되는 예컨대 EGA 방식의 웨이퍼 얼라인먼트에 의해 얻어지는 EGA 파라미터 (X, Y 방향의 오프셋 (Ox,Oy)

, 직교도 (w), 회전 (θ), X, Y 방향의 배율 (스케일링) (rx,ry)) 의 설정값 (이것은 노광시 웨이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됨) 및, 노광시 양 스테이지의 위치에 관련된 보정파라미터 (예컨대, 레티클 스테이지 또는 웨이퍼 스

테이지측의 이동경의 경사정보) 및, 노광량 제어에 관한 데이터, 예컨대 엑시머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밀도, 펄스 발광

수 등의 데이터, 나아가서는 설정된 노광 시퀀스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이지 이동시 각 기구

부의 에러정보 등도 포함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노광장치에 있어서 스루풋 (처리능력) 향상은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이것을 달성하는 필요에 의해 주사

노광시 레티클의 가감 속도가 예컨대 0.5G →4G, 최고 속도도 350㎜/s →1500㎜/s 와 같이 크게 되어 있고, 이에 따

라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노광시 가감 속도, 최고 속도도 투영배율에 비례한 값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광전후

에 필요한 프리스캔시 및 오버스캔시의 이동거리도 이에 따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본래 스루풋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가감 속도, 최고 속도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스루풋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장치의 기타 성능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스루풋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노광장치의

개발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프리스캔 및 오버스캔동작과 전술한 웨이퍼 스테이지의 쇼트간 스테핑동작과의 병행처리 및 웨이퍼 

스테이지의 이동거리 단축 중 적어도 한쪽을 실현하면 스루풋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안이하게 상기 병행처리를 실행하는 시퀀스나 상기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이동경로를 채택하면, 레티클 스테

이지와 웨이퍼 스테이지의 동기정밀도가 악화되어 충분한 정밀도의 노광이 곤란해지거나 노광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

기정정시간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또는 전술한 제어정보의 전송이 곤란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제 1 목적은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루풋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노광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스루풋 향상과 함께 스테이지 구동계의 사용전력 을 억제할 수 있는 스테이지장치를 제공

하는 것에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디바이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청구항 1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

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

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와; 상기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늦어도 노광종료

후로부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상기 양 스테이지의 상기 주사방향으로의 감속

이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어도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 (50) 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이에 의하면, 제어장치에 의해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늦어도 노광종료후로부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상기 양 스테이지 (마스크 스테이지와 물체 스테이지) 의 주사방향으로의 감속이 개시

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어도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가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

내지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늦어도 노광종료후로부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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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양 스테이 지의 동기정정기간까지 동안에, 양 스테이지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한 양 스테이지

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적어도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스테이지 제어계가 상위 장치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양 스테이지를 가속전에 일단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져 그 정지

시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또, 이 경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주사방향으로의 감속시로부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동작을 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 2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전의 상기 양 스

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노광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시의 정정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므로, 스루풋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

게 된다.

청구항 3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하고,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

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와; 상기 물체 상의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

의 임의의 행내의 최종 구획영역의 노광종료후, 다른 행의 최초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상기 양 스테이지의 이동제어가 실행되는 동안, 상기 다음 행내의 복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

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 (50) 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여기에서,「양 스테이지의 이동제어」란, 적어도 한쪽 스테이지에 대한 정지제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제어장치에 의해 물체 상의 비주사방향의 임의의 행내의 최종 구획영역의 노광종료후, 다른 행의 최초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양 스테이지의 이동제어가 실행되는 동안, 다음 행내의 복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가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진다. 이로써, 전술한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로부터 양 스테이지의 감속개시까지의 시간이 짧고, 그 사이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의 전송이 곤란한 경우라도, 상기 노광종료후로부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한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까지 동안에, 양 스테이지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한 양 스

테이지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 스테이지를 가속전에 일단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져 그 정지

시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또, 이 경우도,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주사방향으로의 감속시로부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동작을 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 4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다음 행의 구획영역마다 노광개시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행의 구획영역마다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시의 정정시간 단축이 가능해지

므로, 스루풋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청구항 5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하고,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

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와; 상기 물체 상의 상기 복수 구획영역 전부를 노광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물체 상의 각 구획영역의 소정 점과의 위치맞춤에 사용되는 배열정보

의 검출동작의 종료후, 첫번째 구획영역의 노광이 개시될 때까지 동안에,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 (

50) 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이에 의하면, 제어장치에 의해 물체 상의 복수 구획영역 전부를 노광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가 

물체 상의 각 구획영역의 소정 점과의 위치맞춤에 사용되는 배열정보의 검출동작의 종료후, 첫번째 구획영역의 노광

이 개시될 때까지 동안에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진다. 이로써, 첫번째 구획영역의 노광이 개시된 후의 노광처리기간

중에는 전술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의 전송처리가 불필요해져 물체 상의 첫번째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개시로부

터 최종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까지 동안, 양 스테이지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한 양 스테이지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루풋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청구항 6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상의 구획영역마다 노광전의 상

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체 상의 구획영역마다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시의 정정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므로,

스루풋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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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구항 1 내지 6 에 기재된 각 노광장치에서, 청구항 7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제어 파라미터는 노광

에 앞서 계측된 상기 구획영역의 배열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설정정보는 소정 스테이지좌표계에 대한 

구획영역의 배열오차에 의해 생기는 구획영역간 이동량의 보정값을 고려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 8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구획영역의 배열오차는 상기 물체의 회전 오차, 상기 물체의 이

동을 규정하는 스테이지좌표계의 직교도오차, 상기 물체의 스테이지좌표계 상의 오프셋, 상기 물체의 배율오차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항 9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하고,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

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 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가 상

기 주사방향으로 감속될 때,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한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를 개시하는 스테이지 제어

계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이에 의하면,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가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양 

스테이지를 주사방향으로 감속할 때,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한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를 개시한다. 이로써, 예

컨대 양 스테이지의 감속종료후에 즉시 동기 제어를 개시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한층 빠른 시점에서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이 완료되어 동기정정시간 단축에 의한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

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청구항 10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하고,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

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구획영역간에서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하는 조주동작 (助走動作) 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 크곡선에 따

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이에 의하면,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구획영역간에서 양 스테이지가 주사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가 제어된다. 즉, 이 경우 물체 스테이지의 가속도곡선은 사다리꼴형상으

로 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일정해져 속도 0 의 기간이 없고 또한 소위 상호 스캔이 가능해져, 이로써 상기 조주동작

에 필요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 경우, 전술한 저크곡선의 피크 (가속도의 시간변화율인 요동 (저크) 의 절

대값의 최대값) 를 억제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물체 스테이지의 가속도의 평균값에 대한 최대 가속도의 비를 작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속도의 급감하는 변화 및 그 빈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스루풋 향상과 함께, 물체 스테이지

의 구동계, 예컨대 리니어 모터 등의 사용전력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청구항 11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은 다른 형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 12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의 상기 

감속개시전에 상기 양 스테이지가 등속이동되는 후정정기간을 노광개시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보다 

길게 설 정하는 동시에,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의 저크곡선의 피크를 노광개시전의 저크곡선의 피크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스테이지의 가속종료위치를 소정 목표위치와 일치시키고, 또한 그 

가속종료위치에서의 제어지연 및 그에 기인하는 양 스테이지의 동기오차를 억제할 수 있어 노광전의 동기정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 청구항 10 에 기재된 노광장치에서, 청구항 13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

곡선은 동일 형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청구항 10 내지 13 에 기재된 각 노광장치에서, 청구항 14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비주사방향이 다른 행의 구획영역간에서의 상기 조주동작시에는, 4 극화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 15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4 극화된 저크곡선은 적어도 2 극이 다른 형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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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구항 10 내지 15 에 기재된 각 노광장치에서, 청구항 16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양 스테이지의 상기 주사방향으로의 상기 구획영역간의 상기 조주동작과 병행하여 적어도 2 극이 다른 형상으

로, 합계 4 극화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상기 비주사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구획

영역간의 이동동작을 실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항 17 에 기재된 발명은, 마스크 (R) 와 물체 (W) 를 소정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하고,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

영역에 상기 마스크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 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RST) 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구획영역간에서는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등속이동하는 후정정기간을 상기 노광종료후

의 감속개시전에 확보하고, 다른 행간에서의 이동시에는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 직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

의 감속동작을 개시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를 구비하는 노광장치이다.

이에 의하면, 스테이지 제어계가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구획영역간에서는 1 개의 구

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등속이동하는 후정정기간을 상기 노광종료후의 

감속개시전에 확보하는 한편, 다른 행간에서의 이동시에는 상기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 직후에 상기 양 스

테이지의 감속동작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다른 행간에서의 이동시에 상기 후정정기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장치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상기 청구항 1 내지 17 에 기재된 각 노광장치에서, 청구항 18 에 기재된 노광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양 스테이지가 상기 주사방

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과 상기 물체 스테이지가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으로 이동하는 구

획영역간의 이동동작이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되고, 또한 상기 물체 스테이지의 상기 비주사방향으로의 이동동작이 

상기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전에 종료되도록,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

기 양 스테이지가 상기 주사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과 물체 스테이지가 비주사방향으로 이동하는 구획

영역간의 이동동작을 적어도 일부 오버랩시킬 수 있으므로, 물체 스테이지의 비주사방향으로의 상기 구획영역간의 

이동동작 종료후에 양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동작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비해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 양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조주동작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물체 스테이지의 비주사방향으로의 상기 구획영역

간의 이동동작이 종료되어 있으므로, 스테이지 제어계는 동기정정기간에서는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정정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청구항 19 에 기재된 발명은, 물체 (W) 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스테이지 (WST) 와; 상기 스테이지

가 소정 제 1 축 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제 1 축 방향 이동동작과 상기 제 1 축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축 방향으

로 이동하는 제 2 축 방향 이동동작이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되도록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제 1 축 

방향 이동동작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80,78) 를 구비하는 스테이지장치이다.

이것에 의해,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스테이지가 제 1 축 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제 1 축 방향 이동동작과 제 1

축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제 2 축 방향 이동동작이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되고, 스테이지는 U 

자형상 또는 V 자형상의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이 때, 스테이지는 제 1 축 방향 이동동작시에는 2 극화된 부호가 반

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제어된다. 이 경우 스테이지의 가속도곡선은 사다리꼴형상으로 되기 때문

에, 속도 변화가 일정해져 속도 0 의 기간이 없고, 이로써 제 1 축 방향 이동동작에 필요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 경우, 전술한 저크곡선의 피크를 억제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스테이지의 가속도의 평균값에 대한 최대 가속도

의 비를 작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속도의 급감하는 변화 및 그 빈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스루풋 향상과 함께, 

물체 스테이지의 구동계, 예컨대 리니어 모터 등의 사용전력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 청구항 20 에 기재된 스테이지장치와 같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제 2 축 방향 이동동작시에는 적

어도 2 극이 다른 형상으로, 합계 4 극화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항 21 에 기재된 발명은, 리소그래피 공정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청

구항 1 내지 18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노광장치를 사용하여 노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

법이다.

발명의 실시형태

《제 1 실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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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를 도 1 내지 도 10(D) 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도 1 에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노광장치 (10) 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노광장

치 (10) 는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리소그래피장치로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탭 앤드 스캔방식에 의해 노광동

작을 실행하는 투영노광장치이다. 이 노광장치 (10) 는 마스크로서의 레티클 (R) 에 형성된 회로패턴의 일부 이미지

를 투영광학계 (PL) 를 통하여 물체로서의 웨이퍼 (W) 상에 투영하면서, 레티클 (R) 과 웨이퍼 (W) 를 투영광학계 (P

L) 의 시야에 대해 1 차원방향 (여기에서는 도 1 에서의 지면내 좌우방향인 Y축 방향으로 함) 으로 상대 주사함으로

써, 레티클 (R) 의 회로패턴 전체를 웨이퍼 (W) 상의 복수 쇼트영역 (이하, 적절하게「쇼트」라고 약술함) 의 각각에 

스탭 앤드 스캔방식으로 전사하는 것이다.

이 노광장치 (10) 는 광원 (11), 노광장치 본체 (12) 및 이들 제어계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광원 (11) 은 노광용 광원으로, 예컨대 출력파장 248㎚ 의 KrF 엑시머 레이저, 또는 출력파장 193㎚ 의 ArF 엑

시머 레이저 등의 펄스광원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광원 (11) 으로부터의 자외역 펄스레이저광 (이하, 적절하게「엑시

머 레이저광」,「펄스 조명광」또는「펄스 자외광」이라고도 함) 을 노광용 조명광으로 사용하는 것은, 256M 내지 4

Gbit 클래스 이상의 반도체메모리소자 (D-RAM) 상당의 집적도와 미세도를 갖는 마이크로 회로디바이스의 양산 제

조에 필요로 되는 최소 선폭 0.25 내지 0.10㎛ 정도의 패턴해상력을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광원 (11) 으로서 F 2

레이저 등의 진공자외역 펄스레이저광을 출력하는 레이저광원을 사용해도 된다.

광원 (11) 은 통상 노광장치 본체 (12) 가 설치되는 초클린룸으로부터 격리된 다른 룸 (클린도가 낮은 서비스룸) 등에

설치된다. 또, 노광장치 본체 (12) 는 내부 공간이 고도로 방진되는 동시에, 고정밀도한 온도제어가 이루어진 인바이

어러멘털 챔버 (13) 내부에 수용되고 초클린룸내에 설치되어 있다.

상기 광원 (11) 은 도시하지 않은 조작패널과, 이 조작패널과 인터페이스되는 제어용 컴퓨터 (11A) 를 구비하고, 이 

제어용 컴퓨터 (11A) 는 통상적인 노광동작 동안은 후술하는 주제어장치 (50) 의 지령에 응답하여 광원 (11) 의 펄스 

발광을 제어한다.

광원 (11) 으로부터의 펄스레이저광 (엑시머 레이저광) 의 파장폭 (스펙트럼 반치폭) 은 후술하는 조명광학계나 투영

광학계를 구성하는 각종 굴절광학소자에 기인한 색수차가 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협대역화되어 있다. 협대역화하기 위

한 중심파장의 절대값이나 협대역화 폭 (0.2pm 내지 300pm 사이) 의 값은, 상기 조작패널 상에 표시되는 동시에 필

요에 따라 조작패널로부터 미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조작패널로부터는 펄스 발광 모드 (대표적으로는 자려 

발진, 외부 트리거 발진, 메인터넌스용 발진의 3 개 모드) 를 설정할 수 있다.

엑시머 레이저를 광원으로 하는 스탭 앤드 스캔방식의 노광장치의 일례는, 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2-229423호

, 동 공보 평6-132195호, 동 공보 평7-142354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도 1 의 노광장치 (10) 에서도 상기 각

특허공개공보에 개시된 기초기술을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노광장치 본체 (12) 는 조명광학계 (18) (18A 내지 18R), 레티클 스테이지 (RST), 투영광학계 (PL), 결상특성 

보정장치, 스테이지장치, 웨이퍼반송계 및 얼라인먼트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조명광학계 (18) 는 BMU (빔 매칭 유닛) 라고 불리우는 광축 조정용 광학계를 일부에 포함하는 송광광학계를 

통하여 광원 (11) 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송광광학계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단이 광원 (11) 에 접속되고 

타단이 챔버 (13) 내부에 도입된 차광성 관 (34) 과, 이 관 (34) 의 타단에 접속된 빔 수광계 (32) 를 구비하고 있다. 

이 빔 수광계 (32) 내에는 관 (34) 을 통하여 안내된 광원 (11) 으로부터의 엑시머 레이저광이, 다음에 설명하는 조명

광학계의 광축에 대해 항상 소정 위치관계로 입사되도록 엑시머 레이저광의 조명광학계로의 입사위치나 입사각도를 

최적으로 조정하는 복수 가동반사경 (도시하지 않음) 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조명광학계 (18) 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가변감광기 (18A), 빔 정형 광학계 (18B), 제 1 플라이아이렌

즈계 (18C), 진동미러 (18D), 집광렌즈계 (18E), 조명 NA 보정판 (18F), 제 2 플라이아이렌즈계 (18G), 조명계 개구 

스로틀 판 (18H), 빔 스플리터 (18J), 제 1 릴레이렌즈 (18K),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

8M), 제 2 릴레이렌즈 (18N), 조명텔레센 보정판 (경사가능한 석영의 평행 평판) (18P), 미러 (18Q) 및, 주콘덴서 렌

즈계 (18R)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조명광학계 (18) 의 상기 구성 각 부에 대해 설명한다.

가변감광기 (18A) 는 엑시머 레이저광의 펄스마다 평균에너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감광률이 다른 복수 

광학필터를 전환가능하게 구성하여 감광률을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투과율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2 장의 광

학필터의 겹침상태를 조정함으로써 감광률을 연속적으로 가변으로 하는 것이 사용된다. 이 가변감광기 (18A) 를 구

성하는 광학필터는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제어되는 구동기구 (35) 에 의해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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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정형 광학계 (18B) 는 가변감광기 (18A) 에 의해 소정 피크강도로 조정된 엑시머 레이저광의 단면형상을 이 엑시

머 레이저광의 광로 후방에 형성된 후술하는 더블 플라이아이렌즈계 입사단을 구성하는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 입사단의 전체 형상과 유사해지도록 정형하여 이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에 효율적으로 입사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실린더렌즈나 빔익스팬더 (모두 도시 생략)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더블 플라이아이렌즈계는 조명광의 강도분포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빔 정형 광학계 (18B) 후방의 엑시

머 레이저광의 광로 상에 순차적으로 배치된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집광렌즈 (18E) 및 제 2 플라이아이렌즈

계 (18G) 로 구성된다. 이 경우,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와 집광렌즈 (18E) 사이에는 피조사면 (레티클면 또는 

웨이퍼면) 에 생기는 간섭줄무늬나 미약한 스페클을 평활화시키기 위한 진동미러 (18D) 가 배치되어 있다. 이 진동미

러 (18D) 의 진동 (편향각) 은 구동계 (36) 를 통하여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제어되도록 되어 있다.

제 2 플라이아이렌즈계 (18G) 의 입사단측에는 조명광의 피조사면에서의 개구수의 방향성 (조명 NA 차) 을 조정하는

조명 NA 보정판 (18F) 이 배치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와 같은 더블 플라이아이렌즈계와 진동미러 (18D) 를 조합한 구성에 대해서는 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235289호, 동 공보 평7-142354호 등에 상세하게 개시되어 있다.

상기 제 2 플라이아이렌즈계 (18G) 의 사출측 초점면 근방에 원판형상부재로 이루어지는 조명계 개구 스로틀판 (18

H) 이 배치되어 있다. 이 조명계 개구 스로틀판 (18H) 에는 거의 등각도 간격으로, 예컨대 통상적인 원형 개구로 이루

어지는 개구 스로틀, 작은 원형 개구로 이루어지고 코히어런스 팩터인 σ값을 작게 하기 위한 개구 스로틀, 윤대조명

용 윤대형상의 개구 스로틀 및, 변형 광원법용에 예컨대 4 개의 개구를 편심 배치하여 이루어지는 변경 개구 스로틀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조명계 개구 스로틀판 (18H) 은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제어되는 도시하지 않은 모터 등에 

의해 회전되도록 되어 있고, 이로써 어느 한 개구 스로틀이 펄스 조명광의 광로 상에 선택적으로 설정되어 켈러조명

에서의 광원면형상이 윤대, 소원형, 대원형, 또는 망사형 등으로 제한된다.

조명계 개구 스로틀판 (18H) 후방의 펄스 조명광의 광로 상에 반사율이 크고 투과율이 작은 빔 스플리터 (18J) 가 배

치되고, 또한 이 후방의 광로 상에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및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를 개재시켜 제 1 릴

레이렌즈 (18) 및 제 2 릴레인렌즈 (18N) 로 이루어지는 릴레이광학계가 배치되어 있다.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는 레티클 (R) 패턴면에 대한 공액면으로부터 약간 디포커스된 면에 배치되고, 레티클 (

R) 상의 조명영역을 규정하는 소정 형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이 개구부가 주사노광시 레티

클 (R) 의 이동방향 (Y축 방향) 과 직교한 X축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신장된 슬릿형상 또는 직사각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근방에 주사방향으로 대응하는 방향의 위치 및 폭이 가변 개구부를 갖는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가 배치되고, 주사노광의 개시시 및 종료시에 그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를 통하여 조명영역을

더욱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의 노광이 방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는 구동계 (43) 

를 통하여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릴레이 광학계를 구성하는 제 2 릴레이렌즈 (18N) 의 출구 부분에는 조명텔레센 보정판 (18P) 이 배치되어 있

고, 또한 그 후방의 펄스 조명광의 광로 상에는 제 2 릴레이렌즈 (18N) 및 조명텔레센 보정판 (18P) 을 통과한 펄스 

조명광을 레티클 (R) 을 향해 반사시키는 미러 (18Q) 가 배치되고, 이 미러 (18Q) 후방의 펄스 조명광의 광로 상에 주

콘덴서 렌즈계 (18R) 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조명광학계 (18) 의 작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광원 (11) 으로부터의 엑시머 레이저광이 관 (34), 

빔 수광계 (32) 를 통해 조명광학계안으로 입사되면 이 엑시머 레이저광은 가변감광기 (18A) 에 의해 소정 피크강도

로 조정된 후, 빔 정형 광학계 (18B) 에 입사된다. 그리고, 이 엑시머 레이저광은 빔 정형 광학계 (18B) 에 의해 후방

의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에 효율적으로 입사되도록 그 단면형상이 정형된다. 이어서, 이 엑시머 레이저광이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에 입사되면 제 1 플라이아이렌즈계 (18C) 의 사출측 초점면에 다수의 점광원 (광원 이

미지) 으로 이루어지는 면광원, 즉 2 차 광원이 형성된다. 이 2 차 광원 (다수의 점광원의 각각) 으로부터 발산되는 펄

스 자외광은 진동미러 (18D), 집광렌즈계 (18E), 조명 NA 보정판 (18F) 을 통해 제 2 플라이아이렌즈계 (18G) 에 입

사된다. 그럼으로써, 제 2 플라이아이렌즈계 (18G) 의 사출측 초점면에 다수의 미소한 광원 이미지를 소정 형상의 영

역내에 고르게 분포시킨 개개의 광원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3 차 광원이 형성된다. 이 3 차 광원에서 사출된 펄스 자외

광은 조명계 개구 스로틀판 (18H) 상의 어느 한 개구 스로틀을 통과한 후, 반사율이 크고 투과율이 작은 빔 스플리터 

(18J) 에 도달한다.

이 빔 스플리터 (18F) 에서 반사된 노광광으로서의 펄스 자외광은 제 1 릴레이렌즈 (18K) 에 의해 고정된 레티클 블

라인드 (18L) 의 개구부를 고른 강도분포로 조명한다. 단, 그 강도분포에는 광원 (11) 으로부터의 펄스 자외광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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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 간섭성에 의존한 간섭줄무늬나 미약한 스페클이 수% 정도의 콘트라스트로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웨이퍼면 상

에는 간섭줄무늬나 미약한 스페클에 의한 노광량 불균일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노광량 불균일은 앞서 언급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142354호와 같이 주사노광시의 레티클 (R) 이나 웨이퍼 (W) 의 이동과 펄스 자외광의 발진에 동

기시켜 진동미러 (18D) 를 진동시킴으로써 평활화된다.

이렇게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의 개구부를 통과한 펄스 자외광은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를 통과한 후, 

제 2 릴레이렌즈 (18N) 및 조명텔레센 보정판 (18P) 을 통과하여 미러 (18Q) 에 의해 광로가 수직 하방으로 절곡된 

후, 주콘덴서 렌즈계 (18R) 를 거쳐 레티클 스테이지 (RST) 상에 유지된 레티클 (R) 상의 소정 조명영역 (X축 방향으

로 직선적으로 연장된 슬릿형상 또는 직사각형상의 조명영역) 을 균일한 조도분포로 조명한다. 여기서, 레티클 (R) 에

조사되는 직사각형 슬릿형상의 조명광은 도 1 중의 투영광학계 (PL) 의 원형 투영시야의 중앙에 X축 방향 (비주사방

향) 으로 가늘고 길게 연장되도록 설정되고, 그 조명광의 Y축 방향 (주사방향) 의 폭은 거의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빔 스플리터 (18J) 를 투과한 펄스 조명광은 도시하지 않은 집광렌즈를 통해 광전변환소자로 이루어지는 인테

그레이터 센서 (46) 에 입사되고, 여기서 광전변환된다. 그리고, 이 인테그레이터 센서 (46) 의 광전변환신호가 도시

하지 않은 피크홀드회로 및 A/D 변환기를 통해 주제어장치 (50) 에 공급된다. 인테그레이터 센서 (46) 로서는 예컨대

원자외역에서 감도가 있고, 또한 광원 (11) 의 펄스 발광을 검출하기 위해 높은 응답주파수를 갖는 PIN 형 포토다이

오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인테그레이터 센서 (46) 의 출력과, 웨이퍼 (W) 의 표면 상에서의 펄스 자외광의 조도 (

노광량) 의 상관계수는 미리 구해져 주제어장치 (50) 내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다.

상기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콘덴서 렌즈계 (18R) 의 하방에 배치된 레티클 베이

스 정반 (28) 의 상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의 상면에는 도시하지 않은 가이드가 주사방향 (Y

축 방향, 제 1 축 방향) 을 따라 연장되어 있다. 또한,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의 중앙부에는 개구 (28a) 가 형성되어

있다.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상에는 레티클 (R) 을 흡착유지하여 도시하지 않은 가이드를 따라 Y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

기 레티클 스테이지 (RST) 가 배치되어 있다. 이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실제로는 레티클 구동계 (29) 를 구성하

는 리니어 모터 등에 의해 구동되고,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상을 Y축 방향으로 큰 스트로크로 직선이동하는 레티클

조동 스테이지와, 이 레티클 조동 스테이지에 대해 X축 방향 (제 2 축 방향), Y축 방향 및 θz 방향 (Z 축 방향의 회전

방향) 에 보이스코일모터 (VCM), 피에조소자 등에 의해 미소 구동이 가능한 레티클 미동 스테이지를 포함하여 구성

되어 있다. 레티클 미동 스테이지 상에 상기 레티클 (R) 이 흡착지지되어 있다. 이렇게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2 

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하여 구성되지만, 이하에서는 레티클 구동계 (29) 에 의해 Y축 방향을 따라 크게 구동됨과 동시

에, X, Y 및 θz 방향을 미소 구동되는 단일 스테이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레티클 스테이지 (RST) 상에는 레티클 레이저 간섭계 (30; 이하,「레티클 간섭계」라고 함) 로부터의 레이저빔을 반

사시키는 이동경 (31) 이 고정되어 있고,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이동면내의 위치는 레티클 간섭계 (30) 에 의해, 

예컨대 0.5 내지 1㎚ 정도의 분해능으로 항상 검출된다. 여기서, 실제로는 레티클 스테이지 (RST) 상에는 Y축 방향과

직교하는 반사면을 갖는 이동경과 X축 방향과 직교하는 반사면을 갖는 이동경이 설치되고, 이들 이동경에 대응하여 

레티클 Y 간섭계와 레티클 X 간섭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 1 에서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동경 (31), 레티클 간섭계 

(30) 로서 나타나 있다. 또 예컨대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단면을 경면가공하여 반사면 (이동경 (31) 의 반사면에 

상당) 을 형성해도 된다. 또한,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주사방향 (본 실시형태에서는 Y축 방향) 의 위치검출에 이

용되는 X축 방향으로 연장된 반사면 대신에, 적어도 1 개의 코너큐브형 미러를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 레티클 Y 간섭

계와 레티클 X 간섭계의 일방, 예컨대 레티클 Y 간섭계는 측장 축을 2 축 갖는 2 축 간섭계이고, 이 레티클 Y 간섭계

의 계측값에 기초하여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Y 위치에 더불어 θz 방향의 회전도 계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레티클 간섭계 (30) 에 의해 계측되는 레티클 스테이지 (RST; 즉 레티클 (R)) 의 위치정보 (또는 속도정보) 는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에 보내진다.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는 기본적으로는 레티클 간섭계 (30) 에서 출력

되는 위치정보 (또는 속도정보) 가 지령값 (목표위치, 목표속도) 과 일치하도록 레티클 스테이지 (RST) 를 구동하는 

레티클 구동계 (29) 를 제어한다.

상기 투영광학계 (PL) 로는 여기서는 물체면 (레티클 (R)) 측과 이미지면 (웨이퍼 (W)) 측의 양방이 텔레센트릭하고 

원형의 투영시야를 갖고, 석영이나 형석을 광학초재로 한 굴절광학소자 (렌즈소자) 만으로 이루어지는 1/4 (또는 1/5)

축 소배율의 굴절광학계가 사용되고 있다. 이 투영광학계 (PL) 의 광축 (AX) 의 방향이 Z축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레티클 (R) 상의 회로패턴영역 중 펄스 자외광에 의해 조명된 부분으로부터의 결상광속이 투영광학계 (PL) 를 

통해 후술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상의 웨이퍼홀더에 정전흡착된 웨이퍼 (W) 상의 레지스트층에 1/4 또는 1/5 

로 축소되어 투영된다.

또, 투영광학계 (PL) 를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3-282527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굴절광학소자와 반사광학소자

(오목면경이나 빔 스플리터 등) 를 조합한 소위 카타디옵트릭계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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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상특성 보정장치는 투영광학계 (PL) 의 각종 광학특성 (결상성능) 을 미조정하는 것으로, 본 실시형태에서는 

투영광학계 (PL) 내의 물체면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광축 (AX) 방향으로의 미소 이동 및 광축 (AX) 과 직교하는 

면에 대한 미소경사가 가능한 텔레센부 렌즈계 (G2) 와 이 렌즈계 (G2) 를 광축 (AX) 방향 (경사 포함) 으로 이동시키

는 구동기구 (96) 로 이루어지는 MAC 와, 이 MAC (즉 구동기구 (96)) 를 제어하는 결상특성 보정콘트롤러 (102) 를 

구비하고 있다. 이 결상특성 보정장치에 따르면 투영 이미지의 배율 또는 디스토션 (등방적인 왜곡수차, 또는 배럴형,

실패형, 사다리꼴 등의 비등방적인 왜곡수차 등) 을 조정할 수 있다. 결상특성 보정콘트롤러 (102) 도 주제어장치 (50

) 의 관리하에 있다. 또 주제어장치 (50) 또는 결상특성 보정콘트롤러 (102) 가 광원 (11) 으로부터의 엑시머 레이저

광의 파장의 시프트량을 제어함으로써, 투영광학계 (PL) 의 결상성능을 조정하게 해도 된다.

또한, 투영광학계 (PL) 내의 이미지면에 가까운 위치에는 투영되는 이미지 중 특히 이미지고 (高) 가 큰 부분 (투영시

야내의 주변에 가까운 부분) 에 발생되기 쉬운 비점수차, 코마수차를 저감시키기 위한 수차보정판 (G3) 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원형시야내의 실효적인 이미지 투영영역 (고정 레티클 블라인드 (18L) 의 개구부로 규정) 

에 형성되는 투영이미지에 포함되는 랜덤한 디스토션 성분을 유효하게 저감시키기 위한 이미지 변형 보정판 (G1) 이 

투영광학계 (PL) 의 렌즈계 (G2) 와 레티클 (R)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 보정판 (G1) 은 수 밀리 정도의 두께를 갖는

평행한 석영판의 표면을 국소적으로 연마하고, 그 연마부분을 통과하는 결상광속을 미소하게 편향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보정판 (G1) 의 제작방법의 일례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8-203805호 등에 상세하게 개시되어 있고, 본 실시형

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공보에 기재된 수법을 응용한다.

이어서, 스테이지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스테이지장치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시하지 않은 가대부를 구

성하는 정반 (22) 과, 이 정반 (22) 상에 배치되어 XY 면내에서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로서의 웨이퍼 스테이지 (W

ST) 를 구비하고 있다.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그 저면에 형성된 도시하지 않은 기체정압베어링에 의해 정반 (22) 의 상면에 대해 예컨

대 수 ㎛ 정도의 클리어런스를 통해 부상지지되고 X 리니어 모터 및 Y 리니어 모터, 또는 평면 모터 등에 의해 XY 2 

차원 평 면내에서 자유롭게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또 도 1 에서는 도시의 편의상, 상기 리니어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

가 구동계 (48) 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구동계 (48; 즉 상기 X 리니어 모터 및 Y 리니어 모터 등) 는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의해 제어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반 (22) 상을 XY 평면내에서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이동스테이지 (52) 와, 이 이동스테이지 (52) 상에 탑재된 구동기구로서의 레벨링 구동기구 (58) 와, 이 레벨링 구동

기구 (58) 에 의해 지지되어 웨이퍼 (W) 를 지지하는 웨이퍼 테이블 (TB) 을 구비하고 있다. 이동스테이지 (52) 는 평

면에서 봤을 때 (상방에서 보아) 직사각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웨이퍼 테이블 (TB) 은 이동테이블 (52) 상에 탑재된 레벨링 구동기구 (58) 를 구성하는 3 개의 액추에이터 (ZA

C) 에 지지되어 있다. 웨이퍼 테이블 (TB) 상에는 대략 원형의 도시하지 않은 웨이퍼홀더가 설치되어 있고, 이 웨이퍼

홀더에 웨이퍼 (W) 가 정전흡착되고, 평탄화 교정되어 지지되어 있다. 이 웨이퍼홀더는 웨이퍼 (W) 의 노광시의 열축

적에 의한 팽창변형을 억제하기 위해 온도제어되어 있다.

상기 레벨링 구동기구 (58) 는 웨이퍼 테이블 (TB) 을 정삼각형의 3 개의 정점 근방에서 각각 지지함과 동시에 각 지

지점에서 XY 평면에 수직인 Z축 방향으로 독립하여 구동가능한 3 개의 액추에이터 (ZAC; 피에조, 보이스 코일 모터 

등) 와 이들 3 개의 액추에이터 (ZAC) 를 독립하여 제어함으로써 웨이퍼 테이블 (TB) 을 광축 (AX) 의 방향 (Z축 방

향) 으로 미동함과 동시에, XY 평면에 대해 경사시키는 액추에이터 제어장치 (56) 에 의해 구성된다. 액추에이터 제

어장치 (56) 에 대한 구동지령은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서 출력된다.

또 도 1 에서는 도시가 생략되어 있지만, 투영광학계 (PL) 의 결상면과 웨이퍼 (W) 표면의 Z축 방향의 편차 (포커스 

오차) 나 경사 (레벨링 오차) 를 검출하는 포커스ㆍ레벨링 검출계가 투영광학계 (PL) 의 근방에 형성되고, 웨이퍼 스

테이지 콘트롤러 (78) 는 포커스ㆍ레벨링 검출계로부터의 포커스 오차 신호나 레벨링 오차 신호에 응답하여 액추에

이터 제어장치 (56) 에 구동지령을 출력한다. 이러한 포커스ㆍ레벨링 검출계의 일례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2016

99호 등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또 이 포커스ㆍ레벨링 검출계의 출력은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를 통해 동

기 제어계 (80) 및 이것을 통해 주제어장치 (50) 에도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웨이퍼 테이블 (TB) 의 위치는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에 의해 순차적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것을 더욱 상세

히 설명하면 웨이퍼 테이블 (TB) 의 －Y 측 및 ＋X 측의 각 단면에는 경면가공이 실시되어 반사면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반사면에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을 구성하는 Y 레이저 간섭계, X 레이저 간섭계로부터의 레

이저빔이 각각 투사되고, 각각의 반사광이 이들 간섭계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광되어 웨이퍼 테이블 (TB) 의 Y축 방향

의 위치, X축 방향의 위치가 각각 계측되고 있다. 이렇게 레이저 간섭계는 복수개 설치되어 있지만, 도 1 에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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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으로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으로 나타 나 있다. 또 웨이퍼 테이블 (TB) 에 형성된 전술한 각 반사면 대

신에 평면미러로 이루어지는 이동경을 설치해도 된다.

또한, 상기 X 레이저 간섭계 및 Y 레이저 간섭계는 측장 (測長) 축을 복수개 갖는 다축간섭계이고, 웨이퍼 테이블 (TB

) 의 X, Y 위치 이외에, 회전 (요잉 (Z축 방향의 회전인 θz 회전), 피칭 (X축 방향의 회전인 θx 회전), 롤링 (Y축 방

향의 회전인 θy 회전)) 도 계측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에 의해 

웨이퍼 테이블 (TB) 의 X, Y, θz, θy, θx 의 5 자유도 방향의 위치가 계측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축간섭계는 45

°기울여 웨이퍼 테이블 (TB) 에 설치되는 반사면을 통해, 투영광학계 (PL) 가 탑재된 가대 (도시하지 않음) 에 설치

되는 반사면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고, 투영광학계 (PL) 의 광축 방향 (Z축 방향) 에 관한 상대위치정보를 검출하도록 

해도 된다.

또 웨이퍼 테이블 (TB) 의 Z축 방향의 미소 구동 및 경사 구동을 실행하는 레베링 구동기구 (58) 는 실제로는 전술한 

반사면의 아래에 있으므로, 웨이퍼 테이블 (TB) 의 틸트제어시의 구동량은 모두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에 의해 

모니터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에 의해 계측되는 웨이퍼 테이블 (TB) (즉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위치정보는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보내진다.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는 소정 연산에 의해 XY 좌표위치를 구

하고, 이 구해진 좌표위치와 위치결정해야 할 목표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웨이퍼 스테이지 (WST) 를 구동시키기 위한 

지령신호를 구동계 (48) 에 출력한다.

상기 웨이퍼 테이블 (TB) 상에는 그 표면이 웨이퍼 (W) 표면의 높이위치와 거의 동일해지도록 된 기준마크판 (FM) 

이 형성되어 있다. 이 기준마크판 (FM) 표면에는 후술하는 각종 얼라인먼트 검출계에 의해 검출가능한 기준마크가 

형성되고, 이들 기준마크는 각 얼라인먼트 검출계의 검출중심점의 체크 (캐리브레이션), 이들 검출중심점간의 베이스

라인의 계측, 레티클 (R) 의 웨이퍼 좌표계에 대한 위치체크, 또는 레티클 (R) 의 패턴면과 공액인 최량결상면의 Z방

향의 위치체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상기 웨이퍼 반송계는 도시하지 않은 웨이퍼 보관부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사이에서 웨이퍼 (W) 를 반송한다.

이 웨이퍼 반송계는 소정 로딩위치 (수수위치) 로 이동되어 온 웨이퍼 스테이지 (WST) 상의 웨이퍼홀더와의 사이에

서 웨이퍼 (W) 의 수수를 실행하는 로봇 암 (웨이퍼로드/언로드 암) 을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얼라인먼트계로서 투영광학계 (PL) 를 거치지 않고 웨이퍼 (W) 상의 각 쇼트영

역에 형성된 얼라인먼트 마크나, 기준마크판 (FM) 상의 기준마크를 광학적으로 검출하는 오프액시스ㆍ얼라인먼트 

검출계 (ALG) 가 사용되고 있다. 이 얼라인먼트 검출계 (ALG) 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투영광학계 (PL) 의 

측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 얼라인먼트 검출계 (ALG) 는 웨이퍼 (W) 상의 레지스트층에 대해 비감광성 조명광 (확산 

조명 또는 스폿 조명) 을 대물렌즈를 통해 조사하고, 얼라인먼트 마크나 기준마크로부터의 반사광을 대물렌즈를 통해

광전적으로 검출한다. 광전검출된 마크검출신호는 신호 처리회로 (68) 에 입력되지만, 이 신호처리회로 (68) 에는 웨

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동기 제어계 (80) 및 주제어장치 (50) 를 통해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의 계측값이 

입력되어 있다. 그리고, 신호처리회로 (68) 는 상기 광전검출된 마크검출신호를 소정 알고리즘 하에서 파형처리하고, 

이 처리결과와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의 계측값에 기초하여 마크의 중심이 얼라인먼트 검출계 (ALC) 내의 검출

중심 (지표마크, 촬상면 상의 기준화소, 수광슬릿, 또는 스폿광 등) 과 합치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좌표위치 

(쇼트 얼라인먼트 위치), 또는 검출중심에 대한 웨이퍼마크, 기준마크의 위치어긋남량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 구해

진 쇼트 얼라인먼트 위치 또는 위치어긋남량의 정보는 주제어장치 (50) 에 보내지고,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얼

라인먼트시의 위치결정, 웨이퍼 (W) 상의 각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을 위한 주사개시위치 (또는 가속개시위치) 의 설

정 등에 사용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 를 동기이동시키기 위

한 동기 제어계 (80) 가 제어계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동기 제어계 (80) 는 특히 주사노광시에 레티클 스테이지 (RST

)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 를 동기이동시킬 때에,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에 의한 구동계 (29) 의 제어와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의한 구동계 (48) 의 제어를 상호 연동시키기 위해, 레티클 간섭계 (30), 레이저 간

섭계 시스템 (76) 으로 계측되는 레티클 (R) 과 웨이퍼 (W) 의 각 위치나 각 속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이들 상호 관계가 소정의 것으로 되도록 관리한다. 그 동기 제어계 (80) 는 주제어장치 (50) 로부터의 각종 커맨드나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에 의해 제어된다. 이렇게 본 실시형태에서는 동기 제어계 (80),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및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의해 양 스테이지 (RST,WST) 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가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상기 제어계는 실제로는 상기 서술한 광원 (11) 및 노광장치 본체 (12) 각 부의 

유닛 (조명광학계, 레티클 스테이지 (RST), 웨이퍼 스테이지 (WST), 웨이퍼 반송계 등) 의 각각을 개별적으로 제어하

는 복수 유닛측 컴퓨터 (마이크로세서 등) 와, 이들 유닛측 컴퓨터를 통괄적으로 제어하는 워크스테이션 등으로 이루

어지는 제어장치로서의 주제어장치 (50) 를 구비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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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복수 유닛측 컴퓨터가 주제어장치 (50) 와 제휴함으로써, 복수장의 웨이퍼에 대한 일련의 노

광처리가 실행된다. 그 일련의 노광처리의 전체적인 시퀀스는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에 기억

된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소정 노광조건의 설정파일에 따라 통괄제어된다.

프로세스 프로그램은 오퍼레이터가 작성한 노광처리 파일명하에서, 노광해야 할 웨이퍼에 관한 정보 (처리 매수, 쇼

트사이즈, 쇼트배열데이터, 얼라인먼트 마크 배치데이터, 얼라인먼트 조건 등), 사용하는 레티클에 관한 정보 (패턴의

종별 데이터, 각 마크의 배치데이터, 회로패턴영역의 사이즈 등), 그리고 노광조건에 관한 정보 (노광량, 포커스 오프

셋량, 주사속도의 오프셋량, 투영배율 오프셋량, 각종 수차나 이미지 변형의 보정량, 조명광학계의 개구수나 코히어런

스 팩터 σ값 등의 설정값, 투영광학계의 개구수의 설정값 등) 를 파라미터군의 패키지로서 기억하는 것이다.

주제어장치 (50) 는 실행지시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해독하여 웨이퍼의 노광처리에 필요한 각 구성요소의 동작을, 

대응하는 유닛측 컴퓨터에 커맨드로서 차례로 지령해 나간다. 이 때, 각 유닛측 컴퓨터는 하나의 커맨드를 정상종료

하면 그 취지의 스태터스를 주제어장치 (50) 에 송출하고, 이를 받은 주제어장치 (50) 는 유닛측 컴퓨터에 대해 다음

의 커맨드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서,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 를 주사방향 (Y축 방향) 으로 상대이동시키는 스테이지 

제어계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동기 제어계 (80)) 에 의해 실행되는 1 개의

쇼트영역의 노광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기본적인 주사 순서에 대해 도 2(A) 및 도 2(B) 를 참조하면서 간단히 설명

한다.

도 2(A) 에는 투영광학계 (PL) 의 유효필드 (PL') 에 내접하는 웨이퍼 상의 슬릿형상의 조명영역 (ST; 레티클 (R) 상

의 조명영영과 공액인 영역; 이하,「조명슬릿」이라고 함) 과 1 개의 구획영역으로서의 쇼트영역 (S) 의 관계가 평면

도로 나타나 있고, 도 2(B) 에는 스테이지 이동시간과 스테이지 속도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또 실제로는 쇼트영역 (S

) 이 조명슬릿 (ST) 에 대해 화살표 Y 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노광이 실행되지만, 도 2(A) 에서는 도 2(B) 의 

스테이지 이동시간과 스테이지 속도의 관계표와 대응시키기 위해, 웨이퍼 상 조명슬릿 (ST) 이 쇼트영역 (S) 에 대해 

이동하도록 나타나 있다.

먼저, 기본적 (일반적인) 주사 순서로는 쇼트영역 (S) 의 단부로부터 소정량 떨어진 위치에 조명슬릿 (ST) 의 중심 (P

) 이 위치하게 되고,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가속이 개시된다. 이 때, 동시에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웨이퍼 스

테이지 (WST) 와 반대방향 또한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가속도의 투영배율의 역수배의 가속도로 가속이 개시된

다. 그리고, 웨이퍼 스테이지 (WST) 및 레티클 스테이지 (RST) 가 소정 속도에 근접한 시점에서, 레티클 (R) 과 웨이

퍼 (W) 의 동기 제어가 개시된다. 이 양 스테이지 (WST,RST) 의 가속개시시점에서 동기 제어의 개시시점까지의 시

간 T 1 을 가속시간이라 한다. 동기 제어개시후, 웨이퍼와 레티클의 변위오차가 소정 관계로 될 때까지 레티클 스테

이지 (RST) 에 의한 웨이퍼 스테이지 (WST) 에 대한 추종제어가 실행되어 노광이 개시된다. 이 동기 제어개시후, 노

광개시까지의 시간 T 2 을 정정시간이라고 한다.

상기 가속개시에서 노광개시까지의 시간 (T 1 ＋T 2 ) 이 프리스캔시간이라 불린다. 가속시간 T 1 에서의 평균가속

도를 a, 정정시간을 T 2 라 하면 프리스캔시의 이동거리는 (1/2)ㆍaㆍT 1
2 ＋aㆍT 1 ㆍT 2 로 표현된다.

또한, 등속이동에 의해 노광이 실행되는 노광시간 T 3 은 쇼트길이 L, 조명슬릿 (ST) 의 주사방향의 폭을 w 라 하였

을 때, T 3 ＝(L＋w)/(aㆍT1) 이 되고, 이동거리는 L＋w 가 된다.

이 노광시간 T3 의 종료시점에서 쇼트영역 (S) 에 대한 레티클패턴의 전사는 종료되지만, 스루풋 향상을 위해 스텝 

앤드 스캔방식에서는 통상 레티클 (R) 을 번갈아 스캔 (왕복 스캔) 시킴으로써, 순차적으로 다음의 쇼트에 대한 노광

을 실행하므로, 상기 프리스캔에서의 이동거리와 동일한 거리만큼, 노광종료시점으로부터 더욱 레티클 (R) 을 이동시

켜 레티클 (R) 을 다음 쇼트노광을 위한 조사개시위치까지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 때, 웨이퍼 (웨이퍼 스테이지) 는 

레티클 (레티클 스테이지) 에 대응하여 주사방향으로 이동되게 된다. 이를 위한 시간이 등속도 오버스캔시간 (후정정

시간) T 4 , 감속 오버스캔시간 T 5 이고, 대체로 (T 4 ＋T 5 ) 가 오버스캔시간이다. 이 오버스캔시간에서의 이동거

리는 감속 오버스캔시간 T 5 에서의 감속도를 b 라 하면 －(1/2)ㆍbㆍT 5
2 －bㆍT 5 ㆍT 4 가 되고, 이 거리가 (1/

2)ㆍaㆍT 1
2 ＋aㆍT 1 ㆍT 2 가 되도록 T 4 , T 5 , 및 감속도 b 가 설정된다.

일반적인 제어계에서는 a＝－b 이므로, T 1 ＝T 5 , T 2 ＝T 4 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제어법이 된다.

이어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해, 레티클 (R) 의 패턴을 웨이퍼 (W) 상의 복수 쇼트영역에 순차적으로 

전사할 때의 동작에 대해 주제어장치 (50; 보다 정확하게는 주제어장치 (50) 내의 CPU) 의 처리 알고리즘을 나타내

는 도 3 의 흐름도를 중심으로, 또한 적절히 다른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여기서는 도 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복수 (예컨대 76 개) 의 쇼트영역에 대해 동 도 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경로로 노광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

다. 여기서, 도 4 중의 경로는 전술한 조명슬릿 (ST) 의 중심 (P) 이 각 쇼트 상을 통과하는 궤적을 나타내고, 이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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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실선부는 각 쇼트의 노광시의 조명슬릿 (ST) 의 중심 (P; 이하「점 P」라고도 함) 의 경로를 나타내고, 점선부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인접쇼트간에서의 점 P 의 이동궤적을 나타내고, 일점쇄선부는 다른 행간에서의 점 P 의 

이동궤적을 나타낸다. 또 실제로는 점 P 가 고정이고 웨이퍼 (W) 가 이동하는 것이지만, 도 4 에서는 설명을 쉽게 하

기 위해 웨이퍼 (W) 상을 점 P (조명슬릿 (ST) 의 중심) 가 이동하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

먼저, 도 3 의 흐름도의 처리에 앞서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각 유닛컴퓨터를 통해 도시하지 않은 레티클 현미경, 웨

이퍼 테이블 (TB) 상의 기준마크판 (FM), 및 얼라인먼트 검출계 (ALG) 를 이용한 레티클 얼라인먼트, 얼라인먼트 검

출계 (ALG) 의 베이스라인 계측, 및 웨이퍼 얼라인먼트 (EGA 등) 등의 준비작업이 실행된다.

또 상기 레티클 얼라인먼트, 베이스라인 계측 등에 대해서는 예컨대 일본 공개특호공보 평7-176468호 등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고, 또한 EGA 에 대해서는 일본 공개특호공보 소61-44429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어 공지이므로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종료되면 도 3 의 흐름도가 시작된다.

먼저, 단계 102 에서 노광대상의 쇼트가 속하는 행의 번호를 나타내는 카운터 n 및 행내의 쇼트번호를 나타내는 카운

터 m 을 모두 1 로 초기화한다 (1←m, 1 ←n).

다음 단계 104 에서 웨이퍼 상의 퍼스트쇼트, 즉 1행째의 1번째 쇼트의 노광에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를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한다. 여기서, 각종 설정정보에는 전술한 레티클 스테이지, 웨이퍼 스테이지의 위치제어에 관련되는 제어

정보, 예컨대 노광에 앞서 실행되는 예컨대 EGA 방식의 웨이퍼 얼라인먼트에 의해 얻어지는 EGA 파라미터 (X, Y 방

향의 오프셋 (Ox,Oy), 직교도 (w), 회전 (θ), X, Y 방향의 배율 (스케일링) (rx, ry)) 의 설정값 (이는 노광시의 웨이퍼

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됨), 및 노광시의 양 스테이지의 위치에 관련된 보정 파라미터 (예컨대 레티클 스

테이지 (또는 웨이퍼 스테이지) 측의 이동경의 경사정보), 그리고 노광량제어에 관련되는 데이터, 예컨대 엑시머 레이

저의 펄스 에너지밀도, 펄스 발광수 등의 데이터, 나아가서는 설정된 노광 시퀀스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이지 이동시의 각 기구부의 에러정보 등도 포함된다.

다음 단계 106 에서는 동기 제어계 (80) 에 대해 레티클 스테이지 (RST) 및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이동을 지시

한다.

상기 주제어장치 (50) 로부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동기 제어계 (80) 에서는 웨이퍼 (W) 상의 퍼스트쇼트의 노광을 위

한 주사개시위치 (가속개시위치) 에 웨이퍼 (W) 를 이동시키기 위해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지시를 부여

한다. 그럼으로써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의해 웨이퍼 구동계 (48) 를 통해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상

기 가속개시위치로 이동된다. 이어서, 동기 제어계 (80) 에서는 간섭계 시스템 (76) 및 레티클 간섭계 (30) 의 계측값

을 모니터하 면서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레티클 스테이지 콘트롤러 (33) 를 각각 통해 전술한 레티클 구동

계 (29) 및 웨이퍼 구동계 (48) 를 제어하고,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Y축 방향의 상대

주사를 개시한다.

이 때, 주제어장치 (50) 는 단계 108 에서,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목표주사속도로의 가속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

린다. 그리고, 양 스테이지 (RST,WST) 의 가속이 종료되면 광원 (11) 의 발광을 개시한다.

이 광원 (11) 의 발광개시와 거의 동시에, 동기 제어계 (80) 에서는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노광전 동기 정정동

작을 개시한다.

이렇게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동기정정이 완료되어 노광이 개시되기에 앞서, 광원 (11) 의 발광은 개시되어 있

지만,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레티클 간섭계 (30) 의 계측값에 기초하여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동기하여 가동 

레티클 블라인드 (18M) 의 소정 블레이드의 이동이 제어되고, 레티클 (R) 의 패턴영역 외의 여분 부분이 노광되는 것

이 방지되고 있는 것은 통상의 스캐닝 스테퍼와 동일하다.

그리고, 양 스테이지 (RST,WST) 가 등속동기상태에 도달하면 조명광학계 (18) 로부터의 자외펄스광에 의해 레티클 

(R) 의 패턴영역이 조명되기 시작하고, 전술한 주사노광이 개시된다.

동기 제어계 (80) 는 특히 상기 주사노광시에는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Y축 방향의 이동속도 Vr 와 웨이퍼 스테

이지 (WST) 의 Y축 방향의 이동속도 Vw (＝Vy) 가 투영광학계 (PL) 의 투영배율 (1/4 배 또는 1/5 배) 에 따른 속도

비로 유지되도록 동기 제어를 한다.

그리고, 레티클 (R) 의 패턴영역이 다른 영역이 자외펄스광으로 순차적으로 조명되고, 패턴영역 전체면에 대한 조명

이 완료됨으로써, 웨이퍼 (W) 상의 퍼스트쇼트의 주사노광이 종료된다. 그럼으로써, 레티클 (R) 의 패턴이 투영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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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PL) 를 통해 퍼스트쇼트에 축소전사된다.

상기 주사노광중, 주제어장치 (50) 는 단계 112 에서 노광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퍼스트쇼트의 주사노광이 종료되면 단계 112 에서의 판단이 긍정되고, 단계 114 로 

진행하여 레이저광의 조사를 정지시킨다. 이 조사정지는 광원 (11) 의 발광 자체를 정지시켜도 되고, 광원 (11) 내의 

도시하지 않은 셔터를 폐쇄해도 된다.

다음 단계 116 에서는 카운터 m 을 참조하여 그 카운터값 m 이 제 n 행째 (여기서는 제 1 행째) 의 마지막 쇼트번호

인지의 여부를 예컨대 쇼트맵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여기서는 m＝1 이므로, 여기서의 판단은 부정되고, 단계 118 로 

진행하여 카운터 m 을 1 인크리먼트한 후, 단계 120 으로 진행하고, 제 n 행째 제 m 번째의 쇼트 (여기서는 제 1 행째

제 2 번째의 쇼트, 즉 세컨드쇼트) 의 노광에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를 동기 제어유닛 (80) 에 전송한다. 이 각종 설정

정보의 전송은 동기 제어계 (80) 에 의해 노광종료직후의 주사방향으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및 레티클 스테이

지 (RST) 의 등속 오버스캔 (후정정) 동작이 실행중인 동안에 실행된다. 따라서, 동기 제어계 (80) 에서는 송출되어 

온 각종 설정정보를 무리없이 수취하여 내부메모리에 기억시킬 수 있다.

상기 설정정보의 전송후, 주제어장치 (50) 에서는 단계 122 에서 제 1 모드의 양 스테이지 (RST,WST) 의 이동 (이하

,「제 1 모드의 이동」이라 약칭함) 을 동기 제어계 (80) 에 지시한 후, 단계 108 로 되돌아가 양 스테이지 (RST,WS

T) 의 목표주사속도로의 가속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 단계 108 의 대기 상태 동안, 동기 제어계 (80) 에 의해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이 실행된다. 이하, 이 제 1 모드의 이

동동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다.

〈제 1 모드의 이동동작〉

여기서는 일례로서 도 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동일 행에 위치하는 인접쇼트, 퍼스트쇼트 (S 1 ), 세컨드쇼트 (S 2 ) 

를 순차적으로 노광하는 경우의, 쇼트간에서의 양 스테이지의 이동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6(A) 에는 이 제 1 모드의 작동동작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 (Y축 방향) 에 관한 저크곡선 J y

(t) 가 실선으로 표시되고, 비주사방향 (X축 방향) 에 관한 저크곡선 J x (t) 가 점선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저크란 가

속도가 변화되는 비율, 즉 위치의 시간에 따른 3 계 미분을 의미한다.

또한, 도 6(B) 에는 도 6(A) 에 대응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도곡선 A y (t) 가 실선으로

표시되고, 비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도곡선 A x (t) 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도 6(C) 에는 도 6(A) 및 도 6(B) 

에 대응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속도곡선 V y (t) 이 실선으로 표시되고, 비주사방향으로의 

속도곡선 V x (t) 가 점선으로 표시된다. 또 도 6(D) 에는 도 6(A) 내지 도 6(C) 에 대응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변위곡선 P y (t) 가 실선으로 표시되고, 비주사방향으로의 변위곡선 Px(t) 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 도 6(A) 내지 도 6(D) 에서, 횡축은 시간 (t) 을 나타낸다.

또 이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에서는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상기 저크곡선 J y (t), 가속도곡선 A y (t), 속도곡선 V

y (t) 및 변위곡선 P y (t) 의 투영배율의 역수 배의 크기의 각 시간변화곡선에 따라 이동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여기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실제로는 도 6(A) 의 저크곡선에 기초하여 속도 또는 위치의 지령값이 동기 제어계 (80) 

에 의해 생성되고, 이 지령값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78) 에 의해 구동계 (48) 를 통해 웨이퍼 스테이지 (

WST) 가 제어되지만, 이하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도 6(C) 의 속도곡선을 중심으로 적절한 다른 도면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먼저, 주사방향 (스캔방향) 에 대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여 쇼트 S 1 의 노광이 종료된 시점 t 1 (이 때 점 P

는 도 5 중의 점 A 의 위치에 있음) 으로부터 등속 오버스캔시간 T 4 를 경과한 시점 t 2 (＝t 1 ＋T 4 ) 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감속 (도 5 중의 ＋Y 방향으로 속도를 가질 때의 －Y 방향의 가속) 을 개 시한다. 감속개시후, 그 

감속도가 서서히 커져 (－Y 방향의 가속도가 그 절대값이 커져) 소정 일정값 (－Aa) 으로 되고, 그 후 일정시간 ΔT, 

그 일정값을 유지한다 (도 6(B) 참조). 단, 감속개시시점 t 2 부터 시간 T y5 사이가 감속시간이다.

이 때, 도 5 중의 점 A (O,Ay) 를 기준점으로 하여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도 6(C)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노광종

료시점 t 1 으로부터 시간 T 4 사이 일정속도 V scan 로 ＋Y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후는 시간 T 4 경과시점 t 2 를 

시간의 기준점으로 하여 도 6(C) 의 속도곡선 V y (t) 에 따른 속도로 시간 T y5 만큼 더욱 ＋Y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시간 T y5 가 경과한 시점 t 3 에서, 다른 구획영역으로서의 쇼트 S 2 에 대한 프리스캔이 개시되는 분기점 B (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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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 된다 (도 5 참조).

그 후,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가속개시점 t 3 을 시간의 기준으로 하여 －Y 방향으로 속도곡선 V y (t) 에 따른 

속도로 시간 T y1 동안 가속된다.

상기 시간 (T y5 ＋T y1 ) 동안 저크곡선 J y (t) 는 도 6(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부에 저크＝0 의 구간을 사

이에 둔 하측 볼록의 산형 (골) 과 상측 볼록의 산형이 존재하는 형상의 곡선, 즉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곡선으로 되

어 있다.

즉,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에서는 이러한 저크곡선 J y (t) 룰, 어느 쇼트에 대한 노광의 종료후, 다음 쇼트에 대한 노광

을 위한 동기정정기간 (T 2 ) 전까지의 웨이 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조주동작시의 지령값의 기본이 

되므로, 대응하는 기간에서는 가속도곡선 A y (t) 가 도 6(B) 에 실선으로 나타내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주기간에 관해서는 이 기간 중의 최고 감속도 (최대 순간감속도), 또는 최고 가속도 (최대 순간가속도) 의 절대값 A

y max ＝Aa 와, 평균가속도의 절대값 Ay ave 사이에는

Ay ave ＜Ay max ＝Aa＜2Ay ave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도 7(A) 내지 도 7(D) 에는 도 6(A) 내지 도 6(D) 에 대응하여, 종래의 노광장치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저크

곡선, 가속도곡선, 속도곡선, 변위곡선 (이들 도면에서 횡축은 시간임) 이 비교예로서 나타나 있다. 도 7(A) 를 보면 

상기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조주동작이 실행되는 기간에, 저크곡선으로서 4 극화된 저크곡선이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속도곡선이 대응하는 기간에서는 도 7(B) 중에 실선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은 대략 

삼각형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주기간에 관해서는 최고 가속도 (최대 순간가속도) 또는 최대 감속도 (최대 순

간감속도) 의 절대값 Ay max 와, 평균가속도의 절대값 Ay ave 사이에는

Ay max ≒Ay ave

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최대 가속도 (또는 최대 감속도) 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가속도 (또는 

평균감속도) 의 절대값의 비율이 향상되는, 바꿔 말하면 최대 가속도 (또는 최대 감속도) 를 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럼으로써, 그 가속 (또는 감속) 시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 를 구동하는 리니어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 또는 그 구동

앰프 등의 소형화, 및 소비전력의 저감에 의한 발열억제 등이 가능해졌다. 레티클 스테이지 (RST) 측에서도 이와 동

일한 효과가 얻어지고, 또한 레티클 스테이지 (RST) 측에서는 저크의 변동 (급격한 변화나 그 변화의 빈도) 이 억제되

므로, 레티클 (R) 의 어긋남의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가속이 실행되고, 도 6(B) 중에 나타내는 시점 t 4 가 되면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목표주사속도인 

－V scan (여기서 부호는 －Y 방향의 속도라는 의미임) 에 도달하고, 그 후 레티클 (R) 과 웨이퍼 (W) 의 동기 제어기

간으로서의 시간 T 2 를 거쳐 노광이 개시된다. 노광시간 T 3 은 T 3 ＝(쇼트길이 Ly ＋ 조명슬릿폭 w)/V scan 으로

표현된다.

이어서 비주사방향 (비스캔방향) 의 이동동작 (쇼트간 스테핑동작) 을 설명한다. 도 6(C)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쇼트

S 1 의 노광이 종료된 시점 t 1 에서 바로 속도곡선 V x (t) 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X 방향으로의 가속

이 개시된다. 그리고, 가속개시로부터 시간 T x5 가 경과된 시점에서 최고속도인 －V xmac (여기서 부호는 －X 방향

의 속도인 것을 의미함) 에 도달한다. 이 때,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X 좌표는 －Bx 이고, 점 P 는 도 5 중의 점 B

(Bx,By) 에 있다. 이어서, 그 시점부터 속도곡선 V x (t) 에 따라 감속 (－X 방향으로 속도를 가질 때의 ＋X 방향의 

가속) 을 개시한다. 그리고, 감속개시시점 (가속종료시점) 으로부터 시간 T x1 이 경과하면 감속이 종료되어 속도 0 

이 된다 (즉 비스캔방향으로의 이동을 정지함). 이 때, 웨이퍼 스테이지의 X 좌표는 －Lx (Lx 는 스테핑 길이임) 로 

되어 있고, P 점은 도 5 중의 점 C (Lx,Cy) 에 도달하여 있다.

즉, 스캔방향으로는 도 6(C)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전 쇼트의 노광종료시점 t 1 으로부터 시간 (T 4 ＋T y5 ＋T 

y1 ) 이 경과된 시점 t 4 에서 다음 쇼트의 노광을 위한 가속이 종료되지만, 비스캔방향으로는 도 6(C) 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이전 쇼트의 노광종료시점 t 1 으로부터 시간 (T x5 ＋T x1 ) 이 경과된 시점 에서는 가감속이 종료되어 있

고, 그럼으로써 만일 T y1 ＝T x1 또한 T y5 ＝T x5 가 성립된다면 스캔방향의 정정시간 T 2 에서의 동기 제어개시

보다 T 4 만큼 빨리 스테핑동작이 종료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궤적은 도 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물선 형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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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술한 스캔방향의 정정시간에서의 동기 제어개시보다 비스캔방향의 스테핑동작이 빨리 종료된다는 것은, 스캔

방향의 속도가 제로로 되는 점, 즉 감속이 종료되어 다음 쇼트의 노광을 위한 가속이 개시되는 점인 도 5 의 B 점 (Bx

,By) 의 X 좌표 Bx 가 쇼트 S 1 과 S 2 의 경계로부터 S 2 근방이 되도록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스캔방향의 오

버스캔 및 프리스캔동작에 병행하여 비스캔방향의 이동동작 (스테핑동작) 이 실행되도록 웨이퍼 스테이지 콘트롤러 (

78) 및 동기 제어계 (80) 가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X, Y 각각의 방향의 이동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기 비주사방향의 스테핑시의 저크곡선 J x (t) 는 도 6(A) 에 점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다른 형상으로 서로 역

방향의 저크곡선이 2 세트 포함되고, 합계로 4 극화된 저크곡선으로 되고 있고 또 이 저크곡선에는 저크가 0인 구간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 경우, 도 6(B) 및 도 6(C)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주사방향으로는 가속도 A x 및 속도 

V x 가 항상 변화하고 있어, 비주사방향으로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항상 이동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도중에서 정지하지 않고 스캔방향의 조주동작고 병행하여 스테핑동작을 한다.

따라서, 거의 최단시간 동안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쇼트간 이동동작 (주사방향 및 비주사방향을 포함함) 이 가

능해져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프리스캔시간에는 레티클 (R) 을 웨이퍼 (W) 에 완전히 추종시키기 위한 정정시간 T 2 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스캔방향으로의 가감속 제어는 되도록 정정시간 T 2 의 개시시점보다 일찍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웨이퍼 스테이지 컨트롤러 (78) 및 동기 제어계 (80) 로서는 도 6(

C)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광종료에 계속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스캔방향에서의 등속 오버스캔시간 T 4 동

안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비스캔방향에서의 이동동작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등속 오버스캔시간 T 

4 분만큼 일찍 비스캔방향에서 발생되는 가감속제어를 종료하는 제어를 하고 있다. 즉, 비주사방향의 스테핑은 주사

방향의 동기 제어의 개시보다 먼저 종료되므로, 동기 제어계 (80) 에서는 정정시간 T 2 동안에는 스캔방향의 동기 제

어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기 제어시에 비주사방향의 감속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기정정시간 T 2 의 

단축 및 이에 대응하여 등속 오버스캔시간 (후정정기간) T 4 의 단축도 가능하므로, 이 점에서도 스루풋 향상이 가능

하다.

도 3 의 설명으로 돌아가, 위에서 설명한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이 실행되는 동안 주제어장치 (50) 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 108 에서 양 스테이지 (RST,WST) 의 가속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모드의 이

동동작이 종료되면, 단계 108 의 판단이 긍정되어, 이후 단계 110→112→114→116→118→120→122→108 의 루

프에서의 처리 (판단을 포함함) 를 단계 116 에서 판단이 긍정될 때까지 반복한다. 그럼으로써, 제 n 행째의 제 2 번

째의 쇼트(이 경우 제 1 행째의 제 2 번째의 쇼트 (세컨드 쇼트) 부터 제 n 행째 (이 경우 제 1 행째) 의 마지막 쇼트의 

각각에 대하여 교대 스캔으로 주사노광이 각각 실행되어 이들 쇼트에 대하여 레티클 (R) 의 패턴이 순차적으로 전사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제 1 행째의 마지막 쇼트에 대한 주사노광이 종료되면, 단계 116 에서의 판단이 긍정되어 단계 124 

로 이행된다.

단계 124 에서는 카운터 m 을 1 로 초기화하는 동시에 카운터 n 을 1 인크리먼트한다 (m←1, n←n+ 1).

다음 단계 126 에서는 카운터 n 을 참조하여 그 카운트값 n 이 최종 행 번호 N 보다 큰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 n= 2 이므로 이 단계 126 에서의 판단은 부정되고, 단계 128 로 진행되어 n 행째 (이 경우 2 행째) 의 제 1 번째의 

쇼트의 노광에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를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한 후, 단계 130 로 진행되어 제 2 모드의 양 스테이

지 (RST,WST) 의 이동 (이하,「제 2 모드의 이동」이라고 함) 을 동기 제어계 (80) 에 지시한 후, 단계 108 로 돌아

가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목표주사속도로의 가속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 단계 108 의 대기 상태 동안 동

기 제어계 (80) 에 의해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이 실행된다. 이하, 이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 모드의 이동동작>

이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은 도 4 중에 일점쇄선으로 나타내는, 다른 행간에 있어서의 점 P 의 이동궤적에 대응하는 최

종 행 이외의 행 (비주사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 쇼트로 이루어지는 행) 내의 최종 쇼트 (편의상「쇼트 A」라고 함) 

의 노광종료후, 다른 행 (다음 행) 의 최초 쇼트 (편의상「쇼트 B」라고 함) 의 노광개시전에 실행되는 양 스테이지의 

이동동작이다.

이 다른 행간의 이동동작에서는 웨이퍼의 스캔노광전의 가속조건과 레티클의 스캔전의 가속조건을 합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 스테이지는 노광개시에 앞서 비스캔방향뿐아니라 스캔방향으로도 일단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상기 쇼트 A, B 사이에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이동동작의 시퀀스로는, 쇼트 A 의

노광후의 등속 오버스캔 (후정정)→쇼트 A 의 노광을 위한 주사개시위치에 대응하는 위치 (노광후의 감속종료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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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동→쇼트 B 의 노광을 위한 주사개시위치 (가속개시위치) 까지의 이동→그 가속개시위치에서 정지→가속→노

광전의 동기정정의 순서가 통상 채택된다. 이 경우, 전술한 종래의 주사방향으로의 구획영역간의 조주동작과 동일하

게 저크곡선이 4 극화된다.

단, 본 실시형태의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서는 상기 쇼트 A 의 노광후의 후정정기간을 없애고 있다. 이하, 그 이유를

설명한다.

도 8(A) 내지 도 8(D) 에는 상기 쇼트 A 와 쇼트 B 와 동일한 다른 행의 쇼트간에서 이전 쇼트의 노광후의 감속이 종

료된 시점 이후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저크곡선 J y (t), 가속도곡선 A y (t), 속도곡선 V y (t

), 변위곡선 P y (t) 가, 시간을 가로축으로 하여 각각 표시되어 있다.

도 8(A)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에서는 이동개시 직후의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1 세트의 저크

곡선을 구성하는, ＋측으로 볼록한 저크곡선과 －측으로 볼록한 저크곡선 사이에 시간 T 0 에서 저크가 0 인 구간이 

형성되고, 이동 종료 직전의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1 세트의 저크곡선을 구성하는 －측으로 볼록한 저크곡선과 ＋

측으로 볼록한 저크곡선 사이에 시간 T 0 에서 저크가 0 인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세트의 저크곡선에 

대응하는 가속도곡선은 도 8(B) 와 같은 사다리꼴형상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최대 가속도 (의 

절대값) 가 억제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행의 쇼트간에서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이동 동작할 

때에 가속시에 필요한 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식적으로 최대 가속도의 절대값 A max 를 억제하고 가속도가 일정한 시간 T 0 를 2 지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방향의 조주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전술한 후정정기간을 없앤 것이다.

이와 같이 해도 스루풋에 대한 악영향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도 4 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가령 쇼트수가 76 쇼

트 있다 하더라도 상기 행간의 이동시퀀스를 사용하는 지점은 9 지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전술한 쇼트 A 에 대한 노광후의 감속종료위치까지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이동한

시점에서, 주사개시위치로의 이동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쇼트 B 노광전의

가속이 개시될 때까지 정지되어 있으면 된다.

또, 도 8(A) 내지 도 8(D) 에서는 도시가 생략되어 있지만, 상기 정지기간 후에 전술한 도 6(A) 내지 도 6(D) 와 동일

하게 하여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가속 이 개시되고, 이것과 동기하여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가속이 개시된

다.

도 3 의 설명으로 돌아가 동기 제어계 (80) 에 의해 전술한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이 실행되는 동안 주제어장치 (50) 

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 108 에서 양 스테이지 (RST,WST) 의 가속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 2 모드의 이동동작이 종료되면 단계 108 의 판단이 긍정되고, 이후 제 2 행째의 제 1 번째의 쇼트부터 최종 

행 (제 N 행) 의 마지막 쇼트 S M 에 대한 노광이 종료될 때까지 상기 단계 108 이하의 처리가 반복된다.

이와 같이 하여 웨이퍼 (W) 상의 쇼트의 주사노광과 쇼트간의 스테핑동작이 완전 교대 스캔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되

어 웨이퍼 (W) 상의 최종 쇼트인 쇼트 S M 에 대한 레티클 (R) 의 패턴 전사가 종료되면, 단계 126 에서의 판단이 긍

정되어 본 루틴의 일련 처리를 종료시킨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도 4 에 나타낸 바와 같은 경로에서 순차적으로 교대에 스캔노광이 실행된다. 이 경우, 총 노광 

행이 짝수 행이므로 도 4 의 왼쪽 아래의 쇼트 S 1 에서 노광이 개시되어 최초 1 행이 왼쪽→오른쪽의 순서대로 노광

되면, 다음 행은 오른쪽→왼쪽으로 스테핑이 교대로 실행되어 최종적으로 왼쪽 위의 쇼트 S M 의 노광이 종료된 시점

에서 소정 웨이퍼 교환위치까지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이동하는 동작을 반복한다는 시퀀스가 된다. 상기 교대 

스캔시에 동일 행간의 인접 쇼트간에서는 전술한 효율적인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쇼트간 이동제어가 실행된다.

a.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O) 에 의하면, 주제어장치 (50) 에 의해 웨이퍼 (W) 상

의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부터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해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상기 양 스테이지 

(RST,WST) 의 주사방향으로의 감속이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

의 설정정보가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성하는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다 (도 3 의 단계 120,128 참조).

이로써 웨이퍼 상의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부터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한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동기정정기간까지 동안에 양 스테이지 (RST,WST) 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에 의한 양 

스테이지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

정보를 스테이지 제어계가 상위 장치로부터 수취하기 위해서, 양 스테이지를 가속 전에 일단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지

므로 그 정지시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 동기 제어계 (80) 자체로 항상 샘플링이 가능한 

레티클 간섭계 (30),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및 전술한 포커스ㆍ레벨링검출계로부터의 정보 이외의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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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상기 타이밍에서 전송된다. 물론, 동기 제어계 (80) 의 처리속도의 향상에 따라 이동경 경사 등의 정보에 의해

필요한 보정값을 연산하는 기능을 동기 제어계 (80) 측에 갖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기 제어를 위해 필요한 응답

속도도 고속화시키므로, 캐리브레이션이나 초기설정정보, 사용자의 설정정보 등으로 스테이지 제어에 사용되는 파라

미터의 설정정보는 모두 주제어장치 (50 ; 상위 유닛) 에서 미리 연산처리하여 스테이지 제어나 노광정보와 동 일하게

동기 제어에 관련된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는 행렬식으로 가장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한 후 동기 제어계 (80) 에 

수수하도록 하는 것이 고속 처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상술과 같이, 다음의 쇼트 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

정정보를, 웨이퍼상의 1개의 쇼트 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로부터, 동기 제어계 (80) 로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하드 구성상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동기 제어계의 처리속도가 일단으로 고속임 등), 상기 설정정보의 송신을, 웨

이퍼상의 1개의 쇼트 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로부터가 아니고, 그 노광동작이 행해지고 있는 도중에라도 행하도록 하

여도 좋다 (노광중에 설정정보의 송신을 개시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기

와 같이 하드 구성상 가능하다면, 임의의 타이밍 [예를 들어 상기 1개의 쇼트 영역에 대한 노광전의 동기 제어 동작중

(전정정중;前整定中)] 에 상기 설정정보의 송신을 개시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상술과 같이 노광중, 또는 동기제어동

작중에 정보송신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쇼트 영역에 대한 설정정보만이 아니라, 다음의 쇼트 영역 이후의 복

수의 쇼트 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리미터의 설정정보도 송신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하면,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는 웨이퍼 (W) 상의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양 스테이지 (RST,WST) 를 주사방향으로 감속할 때에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한 양 스테이지

의 동기 제어를 개시한다. 이 때문에 예컨대 양 스테이지의 감속종료후에 바로 동기 제어를 개시하는 경우와 비교하

더라도, 한층 더 빠른 시점에서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이 완료되어 동기정정기간의 단축에 의한 스루

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c.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하면,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는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전의 양 스테

이지 (RST,WST) 의 동기정정기간 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 (RST,WST) 의 위치설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광전의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동기 정정시의 정정시간 (동기정정기간) 의 단축이 가능해지므

로 스루풋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d.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하면, 도 6(A) 내지 도 6(D)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테이지 제어계 (80,3

3,78) 에 의해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쇼트영역간에서 양 스테이지 (RST,WST) 가 주사방향

으로 감속 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W

ST) (및 레티클 스테이지 (RST) 가 제어된다. 즉, 이 경우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가속도곡선은 도 6(B) 에 나

타낸 바와 같은 사다리꼴형상이 되기 때문에 도 6(C) 와 같이 속도 변화가 일정해져, 속도가 0 인 기간이 없고 더구나

소위 교대 스캔이 가능해짐으로써, 상기 조주동작에 필요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경우, 도 6(A) 와 같이 

저크곡선의 피크 (가속도의 시간변화율인 약동 (저크) 의 절대값의 최대값) 를 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웨이퍼 스

테이지 (WST) 의 가속도의 평균값에 대한 최대 가속도의 비를 작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속도의 급격한 감소 변화 및

그 빈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스루풋 향상과 함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구동계, 예컨대 리니어 모터 등의 

사용전력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하면, 주제어장치 (50) 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스테이지 제어계 (80,33,70)

가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내의 쇼트영역간에서는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양 스테

이지를 주사방향으로 등속 이동시키는 후정정기간 (등속 오버스캔기간) 을 노광종료후의 감속개시전에 확보하고 (도 

6(C) 중의 T 4 참조), 다른 행간에서 이동할 때에는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 직후에 양 스테이지의 감속동

작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 8(B) 참조). 이 때문에 다른 행간에서 이동할 때에 후정정기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

상이 가능해진다.

f.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 의하면, 스테이지 제어계 (80,33,70) 는 도 6(C)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이퍼

(W) 상의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해 양 스테이지 (RST,WST) 가 주사방향

으로 감속 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과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으로 이동하는 쇼

트영역간의 이동동작과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되고, 또한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비주사방향으로의 이동동작이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전의 양 스테이지 (RST,WST) 의 동기정정기간 전에 종료되도록 양 스테이지를 제어한다. 이 

때문에 웨이퍼 (W) 상의 1 개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다 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해 양 스테이지가 주사방향

으로 감속 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과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비주사방향으로 이동하는 쇼트영역간의 이동동작을

적어도 일부 오버랩시킬 수 있으므로, 웨이퍼 스테이지의 비주사방향으로의 쇼트영역간의 이동동작 종료후에 양 스

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가속동작을 개시하는 경우 등과 비교하여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경우, 스테이

지 제어계는 동기정정기간에는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정정시간의 단축도 가능해진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관한 스테이지장치, 즉 웨이퍼 스테이지 (WST) 및 그 구동계 그리고 그 제어계 (80,78) 에 착안

하면, 스테이지 제어계 (80,78) 에 의해 웨이퍼 스테이지 (WST) 가 Y축 방향 (제 1 축 방향) 에 관해 감속 후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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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Y축 방향 이동동작과 Y축 방향과 직교하는 X축 방향 (제 2 축 방향) 에 관해 이동하는 제 2 축 방향 이동동작이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되어, 웨이퍼 스테이지 (WST) 는 U 자형상 또는 V 자형상의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이 때, 웨이

퍼 스테이지 (WST) 는 도 6(A) 에서도 알 수 있듯이 Y축 방향 이동동작시에는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따라 제어된다. 이 경우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가속도곡선은 사다리꼴형상이 되기 때문에 (도 6(

B) 참조), 속도 변화가 일정해져 속도가 0 인 기간이 없고(도 6(C) 참조), 그럼으로써 Y축 방향 이동동작에 필요한 시

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경우 저크곡선의 피크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 스테이지의 가속도의 평균값

에 대한 최대 가속도의 비를 작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가속도의 급격한 감소 변화 및 그 빈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 

서, 스루풋 향상과 함께 웨이퍼 스테이지의 구동계, 예컨대 리니어 모터 등의 사용전력을 억제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X축 방향 이동동작시에는 적어도 2 극이 다른 형상으로, 합계로 4 극화되어 있는 저크

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를 제어한다 (도 6(A) 참조).

또,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주제어장치 (50) 가 웨이퍼 (W) 상의 쇼트영역을 노광할 때마다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

해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포함함) 를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

는데,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 예컨대 도 3 의 단계 128 대신에 도 8

(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속도가 0 인 비교적 긴 구간을 갖는 행간의 이동 (반환의 주변쇼트) 시에 다음 행내에 존재

하는 모든 쇼트의 노광에 필요한 전술한 각종 설정정보를, 주제어장치 (50) 가 모두 1 코맨드로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하는 (수수하는) 처리를 하는 처리단계를 채택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제어장치 (50) 에 의

해 웨이퍼 (W) 상에서의 비주사방향의 임의의 행내의 최종 쇼트영역의 노광종료후, 별도 행의 최초 쇼트영역의 노광

을 위해, 스테이지 제어계 (80,33,78) 에 의해 양 스테이지 (RST,WST) 의 이동제어가 실행되는 동안에 다음 행내의 

복수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포함함) 가 스테이지 제어계 (더욱 

정확하게는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된다.

이 때문에 웨이퍼 (W) 상의 1 개의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부터 양 스테이지의 감속개시까지의 시간이 짧고, 그 

사이에 다음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의 전송이 어려운 경우라도, 노광종료후부터 

다음 쇼트영역의 노광을 위한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까지 동안에 양 스테이지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

어계에 의한 양 스테이지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 스테이지를 가속 전에 일단 정지시킬 필요

가 없어지므로 그 정지시간이 없는 만큼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경우에도,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주사

방향으로의 감속때부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동작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술한 행간의 이동 (반환의 주변쇼트) 시에 다음 행내에 존재하는 모든 쇼트의 노광에 필요한 전술한 각종 설정정보

를, 주제어장치 (50) 가 모두 1 코맨드로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기 제어계 (80) 자체로 항상 샘플

링이 가능한 레티클 간섭계 (30),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76) 및 전술한 포커스ㆍ레벨링 검출계에서의 정보 이외의 필

요한 정보는 모두 상기 타이밍에서 전송하는 것으로 하고, 동기 제어에 관련된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는 행렬식으로 최

대한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한 후 동기 제어계 (80) 에 수수하도록 하는 것이 고속 처리 실현을 위해서는 바람

직하다. 또한, 스테이지 제어계는 다음 행의 쇼트영역마다에서의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 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그 밖에 상기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 동기 제어계 (80) 가 갖는 메모리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주제어장치 (5

0) 는 웨이퍼 (W) 상의 복수 (예컨대 76 개) 의 쇼트영역 전체를 노광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웨이 퍼 상의 각 쇼트영역의 소정 점과의 위치맞춤에 사용되는 배열정보의 검출동작, 예컨대 전술한 웨이퍼 얼라인먼

트의 종료후 퍼스트쇼트의 노광이 개시될 때까지 동안에 동기 제어계 (80) 에 전송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에는 전술한 도 3 의 단계 120, 128 의 처리가 불필요해진다. 또한, 이 경우, 퍼스트쇼트의 노광이 개시된 후의 노광

처리 기간 중에는 전술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의 전송처리가 불필요해지므로, 웨이퍼 (W) 상의 퍼스트쇼트에 

대한 노광개시시부터 최종 쇼트에 대한 노광종료까지 동안 양 스테이지를 정지시키지 않는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한 

양 스테이지의 제어시퀀스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져 스루풋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테이지 제어계는 쇼트영역

마다에서의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기간 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

하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또, 동기 제어계 (동기 제어유닛: 80) 의 처리속도가 한층 더 고속이면, 전술한 정보의 수수를, 동기 제어계 (80) 에 의

한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동작과 병행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어느 한 타이밍에서 전술한 

정보의 수수를 주제어장치 (50) 와 동기 제어계 (80) 사이에서 실행할지의 선택은 동기 제어계의 메모리 용량이나 고

속 처리의 능력 또는 동기 제어계의 설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된다.

또, 상기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는 전술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의 전송처리상의 연구에 추가로 특히 양

스테이지의 제어에 관해 전술한 b. 내지 f. 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데, 물론 본 발명은 이것에 

한 정되지 않는다. 즉, 상기 a. 및 b. 내지 f. 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또는 임의로 조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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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웨이퍼 (W) 의 비주사방향으로의 가속은 1 개 쇼트의 주사노광종료후의 주사방향의 등속이

동시에 개시되는데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웨이퍼 (W) 의 비주사방향으로의 가속을 웨이퍼 (W) 의 감속 중에 개시하

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웨이퍼 (W) 는 다음 쇼트의 주사노광전에 주사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에 따라 가속되어, 주

사방향의 이동속도가 웨이퍼 (W) 의 감도 특성에 따른 속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노광중에는 그 속도를 유지하여 레

티클을 동기 제어하면 되므로 제어가 쉽다.

또, 상기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 실행되는 웨이퍼 (W) 상의 복수 쇼트영역 (S 1 ,S 2 ,‥‥) 에 레티클 (R) 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스텝 앤드 스캔방식의 주사노광방법에서, 레티클 (R) 의 왕복이동에 의해 레티클 (R) 의 

패턴이 전사되는 웨이퍼 (W) 상의 임의의 2 개의 쇼트영역, 예컨대 쇼트 S 1 , S 2 의 주사노광 사이에서 웨이퍼 (W) 

를 정지시키지 않고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웨이퍼 (W) 상에 순차적으로 레티클 (R) 의 패턴이 전

사되는 인접영역 예컨대 쇼트 S 1 , S 2 의 주사노광 사이에서 웨이퍼 (W) 가 정지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스루풋이 더욱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웨이퍼 (W) 는 레티클 (R) 패턴을 전사해야 하는 웨이퍼 (W) 

상의 마지막 쇼트영역의 주사노광이 종료될 때까지 웨이퍼 (W) 의 주사방향 및 비주사방향의 적어도 일측 속도성분 

이 0 이 되지 않도록 이동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복수 쇼트영역 전체에 스텝 앤드 

스캔방식의 주사노광이 실행되는 동안 웨이퍼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스루풋이 가장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컨대 도 6(A) 및 도 6(B) 등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쇼트 사이를 이동할 때에 웨이퍼 스테이지 및 레티

클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는 스캔속도, 가속시간을 고정시키더라도, 저크내분비 (가속시간 (또는 감속시간)에 대한

저크가 0 이 아닌 시간의 비율) 를 변경하면, 최대 순간가속도는 그에 따라 변화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발명자들은 쇼트 사이를 이동할 때의 주사방향으로의 스테이지의 저크, 가속도, 속도 및 변

위곡선을 정식화하였다. 이하, 이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최초에 상기 실시형태의 제 1 모드의 이동동작과 동일한 감속과 가속의 프로파일이 대칭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하,「제 1 스캔 가속제어방법」이라고 함) 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저크곡

선, 가속도곡선, 속도곡선 및 변위곡선이 도 9(A) 내지 도 9(D) 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입력변수로서 스캔속도 V〔m/s〕, 가속시간 T〔s〕, 저크내분비 R 을 지정하기로 한다.

단, 가속시간 T 나 저크내분비 R 대신에 최대 순간가속도 A 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 V, T, R 의 관계는 다음식 (1), (2) 에 의해 부여된다.

이 경우의 내부 변수는 제 1 절점 시각 T 1 , 제 2 절점 시각 T 2 및, 저크의 최대값 (전반) J 1 로, 각각 다음 식 (3), (

4), (5) 로 표시된다.

이 경우, 식 (4) 에 의해 저크내분비 R 은 R=T 2 /T 이다.

이 경우 각 구간의 저크, 가속도, 속도, 변위는 이하와 같다.

제 1 구간 (0≤t≤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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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구간 (T 1 ≤t≤T 2 )

제 3 구간 (T 2 ≤t≤T)

제 4 구간 (T≤t≤2T)

이 제 1 스캔 가속제어방법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감속완료로부터 가속개시 동안에 스캔축 정지시간이 없어 스

루풋 향상이 가능한 동시에, 평균가속도에 대해 최대 순간가속도를 2 배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액추에이

터나 앰프의 소형화 및, 그 설계의 자유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또, 이 경우, 레티클 스테이지측에서는 이들에 추가로 

레티클의 위치어긋남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다음에, 감속과 가속의 프로파일이 배대칭인 경우 (이하,「제 2 스캔 가속제어방법」이라고 함) 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웨이퍼 스테이지의 주사방향으로의 저크곡선, 가속도곡선, 속도곡선 및, 변위곡선이 도 10A 내지 도 10D 에 각

각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입력변수로서 스캔속도 V[m/s], 감속시간 T D [s], 가속시간 T A [s], 감속 저크내분비 R D 및, 가속 저크

내분비 R A 를 지정하기로 한다.

단, 감속시간 T D , 가속시간 T A , 저크내분비 R D , R A 대신에 최대 순간가속도 (A) 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 V, T A , T D , R A , R D 의 관계는 다음 식 (22), (23), (24) 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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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내부 변수는 감속 저크내분비 R D , 감속 스트로크 L D [m], 가속 스트로크 L A [m], 등속시간 T O [s], 

제 1 절점 시각 T 1 , 제 2 절점 시각 T 2 , 감속종료 가속개시시각 T 3 , 제 4 절점 시각 T 4 , 제 5 절점 시각 T 5 , 

가속종료시각 T', 감속개시로 부터의 경과시간 t s [s], 가속종료까지의 나머지 시간 t R [s], 저크최대값 (감속시) J 

1 [m/s 3 ] 및, 저크최대값 (가속시) J 2 [m/s 3 ] 으로, 각각 다음 식 (25) 내지 (38) 로 표시된다.

이 경우 감속 저크내분비 R D 는 R D =(T 2 -T 0 )/(T 3 -T 0 ), 가속 저크내분비 R A =(T'-T 4 )/(T'-T 3 ) 이다.

이 경우 각 구간의 저크, 가속도, 속도, 변위는 이하와 같다.

제 1 구간 (0≤t≤T 0 )

제 2 구간 (T 0 ≤t≤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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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구간 (T 1 ≤t≤T 2 )

제 4 구간 (T 2 ≤t≤T 3 )

제 5 구간 (T 3 ≤t≤T 4 )

제 6 구간 (T 4 ≤t≤T 5 )

제 7 구간 (T 5 ≤t≤T'(=T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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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정식화되는 제 2 스캔 가속제어방법은 가속도곡선 Acc(t) 는 도 10(B)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산이 1 개

의 사다리꼴형상이고, 또한 도 10(A) 에 나타낸 저크곡선이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점은 전

술한 제 1 스캔 가속제어방법과 동일하다. 단, 감속과 가속의 프로파일은 비대칭이다. 즉, 감속영역과 가속영역의 저

크곡선의 형상은 서로 다르다. 이 경우, 감속영역에서는 스루풋에 배려하여 큰 저크에서 감속하고, 노광 직전의 가속

영역에서는 그 이후의 동기정정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저크를 작게 억제하고 있다. 단, 가속영역과 감속영역에서 저

크가 다름으로써, 감속영역에서의 스트로크 (변위에 상당) 와 가속영역에서의 스트로크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즉 

교대 스캔시의 주사개시위치와 주사종료위치가 일치하도록 감속개시 직전의 등속 오버스캔시간 T 0 를 길게 설정하

여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 스테이지의 가속종료위치를 소정 목표위치에 일치시키고, 또한 그 가속종료

위치에서의 제어 지연 및 그것에서 기인되는 양 스테이지의 동기오차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노광전의 동기정정시간

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제 1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0) 에서, 제 1 모드의 이동동작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 의 스캔방향

제어,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스캔방향제어에 이 제 2 스캔 가속제어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면, 노광전의 저크의 최대값이 억제되므로, 레티클 스테이지와 웨이퍼 스테이지의 동기정밀도가 향상되는 동

시에 동기정정시간의 단축에 의한 스루풋 향상도 가능하다. 또한, 등속 오버스캔시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전

술한 주제어장치 (50) 로부터의 동기 제어계 (80) 에 대한 각종 설정정보의 전송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상기 제 1 실시형태와 비교하더라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이들 정보에 따라 한층 더 고정밀도로 

레티클과 웨이퍼 의 동기 제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술한 제 1 스캔 가속제어방법 및 제 2 스캔 가속제어방법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스테이지 제어계는 

비주사방향이 다른 행의 구획영역간에서 상기 조주 동작할 때에는 4 극화되어 있는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4 극화되어 있는 저크곡선은 적어도 2 극이 다른 형

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각종 방법에 의한 양 스테이지의 제어에 관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양 스테이지의 상

기 쇼트영역간의 상기 조주동작과 병행하여 적어도 2 극이 다른 형상으로. 합계로 4 극화되어 있는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를 비주사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쇼트영역간의 이동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본원의 발명자 (니시) 는 주로 이중 노광시의 스루풋을 향상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웨이퍼 스테이지 (기판 스

테이지) 를 2 개 구비하여 일측 웨이퍼 스테이지 상의 웨이퍼에 대한 노광동작 중에 타측 웨이퍼 스테이지 상에서 웨

이퍼 교환, 얼라인먼트 등의 다른 동작을 병행하여 실행하는 노광장치를 앞서 제안하였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0-

163097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0-163098호 등 참조). 이들 공보에 기재된 노광장치는 이중 노광이 아니고, 통상

적인 노광에 사용하면, 이중 노광의 경우보다 스루풋이 더욱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들 공보에 기재된 노광

장치에 상기 제 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주사노광방법을 채택하면, 통상적인 노광 및 이중 노광 중 어느 경우라도 스루

풋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제어장치 (50) 등의 상위유닛으로부터 동기 제어계 (80) 등에 전송되는 설정정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스

테이지 이동시의 각 기구부의 에러 제어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에러 제어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음 제 2 실시형태이다.

《제 2 실시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를 도 11 내지 도 15 에 따라 설명한다.

도 11 에는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노광장치 (110) 의 개략구성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전술한 제 1 실시형태와 동일

하거나 동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하기로 한다. 이 노

광장치 (110) 는 소위 스텝 앤드 스캔방식의 주사노광형 투영노광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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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광장치 (110) 는 물체로서의 웨이퍼 (W1,W2) 를 각각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2 차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 스

테이지로서의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를 구비한 스테이지장치 (101), 이 스테이지장치 (101) 상방에

배치된 투영광학계 (PL) , 투영광학계 (PL) 상방에서 마스크로서의 레티클 (R1 (또는 R2)) 을 주로 소정 주사방향, 여

기에서는 Y축 방향 (도 11 의 지면 직교방향) 으로 구동하는 레티클 구동기구, 레티클 (R1 (또는 R2)) 를 상방으로부

터 조명하는 조명광학계 (18) 및 이들 각 부를 제어하는 제어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스테이지장치 (101) 는 도시되지 않은 가대부를 구성하는 정반 (22) 과 이 정반 (22) 상에 배치되며 XY 면내에

서 이동이 가능한 상기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위치를 계측

하는 간섭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는 각각의 저면에 형성된 도시되지 않은 기체정압 베어링에 의해 정반 (22) 상면에 

대하여 예컨대 수 ㎛ 정도 클리어런스를 사이에 두고 각각 부상 지지되어, X 리니어 모터 및 Y 리니어 모터 또는 평면

모터 등의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웨이퍼 스테이지 구동계에 의해 XY 2 차원 평면내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구동

되도록 되어 있다. 웨이퍼 스테이지 구동계는 도 11 의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의해 제어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상에는 도시되지 않은 웨이퍼홀더를 통해 웨이퍼 (W1,W2) 가 정전흡착 또는 

진공흡착 등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웨이퍼홀더는 전술한 레벨링기구 (58) 와 동일한 도시되지 않은 레벨링구동기구

에 의해 XY 평면과 직교하는 Z축 방향 및 XY 면에 대한 경사방향에 미소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웨이퍼 스테이

지 (WST1,WST2) 상면에는 각종 기준마크가 형성된 기준마크판 (FM1,FM2) 이 웨이퍼 (W1,W2) 와 각각 거의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들 기준마크판 (FM1,FM2) 은 예컨대 각 웨이퍼 스테이지의 기준위치를 검출할 때

에 사용된다.

또한, 도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X축 방향의 일측 면 (도 11 의 좌측 면: 120) 과 Y축 

방향의 일측 면 (도 11 의 지면 안쪽 면: 121) 은 경면이 마무리된 반사면으로 되어 있고, 동일하게 웨이퍼 스테이지 (

WST2) 의 X축 방향의 타측 면 (도 11 의 우측 면: 122) 과 Y축 방향의 일측 면 (123) 은 경면이 마무리된 반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들 반사면에 후술하는 간섭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측장 축 (BI1X,BI2X 등) 의 간섭계 빔이 투사되고, 

그 반사광을 각 간섭계에서 수광함으로써 각 반사면의 기준위치 (일반적으로는 투영광학계 측면이나 얼라인먼트 검

출계 측면에 고정미러를 배치하고, 그곳을 기준면으로 함) 부터의 변위를 계측함으로써,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

T2) 의 2 차원 위치가 각각 계측되도록 되어 있다. 또,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서

술한다.

투영광학계 (PL) 의 X축 방향 양측에는 도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같은 기능을 가진 오프-액시스 (off-axis) 방식의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가 투영광학계 (PL) 의 광축중심 (레티클패턴 이미지의 투영중심과 일치) 으로부터 

각각 동일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는 LSA (Laser Step Alignm

ent) 계, FIA (Filed Image Alignment) 계, L I A (Laser Interferometric Alignment ) 계의 3 종류의 얼라인먼트 센

서를 갖고 있고, 기준마크판 상의 기준마크 및 웨이퍼 상의 얼라인먼트 마크의 X, Y 2 차원 방향의 위치를 계측할 수 

있다.

여기서, LSA 계는 레이저광을 마크에 조사하여 회절ㆍ산란된 광을 이용하여 마크위치를 계측하는 가장 범용성이 있

는 센서이고, 종래부터 폭넓은 프로세스웨이퍼에 사용된다. FIA 계는 할로겐램프 등의 브로드밴드 (광대역) 광으로 

마크를 조명하여 이 마크화상을 화상처리함으로써 마크위치를 계측하는 센서로, 알루미늄 층이나 웨이퍼 표면의 비

대칭마크에 유효하게 사용된다. 또한, LIA 계는 회절격자 형상의 마크에 주파수를 약간 바꾼 레이저광을 두 방향에서

조사하여 발생한 2 개의 회절광을 간섭시켜, 그 위상으로부터 마크의 위치정보를 검출하는 센서로, 저단차나 표면이 

거친 웨이퍼에 유효하게 사용된다.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이들 3 종류의 얼라인먼트 센서를, 적절한 목적에 따라 사용, 웨이퍼 상에 있는 3 점의 1 차

원 마크의 위치를 검출하여 웨이퍼의 개략 위치를 계측하는 소위 서치얼라인먼트나 웨이퍼 상의 각 쇼트영역의 정확

한 위치를 계측하는 파인 얼라인먼트 등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에 유지된 웨이퍼 (W1) 상의 얼라인먼트 마크 및 

기준마크판 (FM1) 상에 형성된 기준마크의 위치계측 등에 사용된다. 또한,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b) 는 웨이퍼 스

테이지 (WST2) 상에 유지된 웨이퍼 (W2) 상의 얼라인먼트 마크 및 기준마크판 (FM2) 상에 형성된 기준마크의 위치

계측 등에 사용된다.

이들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를 구성하는 각 얼라인먼트 센서로부터의 정보는 얼라인먼트 제어장치 (180) 

에 의해 A/D 변환되어, 디지털화된 파형신호를 연산 처리하여 마크위치가 검출된다. 그 결과가 주제어장치 (190) 에 

전송되고, 주제어장치 (190) 로부터 그 결과에 따라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대하여 노광시의 동기위치보정 등이

지시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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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는 생략되어 있는데, 투영광학계 (PL),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의 각각에는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

보 평10-163098호에 개시되는 바와 같은 초점맞춤위치를 조사하기 위한 오토포커스/오토레벨링 (AF/AL) 계측기구

가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레티클 구동기구에 대해 도 11 및 도 12 에 따라 설명한다.

이 레티클 구동기구는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상을 레티클 (R1,R2) 을 유지하여 XY 2 차원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이 레티클 스테이지 (RST) 를 구동하는 도시되지 않은 리니어 모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

동계 (29) 와 레티클 스테이지 (RST) 에 고정된 이동경 (31) 을 통해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위치를 계측하는 레

티클 레이저 간섭계 (30) 를 구비하고 있다.

이것을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면, 레티클 스테이지 (RST) 에는 도 12 에 나타내낸 바와 같이 2 개의 레티클 (R1,R2) 

이 스캔방향 (Y축 방향) 으로 직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레티클 스테이지 (RST) 는 도시되지 않은 기체

정압 베어링 등을 통해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상에 부상 지지되고 구동계 (29) 에 의해 X축 방향의 미소 구동, θz 

방향의 미소 회전 및 Y축 방향의 주사 구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 구동계 (29) 는 리니어 모터를 구동원으로 

하는 기구이지만, 도 11 에서는 도시 편의상 및 설명 편의상 단순한 블록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 레티클 스테이

지 (RST) 상의 레티클 (R1,R2) 이 예컨대 이중 노광시에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어느 레티클에 대해서도 웨이퍼측과 

동기 스캔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레티클 스테이지 (RST) 상에는 X축 방향의 타측 단부에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같은 소재 (예컨대 세라믹 등) 로 

이루어지는 평행 평판 이동경 (31x) 이 Y축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 이 이동경 (31x) 의 X축 방향의 타측 면에는 경

면가공에 의해 반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이 이동경 (31x) 의 반사면으로 향하여 측장 축 (BI6X) 으로 표시되는 간섭계

(도시 생략) 로부터의 간섭계 빔이 조사되어, 이 간섭계에서는 그 반사광을 수광하여 기준면에 대한 상대변위를 계측

함으로써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위치를 계측하고 있다. 여기서, 이 측장 축 (BI6X) 을 갖는 간섭계는 실제로는 독

립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2 개의 간섭계광축을 갖고 있고, 레티클 스테이지의 X축 방향의 위치계측과 요잉량의 계측

이 가능해진다. 이 측장 축 (BI6X) 을 갖는 간섭계의 계측값은 후술하는 웨이퍼 스테이지측의 측장 축 (BI1X, BI2X) 

을 갖는 간섭계 (116,118) 로부터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요잉정보나 X 위치정보에 따라 레티클과 웨

이퍼의 상대회전 (회전 오차) 을 없애는 방향으로 레티클 스테이지 (RST) 를 회전 제어하거나 X 방향축 동기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편,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주사방향 (스캔방향) 인 Y축 방향의 타측 (도 11 의 지면 앞측) 에는 한 쌍의 코너큐

브미러 (31y 1 ,31y 2 ) 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되지 않은 1 쌍의 더블 패스 간섭계로부터 이들의 코너큐브미

러 (31y 1 ,31y 2 ) 에 대하여 도 12 에 측장 축 (BI7Y,BI8Y) 으로 표시되는 간섭계 빔이 조사되고, 레티클 베이스 정

반 (28) 상의 반사면에 코너큐브미러 (31y 1 ,31y 2 ) 로부터 복귀되고, 그곳에서 반사된 각각의 반사광이 동일 광로

를 복귀하여 각각의 더블 패스 간섭계에서 수광되고, 각각의 코너큐브미러 (31y 1 ,31y 2 ) 의 기준위치 (레퍼런 스 

위치에서 상기 레티클 베이스 정반 (28) 상의 반사면) 로부터의 상대변위가 계측된다. 그리고, 이들 더블 패스 간섭계

의 계측값이 도 11 의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공급되어, 그 평균값에 따라 레티클 스테이지 (RST) 의 Y축 방향

의 위치가 계측된다. 이 Y축 방향 위치의 정보는 웨이퍼측의 측장 축 (BI3Y) 을 갖는 간섭계의 계측값에 기초하는 레

티클 스테이지 (RST)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1 또는 WST2) 의 상대위치의 산출 및 이에 기초하는 주사노광시의 

주사방향 (Y축 방향) 의 레티클과 웨이퍼의 동기 제어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측장 축 (BI6X) 으로 표시된 간섭계 및 측장 축 (BI7Y,BI8Y) 으로 표시된 한 쌍의 

더블 패스 간섭계의 합계 3 개의 간섭계에 의해 도 11 에 나타낸 레티클 레이저 간섭계 (30) 가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위치를 관리하는 간섭계 시스템에 대해 도 11 내지 도 13 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이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영광학계 (PL) 의 투영중심과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각각의 검출중심을 

통과하는 X축을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X축 방향의 일측 면에는 도 11 의 간섭계 (116) 로부터의 측장 축 

(BIlX) 으로 나타낸 간섭계 빔이 조사되고, 동일하게 X축을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의 X축 방향의 타측 면에

는 도 11 의 간섭계 (118) 로부터의 측장 축 (BI2X) 으로 표시되는 간섭계 빔이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간섭계 (116,

118) 에서는 이들 반사광을 수광함으로써 각 반사면의 기준위치로부터의 상대변위를 계측하여 웨이퍼 스테이지 (WS

T1,WST2) 의 X축 방향 위치를 계측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간섭계 (116,118) 는 도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3 개의 광축을 갖는 3축 간섭계이고, 웨이퍼 스테이지 (

WST1,WST2) 의 X축 방향의 계측 이외에 틸트계측 및 θz 회전의 계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웨이퍼 스테

이지 (WST1,WST2) 의 Z축 방향의 미소 구동 및 경사 구동을 실행하는 도시되지 않은 레벨링 구동기구는 실제로는 

반사면 (120 내지 123) 의 아래에 있으므로, 웨이퍼 스테이지의 틸트 제어시의 구동량은 전부 이들 간섭계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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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모니터할 수 있다.

또한 측장 축 (BI1X,BI2X) 의 각 간섭계 빔은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이동범위 전역에서 항상 웨이퍼 스

테이지 (WST1,WST2) 에 닿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X축 방향에 대해서는 투영광학계 (PL) 를 사용한 노광시, 얼라인

먼트 검출계 (124a,124b) 의 사용시 등 어느 때에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위치는 측장 축 (BI1X,BI2X)

의 계측값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또 도12 및 도13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영광학계 (PL) 의 투영중심에서 X축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측장 축 (BI3Y) 

을 갖는 간섭계 (132) 와,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124b) 의 각각의 검출중심에서 X축과 각각 수직으로 교차하는 

측장 축 (BI4Y,BI5Y) 을 각각 갖는 간섭계 (131,133) 가 설치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투영광학계 (PL) 를 사용한 노광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Y축 방향 위치 계측에

는 투영광학계 (PL) 의 투영중심, 즉 광축 (AX) 을 통과하는 측장 축 (BI3Y) 의 간섭계 (132) 의 계측값이 사용되고,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사용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Y축 방향 위치 계측에는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의 검출중심, 즉 광축 (SX) 을 통과하는 측장 축 (BI4Y) 의 간섭계 (131) 의 계측값이 사용되며, 얼라인먼트 검출계 (

124b) 사용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의 Y 방향 위치 계측에는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b) 의 검출중심, 즉 광축 

(SX) 을 통과하는 측장 축 (BI5Y) 의 간섭계 (133) 의 계측값이 사용된다.

따라서 각 사용조건에 따라 Y축 방향의 간섭계 측장 축이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반사면에서 어긋나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의 측장 축, 즉 측장 축 (BI1X,BI2X) 은 각각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반사면에서 어

긋나는 일이 없으므로, 사용하는 간섭계 광축이 반사면 상으로 들어간 적절한 위치에서 Y측 간섭계의 리셋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Y 계측용 측장 축 (BI3Y,BI4Y,BI5Y) 의 각 간섭계 (132,131,133) 는 각 2 개의 광축을 갖는 2 축 간섭계로

서,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Y축 방향의 계측 이외에 틸트를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서는 간섭계 (116,118,131,132,133) 의 합계 5 개의 간섭계에 의해,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2 차원 좌표

위치를 관리하는 간섭계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 11 에 나타나는 주제어장치 (190) 에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식 (

예를 들어 간섭화조건) 등이 기억된 메모리 (191) 가 설치되어 있다.

또 제 2 실시형태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내의 일방이 노광 시퀀스를 실행하고 

있는 동안, 타방은 웨이퍼 교환, 웨이퍼 얼라 인먼트 시퀀스를 실행하는데, 이 때에 양 스테이지끼리 간섭하지 않도록,

각 간섭계의 출력값에 의거하여 주제어장치 (190) 의 지령에 따라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의해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이동이 관리되고 있다.

상기 제어계는 장치 전체를 통괄 제어하는 주제어장치 (190) 를 중심으로, 이 주제어장치 (190) 의 산하에 있는 노광

량 제어장치 (170) 및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어계의 상기 구성의 각 부의 동작을 중심으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10) 의 노광시의 동작에 대해 설

명한다.

먼저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의해 주제어장치 (190) 의 지시에 따라 레티클 (R1 (또는 R2)) 과 웨이퍼 (W1 (또

는 W2)), 즉 레티클 스테이지 (RST) 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1 (또는 WST2)) 의 동기주사 (스캔제어) 가 개시된다.

이 동기주사는 상기 서술한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BI3Y) 과 측장 축 (BI1X 또는 BI2X) 및 레티클 레이저 간섭계 (

30) 의 측장 축 (BI7Y,BI8Y) 과 측장 축 (BI6X) 의 계측값을 모니터하면서,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의해 레티클 

구동부 (29) 및 웨이퍼 스테이지의 구동계를 제어함으로써 실행된다.

그리고 양 스테이지가 소정 허용오차 이내에 등속도 제어된 시점에서, 노광량 제어장치 (170) 에서는 광원 (11) 의 펄

스 발광을 개시시킨다. 이에 의해 조명광학계 (18) 로부터의 조명광에 의해 그 하면에 패턴이 크롬 증착된 레티클 (R1

(또는 R2)) 의 상기 직사각형의 조명영역 (IA) 이 조명되고, 그 조명영역 내의 패턴의 이미지가 투영광학계 (PL) 에 

의해 1/4 (또는 1/5) 배로 축소되어, 그 표면 에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웨이퍼 (W1 (또는 W2)) 상에 투영되고, 그 축

소 이미지 (부분 등립 이미지) 이 웨이퍼 상에 형성된다. 여기에서 도 12 로부터도 명확한 바와 같이 레티클 (R1 (또는

R2)) 상의 패턴영역에 비하여 조명영역 (IA) 의 주사방향의 슬릿폭은 좁고, 상기와 같이 레티클 (R1 (또는 R2)) 과 웨

이퍼 (W1 (또는 W2)) 를 동기주사함으로써, 패턴 전체면의 이미지가 웨이퍼 상의 쇼트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에서 상기 서술한 펄스 발광의 개시와 동시에 노광량 제어장치 (170) 는 진동미러 (18D) 를 구동시켜 레티클 (R1

(또는 R2)) 상의 패턴영역이 완전히 조명영역 (IA (도 2 참조)) 을 통과할 때까지, 즉 패턴 전체면의 이미지가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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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쇼트영역에 형성될 때까지 연속하여 이 제어를 실행함으로써 2 개의 얼라인먼트계에서 발생하는 간섭줄무늬의 

편차를 저감한다.

또 상기 주사노광중에 쇼트 에지부에서의 레티클 (R1 (또는 R2)) 상의 차광영역보다도 밖으로 조명광이 누설되지 않

도록, 레티클 (R1 (또는 R2)) 과 웨이퍼 (W1 (또는 W2)) 의 스캔과 동기하여 가동 블라인드 (18M) 가 구동계 (43) 에

의해 구동제어되고 있고, 이들 일련의 동기동작이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상기 서술한 주사노광 (스캔노광) 중,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0-163098호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레지스트감도에 대

응한 적산노광량이 되도록 주제어장치 (190) 또는 노광량 제어장치 (170) 에서는 조사에너지나 발진주파수의 가변량

에 대해 전부 연산을 실행하고, 광원 (11) 내에 설치된 감광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조사에너 지나 발진주파수를 가변

시키거나 광원 (11) 내의 셔터나 진동미러를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10) 에서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와의 사이에서 웨이퍼의 교환을 실행하는 제 1 

반송 시스템과,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와의 사이에서 웨이퍼 교환을 실행하는 제 2 반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제 1 반송 시스템은 도 14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좌측의 웨이퍼 로딩 위치에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와의 사

이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여 웨이퍼 교환을 실행한다. 이 제 1 반송 시스템은 Y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 1 로딩가

이드 (182), 이 로딩가이드 (182) 를 따라 이동하는 제 1 슬라이더 (186) 및 제 2 슬라이더 (187), 제 1 슬라이더 (18

6) 에 장착된 제 1 언로드 아암 (184), 제 2 슬라이더 (187) 에 장착된 제 1 로드암 (188)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 

1 웨이퍼 로더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에 설치된 3 개의 상하동 부재로 이루어지는 제 1 센터 업 (181) 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이 제 1 반송 시스템에 의한 웨이퍼 교환의 동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도 14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좌측의 웨이퍼 로딩 위치에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에 있는 웨이

퍼 (W1') 와 제 1 웨이퍼 로더에 의해 반송되어 온 웨이퍼 (W1) 가 교환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의 도시하지 않은 웨이퍼 홀더의 버큠을 도시하지 않은 

스위치를 통해 오프하여 웨이퍼 (W1') 의 흡 착을 해제한다.

다음에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도시하지 않은 센터 업 구동계를 통해 센터 업 (181) 을 소정량 상승 구동시킨다. 이

에 의해 웨이퍼 (W1') 가 소정 위치까지 들어올려진다. 이 상태에서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도시하지 않은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제 1 언로드 아암 (184) 의 이동을 지시한다. 이에 의해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의해 제 1 슬라이더

(186) 가 구동제어되고, 제 1 언로드 아암 (184) 이 로딩가이드 (182) 를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까지 이동

하여 웨이퍼 (W1') 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이 상태에서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센터 업 (181) 을 소정 위치까지 하강 구동시킨다. 이 센터 업 (181) 의 하강 

도중에서 웨이퍼 (W1') 가 제 1 언로드 아암 (184) 에 수수되므로,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제 1 언로드 아암 (184) 의 버큠개시를 지시한다. 이에 의해 제 1 언로드 아암 (184) 에 웨이퍼 (W1') 가 흡착지지된

다.

다음에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제 1 언로드 아암 (184) 의 퇴피와 제 1 로드아암 (188) 의 

이동개시를 지시한다. 이에 의해 제 1 슬라이더 (186) 와 일체적으로 제 1 언로드 아암 (184) 이 도 14 의 Y 방향으로

이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제 2 슬라이더 (187) 가 웨이퍼 (W1) 를 지지한 제 1 로드아암 (188) 과 일체적으로 ＋Y 방

향으로 이동을 개시한다. 그리고 제 1 로드아암 (188) 이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상방으로 왔을 때,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의해 제 2 슬라이더 (187) 가 정지됨과 동시에 제 1 로드아암 (188) 의 버큠이 해제된다.

이 상태에서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센터 업 (181) 을 상승 구동시켜 센터 업 (181) 에 의해 웨이퍼 (W1) 를 하방

으로부터 들어올리게 한다. 이어서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웨이퍼 로더 제어장치에 로드 아암의 퇴피를 지시한다. 

이에 의해 제 2 슬라이더 (187) 가 제 1 로드아암 (188) 과 일체적으로 －Y 방향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제 1 로드아암 

(188) 의 퇴피가 실행된다. 이 제 1 로드아암 (188) 의 퇴피 개시와 동시에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센터 업 (181) 

의 하강 구동을 개시하여 웨이퍼 (W1) 를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의 도시하지 않은 웨이퍼 홀더에 탑재시켜 당해

웨이퍼 홀더의 버큠을 온으로 한다. 이에 의해 웨이퍼 교환의 일련의 시퀀스가 종료된다.

제 2 반송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도 15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측의 웨이퍼 로딩 위치에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 (WS

T2) 와의 사이에서 상기 서술한 것과 동일하게 하여 웨이퍼 교환을 실행한다. 이 제 2 반송 시스템은, Y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 2 로딩가이드 (192), 이 제 2 로딩가이드 (192) 를 따라 이동하는 제 3 슬라이더 (196) 및 제 4 슬라이더

(200), 제 3 슬라이더 (196) 에 장착된 제 2 언로드 아암 (194), 제 4 슬라이더 (200) 에 장착된 제 2 로드아암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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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 2 웨이퍼 로더와,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상에 설치된 도시하지 않은 제 2 센터 업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도 14 및 도 15 에 의거하여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에 의한 병행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도 14 에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상의 웨이퍼 (W2) 를 투영광학계 (PL) 를 통해 노광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에, 좌측 로딩 위치에서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하여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와 제 1 반송 시스템의 사이에서 웨이

퍼의 교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의 평면도가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에서는 웨이퍼 교환 

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얼라인먼트 동작이 실행된다. 또한 도 14 에서 노광동작 중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의 

위치제어는,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BI2X,BI3Y) 의 계측값에 의거하여 실행되고, 웨이퍼 교환과 얼라인먼트 동작

이 실행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위치제어는,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BI1X,BI4Y) 의 계측값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이 도 14 에 나타나는 좌측의 로딩 위치에서는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의 바로 아래에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기준마크판 (FM1) 상의 기준마크가 오는 배치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제어장치 (190) 에서는 얼라인먼트 검출

계 (124a) 에 의해 기준마크판 (FM1) 상의 기준마크를 계측하기 이전에,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BI4Y) 의 간섭계 

(131) 의 리셋을 실시하고 있다.

상기 서술한 웨이퍼 교환, 간섭계 (131) 의 리셋에 계속해서 서치 얼라인먼트가 실행된다. 그 웨이퍼 교환후에 실행되

는 서치 얼라인먼트란 웨이퍼 (W1) 의 반송중에 이루어지는 프리 얼라인먼트만으로는 위치오차가 크기 때문에, 웨이

퍼 스테이지 (WST1) 상에서 다시 실행되는 프리 얼라인먼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지 (WST1) 상에 탑재된

웨이퍼 (W1) 상에 형성된 3 개의 서치 얼라인먼트 마크 (도시생략) 의 위치를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의 LSA계의

센서 등을 사용 하여 계측하고, 그 계측결과에 의거하여 웨이퍼 (W1) 의 X, Y, θ방향의 위치를 맞춘다. 이 서치 얼라

인먼트시의 각 부의 동작은 주제어장치 (190) 에 의해 제어된다.

이 서치 얼라인먼트의 종료후, 웨이퍼 (W1) 의 각 쇼트영역의 배열좌표를 구하는 EGA 방식의 웨이퍼 얼라인먼트 (파

인 얼라인먼트) 가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간섭계 시스템 (측장 축 (BI1X,BI4Y)) 에 의해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의 위치를 관리하면서, 설계상의 쇼트 배열데이터 (얼라인먼트 마크 위치데이터) 를 모두, 웨이퍼 스테이지 (WST1) 

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웨이퍼 (W1) 상의 소정 샘플 쇼트의 얼라인먼트 마크 위치를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 의 FIA 계의 센서 등으로 계측하고, 이 계측결과와 쇼트 배열의 설계 좌표데이터에 의거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통

계연산에 의해 모든 쇼트 배열데이터를 연산한다. 또한 이 EGA 시의 각 부의 동작은 주제어장치 (190) 에 의해 제어

되고, 상기 연산은 주제어장치 (190) 에 의해 실행된다. 또한 이 연산결과는 기준마크판 (FM1) 의 기준마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로 변환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a) 에 의한 계측시에, 노광시와 동일한 AF/AL 기구의 계측, 제어에 의한

오토 포커스/오토 레벨링을 실행하면서 얼라인먼트 마크의 위치계측이 실행되고, 얼라인먼트시와 노광시 사이에 스

테이지의 자세에 의한 오프셋 (오차) 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측에서 상기 웨이퍼 교환, 얼라인먼트 동작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웨이퍼 스테이지 (WS

T2) 측에서는 2 장의 레티클 (R1,R2) 을 사 용하여 노광조건을 변경하면서 연속하여 스텝 앤드 스캔방식에 의해 이중

노광이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서술한 웨이퍼 (W1) 측과 동일하게 하여, 사전에 EGA 방식의 얼라인먼트 마크가 실행되고 있고, 

그 결과 얻어진 웨이퍼 (W2) 상의 쇼트 배열데이터 (기준마크판 (FM2) 상의 기준마크를 기준으로 함) 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웨이퍼 (W2) 의 인접 쇼트로의 쇼트간 이동 (스테핑) 동작이 실행되고, 웨이퍼 (W2) 상의 각 쇼트영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기 서술한 스캔노광이 실행된다. 상기 쇼트간 이동동작시에 상기 서술한 제 1 실시형태중에서 설

명한 것과 동일한 웨이퍼 스테이지 (WST2) 의 이동제어가 실행된다. 또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도 웨이퍼 상의 쇼트영

역의 노광시의 레티클 스테이지와 웨이퍼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설정정보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

정보를 포함함) 는, 상기 서술한 제 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각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종료 직후의 등속 

오버 스캔시간 중에 쇼트영역마다, 또는 다른 행의 쇼트간의 이동동작중에 다음 행의 1 행분마다, 주제어장치 (190) 

로부터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도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로 항상 샘플링이 가

능한 레티클 간섭계 (30), 레이저 간섭계 시스템 및 상기 서술한 AF/AL 계측기구로부터의 정보 이외에 필요한 정보

는 전부, 상기 타이밍으로 주제어장치 (190) 가 전송되는 것으로 하고, 동기 제어에 관련된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는 행

렬식으로 하여 최대한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한 후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수수하도록 하는 것이 고속 처

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또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는 쇼트마다에 있어서의 노광개시전의 양 스테이지의

동기정정시간의 이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이 동기정정시간의 단축 및 

스루풋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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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술한 바와 같은 웨이퍼 (W2) 상의 전체 쇼트영역에 대한 노광이 레티클 교환후에도 연속하여 실행된다. 구체

적인 이중노광의 노광순서로는 예를 들어 웨이퍼 (W1) 의 각 쇼트영역을 레티클 (R2) 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스캔

노광을 실행한 후, 레티클 스테이지 (RST) 를 주사방향으로 소정량 이동하여 레티클 (R1) 을 노광위치에 설정한 후, 

상기와 반대의 순서로 스캔노광을 실행한다. 이 때 레티클 (R2) 과 레티클 (R1) 에서는 노광조건 (AF/AL, 노광량) 이

나 투과율이 다르므로, 레티클 얼라인먼트시에 각각의 조건을 계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웨이퍼 (W2) 의 이중노광중의 각 부의 주제어장치 (190) 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서술한 도 14 에 나타낸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상에서 병행하여 실행되는 노광 시퀀스와 웨이

퍼 교환ㆍ얼라인먼트 시퀀스는 먼저 종료된 웨이퍼 스테이지가 대기상태로 되고, 양방의 동작이 종료된 시점에서 도 

15 에 나타낸 위치까지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가 이동제어된다. 그리고 노광 시퀀스가 종료된 웨이퍼 스테

이지 (WST2) 상의 웨이퍼 (W2) 는 우측 로딩 포지션에서 웨이퍼 교환이 이루어지고, 얼라인먼트 시퀀스가 종료된 

웨이퍼 스테이지 (WST1) 상의 웨이퍼 (W1) 는 투영광학계 (PL) 하에서 노광 시퀀스가 실행된다.

도 15 에 나타나는 우측 로딩 포지션에서는 좌축 로딩 포지션과 동일하게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b) 의 아래에 기준

마크판 (FM2) 상의 기준마크가 오도록 배치되어 있고, 상기 서술한 웨이퍼 교환동작과 얼라인먼트 시퀀스가 실행되

게 된다. 물론, 간섭계 시스템의 측장 축 (BI5Y) 의 간섭계의 리셋동작은, 얼라인먼트 검출계 (124b) 에 의한 기준마

크판 (FM2) 상의 마크검출에 앞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상기 일련의 병행처리동작의 과정에서 실행되는 주제어장치 (190) 에 의한 간섭계의 리셋동작은, 상기 일본 공

개특허공보 평10-163098호에 개시되는 동작과 완전히 동일하고,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제 2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10) 에 의하면, 각 웨이퍼에 대한 노광을 실행하기 위한 레티

클 스테이지 (RST) 의 주사방향의 이동동작과 병행하여 실행되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쇼트간 이동

동작시에, 상기 서술한 제 1 실시형태중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이동제어가 실

행되므로,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쇼트간 이동시간의 단축에 의해 고스루풋에 의한 이중노광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이유는 예를 들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0-163098호에도 개시되는 바와 같이 더블 웨이퍼 스테이지를 

구비한 노광장치에서는 예를 들어 각 처리시간을 T1 (웨이퍼 교환시간), T2 (서치 얼라인먼트 시간), T3 (파인 얼라

인먼트 시간), T4 (1 회의 노광시간) 로 한 경우에, T1, T2, T3 과 T4 를 병렬 처리하면서 이중노광을 실행하는 경우

에는, 8 인치 웨이퍼의 경우 노광시간이 크기 때문에 이 노광시간이 제약조건이 되어 전체의 스루풋이 결정되지만,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의 쇼트간 이동시간의 단축에 의해 노광시간 (T4) 의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는 복수 장의 레티클 (R1,R2) 을 사용하여 이중노광을 실행하는 경우, 고해상도와 DOF (초

점심도) 의 향상효과가 얻어진다. 또 본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일방의 웨이퍼 스테이지 상의 노광동작과, 타방의 웨이

퍼 스테이지 상의 얼라인먼트, 웨이퍼 교환동작 등의 동시 병행처리에 의해 스루풋을 대폭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스

루풋을 저하시키지 않고 고해상도와 DOF의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본 제 2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10) 에서는 이중노광이 아닌 통상의 노광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술한 제 

1 실시형태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상의 동시 병행처리에 의해 스루풋을 더

욱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제 2 실시형태와 같이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를 사용하여 다른 동작을 동시 병행처리하는 경우, 

일방의 스테이지에서 실행되는 동작이 타방의 스테이지의 동작에 영향 (외란) 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0-163098호의 도 11 내지 도 13 및 그 설명부분에 개시되는 바와 같은 2 개의 스테이지

(WST1,WST2) 상에서 실행되는 동작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 개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가감속 타이밍의 조정을 도모하고, 예를 들어 일방의 웨이퍼 스테이지 상의 웨이퍼에 대한 주사노광중에, 타방의 웨

이퍼 스테이지 상에서는 웨이퍼의 얼라인먼트 계측 동작을 실행하 는 등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영향이 적

은) 동작끼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는 등이다.

설명의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본 제 2 실시형태의 노광장치 (110) 에서는 웨이퍼 스테이지 (WST1,WST2) 끼리의 충

돌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제어장치 (190) 로부터의 스테이지 제어장치 (160) 에 대해 특히 1 행분마다 또는 웨이퍼 1 장분마다의 제어정

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전송되는 정보 중에는 스테이지 이동시의 각 기구부의 에러에 관한 정보 (에러 검지를 위

해, 또는 그 대처를 위한 정보) 나, 예를 들어 양 웨이퍼 스테이지의 예상 위치 좌표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서술한 병행처리동작 중에, 얼라인먼트가 실행되고 있는 일방의 웨이퍼 스테이지에 노광이 실행되고 있

는 타방의 웨이퍼 스테이지의 이동범위내에서 정지하는 어느 하나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 등에, 스테이지 제어장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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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에서는, 상기 일방의 웨이퍼 스테이지와 상기 타방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양자의 거리가 소정 거

리 이내로 된 단계에서 타방의 웨이퍼 스테이지를 긴급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2 실시형태에서는 본 발명에 관련되는 스테이지장치를 이중노광법을 사용하여 웨이퍼의 노광을 실행하

는 장치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동일한 기술인 스티칭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방의 웨이퍼 

스테이지측에서 2 장의 레티클로 2회 노광을 실행하는 동안에, 독립하여 가동할 수 있는 타방의 웨이퍼 스테이지측에

서 웨이퍼 교환과 웨이퍼 얼라인먼트를 병행하여 실시 함으로써, 통상의 노광장치에 의한 스티칭보다도 높은 스루풋

이 얻어진다.

그러나 본 발명에 관련되는 스테이지장치의 적용범위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일중노광법에 의해 노광하는 경우에

도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 상기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얼라인먼트 동작 및 웨이퍼 교환동작과, 노광동작을 병행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서술하

였으나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베이스라인체크 (BCHK), 웨이퍼 교환이 실행될 때마다 실행하는 캐리브레

이션 등의 시퀀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노광동작과 병행처리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노광용 조명광으로서 파장이 100㎚ 이상인 자외광, 구체적으로는 KrF 엑시머 레이저

광, ArF 엑시머 레이저광 또는 F 2 레이저광 (파장 157㎚)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

지 않고, 예를 들어 g 선, i 선 등의 KrF 엑시머 레이저와 동일한 원자외역에 속하는 원자외 (DUV) 광 등을 사용할 수

도 있다. 또한 YAG 레이저의 고조파 등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DFB 반도체 레이저 또는 파이버 레이저로부터 발진되는 적외역, 또는 가시역의 단일파장 레이저를, 예를 들어 

에르븀 (또는 에르븀과 이테르븀의 양방) 이 도프된 파이버 앰프로 증폭하고, 비선형 광학결정을 사용하여 자외광으

로 파장변환된 고조파를 사용해도 된다. 또한 단일파장 발진레이저로서는 예를 들어 이테르븀ㆍ도프ㆍ파이버 레이저

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상기 각 실시형태의 노광장치에 있어서, 노광용 조명광으로서는 파장 100 ㎚ 이상의 광에 한정되지 않고, 파장 10

0㎚ 미만의 광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최근 70㎚ 이하의 패턴을 노광하기 위해, SOR 이나 플라스

마 레이저를 광원으로 하여, 연 X 선 영역 (예를 들어 5 내지 15㎚의 파장역) 의 EUV (Extreme Ultraviolet) 광을 발

생시킴과 동시에, 그 노광파장 (예를 들어 13.5㎚) 하에서 설계된 전반사 축소광학계 및 반사형 마스크를 사용한 EU

V 노광장치의 개발이 실행되고 있다. 이 장치에 있어서는 원호 조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와 웨이퍼를 동기주사하여 스

캔노광하는 구성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치도 본 발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전자선 또는 이온빔 등의 하전 입자선을 사용하는 노광장치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선 노광

장치로서, 예를 들어 마스크상에서 서로 분리된 250㎚ 각 정도의 다수의 서브필드에 회로패턴을 분해하여 형성하고, 

마스크 상에서 전자선을 제 1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시프트시킴과 동시에,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마스

크를 이동하는 것에 동기하여, 분해 패턴을 축소 투영하는 전자광학계에 대해 웨이퍼를 상대 이동하고, 웨이퍼 상에서

분해 패턴의 축소 이미지를 서로 연결하여 합성 패턴을 형성하는 마스크 투영방식의 노광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앤드 스캔방식의 축소 투영노광장치 (스캐닝 스테퍼) 에 본 발명이 적용된 경우

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예를 들어 미러 프로젝션 얼라이너, 프록시미티방식의 노광장치 (예를 들어 X 선이 조사되는 

원호형상 조명영역에 대해 마스크와 웨이퍼를 일체적으로 상대 이동하는 주사형의 X 선 노광장치) 등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투영광학계는 축소계뿐만 아니라 등배계, 또는 확대계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용 노광장치 등) 를 사용해

도 된다. 또한 투영광학계는 굴절계, 반사계 및 반사굴절계 중 어느 것이어도 된다. 또한 노광용 조명광의 파장에 의해

광학소자 (특히 굴절소자) 에 사용가능한 초재나 코팅재의 종류가 제한되고, 또한 초재마다 그 제조가능한 최대구경

도 다르므로, 노광장치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노광파장이나 그 파장폭 (협대폭) 및 투영광학계의 필드사이즈나 개

구 수 등을 고려하여 굴절계, 반사계 및 반사굴절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광파장이 190㎚ 정도 이상이면 초재로서 합성석영과 형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사계 및 반사굴절

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굴절계도 비교적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다. 또 파장이 200㎚ 정도 이하인 진공자외광에서는, 

그 협대역화된 파장폭에 따라서는 굴절계도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파장이 190㎚ 정도 이하에서는, 초재로서 석영 

이외에 적당한 것이 없고 또한 파장의 협대화도 곤란해지는 점에서, 반사계 또는 반사굴절계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

다. 또한 EUV 광에서는 복수 장 (예를 들어 3 내지 6장 정도) 의 반사소자만으로 이루어지는 반사계가 채택된다. 또

한 전자선 노광장치에서는 전자렌즈 및 편향기로 이루어지는 전자광학계가 사용된다. 또 진공자외역의 노광용 조명

광에서는 그 감쇠를 저감하는 기체 (예를 들어 질소,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 로 광로를 채우거나, 또는 그 광로를 진

공으로 하고, EUV광, 또는 전자선에서는 그 광로를 진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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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장치뿐만 아니라, 각형의 유리플레이트 상에 액정표시소자 패턴

을 전사하는 액정용 노광장치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나 유기 EL 소자 등의 표시장치, 박막 자기헤드, 촬상소자 (CC

D 등), 마이크로머신 및 DNA 칩 등을 제조하기 위한 노광장치, 나아가서는 마스크 또는 레티클의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장치 등에도 널리 적용할 수 있다. 또 반도체소자 등의 마이크로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광노광장치, EUV 노광장

치, 프록시미티방식의 X 선 노광장치 및 전자선 노광장치 등에서 사용되는 레티클 또는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 유리

기판 또는 규소 웨이퍼 등에 회로패턴을 전사하는 노광장치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광노광장치 (DU

V 광이나 VUV 광) 등을 사용하는 노광장치에서는 일반적으로 투과형 레티클이 사용되고, 레티클 기판으로는 석영유

리, 불소가 도프된 석영 유리, 형석 또는 수정 등이 사용된다. 또 EUV 노광장치에서는 반사형 마스크가 사용되고, 프

록시미티방식의 X 선 노광장치, 또는 마스크 투영방식의 전자선 노광장치 등에서는 투과형 마스크 (스텐실 마스크, 

멤브레인 마스크) 가 사용되고, 마스크 기판으로는 규소 웨이퍼 등이 사용된다.

또 본 발명에 관련되는 스테이지장치는 상기 서술한 노광장치를 비롯한 반도체 소자 등의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리소그래피 장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레이저 리페어 장치, 검사장치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한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치 이외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 제조방법》

다음에 상기 서술한 각 실시형태의 노광장치를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사용한 디바이스 제조방법의 실시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도 16 에는 디바이스 (IC 나 LSI 등의 반도체 칩, 액정패널, CCD, 박막 자기헤드, 마이크로머신 등) 의 제조예의 플로

우 차트가 나타나 있다. 도1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먼저 단계 201 (설계 단계) 에서 디바이스의 기능ㆍ성능설계 (예

를 들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회로설계 등) 를 실행하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패턴설계를 실행한다. 계속해서 단계

202 (마스크 제작 단계) 에 있어서, 설계한 회로패턴을 형성한 마스크를 제작한다. 한편 단계 203 (웨이퍼 제조 단계)

에 있어서 규소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제조한다.

다음에 단계 204 (웨이퍼 처리 단계) 에 있어서 단계 201 내지 단계 203 에서 준비한 마스크와 웨이퍼를 사용하여 후

술하는 바와 같이 리소그래피 기술 등에 의해 웨이퍼 상에 실제의 회로 등을 형성한다. 이어서 단계 205 (디바이스 조

립 단계) 에서 단계 204 에서 처리된 웨이퍼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조립을 실행한다. 이 단계 205 에는 다이싱 공정, 

본딩 공정 및 패키징 공정 (칩 봉입) 등의 공정이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마지막에 단계 206 (검사 단계) 에서 단계 205 에서 작성된 디바이스의 동작 확인 테스트, 내구 테스트 등의 검사를 

실행한다. 이러한 공정을 거친 후에 디바이스가 완성되고, 이것이 출하된다.

도 17 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에서의 상기 단계 204 의 상세한 플로우 예가 나타나 있다. 도 17 에서 단계 211 (산화 

단계) 에서는 웨이퍼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단계 212 (CVD 단계) 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한다. 단 계 21

3 (전극형성 단계) 에서는 웨이퍼 상에 전극을 증착에 의해 형성한다. 단계 214 (이온 주입 단계) 에서는 웨이퍼에 이

온을 주입한다. 이상의 단계 211 내지 단계 214 각각은 웨이퍼 처리의 각 단계의 전처리 공정을 구성하고 있고, 각 단

계에서 필요한 처리에 따라 선택되어 실행된다.

웨이퍼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상기 서술한 전처리 공정이 종료되면, 이하와 같이 하여 후처리 공정이 실행된다. 이 

후처리 공정에서는 먼저 단계 215 (레지스트 형성 단계) 에서 웨이퍼에 감광제를 도포한다. 계속해서 단계 216 (노광

단계) 에서 위에서 설명한 리소그래피 시스템 (노광장치) 및 노광방법에 의해 마스크의 회로패턴을 웨이퍼에 전사한

다. 다음에 단계 217 (현상 단계) 에서는 노광된 웨이퍼를 현상하고, 단계 218 (에칭 단계) 에서 레지스트가 잔존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의 노출부재를 에칭에 의해 제거한다. 그리고 단계 219 (레지스트 제거 단계) 에서 에칭이 끝나

필요없게 된 레지스트를 제거한다.

이들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웨이퍼 상에 다중으로 회로 패턴이 형성된다.

이상 설명한 본 실시형태의 디바이스 제조방법을 사용하면, 노광공정 (단계 216) 에서 상기 각 실시형태의 노광처리

가 사용되므로, 높은 스루풋으로 레티클의 패턴을 웨이퍼 (W) 상의 각 쇼트영역에 전사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집적도

의 디바이스의 생산성 (수율을 포함) 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노광장치에 의하면, 다른 장치 성능을 손 상시키지 않고, 스루풋 향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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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의 디바이스 장치에 의하면 스루풋 향상과 함께 스테이지 구동계의 사용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의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의하면, 디바이스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

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및

상기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늦어도 노광종료후로부터,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

해 상기 양 스테이지의 상기 주사방향에 관한 감속이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어도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1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상기 설정정보를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1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을 행하고 있을 때부터 상기 설정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 및

그 이후의 복수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整定) 기간전까지, 상기 설

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5.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차

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및

상기 물체 상에서의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임의의 행 중의 최종 구획영역의 노광종료후, 다른 행의

최초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에 의해 상기 양 스테이지의 이동제어가 행해지는 동안에, 상기 

다음의 행 중의 복수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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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다음 행의 구획영역마다 노광개시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 기간전까지, 상기

설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7.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차

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 및

상기 물체 상의 상기 복수의 구획영역 전부를 노광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의 설정정보를, 상기 물체 상의 각 

구획영역의 소정점과의 위치맞춤에 사용되는 배열정보의 검출동작의 종료후, 첫번째 구획영역의 노광이 개시될 때까

지의 동안에,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로 보내는 제어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상의 구획영역마다, 노광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 기간전까지, 상기 설

정정보에 따른 양 스테이지의 위치설정 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파라미터는, 노광에 앞서 계측된 상기 구획영역의 배열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상기 설정정보는, 

소정의 스테이지 좌표계에 대한 구획영역의 배열오차에 의해 생기는 구획영역간 이동량의 보정값을 고려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영역의 배열오차는, 상기 물체의 회전오차, 상기 물체의 이동을 규정하는 스테이지 좌표계의 직교도 오차, 

상기 물체의 스테이지 좌표계 상에서의 오프셋, 상기 물체의 배율오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1.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

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및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 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가 상

기 주사방향에 관하여 감속될 때,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한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제어를 개시하는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2.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

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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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및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 중의 구획영역간에서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하는 조주(助走)동작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

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은 상이한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의 상기 감속개시전에 상기 양 스테이지가 등속이동되는 

후정정기간을, 노광개시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 기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동시에,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

료후의 저크곡선의 피크를 노광개시전의 저크곡선의 피크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은 동일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비주사방향이 상이한 행의 구획영역간에서의 상기 조주동작시에는, 4 극화된 저크곡선

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4 극화된 저크곡선은 적어도 2 극이 상이한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8.
제 12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양 스테이지의 상기 주사방향으로의 상기 구획영역간의 상기 조주동작과 병행하여, 적

어도 2 극이 상이한 형상이고 합계 4 극화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상기 비주사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구획영역간의 이동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19.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 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

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및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 중의 구획영역 사이에서는,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등속이동시키는 후정정기간을 상기 노광

종료후의 감속개시전에 확보하고, 상이한 행간에서의 이동시에는,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 직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의 감속동작을 개시하는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20.
제 1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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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상의 1 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을 위해, 상

기 양 스테이지가 상기 주사방향으로 감 속후에 가속되는 조주동작과 상기 물체 스테이지가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

는 비주사방향으로 이동하는 구획영역간의 이동동작이 동시 병행적으로 행해지고, 또한 상기 물체 스테이지의 상기 

비주사방향으로의 이동동작이 상기 다음의 구획영역의 노광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 기간전에 종료되도록,

상기 양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21.
물체를 유지하고 2 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스테이지; 및

상기 스테이지가 소정의 제 1 축방향으로 감속후에 가속되는 제 1 축방향 이동동작과 상기 제 1 축방향과 직교하는 

제 2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제 2 축방향 이동동작이 동시병행적으로 행해지도록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동시에, 상

기 제 1 축방향 이동동작시에, 2 극화된 부호가 반전된 저크곡선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

는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지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제 2 축방향 이동동작시에는, 적어도 2 극이 상이한 형상이고, 합계 4 극화된 저크곡선

에 따른 지령값에 기초하여 상기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지 장치.

청구항 23.
리소그래피 공정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제 1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노광장치를 사용하여 노광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제조방법.

청구항 24.
마스크와 물체를 소정의 주사방향으로 동기이동시켜, 상기 물체상의 복수의 구획영역으로 상기 마스크의 패턴을 순

차적으로 전사하는 노광장치로서,

상기 마스크를 유지하고 적어도 상기 주사방향으로 이동가능한 마스크 스테이지;

상기 물체를 유지하고 2차원 평면내를 이동가능한 물체 스테이지; 및

상기 양 스테이지의 이동을 제어하는 스테이지 제어계를 구비하고,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주사방향과 직교하는 비주사방향의 동일 행 중의 구획영역간에서는, 상기 주사방향의 

이동동작과 상기 비주사방향의 이동동작의 동시병행적인 이동동작을, 1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료후에 상기 양 

스테이지를 상기 주사방향으로 등속이동시키는 후정정 기간 동안에 상기 물체 스테이지에 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스테이지에, 상기 동시병행적인 이동동작을, 다음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전의 

상기 양 스테이지의 동기 정정 기간의 개시전까지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동기 정정 기간의 개시전까지, 상기 비주사방향의 이동동작을 종료하도록 상기 물체 

스테이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지 제어계는, 상기 물체 스테이지에, 상기 동시병행적인 이동동작을, 상기 1개의 구획영역에 대한 노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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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직후로부터 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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