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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판처리시스템 및 기판처리방법이 개시된다. 이러한 기판처리 시스템은 카셋트(Cassette)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공정

라인에 인계하는 로더와, 상기 기판상에 약액를 제공하여 스트립(Strip) 공정을 진행하는 스트립부와 상기 스트립부에서

처리된 기판의 표면에 초순수(DI : De-Ionized Water)를 분사하고 연속해서 흡입하여 기판상의 유체를 제거하는 흡입부

와 상기 흡입부를 통과한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부와 상기 세정부를 통과한 기판을 건조하는 건조부를 포함하는 일자형 기

판처리라인과,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으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배출하는 언로더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기판, 세정, 효율, 흡입, 분사, 트랜스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은 종래의 기판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2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3 은 도2 에 도시된 흡입부의 내부구조를 도시하는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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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 는 도3 에 도시된 흡입모듈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5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6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7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8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판처리 시스템 및 기판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흡입 효율이 향상된 스트립 장비를 구비하여

약액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줄임으로써 라인길이를 단축하여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판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판 디스플레이(FPD;Flat Panel Display), 반도체 웨이퍼, LCD, 포토 마스크용 글라스 등에 사용되는 기판은

일련의 공정라인을 거치면서 처리하게 된다. 즉, 감광제 도포(Photo resist coating: P/R), 노광(Expose), 현상(Develop),

에칭(Etching), 스트립(Stripping), 세정(Cleaning), 건조(Dry)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1 에는 스트립 공정을 수행하는 기판처리라인이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판처리라인은 우선 카셋트(1)로부

터 기판을 인출하여 로더(Loader;2)로 이송하며, 로더(2)는 상기 기판을 스트립 베스(Stripe Bath;3)로 공급한다.

상기 스트립 베스(3)는 복수개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4개의 스트립 베스로 구성될 수 있다.

스트립 베스(3)의 내부로 공급된 기판은 스트립핑(Strip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기판은 약액중화부(4)로 공급되

어 이소프로판올(IPA) 혹은 디메틸슬혹시드(DMSO) 등의 유기용매에 의하여 스트립 약액이 중화된다. 상기 중화의 목적

은 스트립 약액이 바로 후속 공정인 세정공정에서 초순수(DI : De-Ionized Water)와 반응을 하면, 기판상에 있는 박막 표

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트립 약액을 중화한 다음 세정을 하게 된다.

다음, 터너(Turner;5)를 통하여 제1 세정부(6)로 이송되어 초순수 등으로 표면에 잔류하는 유기용매를 제거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1 세정부(6)는 베스 내부에 기판이 컨베이어등에 의하여 이송되고, 이러한 기판에 초순수를

분사노즐을 통하여 기판상에 분사함으로써 세정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유기용매가 제거된 기판은 터너(7)를 통하여 제2 세정부(8)로 이송된다. 제2 세정부(8)는 제1 세정

부(6)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두 개의 샤워베스(Shower bass)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터너(5)(7)는 스트립 공정라인의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ㄷ'자 형상으로 기판을 이송하고자 더미(dummy)로

설치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제2 세정부(8)를 통과한 기판은 아쿠어 나이프(Aqua Knife;9)와 에어 나이프(Air Knife;10)를 거치면서 건조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기판은 언로더(Unloader;11)로 이송되며, 로봇 등의 기구를 통하여 카세트(1)로 이송되어 적치된

다.

그러나, 공정 상 필요한 상기 스트립 약액의 중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화액의 추가로 제조단가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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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간효율성 확보를 위하여'ㄷ'자 형상으로 스트립 공정 라인을 구성하였지만, 대면적화 되는 기판의 추세에서 그 한

계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 된 것으로서, 스트립 약액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원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판처리시스템 및 기판처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스트립 기판처리라인을 일자 형태로 가져감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판 처리시스템 및 기판처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카셋트(Cassette)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공정 라인에 인계하

는 로더; 상기 기판상에 약액를 제공하여 스트립(Strip) 공정을 진행하는 스트립부와, 세정액을 상기 기판에 분사하는 한

쌍의 분사노즐과, 상기 분사노즐의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기판상의 유체를 흡입하는 흡입모듈과, 상기 스트립부에서 처리

된 기판의 표면에 초순수(DI : De-Ionized Water)를 분사하고 연속해서 흡입하여 기판상의 유체를 제거하는 흡입부와, 상

기 흡입부를 통과한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부와, 상기 세정부를 통과한 기판을 건조하는 건조부를 포함하는 일자형 기판처

리라인; 그리고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으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배출하는 언로더를 포함하며,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

라인의 흡입모듈은 몸체와, 상기 몸체의 내부에 형성되어 기체가 압축되어 흐름으로서 주위에 저기압을 형성하는 기체유

로와, 상기 몸체의 저부에 형성되어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함으로서 기체유로와의 기압차이로 인한 흡입력에 의하여 기판

으로부터 세정액을 흡입하는 흡입구로 이루어지는 기판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판의 처리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2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제안하는 일 실시예에 따른 기판 처리시스템은 단축된 길이의 라인에 의해서도 충분한 기판

의 처리가 가능한 일자 형태(I type)의 소위, 스탠드 얼론(Standalone) 타입의 라인이 구성된다.

상기 기판 처리시스템은 카셋트(Cassette;20)로부터 기판(G;도3)을 인수하여 공정 라인에 인계하는 로더(22)와, 상기 로

더(22)로부터 이송된 기판(G)에 대하여 스트립(Strip) 공정을 진행하고, 스트립 처리된 기판(G)에 초순수(DI : De-

Ionized Water)를 분사하고 연속해서 흡입하여 유체를 제거하고, 기판(G)을 세정하고, 세정된 기판(G)을 건조하는 일련의

공정을 진행하는 일자형 기판처리라인(21)과,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21)으로부터 기판(G)을 인수하여 배출하는 언로

더(38)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기판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카셋트(Cassette;20)는 라인 일측에 배치되어 기판(G)을 적치한다.

그리고, 이 카셋트(20)에 적치된 기판(G)을 로봇 등의 이송기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인출하여 로더(Loader;22)로 이송한

다.

상기 기판처리라인(21)은 로더(22)에 의하여 공급된 기판(G)상에 약액을 제공하여 스트립(Strip) 공정을 진행하는 스트립

부(24)와, 상기 스트립부(24)에서 처리된 기판(G)의 표면에 초순수(DI : De-Ionized Water)를 분사하고 연속해서 흡입하

여 기판(G)상의 유체를 제거하는 흡입부(28)와, 상기 흡입부(28)를 통과한 기판(G)을 세정하는 세정부(30)와, 상기 세정

부(30)를 통과한 기판(G)을 건조하는 건조부(36)를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스트립부(24)는 로더(22)로부터 이송된 기판(G)에 스트립액을 제공하여 표면을 처리하는

스트리핑(Stripping) 공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스트립부(24)는 바람직하게는 2개의 베스(Bath;25,26)로 이루어지는데, 이

는 기존의 스트립 장비에 비해 고압(High Power)의 노즐을 다수 배치하여 2개의 베스를 통과하는 동안 기판(G) 표면에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트립부(24)에서 약액 처리된 기판(G)은 흡입부(28)를 통과하면서 초순수(De-Ionized Water;DI WATER)의

분사 및 흡입에 의하여 기판 표면에 잔류하는 유체(스트립액+초순수+이물질)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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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흡입부(28)는 바람직하게는 도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정액 분사 및 흡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흡입부(28)는 베스(Bath;40)와, 상기 베스(40)의 내부에 구비되어 세정액이 베스(40)의 외

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에어커튼(Air Curtain;48)과, 세정액을 기판(G)에 분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 쌍의 분사

노즐(50,52)과, 한 쌍의 분사노즐(50,52)의 사이에 구비되어 분사된 세정액을 기압차이로 인한 흡입력에 의하여 흡입하는

흡입모듈(54)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흡입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판(G)은 컨베이어(46)에 실려진 상태로 베스(40) 일측에 형성된 유입구

(42)를 통하여 베스(40)의 내부로 진입하고, 세정처리 후 유출구(44)를 통하여 상기 베스(40)의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쌍의 분사노즐(50,52)은 통상적인 구조를 갖으며, 기판(G)으로부터 소정거리 위쪽으로 배치되어 기판(G)의 상

면을 향하여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세정액의 분사로 인한 충격 에너지에 의하여 기판(G)상의 스트립액 혹은 이물질이 기판(G)으로부터 분리되

고, 흡입모듈(54)에 의해 외부로 배출된다.

또한, 한 쌍의 분사노즐(50,52)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며, 서로를 향하여 일정 각도 기울어진다. 따라서, 한 쌍의 분사

노즐(50,52)로부터 분사된 세정액은 기판(G)상의 국소 부위에 집중됨으로써 기판상의 유체를 흡입모듈(54)에 의해 효과

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상기 흡입모듈(54)은 베스(40)의 내부를 통과하는 컨베이어(46)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기판(G)의 전면적에 걸

쳐 세정액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흡입모듈(54)은 도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59)와, 상기 몸체(59)의 내부에 형성되어 기

체가 압축되어 흐름으로서 주위에 저기압을 형성하는 기체유로(60)와, 상기 몸체(59)의 저부에 형성되어 상기 기체유로

(60)와 연통함으로서 기체유로(60)와의 기압차이로 인한 흡입력에 의하여 기판(G)으로부터 세정액을 흡입하는 흡입구

(62)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흡입모듈에 있어서, 상기 몸체(59)는 대략 장방형의 육면체 형상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길이

방향으로 기체유로(60)가 형성되며, 상기 기체유로(60)는 성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몸체(59)의 내부에 형성된다.

이러한 기체유로(60)는 외부에 설치된 압축기(도시안됨)에 연결된다. 따라서, 압축기가 구동하는 경우, 상기 기체유로(60)

로 기체가 통과하게 된다.

또한, 상기 몸체(59)의 저부에는 흡입구(62)가 형성되며, 이 흡입구(62)는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흡입구(62)

는 그 상부는 상기 기체유로(60)에 연통하며, 하부는 몸체(59)의 외부로 개방된 형상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기체유로(60)를 통하여 기체가 통과하는 경우,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여 기체유로(60)의 내부는 빠른 기체의

흐름으로 인하여 저기압상태가 되고, 흡입구(62)는 기체유로(6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게 되므로 흡입력이 발생

함으로써 기판(G)의 세정액을 흡입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한 쌍의 분사노즐(50,52)과 흡입모듈(54)과의 거리는 스트립약액과 세정액의 반응으로 인한 기판의 박막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다시, 도2 를 참조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흡입부(28)를 통과한 기판(G)은 세정부(30)로 이송된다.

상기 세정부(30)는 바람직하게 2개의 세정베스(32,34)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세정베스(32,34)에는 도면에는 도시

되어 있지 않지만, 고압의 분사노즐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미케니컬 파워(Mechanical Power)가 향상된 분사노즐에 의해 2개의 세정베스(32, 34)만으로 세정공정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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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건조부(36)는 바람직하게는 에어나이프(Air Knife;36)를 포함한다. 상기 에어나이프(36)는 공기를 압축한 상

태에서 고압으로 분사함으로써 기판상에 잔류하는 물방울 혹은 이물질 등을 제거함으로써 건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조부(36)에서 최종적으로 건조된 기판(G)은 언로더(38)에 의하여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상기한 과정을 통하여 기판(G)이 스트리핑, 흡입, 세정, 건조 등의 일련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기판처리 시스템에 의한 처리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즉, 도2 내지 도4, 그리고 도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처리공정은 박막이 형성된 기판(G)을 제공하는 단계(S100)와, 상

기 기판(G)을 스트립 베스로 이송하여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와 반응시켜 스트립공정을 수행하는 제1 단계(S200)와, 상

기 제1 단계(S200)에서 스트리핑 처리된 기판(G)에 초순수(DI WATER)를 분사하면서 연속해서 초순수를 흡입하여 기판

(G)의 스트립액을 제거하는 제2 단계(S220)와, 상기 기판(G)을 세정하는 제3 단계(S240)와, 세정된 기판(G)을 건조 및 언

로딩하는 제4 단계(S300)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판 처리공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제공단계(S100)에서는 라인 일측에 배치된 카셋트(Cassette;20)로부터 기판

을 인출하고, 인출된 기판을 로봇 등의 이송기구에 의하여 로더(Loader;22)로 이송한다.

상기 제1 단계(S200)에서는 이송된 기판의 표면에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터를 제거하는 스트리핑 공정이 진행된다.

즉, 로더(22)로부터 스트립부(Strip Portion;24)로 이송된 기판(G)은 2개의 베스(Bath;25,26) 내부를 통과하며 제1 스트

립 공정 및 제2 스트립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구조의 스트립 장비로부터 약액이 분사되며, 이 약액은 기판(G)에 제공되어 기판(G)에 잔류하는 포

토레지스터와 반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판(G)상의 포토레지스터가 박리되며 일정한 형상의 패턴만이 잔존하게 된다.

제2 단계(S220)에서는 이와 같이 스트립 단계(S200)에서 스트리핑 된 기판으로부터 약액을 제거하게 된다.

즉, 스트립부(24)에서 약액 처리된 기판(G)은 컨베이어(46)에 실려진 상태로 베스(40)의 일측에 형성된 유입구(42)를 통

하여 베스(40)의 내부로 진입한다.

그리고, 기판(G)은 한 쌍의 분사노즐(50,52) 구간을 통과하게 되며, 이때, 한 쌍의 분사노즐(50,52)로부터 기판(G)의 상면

을 향하여 세정액이 분사되며, 세정액의 분사로 인한 충격 에너지에 의하여 기판(G)상의 스트립 약액과 세정액 및 이물질

이 기판(G)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때, 한 쌍의 분사노즐(50,52)의 사이에는 흡입모듈(54)이 배치되어 기판(G)상의 유체를 신속하게 흡입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흡입모듈(54)이 몸체(59)의 내부에 형성된 기체유로(60)에 유체가 통과함으로써 흡입구(62) 주

위에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흡입구(62)는 그 상부는 상기 기체유로(60)에 연통하며, 하부는 몸체(59)의 외부로 개방된 형상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기체유로(60)를 통하여 기체가 통과하는 경우,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여 기체유로(60)의 내부는 빠른 기체의

흐름으로 인하여 저기압 상태가 되고, 흡입구(62)는 기체유로(6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게 되므로 흡입력이 발

생함으로써 기판(G)상의 유체를 흡입할 수 있다.

상기 흡입모듈(54)에 의한 유체의 흡입은 스트립 약액이 상기 초순수(DI : De-Ionized Water)와 반응을 하여 기판 상에

있는 박막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흡입함으로써 기판처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기판(G)은 세정부(30)로 이송되어 제3 단계(S240)가 진행되고, 이어 건조 및 언로딩을 위한 제4 단

계(S300)를 진행하게 된다. 즉, 세정공정을 거친 기판(G)은 건조부(36)의 에어나이프(Air Knife;36)를 통과하게 되며, 이

때, 상기 에어나이프(36)로부터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기판(G)상에 잔존하는 습기 및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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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가 도5 에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시스템에 있어서

는 기판처리라인의 상부에 기판을 이송하기 위한 트랜스퍼 유닛(Transfer Unit;71)을 추가로 구비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트랜스퍼 유닛(71)에 의하여 기판을 기판처리라인으로 이송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기판처리라인(21)의 상층에 레일(72)이 배치되며, 이 레일(72)상에는 트랜스퍼 유닛(71)이 활주

가능하게 구비된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 유닛(71)은 기판을 적치하고 레일(72)을 따라 전후방향으로 이동함으로서 기판

을 일정 위치로 이송시킬 수 있다.

즉, 상기 트랜스퍼 유닛(71)이 기판을 적치하여 기판처리라인(21)의 일측에 배치된 로더(73)의 상부위치에 도달하여 로더

(73)상에 기판(G)을 적치하게 된다.

로더(73)상에 안착된 기판(G)은 기판처리라인(21)의 스트립부(Strip Portion;74)로 이송되며, 스트립부(74)를 통과하면서

스트립액에 의하여 기판(G)의 표면에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터가 제거되는 스트리핑(Stripping)공정을 거치게 된다.

스트립부(74)를 통과한 기판(G)은 흡입부(75)를 통과하면서 표면에 잔류하는 스트립액이 흡입방식에 의하여 1차적으로

제거되며, 세정부(76)에서 최종적으로 세정처리된다.

세정부(76)를 통과한 기판은 건조부(77)의 에어나이프(77)를 통과하면서 건조된다.

이와 같이, 기판처리라인(21)을 통과한 기판은 언로더(79)로 이송된다. 그리고, 언로더(79)에서 로봇 등의 기구에 의하여

카세트(70)로 운반되어 적치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배치된 기판처리시스템은 도6 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로도 배치될 수 있다. 즉, 카세트(80)가 기판처리

라인(82)의 측부에 배치되며 트랜스퍼 유닛(86)이 상층부에 배치된 레일(84)상에 배치될 수도 있다.

한편, 도7 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흡입효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길이를 단축시킨

기판처리시스템은 설치면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인라인(In Line)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즉, 장비 등이 구비되는 공정라인 혹은 검사라인(98)의 일측에 기판처리라인(21)을 배치함으로써 기판이 인라인 방식의

라인상에서 처리될 수 있다 .

상기 기판처리라인(21)은 상기한 실시예들과 동일하게 스트립부(92)와, 흡입부(93)와, 세정부(94)와, 건조부(95)로 이루

어진다.

그리고, 입측에 배치된 로더(91)를 통하여 기판이 이송되며, 출측에 배치된 언로더(96)를 통하여 검사라인(98)의 로더(97)

로 공급된다.

이 로더(97)를 통하여 공정라인 혹은 검사라인(98)으로 이송되어 소정의 공정이 진행되며, 언로더(99)를 통하여 외부로 배

출됨으로써 카세트(90)에 적치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판처리시스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스트립 약액을 중화시키기 위한 중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순수만으로 스트립액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으로

원가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스트립 기판처리라인을 일자형태로 배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대면적화 되는 기판의 추세에

도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판처리라인을 스탠드 얼론방식, 인라인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서 설계의 선택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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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구의 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

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셋트(Cassette)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공정 라인에 인계하는 로더;

상기 기판상에 약액를 제공하여 스트립(Strip) 공정을 진행하는 스트립부와, 세정액을 상기 기판에 분사하는 한 쌍의 분사

노즐과, 상기 분사노즐의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기판상의 유체를 흡입하는 흡입모듈과, 상기 스트립부에서 처리된 기판의

표면에 초순수(DI : De-Ionized Water)를 분사하고 연속해서 흡입하여 기판상의 유체를 제거하는 흡입부와, 상기 흡입부

를 통과한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부와, 상기 세정부를 통과한 기판을 건조하는 건조부를 포함하는 일자형 기판처리라인; 그

리고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으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배출하는 언로더를 포함하며,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의 흡입모듈은 몸체와, 상기 몸체의 내부에 형성되어 기체가 압축되어 흐름으로서 주위에 저기

압을 형성하는 기체유로와, 상기 몸체의 저부에 형성되어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함으로서 기체유로와의 기압차이로 인한

흡입력에 의하여 기판으로부터 세정액을 흡입하는 흡입구로 이루어지는 기판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은 상기 기판을 검사(inspection)하거나, 혹은 다른 공정을 수행하는 타장비와

인라인화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상기 로더로 기판을 인계하며, 상기 일자형 기판처리라인 상부에서

기판을 운송시키는 트랜스퍼 (Transfe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처리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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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는 상기 언로더에 대하여 기판이송방향과 평행한 방향에 배치되거나, 혹은 기판이송방향과

수직방향에 배치되는 기판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박막이 형성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스트립 약액을 분사하여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와 반응시켜 스트립공정을 수행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스트립 처리된 기판상에 세정액을 상기 기판에 분사하는 한 쌍의 분사노즐과, 상기 유체 분사노즐의 사

이에 구비되며, 몸체와, 상기 몸체의 내부에 형성되어 기체가 압축되어 흐름으로서 주위에 저기압을 형성하는 기체유로와,

상기 몸체의 저부에 형성되어 상기 기체유로와 연통함으로서 기체유로와의 기압차이로 인한 흡입력에 의하여 기판으로부

터 세정액을 흡입하는 흡입구로 이루어짐으로써 상기 기판상의 유체를 흡입하는 흡입모듈에 의하여 초순수(DI;De-

Ionized Water)를 분사하면서 연속해서 흡입하여 기판상의 유체를 제거하는 흡입하는 제2단계;

상기 기판을 세정하는 제3단계; 그리고

상기 기판을 건조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기판처리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2개의 스트립 베스를 통과하여 상기 스트립 공정을 완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처

리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모듈과 상기 흡입모듈과의 거리는 상기 스트립 약액과 상기 세정액의 반응으로 인한 상기 박막

에 손상(demage)여부를 고려하여 조절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처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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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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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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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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