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G02F 1/13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28122

2006년03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4-0077161

(22) 출원일자 2004년09월24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신원석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LG2차빌리지 201동 1304호

(74) 대리인 허성원

윤창일

심사청구 : 없음

(54) 기판 처리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기판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처리대상인 기판을 이송하는 기판 이송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처리물

질을 분사하는 처리물질 분사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각을 가지고, 상기 기판의 이송방향에 반대방

향으로 공기를 토출하여 상기 기판의 판면에 살포된 처리물질을 제거하는 에어 나이프와; 상기 에어 나이프를 상기 처리물

질 분사부에 의해 분사되는 처리물질로부터 차폐하고, 상기 공기가 통과되기 위해 상기 기판과의 사이에 토출 틈새를 갖는

나이프 커버부를 포함하며, 상기 토출 틈새는 상기 에어 나이프부에서 공기가 토출되는 슬릿의 너비의 대략 0.5 ~ 10배 이

내의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여, 기판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판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판 처리 장치의 개략도,

도 2는 도 1의 에어 나이프 및 나이프 커버부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식각 배스 20 : 세정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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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기판 200 : 기판 이송부

300 : 처리물질 분사부 400 : 에어 나이프

500 : 나이프 커버부 501 : 토출 틈새

600 : 세척액 분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판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판을 식각액 또는 현상액 등으로 처리하는 기판 처리 장치

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LCD; Liquid Crystal Display)나 유기 EL(Electro Luminescence) 표시 장치 등에는 각 화소

를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등과 같은 회로 기판이 사용된다.

통상 기판은 제조과정에 기판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식각 공정이나 현상 공정 등과 같이 기판의 표면을 처리하는 기판 처

리 공정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된다.

기판 처리 공정에는 노광된 감광막을 현상하여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현상액과, 금속층 등을 식각하는데 사

용하는 식각액 등과 같은 처리물질이 사용된다. 이러한 처리물질은 기판의 표면을 처리한 후에 제거된다.

스프레이 식각(spray etching)공정을 일예로 설명하면, 식각하고자 하는 기판이 이송되어 식각 공정이 진행되는 곳(식각

배스)으로 유입되면, 이송중인 기판 위에 노즐을 통해 식각용액을 분사하여 식각하게 된다. 이때, 식각은 이방적

(anisotropic)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식각 공정에서 사용된 처리물질은 기판의 표면에서 일차적으로 제거된 다음 세정 배

스로 옮겨져 식각 공정이 진행되며, 세정 공정에서 완전히 세척된다. 즉, 식각 배스에서 에어 나이프로 공기를 토출하여 기

판의 판면에 묻어있는 처리물질을 일차적으로 제거한 다음 기판은 세정 배스로 넘어가게 된다.

종래의 기판 처리 장치는 식각 배스에서 이송중인 기판에 처리물질이 분사되다가 세정 배스로 넘어가기 전에 기판의 판면

에 묻은 처리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 나이프가 작동되면, 처리물질이 제거된 기판의 판면에 처리물질이 다시 묻어 세정

배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물질의 분사가 중지되었다. 따라서, 기판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처리물질에 노

출되는 시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기판이 전체적으로 불균일하게 처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러한 문제점은

기판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부각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판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판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기판 처리 장치에 있어서, 기판 처리 장치에 있어서, 처리대상인 기판을 이송하는 기판 이송

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처리물질을 분사하는 처리물질 분사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각을 가

지고, 상기 기판의 이송방향에 반대방향으로 공기를 토출하여 상기 기판의 판면에 살포된 처리물질을 제거하는 에어 나이

프와; 상기 에어 나이프를 상기 처리물질 분사부에 의해 분사되는 처리물질로부터 차폐하고, 상기 공기가 통과되기 위해

상기 기판과의 사이에 토출 틈새를 갖는 나이프 커버부를 포함하며, 상기 토출 틈새는 상기 에어 나이프부에서 공기가 토

출되는 슬릿의 너비의 대략 0.5 ~ 10배 이내의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토출 틈새는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으로부터 대략 1cm 이내의 간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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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에어 나이프가 이송 중인 기판의 판면에 대해 가지는 경사각은 대략 15 ~ 45도 사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기판에 처리물질을 살포함과 동시에 기판의 판면에 이미 살포된 처리물질의 제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이송방향을 기

준으로 기판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살포중인 처리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판의

판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판 처리 장치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의 기판 처리 장치는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을 스프레이 식각 방식으로 식각하는 습식 식각 장치를

실시예로 하여 특징을 부각하여 개략적으로 도시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판 처리 장치는,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식각 배스(10), 세정 배스(20) 및 건조 배

스(미도시) 등과, 처리대상인 기판(100)을 이송시키는 기판 이송부(200)를 포함한다.

기판 이송부(200)는 롤러 타입 또는 컨베이어 벨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기판(100)을 식각 배스(10)로 공급하고 세정 배

스(20)를 거쳐 건조 배스(미도시)로 이송한다. 기판(100)은 통상 직사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판 이송부(200)는 기

판(100)의 긴 변과 평행한 방향으로 기판(100)을 이송한다.

식각 배스(10)로 공급되는 기판(100)은 식각될 부분을 노출하고 있다. 즉, 기판(100)의 표면에 식각될 금속층, 전극층 및

절연층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식각되지 않을 부분은 감광막 등으로 덮여있다.

식각 배스(10)에는 기판 이송부(200)에 의해 이송중인 기판(100)의 판면에 처리물질(30)을 분사하는 처리물질 분사부

(300)와, 이송중인 기판(100)의 판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각을 가지고 기판(100)의 이송방향에 반대방향으로 공기를 토출

하여 기판(100)의 판면에 살포된 처리물질을 제거하는 에어 나이프(400)와, 에어 나이프(400)를 처리물질 분사부(300)에

의해 분사되는 처리물질(30)로부터 차폐하고 공기가 통과되기 위해 기판(100)과의 사이에 토출 틈새(501)를 갖는 나이프

커버부(500)를 포함한다.

처리물질 분사부(300)는 기판(100)의 판면에 처리물질(30)을 골고루 분사하기 위해 복수개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물질(30)은 기판(100)의 판면에서 식각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성분이 달라진다. 게이트 배선 또는 데이터 배선으

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이나 몰리브덴을 식각할 경우 처리물질(30)은 인산, 질산, 아세트산을 포함한다. 탄탈을 식각할 경우

처리물질(30)은 불산과 질산을 포함한다. 크롬을 식각할 경우 처리물질(30)은 질산암모니움세슘과 질산을 포함한다. 또한

화소전극으로 사용되는ITO(indium tin oxide)를 식각할 경우 처리물질(30)은 염산, 질산, 염화철을 포함한다.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식각 배스(10)는 처리물질(30)을 저장하는 처리물질 저장부와, 저장된 처리물질을(30)을 처리물질

분사부(300)로 공급해주는 처리물질 공급부를 더 포함한다.

에어 나이프(400)는 기판(100)이 세정 배스(20)로 진입하기 전에 식각 배스(10)에서 처리물질 분사부(300)에 의해 공기

를 토출하여 기판(100)의 판면에 뿌려진 처리물질(30)을 1차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처리물질(30)이 제거된

기판(100)은 세정 배스(20)에서 세척과정을 통해 잔존 처리물질(30)이 완전히 제거된다.

또한, 에어 나이프(400)는 이송중인 기판(100)의 판면에 대해 대략 15 ~ 45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기판(100)의 이송방향

에 가로방향 길이 보다 크거나 같은 길이와 대략 0.5~ 10mm의 너비를 갖는 슬릿을 통해 기판(100)의 이송방향에 반대방

향으로 공기를 토출하게 된다. 이러한 경사각은 처리공정, 처리대상 및 처리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다.

나이프 커버부(500)는 처리물질 분사부(300)에 의해 살포된 처리물질(30)이 에어 나이프(400)를 타고 흘러내려 에어 나

이프(400)에 의해 처리물질(30)이 제거된 기판(100)의 판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물질 분사부(300)에 의해

살포중인 처리물질(30)이 처리물질(30)이 제거된 기판의 판면에 다시 직접 살포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나이프 커버부(500)는 에어 나이프(400)에서 토출된 공기가 통과하여 기판(100)의 판면에 처리물질(30)을 제거할

수 있게 이송중인 기판(100)과의 사이에 소정의 토출 틈새(501)를 갖는다. 이러한 토출 틈새(501)는 토출 틈새(501)를 통

해 살포중인 처리물질(30)이 유입되지 않도록 에어 나이프(400)에서 공기가 토출되는 슬릿의 너비의 대략 0.5 ~ 10배 이

내의 간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1cm 이내의 간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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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어 나이프(400)에서 토출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해 토출 틈새(501)를 통해 처리물질(30)이 유입되는 것이 방지된

다. 따라서, 에어 나이프(400)를 작동하여 기판(100)의 일부 판면에 살포된 처리물질(30)을 제거함과 동시에 판면의 다른

부위에는 지속적으로 처리물질(30)을 살포할 수 있게 된다. 즉, 식각 배스(10)로 먼저 유입되는 기판(100)의 앞부분과 늦

게 유입되는 뒷부분 간의 처리물질(30)에 대한 노출시간의 차이를 앞부분에 묻은 처리물질(30)이 제거되는 중에도 뒷부분

에 계속 처리물질(30)이 살포함으로써 줄일 수 있어, 기판(100)의 판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정 배스(20)는 식각 배스(200)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세척액을 분사하여 기판(100)에 공급하는 세척액 분사부

(600)를 갖는다. 이 세척액 분사부(600)는 처리물질 분사부(300)와 마찬가지로 복수개로 마련된다.

그리고,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건조 배스도 역시 식각 배스(10) 및 세정 배스(20)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건조노즐

유닛을 갖는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와 달리, 기판 처리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기판(100)은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이외에도 컬러필터 기판

및 웨이퍼 등 식각 및 현상 등의 기판 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판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판 처리 장치의 작용 및 효과를 살펴보면, 기판(100)의 일부분에 처리

물질(30)의 살포함과 동시에 에어 나이프(400)로 기판(100)의 타부분에 이미 살포된 처리물질(30)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이송방향을 기준으로 기판(100)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체적으로 살포중인 처리물질(30)에 노출되는 시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판(100)의 판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판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처리 장치에 있어서,

처리대상인 기판을 이송하는 기판 이송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처리물질을 분사하는 처리물질 분사부와;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각을 가지고, 상기 기판의 이송방향에 반대방향으로 공기를 토출하여 상기 기판

의 판면에 살포된 처리물질을 제거하는 에어 나이프와;

상기 에어 나이프를 상기 처리물질 분사부에 의해 분사되는 처리물질로부터 차폐하고, 상기 공기가 통과되기 위해 상기 기

판과의 사이에 토출 틈새를 갖는 나이프 커버부를 포함하며,

상기 토출 틈새는 상기 에어 나이프부에서 공기가 토출되는 슬릿의 너비의 대략 0.5 ~ 10배 이내의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판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 틈새는 이송중인 기판의 판면으로부터 대략 1cm 이내의 간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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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 나이프가 이송 중인 기판의 판면에 대해 가지는 경사각은 대략 15 ~ 45도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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