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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관련출원<1>

이 출원은 (1994년 11월 14일 출원) 미국 출원 번호 08/339,326의 일부 계속 출원(CIP)인 (1995<2>
년 5월 9일 출원된) 미국 출원 번호 08/437,541의 일부 계속 출원으로서, 이들 출원 모두는 본 발명의 출
원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들 출원 전부는 모든 목적상 본 출원에 포함된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세정 방법과 세<3>
정 장치를 포함하는 세정 기술에 관한 실시예로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이 좀더 폭 넓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실시예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 발명은 미가공 웨이퍼나, 리드 프레
임, 의료장치, 디스크 및 헤드, 평면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전자 마스크, 그리고 예컨대 세척(rinsing), 
세정(cleaning), 건조 등의 과정과 같은 고순도의 습식 공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장치를 제조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하거나 건조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 및 제안해왔다. <4>
웨이퍼를 세척하는데 사용된 종래 기술의 실시예가 바로 캐스케이드 린스(cascade rinse)가 있다. 이 캐
스케이드 린스는 격벽에 의해 구분되어진 내부 및 외부 챔버를 포함한 캐스케이드 린스 장치를 이용한다. 
세척수는 물 공급원에서 내부 챔버로 유입된다. 내부 챔버로부터의 세척수는 외부 챔버에 캐스캐이드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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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된다. 통상적으로 공정 중에 있는 웨이퍼, 예컨대 에칭된 웨이퍼는 상기 에칭된 웨이퍼를 내부 챔
버의 세척수에 담금으로써 캐스케이드 린스 장치에서 세척된다. 종종 이러한 처리 과정은 에칭된 웨이퍼
로부터 산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캐스케이드 린스 장치의 결점는 간혹 "오염된 물"이 제 1 챔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상<5>
적으로, 오염된 물에는 웨이퍼에 부착되는 "입자"뿐만이 아니라 잔류산이 들어있다. 종종 이러한 입자들
은 집적 회로 결함의 원인이 되고, 이로인하여 통상적인 웨이퍼상에 양질의 다이의 개수를 감소시키게 된
다. 또한, 상기 캐스케이드 린스 장치의 다른 결점은 캐스케이드 린스 장치에서 나온 웨이퍼가 건조 과정
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건조 과정에 의해 종종 보다 많은 입자가 집적 회로에 부착된다. 일
반적으로  집적  회로  상에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웨이퍼  상의  양질의  다이의  개수는  감소하한다. 
따라서, 종종 캐스케이드 린스에서는 웨이퍼로부터 입자를 세정, 즉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웨이퍼를 세척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은 "퀵 덤프(quick dump)" 방법이 있다. 상<6>
기 퀵 덤프 방법은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린스 탱크로부터 물을 빠르게 뿌
리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결점은 웨이퍼로부터 입자를 실질적으로 세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탱크로부터 빠르게 물을 뿌리는 것은 간혹 웨이퍼 상에 더 많은 미립자를 전송하게 된다. 또한, 퀵 
덤프 탱크로부터 나온 웨이퍼는 여전히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웨이퍼 상의 입자수를 증가시키게 된
다. 앞서 지적했듯이, 입자가 많을수록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의 다이(die)의 수율이 저하되는 관계가 있
다.

웨이퍼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은  회전  린스/건조기를  사용하는 <7>
것이다. 이 회전 린스/건조기는 웨이퍼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수 스프레이와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물을 제
거하기 위한 원심력과의 조합을 사용한 것이다. 건조 단계는 종종 원심력과 증발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
퍼로부터 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상기 회전 린스/건조기는 종종 웨이퍼상에 더 많은 입자를 
도입한다. 사실상, 물속에 존재하는 입자와 같이 처음부터 용해, 즉 현탁되어 있는 오염 물질이 종종 반
도체 웨이퍼상에 잔류함으로써 웨이퍼 상의 양호한 다이의 개수를 감소시킨다. 상기 회전 린스/건조기의 
또 다른 결점은 이동 부품 등 복잡한 기계적 설계에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기계적 설계로 인하여 종종 정
지 시간(downtime)이 길어지고, 웨이퍼가 파괴되며, 여분의 부품이 많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회전 주기 중에 종종 정전기가 웨이퍼상에 발생하여 반도체 표면상으로 
보다 많은 입자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회전 린스/건조기는 웨이퍼로부터 입자를 세정, 즉 
제거할 수 없다.

웨이퍼를 건조하는 또 다른 기술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증기 건조기와 완전 치환 이소프로<8>
필 알코올(IPA) 건조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유형의 건조기는 종종 반도체 웨이퍼
의 건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컨대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휘발성 유기 액체와 같은 많은 양의 용매를 사
용한다. 이러한 기술의 실시예는 McConnell 등의 이름으로 출원되고 CFM Technologies, Inc.에 양도된 미
국 특허 제4,911,761호와 그의 관련 출원에 기술되어 있다. McConnell 등은 건조 유체로 과열 건조 증기 
또는 포화 건조 증기의 사용을 개략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열 또는 포화 건조 증기는 종종 상당
히 많은 양의 뜨거운 휘발성 유기 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상기 과열 또는 포화 건조 증기는 세척수 
상에 두꺼운 유기 증기층을 형성하고, 상기 세척수를 건조 증기로 치환(예컨대, 플러그류)시킨다. 이 두
꺼운 유기 증기층은 물과 공비(共沸) 혼합물을 형성하고, 상기 혼합물은 웨이퍼 표면에서 응축되며, 증발
하여 상기 웨이퍼를 건조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건조기의 결점은 뜨겁고, 가연성이 높으며,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한 용매를 다<9>
량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건조기의 또 다른 결점은 종종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
실상, 이 건조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뜨거운 휘발성 유기 물질을 다루기 위하여 증발기와 응축기가 필요
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뜨거운 휘발성 유기 물질은 포토레지스트에 의해 패턴화된 대부
분의 웨이퍼와 상용성이 없고, 어떤 장치 구조에도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고 건조를 촉진시키는 고온 탈이온(DI) 처리수를 이용<10>
하는 것이다. 고온의 탈이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웨이퍼상의 액체는 표준적인 실온에서의 탈이온수보다 빠
르고 효율적으로 증발한다. 그러나, 고온수는 종종 웨이퍼상에 얼룩(stains)을 형성하고, 박테리아 및 기
타 입자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고온수는 반도체를 손상시킴으로써 웨이퍼상의 양질의 다이 수량을 감
소시킨다. 다른 문제점은 물을 가열시키는 비용이 높고, 고온의 탈이온수가 활성 용매라는 점이다. 상기 
고온의 탈이온수는 활성 용매로서 용기와 설비를 파손시킴으로써 작업 유지 비용을 증가시킨다.

라인의 크기가 더 작아지고 반도체 집적 회로의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자를 제<11>
거하고, 부가적인 입자를 방지하며, 웨이퍼에 얼룩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정 기술(방법 및 장치를 포함
함)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세정 기술은 다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 없이 웨이퍼를 건조시켜야 한
다. 또한, 바람직한 특성은 물이 제거될 때, 웨이퍼 표면과 에지에 잔류하는 물(메니스커스)을 감소시키
거나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다. 상기 표면이나 에지에 잔류하는 물은 종종 반도체 웨이퍼상에 보다 많
은 입자를 끌어당기거나 도입시킨다. 전술한 종래 기술은 그러한 바람직한 특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습식 과정 중에 반도체 상의 다이 수율을 감소시킨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용이하며, 신뢰할만한 반도체 집적 회로용 세정 방법 및 장치가 <12>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물품(또는 물체)을 세정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13>
인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방법의 방법은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입자를 제거하거
나 입자의 양을 감소시키고 상기 기판을 효율적으로 세정하는 개선된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실질적으로 기판의 기계적 이동을 행하지 않는 현장 세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물을 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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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액체 속에 웨이퍼를 침적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웨이퍼는 전면과 후면 및 에지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액체가 제거될 때 전면과 후면 근처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예
컨대, 초고순도 가스, 초고순도의 비반응성 가스 등)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환경 제공 
단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세정 증강 물질(즉,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 헬륨, 계면활성제,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캐리어 가스의 도입 단계가 포함된다.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전면과 후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하여 상기 부착된 액체에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웨이퍼로부터 분
리되는 부착 액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물을 <15>
포함한 액체 속에 웨이퍼를 침적시키는 용기를 포함한다. 이 웨이퍼는 전면, 후면 및 에지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는 상기 용기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 1 제어 밸브를 포함하며, 이 제1 제어 
밸브는 상기 그 액체가 제거될 때, 전면 및 후면의 근처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
한다. 또한, 상기 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2 제어 밸브도 제공된다. 상기 제2 제어 밸브는 세정 증강 물
질을 포함한 캐리어 가스를 도입시킨다.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전면과 후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하여, 
부착된 액체에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웨이퍼로부터 분리되는 부착 액
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또 다른 실시예는 다수의 기판을 지지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하부 지지대를 포함한<16>
다. 상기 하부 지지대는 복수의 제1 리지(ridge)로 포함하며, 각각의 제1 리지는 하부 기판 부분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상부 지지대를 포함한다. 상기 상부 지지대는 복수의 제2 리지를 포함하
고, 각각의 제2 리지는 상부 기판 부분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한다. 하부 기판 부분과 상부 기판 부분은 1
개의 기판상에 형성된다. 상기 제1 리지와 제2 리지는 기판에서 액체를 배출시킨다.

본원 명세서의 후반 부분과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본질 및 이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17>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시스템의 일 실시예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18>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용매 분사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19>

도 3은 세정 챔버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단면도.<20>

도 4는 세정 챔버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정단면도.<21>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 방법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흐름도.<22>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고속 흐름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23>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노즐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24>

도 7 및 도 8 은 도 6의 고속 흐름 장치의 유체 흐름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25>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고속 흐름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26>

도  10A  및  도  10B  는  본  발명에  따른  기판  캐리어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27>
단면도.

도 11A 내지 도 11F는 본 발명에 따른 기판 캐리어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28>
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된 실험에 대한 것으로서, 배출 속도 함수로서의 건조 효율을 나타<29>
낸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시스템(10)의 일실시예를 형성하는 블록도이다. 세정 시스템(10)은 <30>
습식 프로세서(12),  제어기(14),  필터 뱅크(16),  정화기(18),  분사기(20),  히터(22),  용매 분사기(24), 
보조 분사기(26), 그리고 용매 공급부(28)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세정 시스템(10)은 복수의 제어 밸브
(30)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흐름 제어 밸브는 점선(31)으로 표시된 것처럼 상기 요소들 중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요소와 연결되도록 제어기(14)와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실선들은 상기 시스템 요소들간에 
유체를 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라인을 나타낸다. 또한, 세정수 공급구(32)와 배출부(34)도 도시되어 있
다.

세정수는 세정수 공급구(32)로부터 상기 세정 시스템에 유입된다. 세정수 공급구(32)에 있는 제<31>
어 밸브는 제어 밸브(30)에 기능적으로 연결된 제어기(14)를 통하여 세정수의 유량을 제어한다. 상기 세
정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탈이온(DI)수와 같은 여과된 액체이다. 통상적으로 상기 탈이온수는 종종 웨이
퍼 제조 플랜트 외부에서의 탈이온수 패드로부터 공급된다.

필터  뱅크는  일반적으로  사용  장소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임의의  적당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32>
있다. 그 필터 뱅크는 라인(36)을 통하여 세정수 공급원에 연결되고, 라인(38)을 통하여 습식 프로세서에 
연결된다. 그 필터 뱅크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온 교환 모듈(40)과, 대전 필터와 중성 필터와의 조합(4
1)을 포함한다. 이 필터 뱅크는 초고순도 물(ultra-purified water)의 사용 지점을 제공한다. 상기 초고
순도 물에는 약 0.5 미크론 이상의 입자, 바람직하게는 약 0.2 미크론 이상의 입자,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1 미크론 이상의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 필터의 예는 본 출원의 출원인에게 양도된 "반도체 제조시 초미립자를 배출하는 방법 및 장<33>
치(METHOD AND APPARATUS FOR DELIVERING ULTRA-LOW PARTICLE COUNT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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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초미립자"라 칭함)라는 제목으로 1994년 8월 3일 출원된 출원 번호 08/285,316에 기술되어 있고, 
이 출원은 모든 목적상 본 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필터 뱅크는 직경 0.5 미크론 이하, 바람직
하게는 0.2 미크론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미크론 이하의 입자를 포함하는 초고순도 탈이온수를 제
공한다.

또한, 필터 뱅크에 의해 그 전후에 공칭 압력 강하가 발생한다. 이 압력 강하는 약 15 lb/in
2
 이<34>

하, 바람직하게는 약 5 lb/in
2 
 이하이다. 보조 펌프나 유량/압력 증강 장치의 사용 없이 필터 뱅크를 통

한 높은 유량이 달성된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사용 지점에 초고순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분사기(20)는 라인과 시스템 요소로부터 금속 오염물을 저감시킬 수 있거나, 바람직하게는 제거<35>
할 수 있는 임의의 적당한 분사기일 수 있다. 분사기(20)은 염산 분사기가 바람직하다. 분사기의 일 예가 
"초미립자(ULTRA-LOW PARTICLE COUNTS)"에기재되어 있다. 그 분사기는 습식 프로세서(12)에 연결되어 있
다. 제어 밸브(42)는 습식 프로세서(12)로 들어가는 산을 측정하고, 제어 밸브(43)은 필터 뱅크(16)로 들
어가는 산을 측정한다. 상기 제어기(14)는 시스템이 유지 보수되는 동안 및 다른 소망의 시기에 여러 가
지 중에서 습식 프로세서(12)와 필터 뱅크(16)와 같은 시스템 요소로의 산을 측정한다. 또한, 이 분사기
는 라인(44)을 경유하여 정화기(18)에 연결된다. 그 정화기는 깨끗하고 가압된 가스를 그 분사기로 공급
하여,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일 없이 전술한 시스템 요소로 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사
용되는 분사기 형태는 특정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용매, 과산화수소, 계면 활성제, 세정 용액 등의 다른 화학 재료는 보조 분사기(26)를 통하여 선<36>
택적으로 도입된다. 보조 분사기는 라인(46)을 통하여 습식 프로세서와 연결되고, 제어기(14)에 기능적으
로 연결된 제어 밸브(48)에 의해 제어된다. 가압된 가스를 공급하는 정화기도 라인(50)을 통하여 보조 분
사기(26)에 연결된다. 보조 분사기와 그것의 작동 실시예도 "초미립자("ULTRA-LOW  PARTICLE  COUNTS)"에 
기술되어 있다. 물론, 사용되는 보조 분사기의 형태는 특정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적인 시스템 요소로서, 습식 프로세서 등의 어떤 시스템 요소에 가스 및 /또는 입력 헤드를 <37>
공급하는 데에 종종 사용되는 정화기(18)가 있다. 이 정화기는 공급원 가스를 원하는 압력과 유량으로 특
정한 시스템 요소에 제공할 수 있는 압력 감소 및/또는 제어 수단의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정화
기는  공급원  가스(49)에  연결되며,  이  공급원  가스는  종종  세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캐리어  가스가 
된다.

또한, 정화기는 가스 공급원 전단에서 필터(47)와 연결된다. 이 필터(47)는 높은 유량, 즉 1500 <38>
표준 리터/분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필터(47)는 0.003 미크론의 채류율을 갖는다. 대략 99.9999999% 
이상의 입자가 필터(47)에 의해 제거된다. 상기 필터(47)는 설비들과 세정 시스템(10)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필터(47)는 그 세정 시스템(10) 전 또는 직전에 배치된다. 제1 실시예에서, 필터(47)는 세정 시스템
에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다른 위치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 필터는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가스에는 0.2 미크론보다 크거나, 또는 약 0.1 미크론보다 크거나, 또는 약 0.05 미
크론보다 크거나, 또는 0.025 미크론 보다 더 큰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1 미크
론보다 큰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필터의 예로는 Wafergard T-Line Cartridge Filters 회사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른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캐리어 가스는 초고순도 질소 가스 또는 전자 등급 질소 가스이거나, 세정 증강 물질(예컨<39>
대,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 등)을 원하는 온도, 압력, 유량으로 습식 프로세서로 운반할 수 있는 적절
한 캐리어 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절한 캐리어 가스는 시스템 요소의 오염을 방지하는 고순도 
레벨의 것이 바람직하다. 정화기의 예가 "초미립자(ULTRA-LOW PARTICLE COUNTS)"에 개시되어 있다. 그 캐
리어 가스는 초고순도 가스, 즉 약 0.1 미크론보다 큰 입자, 바람직하게는 약 0.05 미크론보다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정화기는 가압된 캐리어 가스를 각 라인
(44, 50)을 통하여 분사기(20)와 보조 분사기(26)로 공급한다. 또한, 상기 정화기는 가스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습식 프로세서로 공급한다.

통상적인 루트는 정화기(18)를 라인(52, 57)을 경유하여 히터(22)를 통헤 습식 프로세서(12)와 <40>
연결하는 것이다. 이 루트에서, 그 가스는 라인(57)을 통하여 습식 프로세서(12)로 들어가기 전에 히터
(22)에서 가열될 수 있다. 상기 히터는 시판되고 있는 임의의 적절한 것이거나, 또는 질소와 같은 가스를 
습식 프로세서(12)에서의 온도(70 ℉ 이상이고, 바람직하게는 150 ℉ - 200 ℉가 바람직함)로 가열시킬 
수 있는 주문형 히터일 수 있다. 제어기는 히터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가스의 온도를 조절하고, 원하는 
시간에 가스를 공급 및 차단시킨다. 그러나 가스는 실온에 존재하고, 가열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제어기는 소망의 유량 및 소망의 시점에서 습식 프로세서로 들어오는 가스를 측정한다.

또한, 가열된 가스(캐리어 가스)는 습식 프로세서(12)로 유입되기 전에 라인(53)을 통하여 용매 <41>
분사기(24)와 연결된다. 이 가열된 캐리어 가스는 용매 분사기(24)에서 유입된 용매와 혼합되고 희석되어 
습식 프로세서(12)로 유입된다. 제어기(14)는 제어 밸브(55)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하고, 습식 프로
세서(12)로 들어오는 가열된 캐리어 가스를 측정한다.

정화기(18)는 라인(54)을 통한 다른 별도의 루트를 통하여 습식 프로세서(12)와 직접 연결되어 <42>
있다. 제어기(14)는 원하는 시간에 가스를 공급 및 차단시키는 제어 밸브(56)에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또
한, 제어기(14)와 제어 밸브(56)는 원하는 유량 및 시간에 습식 프로세서(12)로 유입되는 가스를 측정한
다.

또 다른 루트에서, 정화기(18)는 습식 프로세서(12)로 들어가기 전에 라인(58)을 통하여 용매 분<43>
사기(24)에 연결된다. 이 루트에서, 캐리어 가스는 용매 분사기(24)에서 나온 용매(세정 증강 물질)와 혼
합되고나서 습식 프로세서(12)로 유입된다. 제어기는 라인(58)을 통해 습식 프로세서로 유입되는 캐리어 
가스를 정량하는 제어 밸브(60)에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캐리어 가스는 미량의 극성 
유기 용매를 함유한다. 이 캐리어 가스는 유량을 증가시키고, 세정될 물체를 세정하는 세정 증강 물질을 
함유한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이들의 구성중 임의의 구조 또는 이들의 구조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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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제어기(14)는 공정(process) 제어를 위한 임의의 적당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프로그<44>
램 가능 논리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적절한 제어기는 프로그램가능
성, 신뢰성, 유연성, 그리고 부식 요소로부터의 내구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적절한 제어기는 다른 특
징들 가운데 밸브를 개폐하고, 유체를 조절하고 정량하는 연결부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양한 입력/
출력 포트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는 소망하는 용도의 공정 배합표(process recipes)를 기억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구비한다. 적절한 제어기의 예는 "초미립자(ULTRA-LOW PARTICLE COUNTS)"에 개시되어 있
다. 물론, 사용되는 제어기의 형태는 특정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용매 분사기(24)는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하는 캐리어 가스를 라인<45>
(62)을 통하여 습식 프로세서(12)로 공급한다. 세정 증강 물질은 미량의 용매인 것이 바람직하다. 정화기
(18)는 라인(66)을 통해 캐리어 가스를 용매 분사기에 공급한다. 습식 프로세서로 들어가는 용매의 유량
을 조절, 즉 정량하기 위해, 제어기는 용매 분사기에 부착된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 밸브(64)에 기능
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본 실시예의 시스템은 원하는 화학 재료의 병 또는 캐니스터(canister) 등의 용
매 공급원(28)를 제공한다.

용매 분사기는 습식 프로세서, 캐리어 가스, 그리고 용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용매 분<46>
사기 시스템일 수 있다. 용매 분사기 시스템의 실시예는 도 2에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용매 분사기 시스
템(100)은 용매 분사기 용기(102)와 용매 공급원(104)를 구비한다. 상기 용매 분사기 용기(102)는 입구
(106)에서  캐리어  가스  공급원과 연결된다.  분사구(110)는  용매  분사기  용기의  하부에서 캐리어 가스
(114)룰 기포로 용매(112) 중에 분사시킨다. 그 캐리어 가스 기포는 용매를 통해 부상하기 때문에 캐리어 
가스 기포에는 용매가 축적된다. 용매를 축적한 캐리어 가스 기포는 용매 분사기 용기(102)의 상부 증기 
공간(116)으로 유입된 후, 배출구 라인(108)을 통하여 용매 분사기 용기를 빠져나간다. 일반적으로 용매
를 갖는 상기 캐리어 가스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이상 기체 법칙에 따라 활동한다. 용매 분사기 용기
(102)에는 용매 충진 입구(118)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용매 공급원(104)과 용매(120)도 도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용매는 예컨대 초음파, 메가소닉, 안개 발생기(mister) 등의 기계적 수단에 의해 캐리어 가스 
속으로 도입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챔버(200)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측단면<47>
도의 실시예(200)는 주 챔버(210), 덮개(220), 하부 배출 영역(231) 및 기타의 다른 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주 챔버(210)는 처리 영역(240)(혹은 하부 챔버 영역)과 상부 챔버 영역(215)를 포함한다. 캐스케이
드 배출 영역(250)도 도시되어 있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른 챔버 요소들이 제공될 수 있다.

덮개(220)은 밀봉 덮개가 바람직하다. 상기 밀봉 덮개는 다른 특징들 중에서 핸들(222), O-링 형<48>
태의 시일(224), 압축 링(226), 힌지(228), 가스 입구(230)를 구비하고 있다. 압축 링(226)은 주챔버 하
우징의 수평 부분(225)에 바깥 방향의 힘을 가하여 주 챔버의 내용물을 밀봉시킨다. 상기 O-링 형태의 시
일(224)은 덮개의 수직표면과 주 챔버 하우징 사이에 수평 시일을 제공한다. 상기 가스 입구(230)는 적어
도 하나의 캐리어 가스 입구와 용매 가스 입구를 포함한다. 물론 가스 입구의 정확한 구성은 특정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처리 영역(240)은 기판 캐리어(242), 기판 캐리어 지지대(246, 248)와, 기판 지지대(249)를 <49>
포함한다. 이하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기판 캐리어와 기판 지지대는 건조 공정 중에 액체
가 배출될 때, 액체의 축적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및 배치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기판 캐리어는 웨이퍼 보우트나 1/2의 웨이퍼 보우트(boat) 또는 크기가 작은 <50>
다른 형태의 기판 캐리어이다. 1/2 웨이퍼 보우트나 작은 크기의 보우트는 그의 풀 보우트 대응물보다 축
적 액체가 소량이기 때문에, 액체는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배출된다. 상기 캐리어는 캐리어 지지대 내에 
배치된 기판(예컨대, 웨이퍼)(244)을 포함한다. 상기 캐리어는 측면 기판 캐리어 지지대(246)와 바닥 기
판 캐리어 지지대(248)에 의하여 지지된다. 상기 측면 기판 캐리어 지지대는 기판 캐리어를 소정 위치에 
유지시키고, 이러한 기판 캐리어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상기 도시된 바와 같이, 바닥 기판 
지지대는 기판 캐리어를 수평 위치로부터 약간의 각도만큼 기울인다. 상기 각도에 의해 세정 과정이나 건
조 과정 중에 기판들이 서로 달라 붙는 것이 방지된다. 수평 위치로부터의 상기 각도는 약 2° 내지 약 
15° 범위 내에 있고, 특정 캐리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판들이 분리되도록 유
지시킴으로써, 액체가 그 기판 사이에 축적되지 않으며, 이로인하여 기판 상에 축적되는 액체와 그에 따
른 입자의 양이 감소된다.

각각의 기판 캐리어 지지대는 물과 같은 액체를 기판 캐리어의 표면으로부터 배출시키기 위한 기<51>
판 캐리어 상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통상, 상기 접촉점은 나이프 에지, 톱니 모양의 에지, 또는 상기 
기판 캐리어 표면상에서의 액체의 표면 장력을 파괴하는 어떤 다른 형태이다. 상기 기판 캐리어 상에서의 
액체의 표면 장력을 파괴시킴으로써, 입자를 포함한 액체가 더욱 용이하게 기판 캐리어로부터 배출된다. 
입자를 포함한 액체가 기판 캐리어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각 기판의 건조 및 세정을 입자가 존재하지 않
는 상태에서 촉진시킬 수 있다.

상기 기판 지지대(249)는 기판 캐리어 내의 각 기판(244)을 들어 올리고, 각 기판(244)에 대한 <52>
접촉점을 제공한다. 좀더 쉽게 상기 기판 지지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판 캐리어 내의 
각 기판들은 적어도 3개의 커다란 영역에서 기판 캐리어와 접촉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
판들은 기판 캐리어의 내부에 비교적 근접해 있다. 따라서, 액체가 쉽게 축적되기 쉽고, 종종 각 기판의 
에지에 포획된다.

이러한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상기 기판 지지대는 캐리어 내의 각 기판을 나이프 에지로 들어올<53>
림으로써 기판 캐리어 내의 기판을 들어 올린다. 기판 캐리어 내의 각 기판을 들어올림으로써, 기판 에지
는 캐리어 내측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로인하여 액체가 기판의 에지와 캐리어 내부 사이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된다. 각 기판으로부터의 액체의 제거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기 나이프 에
지는 각 기판의 바닥부에서 액체의 표면 장력을 용이하게 파괴시키는 뾰족한 형상, 톱니 모양의 형상이거
나 기타 다른 형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판 바닥 에지에서 액체의 표면 장력을 파괴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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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는 기판 바닥 에지로부터 자유롭게 흐르며, 이로인하여 그러한 에지에서의 메니스커스(meniscus)가 
감소된다. 상기 나이프 에지는 상기 캐리어 바닥 내측면으로부터 적어도 2mm 만큼 각각의 기판들을 들어
올리고, 바람직하게는 대략 5mm 내지 20mm 미만으로 각각의 기판들을 들어올린다. 기판 캐리어 지지대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물과 같은 액체를 제거하고, 이로인하여 물의 양, 특히 물에 있는 입자의 양이 감소된
다.

액체를 주 챔버, 특히 처리 영역으로 첨가 및 배출하기 위하여, 하부 배출 영역(231)에는 충진 <54>
입구(fill inlet)(232)와 배출 밸브(236)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 충진 입구는 탈이온수 등과 같은 액체를 
처리 영역 내로 공급한다. 상기 배출 밸브(236)는 배출구(236)를 통하여 처리 영역으로부터 액체를 제거
한다. 또한, 상기 처리 영역 내의 주 챔버의 바닥에는 처리 영역을 통하는 액체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복수의 배출구(238)들이 존재한다. 상기 하부 배출 영역은 주 챔버의 바닥에는 액체의 전송을 용이
하게 하는 경사 배출판(237)이 마련되고, 처리 영역에는 기판 캐리어 지지대를 지지하기 위한 평평한 지
지 표면(239)이 구비된다.

캐스케이드 영역(250)은 액체가 캐스케이드 배출 영역(253) 내로 배출되도록 한다. 기판 캐리어<55>
와 기판들로부터 소정의 화학 재료들을 씻어내기 위하여 초고순도의 이온수가 상기 충진 입구(237)를 통
하여 유입되고, 배출구(238)를 통하여 상승하며, 처리 지역(240)을 통해 흐르고, 격벽(252) 너머 캐스케
이드 배출 영역(253)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에 의해 기판 캐리어와 기판으로부터 예컨대, 
산과 같은 과잉 화학 재료가 제거하고, 상기 화학 재료들은 주 챔버, 특히 처리 영역에 축적되지 않도록 
유지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 챔버의 간략화된 정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56>
도 4는 도 3 실시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한다. 정면도로 나타내어진 실시예는, 예컨
대 여러 가지 중에서 주 챔버(210), 덮개(220), 하부 배출 영역(231), 처리 영역(240)과 같은 요소를 나
타낸다. 상기 주 챔버(210)은 처리 영역(240)과 상부 챔버 영역(215)을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판 지지대(249)는 기판 캐리어로부터 각각의 기판들을 들어올림으로써 <57>
기판 에지와 기판 캐리어 안쪽면 사이에 갭(260)을 형성한다. 상기 갭은 상기 기판 에지와 기판 캐리어 
내측면 사이에서 액체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갭은 대략 20mm 미만이며, 대략 2mm 이상이다. 상
기 기판 지지대는 삼각끝점(251)을 갖는 나이프 에지이다. 또한 다른 형상을 이용하여 기판 에지의 바닥
에서의 메니스커스를 파괴시키고, 그곳으로부터 물을 제거한다. 종종 상기 메니스커스는 액체가 기판으로
부터 제거되는 경우, 기판 바닥과 표면 에지에 형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종 메니스커스는 입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집적 회로의 제조에 유해하다.

또한, 정면도는 상기 기판 캐리어 지지대(248)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기판 캐리<58>
어 지지대는 다른 높이로 배치되며, 통상적으로 처리 영역의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까지 하부에서 상부
로 배치될 것이다. 상기 기판 캐리어 지지대의 서로 다른 높이에 의해 수평으로부터 기판 캐리어의 위치
가 경사지게 된다. 또한 기판 캐리어의 그러한 경사와 각도는 기판을 기울게 하여, 기판들이 세정이나 건
조시에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이 정면도는 일정한 가스 입구(302, 304, 306)를 나타낸다. 각각의 가스 입구는 처리 영역에 가<59>
스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복수의 구멍을 구비한 분산공간이다. 상기 실시예는 2개의 바깥쪽 가스 
입구(302,  304)와, 중앙 캐리어 가스 입구(306)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2개의 바깥쪽 가스 입구
(302, 304)는 초순도의 비반응성(예를 들면, 비산화성, 비반응성, 불활성 등의) 가스를 세정실에 유입시
킨다. 몇몇 실시예에서, 2개의 바깥쪽 가스 입구는 초순도의 질소를 공급하여 주챔버를 주위 환경으로부
터 정화시킴으로써, 초정정 주 처리 영역, 예컨대,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생성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같은 기판상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질소 가스(혹
은 산소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가 필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 상기 중앙 가스 입구는 세정 증강 물질
을 포함한 캐리어 가스를 공급한다. 상기 비반응성 가스(즉, 질소)는 세정 챔버 내에서 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한 캐리어 가스와 혼합된다. 초순도의 비반응성 가스와 캐리어 가스에 의하여 상기 챔버에는 약 0.2 
미크론보다 큰 입자, 바람직하게는 약 0.1 미크론보다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로인하여 
초고순도 및 초청정의 환경이 형성된다. 물론, 입구의 개수와 입구의 사용 방법은 특정 용도에 따라 결정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세정 방법의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흐름도(400)이다. 본 세정 방법<60>
은 방금 습식 에칭된 기판의 세정 방법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에지의 목적상, 습식 에칭된 기판은 불화 
수소산(HF) 또는 완충 불화 수소산(BHF)의 용액에서 에칭된다. 종종 상기 불화 수소산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서 산화물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 실시예는 단지 하나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
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상기 흐름도(400)는 완충 불화 수소산(BHF) 에치로부터 방금 에칭된 기판(410)(에칭된 웨이퍼)을 <61>
받음으로써 개시된다. 상기 불화 수소산(BHF) 에치로부터의 에칭된 기판상에는 산화물층이 존재하지 않으
며, 상당히 소수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계속하여 에칭된 기판을 초고순도의 탈이온수액 중에 침적시키는 
단계(420)가 수행된다. 상기 에칭된 기판은 산성액으로부터 탈이온수에 대략 5.0초이하의 시간 동안, 바
람직하게, 대략 2.5초 이하의 시간동안 침적된다.

에칭된 기판을 즉각적으로 탈이온수 속에 침적시키는 단계는 공기 중의 산소로부터 이산화실리콘<62>
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고순도의 탈이온수로부터 얇고 깨끗한 고품질의 이산화실리콘층이 형성되
는 것을 촉진시킨다. 상기 탈이온수에는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
재하지 않는 이산화실리콘층이 형성된다. 상기 탈이온수를 실온(예컨대, 20℃) 또는 고온(예컨대, 25℃, 
30℃, 40℃, 45℃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판 표면으로부터, 예컨대 불화 수소산(HF)과 같은 산을 제거하기 위해, 주챔버(혹은 용기)에 <63>
있는 초고순도의 탈이온수는 기판상으로 흐르고, 배출구에 캐스케이드형태로 유입된다. 상기 탈이온수의 
캐스케이드는 과잉의 산을 배출구로 운반하며, 상기 용기 내에 있는 산 농도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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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상기 용기 안에 있는 탈이온수는 바닥 배출구 펌프안으로 버려짐으로써 제거될 수 <64>
있다(단계 440). 상기 탈이온수를 버리는 단계는 부분적인 버림이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버림 또는 탈이
온수의 완전 제거는 아니다. 탈이온수를 제거하는 동안, 초순도(비반응성) 가스가 탈이온수와 치환된다. 
통상적인 가스는 여과된 질소 등을 포함한다. 상기 여과된 가스는 또한 초청정, 예컨대 실질적으로 입자
가 존재하지 않는다.

탈이온수가 깨끗한 가스로 치환된 후, 상기 탈이온수 공급원으로부터의 깨끗한 탈이온수가 주 챔<65>
버 내로 유입되어 기판의 표면 영역을 덮는다. 이들의 상기 단계는 기판상에 잔류 산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을 때까지(시험 442) 단독으로, 또는 임의의 조합에 의해 반복된다(브랜치 445).

잔류산이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거되면, 세정 증강 물질(예컨대, 미량의 극성 유기 혼합물, <66>
헬륨,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캐리어 가스가 도입되고(단계 450), 초순도의 비반응성 가스와 혼합되어 
탈이온수와 치환된다. 제1 실시예에서, 가스 중의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은 대략 1000 ppm 이하에서부
터  대략  500  ppm  이하의  농도  영역을  갖는다.  또한,  극성  유기  화합물이  다른  농도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포화되거나 과열되지 않는다. 캐리어 가스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디-아세톤 알콜, 1-
메톡시-2-프로판올 등과 같은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을 함유한 초순도 질소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캐리어 가스는 대략 0.20 미크론 내지 0.15 미크론의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는 약 0.10  미크론 이하의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래의 기판 보우트에서의 통상적인 기판의 배치
(batch)에서 사용되는 극성 유기 혼합물의 양은 1 ㎖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은 극성 유기 화합물의 용액 중에 캐리어 가스를 분사시킴으로써 <67>

생성된다. 특히, 극성 유기 화합물은 차거나 뜨거운 질소를 대략 3 ft
3
/min. 이하의 속도로 극성 유기 화

합물의 용액을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생성된다. 그 다음, 극성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캐리어 가스는 차

가운 질소와 대략 5 ft
3
/min. 이하의 유량으로 혼합되거나, 혹은 대략 10 ft

3
/min. 이하의 유량으로 뜨거

운 질소와 혼합된다. 그러한 뜨거운 질소 캐리어 가스의 온도는 대략 70℉이되, 250℉ 미만이며, 대략 
185℉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질소 가스를 극성 유기 화합물과 혼합함으로써, 극성 유기 화합물은 주 
챔버 내에서 실질적으로 희석 상태(혹은 비포화 증기)로 된다.

극성 유기 화합물과 비반응성 가스를 함유한 혼합된 캐리어 가스는 느린 속도로 배출되는 웨이퍼 <68>
상에  첨가된  탈이온수와  접촉된다.  이로인하여  상기  기판으로부터  입자가  제거된다.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디-메톡시-2-프로판올, 2-아세톤 알콜 또는 비반응성 가스와 혼합된 다른 극성 유기 용매를 함
유한 캐리어 가스는 기판 표면에서 측정할 때, 대략 4 mm/sec. 이하의 속도, 바람직하게는 약 1mm/sec.이
하의 속도에서 탈이온수와 치환된다.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은 농도 경사 또는 질량 이동 효과, 예컨대 마론고니 흐름(Marongoni <69>
flow)에 의해 기판 표면 상에 있는 상당 부분의 액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효과는 용매의 
사용이나 다른 세정 증강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기판의 표면에서 액체의 흐름을 증가시키지만, 기판의 표
면으로부터 모든 액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가스안에 있는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
은 기판 표면에서의 액체 메니스커스의 각도를 변화시켜 기판 표면에 붙어있는 액체의 표면장력을 감소시
킴으로써, 기판 표면으로부터의 유체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량의 극
성 유기 화합물이 기판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시켜 상기 부착된 액체에 극성 유기 화합물의 농도 경
사를 일으킴으로써 기판 표면으로부터 유출되는 부착 액체의 유체 흐름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상기 극성 유기 화합물은 기판 표면에 부착된 액체의 경계면을 따라 농도 경사를 형성하여 기판 표
면에서 유체의 흐름을 촉진한다. 이러한 유체의 흐름은 기판 표면으로부터 모든 입자들을 끌어내거나 흘
려버린다. 이러한 입자들은 직경이 약 0.5 미크론 이하이며, 바람직하게는 0.2 이하이며, 더욱 바람직하
게는 0.1 미크론 이하이다. 또한, 상기 캐리어 가스는 가열되지 않고, 실온(예컨대, 18℃에서 22.5℃의 
온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액체가 상기 챔버로부터 제거된 후에도 액체의 얇은 경계층은 여전히 기판 <70>
표면상에 잔류한다. 이러한 경계층은 대략 1000Å 이하이고, 500Å 에서 대략 50Å인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100Å 이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극성 유기 화합물로 사용한 실시예에서, 
상기 경계층은 대략 500Å 이하이다. 1-메톡시-2-프로판올을 사용하는 실시예에서, 경계층은 대략 100Å 
이하이다. 이러한 경계층을 증발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건조 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가스(즉 초순도 가스)에는 어떠한 극성 유기 화합물과, 유기 화합물 등이 <71>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가스는 배출되어 기판 표면으로부터 물을 
제거하는 탈이온수와 치환되고, 탈이온수를 통하여 상기 기판으로부터 입자를 제거한다. 상기 가스는 기
판 표면에서 측정된 측정값이 대략 2.50 mm/sec. 이하의 속도일 때, 바람직하게는 대략 1.25 mm/sec. 이
하의 속도일 때,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0.60 mm/sec. 이하의 속도일 때 상기 탈이온수와 치환된다. 이
러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무해한 용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
며, 경제적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건조를 위해 기판과 캐리어에 건조 단계(단계 460)를 실시한다. 건조 단<72>
계에 의해 기판 에지, 캐리어 에지와 같은 표면에 부착된 모든 작은 액체 방울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 
소정의 일 실시예에서, 건조는 펄스 흐름 건조에 의해서 행해진다. 펄스 흐름 건조 단계는 도 6, 도 6A 
및 6B에 도시된 고속 흐름 장치(600)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기 고속 흐름 장치는 다른 여러 시스템 중에
서 본 발명의 세정 챔버(200)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고속 흐름 장치는 기판 캐리어(242)를 향한 복수 
개의 노즐(601)을 구비한다. 상기 기판 캐리어(242)는 복수 개의 기판(244)를 가지고 있으며, 각 기판의 
에지에는 액체가 잔류하고 있다. 각 기판은 대략 1.0 mm 내지 0.2 mm 까지의 부피 범위의 액체를 가지지
만, 바람직하게는 대략 0.5 mm 이하의 액체를 갖는다. 복수의 노즐(601)은 제1 세트의 노즐(603)(제1 노
즐 세트), 제2 세트의 노즐(605)(제2 노즐 세트)과 그밖의 다른 노즐 세트로 규정된다.

상기 제1 노즐 세트(603)은 상기 기판(244)의 전면부(607)로 지향되어 있다. 제1 노즐 세트는 기<73>
판 캐리어 측면(246)에 인접한 기판 에지(609)로 건조 유체를 지향시킨다. 이 건조 유체는 기판 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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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표면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유체일 수 있다. 상기 건조 유체는 초순도 질소 
등이 바람직하지만, 또한 다양한 다른 가스 또한 가스의 혼합물이 될 수 있다. 제1 노즐 세트는 적어도 2
개의 노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노즐은 건조 유체를 기판 캐리어 측면에 인접한 기판 에
지(609)쪽으로 지향시키는 위치에 배치된다. 상기 제1 노즐 세트에서, 제1 노즐 A1(611)은 기판 캐리어의 
일 측면에서 기판 에지(609)쪽으로 지향되며, 제2 노즐 A2(615)는 기판 캐리어의 다른 측면에서 기판 에
지(609)쪽으로 지향된다.

제2 노즐 세트(605)는 상기 기판(244)의 후면(619)으로 지향되어 있다. 상기 제2 노즐 세트는 건<74>
조 유체를 기판 캐리어 측면(246)에 인접한 기판 에지(609)로 지향시킨다. 상기 제2 노즐 세트는 적어도 
2개의 노즐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노즐은 건조 유체를 기판 캐리어 측면에 인접한 기판 에
지 쪽으로 지향시키는 위치에 배치된다. 상기 제2 노즐 세트에서, 제1 노즐 B1(621)은 기판 캐리어의 일 
측면에서 기판 에지쪽으로 지향하며, 제2 노즐 B2(625)는 기판 캐리어의 다른 측면에서 기판 에지 쪽으로 
지향된다.

상기 노즐은 건조 유체를 기판 에지상에 흐르게 하고, 상기 기판 에지로부터 도 7 및 도 8의 유<75>
체 흐름 분산 패턴에서와 같이 유체를 제거할 수 있는 임의의 적절한 노즐로 구성될 수 있다. 도 7은 상
기 본 발명에 따른 도 6의 장치의 측면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노즐 A1, A2, B2, 
B3는 건조 유체를 기판 에지(도시하지 않음)로 지향시켜 기판 캐리어(242)의 내측 표면 영역을 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적으로, 상기 장치는 추가적으로 노즐 C1과 C2를 가질 수 있다. 노즐 C1과 C2는 기
판 캐리어의 전면 및 후면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도 6의 장치에 대한 노즐 A1과 A2의 정면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노즐 <76>
A1과 A2는 상기 기판의 전면에 따른 기판 에지로 건조 유체를 지향시킨다. 상기 노즐은 원하는 수의 기판
을 커버하는 고속의 유체 흐름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가늘고 긴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상기 노즐은 예

컨대,  약  250  내지  약  350  표준 ft
3
/hr,  바람직하게는  약  300 ft

3
/hr의  질소  가스의  유체  흐름을 

생성한다. 상기 노즐 개구에서의 질소 가스의 압력은 대략 80에서 대략 90 psia의 범위 이내이며, 대략 
85 psia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즐 A1은 도 6A 및 도 6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략 0.025 인치의 폭
과 대략 0.375 인치(673)의 높이를 가진 개구(669)를 구비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6A는 상기 노즐의 
측단면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며, 도 6B는 상기 노즐의 정단면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노즐 
개구(671)는 대략 20°에서 대략 80°, 바람직하게는 대략 75°이하의 각도  θ를 갖는다. 상기 각도 θ
는 또한 제1 각도 θ1 와 제2 각도 θ2 로 이루어진다. 제1 각도와 제2 각도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유량, 압력 및 노즐 치수를 다르게할 수 있다.

각 노즐은 건조 유체를 기판 에지와 기판 표면 부분으로 지향시키도록 배치된다. 상기 노즐은 기<77>
판 에지와 캐리어 측면 사이에 있는 액체의 제거를 촉진시키도록 기판 캐리어의 내부 에지쪽으로 지향된
다. 상기 노즐은 기판 캐리어의 외부 에지로부터 대략 0.5 인치에서 대략 2 인치 사이에 형성된다. 상기 
노즐은 기판 표면에 대하여 수직한 선으로부터 대략 5°에서 대략 85°의 각도, 바람직하게는 대략 45°
의 각도에 배치된다. 물론 사용되는 정확한 각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건조는 기판 에지와 기판 표면 부분에 대하여 제1 노즐 세트와 제2 노즐 세트로부터 교대적으로 <78>
건조 유체를 지향시킴으로서 수행된다. 예를 들면, 제1 노즐 세트는 기판 에지와 기판의 전면부로 건조 
유체의 펄스를 보낸 후에, 상기 제2 노즐 세트가 반대 방향에서 기판의 에지와 기판의 후면부로 건조 유
체의 펄스를 보낸다. 건조 유체는 상기 기판 에지상에 액체가 잔류하지 않을 때까지 제1 노즐 세트와 제2 
노즐 세트로부터 교대로 펄싱된다.

기판 에지에서 물을 제거할 때, 제2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은 제1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보다 길<79>
다. 물은 기판의 전면보다 더 큰 인력에 의해 종래의 반도체 웨이퍼 상의 기판의 후면과 기판 에지에 부
착된다. 따라서, 제2 노즐 세트의 펄싱시간을 제1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보다 적어도 2배로 하는 것이 종
종 바람직하다. 제2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은 제1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의 3배 이상으로 길게 할 수 있
다. 제1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은 대략 1에서 3초 이상이고, 제2 노즐 세트의 펄싱 시간은 대략 2에서 6
초 이상이다. 펄싱 횟수는 각 기판측에 대하여 5회 이상, 전체 펄싱 시간은 대략 30초인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제1 및 제2의 노즐 세트의 다른 선택 조건에서 펄싱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펄스류 건조는 기판 캐리어 상에 뜨거운 질소 가스를 흐르게함으로써 수행된다(단계 <80>
470). 상기 뜨거운 질소 가스는 대략 70℉, 바람직하게는 150℉ 이상이지만 200℉ 이하의 온도를 갖는 초
순도의 질소 가스이다. 뜨거운 질소와 펄스류 건조와의 조합은 단지 뜨거운 질소 등을 이용한 건조와 비
교해 볼 때, 실제의 건조 시간을 1/2로 단축시킨다. 또한, 질소의 같은 건조 가스는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데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른 캐리어 가스 및 이들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고속 흐름 장치(900)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상<81>
기 고속 흐름 장치는 기판 캐리어(242) 상으로 지향되어 있는 복수의 노즐(901)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기판 캐리어(242)는 복수의 기판(244)(도시되지 않음)을 포함되고 있으며, 각 기판은 에지에는 액체가 잔
류하고 있다. 각 기판에는 대략 1.0 ㎖ 내지 대략 0.2 ㎖ 범위의 액체, 바람직하게는 대략 0.375 ㎖이하
의 액체가 존재한다.  복수의 노즐(901)은 제1  노즐 세트(903)와,  제2  노즐 세트(905),  제3  노즐 세트
(907), 제4 노즐 세트(909) 및 그 밖의 다른 노즐 세트로 구성된다.

상기 노즐은 기판 캐리어, 특히 기판 캐리어에 배치된 기판을 포위하는 선택된 위치에 배치된다. <82>
제1 노즐 세트 A1, A2는 기판면에 대면하는 기판 캐리어의 단부(908)에 배치되고, 제2 노즐 세트 B1, B2
는 상기 기판의 후면에 대면하는 기판 캐리어의 또 다른 단부(910)에 배치된다. 제3 노즐 세트는 서로 마
주하고, 기판 캐리어 에지의 제1 부분(911)에 인접하도록 배치된 노즐 A3, A4를 구비한다. 상기 제4 노즐 
세트는 서로 마주하고, 기판 캐리어 에지의 제2 부분(913)에 인접하도록 배치된 노즐 B3, B4를 구비한다. 
각 노즐의 설계는 전술한 실시예와 유사하지만, 각각의 노즐은 앞선 실시예보다 커버하는 면적이 작다.

기판에서 잔류하는 물을 제거하는 경우, 각각의 노즐 세트는 선택된 형태로 펄싱된다. 예컨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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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패턴은 노즐 A1, A2에서 건조 유체를 펄싱시킴으로써 개시되고, 그 다음 노즐 A3, A4, 그 다음 노즐 
B1, B2, 이어서 노즐 B3, B4가 연속되며, 이러한 시퀀스는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물을 완전히 제거하
는 데에 필요한 만큼 반복된다. 또한, 펄스 패턴은 노즐 B3, B4에서 개시되어, 그 다음 노즐 B1, B2, 그 
다음 노즐 A3, A4, 다시 노즐 A1, A2로 연속되며, 이 시퀀스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물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만큼 반복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펄스 건조에 이어 상기 기판 캐리어상에 뜨거운 질소 가스를 흘린다. 상기 뜨<84>
거운 질소 가스는 대략 70℉, 바람직하게는 150℉ 보다 크고 200℉ 보다 작은 온도를 갖는 초순도 질소 
가스이다. 상기 뜨거운 질소 가스가 적어도 30초 이상, 바람직하게는 50초 이상의 시간 동안 상기 기판상
에 흐른다. 뜨거운 질소와 펄스 건조와의 조합은 단지 뜨거운 질소 등의 수단만에 의한 건조와 비교해 볼 
때, 실제적인 건조 시간을 약 1/2만큼 단축시킨다. 상기 펄스 건조 단계는 경계층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
거나 증발시킨다. 또한 펄스 건조는 상기 기판 에지 상의 액체를 제거하거나 증발시킨다. 선택적으로, 웨
이퍼를 건조시키는 데에 뜨거운 질소 가스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른 캐
리어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을 조합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불화 수소산(HF)으로 에칭된 기판을 세정 및 건조시키는 또 다른 방법에는 전술한 단계를 선택적<85>
으로 연속시키는 방법이 있다. 불화 수소산(HF) 용액은 반도체 기판에서 이산화실리콘을 에칭시킨다. 에
칭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상기 기판을 용기 내의 초순도 탈이온수 중에 신속하게 침적시킨다. 상기 에칭
된 기판을 탈이온수에 침적시킨 후, 그 용기를 여과된 질소 가스로 정화시킨다. 상기 질소 가스는 대략 1 

ft
3
/min. 에서부터 대략 10 ft

3
/min. 범위의 유량, 바람직하게는 대략 2 ft

3
/min. 의 유량으로 흐른다.

상기 기판으로부터 산을 좀더 세정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탈이온수가 기판에 흐르고, 용기의 상<86>
부로부터 배출구 내로 캐스케이드식으로 유입되어 기판을 연속 세정시킨다. 상기 연속 세정 이후에 빠른 
덤프(dump)를 행한다. 상기 빠른 덤프는 액체 레벨이 기판면에서 측정했을 때 대략 20 mm/sec. 보다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 속도에서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른 덤프가 일어나는 동안, 깨끗한 질소 가스가 
탈이온수와 치환됨으로써, 공기에 의한 기판의 산화가 방지된다. 깨끗한 탈이온수가 상기 용기를 채우고, 
상기 질소를 대체하여 탈이온수 내에 기판을 재침적시킨다.

초순도의 비반응성 가스와 혼합되고 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한 혼합 캐리어 가스가 서서히 탈이온<87>
수와 치환되어 상기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산을 제거한다. 상기 점차적인 치환 단계에 의해 기판 
에지(메니스커스)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물이 제거된다. 탈이온수가 급속하게 채워지고, 부분적으로 덤
프되는 또 다른 시퀀스 이후에, 캐리어 가스와 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한 또 다른 혼합 기체가 탈이온수를 
대체한다. 이 때, 상기 기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물이 제거된다.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기판에서의 
액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판으로부터의 유체의 흐름을 증대시킨다.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동
안, 액체가 기판 표면에서 입자를 끌어냄으로써, 기판을 세정시키는 것이다. 기판과 캐리어를 더 건조시
키기 위해, 따뜻하거나 뜨거운 질소가 상기 용기 내로 펄싱된다. 상기 질소는 대략 70℉에서 대략 250℉
까지 범위의 온도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또 다른 실시예는 탈이온수를 대체시키는 데에 극성 유기 화합물 등을 전혀 <88>
함유하지 않는 가스를 사용한다. 이와같은 실시예에서, 상기 가스는 기판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대략 
2.50 mm/sec. 이하의 속도, 바람직하게는 대략 1.25 mm/sec. 이하의 속도,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0.80 
mm/sec. 이하의 속도로 탈이온수를 대체한다. 또한, 어떠한 극성 유기 화합물 등도 함유하지 않은 상기 
가스는 대략 70℉에서 대략 250℉ 범위의 온도를 갖는 질소일 수 있다. 기판과 캐리어를 더욱 건조시키기 
위하여, 따뜻하거나 뜨거운 질소를 그 용기 안에 펄싱시킨다. 상기 질소는 대략 70℉ 내지 대략 250℉ 범
위의 온도를 갖는다.

또한 전술한 방법은 기판과 캐리어로부터 액체의 흡입(wicking)을 증진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89>
임의의 기판 지지대와 기판 캐리어 지지대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상기 기판 지지대는 기판 에지, 특
히 기판의 바닥 에지에서 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판을 들어올리는 나이프 에지를 구비하
고 있다. 또한, 기판 캐리어 지지대는 기판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물을 흡입하거나 제거하며, 상기 캐리어 
상의 수평면에서 약간 기울어 지도록 한다.

또한, 상기 기판 캐리어의 약간의 경사에 의해 기판도 경사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판이 서로 <90>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판이 달라붙게 되면 종종 기판 사이에 물이 
축적된다. 또한, 물의 축적은 물속에 존재하는 입자를 축적하게 된다. 기판으로부터 물과 입자를 제거함
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은 일반적인 반도체 기판에 대하여 더 높은 장치 수율을 제공한다.

도 10A-10B는 본 발명에 따른 기판 캐리어(1000)의 단면도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91>
기판 캐리어는 디스크(1001)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그 기판 캐리어는 하부 지지보(1005)와, 상부 지지보
(1003)와 복수의 중앙 지지보(1011, 1013, 1015)를 구비한다. 상기 지지보들은 디스크(1001)를 소정 위치
에 지지 및 유지시킨다. 상기 디스크는 통상 그의 중앙부에 개구를 갖는 평평한 원형 모양의 물체이다. 
상기 디스크는 금속, 플라스틱, 그밖의 다른 것들과 같이 거의 모든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상
기 디스크는 내주부(1009), 외주부(1007), 면(1008) 및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내주
부(1009)와 외주부(1007)은 원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사각형나, 삼각형이나 그 밖의 다
른 모양이 될 수 있다. 상기 디스크의 면은 실질적으로 평평하지만, 디스크상에 작은 융기부들을 가질수
도 있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상기 디스크 면을 다공질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지지보는 디스크에 부착된 유체나 액체의 표면장력을 파괴시킴으로써 그 디스크로부터 <92>
유체나 액체를 끌어내는 나이프 에지(1017)를 구비한다. 대체로, 상기 유체나 액체는 내주부와 외주부 에
지를 따라 축적된다. 상기 지지보는 디스크 주위를 포위하도록 배치되어 상기 디스크로부터 액체를 균일
하게 끌어낸다. 상기 지지보들은 상호 동일한 거리를 두고 이격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B에 중앙 지지보를 도시하였다. 상기 중앙 지지보는 상부 중앙 지지보(1013, 1015)와 하부 <93>
중앙 지지보(1011)를 구비한다. 각 지지보는 나이프 에지(1017)나 융기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융기부는 외부 경사 부분(1021, 1023), 하부 중앙 부분(1025)과 상부 중앙 부분(1027)을 갖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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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중앙 부분은 경사진 부분이 만나는 아래 부분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부 중앙 부분은 경사
진 부분이 만나는 윗 부분으로 정의된다. 경사진 부분 사이의 하부 중앙 부분을 형성하는 각도 θ1 은 대

략 85°내지 대략 150°의 범위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대략 90°내지 대략 120°의 범위를 갖는다. 경
사진 부분 영역 사이의 상부 중앙 부분을 나타내는 θ2 는 대략 85°내지 대략 150°의 범위를 가지며, 바

람직하게는 대략 90°내지 대략 120°의 범위를 갖는다. 상기 각도 θ1 ,θ2 는 디스크로부터 유체와 액체

를 끌어내도록 선택되며, 이로인하여 유체의 흐름이나 건조를 증대시킨다.

중앙 지지보 중 하나는 y 방향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상부 중앙 지지보(1015)는 y<94>
축을 따라 그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 상부 중앙 지지보가 디스크(1001)의 내주부(1009)
와 확실하게 맞물리며, 지지된다. 상기 디스크의 내주부와 중앙 지지보를 맞물리게 하여 상기 내주부 에
지 상의 잔류 유체를 각 중앙 지지보를 따라 끌어낸다. 또한, 상부 중앙 지지보는 x 방향으로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중앙 지지보가 동일 평면 상에서 x 방향과 y 방향의 양 쪽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정에 의하여 중앙 지지보는 디스크의 내주부와 맞물리게 된다.

상기 중앙 지지보는 임의의 적절한 물질로 만들어 질 수 있지만, 그의 표면은 디스크로부터 물을 <95>
끌어내도록(화살표 참조) 친수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표면은 스테인레스 강, 합금강, 혹은 그 이외
의 금속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표면은 플라스틱, 유리, 석영 등으로 만들 수 있다. 상기 재
료는 내구성과, 화학적 내성, 그리고 구조적 일체성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사용
되는 재료의 종류 및 재료의 표면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도 11A-11F는 본 발명에 따른 기판 캐리어의 또 다른 실시예(1100)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96>
다. 도 11A는 기판 캐리어(1100)의 측면도이다. 상기 기판 캐리어는 복수의 벽(1101)을 가지고 있으며, 
벽 사이에 배치된 복수의 기판(1102)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은 반도체 웨이퍼 등과 같은 거의 모든 형태
의 기판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용되는 기판의 종류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기판 
표면으로부터 액체가 세정 또는 제거된 후, 기판의 에지에 유체가 축적된다.

또한, 복수의 하부 기판 지지대(1106, 1108)와 상부 기판 지지대(1104)가 도시된다. 각 기판 지<97>
지대는 기판의 에지를 따라 맞물린 나이프 에지(1107)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나이프 에지는 기판 에지로
부터 유체나 액체를 끌어내는 데에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나이프 에지는 기판 에지에서의 유
체의 표면 장력을 파괴시키고, 종종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체를 기판 에지로부터 끌어낸다. 이로인하여 
잔류 유체 즉 원하지 않는 유체가 기판, 특히 기판 에지로부터 제거된다.

도 11B는 기판 캐리어(1100)의 정면도를 나타낸다. 정면도는 표면(1112)과 기판 에지(1111)(또는 <98>
외주부)를 구비한 기판(1102)을 포함한다. 3개의 하부 기판 지지대(1106, 1108)는 기판(1102)의 바닥 부
분 가까이에 위치한다. 하부 기판 지지대(1106)는 기판의 중앙 바닥 부분에 위치하며, x축 방향에 대하여 
수직이다. 하부 기판 지지대(1108)는 기판의 상부 바닥 부분에서 x축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위치한다. 
이들 기판 지지대는 기판의 바닥 표면을 따라 배치되어 상기 기판들을 지지하며, 기판 에지로부터 모든 
잔류 액체를 끌어낸다. 상부 기판 지지대(1104)는 x축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치되고, 기판의 상부 중
앙 부분과 결합한다. 상부 중앙 부분은 하부 기판 지지대(1106)와 y축 방향에서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다. 상부 기판 지지대(1104)는 기판의 상부 중앙 부분과 확
실하게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부 기판 지지대(1104)는 기판 에지에서의 액체의 표면 장력을 
파괴시키고, 그러한 액체를 끌어냄으로써, 기판의 건조를 증진시킨다.

도 11C와 11D는 각각 기판 캐리어의 평면도와 기판 캐리어의 저면도를 나타낸다. 상기 도시된 바<99>
와 같이, 상부 기판 지지대(1104)는 z축을 따라 기판의 중앙 부분 위에 겹쳐지도록 배치된다. 하부 기판 
지지대(1106, 1108)는 z축 방향에서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다. 이들 기판 지지대는 상호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 배치된다. 또한, 상부 기판 지지대와 하부 기판 지지대는 다른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도 11E와 도 11F는 본 발명에 따른 기판 지지대의 예를 나타낸다. 상기 기판 지지대는 상기 설명<100>
된 기판 지지대(1104, 1106, 1108)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기판 지지대(1117)는 기판 캐리어의 일 측면
(1115)과 맞물리는 노치형 부분(notched portion)를 포함한다. 기판 지지대상의 상기 노치형 부분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임의의 통상적인 기판 캐리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지지대(1117)와 측면
(1115)은 용접, 접착, 기타 다른 결합 수단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결합될 수 있다.

기판 지지대는 임의의 적절한 재료로 만들 수 있지만, 그의 표면은 기판으로부터 물을 뽑아내기 <101>
위하여(화살표 참조) 친수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표면은 스테인레스강, 합금강 또는 기타의 금속
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그 표면은 플라스틱, 유리, 석영 등과 같은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상기 재료
는 내구성, 화학적 내성, 구조적 일체성에 있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사용되는 재료
의 종류와 그의 표면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각 지지보에는 나이프 에지(1107) 또는 융기부가 존재한다. 상기 융기부는 외부 경사 부분(1121, <102>
1123)과 하부 중앙 부분(1125)과, 상부 중앙 부분(1127)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하부 중앙 부분은 경사 
부분이 만나는 아래 부분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부 중앙 부분은 경사 부분이 만나는 윗 
부분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진 부분 사이에서 하부 중앙 부분을 형성하는 각 θ1 은 대략 85

°내지 150°의 범위를 가지며, 대략 90°에서 대략 120°의 각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진 부분 
사이에서 상부 중앙 부분을 형성하는 각 θ2 는 대략 85°내지 대략 150°의 범위를 가지며, 대략 90°내

지 대략 120°의 각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도 θ1 ,θ2 는 디스크로부터 유체 또는 액체를 뽑

아내도록 선택됨으로써, 유체 흐름이나 건조를 증진시킨다.

또한, 전술한 세정 방법은 기판의 이동 없이 행해진다. 사실상, 기판 캐리어는 침적된 후, 그리<103>
고 건조, 연속 세정 및 기타의 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이동이 적기 때
문에, 시스템은 기계적 부품을 적게 가지게 되므로, 종래 기술의 시스템보다 사용 및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각 기판의 배치(batch)에 사용되는 극성 유기 화합물의 양은 1 mm의 몇분의 1보다 작은 것<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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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이다. 유기 화합물의 사용량이 적은 것은, 예컨대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하여 기판을 건
조시키는 고 가연성의 종래 방법에 비하여 우수하다. 소정의 실시예에서는, 극성 유기 화합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방법은 건강과 환경에 있어서, 어떤 종래의 방법보다 위험성이 작
다.

전술된 실시예는 다른 어떤 선택된 반도체 제조 공정 단계에도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세정 <105>
기술은 프리게이트 산화물 세정(pre-gate oxide cleans)에 사용된다. 프리게이트 산화물 세정은 일반적으
로 게이트 산화물층 형성시의 민감성 때문에 수행되지 않는다. 즉 프리게이트 산화물 세정은 반도체 기판 
상으로의 입자 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은 실질적으로 게이트 산화
물 층이 형성되기 이전에 기판의 표면 상에 남아있는 모든 입자를 제거함으로써, 게이트 산화물 층의 전
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기술은 대략 0.5 미크론 이상의 입자, 바람직하게는 0.2 미크론 이
상의 입자,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미크론 이상의 모든 입자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또 다른 특정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세정 기술은 다른 반도체 처리 장치 이전에 적용될 수 <106>
있다. 이러한 처리 장치는 Stanley Wolf and Richard N. Tauber가 쓴 저서 "Semiconductor Processing 
For The VLSI Era", 1 권: Process Technology (1986)(이하, "WOLF"라 칭함)에 자세하게 개시되어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기술은 프리-에피텍셜, 프리-확산, 프리-금속, 프리-금속, 프리-폴리, 프리-주입, 프
리-포토레지스트 및 프리-적층 산화물 세정 기술로써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세정 기술은 미량
의 극성 유기 화합물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적용될 수 있다. 실온에서 미량의 극성 유기 화합물은 일반적
으로  반도체나  포토레지스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배경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는 종종 용매를 사용하는 고온의 처리 과정에서 용해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은 입자를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자를 제거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세정 기술은 선택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수행한 이후에 적용될 <107>
수 있다. 이 제조 공정 과정의 예로는 질화물 증착과, 광택 세정(예컨대, CMP), 완층 산화물 에칭 및 금
속 증착이 있다. 이들 공정 단계는 WOLF가 쓴 저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세정 기술은 불
화수소산의 최종  배합표(hydrofluoric  acid  last  recipe)  및  한계  금속  산화물  실리콘  에칭(critical 
metal oxide silicon etches)에 적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은 입자를 발생시키는 
다른 과정과는 달리 반도체로부터 입자를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실험예)<108>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원리를  증명하고,  작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험을 <109>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6 인치 실리콘 웨이퍼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상기 6 인치 실리콘 웨이퍼는 그 <110>
위에 고품질의 이산화실리콘층을 구비하며, 최근 HF 에칭 웨이퍼에 산화물층이 적층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6 인치 실리콘 웨이퍼를 웨이퍼 캐리어에 놓고, 이 웨이퍼 캐리어를 용기 내의 세정 수용액 중에 침적
시켰다. 용기 내에서 상기 6인치 실리콘 웨이퍼는 실질적으로 수직 배치, 즉 웨이퍼면이 수면에 대하여 
거의 수직으로 되는 위치로 배치된다. 물은 표준 세정수이고, 대략 17 ㏁의 저항을 가지며, 대략 70℉의 
온도를 갖는다. 침적 위치에서, 웨이퍼는 실질적으로 젖은 상태로 된다.

웨이퍼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용기의 바닥에서 물을 배출시켰다. 수면은 웨이퍼면에 대하여 거의 <111>
수직이다. 물은 용기의 바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배출되었다. 배출되는 단계에서, 웨이퍼
는 실질적으로 정지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건조기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특정 배출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출구의 출구 밸브를 조정<112>
함으로써 여러번의 운전에서 다양한 배출 속도를 사용하였다. 배출 속도는 mm/sec. 단위로 측정되는 수면
의 저하에 대하여 용기로부터 물을 배출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다.

도12는 배출 속도(mm/sec.)의 함수로써 "건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건조 효과는 잔류수가 <113>
없는 웨이퍼의 표면 영역의 비율로서, 백분율(%)로 측정된다. 그 웨이퍼의 표면적은 표면과 웨이퍼 에지
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웨이퍼 에지에 종종 메니스커스를 가지고 있는 웨이퍼로부터 모든 물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험에서의 건조 효과는 배출 속도에 대하여 비선형 
함수이다. 예컨대, 표본 웨이퍼의 건조 효과는 대략 2.5 mm/sec.의 배출 속도에서 대략 99.0%이다. 1.25 
mm/sec.의 배출 속도에서는 대략 99.8%의 건조 효과를 가진다. 100%의 건조 효과(즉, 웨이퍼의 에지를 제
외한 완전 건조 웨이퍼)는 0.83 mm/sec.의 배출 속도에서 얻어졌다. 웨이퍼 에지 상의 잔류수는 뜨거운 
건조 질소를 대략 2분 이내의 시간동안 도입시켜 제거하였다.

이 실험은 실질적으로 깨끗하고 건조한 웨이퍼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처리 방법으로 생성될 <114>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의 처리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유기 용매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처리 과정은 실질적으로 웨이퍼의 기계적인 이동 없이 웨이퍼를 세정하고 건조시킴으로써, 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웨이퍼의 기계적인 손상에 의한 손실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상기 웨이퍼는 히터 
또는 가열 요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화재등의 위험성도 감소한다. 따
라서, 이 실험은 본 발명에 따른 웨이퍼의 건조 및 세정 방법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용이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대하여 전부 설명하였지만, 다수의 변형 실시예와 다른 구조 및 <115>
등가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설명은 반도체 기판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지
만, 본 발명은 세척, 건조 및 세정 등 고순도 습식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미가공 웨이퍼, 디스크 및 헤드, 
평판 디스플레이, 마이크로전자 마스크 및 기타의 용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 1 내지 도 5의 시
스템은 반도체의 세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당업자라면 이러한 시스템을 다른 산업, 예컨대 전기 화학, 
의약, 인쇄 회로 기판, 광학 장치 및 제조 물품을 세척하고 건조시키기 위하여 향상된 기술을 필요로 하
는 다른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더욱이, 도 6 내지 도 11F는 본 발명의 세정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세정 시스템, 건조 시스템 및 세척 시스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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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설명과 예시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116>
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방법에 있어서,

물을 포함한 액체 속에 전면, 후면, 및 에지를 갖는 웨이퍼를 침적시키는  단계와;

상기 액체가 제거될 때, 상기 전면 및 후면 근처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제
공하는 단계와;

상기 환경 제공 단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세정 증강 물질을 도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상기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하여, 상기 부착된 액체에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웨이퍼로부터 떨어지는 상기 부착 액체의 유체 흐름
을 가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에 부착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건조원을 상기 웨이퍼 부근으로 도입
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제공 단계는 상기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된 상기 액체의 박막 경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층이 1,000Å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층이 100Å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계면활성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디-아세톤 알코올, 헬
륨,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및 1-메톡시-2-프로판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강 물질의 도입 단계 동안 상기 액체는 상기 전면 및 후면으로부터 입자
들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들은 실질적으로 각각 직경이 0.2 미크론 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직경이 0.2 미크론 보다 더 큰 입자를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캐리어 가스와 혼합되고, 상기 캐리어 가스는 공기, 질
소, 불활성 기체 및 아르곤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
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캐리어 가스와 혼합되고,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한 
상기 캐리어 가스는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과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
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용기 내에서 수직 위치로부터 각도를 두고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는 15°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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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상기 침적 단계 이전에 산화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에칭된  웨이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상기 환경 제공 단계와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의 도입 단계 동안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상기 정지 상태의 웨이퍼는 기계적 움직임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
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1,000 ppm 이하의 농도 범위를 갖는 극성 유기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500 ppm 이하의 농도 범위를 갖는 극성 유기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상기 전면에서 측정했을 때, 5.0 mm/sec 이하의 속도로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상기 전면에서 측정했을 때, 0.25 mm/sec 내지 5.0 mm/sec 사이의 
속도로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상기 전면에서 측정했을 때, 0.5 mm/sec. 내지 2.5 mm/sec. 사이의 
속도로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방법.

청구항 22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에 있어서,

물을 포함한 액체 속에 전면, 후면 및 에지를 구비한 웨이퍼를 침적시킬 수 있는 용기와;

상기 용기에 기능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액체가 제거될 때, 상기 전면과 후면 근처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1 제어 밸브와;

상기 용기에 기능적으로 결합되고, 세정 증강 물질을 도입시킬 수 있는 제2 제어 밸브를 포함하
고,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상기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하여 상기 부착된 액체 내에 상
기 세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웨이퍼로부터 분리되는 상기 부착된 액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복수의 노즐에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건조 유체를 포함한 건조원을 상기 복수
의 노즐로부터 부분적으로 완성된 반도체 웨이퍼의 상기 에지로 도입시킬 수 있는 제어기를 추가로 포함
하며, 상기 노즐은 상기 건조 유체를 펄싱(pulsing)시켜 상기 에지로부터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노즐은 제1 노즐 세트와 제2 노즐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노
즐 세트는 건조 유체를 제1 선택된 시간 동안 상기 에지와 전면에 펄싱(pulsing)시키며, 상기 제2 노즐 
세트는 건조 유체를 제2 선택된 시간 동안 상기 에지와 후면에 펄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
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선택된 시간은 상기 제1 선택된 시간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선택된 시간은 상기 제1 선택된 시간보다 2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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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에는 직경이 0.2 미크론 보다 더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캐리어 가스와 혼합되고, 상기 캐리어 가스는 공기, 불
활성 기체, 질소, 및 아르곤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
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가스는 75° 내지 175°의 온도 범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용기 내에서 수직 위치로부터 각도를 두고 유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는 15°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2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산화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에칭된 웨이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
치.

청구항 3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정지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1,000 ppm 이하의 농도 범위를 갖는 극성 유기 화합물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500 ppm 이하의 농도 범위를 갖는 극성 유기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밸브는 상기 전면에서 측정했을 때, 5.0 mm/sec 이하의 선택된 
속도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밸브는 전면에서 측정했을 때, 0.33 mm/sec 내지 2.5 mm/sec 사이의 
선택된 속도로 상기 액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장치.

청구항 39 

표면을 갖는 물체를 세정 및 건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물을 포함한 액체 속에 표면을 갖는 물체를 침적시키는 단계와;

상기 표면 근처에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단계와;

세정 증강 물질을 포함하는 캐리어 가스를 도입시켜 상기 캐리어 가스를 실질적으로 입자가 존재 
하지 않는 상기 환경과 혼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상기 표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시켜 상기 부착된 액체 내에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물체로부터 분리되는 상기 부착 액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 및 건조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평판 디스플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반도체 웨이퍼, 패턴
화된 반도체 웨이퍼, 및 마스킹된 반도체 웨이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 
및 건조 방법.

청구항 41 

표면을 구비한 물체를 세정 및 건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물을 포함하며, 0.5 미크론보다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액체 속에 표면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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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침적시키는 단계와;

상기 표면 근처에 0.5 미크론보다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은 상기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2.5 mm/sec 이하의 선택된 속도로 제
공되어 상기 표면으로부터 분리되는 부착된 액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 및 
건조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은 0.1 미크론보다 더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 및 건조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에는 0.1 미크론보다 더 큰 입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 및 건조 방법.

청구항 44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전면, 후면 및 에지를 구비한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표면 중 적어도 일부분을 제거하기 위
한 에칭제를 포함하는 액체 내에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을 제공하여 마이크로 전자 기판을 에칭하는 단
계와,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이 미리 제공되어 있는 액체가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으로부터 분리될 
때, 상기 전면 및 상기 후면 근처에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을 제공하는 동안 세정 증강 물질을 도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세정 증강 물질은 상기 실질적인 무입자 환경 제공 단계 동안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으로
부터 제거되는 것으로서, 상기 전면 및 후면에 부착된 액체를 도핑하여 상기 부착된 액체 내에서 상기 세
정 증강 물질의 농도 경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으로부터 분리되는 부착된 액체의 
유체 흐름을 가속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처리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실질적 무입자 환경의 제공 단계 동안 분리되는 상기 액체는 물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처리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에칭제를 포함하는 상기 액체에서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을 제거하고, 연속
하여 상기 마이크로 전자 회로 기판을 물을 포함하는 액체에 침적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처리 방법.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전자 기판에서 에칭제를 포함하는 상기 액체를 제거하고, 연속
하여 상기 마이크로 전자 회로 기판을 물을 포함하는 액체에 침적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마이크로 전자 기판의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세척 방법(400)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은 수용액에 웨이퍼를 담그는 
단계(420)를 포함한다. 상기 웨이퍼는 전면, 후면, 및 엣지를 가진다. 기 방법은 상기 물을 제거했을 때, 
부가적으로 전면 및 후면의 인근에 실질적으로 무입자 환경을 제공한다. 공급 단계(450) 동안, 세척 강화 
물질로 구성된 캐리어 가스를 유입시키는 단계도 포함된다. 세척 강화 물질은 전면 및 후면에 달라 붙어
있는 액체에 도핑하고, 달라 붙어있는 액체 속에 있는 세척 강화 물질의 농도 변화가 웨이퍼 상에 있는 
상기 액체를 제거하도록 하는 유체의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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