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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제작 공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반도체 제작 공정중 웨이퍼 외주부 부분의 포토레지스

트를 제거한 후, 그 제거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회전 척과, 상기 척위에 수평으로 

놓이면서 상기 척에 의해 회전하는 반도체 웨이퍼와, 지지대에 의해 상기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상부에 이격되어 

위치하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를 촬상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상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사진 현상 공정의 플로우차트.

도 2는 웨이퍼 외주부에 남아 있는 포토레지스트와 비드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3은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및 비드가 정상적으로 제거된 형태를 보여주는 상면도.

도 4는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및 비드가 비정상적으로 제거된 형태를 보여주는 상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례인 장치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6은 촬상된 이미지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7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나타낸 촬상 지점의 일실시예.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51: 웨이퍼 회전 트랙 본체 52: 스핀 척

53: 웨이퍼 54: 비젼 장치

55: 비젼 장치 지지대 56: 전송 케이블

57: 분석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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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작 공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반도체 제작 공정중 웨이퍼 외주부 부분의 포토레지스

트를 제거한 후, 그 제거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칩은 많은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DRAM의 MOSFET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

저 실리콘 기판위에 게이트(gate) 산화막으로 사용될 SiO2층을 성장시킨 다음, 게이트로 사용될 폴리실리콘(polysili

con) 층을 그 위에 성장시키고 워드 라인(word line), 소스(source) 및 드레인(drain)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현상 공

정(Photolithography), 불순물 주입 공정(Implanting) 및 에칭(Etching) 공정을 거치게 한다.

상기 공정 중 사진 현상 공정은 패턴 형태를 가진 마스크(Mask)를 반도체 웨이퍼 상에 위치시키고, 빛을 통과시켜 마

스크 하부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에 그 형태를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수율(yield)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정은 포토레지스

트를 코팅하는 단계부터 최종 현상까지 정밀성 및 무결점성을 요구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사진 현상 공정의 플로우차트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웨이퍼는 포토레지스트가 산화막 등의 표면에 잘 접착되도록 HMDS(Hexamethyldisilane) 처리를 한다(11). 

그 다음 웨이퍼를 일정 온도로 냉각하고(12),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여 웨이퍼의 회전 원심력에 의해 상부 전면에 균

일하게 퍼지도록 한다(13).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후, 용제를 증발시키고 동시에 회전력으로 인해 발생한 포토레지

스트 내부의 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70~ 90도 정도로 약 0.5~ 30분간 초벌 구이(Soft bake)를 행한다(14). 초벌 구

이가 끝나면 일정 온도로 식힌 뒤(15),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EBR(Edge Bead Removal) 공정을

거치면(16), 노광 전 단계가 완료된다. 그 후 마스크(Mask)를 정렬하고 노광(exposure) 공정(17) 및 현상(develop) 

공정(19)을 행하면서 웨이퍼 상에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웨이퍼 가장 자리의 포토레지스트 제거를 좀 더 확실

하게 하기 위해서 노광 공정 중이나 그 후에, WEE(Wafer Edge Exposure) 공정을 거칠 수 있다(18). 패턴 형성 후, 

현상된 감광막의 잔여 용액을 제거함과 동시에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벌 구이(post-bake)를 거치게 된다(20).

포토레지스트는 일반적으로 점성을 가진 액상 형태로 스핀 코터(spin coater) 장비에서 회전하는 웨이퍼 상에 공급되

며 웨이퍼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의해 기판 외주부 부분까지 퍼지면서 코팅되게 된다. 웨이퍼는 디스크 형태의 회전

척(chuck)상에 놓여지는데, 이 척의 직경은 웨이퍼의 직경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웨이퍼가 위에 놓여지면 척은 

진공을 이용하여 웨이퍼 뒷면을 단단하게 붙드는 형태이다.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웨이퍼를 마스크에 의해 노광시킬 때, 노광은 웨이퍼의 칩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빛을 받은

부분의 화학결합이 깨어져 단위분자로 분리되어 녹는 양성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칩 영역이 아닌 가장 

자리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노광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웨

이퍼에 코팅된 포토레지스트는 균일한 두께로 코팅되고 그 이상의 과다 용액은 웨이퍼 외주부에서 원심력에 의해 웨

이퍼에서 튀겨져 나와 코터 벽면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다 용액 중 일부가 웨이퍼 외주부 및 

뒷면(backside)에 비드(bead) 형태로 뭉쳐져 남게 된다. 도 2는 웨이퍼(21) 외주부에 남아 있는 포토레지스트(22)와 

웨이퍼 뒷면에 만들어진 포토레지스트 비드(23)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문제는 클램프 등의 이송 기구가 웨이퍼를 이송시킬 때, 접촉하는 부분이 웨이퍼 외주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웨이퍼 

외주부에 포토레지스트가 남아 있다면, 상기의 접촉에 의해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들이 벗겨져 나와 공정상 

파티클로 작용하고, 결국 칩에 불량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이유로 포토레지스트의 도포 후, 용제를 뿌려 외주부의 포

토레지스트를 녹여 없애는 사이드 린스(SideRinse)나 EBR(Edge Bead Removal) 공정을 행하게 된다. 또한, 좀 더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 양성 포토레지스트인 경우, 별도로 외주부를 노광시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WEE(Wafer 

Edge Exposure) 공정을 추가로 행할 수도 있다. WEE 공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단부에 광원이 장착된 노광기가 직선

운동하면서, 먼저 웨이퍼 플랫존에 대한 노광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광케이블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척이 1회전 

또는 2회전하면서 링 타입의 웨이퍼 외주부에 연속적으로 노광을 행한다. 이 노광 후 현상 공정을 거치면 현상액에 노

광된 외주부 부분도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 3은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및 비드가 제거된 이상적인 형태의 웨이퍼를 보여주는 상면도이다. 이상적인 형태란 

웨이퍼 외주부에서 일정한 폭(d)으로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만약 상기 공정 중 포토레지스트 제거가 일정하게 되지 않은 경우, 가령 웨이퍼가 척에 물릴 때나 그 이후에 

척의 회전 중심과 웨이퍼 중심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광막 제거가 균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 

4처럼 불균일한 형태로 제거 될 수 있다. 도시된 상태는 하나의 예로써, 제거 공정시 웨이퍼 회전이 불균일함으로 인

해 오른쪽 편은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벗겨진 반면에, 왼편은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웨이

퍼의 포토레지스트는 왼편에 쏠려 있는 형태이고, d1의 폭이 d2의 폭보다 좁은 형상이다. 이러한 회전 불균형은 기계

장치의 결함이나 공정상의 불안정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웨이퍼 오른 쪽 가장 자리에 존재하는 칩들은 포토

레지스트가 제대로 덮어주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공정에서 원하지 않는 에칭이 되기도 하고, 또한 웨이퍼 왼쪽 편의

포토레지스트는 전술한 이유로 파티클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웨이퍼 공정 수율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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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제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종래에는 

이 검사 단계가 현상 공정이 완료된 후, 또는 제품 완성 후에 실시되었다. 가령, 현상 작업이 완료된 로트(lot)를 샘플

링하여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작업자가 육안으로 웨이퍼 외주부를 검사하거나, 또는 제품 완성 후에 전기적 테스트를

통해 웨이퍼 외주부의 불량칩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검사 방법은 실시간 검사가 아니고 시간 지연형 방식의 수작업 형태이므로, 불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미 많은 웨이퍼들이 동일한 상태로 작업된 후이다. 따라서, 해당 런(run)을 거친 웨이퍼 전체가 불량이 되

었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작업자의 육안 검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공정 관리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형 수작업 검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상태를 촬상 장치로 촬상하여 그 

이미지를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공정 이상 유무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의 장치와 방법을 통하여 정확하면서도 빠른 검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발견하고 재조정하도록 하여 반도체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특히,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상기와 같은 자동화된 장치 및 방법을 이

용함으로써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검사 장치는, 회전 척과, 상기 척위에 수평으로 놓이면서 상기 척에 의해

회전하는 반도체 웨이퍼와, 지지대에 의해 상기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상부에 이격되어 위치하면서 상기 반도체 웨

이퍼 외주부를 촬상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상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인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

의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

체 웨이퍼를 회전척에 수평으로 놓는 단계와, 상기 회전척을 회전시켜 반도체 웨이퍼를 회전시키는 단계와, 상기 반

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상부에 이격되어 위치하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를 촬상하는 촬상 장치를 이용하여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외주부 이미지를 촬상하는 단계와, 상기 촬상된 이미지에서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

와의 거리차를 얻는 단계와, 상기 거리차를 미리 설정된 임계값 영역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비교에 의해 거리차가 

임계값 영역을 벗어날 경우 공정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을 경우 공정 이상 없음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이 구현된 장치의 일실시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웨이퍼 회전 트랙 본체(51) 내부에, 회전하는 스핀 

척(52)이 장착되고 웨이퍼(53)는 스핀 척 상부에 수평으로 놓여지게 된다. 또한 웨이퍼 외주부에 위치하면서 웨이퍼 

외주부의 상태를 촬상하여 형성된 이미지를 분석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분석 장치(57) 등으로 케이블(56)이나 기타 전

송 통로를 통해 전송하는 촬상 장치, 또는 비젼 장치(54) 및 이 비젼 장치를 지지하고 이동시키는 지지대(55)가 도시

되어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공정인 EBR이나 WEE 후 그 즉시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서, 일단 외주부의 포토

레지스트가 제거된 웨이퍼는 현상 공정을 전후 해서 상기 장치의 스핀 척 위에 놓여진다. 그 다음 스핀 척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일정 속도로 회전시키면, 비젼 장치가 도시된 웨이퍼 외주부의 위치에서 웨이퍼 상면을 순간적으로 촬상하

게 된다. 비젼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등도 가능하지만 장치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내시경 타입의 광화이

버 형 광학 현미경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촬상된 화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터 등의 분석 장치(57)에 인터페

이스 되어 이미지를 상기 분석 장치로 전송하여야 한다.

도 6은 촬상된 이미지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젼 장치(54)가 웨이퍼 

외주부의 이미지를 촬상(61)하여 분석 장치로 전송, 입력하면, 분석 장치는 알고리즘에 따라 이미지를 필터링하고 색

보정을 행하는 등 일반적인 화상 처리 절차를 거쳐서(62), 웨이퍼 외주부와 포토레지스트 외주부를 판별하고(63) 그 

폭(도 3의 d)을 측정한다(64). 측정된 폭은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되고 난 뒤(65), 비교 결과가 임계값을 넘어가면 공

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장치 스스로, 또는 이에 연결된 제어 장치에 의해 공정 이상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66). 공정 이상에 대한 조치는, 가령 경보 등을 발령하여 작업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라인을 정지시

키면 되는데, 라인이 정지하면 원인이 된 기계적인 불안정성이나 공정 결함을 보정하는 보정 절차(calibration)를 즉

시 거치게 함으로써, 후속되는 많은 웨이퍼들이 동일한 공정 결함상황에서 작업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 촬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된 촬상 이미지는 이미지 분석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웨이퍼 외주부 끝부분과 포토레지스트 끝부분을 구분하고 그 폭을 측정한 다음, 미리 설정한 임계치 

또는 에러치 내부에 포함되는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공정 이상 유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EBR이나 WEE공정 등에

서 제거된 포토레지스트 폭이 2mm 정도라고 할 때, 사전에 임계치를 ±10%로 설정하면, 촬상된 이미지에서 분석된 

d값이 1.9mm ~ 2.1mm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공정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d값이 상기 범위 바깥의 값으로 판

단된 경우에만 공정 이상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기 임계치는 공정 조건 및 정밀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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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촬상 이미지만으로도 공정 이상 유무 파악이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상

황을 좀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하나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웨이퍼는 굳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으며 정지

상태로 촬상해도 된다. 하지만, 이 때는 촬상 장비가 포토레지스트의 치우침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찍을 수도 있

으며, 이렇게 되면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정 각도로 떨어져 있는 다수 개의 웨이퍼 외주부 이미지들을 촬상,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촬상된 이미지

들 중 어느 하나의 측정값이라도 임계치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공정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다수 개의 외주부 이미지를 촬상하는 방법은, 도 5처럼 하나의 고정된 비젼 장치가 웨이퍼 외주부 상부에 위치한 후, 

웨이퍼를 일정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촬상할 수도 있고, 또는 다수 개의 비젼 장치를 미리 웨이퍼 외주부들에 소정 간

격으로 위치시키고 웨이퍼는 정지한 상태, 또는 약간만 회전시키면서 촬상할 수도 있다. 또는 비젼 장치가 트랙을 따

라 회전하면서 촬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다수 개의 이미지를 촬상할 때는 360°를 등분하여 촬상할 수 있도록 촬상 시간 간격을 일정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일초에 1회전하는 웨이퍼에 대해 하나의 비젼 장치로 초당 6회 촬상할 경우, 60°

간격마다 촬상하는 것이므로 포토레지스트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경우에도 정확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감지해 낼 수 있다. 도 7은 6개의 촬상 지점인 P1~ P6를 웨이퍼에 나타낸 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d1~ d6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아내고, 두 값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공정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이 때, 플랫존 영역인 P5에서 촬상되는 이미지는 허공을 찍게 될 것이므로 분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

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한다. 포토레지스트 제거가 잘못되는 경우, 보통 포토레지스트가 일방향으로 치우치는 형

상이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촬상 지점은 대각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도 7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촬상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원하는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고

려하여 적절한 촬상 이미지 갯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본 발명자의 실험에 의하면 대략 4~ 6개 정도의 이미지를 촬상

하여 그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트랙 장치는 기존의 스핀 코터 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기존의 스핀 코터에 

비젼 장치만 장착하면 되며, 따로 새로운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단, 스핀 코터를 이용할 시에는 

비젼 장치 표면의 렌즈 등이 포토레지스트 용액이나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추가 장

치가 필요할 수 있다. 간단한 추가 장치로는 셔터 등을 렌즈 앞부분(60)에 달아서, 촬상 단계 외에는 이 셔터를 닫아 

렌즈가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촬상 단계 시에만 비젼 장치를 트랙의 촬상 위치로 오

게 하고, 촬상이 끝나면 지지대를 이용하여 비젼 장치를 트랙과는 멀리 떨어진 위치로 옮기거나 또는 특별히 만들어진

벽면의 보호집내로 들어가도록 하여 오염원과 격리시킬 수도 있다. 도 5에서 비젼 장치가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58)

로 이동하거나, 또는 모듈 한쪽에 만들어진 보호집(59)내로 비젼 장치가 이동된 모습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 5

처럼 비젼 장치는 트랙 옆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트랙 상부로 수직 이동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 오염원과 떨

어지도록 배치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자동화된 비젼 장치를 장착하여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것이므

로, 기존 방식인 분리형 검사의 문제점인 검사 시간 지연과 그에 따른 다량의 불량 웨이퍼 발생 및 수율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육안 검사를 지양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검사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적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코터 장비등

을 간단히 개조하면 되므로 설치 비용등에서도 유리하다.

당업자가 본 발명을 살펴보면, 본 발명이 웨이퍼 외주부의 레지스트 제거 상태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웨이퍼 외주부

의 시각적 검사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음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제거 공정을 시각적으로 검사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에 있어서,

회전 척과,

상기 척위에 수평으로 놓이면서 상기 척에 의해 회전하는 반도체 웨이퍼와,

지지대에 의해 상기 척의 상부에 일정거리 이격되어 위치하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를 촬상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상 장치와,

상기 촬상장치로부터 촬상이미지가 전송되며, 상기 촬상이미지로부터 상기 반도체 웨이퍼상의 외주부에 대한 포토레

지스트 제거상태가 일정한지를 분석하는 분석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분석장치를 포함하며,



등록특허  10-0403862

- 5 -

상기 분석 프로그램은, 상기 촬상이미지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상에서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지점으로부터 반도체 웨

이퍼의 외주부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상기 거리를 기설정되어 있는 기준값 범위와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외주부에 대한 포토레지스트의 제거상태가 일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척은 포토레지스트 코팅 장치의 회전 척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장치는 광 화이버 형 광학 현미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장치의 촬상부 앞면에는 개폐 가능한 셔터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장치는 상기 지지대의 운동에 의해 웨이퍼 외주부로부터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장치는 상기 지지대에 의해 상기 촬상 장치의 전면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집내

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와,

소정의 외주부의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외주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을 촬상하는 단계와,

상기 촬상된 이미지에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 상의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지점부터 반도체 웨이퍼의 외주부 지점까

지의 거리를 구하는 단계와,

상기 거리를 미리 설정된 기준값 범위와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비교 단계에서, 만약 상기 거리가 기준값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공정 이상으로 판단하고, 만약 상기 거리가 기준

값 범위내인 경우 공정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토레지스트 제거 상태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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