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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방법

(57) 요약

웨이퍼 (21) 의 중심점 (O) 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그 웨이퍼의 절결부 (21a) 를 소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웨

이퍼를 위치 결정할 때에,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 (2, 3, 8, 9) 이, 라인 센서 (4) 의 중심부를 지나 그 연재방향으로 연재하

는 직선 상에 웨이퍼 시트 (16) 의 회전 축선 (B) 을 위치시켜, 웨이퍼를 얹은 웨이퍼 시트를 그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키

고, 연산수단 (24) 이.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웨이퍼의 외주연의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결과

에 의거하여, 웨이퍼의 절결부 위치와, 웨이퍼의 최대 또는 최소 편심 반경을 구하고, 그 구한 결과로부터 웨이퍼의 중심점

이 상기 소정 위치에 위치하여 그 웨이퍼 절결부가 소정 방향으로 향할 때의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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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으로 산출하고,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 (2, 3, 8, 9) 이, 그 산출된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에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각도가 일치하도록 웨이퍼 시트 (16) 를 이동 및 회전시켜 정지시킨다. 이에 의해 웨이퍼 위치 결정

작업에 있어서 속도 및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라인 센서와,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웨이퍼 시트와, 그 웨이퍼 시트를 2차원 또는 3차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과 동

시에 소정의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킬 수 있는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과, 연산수단을 구비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가,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에서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원형 웨이퍼 외주연(外周緣)

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결과에 의거하는 상기 연산수단에서의 웨이퍼의 중심점 위치 및 절결부 각도의 산출공정을

거쳐, 웨이퍼의 중심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그 웨이퍼의 절결부를 소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웨이퍼의 위치

결정을 실행할 때에,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이, 상기 라인 센서의 중심부를 지나 그 연재방향으로 연재하는 직선 상에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을 위치시켜, 상기 웨이퍼를 얹은 상기 웨이퍼 시트를 그 회전 축선 둘레에 회전시키고,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상기 웨이퍼의 외주연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

의 검출결과에 의거하여, α, β1, β2 및 Lm 을 구하고, 이하의 식 (1) 부터 식 (4) 까지의 식에 의해, 상기 웨이퍼의 중심점이

상기 소정 위치에 위치하여 그 웨이퍼의 절결부가 상기 소정 방향을 향할 때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에 대한 ΔX, ΔY 및 θ를 각각 기하학적으로 산출하고,

상기 웨이퍼 구동 수단이, 상기 웨이퍼를 교체하지 않고, 상기 산출한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에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가 일치하도록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기 ΔX, ΔY만큼 이동시키는 동시에 상기 θ만큼 회전시켜

정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

[d＝Lm－r … (1)

θ＝γ＋[β1＋β2＋arcsin{(d/r)sin(β1－α)}

＋arcsin{(d/r)sin(β2－α)}]/2 … (2)

ΔX＝dsin(θ－α) … (3)

ΔY＝dcos(θ－α) … (4)

단,

Lm : 웨이퍼의 최대 편심반경 또는 최소 편심반경,

d : 편심 중심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과 웨이퍼 중심점의 어긋남 거리

r : 웨이퍼의 반경 (기지수(旣知數))

θ: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를 소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정지시키기 위한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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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최초에 편심반경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까지의 각도,

β1 :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 최초 단까지의 각도,

β2 :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 최종 단까지의 각도,

γ: 웨이퍼 중심 둘레의, 소정 방향을 향한 절결부와 센서 방향이 이루어야 하는 각도 (지정값),

ΔX : X축 방향 이동거리,

ΔY : Y축 방향 이동거리,

이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회전각도 θ를 구하기 위해 상기 식 (2) 대신에 이하의 근사식 (5) 을 사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

[θ≒γ＋[β1＋β2＋(d/r){sin(β1－α)＋sin(β2－α)}] … (5)

단, 기호는 제 1 항에서와 동일하다.]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의 절결부 위치를 구하기 위해,

이하의 식 (6) 에서, 편심 중심 둘레로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회전한 각도의 미소 변위각에 대해 ΔL1 이 0 에서 양

으로 된 0 에서의 각도 β1 를 구하고,

이하의 식 (7) 에서, 편심 중심 둘레로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회전한 각도의 미소 변위각에 대해 ΔL2 가 양에서 0

으로 된 0 에서의 각도 β2 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

[ΔL1＝[dcos(β1－α)＋(r2－d2sin2(β1－α)}1/2]－L … (6)

ΔL2＝[dcos(β2－α)＋(r2－d2sin2(β2－α)}1/2]－L … (7)

단, L : 편심반경 (측정값) 이고, 그 외의 기호는 제 1 항에서와 동일하다.]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의 절결부 위치를 구하기 위해,

이하의 식 (6) 에서, 편심 중심 둘레로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회전한 각도의 미소 변위각에 대해 ΔL1 이 0 에서 양

으로 된 0 에서의 각도 β1 를 구하고,

등록특허 10-0649926

- 3 -



이하의 식 (7) 에서, 편심 중심 둘레로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회전한 각도의 미소 변위각에 대해 ΔL2 가 양에서 0

으로 된 0 에서의 각도 β2 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

[ΔL1＝[dcos(β1－α)＋(r2－d2sin2(β1－α)}1/2]－L … (6)

ΔL2＝[dcos(β2－α)＋(r2－d2sin2(β2－α)}1/2]－L … (7)

단, L : 편심반경 (측정값) 이고, 그 외의 기호는 제 2 항에서와 동일하다.]

청구항 5.

라인 센서와,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웨이퍼 시트와, 그 웨이퍼 시트를 2차원 또는 3차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과 동

시에 소정의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킬 수 있는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과,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에서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원형의 웨이퍼 외주연의 상

기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결과에 의거하는 상기 연산수단에서의 웨이퍼의 중심점 위치 및 절결부 각도의 산출공정을 거쳐,

웨이퍼의 중심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그 웨이퍼의 절결부를 소정 방향을 향하게 하여 웨이퍼의 위치 결정을

실행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이, 상기 라인 센서의 중심부를 지나 그 연재방향으로 연재하는 직선 상에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을 위치시켜, 상기 웨이퍼를 얹은 상기 웨이퍼 시트를 그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키고, 다시 상기 연산수단이 산

출되는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에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가 일치하도록 상기 웨이퍼 시트를

ΔX, ΔY 만큼 이동시키는 동시에 θ만큼 회전시켜 정지시키고,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상기 웨이퍼의 외주연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

의 검출결과에 의거하여, α, β1, β2 및 Lm 을 구하고, 이하의 식 (1) 부터 식 (4) 까지의 식에 의해, 상기 웨이퍼의 중심점이

상기 소정 위치에 위치하고 그 웨이퍼의 절결부가 상기 소정 방향을 향할 때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 위치 및 회전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을

이용한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

[d＝Lm－r … (1)

θ＝γ＋[β1＋β2＋arcsin{(d/r)sin(β1－α)}

＋arcsin{(d/r)sin(β2－α)}]/2 … (2)

ΔX＝dsin(θ－α) … (3)

ΔY＝dcos(θ－α) … (4)

단,

Lm : 웨이퍼의 최대 편심반경 또는 최소 편심반경,

d : 편심 중심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과 웨이퍼 중심점의 어긋남 거리

r : 웨이퍼의 반경 (기지수(旣知數))

θ: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를 소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정지시키기 위한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

등록특허 10-0649926

- 4 -



α: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최초에 편심반경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까지의 각도,

β1 :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 최초 단까지의 각도,

β2 : 편심 중심 둘레의 웨이퍼의 초기 기준위치로부터 절결부 최종 단까지의 각도,

γ: 웨이퍼 중심 둘레의, 소정 방향을 향한 절결부와 센서 방향이 이루어야 하는 각도 (지정값),

ΔX : X축 방향 이동거리,

ΔY : Y축 방향 이동거리,

이다.]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웨이퍼 반송용의 아암 및 핑거와, 상기 아암 및 핑거의 구동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

청구항 7.

라인 센서와,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웨이퍼 시트와, 그 웨이퍼 시트를 2차원 또는 3차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과 동

시에 소정의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킬 수 있는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과,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에서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원형의 웨이퍼 외주연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

결과에 의거하는 상기 연산수단에서의 웨이퍼의 중심점 위치 및 절결부 각도의 산출공정을 거쳐, 웨이퍼의 중심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그 웨이퍼의 절결부를 소정 방향을 향하게 하여 웨이퍼의 위치 결정을 실행하는 웨이퍼 위치 결

정 장치와, 웨이퍼 반송용의 아암 및 핑거와, 상기 아암 및 핑거의 구동 수단을 구비하고, 제 1 항 내지 제 4 항까지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웨이퍼 위치 결정 방법을 이용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위치 결정장치가 웨이퍼를 수취한 위치로부터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승시켜 웨이퍼의 위치 결정을 실행하는

경우, 상기 아암 및 핑거의 구동 수단은, 상기 핑거를, 상기 웨이퍼 시트에 웨이퍼를 인도한 위치에 대기시키고,

상기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가 웨이퍼를 수취한 위치에 상기 웨이퍼 시트를 유지하여 웨이퍼의 위치 결정을 행하는 경우,

상기 아암 및 핑거의 구동 수단은, 상기 핑거를, 상기 웨이퍼 시트에 웨이퍼를 인도한 위치의 아래 위치에 대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라인 센서와,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웨이퍼 시트와, 그 웨이퍼 시트를 적어도 일차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소정의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킬 수 있는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과,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

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원형의 웨이퍼 외주연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결과에 의거하는 상기 연산수단에서의 웨

이퍼의 중심점 위치의 산출공정을 거쳐,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으로 상기 웨이퍼의 중심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켜

상기 웨이퍼를 위치 결정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산출공정에 앞서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을 상

기 라인 센서의 중심부를 지나 그 연재방향으로 연재하는 제1 직선 상에 위치 결정할 때에,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이, 기준판이 얹혀진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기 제1 직선과 직교하는 제2 직선 상에서, 상기 라

인 센서가 상기 제1 직선방향의 상기 기준판의 최외 외주연를 검출할 때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의 위치를 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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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사이를 그 회전 축선이 꺽어 2회 이상 통과하도록 회전시키지 않고 이동시킴과 동시에, 상기 2점의 일방 또는 쌍방, 또

는 상기 2점의 외측 점에서 꺽을 때에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기 회전 축선 둘레로, 360°와 그 배수를 제외하는 임의의 각도

로 회전시키고,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의 꺽임 이동에 의해 상기 기준판이 상기 라인 센서를 비회전상태에서 2회 이상 통과할

때에 그 라인 센서가 얻은 데이터와 상기 회전각에 의거하여 기하학적으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1 직선의 교점의 위치

를 산출하고,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이, 상기 산출한 교점의 위치에 상기 회전 축선을 이동시켜 상기 제1 직선 상에 상기 회전 축선

을 위치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의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판이 원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의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위치 결정 방

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의 꺽임 이동에 의해 상기 원반이 상기 라인 센서를 통과할 때에 그

라인 센서가 얻은 데이터와 상기 회전각에 의거하여 기하학적으로 상기 교점의 위치를 산출할 때, 상기 라인 센서의 정점

이 가로지르는 상기 원반의 외주연의 2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수직2등분선 상에 그 원반의 최외 외주연이 있는 것으

로 하고, 상기 라인 센서가 상기 제1 직선방향의 상기 기준판의 최외 외주연을 검출할 때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축선

의 위치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의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를 꺽을 때에 회전시키는 각도가 90°또는

1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의 웨이퍼 시트 회전 축선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12.

라인 센서와, 웨이퍼를 얹을 수 있는 웨이퍼 시트와, 그 웨이퍼 시트를 적어도 일차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소정의 회전 축선 둘레로 회전시킬 수 있는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과, 연산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각도

와 그 웨이퍼 시트에 얹혀진 원형 웨이퍼 외주연의 상기 라인 센서에서의 검출결과에 의거하는 상기 연산수단에서의 웨이

퍼의 중심점 위치의 산출공정을 거쳐,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으로 상기 웨이퍼의 중심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켜 상

기 웨이퍼를 위치 결정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 수단이, 기준판이 얹혀진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기 라인 센서의 중심부를 지나 그 연재방향으로 연

재하는 제1 직선과 직교하는 제2 직선 상에서, 상기 라인 센서가 상기 제1 직선방향의 상기 기준판의 최외 외주연을 검출

할 때의 상기 웨이퍼 시트의 회전 축선의 위치를 걸치는 2점 사이를 그 회전 축선이 꺽여 2회 이상 통과하도록 회전시키지

않고 이동시킴과 동시에, 상기 2점의 일방 또는 쌍방, 또는 상기 2점의 외측의 점에서 꺽일 때에 상기 웨이퍼 시트를 상기

회전 축선 둘레로, 360°와 그 배수를 제외하는 임의의 각도로 회전시켜, 다시 상기 연산수단이 산출하는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1 직선의 교점의 위치로 상기 회전 축선을 이동시켜 상기 제1 직선 상에 상기 회전 축선을 위치 결정하고,

상기 연산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의 꺽임 이동에 의해 상기 기준판이 상기 라인 센서를 비회전상태에서 2회 이상 통과할

때에 그 라인 센서가 얻은 데이터와 상기 회전각에 의거하여 기하학적으로, 상기 제2 직선과 상기 제1 직선의 교점의 위치

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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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시트 구동수단이 상기 웨이퍼 시트를 꺽을 때에 회전시키는 각도가 90°또는 1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위치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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