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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모재 표면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건식 클리닝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대기상에

서 발생시킨 레이저 유기 충격파의 이용과 단파장 레이저빔의 직접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레이저빔 직접조사 만에 의한 기존의 레이저 클리닝(conventional laser cleaning) 방법과 비교해 클리닝 속도 및 제

거 효율이 향상되며 다양한 오염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등과 같

은 초청정도 표면을 요구하는 건식 세정공정으로의 효과적인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충격파 레이저빔 발생장치 2: 레이저빔(laser beam)

3: 초점렌즈(focussing lens) 4: 레이저 초점(laser focus)

5: 플라즈마 충격파(plasma shock wave) 6: 작업물(workpiece)

7: 표면 오염물(surface contaminants) 9: 작업대(working table)

11: 진공펌프(vacuum pump) 12: 가스튜브

21: 단파장 레이저빔 발생장치

22: 단파장 레이저빔(short wavelength laser beam)

26: 스위칭미러(switching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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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파수하모닉 발생장치(frequency harmonic generator)

28: 반사미러(reflecting mirro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에 관한 것으로, 레이저 유기 충격파와 단파장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작업물 표면의 

다양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클리닝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반도체 표면 클리닝 방법으로 화학적 용매(chemical solvents)를 이용한 습식 방법(wet cleaning)이 사용된

다. 보통 사용되는 용매들로는 황산(H 2 SO 4 ), 염산(HCl), 암모니아(NH 4 OH), 과산화 수소(H 2 O 2 ), 불화수소(

HF) 등이 물과 혼합되어 사용되며, 이런 용매들과 함께 초음파(ultrasonic 또는 megasonic) 발생 장치를 함께 한 클

리닝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습식 클리닝 방법은 상당량의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 느린 작업속

도, 거대한 세정장비의 필요, 복잡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의 대체를 위한 건식 클리닝(dry cl

eaning)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건식 클리닝 방법에는 레이저(laser) 또는 램프

를 이용해 자외선(ultraviolet)빔을 표면에 직접 조사시켜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자외선 클리닝(ultraviolet radiat

ion cleaning: laser cleaning 또는 excimer lamp cleaning), 진공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라디칼(radical

)을 이용해 오염물질과 반응시켜 제거하는 플라즈마 클리닝(plasma cleaning), 이산화탄소(CO 2 ) 스노우(snow)를 

만들어 강하게 분사시켜 표면을 클리닝하는 이산화탄소 스노우 클리닝(CO 2 snow clean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건식 클리닝 방법 중, 레이저 클리닝 방법은 작은 레이저 스폿 크기로 인한 느린 작업속도, 표면

위의 미세 무기 오염입자들의 제거가 어렵고, 플라즈마 클리닝 방법은 부가적인 진공장비가 필요하며 진공상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큰 대상물의 클리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스노우 클리닝 방법은 스노우 입자들

의 충돌에 따른 모재의 기계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고 공정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건식 클리닝의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건식 표면 클리닝 방법'이 본 발명자에 의해 출원되었다(특허출원번호: 20

00-73391 ; 2000년 12월 5일).

상기 출원된 내용에 따르면, 레이저로부터 조사된 레이저빔을 포커스 렌즈를 통해 대기 중에 또는 희생층 표면에 또

는 모재 뒷면에 조사시켜 강력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하여 사방으로 전파되는 플라즈마 충격파를 이용

하여 모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클리닝 속도 및 효율이 향상되고, 시스템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모

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부가적인 진공장비가 필요 없으며, 모재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충격파를 이용한 건식 표면 클리닝 방법은 표면 위 건식 입자들(dry particles)의 제거에는 우수한 성능

을 발휘할 수 있으나, 작업물 표면의 유기 오염층(organic contaminanted layer) 제거에는 비효과적인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레이저 유기 충격파와 단파장 레이저빔을 병행 사용하여 

표면 위 건식 입자들과 유기오염물질 모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본 발명은 레이저로부터 조사된 짧은 펄스파(100 nanosecond 이하)의 고에너지 레

이저빔(0.1 ∼ 10 J/pulse)을 초점 렌즈를 통해 대기 중에 집속시켜 레이저 초점에서 사방으로 전파되는 플라즈마 충

격파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되는 플라즈마 충격파를 작업물 표면에 충돌시켜 작업물 표면의 건식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표면 클리닝 장치와 유기오염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인 단파장의 레이저빔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

욱 명확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클리닝 공정에 있어서 레이저를 이용한 충격파의 발생은 본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특허출원번호: 2

000-73391호, '건식 표면 클리닝 방법'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 전제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는 레이저 유기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충격파 레이저

빔 발생장치(1)와, 단파장의 레이저빔을 발생시켜 표면에 직접 조사하는 단파장 레이저빔 발생장치(21)로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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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작업물(6)은 가스튜브(12)가 개재된 진공펌프(11)를 이용해 작업대(9) 위에 밀착 고정된다.

이와 같이, 제 1 실시예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는 충격파 레이저빔 발생장치(1)로부터 조사된 레이저빔(2)을 

초점 렌즈(3)를 통해 작업물 위 대기 중에 집속시켜 레이저 초점(4)에서 플라즈마 충격파(plasma shock wave)(5)를 

발생하며 사방으로 전파된다. 전파되는 충격파는 작업물 표면과 부딪치게 되며, 이때 충격파의 힘이 작업물에 부착된

오염입자와 모재와의 접촉강도보다 크면 표면오염물(7)들은 작업물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제거되게 된다(참조: 특

허출원번호: 2000-73391 ; 2000년 12월 5일).

이와같이 충격파에 의한 클리닝 방법은 표면 위 건식 미세 입자들의 제거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충격파

의 이용과 함께 단파장 레이저빔 발생장치(21)를 이용한 단파장(보통 400 nm 이하의 자외선영역의 파장을 사용) 레

이저빔(22)을 표면에 직접 조사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인 클리닝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표면에 조사된 단파장 레이저빔

(22)은 작업물 표면의 유기오염물질(organic contaminants)의 제거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도 1과 

같이 입자제거능력이 뛰어난 충격파를 이용하는 클리닝 방법과 유기 레이어(organic layer) 제거능력이 뛰어난 단파

장 레이저를 이용하는 클리닝 방법의 병행사용은 반도체 웨이퍼와 같이 초청정도를 요구하는 표면 클리닝 공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다른 세정액을 사용하는 기존의 복잡한 습식 클리닝 공정과

달리, 도 1실시예는 클리닝 공정을 단순화, 일원화 및 범용화시킨 건식세정공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클리닝 면적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파장 레이저빔(22)을 조사시, 표면과 수직방향 뿐이 아닌 경사진 각도를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다. 이때 조사각도는 작업물의 수직면에 대해 45 o ∼ 85 o 의 범위로 설정하면 높은 클리닝 

면적효율과 레이저빔의 직접조사에 의한 작업물 표면의 손상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클리닝을 수행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대(9)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작업물(6)을 회전시킬 수 있다. 이는 전면

적 클리닝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두방향 직선 스캔닝 방법과 비교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클리닝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의 제 2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에서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 충

격파(보통 1064 nm의 근적외선 파장을 가진 Nd:YAG 레이저 사용)를 이용한 클리닝 장치와 단파장(파장이 100 nm 

∼ 600 nm 범위) 레이저의 직접조사에 의한 클리닝 장치의 병행사용의 장점들이 설명되었다. 도 2는 도 1에서 설명

된바와 같이 하나의 충격파 레이저빔 발생장치(1)에서 발생시킨 레이저빔(2)을 그대로 이용하여 플라즈마 충격파를 

발생하여 클리닝을 행하거나, 상기 레이저빔(2)을 파장변조하여 작업물 표면에 직접조사하여 클리닝을 행하는 실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충격파를 이용한 클리닝을 위해 Nd:YAG 레이저 기본파장(1064 nm)의 레이저빔(2)

을 스위칭미러(switching mirror)(26)와 반사미러(reflecting mirror)(28)를 통해 작업물(6) 표면 위로 전송시키며, 

이때 레이저 초점(4)에서 발생하는 플리즈마 충격파를 이용하여 작업물(6) 표면의 입자제거 클리닝을 수행한다. 이후

작업물(6) 표면의 잔류하는 유기 입자 및 레이어(layer)의 정밀 제거를 위해, 스위칭미러(26)를 OFF상태로 하여 레이

저에서 발생하는 기본파장 레이저빔을 주파수 하모닉 발생장치(frequency harmonic generator)(27)로 통과시킨다. 

이때 입사된 Nd:YAG 레이저 기본 파장(1064 nm)은 주파수 하모닉 발생장치(27)를 통과하면서 반파장(532 nm), 1/

3파장(355 nm), 혹은 1/4파장(266 nm)로 변조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짧아진 단파장 레이저빔(short wavelength la

ser)을 초점렌즈(3)을 통해 작업물 표면에 직접조사함으로써 잔류하는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예에서 제시한 방법의 순서를 바꾸어 1차로 단파장 레이저빔에 의한 유기물질 제거를 수행후 플라즈마 충

격파에 의한 입자제거의 클리닝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 2에서 제시된 실시예는 하나의 레이저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큰 추가부담 없이 다용도 클리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구체적으로 응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건식 세정(dry cleaning) 공정.

2. 평판 디스플레이(예로 LCD, TFT, PDP, OLED, ELD 등) 제조공정 중 표면 세정 공정.

3. 미소전자부품 혹은 정밀 가공 렌즈 등의 제조 시 표면 클리닝 혹은 리페어(repair) 공정.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인 충격파를 이용한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중 표면 클리닝 공정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종래 세정 방법인 습식 클리닝 방법이 가지고 있는 환경

적 문제, 대규모 장치에 따는 공간적 문제, 긴세정시간에 의한 생선성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청정 클리닝 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고집적화, 웨이퍼크기의 대형화에 따른 단일 웨이퍼 처리

방식(single wafer processing)에 있어 빠른 클리닝 속도 및 높은 효율, 그리고 한 장비로 다양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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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레이저빔을 작업물 표면에 충돌시켜 작업물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빔을 대기중에 집속시켜 플라즈마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충격파 발생장치와,

상기 플라즈마 충격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레이저빔의 광로상에 절환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레이저빔을 상기 플라

즈마 충격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레이저빔과, 단파장 레이저빔으로 변조시키기 위한 레이저빔으로 선택적으로 변경하

는 스위칭 미러(switching mirror)와,

상기 레이저빔을 단파장 레이저빔으로 변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주파수 하모닉 발생장치(frequency harmonic gen

erator)와,

상기 작업물을 고정하는 작업대로 이루어지고,

상기 플라즈마 충격파에 의한 상기 작업물 표면의 클리닝 및 상기 주파수 하모닉 발생장치를 통과하면서 변조된 단파

장 레이저빔의 직접조사에 의한 상기 작업물 표면의 클리닝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식 표면 클

리닝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충격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레이저빔으로 기본 파장이 1064 nm인 Nd:YAG 레이저빔을 사용하며, 상

기 주파수 하모닉 발생장치는 상기 기본파장의 레이저빔을 파장이 532 nm(반파장), 355 nm(1/3 파장), 266 nm(1/4 

파장)인 단파장 레이저 빔(short wavelength laser)으로 변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단파장 레이저빔은 작업물의 수직면을 기준으로 45 o ∼ 85 o 의 입사각도를 가지고 직접 조사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단파장 레이저빔과 플라즈마 충격파를 함께 이용해 클리닝을 수행할 시, 작업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작업물을 

회전시키면서 클리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식 표면 클리닝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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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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