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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판(substrate)의 세정과 건조방법 및 이 방법에 사용하는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장치의 사용예를 표시한 측면도.

제2도는 그의 주요부를 표시한 정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장치의 가동 (可動台)를 상방으로 이동한 상태를 표시한 정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장치의 협지(挾持)수단 및 요동수단을 표시한 사시도.

제5도는 요동수단을 구성하는 플레이트부재의 변형예의 단면도.

제6도는  제5도의  플레이트부재를  반도체  기판에  접촉시키면서  건조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3, 4, 5 : 지주                              8 : 가동

11 : 협지수단                              17, 18 : 구도우단

19, 50 : 플레이트부재                  20 : 기판

21 : 캐리어                                   52 : 접촉면

54 : 홈                                          56 : 공동

58 : 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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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판(substrate),  특히  반도체장치의  제조에  이용되는  기판,  예컨  실리콘웨이퍼(wafe
r)나, 글라스 마스크를 세정 및 건조시키는 방법 및 이 방법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가공  처리한  반도체  웨이퍼를  약액처리하고  그후  세척  건조시켜  완성시키기  위하여  캐리어 또
는  호울더에  담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고속  회전기에  걸어  세척하여  원심력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회전시에  회전기기의  회전축으로  발생하는 
먼지가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하거나  회전시에  서로  인접하는  상기  웨이퍼가  접촉하여  칩핑을 야기시
키거나  혹은  그  발생한  칩이  다른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되어  오손의  원인으로  되어  제품의  수율이 
저하되는 결점이 있다.

본  발명이  목적은  기판에  부착한  세정액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기판끼리의 접촉으
로  기인한  기판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따라서  제품의  수율은  향상시킬  수가  있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형태(aspect)에  의하면  기판을  간직하는  캐리어를  세정액에  침지하는  공정과, 상
기  기판에  진동을  주면서  상기  캐리어를  상기  세정액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공정과  상기  끌어올리는 
공정을  통하여  상기  기판에  건조용  가스를  공급하고,  이것에  의해서  상기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상기 
세정액을 제거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의하면  지주에  안내되어서  자유롭게  승강하는  가동 와;  기판을  수납하는 캐
리어와  상기  가동 에  부착되고  그리고  상기  캐리어를  협지하는  협지수단과  상기  가동 에  부착되고 
그리고 상기 기판에 진동을 부여하는 진동수단과 상기 캐리어가 침지되는 세정액을 수납하는 
용기와,  진동을  부여받으면서  상기  세정액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상기  캐리어내의  기판에  그 끌어올
리는 기간동안 건조가스를 공급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상기 캐리어의 끌어올리는 속도는 바람직하기는 매분 1.5내지 4.2㎝이다.

본  발명의  기타  특징과  이점은  첨부도면과  함께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
에 본 발명 방법에 사용되는 장치의 1실시예를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제1도  및  제2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장치(1)는  기 (2)와,  이  기 (2)에  그의 기단
부를  고정한  4개의  지주(3,4,5)(다른  1개는  도시하지  않음)와  이  지주의  상단부에  지지  고정되어 있
는  천 (天台)(7)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상기  기 (2)와  천 (7)와의  사이에는  4개의  상기  지주에 
안내되어서  높이(L)  분만큼  자유롭게  승강하는  가동 (8)가  배설되어  있다.  이중  상기  가동 (8)의 

략  중앙에는  환봉랙(9)이  배설되어  있다.  상기  천 (7)에  모우터(40)에  의해서  구동된 피니언(1
0)을 상기 랙(9)에 맞물림으로써 이 가동 (8)는 자유롭게 승강한다.

또  이  가동 (8)의  앞쪽에는  반도체용  기판(20)을  담지한  캐리어(21)를  협지한  채로  이동시키는 협
지수단(11)과,  반도체용  기판(20)의  하단부에  맞닿고  이  반도체용  기판(20)을  X-X방향  및  Z-Z 방향
으로 약간 요동시키는 요동수단(15)이 배설되어 있다(제4도 참조).

협지수단(11)은  그의  선단에서  캐리어(21)를  협지하는  한쌍의  L자상의  협지봉(12,12)과  이 협지봉
(12,12)을  캐폐시키는  개폐동력(13)과  상기  협지봉(12,12)의  기단부를  공정시킨  부착판(14,14)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상기  개폐동력(13)에  의해  상기  부착판(14,14)을  Y-Y  방향으로  조작하여  이동시켜서 한쌍
의  협지봉(12,12)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사용하는  캐리어(21)에  의해서 협지봉
(12,12)의 간격을 선정할 수 있다.

또  요동수단(15)은  상기  협지봉(12,12)의  략  중간에서  상기  협지봉(12,12)과  략  평행한  위치에 
배설한  요동봉(16)과  이  요동봉(16)에  하여  제1도에서의  X-X방향으로  요동하는  힘을  부여하는 제1
의  구동수단(17)과  그리고  이  요동봉(16)을  Z-Z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제2의  구동수단(18)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  상기  요동봉(16)은  제4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역  U자상으로  절곡하여  형성되고, 그
의 자유단축에는 약 T자상의 플레이트부재(19)가 장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상기 요동봉(16)의 플레이트부재(19)를 제2의 구동수단(18)을 조작하여 상기 협지봉
(12,12)에  협지된  캐리어(21)내의  반도체용  기판(20)의  하단부에  맞닿게  하고,  다음에  제1의 구동수
단(17)을  조작하여  상기  요동봉(16)을  X-X  방향으로  요동시킴으로써  캐리어(21)를  약간  X-X방향으로 
요동시킬 수가 있다.

제1도에서  부호  30은  맑은  건조풍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며,  31은  송풍기를,  32는  필터를,  33은 하이
터를 가르킨다. 다음에 세척 건조방법에 관하여 제1도 내지 제3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먼저  장치(1)의  가동 (8)  제3도의  상태로  놓는  동시에  협지수단(11)의  개폐동력(13)을  구동하여 사
용하는 캐리어(21)의 폭에 맞추어서 협지봉(12,12)의 간격을 조절한다(제3도 참조).

다음에  반도체  기판(20)을  담지하고  있는  캐리어(21)의  양측벽  상연에  형성한  플랜지를 협지봉
(12,12)에  의해서  협지시키고,  다음에  요동수단(15)을  Z-Z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제2의 구동수단(1
8)을  조작하여  플레이트부재(19)를  반도체용  기판(20)의  하단부에  맞닿게  한다.  이러한  상태로 세트
한  후,  천 (7)의  모우터(40)를  구동하여  세척액조(25)내에  캐리어(21)를  하강시켜  반도체 기판(2
0)이 고르게 세척액에 적셔질 때까지 가동 (8)를 하강시킨다.

계속하여  상기  반도체용  기판(20)에  맞닿아  있는  플레이트부재(19)를  요동(2㎜의  거리를  2초로 1왕
복할 정도)시킴으로써 제1도에서의 X-X 방향으로 약간 반도체용 기판(20)을 왕복시킨다.

이러한  동작을  부여하면서  상기  캐리어(21)를  세척액으로부터  미(微)  속도(1㎝/분  정도)로 끌어올려
서  꺼내고  끌어올릴  때에  기판(20)에  건조풍을  서  세척액을  제거시키고,  캐리어(21)가  제3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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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복귀하였을  때에  반도체용  기판(20)에  세척건조를  완료시킨다.  또한  캐리어(21)와  반도체용 
기판(20)과의  사이에  고이는  세척액은  반도체용  기판(20)을  미속으로  X-X  방향으로  요동하여 왕복시
키는 동안에 캐리어(21)로부터 적하한다.

본  발명에  사용하는  진동(요동)  수단(15)을  구성하는  플레이트부재의  변형예를  제5도  및  제6도에 따
라  다음에  설명한다.  제5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이  변형예의  플레이트부재(50)은  반도체  기판과의 
접촉면(52)에  길이  방향의  홈(54)을  지니고  있으며,  이  홈(54)은  그  내부에  형성된  공동(56)에 연락
되고  있다.  제6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조의  플레이트부재(50)의  상면에  반도체 기판
(20)  하면에  접촉시켜  그리고  플레이트부재(50)를  진동시키면서  세정액(58)으로부터  기판(20)을 끌
어올렸을  경우  기판(20)하면에  잔류한  세정액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홈(54)을  통하여  공동(56)내로 
흡취(吸取)되고, 따라서 기판(20)의 건조효과가 촉진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세척액의  표면장력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단시간에  건조시킬 
수가  있고,  세척건조시에  발생하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반도체용  기판이  깨끗하다.  또 반도
체용  기판에  칩핑이  생기는  일도  없기  때문에  세척  건조후의  반도체용  기판의  수율이  좋아 직접회로
와 같은 반도체 장치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을  간진(保持)하는  캐리어를  세정액에  담그는  공정과,  상기  기판에  진동을  부여하면서  상기 캐
리어를  상기  세정액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공정과,  상기  끌어올리는  공정을  통하여  상기  기판에 건조
용  개스를  공급하여  그  결과  상기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상기  세정액을  제거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세정과 건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은  상기  캐리어내에  수납된  기판의  저부에  진동수단을  접촉시킴으로써 부
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세정과 건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끌어올리는  속도는  매분  1.5  내지  4.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의 세정과 건조방법.

청구항 4 

지주에  안내되어서  자유롭게  승강하는  가동 와,  기판을  수납하는  캐리어와,  상기  가동 에 부착되
어서  상기  캐리어를  협지하는  협지수단과,  상기  가동 에  부착되고  그리고  상기  기판에  진동을 부여
하는  진동수단과,  상기  캐리어를  침지시키기  위한  세정액의  용기와,  진동이  부여되면서  상기 세정액
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상기  캐리어내의  기판에  그  끌어올리는  기간을  통하여  건조용  개스를 공급하
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수단은  상기  캐리어내의  기판의  저부에  접촉하는  플레이트부재와,  이 플레
이트부재에  접촉하는  접속부재와,  이  접속부재에  진동력을  부여하는  구동수단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장치.

청구항 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부재는  상기  기판과의  접촉면에  길이방향의  홈을  가지고  있으며,  이 
홈은  상기  플레이트부재의  내부에  형성된  공동에  연락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세정  및 
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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