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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제조 배출 가스의 산화 처리용 배기 가스 스트림처리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공정(1210)으로부터의 폐기 가스 내의 기상 배출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오존과 같은 산소 함유 가스가 첨가될 수 있는 산화 유닛(123
8)을 포함하며, 할로 화합물(예컨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퍼플루오로카본), CO, NF3, 산화 질소 및 산화 황과 같은 
배출물 내의 산화 가능한 종의 산화를 수행하도록 에너지(예컨대, 열, 고주파, 전기, 마이크로웨이브 등)를 입력한다.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산소 함유 가스 공급원과 결합된 습식 세정기(1248)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스 스트
림은 습식 세정 작업 중에 산소 함유 가스(1220)와 접촉하여, 처리 중에 가스 스트림 내의 산화 가능한 종의 제거를 촉
진한다.
    

대표도
도 1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작업, 광전 처리(photovoltaic process) 등에서 발생되는 배출 가스와 같은 산업 배출 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배기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산화, 가스 세정, 입상 고체 제거 및 기타
의 단위 조작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개량에 따르면, 오존이나 다른 산소 함유 반응물이 채용되어 
할로겐화물, 할로카본, NOx , 수소화물, SOx , NF3 및 기타 유기 화합물 및 무기 화합물과 같은 산화 가능한 종을 제거
하는 배기 가스 처리 공정을 효율을 향상시킨다.

    배경기술

산업적인 유체 폐기물 스트림의 처리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단위 조작 및 이에 상응하는 개별적인 처리 장치들이 통
합되어 상류의 공정 설비로부터의 배출물을 처리한다.

    
예컨대, 반도체 제조 배출물, 광전 처리 폐가스의 처리를 위한 다양한 통합형 열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들 통합형 시스템은 대개 CVD, 금속 에칭, 에칭 및 이온 주입 공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업적
인 통합형 시스템에는 델라텍 제어식 분해 산화(Delatech Controlled Decomposition Oxidizer: CDO), 둔쉬시흐트 
안라겐 시스테메(Dunnschicht Anlagen Systeme: DAS), 이스케이프 시스템(Escape system) 및 에드워드 서말 공
정 유닛(Edwards Thermal Processing Unit(TPU)이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들 시스템 각각은 고온 산화부
로부터의 폐가스의 온도 제어를 위한 습식 급냉부(wet quench)와 조합되는 배기 가스의 산화 분해용 열처리 유닛과, 
산화 공정에서 형성된 산 가스 및 미립자의 제거를 위한 습식 세정 시스템이 합체되어 구성되어 있다.
    

델라텍의 CDO에 있어서, 열 시스템은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튜브를 구비하는데, 이 튜브는 배기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특히 제거하기 어려운 화합물의 소실을 위하여 화염식 삽입형 수소 주입 시스템(flame-based insertable Hydrogen 
Injection System: HIS)과 선택적으로 조합되어도 좋다. 전술한 DAS 이스케이프 시스템에 있어서, 열 산화기는 화염 
기초형이며, 산화제로서 공기 또는 O2 를, 연료로서 메탄 또는 수소를 사용한다. TPU에 있어서는, 열 산화기는 산화제
로 공기 또는 O2를, 그리고 연료로 메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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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의 상업적인 시스템 외에도, 배기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독립형 단일 
단위 조작 시스템(stand-alone single unit operational systems)이 있는데, 이들 시스템에는 a) 비가열식의 물리적 
흡착식 패킹 베드형 건식 세정기(unheated physisorptive packed bed dry scrubbers), b) 비가열식의 화학적 흡착
식 패킹 베드형 건식 세정기(unheated chemisorptive packed bed scrubbers), c) 가열식의 화학 반응식 패킹 베드
형 건식 세정기, d) 가열식의 촉매 반응형 패킹 베드 건식 세정기, e) 습식 세정기 및 f) 화염 기초 열처리 유닛이 있다. 
각 단위 조작 기술은 처리 대상 가스 스트림의 특성에 따라 특정 용례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이들 개별적인 기술은 특정 배기 스트림 성분을 위한 독특한 세트의 제거 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들 기
술은, a) 제거 필요성이 있는 배기 가스 스트림 성분이 단일의 제거 기술로서 문제의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 
기구 경로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하거나, b) 특별한 제거 기구에 반응하지 않는 가스 스트림 성분 종의 특정 서브셋(su
bset)이 가스 스트림의 성분 종이 감소 없이 배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 탁월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한 독립형의 단위 조작 기초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는 그 시스템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분류의 가
스 각각을 위한 처리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이들 처리 유닛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통합형 설비 해결책의 실행은 최초 설비 제조업자 보다는 최종 사용자에게 분명히 덜 편리한데, 그 이유는 최초의 설
비 제조업자는 첫 번째 경우의 단일의 소형 처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 조작 처리 유닛을 합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로, 최종 사용자는 통합형 조립 및 조작을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되는 독립형 유닛을 실질적으로 변형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의 설비 제조업자가 통합한 배기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특정 용도에서는 분명히 단일 단위 조작 시스
템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대개는 예컨대 산화, 급냉 및 세정의 단위 조작을 행할 수 있는 이들 통합형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에는 산화 섹션의 입구 영역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섹션에서의 막힘, 산화 섹션에서의 
입자의 발생 및 세정 섹션에서의 산 가스의 불량한 세정, 산 가스 및 미립자의 세정을 위한 많은 물의 소비, 그리고 산
과의 수용성 혼합물의 축적 및 응결을 초래하는 세정 섹션으로부터의 포화 폐가스의 응결이 있다.
    

입구 막힘은 (a) BCl3 또는 WF6 와 같은 물에 민감한 도입 가스와 불균질하거나 균질한 형태의 가수 분해 반응을 초래
하는 산화 섹션의 연소 생성물로서의 수증기의 역류, (b) 열에 민감한 도입 가스의 열에 의한 열화(劣化), 그리고 c) 
시스템의 천이 지점에 기인한 도입 가스의 응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입구 막힘의 
문제는 입구를 고체 축적물 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플런저 기구 또는 다른 고체 제거 수단을 합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
지만, 이들 기구는 상당한 비용과 이 시스템에 대한 노동력을 추가시킨다. 다른 예로서, 입구 막힘의 문제는 시스템 전
반에 관한 것일 수 있어서 입구를 고체 축적물 없이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예방 정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방 정비는 시스템의 정지 및 생산 설비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손실을 요구한다.

기존의 가스 사용 지점 배출물 처리 시스템도 습식 세정 공정으로부터의 폐수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플랜트 설비에서 
문제에 부딪힌다. 많은 플랜트가 이들 사용 지점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 중의 불소(F) 종의 처리, 또는 보다 일
반적으로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 자체로부터 유발되는 폐수의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통합 시스템의 물 세정 및 급냉부도, 미국 남서부에서 통상적인 조건인 공정 설비에 사용 가능한 원수(原水)의 질이 나
쁜 경우 막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물의 부족, 비싼 물의 가격, 배출되는 물의 높은 폐기 비용도 많은 지역
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몇몇 경우에 이들 요인은 막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 설비에 고품질의 탈이온수를 사용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세정기나 급냉부의 막힘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고품질의 탈이온수
의 상당한 가격과 관련하여 소유주에게 매우 높은 비용을 부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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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작업에 있어서, 세정기 내에서의 산 가스의 저급한 세정은 이들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유속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작은 유량을 처리하는 세정탑의 직경은 그에 상응하게 작으며, 이는 종래의 대직경 패킹의 사용과 결합되
면 과도하게 크고 세정탑에 큰 벽 효과(wall effects)를 초래하는 패킹 요소 직경 대 컬럼 직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러한 세정탑은 결과적으로 많은 유량의 물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공정 가스의 포켓(pockets)이 세정기 시스
템을 통해서 미처리된 채 통과하는 상태에서 채널링(channeling), 넘침 및 슬러징(slugging)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의 저급한 세정에 기인하여, 이들 시스템 하류의 배관에서 보통 부식이 발견되는데, 이는 세정기로부터의 미처리 
폐기 가스의 응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출물 스트림 중의 할로겐화물이 처리되는 경우, 세정탑으로부터의 폐기 가스는 
세정기의 저급한 세정 성능의 결과로서 미세정 할로겐 성분을 함유하게 된다. 그 미처리 할로겐 성분은 VLE 이슬점 조
건에서 응결되는 고도로 농축된 산과, 예상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산/물 혼합물의 풀(pools)의 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개량된 산업 배기 가스 처리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배기 가스의 물에 의한 세정 및 산화 처리를 이용하는 개량된 통합형 배출물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스템의 막힘 및 고체 축적의 감수성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개량된 산업 배기 가스 처리 시스
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 기술의 세정기 시스템에 비하여 세정 작업에 필요한 물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수세식 세
정을 활용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반도체 제조, 광전 처리 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배기 가스 처리용으로서 선행 기술 시스
템의 전술한 결점들을 극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은 예컨대 산업 가스 배출물, 예컨대 반도체 재료 및 장치의 제조시 생성되는 산업 가스 배출물의 현장 처리(p
oint of use treatment)를 위하여 구성 및 배치될 수 있는 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에 있어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여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
을 부여하는 가스 산화 유닛과;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고 그 가스 스트림을 산화 유닛으로 방
출하는 산화전 세정 유닛과; 선택적으로는 산화 유닛으로부터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여 그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세정 가
능한 성분을 제거하는 산화후 세정 유닛과; 시스템 내의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더욱 저감하기 위하여 산소 
함유 가스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산소 함유 가스 공급원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산소 함유 가스 공급원은 가스 스트림 자체일 수 있는데, 산화 유닛으로 도입되는 가스 스트림은 가스 스트림의 
성분으로서 산소 함유 가스, 예컨대 오존을 함유한다. 가스 스트림의 그러한 산소 함유 성분은 상류의 공정, 가령 반도
체 제조 작업에 있어서의 플라즈마 처리 공정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오존은 다른 산화제 가스 종과 함께 발생된다. 가스 
스트림은 시스템의 산화 유닛 내의 산화 조건에 있는 경우 가스 스트림에 내재하는, 선택적으로는 본 발명의 주어진 용
법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면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 함유 가스에 의하여 증대되는 산화제 가스 종을 이용하여 
산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별법으로, 산소 함유 가스는 전체적으로 외부 공급원, 가령 가스 처리 시스템의 산화 유닛
에 공급 관계로 결합된 산소 또는 오존 발생기로부터 처리 시스템으로 공급되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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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한 가지 양태는 수용성 세정 매체로 가스 스트림을 세정시킴으로써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산소 함유 가스, 예컨대 오존이 가스 스트림을 수용성 세정 매체로 
세정시키기 전에 세정 매체에 도입되는 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수용성 세정 매체는, 예컨대 오존이나 다른 산
소 함유 가스를 함유하는 수용성 세정 매체에 의하여 가스 스트림의 후속 세정에서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액상 파괴(liquid-phase destruction)하도록, 오존이 부가되는 보급수(make-up water) 또는 재순환수를 포함해도 
좋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 산소가 증진되는(oxically-enhanced)" 액체 세정이 산화 유닛 처리와 관련하여 가
스 스트림의 사전 세정 및/또는 후속 세정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산소가 증진되는 세정을 독립 작업으로 수행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한 가지 양태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으
로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여 가스 스트림에 그것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산화 조건을 부여하도록 
배치된 산화 유닛과, 산화 유닛에 결합된 오존 공급원과, 가스 스트림 및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
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가지 양태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여 가스 스트림에 그것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산화 조건을 부여하도록 
배치된 산화 유닛과, 산화 유닛에서 산화 처리되기 전의 가스 스트림을 세정시키기 위하여 산화 유닛의 상류에 배치된 
습식 세정기와, 상기 가스 스트림 및/ 또는 상기 습식 세정기와 상기 산화 유닛 중 적어도 하나에 오존을 제공하는 오존 
공급원과, 상기 가스 스트림 및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원을 포함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산
화 유닛에 주입하여 그 안에 있는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하
는 단계와; 선택적으로는 산화 유닛의 상류에서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여 그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선택적으로는, 산화 유닛의 하류에서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여 그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정화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가스 스트림을 산소 함유 가스와 접촉시켜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저감을 더욱 촉
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산화 유닛에 가스 스트림
을 주입하여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하는 단계와, 가스 
스트림 및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의 처리 방법으로서, 산화 유닛에 가스 스트림을 주
입하여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하는 단계와; 산화 유닛 내에서의 가스 스트
림의 산화 처리 전에 가스 스트림을 습식 세정 유닛 내에서 습식 세정하는 단계와; 상기 습식 세정 유닛과 산소 유닛 중 
적어도 하나의 상류 및/ 또는 내에서 상기 가스 스트림에 오존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 유닛 내의 오존과 가스 스
트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추가적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퍼플루오로카본, 및 질소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
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산화 가능한 종이 있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함유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가스를 연
소 유닛에 주입하는 단계와, 오존을 연소 유닛에 주입하는 단계와, 연소 유닛 내의 가스 및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가스중의 산화 가능한 종을 감소시키는 산화 가능한 종과 오존 사이의 반응을 증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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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산화 처리가 가스 스트림 중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산화를 위하여 가스 스트림에 초고강도 산
화제를 부가한 산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초고강도 산화제" 라 함은, 가스 
스트림의 산화 처리에 있어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상응하게 이용되는 오존(O3 )을 사용하였을 때 달성되는 것과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가스 스트림 중의 산화 가능한 종의 산화 제거를 달성하는 산화 물질을 말한다. 그러므로, 초고강
도 산화제는 산소 함유 가스와 조합되는 오존, 불소 그리고 적어도 가스 처리 작업에 있어서 오존과 같은 정도로 (처리
되는 가스 스트림 중의 문제의 산화 가능한 가스 성분의 산화 제거 양과 관련하여) 산화에 효과가 있는 산화제 종을 포
함한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양태는 산화 종으로서 산소 함유 가스의 존재 중에 불소를 사용하여 클로로풀루오로 함유 가스 스
트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양태, 특징 및 실시예는 후술되는 실시예로부터 충분히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의 연속적인 섹션이며, 본 발
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공정도의 변형이 도 3에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추가의 배기 가스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이며,

도 6은 도 9의 공정도에 예시된 것과 유사한 공정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로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변형예
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7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각각의 개략적인 공정도이며,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로서, 예비 세정탑과 결합된 가스/
액체 계면의 입구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도로서, 캐비넷 엔클로저 내에 포함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도로서, 그 시스템의 여러 선택적인 보조의 요
부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 1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막힘 방지용 입구 구조의 개략도이며,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가스/액체 계면 구조를 정면에서 본 개략적인 단면도이며,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도로서, 가스 배출물 내의 산화 성분의 감소를 위
하여 오존을 포함한 산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목적은 상응하는 여러 산업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의 배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개선
된 가스 유출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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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집적식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예컨대, 사용 장치의 소형 지점으로서 단일 하우징 내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 즉

(ⅰ) 산(酸) 가스 및 입자 제거를 위한 예비 처리 유닛[예컨대, (예비) 세정기((pre)scrubber)],

(ⅱ) 전열(電熱) 산화기 또는 다른 산화기 유닛,

(ⅲ) 산화기 배출 가스 급냉 유닛,

(ⅳ) 산 가스 세정기 유닛,

(ⅴ) 능동적 기동(起動)의 유동 수단(송풍기, 팬, 펌프 등) 또는 수동적 유동 수단[추출기(eductor), 이젝터, 흡기 노
즐(aspiration nozzle) 등]과 같은 가스 유동 유도 수단,

    
(ⅵ) 예컨대, 유입 가스 온도 제어 수단[예컨대, 열추적 전면 라인(heat-traced foreline), 열교환기 또는 상기 집적 
시스템을 통해 유동되는 가스의 적절한 열특성을 보장하는 다른 수단 등을 포함], 전원 공급 수단[서지 보호(surge p
rotection), 비간섭형 전력 공급(UPS) 접속부 또는 전용 UPS 구성 요소 등], 동작 중에 시스템 내의 공정 조건(온도, 
압력, 유량, 조성)을 모니터링하고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다른 공정 제어 요소 및 하위 조립체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제
어 수단
    

과 같은 구성 요소 일부 또는 그 전체를 포함하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집적식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상류측 공정 설비로부터 예비 세정기와 산화기 및 세정기의 조립체에 유체 
스트림을 도입하는 내폐색(耐閉塞, clog-resistant)형 유입 구조와 함께 상기 조립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실시 형태에 있어서, 상기 내폐색형 유입 구조는, 서로 직렬 관계로 연결되고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배치되는 제
1 및 제2 유동 통로부를 포함하는데, 이들 유동 통로부는 상기 직렬 연결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직한 단일의 유동 통
로를 형성하고, 이 유동 통로를 통해 입자형 고체 함유 유체 스트림이 상류측의 그러한 입자형 고체 함유 유체 공급원으
로부터 상기 유입 구조에 대해 유체 스트림 수용 관계로 배치된 하류측의 유체 처리 시스템으로 유동할 수 있다.

상기 제1 유동 통로부는 유입 구조의 상측부이고, 다공성 금속 또는 다공성 세라믹 또는 다른 적당한 구조 재료로 형성
되어 상기 유동 통로의 제1 상측부를 에워싸는 가스 불투과성의 내벽을 포함한다. 상기 가스 불투과성의 내벽에는 상기 
유동 통로의 상측부와 경계를 이루는 내면이 있다.

상기 가스 불투과성 내벽은 외벽에 의해 상기 내벽에 대해 이격된 관계로 에워싸는 식으로 둘러싸인다. 상기 외벽은 그 
특성이 다공성이 아니지만, 그 외벽에는 저압 가스 유동 포트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각 가스 불투과성 
내벽과 이를 에워싸는 외벽 사이에는 환형의 내부 체적이 형성된다.

    
상기 저압 가스 유동 포트는 예컨대, 저압 가스가 적당한 밸브 및 제어 수단에 의해 상기 환형의 내부 체적 내로 미리 
정해진 낮은 유량으로 유동하고, 후속하여 그 저압 가스가 환형의 내부 체적으로부터 상기 유동 통로 내로 유동할 수 있
도록 저압 가스 공급원과 유동 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제1 유동 통로부의 외벽에는 선택적으로 고압 가스 유동 포트
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 이 포트는 그 고압 가스가 상기 환형의 내부 체적 내로 간헐적으로 유동할 수 있도록 고압 가스 
공급원에 유동 관계로 연결되며, 상기 고압 가스류는 (제1 유동 통로부의 유동 통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기 내면
에 적층되었을 수도 있는 임의의 입자를 상기 가스 불투과성 내벽으로부터 세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고압 가스는 마
찬가지로, 적당한 밸브 및 제어 수단에 의해 원하는 압력으로 제어 가능하게 유동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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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유동 통로부는 입자형 고체 함유 유체가 제1 유동 통로부로부터 제2 유동 통로부 내로 하향 유동할 수 있게 
상기 제1 유동 통로부에 직렬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2 유동 통로부는 액체 주입 포트가 있는 외벽을 포함하는데, 
그 액체 주입 포트는 물 또는 다른 공정 액체와 같은 액체의 공급원과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외벽은 제1 및 제2 유동 통
로부의 각 외벽 상에 있는 매트형 플랜지(matable flanges)와 같은 것에 의해 제1 유동 통로부와 연결 가능하다. 상기 
제2 유동 통로부는, 상기 외벽에 대해 이격된 관계로 배치되어 그 사이에 환형의 내부 체적을 형성하는 내측 위어벽(in
ner weir wall)을 포함하는데, 이 위어벽은 제1 유동 통로부의 가스 투과성 내벽을 향해 연장하지만 그 내벽에 못 미쳐
서 연장하여, 제1 및 제2 유동 통로부의 각 내벽 사이에 간극을 제공함으로써 위어를 형성한다. 액체가 제2 유동 통로
부의 외벽과 그 내벽 사이에 있는 환형의 내부 체적 내로 유동할 때, 도입된 액체는 상기 위어를 넘쳐 흐르고, 제2 유동 
통로부의 내벽의 내면으로 흘러 내린다. 상기 내벽으로의 액체의 이러한 하향 유동은 그 벽으로부터 임의의 입자형 고
체를 세정하고, 고체가 내벽의 내벽면에 적층되거나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제1 및 제2 유동 통로부의 상호 플랜지형 접속부(flanged connection)는 상기 유입 구조의 각 제1 및 제2 유동 
통로부의 신속한 분해를 수용할 수 있게 신속한 해제 클램프 조립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유입 구조의 제1 유동 통로부는 최상측의 유입 구조의 신속한 연결 해제 유입부에 접속될 수도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세정 및 보수 목적을 위해 쉽게 분해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배출 가스로부터 산 가스 및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예비 세정기, 배출 가스 스트림 내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 처리하기 위한 산화기, 산화 처리에 후속하여 배출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후속 수(水) 세정
기를 포함하는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예비 세정/산화/세정 시스템에 있어서, 부식성 성분을 함
유하고 있는 고온의 입자 적재 가스 스트림이 산화기에 의해 방출될 때와 같이, 가스/액체 계면 구조에 의해 수용될 때, 
고체의 적층, 폐색 및 부식을 방해하는 가스/액체 계면 구조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스/액체 계면 구조는,
    

수직으로 연장되는 제1 유입 유동 통로 부재로서, 제1 가스 스트림 유로(流路)를 내부에 형성하고, 상기 가스 스트림을 
상기 가스 스트림 유로에 도입하는 상측의 유입구와, 상기 유입 유동 통로 부재 내부의 가스 스트림 유로를 통한 가스 
스트림의 유동에 후속하여 가스 스트림을 가스 스트림 유로로부터 배출하는 하측의 출구 단부가 마련되어 있는 상기 제
1 유입 유동 통로 부재와,

상기 제1 유입 유동 통로 부재를 외측으로 이격된 관계로 에워쌈으로써 그 사이에 환형의 체적을 형성하고, 상기 제1 
유동 통로 부재의 출구 단부 아래의 하측 출구 단부까지 하향 연장되며, 제1 유동 통로 부재의 출구 단부 위에 위치하는 
상측의 액체 투과성부와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가스 스트림 유로를 형성하는 하측의 액체 불투과성부가 마련된 제2 유
동 통로 부재와,

상기 제2 유동 통로 부재를 에워싸는식으로 둘러싸고, 그 사이에 에워싸인 환형의 내부 체적을 형성하는 외벽 부재와,

상기 외벽 부재에 마련되어 액체를 외벽 부재와 제2 유동 통로 부재 사이의 상기 환형의 에워싸인 내부 체적 내로 도입
하는 액체 유동 유입 포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기 외벽 부재의 액체 유동 유입 포트를 통해 도입된 액체는 상기 에워싸인 환형의 내부 체적으로 들어가고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상측 액체 투과성부를 통해 스며 나오는 식으로 유동하여, 후속하여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액체 불투과성
부의 내면으로 하향 유동함으로써,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액체 불투과성부의 내면에 하향 유동 액체 막을 제공하고, 입
자형 고체가 그 표면에 적층되어 누적되는 것을 방해하며, 상기 제1 유동 통로 부재를 통해 유동된 가스 스트림은 제1 
유동 통로 부재의 하측에 있는 출구 단부에서 배출되어,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유로를 통해 유동하고, 후속하여 가스/액
체 계면 구조로부터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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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가스 스트림 유로가 제2 가스 유동 통로 부재의 내벽면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기 구조
의 하측부에 있는 벽과 가스 스트림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 스며 나오는 위어" 
상측부로부터 떨어지는 물의 막(수막)은 입자형 고체가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내벽면에 축적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
한 벽 표면의 기동성 액체 스트림은 가스/액체 계면 구조로부터 배출하기 위하여, 상기 수막과 접촉하는 가스 스트림 내
의 입자를 하측으로 운반한다. 또한, 상기 가스 스트림 내의 부식성 종은 상기 계면 구조의 하측부에 있는 낙하 수막에 
의해 보호되는 벽과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 제2 유동 통로 부재의 상측의 액체 투과성부는 적당한 다공성 구조로 할 수도 있고, 다공성 소결 금속벽 또는 다고
성 세라믹 벽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기공의 크기는 예컨대, 약 0.5 미크론 내지 약 30 미크론의 범위에 있을 수 있거나 
그보다 직경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배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예비 세정기 유닛, 
산화기/급냉 유닛, 세정기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예비 세정기 유닛은 역류 가스/액체 접촉탑을 이용하는데, 이 탑에서 
물은 그 탑의 상측부로부터 하측으로 유동하고, 탑의 하측부에서 도입된 가스와 접촉하며, 상기 배출 가스 스트림은 차
폐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차폐 가스 포트가 마련된 외측의 에워싸는 관형 부재에 대해 동심원으로 배열되고, 전체적으
로 수평으로 정렬된 제1 관형 통로를 포함하는 유입 구조를 통해 도입된다. 상기 배출 가스를 수용하는 내측의 관형 부
재는 상기 외측 관형 부재 내에서 종단된다. 상기 외측 관형 부재는 전체적으로 수평하게 상기 예비 세정탑의 하측부 내
로 연장되는데, 외측 관형 부재에는 대각선으로 절취되어 예비 세정탑의 하측부에 배치되는 개방 단부가 마련되어 있다. 
상기 외측 관형 부재의 대각선으로 절취된 개방 단부는 그 최대 길이의 원주부가 외측 관형 부재의 최소 길이의 원주부 
위에 직경 방향으로 놓이도록 배치되어, 가스 스트림은 내측 관형 부재로부터 외측 관형 부재의 내부 체적 내로 배출되
고 외측 관형 부재의 대각선으로 절취된 개방 단부로부터 예비 세정탑의 하측부 내로 배출된다. 상기 외측 관형 부재의 
최대 길이의 원주부를 외측 관형 부재의 최소 길이의 원주부 위에 배치함으로서, 외측 관형 부재는 예비 세정탑에서 하
측으로 떨어지는 액체가 이러한 관형 부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배치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대각선으로 절
취된 개방 단부로 인하여, 예비 세정탑에 도입되는 가스 유동 스트림은 탑 내로의 진입 지점에서 상기 하측으로 떨어지
는 액체와 접촉하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도 있다.

1. 비폐색형 유입구, 예비 세정기, 산화기, 습윤/건조 계면, 급냉부, 사후 세정기 및 기동성 수단을 포함하는 일체형의 
캐비넷 구조 내에 완전히 집적화된 가스 유출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2. 불화 수소 흡착을 위해 예비 처리 하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예비 처리 하위 시스템은 본질상, 산화 공정 
중에 형성된 미립자를 제거하려고 하기 보다는 입자형 전구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입자의 예비 제거 시스템으로서 사용
된다.

3. 실질상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레벨링(system leveling)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슬릿/홀 주입 형식
의 습윤/건조 계면 또는 다공성 형식의 계면을 제공하는 것.

4. 쉘 측부에 작업 " 유체" 로서 복사 플럭스(radiative flux)를 사용하는 쉘 및 튜브 열교환기 형식의 열교환기를 제공
하는 것.

5. 응축이 없거나 응축을 최소화한 구조로 되어 있고 서머포레틱(thermophoretic) 산 가스 및 입자 세정을 증대시킨 
수 세정기에서(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다른 특징부와 함께) 냉각하는 것; 또한, 유체 배출용 이젝터를 채용하
여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을 처리 시스템의 배출 라인에 "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이러한 배출 수단을 채용
하여 상류측 공정 유닛(예컨대, 반도체 제조 도구)에서의 인출(draw)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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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정기 칼럼 내에 패킹 요소(packing element)로서 서리 제거기 메쉬(demister mesh)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서
리 제거기 메쉬는 작은 직경의 세정기 칼럼에서 벽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세정기 칼럼에서의 
질량 전달 및 열전달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 램덤 패킹이 구비된 세정기 칼럼과 비교할만하거나 그보다 좋으며, 
서리 제거기 메쉬 함유 세정기 칼럼은 비교적 낮은 압력 강하를 달성한다. 세정기 칼럼 상부에서의 공극율(void fract
ion)은 세정기 칼럼을 양호한 입자 수집기로서 구성하도록 융통성 있게 설계할 수도 있고, 랜덤 패킹은 그처럼 융통성 
있지는 않고 그러한 융통성을 상기 서리 제거기 메쉬를 포함하는 세정기 칼럼으로 바로 달성할 수는 없다.
    

7. 상기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그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시에 열 플럭스를 변화시킬 것을 필요로 하는 용례
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산화기에 열전달 증대 삽입물을 사용하는 것.

8. 상기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 내의 산화기 유닛의 급냉부로부터 산화기 유닛의 유입구로의 포화 H 2 O/배출 스트림을 
재생함으로써 퍼플루오로카본(PFCs)의 산화를 위한 저비용의 수소 공급원이 제공된다.

9. 세정할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화학 물질을 상기 예비 세정기에 첨가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예로서는,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 배출물에 NH3 를 첨가하여 암모늄 텅스텐산염(ammonium tungstate)을 형성함으로써, 세정 
제거를 위해 용해도가 증대된 물질이 산출되는 것이 있다.

10. 산화 단계에서 반응물/생성물 고체가 벽에 축적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화기 유닛용으로 발산 튜브 반응기 구
조를 이용하는 것.

11. 급냉 유닛 크기를 최소화기 위하여, 산화기 유닛으로부터 나오는 고온 배출물 스트림을 수용하는 급냉 유닛에 이중 
유체 분무화 노즐(dual fluid atomizing nozzle)을 사용하거나, 별법으로서 급냉 유닛 내에 초음파 노즐 또는 압전 노
즐과 같은 다른 소적(小滴) 분무화 수단을 사용하는 것.

12. 본 발명의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에 특정의 반도체 제조 공정 도구를 일체화하는 것.

13. 예컨대,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반(反)폐색 유입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폐색을 방지하는 배출 가스 도입 
(유입) 수단을 사용하는 것.

14. 전기 또는 화염(메탄, 프로판, 수소, 부탄)을 기본으로 하는 산화를 이용하는 산화기 유닛의 융통성, 및/또는 공기 
또는 O2 를 사용하는 능력.

15. 예비 세정 및 사후 세정 수단으로서 습식 세정기 또는 건식 세정기를 사용하는 것.

16. 유체화된 베드 열산화기 유닛(fluidized bed thermal oxidizer unit)을 사용하는 것.

17. 상기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비(非)PFC-파괴성 PFC-재생/회수 유닛을 사용하는 것.

18. 가스 유동 스트림 층류 경계층을 파괴하는 삽입물을 채용하는 폐색이 없는 산화기 유닛을 제공하는 것.

본 발명은 산화 공정 및 세정 공정이 수행되고, 배출물과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 상류측 공정으로부터 나오는 배출 가스 
스트림을 산화 처리하여 배출 가스 스트림 내의 유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종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고려
한다.

특별한 양태에 있어서, 상기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산화 및 세정 유닛 동작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상기 시스
템은 제일 먼저 상류측 공정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거나 예컨대, 배출 가스 스트림의 산화 처리의 결과로서 배출물 처리 
시스템에서 현장에서 발생되어 입자형 반응 생성물을 야기할 수 있는 가스 스트림 내의 고체 입자의 역효과를 최소화하
도록 구성 및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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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가스/액체 계면 구조를 채용하여, 유체의 유체 역학적 거동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입자형 고체의 축
적을 최소화하며, 시스템 내의 입자 축적에 부수되는 폐색을 억제하는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현재 시판 중에 있는 다른 집적형 열처리 시스템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고 그보다 뛰어
난 집적형 열처리 시스템을 고려한다. 이러한 집적형 가스 처리 시스템은 전방 단부 열처리(front-end thermal trea
tment)를 배출 가스 조건 처리(exhaust gas conditioning)와 결합하고, 최종 사용자가 저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발명의 집적형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전기를 기본으로 하는 열산화 처리 유닛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발
명에 대한 후술 내용은 주로 전기적 열처리 유닛을 채용하는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의 
처리 시스템은 별법으로서, 화염식 처리, 유체화된 베드 처리, 플라즈마 처리 등 다른 열처리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유연한 유닛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듈형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배출 
가스 스트림, 예컨대 반도체 성형 도구 방출물에 맞도록 쉽게 재단할 수 있고, 과도한 노력 없이도 다른 유닛 동작 처리
를 합체하도록 쉽게 변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그 여러 가지 실시 형태에 있어서, 성분 배출 가스 처리 유닛, 관련 유동 파
이프 및 채널 내부에서의 내폐색성, 효율적인 가스/액체 계면 구조로 인한 증대된 내식성, 보수가 요구되기 전까지의 연
장된 온-스트림 동작 시간, 세정 처리가 채용될 때 낮은 물 사용율, 뛰어난 세정 효율, 세정 가능한 배출물 종의 99.9
9 중량% 이상의 제거 수준, HCl, Cl 2 , HF와 같은 할로겐 종에 대한 TLV 수준 미만으로의 감소, TLV 수준 아래로의 
유해한 종의 산화성 파괴, 산화기 유닛의 하류측 공정 라인에서의 부식성 산 응축의 제거,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 내의 
구성 처리 유닛의 융통성 있는 배치, 상류측 공정 설비로부터 복수 개의 배출 가스 공급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같
이 종래의 처리 시스템에 비해 현저한 이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 내에 있는 산화기 유닛을 고려하면, 그 산화기는 배출 가스종을 전열 산화시키기 위해 
전기 전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수소 및 메탄과 같은 연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시스템이 산화 처리시에 퍼플
루오로카본의 파괴를 실행하도록 배치되는 경우, 상기 시스템은 퍼플루오로카본을 파괴하기 위한 H+ 라디컬 공급원으
로서 수증기를 이요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산화 처리를 위한 산화기의 매체는 공기, 산소, 오존 또는 다른 산
소 함유 가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산화기로부터의 고온 배출 가스 스트림의 급냉시에, 그리고 세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스와 접촉하는 물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 물은 액적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동작시에 물 소비
량을 최소화하는 분무화 스프레이 노즐 또는 다른 적당한 분산기(dispersers)에 의해 가스와 접촉하도록 분산된다. 상
당량의 실리카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기로부터의 스트림 처리시에, 실리카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급냉 매체로서 부
식성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종래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비해, 본 발명의 시스템은 내폐색성, 내식성, 물 사용량의 최소화, 처리 시스템의 배출 
가스 공정 유닛을 콤팩트하고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달성한다.

공정 스트림이 가열된 산화 챔버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저온으로 있는 동안에 그 공정 스트림으로부터 입자 및 산 가
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예비 처리 유닛을 채용하여, 하류측 장치의 필수 조건을 단
순화할 수도 있다.

종래의 시스템은 폐색될 수도 있어 특별한 폐색 제거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본 발명의 상기 시
스템은 우선 그 시스템이 폐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고유의 유체 역학에 의존한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풋프린트(footprint)가 적당히 작은 소형의 단일 캐비넷 내에 배치할 수도 있어, 
공정 설비에서 캐비넷이 요구하는 바닥 공간 면적은 최소화된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이 배출 가스 스트림 내의 종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산화 유닛을 이용하는 경우, 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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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체는 깨끗한 건조 공기, 산소, 오존, 산소가 많은 공기, 또는 적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임의의 다른 산소 함유 가스
일 수 있다. 이러한 산소 함유 가스는 산소 함유 가스의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처리할 배출 가스 스트림에 추가될 수 있
고, 또는 산소 함유 가스는 상류측 처리 작업으로부터 나오는 성분으로서 배출 가스 스트림에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하는 반도체 제품의 제조시에, 오존을 포함하는 산소 함유 종이 발생되는 상류측 플라즈마 
처리 챔버로부터 나오는 성분으로서 오존이 배출 가스 스트림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배출 가스 스
트림에 존재하는 오존은 산화 조건 하에서, 예컨대 감소시킬 CO 및 유기 종과 같은 성분과의 가스상 및/또는 액상 산화 
반응에 의해 상기 스트림의 다른 성분과 상호 작용한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배출 가스를 발생시키는 단일의 상류측 공정 유닛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별법으로서, 복수의 배출 가스 공급원이 제공될 수도 있는데, 이로부터 구성분 배출 가스 스트림이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전체 스트림 내로 합쳐져서, 이러한 가스 스트림의 유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성분을 감소시켜, 이러한 성분이 없는 최종 배출물을 산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배출 가스 발생 공정이 실행됨으로 인하여 배출 가스 스트림의 조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
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시에, 텅스텐의 화학
적 증착의 경우, 증착 단계에서 실란 방출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이러한 CVD 작업에 후속하여, CVD 반응기를 세정하
여, NF3 가스상 성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CVD 단계에서 발생된 실란은 CVD 반응기 세정 단계로부터 나오는 NF 3

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고, 이러한 가스상 성분은 단일 처리로 혼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별
도의 처리 공정이 요구된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실시에 있어서, 상기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예비 처리 유닛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유닛에서 
배출 가스는 물과 접촉하여, 유출 스트림의 산화 처리 상류측에서 예비 세정 단계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 처
리는 물로 세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또는 별법으로서 이러한 예비 처리 유닛은 배출 가스 스트림과 접촉하도록 화
학 중화 혼합물(chemical neutralization mixture)을 채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산화 유닛으로부터의 배출물은 물 
또는 화학 중화 혼합물을 사용하여 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넓은 실시에서 고려되
는 세정 유닛 작업에서는 특별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서, 임의의 적당한 세정 매체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별법으로서, 상기 세정 작업은 습식 세정으로보다는 건식 세정 작업으로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종의 건조한 가스 세정 물질을 쉽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들 물질은 본 발명의 넓은 실시 범위 및 
당업계의 기술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채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 채용되는 세정 유닛은 임의의 적당
한 형식일 수 있고, 그 작동시에 고체에 의한 폐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구조 및 구성 처리 유닛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분 
처리 유닛은 열 산화기, 촉매식 산화기, 화염 산화기, 발산 산화기와 같은 각종 형식의 산화기 또는 배출 가스 스트림 조
성 내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시키기 위한 다른 공정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비 처리 유닛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유닛에서 상류측 설비로부터
의 배출 가스 스트림은 수성 매체 또는 화학 중화 조성물과 접촉되고, 또는 별법으로서 건조한 세정 조성물과 접촉하여, 
후속되는 산화 및 세정 처리 전에 배출 가스 스트림 내의 성분 일부를 초기에 감소시킨다. 상기 산화 유닛은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主) 세정 유닛과 일체로 될 수 있는 급냉 영역으로 고온의 배출 가스를 방출하도
록 구성 및 배치될 수 있어서, 산화기 유닛으로부터의 배출 가스 온도는 효율적인 후속 처리를 위해 현저히 감소된다. 
상기 유닛은 펌프, 팬, 압축기, 터빈 등과 같은 능동적 수단, 또는 추출기, 흡기기(aspirator) 등과 같은 수동적 기동의 
유체 구동기와 같은 기동의 유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세정을 위한 수성 매체의 사용과 함께, 산 성분을 제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
하는 pH 수준을 달성한다든지,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물을 배출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중화 공정을 
채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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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형예로서,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배출 가스 스트림의 처리시에, 후룸/플룸(flume/plume) 제어
를 위해 습식의 정전기 침전기(precipirator)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구조 및 설계의 여러 가지 양태는 이하에서 설명한다.

상기 산화기 유닛에는 산화 유닛의 온도 제어식 동작을 위해, 적당한 온도 제어부 및 열추적부가 제공될 수도 있다.

    
상기 배출 가스배출물 유닛은 가스 스트림이 산화 유닛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산 가스 
및 입자를 제거하도록 배치되어, 하류측 장비에 대한 필수 조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비 처
리 유닛은 습식 세정 유닛 또는 별법으로서 건식 세정 유닛, 또는 성분을 습식 및 건식 세정하는 유닛을 포함하는 조합
형 습식 및 건식 조립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습식 세정 시스템은 습식 사이클론, 습식 적층형탑, 습
식 스프레이탑을 포함한다. 이러한 습식탑은 병류(竝流) 영역 또는 역류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다.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예비 처리 유닛은, 예를 들면 습식 스프레이 타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타워는 질소의 도움
을 받는 무화 노즐을 이용해서 타워의 상부로 무화된 세척수를 도입한다. 화학 첨가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저장 및 계량할 수 있는 인라인(in-line) 액체계 정적 혼합기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화학물질을 혼합할 수 
있다. 질소의 도움을 받는 물의 무화는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물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배출 가스의 성분이 산화 유
닛의 상류에서 공기와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습식 처리 유닛의 작동으로부터
의 액체는 세척/급냉 타워의 통합부로서 설계될 수 있는 공통의 유지용 저장용기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
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변형례로서, 습식 스프레이 예비처리 단계는 산성 가스의 흡수 및 입자의 제거를 위한 스
프레이 공급식 벤투리 노즐을 이용한 작동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산화 유닛의 상류에 습식 세척 유닛을 제공하는 본 발명은 산화 유닛에 존재하는 상태 하에서 입자를 형성하는 
작용제인 배출 가스의 흐름 성분을 세척함으로써 산화 유닛에 입자가 형성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전술한 산화 유닛은 임의의 적절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화 유닛은 가열기의 표면과 가열되는 관 사이
에 큰 갭이 있는 포위식 클램쉘 전기 방사 가열기(wrap-around clam-shell electric radiant heater)를 이용하는 
전기열 산화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산화 유닛은 단일의 수직 가열식 관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출 가스가 살포기를 통해 도
입되고, 배출 가스는 차폐 질소 내에서 봉쇄되어 배출 가스가 실제로 산화실 내에 있을 때까지 반응이 억제된다. 일단 
산화실 내에 있으면, 공기나 다른 산화 매체를 봉쇄된 배출 가스의 흐름과 동축으로 흐르도록 분사할 수 있다. 배출 가
스 도입 수단은 산화 유닛의 작동 중에 입자의 축적을 초래할 수 있는 재순환 구역, 와류, 정체 구역 및 다른 이상 흐름 
거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동적(iso-kinetic) 층류를 밀접하게 모사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산화 유닛 내에서 가열되는 관은 필요한 작동 온도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열 제어 수단에 의해 선택적
으로 제어될 수 있다. 산화 유닛 내에서 산화 성분을 점화 및 파괴하기 위해 최소 온도 상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
하게 높은 온도는 관 벽의 표면에 입자가 뭉져서 축적되는 것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열관식 산화 유닛은 입자
가 관 측부의 벽에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 유닛을 통해 흐르는 배출 가스 흐름 중의 유체 흐름이 난류로 천
이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이송을 강화하는 관 삽입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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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산화 유닛은 보다 유속이 높은 기체 흐름을 수용해서 관의 벽의 표면에 입자가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열교
환 관의 군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열교환관 군에는, 산화 유닛의 단일 수직 가열식 관 구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열전
달 강화용 삽입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산화 유닛은 다중 열의 비틀린 관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관은 연속적으로 나선을 그리는 가스 
흐름 경로의 제공을 통해 가스 흐름 중에서 입자가 난류로 뭉치는 것을 최대화하면서, 고속으로 장시간 체류하는 가스 
흐름을 수용한다. 그러한, 장치는 후속 단계에서 기체 흐름으로부터 고형분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입자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산화 유닛의 구성 재료로는, 처리되는 배출 기체 흐름의 특정 화학 성분을 고려한 것이라면 임의의 적절한 구성 재료가 
포함된다. 적절한 재료에는 HF 및 HCl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고온 산화 저항성 합금이 포함될 수 있다. 산화 유닛은 플
루오르치환탄소 성분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환원 분위기 중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환원 상태에 견디기 위한 구
성 재료로서 적절한 합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배출 가스 흐름의 플루오
르치환탄소 성분을 회수해서 재순환하거나 다른 처리를 행하기 위한 유닛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례로서, 산화 유닛은 공기나 다른 산화 매체를 배출 가스 흐름과 혼합하기 위한 고온으로 가열하기 위한 전
기적으로 점화되는 가열기로 구성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그러한 장치는 산화 매체와 접촉해서 혼합되면 배출 가스 흐
름 중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자동 점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산화 유닛의 전체적인 산화 효율이 향상된다.

또 다른 변형례로서, 산화 유닛은 증발형 산화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산화 유닛은 온도가 상승한 산화된 배출 가스 흐름을 생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고온의 흐름은 후속 처리와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최종 방출을 위해 온도를 낮출 목적으로 급냉된다.

    
따라서,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산화 유닛의 하류에 급냉 유닛을 포함한다. 이 급냉 유닛은, 예를 들면 물이나 다른 급
냉 매체를 산화 유닛으로부터의 고온의 배출 가스와 접촉시키기 위해, 공기의 도움을 받는 물 무화 노즐이 있는 단일의 
수직 벽을 포함한다. 잘 정의된 고온/저온 계면을 제공하기 위해 오버플로우 위어(overflow weir) 계면 구조가 급냉부
에 마련될 수 있다. 급냉 유닛은 이슬점 내식성 합금과 같은 적절한 합금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 그 예로는 A16XN, 
Carpenter 20, HaC-22 및 HaB 합금이 포함된다. 급냉 유닛은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다른 처리 유닛에 대한 역 열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으로서, 급냉 유닛은 열전달을 위해 쉘 측에 급냉수가 공급되는, 공동의 흐름이 떨어지는 다중관식 박막 산성 흡수 
컬럼을 포함할 수 있다.

산화 유닛과 급냉 유닛은 이상 흐름 거동과 입자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직선형 가스 흐름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의 
수직 배향으로 정렬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급냉 유닛은 급냉 및 입자 제거를 위한 스프레이 공급식 벤투리 급냉 장치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산화 유닛의 하류에 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세척기는 단일의 수직의 패킹
된 타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패킹 컬럼의 상부에는 액체 분사 매니폴드가 위치하고, 서리제거 패드 또는 다른 서리제거 
장치가 그 위에 배치된다. 세척기에는 액체 공급수가 공급될 수 있는데, 이 공급수는 산화 유닛으로부터 방출되는 배출 
가스와 관련하여 급냉되거나 적절한 온도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급냉되거나 세척기의 상류에서 예비 급냉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척기는 세척 타워 옆에 위치할 수 있는 급냉기를 합체해서 세척수 또는 다른 수성 급냉 매체를 
예비 급냉한다. 서리제거 패드 또는 잔류 연무(작은 크기의 수적)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유사한 기계적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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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대신,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세척기 유닛은 가스 흐름으로부터 연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 흐름이 보다 
큰 수적의 " 녹다운(knock-down)" 스프레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연무 성분을 수력학적으로 최소화하도록 
또는 실질적으로 제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배출 가스 흐름을 주위 온도보다 낮게 급냉해서 현재 주위의 상대 습도 상태,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작업 환경 중의 상
대 습도 상태(배출 가스의 흐름이 반도체 제조 공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보다 낮게 수증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세척 중에 급냉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냉수를 사용하는 것은 패킹된 컬럼 내에서 산성 기체의 흡수와 입
자의 흡수를 강화하기 위해 열전달 효과를 도입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

대안으로서, 세척기 유닛은 급냉수가 흡수 컬럼의 쉘 측에 공급되는 낙하식 박막 산성 흡수 컬럼을 포함한다. 그러한 세
척기 유닛의 경우, 예비 처리 유닛, 급냉기 및 세척기 유닛으로부터의 액체는 세척 컬럼의 바닥에 있는 공통 저장용기로 
배출되도록 유도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사용된 액체의 흐름이 통합되며, 그러
한 저장용기는 그것의 중력 이송 작동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공정 유닛으로부터의 세척 액체 및 다른 액체의 흐름은 원심 펌프, 연동 
펌프, 공기 구동식 펌프, 물 공급식 추출기, 또는 다른 적절한 액체 구동 수단과 같은 적절한 펌핑 수단에 의해 시스템으
로부터 가압 또는 방출될 수 있다.

패킹된 칼럼 세척기에서는 서리 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다른 성분과 마찬가지로 세척기 컬
럼은, 합금, 피복된 구조강 또는 컬럼 내에서 처리되는 유체 흐름 중의 부식성 종(species)에 대해 적절한 내성이 있는 
피복을 갖는 기타 금속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사용된 액체 흐름을 재순환시키면서, 또는 재순환시키지 않으면서 구성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척기 유닛은 건식 세척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척기 유닛과 급냉기 유닛을 건식 
세척기 카트리지 유닛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세척기에는 세척기 유닛으로 건식 또는 습식 분사를 사
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적인 화학물질 예비 처리 유닛이 마련될 수 있다.

    
추출기를 사용해서, 배출 가스의 흐름을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을 통해 흡인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추출기는 내식성이 있고, 플러그(plug)에 내성이 있는 설계로 이루어지며, 청정한 건조 공기 또는 다른 추출 유체를 이
용하고, 조절 밸브 및 컨트롤을 구비해서 필요한 압력 수준에서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적절한 유입 압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출기는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 이용되면, 물 세척기로부터의 수증기로 포화된 배기 흐름에 
가열된 건조 공기를 흐름을 공급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렇게 가열된 건조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배출 가스 흐름의 
상대 습도를 주위의 포화된 상태 아래로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 추출기는 공기, 질소 또는 다른 적절한 추출 매체를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추출기는 적절한 여과 모듈과 결합됨으로써, 추출기 방출 가스가 여과되어 그러한 방출 가스 중의 미세한 입자가 
포획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광범위한 상류 처리 설비로부터의 배출 가스의 흐름을 처리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된 배출 가스는 반도체 제조 플랜트의 텅스텐 CVD 공구로부터의 배출
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플랜트에서는 웨이퍼에 텅스텐을 증착하는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공구를 세정해서 잉
여의 텅스텐 증착물을 챔버 벽, 기초(pedestal) 요소 및 공구 조립체의 전극으로부터 제거한다.

반도체 제조 설비의 작동 중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 및 배출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구조, 장치 및 작동은 상류 처리 설비의 공구와 제조 작업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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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10)에 대한 개략
적인 공정도의 연속적인 부분으로서, 도 3에 파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
리 시스템에 대한 공정도의 변형례이다.

후속 개시에서, 밸브, 계기 및 보조 제어 수단은 본 발명의 현저한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생략했으며, 
본 발명의 현저한 특징은 명확한 이해를 위해 도면에서 개략적인 형태로 도시하였다. 밸브, 파이프, 기구 및 제어 수단
은 당업계의 기술 수준 내에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본 발명의 넓은 실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공정도의 도 1 부분은 열교환 통로(14)를 내부에 수용하는 급냉수 열교환기(12)를 보여주며, 상기 열교환 통로(14)를 
통해 급냉수가 라인(16)으로부터 흘러와서 라인(18)으로 방출된다.

라인(16)은 밸브(26)를 안에 수용하는 드레인 라인(24)과 접합된다. 라인(16) 및 라인(18)은 급냉기의 효율을 최대
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절연될 수 있다. 라인(30) 중의 물은 급냉기(12)를 통해 흘러 매니폴드 라인(32)을 통과하며, 
이 매니폴드 라인(32)으로부터 물이 2개 부분으로 나뉘어, 라인(34) 중의 한 부분은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을 통해 
흐르고, 나머지 부분은 라인(36)을 통해 스프레이 헤드(38)로 흘러 배출 가스 흐름 예비 처리 컬럼(40)으로 도입된다.

배출 가스는 라인(62)으로 도입되어 예비 처리 컬럼(40)으로 통과한다. 라인(62)은 히트 트레이싱(heat tracing)(6
4)으로 절연될 수 있으며, 절연된 히트 트레이싱 특성을 갖는 분기 라인(66)은 도 2에 도시된 공정도의 다음 부분으로 
통할 수 있다.

라인(42)은 처리 시스템용 산화성 가스 공급 라인이고, 라인(44)은 청정 건조 공기 라인이며, 라인(46)은 질소 공급 
라인이고, 이 라인(46)은 도시된 바와 같이, 예비 처리 컬럼(40)으로 흐르는 라인(36) 중의 물에 질소를 도입하기 위
한 질소 공급 라인(47)으로 분기된다. 산화성 가스 공급 라인(42)은 산소, 오존, 공기, 산소가 풍부한 공기, 단일 산소, 
또는 기타 산화성 가스와 같은 산화성 가스의 적절한 소스(도시하지 않았음)와 접합될 수 있다.

    
배출 가스의 흐름은 라인(62)에서 컬럼 유입부(50)로 도입되며,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도로 분기 라인(38)으로부터의 
질소의 첨가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배출 가스의 흐름은 컬럼(40)에서 예비 처리되어, 도 3의 공정도 부분으로 통과하
는 라인(60) 중의 바닥부 흐름을 생성한다. 상기 컬럼은 그 상단부(52)에서 도 2의 반응장치(90)로 통하는 라인(68) 
중의 오버헤드 흐름을 생성한다. 상기 오버헤드 흐름의 일부는 라인(56)에서 상기 컬럼으로 재순환될 수 있으며, 도시
된 바와 같이 라인(58)에 의해 추가적인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에서, 시스템(116)은 라인(46)으로부터 상단부에서 질소를 수용하는 산화 반응장치(90)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산
화성 가스(예를 들면, 산소, 오존 등)가 라인(42) 중에 있고, 선택적으로 분기 도관(108)으로부터의 라인(44)으로부
터의 청정한 건조 공기가 결합되어, 상기 반응장치의 상단부로 통하는 라인(110)에 산소를 포함하는 산화성 가스를 제
공한다.

라인(34) 중의 물은 매니폴드(94)에서 분기 라인(96) 내로 분할되어 도 3에 도시된 시스템의 부분(120)으로 통과해
서 분기 라인(98) 내로 도입되며, 그곳에서 유체 흐름은 라인(44)의 분기 라인(97)으로부터의 청정한 건조 공기에 의
해 증가되어 산화 반응장치(90) 내의 노즐(102)로 통과할 수 있다. 청정한 건조 공기의 나머지는 라인(112)에서 처리 
시스템의 도 3 부분으로 흐른다.

    
산화 반응장치는 라인(100)으로부터 반응 용기의 중간 부분에서 유입구(92)를 통해 물을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
다. 반응장치는 반응장치 가열기(88)를 제공하며, 이 반응장치 가열기(88)는 전력 라인(80)의 분기 라인(82 및 84)
과 결합된 열교환 통로(86)를 안에 포함하고, 상기 전력 라인(80)에 의해 반응장치 가열기(88)가 작동되어 라인(68)
에서 산화 반응장치로 도입되는 배출 가스 흐름을 열 산화시키기 위해 반응장치를 전기적으로 저항 가열한다. 산화 반
응장치에는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상단부 및 하단부를 서로 연결하는 재순환 라인(106)이 마련될 수 있다. 반응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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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배출 가스는 라인(104)에서 처리 시스템의 도 3 부분으로 흐른다.
    

도 3은 처리 시스템의 부분(120)을 포함하며, 라인(96)에서 노즐(126)로 도입되는 물로 세척하기 위한 내부 용적(1
28)을 획정하는 세척기(124)를 포함한다. 배출 가스의 흐름은 라인(104)에서 세척기로 도입된다. 라인(132)에서 세
척기의 바닥부 흐름은 라인(60) 중의 배출 가스 흐름 예비 처리부로부터의 액체와 연결되고,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며, 
폐수 처리부나 그러한 액체의 다른 최종 사용 처리부로 통과한다.

세척된 오버헤드 흐름은 라인(130)에서 추출기(144)로 흐르며, 이 추출기(144)에는 청정한 건조 공기가 라인(112)
으로부터 공급되어 처리 시스템 배출물을 생성하며, 이 배출물은 라인(146)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배출구(150)로 흐
른다. 배출물은 라인(66)으로부터 바이패스 연무가 첨가됨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라인(66)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열 트레이싱되고 절연될 수 있다.

도 3에는 수정례가 파선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펌프(136)를 이용해서 라인(132) 바닥의 액체를 유입 펌프 라인(138)
을 통해 방출 액체 라인(134)으로 재순환하며, 이 방출 라인 액체(134)로부터 재순환 액체는 라인(96)의 세척수와 결
합되어 그 안의 재순환 액체의 처리에 의해 세척 작용을 강화한다. 그 후, 처리된 액체는 시스템으로부터 밸브(142)를 
안에 수용하고 있는 라인(140)으로 방출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가스 배출물
의 흐름은 라인(160, 162, 164 및 166)으로 도입된 후 라인(184)에서 결합되어 통합된 배출물 가스의 흐름을 형성하
며, 이어서 라인(178)과 연결된 열교환 통로(180)를 포함하는 열교환기(182)를 통과한 뒤, 합체된 흐름을 열교환시
킨다. 열교환된 배출 가스의 흐름은 이어서 라인(212)을 통해 배출 가스 흐름의 예비 처리 컬럼(210)으로 흐를 수 있
다.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면 배출 가스 흐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바이패스되어 라인(186)을 흘러 
배출구(256)로 이동할 수 있다.
    

급냉수 열교환기(174)는 라인(168)에서 급냉수 공급물을 수용해서 복귀 급냉수를 복귀 라인(172)으로 방출한다. 라
인(170) 중의 물은 급냉기를 통과한 후 라인(224)에서 메인 질소 공급 라인(216)으로부터의 분기 라인(222) 중의 
질소와 결합되며, 노즐(226)을 통해 예비 처리 컬럼(210)으로 방출된다. 메인 질소 공급 라인(216)으로부터 라인(2
20)을 통해 추가적인 질소를 예비 처리 컬럼(210)으로 도입할 수 있다.

청정한 건조 공기는 라인(176)에서 시스템으로 도입되며, 그 일부는 라인(216) 중의 질소와 함께 라인(240)을 통해 
반응장치(198)의 상단부로 흐를 수 있다. 산소나, 오존과 같은 다른 산화성 가스가 라인(214)을 통해 반응장치로 도입
된다. 반응장치는 라인(230)을 통해 예비 처리 컬럼(210)으로부터 오버헤드 흐름을 수용한다. 전력 라인(218)은 도
시된 바와 같이 반응장치(198)의 전기 저항 가열기(200)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산화 반응장치(198)의 수용하는 용기의 급냉부는 그 상단부에서 라인(202)으로부터의 물을 유입구(208)에서 수용하
며, 물과 청정한 건조 공기의 혼합물이 라인(204)을 통해 용기의 급냉부의 노즐(206)로 도입된다. 용기의 급냉부는 세
척기(194)와 연통한다. 세척기는 그 상단부에서 라인(192)으로부터의 물을 노즐(196)에서 수용한다.

세척기로부터의 오버헤드 가스는 라인(250)을 통해 라인(250)의 추출기(252)로 흐른다. 추출기는 라인(240)으로부
터 라인(259) 중의 청정한 건조 공기를 수용한다. 이어서, 라인(254) 중의 추출된 흐름은 라인(186)으로부터의 임의
의 바이패스된 배출 가스와 결합해서 라인(258)을 통해 처리 시스템의 배출구(256)로 흐른다.

배출 가스 흐름의 예비 처리 컬럼(210)으로부터의 바닥부 흐름과 라인(236) 중의 세척기(194)로부터의 바닥부 흐름
은 라인(238)에서 결합해서 폐액 방출구 또는 다른 처리부로 흐른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실시예의 개략적인 공정도이다. 배출 가스의 흐름은 라인(312) 중
의 질소와, 노즐(306)을 통해 도입되는 라인(302) 중의 물과 함께 라인(312)을 통해 예비 처리 컬럼(308)으로 도입
된다. 노즐(306)로의 물의 흐름은 라인(304)으로부터의 재순환된 액체로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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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처리 컬럼의 오버헤드 흐름은 라인(314)을 통해 산화 반응장치(334)로 흐르며, 이 반응장치는 산소나, 오존과 같
은 다른 산화성 가스를 라인(330)을 통해, 그리고 질소를 라인(328)을 통해 수용한다. 반응장치(334)를 포함하는 용
기에는 전기 저항 가열기(332)가 장착되며, 급냉수가 라인(324)을 통해 용기(333)의 하부 급냉부로 도입된다. 물 또
는 공기/물 혼합물이 라인(320)으로부터 노즐(322)에서 용기(333)의 급냉부로 분사되며, 필요하다면 라인(318)으로
부터의 재순환 액체에 의해 증가된다.
    

    
세척기(336)는 세척된 가스를 라인(356)으로 방출하며, 이 때 세척수가 라인(344)을 통해 흘러, 펌프(342)에 의해 
라인(341)으로 펌핑되는 용기(338)로부터의 처리용 화학물질(340)과 결합되어 세척 액체를 형성하며, 이 세척 액체
는 라인(346)을 통해 흘러 라인(348)의 재순환 액체와 결합되어 노즐(350)에서 세척기(336)로 도입되는 세척 매체
를 제공한다. 세척기로부터의 바닥부 흐름은 라인(304)을 통해 흘러 폐수 열교환기(352)로 이동한 후 라인(354)의 
급냉수와 열교환된다.
    

    
도 6은 도 9의 공정도에 예시된 것과 유사한 처리 시스템의 개략적인 공정도로서,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른 수정
례를 보여준다. 이 도 6의 실시예에서, 세척기(400)는 세척된 오버헤드 흐름을 라인(402)으로 방출하고, 바닥부 흐름
은 라인(404)으로 방출한다. 바닥부 액체의 일부는 라인(408)으로 재순환되어, 열교환기(414)에서 라인(410)의 급
냉수에 의해 열교환된 후, 세척 액체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세척 액체는 라인(430)으로 도입되어 열교
환기(416)에서 메인 라인(410)의 라인(412 및 418)을 통해 흐르는 급냉수에 의해 열교환되는 물을 포함한다. 결과적
인 세척 액체는 펌프(426)에 의해 라인(424)으로부터 펌핑되는 용기(420)로부터 액체 처리 화학물질(422)이 라인(
428)으로 첨가됨에 의해 추가로 증가되며, 라인(430)으로부터의 세척 액체와 결합된 후 라인(406)을 통해 세척기(4
00) 내의 노즐로 흐른다.
    

도 7, 도 8 및 도 9는 각각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른 개략적인 공정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기는 라인(440)내의 물 혹은 물/질소 혼합물과 함께 라인(442)에서 예비 처리 칼럼(438)
으로 도입되며, 상기 라인(440)에서 연기는 라인(446)으로부터의 액체와 접촉하여 라인(443)에서 산화 반응기(450)
로 통과하는 오버헤드를 생성한다. 이 반응기는 산소 혹은 라인(454)에서의 오존과 라인(452)에서의 질소 등과 같은 
다른 산화 가능한 가스를 수용한다. 반응기(450)를 포함하는 용기의 하부는 라인(458)에서의 공기 및 라인(456)에서
의 물과 함께 라인(448)에서 재순환 급냉액을 수용하는 급냉 섹션이 되며, 이들은 노즐(460)에서 급냉 섹션으로 도입
된다.
    

세정기(464)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468)에서 예비 처리 칼럼의 바닥과 라인(47
0)에서 이 바닥과 조합된 세정기 바닥으로부터 유도되는, 라인(478)에서 재순환 라인(472)으로부터의 세정액을 수용
한다. 라인(472)에서의 재순환액은 라인(476)에서의 급냉된 물에 의해 열교환기(472)에서 열교환될 수 있다.

    
라인(478)의 세정액은 라인(494)으로부터의 화학액을 추가하여 증가되어도 좋다. 이러한 용도의 화학액은 라인(482)
에서의 혼합 용기(480)로 도입된 물과 라인(484)에서 용기(480)로 도입된 건식 화학 제품으로 구성된다. 변형예로서, 
또는 추가적으로, 용기(486)내의 액상 화학물은 펌프(490)에 의해 라인(488)에서 라인(492)으로 펌핑될 수 있으며, 
이 라인(492)에서 액상 화학물이 이러한 라인으로 도입된 물과 함께 묽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7에 도시된 
시스템은 본 발명의 처리 시스템의 주어진 최종 사용처에서 필요성 혹은 소망에 따라 세정액의 첨가물로 습식 혹은 건
식 화학 첨가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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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출 가스 스트림은 라인(496)내의 물 혹은 물/질소 혼합물과 함께 라인(498)에서 예비 처
리 칼럼(500)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유체의 일부는 라인(504)에서 분기되어, 라인(506)으로부터 재순환 액체와 조합
되고 그리고 예비 처리 용기의 노즐로 통하게 된다.

예비 처리 칼럼(500)에서, 배출 가스 스트림은 액체와 접촉하여 라인(502)에서 반응기(510)로 통과하는 오버헤드를 
생성한다. 이 반응기는 산소 혹은 라인(516)에서의 오존과 라인(518)에서의 질소 등과 같은 다른 산화 가능한 가스를 
수용한다. 반응기(450)를 포함하는 용기의 하부는 라인(512) 및 라인(514)에서의 물과 함께 라인(508)에서의 재순
환 급냉액을 수용하는 급냉 섹션이 된다.

세정기(520)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라인(540)의 세정액이 라인(530)에서 급냉된 물에 의해 열교환기(
538)에서의 열교환된 후 그 세정액을 수용한다. 라인(524)에서의 세정기 바닥은 라인(526)으로부터의 예비 처리 칼
럼 바닥과 조합되며, 라인(529)에서의 조합된 스트림은 유출하는 폐기액 처리 혹은 다른 처분을 위해 통과할 수 있으
며, 조합된 바닥 액체의 일부는 라인(506)에서 재순환 된다. 세정된 배출 가스는 라인(522)에서 세정기로부터 방출된
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출한 가스 스트림은 라인(544)내의 물 혹은 물/질소 혼합물과 함께 라인(546)에서 예비 
처리 칼럼(542)으로 도입되며, 상기 라인(544)에서 배출 가스 스트림은 라인(548)으로부터의 액체와 접촉하여 라인
(550)에서 반응기(560)로 통과하는 오버헤드를 생성한다. 이 반응기는 산소 혹은 라인(562)에서의 오존과 라인(56
4)에서의 질소 등과 같은 다른 산화 가능한 가스를 수용한다. 반응기(560)를 포함하는 용기의 하부는 라인(556)에서
의 공기 및 라인(554)에서의 물과 함께 라인(558)에서 재순환 급냉액을 수용하는 급냉 섹션이 되며, 이들은 그 내부
에 배치된 노즐에서 급냉 섹션으로 도입된다.
    

세정기(556)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552)에서 예비 처리 칼럼의 바닥과 라인(55
8)에서 이 바닥과 조합된 세정기 바닥으로부터 유도되는, 라인(582)에서 재순환 라인(560)으로부터의 세정액을 수용
한다. 라인(560)에서의 재순환액은 라인(568)에서의 급냉된 물에 의해 열교환기(564)에서 열교환될 수 있다.

    
라인(568) 내의 급냉된 물의 일부는 라인(570)에서 인출되어 라인(572)에서 도입된 물과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열
교환기(580)로 통과한다. 화학 첨가제는 라인(582)내의 화학 제품/물 용액과 혼합한 다음 세정기(556)의 상단부에서 
노즐로 주입됨으로써, 라인(573)내의 세정용 물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라인(560)으로부터의 재순환액과 조합되도록 
펌프(578)의 작용에 따라 라인(576)에서 저장조(574)로부터 첨가될 수 있다. 따라서, 유출하는 가스 스트립의 세정
이 실행되어 라인(562)에서 세정기로부터 방출되어 세정된 오버헤드를 생성한다.
    

도 10은 예비 처리된 유닛, 산화 유닛 및 세정기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출하는 가스 처리 시스
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으로, 세정기 및 산화 유닛은 급냉 챔버를 경유하여 결합되어 있다.

    
상류 공정 유닛(602)은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입구(606)로 들어가는 라인(604) 내의 배출 가스 스트림을 방출한
다. 상기 입구(606)는 개방된 방출단(610)을 갖는 내측 관형 부재(608)와 가스 유동식으로 연통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형 부재(608)는 내부 환상 볼륨(612)을 사이에 제공하기 위해 외측 관형 부재(618)에 동심으로 배열되어 있
다. 외측 관형 부재(618)에는 관형 연장부(622)에 의해 한정된 가스 유입 포트(620)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급 용기(
624)로부터의 가스는 내측 관형 부재와 외측 관형 부재 사이에서 내부의 환상 용적(612)을 통해 유동하도록 라인(62
6)의 관형 연장부(622)로 적절하게 유동하여, 내측 관형 부재의 개방된 방출단(610)에서 방출한 배출 가스 스트림은 
가스 공급부(624)로부터 공급된 가스에 에워 쌓이게 된다.
    

가스 공급부(624)로부터의 가스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라인(626)은 유동 제어 밸브 혹은 예정된 가스의 유량을 관형 
연장부(622)에 공급하기 위한 다른 유동 제어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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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구조체의 외측 관형 부재(618)는 외측 원형 부재(618)의 최대 길이의 외주부가 이러한 관형 부재의 최소 길이의 
외주부 위에 있게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 대각선으로 절단된 배출단(630)을 구비한다. 이런 방법으로, 최대 길이의 외
주부는, 이러한 에워싸인 배출 가스 스트림이 예비 처리 타워(634)에서 낙하하는 액체(632)와 너무 이른 접촉 없이 
가스 공급부(624)로부터의 보호성 가스에 에워싸인 배출 가스 스트림의 흐름의 발전을 허용하기 위해 " 오버행(over
hang)"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비 처리 타워(634)는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의 수집 저장조(636)는 타워로부터 세정
액을 도관(638)에서 수집 및 배수를 위해 제공된다. 타워의 상부(640)에는, 액체 공급부(646)와, 도관(644)에 결합
된 라인(648)으로부터 공급된, 도관(644)으로부터의 예비 세정액이 공급되는 스프레이 노즐(642)이 마련되어 있다. 
라인(648)은 적정한 유동 제어 밸브 혹은 타워(634)로의 예비 세정액을 조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류 공정 설비(602)로부터의 배출 가스 스트림은 입구 구조체를 통해 타워(634)의 하부(650)로 도입되며, 
스프레이 노즐(642)로부터 방출된 예비 세정액(632)과 역류로 접촉한다. 따라서, 배출 가스 스트림은 미립자와 가스
의 산성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세정된다. 그 다음, 미리 세정된 배출 가스는 타워(634)의 상단부를 통과하여 이곳
으로부터 갇힌 물을 제거하기 위해 안개 제거 패드(652)를 통과하며, 그 다음 안개 제거된 배출 가스 혼합물은 입구 유
닛(666)으로 도관(654)에서 통과하며, 이 유닛에서 도관(654)은 라인(674)을 통해 가스 공급원(672)으로부터의 차
폐 가스를 수용하는 플리넘(670: plenum)과 연통하는 대형의 동심의 도관(668)에 대해 동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외
측 도관(668)은 차례로 라인(680)에 의해 플리넘(676)에 결합된 산화 매체 공급부(678)로부터 나오는 공기, 오존, 
산소, 산소가 농후한 공기, 혹은 다른 산소 함유 가스 등의 산화 매체를 수용하는 플리넘(676)에 의해 한계가 정해져 
있다. 라인(674, 680)은 유동 제어 밸브 혹은 해당하는 가스를 조절하기 위해 그 라인에 설치되는 다른 유동 제어 수
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입구 구조체(666)에 의해 도관(654)으로 유입하는 배출 가스 스트림은 질소 및 공급부
(672)로부터의 다른 불활성 가스에 에워싸이며, 산화제 유닛(682)으로 거침없이 도입되어 플리넘(676)으로부터의 
산화제 매체가 공급부(678)로부터 파생된다.
    

산화 유닛(682)은 다중 영역의 산화 반응 챔버일 수 있으며, 가스 유로(684)는 가열기(688)에 의하여 정해지는 내부
의 가스 흐름 경로를 형성한다. 가열기(688)는 전열식 유닛일 수 있거나, 임의의 적절한 가열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가스 흐름 경로(686) 내의 가스는 적절한 고온으로 가열되어 가스 스트림 내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산화
를 실행한다.

    
산화된 배출 가스 스트림은 그 다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핑 위어(weeping weir) 가스/액체 계면 구조체(690)로 도
관(684)을 통과한다. 위핑 위어 가스/액체 계면 구조체는 액체 공급 라인(694)을 경유하여 액체 공급부(692)로부터
의 액체를 수용한다. 위핑 위어 가스/액체 계면은 급냉 챔버(696)에 인접한 도관(684)의 하부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관(684)의 내측벽면은 산화 유닛(682)에서 처리된 배출 가스 스트림에서 고온, 부식 반응 부산
물로부터 격리된다. 이와 동시에, 위핑 위어 가스/액체 계면 구조체는 미립자를 감금하고 도관(684)의 내벽면상에서의 
이들의 누적 및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계면 구조체(690) 아래에 있는 도관(684)의 내벽면에 낙하하는 물의 필름을 공
급한다.
    

급냉 챔버(696)에서, 급냉 공기는 라인(704)을 통해 믹싱 챔버(706)를 향해 물 공급부(702)로부터의 급냉 물의 유
동과 동시에 라인(700)을 통해 급냉 공기 공급부(698)로부터 급냉 챔버로 유동하며, 이 혼합 챔버로부터 결과물인 공
기/물 스트림이 노즐(708)에 의해 급냉 챔버(696)에서 방출되어 배출 가스 스트림의 급냉을 행하게 된다.

그 다음, 급냉된 배출 가스는 팩킹된 베드(716) 및 안개 제거 패드(718)를 통해 세정기 유닛(710)에서 이 유닛의 하
부(712)로부터 이 유닛의 상부(714)로 유동하여, 방출 라인(724)에서 유출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최종 방출을 위해 
추출기(722)의 작동하에서 오버헤드 도관(720)내의 세정기 유닛으로부터 방출되는 처리된 배출 가스 스트림을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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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기 유닛(710)은 그 내부에 설치된 스프레이 노즐(726)을 구비하며, 공급 저장조(730)로부터의 세정 매체가 이것
에 의해 공급 도관(728)으로부터 공급된다. 세정 매체는 물이거나 또는 세정기 유닛의 세정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화학적 보조품을 옵션으로 포함하는 다른 수용성 매체일 수 있다.

    
급냉 챔버는 그 내부에 급냉액 및 세정액을 수집하기 위한 하부의 수집부(750)를 구비하며, 탱크(754)로 방출 도관(
752)에서 유동하며, 이 탱크는 또한 라인(638)에서 예비 처리 유닛으로부터의 바닥 액체를 수용한다. 유출 처리 시스
템에 있는 공정 유닛으로부터의 이러한 " 바닥 액체" 는 탱크(756)내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탱크는 이러한 처리를 
위한 포트(758, 760, 762)를 구비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용 화학물이 첨가될 수 있고, 이에 후속하여 최종으
로 처리된 액체가 방출 도관(764)에서 시스템으로부터 방출 될 수 있다.
    

도 11에는 캐비넷(800) 내에 안치되어 있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처리 시스템이 대략 도시되어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특징은, 배출물 공급 라인(804)으로부터의 배출물을 수용하는 배출 
가스 스트립 입구 도관(802)이 반도체 제조 설비와 같은 상류 공정 유닛(806)으로부터의 배출 가스 스트림을 이송하
는 것에 있다. 입구 도관(802)은 라인(818)에서 저장조(816)로부터의 가스를 수용하는 유입 포트(814)를 구비하는 
원통형 벽(812)을 포함하는 가스를 덮는 구조체와 연통한다. 벽(812)은 내부 가스가 침투 가능한 벽(820)과 함께 내
부의 환상 볼륨(822)을 형성하며, 이 볼륨으로부터 저장조로부터의 도입 가스가 가스 침투 가능한 벽(820)을 통해 유
동하며, 입구 도관(802)으로부터 도입된 배출 가스 유동 스트립을 에워싼다. 그 다음 배출 가스 스트림은 예비 처리 유
닛(826)의 제1 레그(824)를 통해 하방향으로 유동한다. 예비 처리 유닛의 제1 레그(824)에는 공급 도관(830)에 연
결된 스프레이 노즐(828)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도관은 번갈아 공기 및 물(도시 생략)의 적절한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방으로 유동하는 배출 가스 스트림은 노즐(828)로부터 도입되는 액상의 배출 가스 스트림으
로부터 미립자를 구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를 미리 처리하고 그 산도를 줄이기 위해 공기/물 스프레이와 접촉한다. 
그 다음, 완성된 액체는 예비 처리 유닛의 하부인 U자형의 부분(832)에서 수집되며, 매니폴드 도관(842)에 의해 세정
기 유닛(이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의 기름통(840)과 연통하는 기름통(839)으로 도관(834)에 의해 흐르게 된다.
    

    
그 다음 후속하여 예비 처리 유닛의 제1의 레그에 있는 공기/물 스프레이와 접촉하는 배출 가스 스트림은 이러한 유닛
의 제2의 레그를 통해 상향으로 유동하며, 이 유닛에서 배출 가스 스트림은 도관(848)에 의해 결합된 노즐(846)로부
터 액체의 적절한 공급원, 즉 물 혹은 다른 세정 매체(도시 생략)로 분사되는 아래로 낙하하는 물과 역류하면서 접촉한
다. 예비 처리 유닛(826)으로부터, 예비 처리된 배출 가스 스트림은 도관(850)에서 열 산화 유닛(852)으로 통과하며, 
이 유닛은 배출 가스 유동 파이프(854)를 포함하며, 이 파이프의 내부 볼륨(856)을 통해 배출 가스 스트림이 가스 스
트림의 유해한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 및 파괴하기에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는 중에 유동하게 된다. 그 다음, 산화된 
배출 가스 스트림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열 산화 유닛(852)으로부터 위핑 위어 가스/액체 계면 구조체(860)로 방출
되며, 그 다음, 배출 가스 스트림은 세정기 타워(870)로 물 혹은 공기/물 스프레이 등의 급냉 매체의 도입을 위한 공급 
포트(864)가 구비되어 있는 급냉 챔버를 구성하는 도관(862)에서 유동하게 된다. 세정기 타워는 배수관(876)을 통해 
기름통(840)으로 퇴적된 액체를 배수하는 바닥 저장조(874)를 포함하는 하부(872)를 구비하며, 이 기름통으로부터 
액체는 매니폴드(842) 및 관련한 배수관을 경유하여 배수될 수 있다. 세정기 타워(870)에는 그 상부에 공급 도관(88
0)을 매개로 적절한 세정 매체(도시 생략)의 공급원과 결합된 세정기 매체 스프레이 노즐(878)이 마련되어 있고, 상기 
매체는 물 혹은 다른 수용성 또는 세정 매체라면 좋다. 세정기 타워는 수분 혹은 세정된 가스의 액체 성분을 감소하기 
위해 상부 노즐(878), 안개 제거기 혹은 다른 액체 분리 수단(도시 생략)을 적절히 포함한다. 세정된 가스는 세정기 타
워의 상단부(890)로 상승하며 라인(894)을 통해 유출 처리 시스템 캐비넷(800)의 외부로 오버헤드 도관(892)에서 
방출된다.
    

도 11에 도시된 구조에 따르면, 배출 가스 스트림은 열 산화 유닛으로부터 방출된 가스 스트림의 하류 세정에 의해 후
속되는 열 산화 유닛의 상류 세정와의 2원의 처리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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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산화제 유닛은 배출 가스 스트림의 공정 온도가 높은, 즉 2000℉ 혹은 그 이상의 온도인 적절한 어떤 형태일 수 있
다.

단일의 일원의 캐비넷에서 산화 유닛 및 예비 처리(즉, 예비 산화 처리) 세정 그리고 후산화 세정 유닛을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공장 또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배출 가스 스트림이 배치하게 되는 다른 공정 설비에서 종래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배치를 허용하고,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소형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있는 세정 유닛은 습식 혹은 건식 세정기, 또는 미립자 
및 다른 수용성 혹은 배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세정하여 제거 가능한 성분뿐만 아니라 산성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처리 유닛으로 대체될 수 있다.

    
도 12에는 라인(907)에서 캐비넷(903)으로 들어가서 산성 성분의 제거 및 미립자 고형물질의 제거를 위한 처리 유닛
(905)에서 처리되는, 상류 공정(901)로부터의 배출 가스의 처리를 위한 공정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 
다음, 처리 유닛(905)에서 처리된 가스 스트림은 라인(911)을 통해 산화 처리 유닛(913)으로 유동하며, 이곳에서 배
출 가스 스트림은 가스 스트림의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배출 가스 스트림의 정
화를 위한 산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산화된 배출 가스는 그 다음 라인(915)에서 가스의 세정 처리를 위해 세정 유닛(
917)으로 유동하여 기동의 유체 드라이버(921)의 기동력에 의해 라인(919)에서 배출물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
는 최종의 가스 스트림을 생성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동의 유체 드라이버는 팬, 펌프, 터빈, 압축기 등의 능동
식 장치이거나 또는 추출기, 흡입기 등의 수동식 장치일 수 있다.
    

도 12에 도시된 배출물 처리 시스템은 배출 가스 스트림의 산화 처리 이후의 잠재한 열을 추출하여 세정기 유닛(917)
에서 효과적으로 세정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산화 처리 배출물을 급냉하기 위한 급냉 유닛(923)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산성 성분 및 미립자 제거 유닛(905)은 수소 염화물 흡수와,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분의 제거를 위한 예비 처리 서브시
스템을 포함해도 좋다.

배출물 처리 시스템에서 각각의 처리 유닛의 입구는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처리 단계에서 물의 사용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 슬릿/구멍 인젝터 타입 혹은 다공질 형태의 계면 등의 습식/건식 계면 구조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산화 처리 유닛(913)은 적절한 가열 수단 혹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산화 장치인 쉘 및 튜브 열교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배출 가스내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시키기에 적절한 온도로 배출 가스를 가열하기 위해 열교환기의 
쉘측에는 방사 플럭스가 사용될 수 있다.

후산화 세정 유닛(913)은 응축을 방지하고 세정 공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스를 급냉시키는 열교환 수단과 합
치될 수 있다.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세정 작업은 세정한 배출물 가스 스트림에서 물이 갇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
개 제거 메시를 이용한 세정기 칼럼에서 행할 수 있다. 칼럼의 오버헤드 내부 용적은 배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의 미립
자 고형물의 제거를 향상하기 위한 빈 볼륨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또 다른 변형례로서, 이 시스템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수소를 불소로 치환
한 카본 등의 회수를 위한 할로겐화 탄소 회수 유닛(927)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회수 유닛(
CRU)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고 1995년 2월 27일자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공동 계류중인 특허 출원 번호 제08/39
5,162호(Glenn M. Tom 명의)의 " 배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할로겐화 탄소의 응축 및 회수를 위한 방법 및 장치" 와, 
1995년 6월 7일자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출원 번호 제08/474,517호(Glenn M. Tom 명의)의 " 유출 공정 스트림으
로부터 할로겐화 탄소의 제거 및 회수를 위한 방법" 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할로겐화 탄소 회수 유닛(927)은 세정 
또는 처리 유닛(905)의 가스 스트림의 다른 예비 산화 처리에 후속하여 라인(911)에서 라인(925)으로 배출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회수된 할로겐화 탄소는 CRU 유닛(927)에서 라인(929)으로 방출되어 재순환 되거나 그렇
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례로서, 할로겐화 탄소는 배출 가스 스트림의 산화 처리의 하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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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회수할 수 있다.
    

산화 처리 유닛(913)은 표시된 바와 같이 열교환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열교환기는 이것의 열교환 통로에서 열교
환 증대 삽입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고 1996년 2월 15일자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한 출원 
번호 제08/602,134호(Mark R. Holst 명의)의 " 포인트-오브-유즈 촉매식 산화 장치와 VOC 함유 가스 스트립의 처
리 방법" 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배출 가스 처리 시스템의 또 다른 변형례가 도 12에 대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급냉 유닛(923)으로부터의 포화된 
물/배기 스트림은, 만약 수소를 불소로 치환한 카본의 회수보다 파괴를 원할 경우 수소를 불소로 치환한 카본의 산화를 
위한 저비용의 수소 공급원을 제공하기 위해 라인(931)에서 산화 유닛(913)의 입구로 재순환될 수 있다.

예비 산화 유닛(905)은 세정될 물질의 특성을 바꾸기 위해 화학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즉, 암모늄 텅스텐산염을 산출
하기 위해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 배출물에 암모니아를 추가하는 예비 세정기를 포함할 수 있다. 암모늄 텅스텐산염
은 세정하여 제거하기 위한 양호한 용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화 유닛(913)은 이러한 단계에서 반응/생성 고형물이 벽에 누적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튜브 반응기를 포함
할 수 있다.

급냉 유닛(923)은, 예컨대 물과 공기 또는 다른 가스의 복수의 유입부를 채용하는 분무화 노즐을 이용하여 급랭 유닛
의 치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 급랭 유닛은 급랭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초음파 노즐, 분무기(neb
ulizer), 또는 압전 노즐과 같은 분무화 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산화 유닛(913)은 전열(電熱) 산화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염을 기초로 한 산화를 통한 산화, 그리고 다른 적
합한 산화 장비 및 방법에 의한 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화염을 기초로 한 산화 유닛은 메탄, 프로판, 수소, 부탄 등
과 같은 어떤 적합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산화 유닛에 이용되는 산화 매체는 일반적으로 공기, 오존, 산소, 산소 
농축 공기, 또는 다른 산소 함유 매체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 산화 유닛은 그러한 처리 단계의 광범위한 실시 내에
서 유동상 열 산화기 유닛(fluidized bed thermal oxidizer unit)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화전 처리 유닛(905)과 산화후 처리 유닛(917)은 어떤 적합한 형태의 세정기, 즉 습윤 뿐만 아니
라 건조 세정기, 및 다른 산화전 및 산화후 처리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성분 처리 구성으로 구현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처
리 유닛은 반도체 제조 설비와 같은 공정 시설에 이용하기 위해 일체형 캐비넷 또는 하우징 속에 콤팩트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처리 시스템은 가스 또는 액체의 포위 층 또는 피복으로 배출 가스 스트림을 " 덮기(shrouding)" 
위해 가스/액체 및 가스/가스 계면 구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배출 가스 스트림의 피복 처리는 예컨대 복수
의 가스 유동 통로를 형성하는 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가스 스트림의 피복 처리가 없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고체 축적 및 퇴적과 관련하여, 특히 피복 처리 액체 막이 없는 경우에 입자상 물질의 수반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스 
스트림에서 생긴 유해한 성분의 용해와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계면 구조에 대한 예시적인 여러 형태는 후술되며, 상기 기법의 실시 형태 및 구체적인 구조상의 특징을 제공한
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른 막힘 방
지 입구 구조(clogging-resistant inlet structure)의 개략적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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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 도시된 막힘 방지 입구 구조는 이를 가스 스트림의 공급원과 결합시키기 위해 배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공정 배관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입구 구조의 공정 시스템 배관 상류는 종래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열 추적되어 가스 
스트림의 복수의 성분이 입구 구조에서 응축 또는 승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의 가스 스트림에 충분한 에너
지를 부가시킨다. 본 발명의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배관, 도관, 유동 통로 및 유체 접촉 구조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목적
을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입구 구조(1060)는 입구 플랜지(1016)를 포함하여 입구 섹션(1007)을 구비한다. 이 입구 플랜지는 그 
상단부에서 종결하는 상부 환형 섹션(1008)의 플랜지(1018)와 정합 결합될 수 있다. 이 입구 섹션은 반도체 제조 공
구와 같은 상류 입자상 고체 함유 스트림 생성 시설(1090)과 결합될 수 있다.

    
환형 섹션(1008)은 가스 투과성을 가지도록 적절한 통기도를 가진 내측 다공질 벽(1006)과 외측 고체 벽(1009)을 
구비하며, 이들 벽 사이에는 환형 내부 용적부(1020)가 형성된다. 따라서, 내측 다공질 벽(1006)의 내면은 상부 환형 
섹션(1008)의 유동 통로(1066)와 경계를 이룬다. 상기 외측 고체 벽(1009)은 그 상하단부에서 내측 벽(1006)과 관
련하여 환형 내부 용적부를 둘러싸기 위해 단부 벽(1040, 1042)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외측 벽(1009)에는 저압 가
스 공급 라인(1024)이 결합되는 저압 가스 입구 포트(1022)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저압 가스 공급 라인(1024)은 그 
외측 단부에서 저압 가스의 공급원(1004)에 접속된다. 이 저압 가스 공급 라인(1024)에는 첵 밸브(1014)가 배치되어 
환형 내부 용적부(1020) 속으로 저압 가스 스트림을 조절한다. 또한, 공급 라인(1024)에는 공급원(1004)으로부터의 
저압 가스를 환형 내부 용적부(1020) 속으로 원하는 양과 원하는 유속으로 시스템의 운전 중에 선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른 스트림 제어 수단(도시 생략)이 마련될 수도 있다.
    

또한, 상부 환형 섹션(1008)에는 고압 가스 주입 포트(1050)가 마련되어 있다. 이 포트에는 고압 가스 공급원(1005)
에 차례대로 결합된 고압 가스 공급 라인(1052)이 결합된다. 이 가스 공급 라인은 그 내부에 있는 스트림 제어 밸브(
1051)와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미리 결정된 순서에 따라 스트림 제어 밸브(1051)를 작동시키기 위해 스트림 제어 수
단(도시 생략)에 결합될 수 있다.

상부 환형 섹션(1008)은 그 하단부에서 플랜지(1026)로 종결하며, 이 플랜지는 하부 환형 섹션(1030)의 플랜지(10
28)와 정합 결합될 수 있다. 이들 플랜지(1026, 1028)는 도 13에 도시된 Ｏ-링과 같은 실링 수단의 설치에 의해 밀
봉될 수 있다.

    
하부 환형 섹션(1030)은 그 상단부에서 플랜지(1028)로 종결하는 외측 벽(1012)을 포함한다. 이 외측 벽은 그 하단
부에서 단부 벽(1044)에 의해 내측 위어 벽(inner weir wall: 1011)에 결합되어 이들 외측 벽(1012)과 내측 위어 벽
(1011) 사이에 환형 내부 용적부(1032)를 형성한다. 이 내측 위어 벽(1011)은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 상방으로 뻗어 
있지만, 상부 환형 섹션(1008)의 내측 다공질 벽(1006)의 하단부와 거리를 두는 관계로 상단부(1046)에서 종결하며, 
이들 사이에는 하부 환형 섹션(1030)을 위한 오버플로 위어를 형성하는 갭(1036)을 형성한다.
    

하부 환형 섹션(1030)의 외측 벽(1012)에는 물 입구 포트(1048)가 형성되어 있고, 이 포트에는 물 공급 라인(1080)
이 결합될 수 있고, 이 공급 라인은 그 내부에 하부 환형 섹션(1030)에 대하여 액체의 원하는 유속을 유지하기 위한 다
른 스트림 제어 수단과 작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액체 스트림 제어 밸브(1081)를 가진 물 공급원(1003)에 결합된다.

상기 하부 환형 섹션(1030)은 그 하단부에서 습식 세정기(1013)의 하우징에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 습식 세정
기는 종래의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입자상 물질 및 공정 스트림의 가용성 성분을 세정하면서 이들을 경감시킨다. 
선택적으로, 입구 구조(1060)는 이를 통과하는 가스 스트림을 입구 단부로부터 그 배출 단부까지 처리 또는 프로세싱
하기 위한 다른 프로세싱 장비에 결합될 수 있다.

 - 24 -



공개특허 특2002-0019018

 
따라서, 가스 스트림 경로(1066)가 입구 구조(1060)에 의해 제공되며, 이 경로를 통해 유입하는 가스가 도 13에서 화
살표 " 1001" 로 표시된 방향으로 유동하여 도 13의 화살표 " 1002" 로 표시된 방향으로 배출 단부에 이를 수 있다.

    
작동 중에, 입자상 고체 함유 가스는 적절한 접속 배관에 의해 반도체 제조 공구(도시 생략)와 같은 상류 공급원으로부
터 도입되며, 상술한 바와 같이 입구 구조의 가스 스트림 성분의 해로운 응축 또는 승화를 억제하기 위해 열 추적될 수 
있다. 이 스트림은 화살표 " 1001" 로 표시된 유동 방향으로 입구 구조(1060)로 들어가서 입구 섹션(1007)을 통과하
여 상부 환형 섹션(1008)으로 들어간다. 질소와 같은 저압 가스 또는 다른 가스는 공급원(1004)으로부터 유동하여 포
트(1022)에 접속된 저압 가스 공급 라인(1024)을 통과하여 환형 내부 용적부(1020)로 들어간다. 이 환형 내부 용적
부(1020)에서는, 도입된 저압 가스가 가스 투과성 벽(1006)을 통과하여 내부 가스 유동 통로(1066) 속으로 흐른다. 
따라서, 입자상 물질 함유 가스는 내부 가스 유동 통로(1066)를 통해 습식 세정기(1013) 내부로 흐르고, 이때 가스 공
급 라인(1024)으로부터의 저압 가스는 환형 내부 용적부(1020) 속으로 들어가 가스 투과성 벽(1006)을 통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형 내부 용적부(1020)가 공급원(1004)으로부터의 저압 가스와 함께 압축된다. 그러한 압력은 다
공질 벽을 통해 내부 가스 유동 통로(1066) 속으로 저압 가스의 낮고 안정한 스트림을 보장한다. 가스 투과성 벽을 통
과하는 가스의 그러한 낮은 유속, 안정한 스트림은 내부 가스 유동 통로(1066)를 통과하는 가스 스트림 중의 입자상 
물질을 입구 구조의 내부 벽 표면으로부터 멀리 유지시킨다. 또한, 내부 유동 통로(1066) 내에 가스 스트림을 가진 어
떠한 가스도 유사하게 입구 구조의 내부 벽 표면으로부터 멀리 유지된다.
    

상기 저압 가스 공급 라인(1024)은 필요한 경우 열 추적될 수 있다. 그러한 열 추적은 입구 구조를 통과하는 가스 스트
림이 입구 구조의 복수의 벽 상에 퇴적될 수 있거나 응축 또는 승화될 수 있는 복수의 가스 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
면 바람직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압 가스 공급원(1005)의 고압 가스는 주기적으로 고압 가스 공급 라인(1052)을 통과하여 고압 가스 주
입 포트(1050)를 지나 환형 내부 용적부(1020)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라인(1052)은 그 내부에 스트
림 제어 밸브(도시 생략)를 구비하여 고압 가스의 펄스형 도입을 조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압 가스는 가스 투과성 
벽(1006)의 내면에 어떤 입자의 퇴적을 파괴 제거하기 위해 규정된 또는 미리 결정된 간격으로 환형 내부 용적부 속으
로 주입된다. 고압 가스의 펄스형 도입이 진행하는 지속 시간은 종래 기술의 범위 내에서 부당한 실험 없이 쉽게 결정될 
수 있어서 가스 투과성 벽 표면에 고체의 퇴적을 방지하게 되는 필요한 벽 세정 효과(wall scouring effect)를 달성한
다. 필요한 경우, 입구 구조는 반도체 제조 공구에 사용되는 습식 세정기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고압 주입
은 공구 제어 시스템에 작동적으로 결합된 제어 수단의 적절한 통합에 의해 공구 배기 포트에서의 압력 변동을 제거하
기 위한 공구 배치 사이클(tool batch cycle) 중에 방해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솔레노이드 밸브와 같은 제어 
밸브가 공구 조립체의 제어 수단과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
    

    
도시된 입구 구조 실시 형태에서는, 상기 플랜지(1026, 1028)가 서로에 대해 클램프 고정되어 하부 환형 섹션(1030)
으로부터 상부 환형 섹션(1008)을 신속하게 분해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신속한 분해 클램프가 이용될 수 있다. 
이들 플랜지(1026, 1028) 사이의 실링 가스킷(1010)은 내식성, 고온 엘라스토머 재료와 같은 적합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엘라스토머 가스킷은 열 장벽으로서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으로부터 
하부 환형 섹션까지 열전달을 최소화시키며, 그 특징은 본 발명의 열 추적 실시 형태에서 특히 중요하다.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가스 투과성 벽(1006)은 예컨대 내식성 Hastelloy 276 강과 같은 어떤 적합한 재료로 
성형될 수 있다. 상부 환형 섹션의 외측 벽(1009)은 얇은 벽을 가진 스테인리스 강 파이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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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구조의 하부 환형 섹션(1030)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플라스틱과 같은 어떤 적합한 재료로 성형될 수 있다. 물은 
물 공급원(1003)으로부터 라인(1050)을 통해 외측 벽(1012)과 내측 위어 벽(1011) 사이의 환형 내부 용적부(103
2) 속으로 주입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은 접선 방향으로 주입되고, 환형 내부 용적부(1032) 내의 물의 각도 모멘
트에 의해 물은 입구 구조의 내부 유동 통로(1066)에 있는 위어 벽(1011)의 상단부(1046) 위에서 나선형을 그리면
서 위어 벽의 내부 표면 아래로 진행하게 된다. 위어 벽(1011)의 내부 표면 아래의 그러한 물 스트림은 유동 통로(10
66) 아래의 어떤 입자상 물질을 입구 구조 아래의 습식 세정기(1014)까지 세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입구 구조를 통한 압력 강하는 입구 구조의 상류 공정 유닛과 하류 세정기 유닛으로부터 배기 파이프를 압력 분기시킴
으로써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 압력 강하는 포토헬릭 게이지(photohelic gauge)로 감시될 수 있고, 그러한 압력 강하 
판독값은 세정기 입구 내부의 막힘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감시 및 제어 장비로 전송될 수 있다.

    
이 입구 구조를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이용함으로써, 반도체 제조 운전으로부터 습식 세정기와 공구 배기 스트림 사이에 
계면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정상 공정 운전의 반복에도 막힘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한 입구 구조는 2개의 보조 공
정 스트림, 즉 안정한 낮은 유동 퍼지 스트림과 고압 펄스 스트림을 계면에 제공한다. 이 낮은 유동 퍼지 스트림은 상부 
환형 섹션의 내면으로부터 떨어져서 중심 유동 통로(1006)의 중심선을 향하여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의 순수 스트
림을 생성시킨다. 고압 가스 유동 스트림은 고체 막힘에 대한 자정(自淨)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고압 가스 유동은 중심 
유동 통로(1066)의 입구 구조 상부 환형 섹션 내부 표면 상에 어떤 입자의 퇴적을 제거하는 데에 이용된다.
    

복수의 가스, 수반 입자 및 기존 퇴적 입자는 그때 입구 구조의 하부 환형 섹션에 있는 내부 벽 표면에서 오버플로 스트
림 속으로 향하여, 입구 구조의 습식 세정기 하류 속으로 하향 세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구 구조의 하부 환형 섹션
의 위어 벽과 상부 환형 섹션의 가스 투과성 벽 사이의 직접적인 계면이 형성되어, 운전 중에 입자상 고체의 퇴적을 효
과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고효율의 입구 구성을 제공한다.

    
그러한 입구 구조는 수 많은 장점을 가진다.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 반도체 공정 시설에서 공구로부터 폐기 가스 배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습식 세정기 처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 반도체 공구로부터 나오는 배기 가스는 습식 세정기 입
구 구조에서 공구 배기 포트로부터 물 계면까지 항상 연속적으로 가열될 수 있다. 입구 라인에 대한 열 추적은 배관 속
으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라인을 가열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대류에 의해 에너지를 유동 가스 스트림으
로 전달한다. 공정 가스는 상부 환형 섹션으로 저압 가스를 유동시키는 저압 가스 유동 라인을 열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
라,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내부 환형 용적부로 펄스형 고압 가스를 공급시키는 고압 가스 유동 라인을 열 추적
함으로써 입구 구조의 하부 환형 섹션의 오버플로 위어 벽 아래까지 항상 가열될 수 있다. 그 가열된 가스의 유동은 상
류 공정 유닛으로부터 입구 구조로 유동하는 가스 스트림 중의 어떤 입자상 물질 형성 가스의 증기압에 의해 결정되는 
온도에 입구 구조의 중심 유동 통로를 통과하는 공정 가스를 유지시키며, 그렇지 않는 경우 입구 구조의 벽에 퇴적하고, 
응축 또는 승화된다.
    

상술한 입구 구조의 다른 장점은 그러한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구 구조가 운전 중에 막히는 경우, 
그 구조는 입구 구조의 플랜지를 유지하고 있는 복수의 클램프 또는 다른 고정 요소를 서로에 대해 간단하게 분리함으
로써 쉽게 분해된다. 따라서, 상부 환형 섹션은 개개의 플랜지를 제위치에 유지시키는 클램프를 분리함으로써, 그리고 
상부 환형 섹션에 공급시키는 개개의 가스 공급 라인을 분해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그러한 입구 구조의 또 다른 장점은 자정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상류 공정 유닛으로부터 입구 구조로 유동하는 가스 스
트림 중에 수반되거나, 입구 구조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던 입자는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에 있는 내부 환
형 용적부 속으로 펄스형 고압 가스의 주입에 의해 입구 구조의 가스 투과성 벽으로부터 쉽게 제거될 수 있다. 그때, 입
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내부 표면으로부터 분리되는 입자는 다음에 그러한 고체 입자상 물질이 하류 세정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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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되는 위어 벽의 오버플로 부분으로 향하게 된다. 고압 가스 압력 펄스의 압력, 지속 시간 및 주기는 그러한 고체에 
대한 주된 시스템 입자상 물질 농축 조건 및 특성을 조절함으로써 쉽게 설정될 수 있다. 펄스형 고압 가스 주입의 효과
는 고체 입자상 물질의 특성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입구 구조는 종래 기술의 유체 처리 시스템의 소위 자정 
장치에 대표적인 스크레이퍼(scraper) 또는 플런저 장치를 이용하는 일없이 자정 특성을 가진다.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다공질 벽 요소에 대한 재료 사양은 상류 공정 유닛으로부터 들어오는 공정 가스에 의존
한다. 가스 스트림이 산화 가스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가스는 습식 세정기에서 흡수될 것이고, 입구 구조의 하
부 환형 섹션에 있는 오버플로 위어 벽에 대하여 재순환되는 물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 오버플로 위어 벽의 물 중의 일
부는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다공질 내측 벽 상에 튀겨진다. 이 경우에 다공질 벽은 내마모성 구성 재료로 선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바람직한 금속 재료는 Hastelloy 276 강이며, 이 강은 저온 가수 산성 조건 
하에서 우수한 부식 저항을 보여준다.
    

전술한 입구 구조의 다른 장점은 이 구조가 여기에 예시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은 습식 세정기의 상류에 사용되는 경우
에 습식 세정기의 상부로부터 수증기의 역류를 최소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설명하면, 입자상 물질은 일부 
반도체 공구의 배기 스트림 중에 공정 공구로부터 수반되는 입자상 물질로서 또는 가스 스트림의 유동 경로 내의 화학 
반응의 반응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자상 물질이 퇴적하는 이유는 입구 구조로부터 습식 세정기 하류로부터 역류하는 수증기의 발생에 있다. 세정
기로부터 배출되는 수증기는 세정기 입구으로부터 공정 공구를 향하여 역으로 이동하는, 즉 가스 유동의 정상적인 방향
과 반대로 이동한다.

    
수증기의 역이동과 관련된 하나의 기구는 가스-가스 상호 확산이다. 이러한 수증기 역이동의 원인을 피하는 유일한 실
질적인 방법은 습식 세정기 입구에 확산 경계를 부가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증기의 역이동에 대한 다른 기구는 소위 리
차드슨 환형 효과(Richardson annular effect)이다. 모든 건조 펌프는 가스 유동 스트림에서 소정 양의 압력 진동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압력 진동은 정상적인 가스 유동 방향과 반대로 가스를 펌핑하는 역류 운반 기구를 생성한다. 이러
한 현상은 경계층 환상 효과의 결과이다.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역류 이동 속도는 벽 표면으로부터 멀리 있는 짧은 거
리에서 최대이다. 상술한 입구 구조는 리차드슨 환형 효과를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한다.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다공질 벽의 내면에서 저압 가스의 안정한 외측 유동으로 인하여, 상부 환형 섹션의 내측 벽 표면에서 정지 경계층 상태
가 생길 수 없다. 입구 구조의 중심 유동 통로를 경계짓는 벽으로부터 멀리 있는 공정 가스 유동을 "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가스 투과성 벽으로부터 유동 가스의 순수한 유속이 존재하고, 정지 경계 상태의 존재가 회피되고, 이에 따라 리차
드슨 환형 효과도 회피된다. 따라서, 유동 스트림 속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서 입자가 형성되는 경우, 그렇게 형성된 
입자는 벽에 괴상체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입자는 습식 세정기 속으로 가스 스트림과 함께 유동한다. 그 수반
하는 입자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복수의 입자가 입구의 최상부에 도달하면, 이들 입자는 모이는 벽이 없기 때문에 가스 
유동 스트림 속으로 수반하게 된다.
    

리차드슨 환형 효과를 유발시키는 조건을 반대로 함으로써,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에 있는 다공질 벽은 공정 시스
템의 배기 라인으로 수증기의 역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으로서 역할을 한다. 전술한 상호 확산 기구로 인하여 어떠
한 역 이동은 치나지게 느려질 것이다. 이러한 인자는 세정기의 작동 중지에 이르는 평균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세정기 흡기 및 배기 라인이 본 발명의 입구 구조에서 종종 있는 것처럼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입구 구조의 상부 환형 섹션의 다공질 벽 부재가 여기에서는 금속 재료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그러
한 가스 투과성 벽은 어떤 적합한 구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예컨대, 다공질 벽은 본 발명의 
입구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입력 압력, 온도 한계, 부식 분위기를 견디는 능력을 가진 다공질 세라믹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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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될 수 있는 가스/액체 계면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가스/액체 계면 구조(1110)는 신장된 원통형 벽(1114)에 의해 형성되는 제1 수직 연장형 흡입 유로 부재(1112)를 
포함한다. 원통형 벽(1114)은 흡입 유로 부재(1112) 내에 있는 폐쇄형 유로(1118)를 둘러싼다. 가스/액체 계면 구조
를 관련 공정 스트림의 배관, 도관, 계기 등에 결합하기 위해, 원통형 벽(1114)의 상단부에는 반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
하는 플랜지(1116)가 마련된다. 따라서, 제1 흡입 유로 부재(1112)는 그 상단부에 입구(1120)를 구비하고, 그 하단
부에 상응하는 출구(1122)를 구비하여, 상기 개방 입구 및 출구의 단부는 유로(1118)를 포함하는 일정 내부 용적의 
흐름 경로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상류의 처리 유닛(1158)으로부터 나온 가스가, 도 14에 예시적으로 도시된 라인(1
160)에서와 같이 흐른다.
    

예컨대, 상류의 처리 유닛(1158)은 반도체 제조 도구 및 관련된 배출 가스 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뒤이어, 이러한 배출
물 처리 장치는 배출 가스에 있는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하기 위한 산화를 포함한다. 적절한 산화로는 매우 다양한 유
형이 있으며, 예를 들어 촉매 산화 유닛, 열 산화 유닛, 전열식 산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류의 처리 유닛(1158)이 가스 발생 수단 및 반도체 제조 작업용 가스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경우, 제1 흡입 유로 부
재(1112)의 입구(1120)에 유입되는 가스 스트림은 고온 상태일 수 있으며, 상당량의 입상 고체, 예를 들어 서브-미
크론(sub-micron) 크기의 입자 형태인 입상 고체의 농축물을 함유한다.

계면 구조(1110)는 제2 유로 부재(1124)를 더 포함하고, 이 제2 유로 부재는 제1 유로 부재(1112)를 둘러싸며, 도
시된 바와 같이 그 사이에 환형 용적부(1130)를 형성하도록 제1 유로 부재에 대해 간격을 두고 있는 관계로 있다. 제
2 유로 부재(1124)는 제1 유로 부재(1112)의 하단부 밑에 있는 하단부(1168)까지 하향 연장하여, 제1 유로 부재의 
개방 출구(1122)는 제2 유로 부재(1124)의 개방 하단부(1168)와 수직으로 간격을 두고 있는 관계로 있다.

    
제2 유로 부재(1124)는 제1 유로 부재의 하단부 형성 출구(1122)의 수직방향 위에 상부의 액체 투과 부분(1126)을 
포함하며, 나머지 액체 투과 부분(1128)은 예시된 바와 같이, 상부 액체 투과 부분(1126)으로부터 하향 연장한다. 상
부의 액체 투과 부분(1126)과 하부의 액체 투과 부분(1128)은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상부의 다공성 원통형 세
그먼트(1126)를 초기에는 별개인 하부의 중공형 벽이 형성된 원통형 세그먼트(1128)에 결합하는 동시에, 각 부분을 
브레이징, 납땜, 용접, 기계식 파스너 고정 또는 기타 적절한 결합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해 
결합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선택적으로, 제2 유로 부재(1124)는 단일 원통형 관 부재로 형성되고, 그 상부는 워터-제
트 가공, 에칭, 소결, 마이크로-전자식 가공 또는 상기 관 부재의 상부에 다공성 또는 투과성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외의 적절한 기술 등과 같은 공정에 의해 특성상 액체 투과성으로 형성된다. 제2 유로 부재는 초기에는 별개인 상부와 
하부로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상부는 다공성으로 소결된 금속 매트릭스(matrix), 다공성 세라믹 
물질로 구성되고, 상기 다공성은 이하에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것을 통해 액체가 투과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치수의 특징이다.
    

    
가스/액체 계면 구조(1110)는 제2 유로 부재를 포위하는 형태로 둘러싸고 그것과 함께 포위된 내측 환형 용적부(117
0)를 형성하는 외부 벽 부재(1134)를 더 포함한다. 외부 벽 부재(1134)는 원통형 측벽(1136), 상단 벽(1138) 및 하
단 벽(1140)을 포함하며, 이들은 함께 내측 환형 용적부(1170)를 포위한다. 측벽(1136)에는 액체 유입 포트(1142)
가 마련된다. 상기 포트는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지만,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관형 수평 포트의 연장부(
1144)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포트는 단순히 측벽에 있는 오리피스 또는 개구이거나, 액체 유입 구조물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액체는 외부의 액체 공급부로부터 내측 환형 용적부(1170)로 유입될 수 있다.
    

도 1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액체 유입 포트(1142)는 그 안에 유량 제어 밸브(1148)를 포함하는 액체 유입 라인(11
46)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액체 유입 라인(1146)은 액체 공급 저장조(1150)에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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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1146)에 있는 액체 유량 제어 밸브(1148)는 중앙 처리 유닛(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흐름 제어 콘솔 및/또는 
보종의 모니터 및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제어기/타이머 수단에 연결되어, 저장소(1150)로부터 라인(1146)을 
지나 액체 유입 포트(1142)까지 예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액체의 흐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유입된 유체는 
내측 환형 용적부(1170)를 채우며, 이 액체는 적절한 처리 조건으로 유입된다.

고온의 입자를 포함한 배출 가스의 스트림과 같은 가스 스트림을 반도체 제조 작업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내측 환형 용
적부(1170)에 있는 액체는 물 또는 그 외의 수용성 매체이다.

    
제2 유로 부재(1124)의 상부의 액체 투과 부분(1126)의 액체 투과 특성으로 인해, 내측 환형 용적부(1170)의 액체는 
제2 유로 부재의 상부(1126)를 통해 투과하고, 상기 상부의 내부 벽면(1132)에서 액적(1154) 형태로 나오게 된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이와 같이 흘러나온 액체 물방울은 낙하하고 다른 물방울과 합쳐지며 모아져 제2 유로 부재의 
하부의 액체 투과 부분의 내부 벽면(1172)에 낙하하는 액체의 막(1156)을 형성한다. 제2 유로 부재의 하부의 개방형 
단부(1168)로부터 흘러나오는 액막 형태의 액체는, 예컨대 가스의 스트림이 라인(1162)에 있는 제2 유로 부재의 가
스 유로(1152)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하류의 처리 유닛(1164)에서 이들을 함께 처리하도록, 적절한 수집 및 처리 수단
(도시 생략)으로 안내된다. 하류의 처리 유닛(1164)은 액체 세정기, 반응 챔버 또는 그 외의 처리 장치이거나, 처리 영
역으로서, 이 곳에서는 라인(1162)에 있는 유로(1152)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가스 스트림이 추가 처리 작업을 겪는 동
시에, 라인(1166)에 있는 하류의 처리 유닛으로부터 최종 배출 가스를 흘려 보낸다.
    

    
따라서, 가스/액체 계면 구조(1110)는 제1 유로 부재와 제2 유로 부재 사이에 있는 내측 환형 용적부(1130)를 제공하
고, 제1 유로 부재(1112)는 제2 유로 부재의 상부의 액체 투과 부분(1126) 아래로 연장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상부의 
액체 투과 부분을 통해 스며 나오는 액체는 합쳐져 유하형 액막(1156)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유로
(1118)로부터 유로(1152)로 흐르는 가스는 보호성 액체 필름(1156)으로 덮여 있는 제2 유로 부재의 하부의 내부 벽
면(1172)과 만난다. 따라서, 제1 유로 부재의 하부 개방형 단부(1122)로부터 배출된 가스에 있는 임의의 부식성 종류
의 물질이 내부 벽면에 대해서 " 완충" 되어, 상기 제2 유로 부재의 내부 벽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식 및 해로운 반응을 
최소화한다.
    

또한, 제2 유로 부재와 외부 벽 부재(1134) 사이에 있는 내측 환형 용적부(1170)로 액체를 유입함으로써, 액체 저장
소의 " 재킷(jacket)" 구조물이 마련된다. 이로써, 액체는 제2 유로 부재의 상부의 다공성 부분에 제공되어 그것을 통
해 투과하며, 아래로 액체가 " 낙하" 되어 제2 유로의 유로 부재의 내부 벽면에 보호막을 형성한다.

또한, 제2 유로 부재의 내부 벽면(1172)에 있는 유하형 액막은, 이러한 액막이 없을 경우에 제2 유로 부재의 내부 벽
면에 퇴적하고 응집하는 가스 스트림의 임의의 입자를 반출 및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유하형 액막은 제2 유로 부재의 내부 벽면에 대해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출되지 않을 경우 
유로 부재의 내부 벽면에 퇴적되어 해를 끼치는 입상 고체 및 그 외의 기상 성분을 운반하는 반출 매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이 구조의 다른 이점에 따르면, 액체 투과성 상부(1126)의 사용은 액체 넘침 둑(overflow 
weir)과 같은 구조의 설비에 대하여 액체 사용을 최소화하는 작용을 하고, 이러한 설비에서 내부 환형 용적(1170)으
로부터의 액체는 벽(1126)의 상단부를 간단히 넘쳐흘러서 벽의 필름 아래쪽으로 제2 유로 부재의 내부 표면 길이 모
두에 걸쳐 흐른다. 이에 의해서, 작동에 필요한 액체는 본 발명의 위핑 둑 구조(weeping weir structure)에 의하여 매
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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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에 예시적으로 도시된 가스/액체 계면 구조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반도체 제조 작업으로부
터 유출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가열식 산화 유닛의 하류에 채택되어, 계면 구조(1110)로 들어가는 라인(1160)에서의 
가스 스트림은 상승된 온도 상태이고, 규소, 미립자 금속 등과 미립자를 서브 미크론 입자 또는 더 큰 고형물로서 함유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2 유로 부재의 상부(1126)는 1/16 인치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공극의 평균 치수가 2 미크
론인 소결 금속 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 유로 부재(1112)의 길이는 48인치 정도이고, 직경이 2.5인치 정도일 수 
있다. 상응하는 제2 유로 부재(1124)는 상응하게 13.5인치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직경이 4.5인치 정도일 수 있으며, 
외부 벽 부재(1134)는 5.5인치 정도의 수직 길이를 갖고, 직경이 6인치 정도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물은 저장조(1150)의 액상 매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제2 유로 부재의 액체 투과성 
상부의 내부 표면(1132)에서 이러한 액체가 스며나오게 하기 위한 내부 환형 용적(1170)으로 안내된다. 이러한 시스
템에서 물의 사용양은 작동 중에 0.1 내지 0.3 갤론/분 정도일 수 있다.

도 15는 배출 가스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오존을 포함하는 산화 매체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
에 따른 가스 배출물 처리 시스템(1200)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상기 시스템(1200)은 공정 설비(1210)로부터 유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한다. 유출 가스 스트림은 산화 가능한 가스 성
분을 포함하고, 이러한 가스 성분은 하나 이상의 산화 가능한 가스 종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산화 가능한 가스 종은 
수소화물(예를 들면, 아르신, 수소화인, 실란, 게르만 등), 유기 종(염소화 종, 불소화 종, 알콜 등), 무기 종(염소화 종, 
NF3 , NOX , CO, SO X ,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히 염소화 종, 불소화 종, 클로로풀루오로카본, 
퍼플루오르카본과 같은 퍼플루오르 화합물과 같은 할로카본의 유출 가스 스트림을 처리 및 제거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
다. 유출 가스 스트림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은 공정 설비(1210)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 기판을 처
리하고 그 위에 반도체 장치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제조 장비는 화학적 증착 반응기와 같은 유닛, 포토리
소그래피 유닛, 이온 주입 유닛, 에칭 챔버, 화학 기계적 연마 챔버, 플라즈마 유닛(예를 들면 플라즈마 이용식 공정, 플
라즈마 에칭, 플라즈마 세정, 또는 플라즈마가 발생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처리 유닛) 등을 포함한다.

    
공정 설비(1210)로부터의 유출 가스 스트림은 라인(1212)에서 세정 유닛(1214)에 흐르는데, 이 세정 유닛(1214)에
서 유출 가스 흐름은 예를 들면 세정 매체의 적절한 공급원(도시되지 않음)과 연결되는 세정 매체 공급 라인(1216)에 
안내되는 물과 같은 수성 세정 매체와 접촉한다. 세정 유닛은 본 발명의 실시예인 유출 가스 스트림 처리 장치의 선택적
인 부품이고, 저감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산화 처리에 앞서서, 유출 가스 흐름에서 산화 가스 및 입자 종을 감소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채택될 수 있다. 세정 유닛은 습식 세정 유닛, 건식 세정 유닛(이러한 세정 유닛에서는 유출 가스 스트림
은 소기 장치 또는 화학적 흡수 물질과 접촉함), 또는 가열식 세정 유닛일 수 있다.
    

유출 가스 스트림과 접촉한 후에, 세정 매체는 배출 라인(1218)에서 세정 유닛(1214)으로부터 배출된다. 대안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수성 매체는 세정 매체 공급 라인(1216)에 재순환을 위해서 라인(1219)과 같이 재순환될 수 있다.

    
유출 가스 스트림은 라인(1236)에서 산화 유닛(1238)으로 흐르는데, 이 산화 유닛은 가스 흐름 성분 내의 산화 가능
한 성분의 산화를 수행하기 위한 가열식 산화 장치, 전열식 산화 장치, 촉매식 산화 장치, 화염 기초 산화 장치(flame-
based oxidizer), 유동화층 가열식 산화 장치, 배출식 산화 장치(transpirative oxidizer), 또는 기타 공정 유닛과 같
은 변형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화 유닛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열교환기와 배열되고 구성될 수 있는데, 상기 열교환기에는 가스 흐름 내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산화하기 위해 유출 가
스 흐름의 가열을 변화시키는 열전사 개재물이 마련된다. 대안으로, 산화 유닛은 화염 기초 가열식 산화 유닛(특히, 번
-박스형(burn-box type)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유닛에서 온도는 유출 가스 스트림에서의 산화 가능한 성분 
종의 산화력 감소를 위해서, 섭씨 300도에서 900도까지, 또는 좀 더 높을지라도 1200도까지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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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유닛에서의 유출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산화는 산화 유닛에 라인(1240)으로부터 산화 매체를 안내
함으로써, 또는 산화 유닛(1238) 내에 유출 가스 스트림을 안내하는 유출 가스 스트림의 상류에 라인(1208)에 의하여, 
산화분위기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3방향 밸브(1206)의 선택적인 조절에 의하여, 산화 매체는 라인들(1230, 1208)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서 산화 유닛(1238)으로 흐를 수 있다.

산화 매체는 예를 들면, 공기, 산소, 산소 농축 공기, 원자 산소, 과산화수소류, OH 라디칼 등, 바람직하게는 오존을 구
성하는 산화 매체와 같은 어떠한 적절한 형태도 가능하다.

    
산화 매체로서 오존을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 가스 처리 시스템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소 또는 기타 산소 함유 
가스가 라인(1222; 도시되지 않은 적절한 동일 공급원으로부터)을 통해 오존을 함유하는 산화 매체를 발생시키는 오
존 발생기(1220)에 안내되게 배열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라인(1222)에서 오존 발생기(1220)로 흐르는 산화 매체 
소스 가스는 산소 가스이고, 라인(1240)에서 오존 발생기(1220)로부터 배출되는 결과적인 산화 매체는 오존과 산소 
가스의 혼합물이다. 라인(1240) 및/또는 라인(1208)에서의 산화 매체의 흐름은 질량 유동 제어기(1242) 또는 기타 
유동 제어 요소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
    

    
유출 가스 흐름에 산화 매체를 추가하는 경우 수반되는 산화 유닛에서의 산화 작용은 예를 들면, 산화 유닛에서 유출 가
스 흐름의 산화 가능 성분 종 및 산화 매체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주파 에너지, 전기 방전, 전자 사이클로
트론 공명(ECR),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 등을 사용하여 촉진될 수 있다. 대안으로, 가열식 산화 장치는 연소 산화 유닛
일 수 있고, 산화 매체가 존재하는 연소 반응을 위해서, 이 산화 유닛에 수소 또는 기타 연료(예를 들면, 메탄)가 첨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산화 유닛은 전열식 산화 유닛, 또는 유체 가스 흐름의 산화 가능 성분류의 산화를 촉진
시키거나 수행하도록 구성되고 배열되는 기타 다른 장치일 수도 있다.
    

상기 매체는 회수, 처리, 또는 기타 증착을 위해서 라인(1244)에서 산화 유닛(1220)의 유출 가스 스트림과 접촉한 후
에, 산화 유닛으로부터 배출되거나, 특정 용도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재활용을 위해 재순환될 수 있다. 산화 가능한 성
분의 함량이 감소된 유출 가스 스트림은 라인(1246)에서 산화 유닛으로부터 배출되고, 유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어떤 형태도 될 수 있지만, 습식 세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후처리 유닛(1248)으로 흐른다.

    
습식 세정이 행해질 때, 후처리 유닛(1248)의 유출 가스 흐름은 예를 들면, 물과 같은 수용성 세정 매체와 접촉하고, 
세정 매체(도시되지 않음)의 적절한 공급원으로부터 라인(1262)에서 후처리 유닛(1248)에 안내된다. 후처리 유닛(1
248)에서의 습식 세정은 산화전 세정 유닛(1214)에서 제거되지 않은 잔여의 세정 가능한 성분과 더불어, 산화 유닛(
1238)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세정 가능한 성분을 유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사용 후
의 세정 매체는 라인(1264)에서 후처리 유닛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고, 후처리 유닛(1248)에서의 재생 및 재활용을 위
해서 도시된 바와 같은 라인(1261)에서 재순환될 수 있다.
    

후처리된 배기 가스 스트림은 후처리 유닛(1248)으로부터 라인(1270)을 통해 수용 환경 또는 기타 최종 위치로 최종
적으로 배출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오존 발생기(1220)는 세정 유닛(1214, 1248)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선택
적으로 흐르는 오존 함유 산화 매체를 생성한다. 예컨대, 두 유닛(1214, 1248)에서 실행되는 습식 세정의 경우에, 오
존 함유 산화 매체는 질량 유량 제어기(1226)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라인(1228)에서 흐르고, 라인(1234)을 통해 
세정 유닛(1214)으로 직접적으로, 분기 라인(1202)에 의해 라인(1212)의 배기 가스 스트림으로, 및/또는 라인(123
2)을 통해 그러한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세정 매체로, 및/또는 분기 라인(1221)에 의해 세정 매체 재순환 라인(1219)
으로, 다중 위치 밸브(1230)의 위치 결정에 따라 흐를 수 있다. 동시에, 오존 함유 산화 매체는 내부의 질량 유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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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252)에 의해 결정되는 유속으로 라인(1250)에서 흐르고, 라인(1256)을 통해 세정 유닛(1248)으로 바로, 분기 
라인(1203)에 의해 라인(1246)의 배기 가스 스트림으로, 라인(1262)에서 그러한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세정 매체로, 
및/또는 분기 라인(1263)에 의해 세정 매체 재순환 라인(1261)으로, 다중 위치 밸브(1254)의 위치 결정에 따라 흐를 
수 있다.
    

    
다양한 공정 라인이 도 15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러한 라인은 적절한 밸브, 밸브 액츄에이터/제어기, 질량 유
량 제어기, 및/또는 다른 유량 제어기, 배관, 펌프, 송풍기, 계기 등에 의해 당업계에서 과도한 실험 없이 적절하게 흐름
이 조절되거나, 집배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도 15에 도시된 시스템은 공정 
모니터, 센서, 검출기, 계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또는 기타 자동 공정 부품을 포함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배기 가스 스트림에 요구되는 배출물을 줄이도록 시스템이 원격 또는 자
동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이해될 것이다..
    

    
또한, 도 15에 도시된 형태의 배출물 처리 시스템이 도시된 구성과는 다른 배치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도 이
해될 것이다. 예컨대, 예시적으로 기술된 세정 유닛(1218, 1248)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는 특정 처리 시스템에서는 
생략되거나,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교체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단지 산화 유닛(1238)이 오존 함유 산화 매
체를 수납한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은 예시적으로 도시된 오존 발생기 이외의 수단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오존 가스가 
공급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도 15에 도시된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의 하나의 배열은 가스 스트림을 수납하고, 산화 가능한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
해 가스 스트림의 산화 조건을 부과하도록 배열된 산화 유닛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며, 산화 유
닛에 오존 공급원이 연결되며, 산화 유닛은 가스 스트림과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포함한다. 에너지원은 
예컨대, 연소기, 버너, 방전 장치, 스파크 발생기, 플라즈마 발생기, 전리장치 등의 점화 장치와 같은 연소 개시 부품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세정기에 오존 함유 산화 매체를 추가하면, 세정기 내의 배기 가스 스트림에서 산화 가능한 종(種)의 감
소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오존 함유 가스가 산화 유닛(1238)의 세정기의 상류로 유입될 때, 배기 가스 스트림 중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는 산화 유닛의 성능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오존을 산화 매체의 성분으로 전술하였지만, 기타 산소 함유 종도 채택될 수 있으나, 오존의 반응성으로 인해 오존
이 이러한 목적에 바람직한 종이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이며, 그 오존은 산소가 배기 가스 스트림 중 산화 가능한 성
분을 감소시키기는 데에 더 반응성이 없고 더 효과적이지 않는 조건하에서 배기 가스 스트림 중의 많은 산화 가능한 종
과 반응한다. 오염된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임의의 종을 제거하기 위한 가수 분해 및 열적인 방법의 열악한 능력과는 대
조적으로, 본 발명은 비교적 안정된 종을 감소시킴으로써 종래 기술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한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오존 발생기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실시에서 유용하게 채택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존 함유 산화 매체는 직접적으로 세정기로, 또는 세정 유닛 내로의 세정 매체 유입부의 상
류의 세정 매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는 오존 함유 산화 매체는 세정 유닛 내로의 배기 가스 스트림의 유입부
의 바로 상류의 배기 가스 스트림으로 유입될 수 있다. 세정 유닛 상류의 배기 가스 스트림에 산화 매체를 첨가하는 것
의 이점은, 배기 가스 스트림 중의 산화 가능한 성분과 오존(또는 다른 산화 종)의 직접적인 반응과 관련된 가스상 반응
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용성의 세정 액체에 오존 함유 산화 매체를 첨가하는 것의 이점은, 습식 세정 기구의 파괴 효
율을 향상시키는 개재 종(예, OH, HO 2 등) 및 물 관련 라디칼(water-related radical)을 증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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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 15에 도시된 유형의 시스템은 처리할 가스 스트림에 오존 또는 그 외의 산소 함유 가스
가 이미 존재하는 상류의 공급원으로부터의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상류의 공정 설비
가 플라즈마 공정 유닛(예컨대, 플라즈마-이용 CVD 유닛, 내부 적층물을 세정하는 공정 챔버를 위한 플라즈마 세정 
유닛, 플라즈마 에칭 유닛 등)을 이용하는 반도체 제조 설비이고, 오존 또는 그 외의 산소계 종(예컨대, 단일의 산소 등)
이 발생되어 궁극적으로 공정의 배기 가스로 통과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오존 또는 그 외의 산소 함유 가스 종이 처리를 위한 하류의 배기 가스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배기 
가스 스트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오존 또는 그 외의 산소 함유 가스 종은, 배출물 처리 시스템의 산화제 유닛에 
도입되어 CO 및 유기 종과 같은 배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산화에 호의적인 산화 조건(적절한 온도, 압력, 
유량 및 조성 조건)에 노출될 때 배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파괴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추가로, 상류 공정의 설비가 플라즈마 유닛을 포함하는 전술한 상황에서, 이 경우 퍼플루오로카본(예컨대, C 2 F6 및 CF

4 )이 배기 가스 스트림 내에 존재하며, 배기 가스 스트림은 상류 공정의 플라즈마 챔버로부터 불소를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기 가스 스트림이 산화 상태를 겪는 경우, 배기 가스 스트림 내의 퍼플루오로카본 종의 예상치 못한 높은 파괴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찰되는 퍼플루오로카본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경감을 위하여 어떠한 이론적인 
기구 또는 가정의 기구로 한정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불소는 퍼플루오로카본 화합물을 분리하도록 작용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라 퍼플루오로카본 화합물로부터 유도되는 탄소질 부분은 산화 환경 내에 존재하는 산소와 화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가지 특징은,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산화를 위하여, 오존, 오존 또는 그 외의 산소 함
유 가스 등과 화합되는 불소와 같은 초고강도 산화제가 가스 스트림에 첨가된 상태의 산화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배기 
가스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산소 함유 가스의 존재 하의 불소를 산화 종으로서 이용하여, 예컨대 클로로
플루오로카본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의 처리에 유용할 수 있다.

    
오존 함유 산화 매체가 단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공정은, 예컨대 배기 가스 스트
림을 자외선 복사에 노출하는 것과, 배기 가스 스트림 내의 산화 가능한 종의 산화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산화 촉매를 이
용하는 것과, 다른 화학 종을 배기 가스 스트림, 세정 매체 및/또는 산화 매체〔예컨대, 하이드로겐 퍼옥사이드, 염소, 
펜톤의 반응물(Fenton's reagent) 등〕에 첨가하는 것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처리 방법 및 기술과 
함께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배기 가스 스트림 처리에 사용되는 오존은 상류 공정, 예컨대 반도체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오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특허 출원 제0 861 683호에 보다 전체적으로 개시
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전반적으로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된다.
    

이러한 배출물 처리 시스템이 산성, 염기성 및 중성 상태 하에서 배기 가스 스트림 내의 산화 가능한 종의 경감에 효과
적이지만, 오존이 산화 매체 내에서 지배적인 산화 종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오존의 활동 수명은 알칼리 조건보다 산성 
조건에서 길다.

본 발명의 배출 처리 시스템은, 예컨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퍼플루오로화합물(CF4 , C2 F6 , HF, NF 3 , CCl4 를 포함), 
수소화물, 할로겐 화물, Nox , SOx 등을 포함한 가스 스트림 내의 매우 다양한 성분 종의 경감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배
출물 종은, 화학 증착, 이온 주입, 반응성 이온 에칭, 포토리소그래피, 화학 기계적 연마, 확산/이전/도핑 공정 등과 같
은 유닛 작업의 결과로서 반도체 제조 플랜트에 의하여 생성되는 배기 가스 내에 통상적으로 발견된다. 이 목적을 위하
여, 본 발명의 배출물 처리 시스템은 전체 공정 설비로부터 강화된 배출물의 처리를 위한 큰 규모의 공정 시스템으로서 
구성될 수 있거나, 시스템은 전체 설비 내에 기구를 국부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룹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소형의 사
용 처리 유닛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을 가스 스트림을 참고로 하여 전술하였지만, 처리 대상 가스는 간헐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또는 그 외에 배치식
(batch), 반-배치식(semi-batch) 또는 가변 속도로 흐를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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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변형예, 수정예 및 그 외의 실시예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전술한 변형예, 수정예 및 
그 외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응하게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화 가능한 성분을 포함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고, 그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산화 가능한 성분을 줄이도록 배치되는 산화 유닛
과,

선택적으로, 세정 가능한 성분을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제거하고 가스 스트림을 산화 유닛으로 방출하는 산화전 세정 유
닛과,

선택적으로, 산화 유닛으로부터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여 그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는 산화후 
세정 유닛과,

시스템 내의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의 저감을 향상시키도록 산소 함유 가스를 공급하도록 배치된 산소 함유 
가스 공급원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소, 오존, 공기, 산소 농후 공기, 원자 산소, OH 이온 및 과산화 종으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산화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산화전 세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산화후 세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산화전 세정 유닛과 산화후 세정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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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
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산화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도 흐
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전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전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전 세정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산화전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
트림으로도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후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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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후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후 세정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산화후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
트림으로도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은 반도체 제조 설비의 배기 가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
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해 배기 가스 수용 관계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
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할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 화합물의 할로 성분은 염소 및 불소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할로 화합물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퍼플루오로카본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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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수소 가스 종, 할로겐화물 가스 종, CO, 기상 산화 질소 및 기상 산
화 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
템.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퍼플루오로카본, 질소 퍼플루오로화합물, 
CO, 산화 질소, 산화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
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유닛은 열 산화기, 전열 산화기, 촉매 산화기, 화염 기초 산화기, 유동화 베드형 열 산화기, 
플라즈마 산화기, 배출식 산화기(transpirative oxidizer)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산화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1항에 있어서, 세정 유닛을 포함하며, 이 세정 유닛에서 가스 스트림은 세정 매체와 접촉하고, 산소 함유 가스 공급원
이 산소 함유 가스를 세정 유닛 내에서 사용하기 전에 세정 매체로 도입하도록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36.

수용성 세정 매체로 가스 스트림을 세정함으로써 산화 가능한 성분을 포함한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
으로서,

산소 함유 가스는 수용성 세정 매체로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기 전에 세정 매체로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처
리 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성 세정 매체는 산소 함유 가스가 첨가되는 보급수(make-up water) 및/또는 재순환수를 
포함하여, 산소 함유 가스를 함유하는 수용성 세정 매체에 의하여 가스 스트림의 연속적인 세정 시에 가스 스트림의 산
화 가능한 성부의 액상 파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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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처리 시스템.

청구항 40.

산화 처리가 산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으로서, 초고강도의 산화제를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
한 성분의 산화를 위하여 가스 스트림에 첨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초고강도 산화제는 오존, 산소 함유 가스와 화합되는 불소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
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초고강도 산화제는 불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3.

산화 가능한 성분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수용하고, 그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산화 가능한 성분을 줄이도록 배치되는 산화 유닛
과,

상기 산화 유닛에서 산화 처리하기 전에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산화 유닛 상류의 습식 세정기와,

상류의 가스 스트림 및/또는 습식 세정기 및 산화 유닛 중 적어도 하나에 오존을 공급하는 오존 공급원과,

가스 스트림 및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원을 갖추고 있는 산화 유닛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수용성 세정 매체 공급원은 습식 세정기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오존 공급원은 수용성 세정 매체를 습식 세정기에 도입하는 부분의 상류의 수용성 세정 매체에 
오존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시스템.

청구항 46.

산화 가능한 성분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산화 유닛에 도입하고, 그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하여,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
하는 단계와,

선택적으로, 산화 유닛의 상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와,

선택적으로, 산화 유닛의 하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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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산소 함유 가스와 가스 스트림을 접촉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소, 오존, 공기, 산소 농후 공기, 원자 산소, OH 이온 및 과산화 종으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산화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산화 유닛의 상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0.

제46항에 있어서, 산화 유닛의 하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1.

제46항에 있어서, 산화 유닛의 상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와, 산화 유닛
의 하류로부터 세정 가능한 성분을 제거하도록 가스 스트림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
림 처리 공정.

청구항 52.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4.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6.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산화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산화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도 흐
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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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8.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
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도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4.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6.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
으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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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단계는 세정 유닛에서 수행되고,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세정 유닛으로 직접적으로 흐르고, 
세정 유닛의 상류의 가스 스트림으로도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가스는 오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0.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은 반도체 제조 설비의 배출 가스 스트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
림 처리 공정.

청구항 71.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은 반도체 제조 설비에 배출 가스를 수용하는 관계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
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2.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할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
리 공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 화합물의 할로겐 성분은 염소 및 불소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
리 공정.

청구항 74.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 화합물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퍼플루오로카본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5.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수소 가스 종, 할로겐화물 가스 종, CO, 기상 산화 질소 및 
기상 산화 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 종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6.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퍼플루오로카본, 질소 퍼플루오로화합
물, CO, 산화 질소, 산화 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 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유닛은 열 산화기, 전열 산화기, 촉매 산화기, 화염 기초 산화기, 유동화 베드형 열 산화기, 
플라즈마 산화기, 배출식 산화기(transpirative oxidizer)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산화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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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유닛은 연소 챔버를 포함하며, 연소 연료를 연소 챔버로 도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7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유닛에 에너지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0.

산화 가능한 성분을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서,

가스 스트림을 산화 유닛에 도입하고, 그 가스 스트림에 산화 조건을 부여하여, 가스 스트림의 산화 가능한 성분을 저감
하는 단계와,

산화 유닛에서 그것의 산화 처리 전에 습식 세정 유닛에서 가스 스트림을 습식 세정하는 단계와,

상류의 가스 스트림 및/또는 습식 세정기 및 산화 유닛의 적어도 하나에 오존을 공급하는 단계와,

산화 유닛 내의 가스 스트림과 오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수용성 세정 매체 공급원은 습식 세정기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오존은 습식 세정기로의 수용성 세정 매체의 도입 부분의 상류의 수용성 세정 매체로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3.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성 세정 매체는 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4.

할로카본을 저감하도록 할로카본 함유 가스 스트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서, 감소된 할로카본 함량의 가스 스트림을 생
성하도록 산소 함유 가스의 존재하에 불소와 가스 스트림을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
림 처리 공정.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카본은 하나 이상의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청구항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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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카본은 하나 이상의 퍼플루오로카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 스트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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