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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소정 영역의 작업 공간내의 일측에 설치되어 전후진, 회
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세정 진행용 로봇과, 상기 세정 진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된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와, 상기 케미컬 베스의 측부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카세트 투입장치와, 상기 케미컬 베스 및 카세트 투입장치의 측
부에 설치되어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증착 진행용 로봇과, 상기 증착 진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되도록 설치되는 다수개의 반응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을 대폭 줄이고, 또한 연속적인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공
정이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아울러 자연 산화막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종래 반도체 제조용 웹 스테이션 시스템을 간략화하여 도시한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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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반도체 제조용 웹 스테이션 시스템을 간략화하여 도시한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을 도시한 정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 세정 진행용 로봇 31 ; 케이컬 베스

32 ; 투입장치 33 ; 증착 진행용 로봇

34 ; 반응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웨이퍼를 세정하는 세정 공정과 웨이퍼에 케미컬(CHEMICAL)을 증착시키는 증
착 공정이 포함되어 진행된다.

    
도 1은 상기 세정 공정이 이루어지는 세정장비의 일례로 웹 스테이션 시스템(WET STATION SYSTEM)을 개략적으
로 도시한 것으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 웹 스테이션 시스템은 작업 공간에 X,Y축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암
(ARM)(R)이 구비된 웨이퍼 이송용 로봇(1)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암(R)이 설치된 하측으로 세정 공정에 필요한 다수
개의 케미컬 베스(2)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2)가 설치되는 일측에 카세트(CASSETTE)
가 투입되는 로딩장치(3)가 설치되어 있고 그 로딩장치(3)의 반대측에 위치하는 케미컬 베스(2)의 측부에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드라이어(4)가 설치되며 그 측부에 웨이퍼를 카세트에 수납하는 언로딩 장치(5)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증착 공정이 이루어지는 세정장비의 일례로 퍼넌스 시스템(FURNACE SYSTEM)은 별도의 작업공간에 설비된
다. 상기 퍼넌스 시스템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세트가 투입되는 투입장치(10)와, 상기 투입장치(10)에 투입
된 카세트를 이동시키는 카세트 핸들러(11)와, 상기 카세트 핸들러(11)에 의해 이동되어진 카세트를 보관하는 스테이
지(12)와, 상기 스테이지(12)에 적재된 웨이퍼를 1회 동작에 5장씩 옮길수 있는 트랜스퍼(13)와, 상기 트랜스퍼(13
)에 의해 옮겨진 웨이퍼를 반응실(14)로 이동시키는 보우트(15)와, 1회 진행시 150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반응실(
14)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웹 스테이션 시스템과 퍼넌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세정 공정 및 증착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웹 스테이션 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카세트를 로딩장치(3)에 위치시켜 공정 진행을 시작하면 로봇(1)의 암(R)이
 로딩장치(3)에 위치한 카세트를 픽업하여 각 케미컬 베스(2)에 담그면서 이동하게 되며 이어 드라이어(4)를 거치면
서 웨이퍼를 건조시켜 세정 공정 진행이 종료되며 그 종료된 카세트가 언로딩 장치(5)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세정 공정이 종료된 후 작업자가 언로딩 장치(5)에 있는 카세트를 들고 퍼넌스 시스템으로 이동시켜 퍼넌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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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투입장치(10)에 위치시키면서 공정을 진행시키게 된다. 상기 투입장치(10)에 위치한 카세트는 카세트 핸들러(1
1)에 의해 스테이지(12)로 이동되며 되며 상기 트랜스퍼(13)에 의해 스테이지(12)로 옮겨진 카세트내에 있는 웨이퍼
가 1회 구동시 5매씩 옮겨지게 되고 웨이퍼가 모두 옮겨지게 되면 공정 진행 절차에 의해 보우트(15)가 자동적으로 반
응실(14)로 올라가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디퓨젼(DIFFUSION) 공정이 완료된다. 상기 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는 
진행 방향의 역순으로 절차를 거쳐 시스템 밖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이 진행되는 시스템은 별도로 두개의 시스템, 즉 웹 스테이션 시스템과
 퍼넌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개의 시스템이 설치되는 공간이 넓게 차지하게 되고 또한 웹 스테이션 시스템에서
 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퍼넌스 시스템으로 작업자가 이동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웨이퍼를 퍼넌스 시스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퍼넌스 시스템의 상태, 즉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투입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작업이 불편
하고 비효율적이며 아울러 공정 진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웨이퍼에 자연 산화막이 생성되어 수율을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을 하나의 시
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 영역의 작업 공간내의 일측에 위치하여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세정 진행용 로봇과, 상기 세정 진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된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와, 상
기 케미컬 베스의 측부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카세트 투입장치와, 상기 케미컬 베스 및 카세트 투입장치의 측부에 위치
하여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증착 진행용 로봇과, 상기 증착 진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되도
록 설치되는 다수개의 반응로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이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을 첨부도면에 도시한 실시례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의 일실시례를 도시한 것으로, 이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소정의 공간
을 갖는 작업실에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세정 진행용 로봇(30)이 설치된다. 그리고 상기 세정 진행용
 로봇(30)의 측부에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31)가 설치된다. 상기 케미컬 베스(31)는 웨이퍼가 한 장씩 처리되도록 구
성될 뿐만 아니라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31)는 수직으로 적층되며 그 케미컬 베스(31)는 케미컬을 분사하는 분사방식
으로 원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케미컬 베스(31)의 측부에 복수개의 카세트 투입장치(32)가 설치되며 그 카세트 투입장치(32)는 두 개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세트 투입장치(32)는 다수개의 게이트(G)가 설치되며 그 내부에 안착되는 카세트 및 웨
이퍼를 회전시키는 회전 기능이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케미컬 베스(31) 및 카세트 투입장치(32)의 측부에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증착 진행용
 로봇(33)이 구비되고 그 증착 진행용 로봇(33)의 측부에 반응실이 구비된 반응로(34)가 복수개 설치된다. 상기 반응
로(34)의 반응실은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그 반응로(34)는 수직으로 적층되도록 설치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반도체 제조용 마스크 보관장치의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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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웨이퍼가 적층된 카세트를 작업자가 하나의 투입장치(32)에 투입하면 작업자측의 게이트(
G)가 닫히고 이어 내부의 회전 기능에 의해 케미컬 베스(31)측으로 90°회전한 다음 케미컬 베스(31)측의 게이트(G
)가 열리게 된다. 상기 케미컬 베스(31)측의 게이트(G)가 열리게 되면 세정 진행용 로봇(30)이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투입장치(32)내에 놓여진 카세트내의 웨이퍼를 케미컬 베스(31)로 이동시키게 된다. 상기 케미컬
 베스(31)내에서 원하는 공정이 진행된 다음 세정 진행용 로봇(30)이 케미컬 베스(31)내의 웨이퍼를 꺼내어 상기 투
입장치(32)측으로 재이동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세정 공정이 완료된 후 케미컬 베스(31)측의 게이
트(G)가 닫히고 이어 투입장치(30)내에 놓여진 카세트가 90°회전한 다음 증착측의 게이트(G)가 열리게 된다. 상기
 증착 진행용 로봇(33)이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투입장치(32)내에 놓여진 카세트내의 웨이퍼를 반응
로(34)의 반응실로 이동시키게 되어 그 반응실에서 원하는 공정이 진행된다.
    

또한, 다른 하나의 투입장치(32)에 별도의 카세트를 투입하면 위와 같은 동작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과정
에서 투입장치(32)내에 질소 분위기용 퍼지 N2 를 유입시키게 되면 웨이퍼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 공정상 저해가 되
는 자연 산화막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 공정과 증착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짐이 가능하게 되어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의 시
스템에서 연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공정이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자연 산화막 생성을 최소화시키게 되어 수율 저하를 억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영역의 작업 공간내의 일측에 구비되어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세정 진행용 로봇과, 상기 세정 진
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된 다수개의 케미컬 베스와, 상기 케미컬 베스의 측부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카세트 
투입장치와, 상기 케미컬 베스 및 카세트 투입장치의 측부에 구비되어 전후진, 회전, 좌우, 상하운동이 가능한 증착 진
행용 로봇과, 상기 증착 진행용 로봇의 측부에 수직으로 적층되도록 설치되는 다수개의 반응로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미컬 베스와 반응로는 웨이퍼가 한 장씩 처리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용
 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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