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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표시소자의 세정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포토공정 중,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구비하는 기판을 기울인 채 운송
하는 기판 운송 수단과, 상기 기울어진 채 운송되는 기판의 기울어진 상단면에 형성되는 잉여의 세정액 분사라인을 구비하
여 기판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세정하는 효율을 증대시킨다.
대표도
도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이 적재되는 로더부와;
상기 로더부로부터 기판을 이송받으며 기판을 기울인 채 운송하는 기판 운송수단과, 기판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제 1 파이프 라인과, 기판의 진행방향으로 형성되는 제 2 파이프 라인을 구비하는 스트립 라인과;
상기 스트립 라인으로 부터 이송되는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세정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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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운송 수단은 기판 운송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세정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파이프 라인은 상기 기울어진 기판 운송 수단의 상단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소자의 세정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세정액을 회수하는 기울어진 세정액 회수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의 세정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세정가스를 배출하는 경사진 천정부와 상기 청정부의 상단에 형성되는 배출구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세정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의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스트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액정표시장치는 광학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을 제어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장치이다. 오늘날, 경박단소한 영상표시장치
의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휴대성 및 화질이 우수한 액정표시소자에 대한 연구가 화발히 진행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는 액정표시패널과 상기 액정표시패널을 지지하는 모듈부 및 상기 액정표시패널을 구동하는 구동회로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액정표시패널은 단위화소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것으로서 어레이기판과 컬러필터 기판 및 상기 두 기판사이에
충진되는 액정층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어레이 기판에는 게이트 라인 및 상기 게이트 라인에 수직교차하는 데이터 라인이 형성되어 단위화소를 정의한다. 상
기 단위화소에는 단위화소를 구동하는 스위칭 소자로서 박막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어레이 기판의 제조공정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형성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형성공정은 다수의 박막 형성 공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사진식각 공정을
다수 포함한다.
상기 사진식각 공정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것,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노광하는 것, 상기 노광된 포토레지스트를 현상
하는 것, 현상후 형성되는 포토레지트 패턴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것,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스트립공정에서 제거하는
것 및 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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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기 사진식각 공정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제거하기 위한 다수의 공정이 필요한데, 그 중 사용된 포토레
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는 공정은 이어지는 공정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하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도 1을 참조하여 더 자세히 살펴본다.
도 1을 참조하면, 스트립 장치는 기판이 보관된 카세트가 적재되는 로더(loader,40)와,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
거하기 위한 스트립 라인과, 상기 스트립된 기판을 세정하는 세정라인과, 상기 세정된 기판을 건조하는 드라이모듈(54)과
건조된 기판을 이재하는 언로더(56)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상기 로더(40)는 카세트에 수납된 기판을 컨베어 벨트나 로봇을 이용하여 제 1 스트립모듈(42)로 이동시킨다. 로더에서 이
동한 기판은 제 1 스트립모듈(42)에서 파이프 샤워를 통과하고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는 녹여지면서 제 2 스트립모듈(44)
로 이동한다. 상기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는 H3PO4, CH3COOH, HNO3등이 혼합된 스트립 가스에 의해 녹여진다.
제 2 스트립모듈(44)에서는 녹여진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바형의 브러쉬(미도시)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거된다. 즉, 녹여진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바 형(bar type)이면서 회전하는 브러쉬와 물리적으로 마찰하면서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가 쓸려 나
간다.
제 2 스트립 모듈(44)를 통과한 기판은 컨베어 밸트등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 3 스트립 모듈(46)으로 이동한다. 제 3 스트
립 모듈(46)에서는 제 1 및 제 2 스트립 모듈에서 제거되지 않는 나머지 포토레지스트 찌꺼기를 고압분사방식등을 통해 제
거한다.
제 3스트립 모듈(46)을 통과한 기판은 IPA(Isopropyl Alcol) 분사 모듈(48)로 이동한다. 상기 IPA 분사모듈(48)은 IPA액
을 사용하여 미세한 이물등을 제거함과 더불어 스트립퍼를 세정한다. 상기 IPA액은 기판상에 잔존하는 스트립퍼를 희석하
는 역할를 하는데, 상기 스트립퍼와 초순수(Deionized water)가 적정비율로 혼합되면 알루미늄등의 배선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기 IPA액을 사용하여 상기 스트립퍼를 희석시킨다.
IPA분사 모듈(48)을 통과한 기판은 세정라인으로 이동한다. 상기 세정라인의 제 1 세정모듈(50)에서 기판은 초순수가 분
사되는 파이프 샤워에 의해 세정되고, 제 2 세정모듈(52)에서 기판은 고압분사되는 초순수에 의해 2 차 세정이 이루어진
다.
세정이 완료된 기판은 드라이 모듈(54)에서 건조되고 언로딩되어 다음 공정을 준비하게 된다.
상기 공정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식각이 완료된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판은 로더로부터 컨베어 밸트
등을 통해 인라인(in-line)으로 스트립 공정과 세정공정이 진행된다.
도 2는 인라인으로 구성되는 스트립 라인을 예시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기판(41)은 컨베어 벨트(44)등에 의해 기판
(41)상의 포토레지스트는 제 1 스트립 모듈(42)에서 스트립 가스에 의해 녹여지고, 제 2 스트립 모듈(44)에서 브러쉬(58)
에 의해 씻겨지며, 제 3 스트립 모듈(46)에서 고압분사방식에 의해 최종적으로 스트립된다.
그런데 이때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구비하는 기판은 기판에 수평한 컨베어 밸트에 의해 이동되면서 스트립 공정이 진
행되기 때문에 분사되는 스트립 가스등이 기판상에 잔존하는 량이 많게 된다. 그 결과 기판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
로 포토레지스트 스트립이 발생한다. 또한 상기 잔존하는 스트립 가스 및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이후 세정공정등에서 계속
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판을
운송하는 수단을 경사지게 구성하여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경사진
기판 운송수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스트립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기판의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
으로 설치되며 스트립 가스를 분사하는 파이프 라인을 구비하는 스트립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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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이루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의 세정장치는 기판이 적재되는 로더부와; 상기 로더부로부터 기판을 이송받
으며 기판을 기울인 채 운송하는 기판 운송수단과, 기판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제 1 파이프 라인과, 기
판의 진행방향으로 형성되는 제 2 파이프 라인을 구비하는 스트립 라인과; 상기 스트립 라인으로 부터 이송되는 기판을 세
정하는 세정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판 운송 수단은 기판 운송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 2 파이프 라인은 상기 기
판 운송 수단의 기울어진 상단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판의 세정액을 회수하는 기울어진 세정액 회수부와 상기 기판의 세정가스를 배출하는 경사진 천정부와 상기
청정부의 상단에 형성되는 배출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기판의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정표시소자와 같이 대형의 기판을 사용하는 표시소자의 세정을 위한 세
장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기판상에 형성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는 스트립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세정장치는 스트립 장치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액정표시장치의 제조공정은 다수의 박막 형성공정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게이트 라인 및 데이터 라인, 소스 및 드레인 전
극을 형성하는 공정, 반도체층인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컨택홀을 형성하는 공정등 다수의 공정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노광하는 포토공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포토공정은 감광성을 가지는 유기막인 포토레지스트를 노광공정을 통해 패턴닝하고 포토공정에 의해 패턴닝된 포토
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해 식각하는 공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의 공정을 위해 패턴닝된 포토레지스트는 제거되어
야 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는 스트립 공정을 통해 제거되는데, 상기 스트립 공정에서 상기 포토레지스트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제거되지 않고 남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이후 공정에서 이물로 작용하여 배선의 단락의 원인이
되며, 배선을 부식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토레지트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 분사되는 스트립 용액 또한 기판상에 잔존하게 되면 기판의 이물로 작용하기도 한
다.
종래에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치에서 기판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지면에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되는 스
트립 가스등이 포토레지스트를 녹이고 그대로 기판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운송수단이 지면에 평행하게 형
성되어 있어 박리되는 포토레지스트가 스트립 공정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스트립 장치의 기판 운송수단을 지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기울인 채 기판을
운송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기판을 기울인 채 스트립 공정을 진행하므로써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이 상대적으로 적게 스트립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면에 스크립 가스를 분사하는 파이프 라인을 더 형성한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세정장치를 살펴본다.
본 발명은 세정장치의 스트립 장치부만을 도시한 것이나, 본 발명의 세정장치는 스트립 라인, IPA라인 및 세정라인을 포함
하여 구성된다.
식각 공정이 끝난 기판은 카세트(미도시)등에 적재되어 세정장치의 로더부(미도시)로 운반된다.
운반된 기판은 로봇 암등에 의해 스트립 장치내로 투입된다.
스트립 장치에는 기판(302)를 이송하기 위한 다수의 샤프트로 구성되는 기판 이송 수단이 형성되어 있다. 기판(302)은 상
기 기판 운송 수단의 샤프트 위에 얻혀져 일정한 속도로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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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스트립 장치에는 상기 기판 상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녹이기 위한 스트립 가스가 분사되는 파이프 라인이 형
성되어 있다. 상기 파이프 라인을 통해 H3PO4, CH3COOH, HNO3등이 혼합된 스트립 가스가 분사된다.
상기 파이프 라인은 기판(302)의 이송방향과 수직한, 예를 들어 Y방향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제 1 파이프 라인(310)과 상
기 기판의 이송방향, 예를 들어 X방향으로 설치되는 제 2 파이프 라인(320)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파이프 라인(310)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며, 가스 공급 라인(311)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 1 파이프 라인(310) 및 제 2 파이프 라인(320)에는 다수의 분사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 기판(302)상으로 스트립 가
스를 분출시킨다.
상기 파이프 라인들을 통해 스트립 가스가 분사되면 상기 가스와 포토레지스트는 반응하여 포토레지스트가 녹게 된다. 그
런데 기판이 지면에 수평한 상태로 이송되면 녹여지는 포토레지스트가 기판으로 부터 제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판이 기울여진채 운송될 수 있도록 기판 운송 수단을 지면으로부터 소정의 각도로 기울여 형성한다.
즉 도 3을 참조하면, 기판 운송 수단은 지면으로 부터 소정의 각도 θ 만큼 기울어져 있다.
상기 기울어지는 방향은 기판의 진행방향에 수직한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상기 방향으로 기판을 기울이면, 스트립
되는 포토레지스트가 기판의 측면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기판 운송 수단을 구성하는 다수의 샤프트(301)이 지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 위
에 기판이 로딩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기판을 기울인 채 스트립 가스를 분사하면,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량의 스트
립액이 분사된다. 즉, 기판 위에서 분사되는 스크립 가스가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와 반응하여 기울어진 방향으로 흘러내
리면 기울어진 기판의 하면은 더욱 많은 스크립 가스와 반응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기울어진 기판은 위치에 따라 포
토레지스트의 스트립 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측에 제 2 파이프 라인(320)을 더 설치한다. 즉, 제 2 파이프
라인(320)은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립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기판 전체에서
포토레지스트가 균일하게 스트립될 수 있게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제 1 파이프 라인(310)과 제 2 파이프 라인(320)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제 1 파이프 라인(310)과 제
2 파이프 라인(320)이 서로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제 1 파이프 라인(310)과 제 2 파이프 라인(320)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에 제공되는 스트립
가스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유리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내의 기판 운송 수단(300)과 제 1 파이프 라인(310)과 제 2 파이프 라인(320)의 배치를 나타
낸다.
도 4를 참조하면, 제 1 파이프 라인(310)은 가스 공급 라인(311)에 연결된 채, 기판의 이송방향과 수직하게 기판 위에 배
열되고, 제 2 파이프 라인(320)은 기판의 이동방향으로 기울어진 상단측에 배열된다.
한편, 상기 구성을 가지는 스트립 장치의 전체 구성도를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는 기판 운송 수단 외에 기판으로부터 제거되는 포토레지스트 찌꺼기와 스트립 액을 회수하는 회수
조(401)과, 스트립 장치내에 형성되는 가스를 배기시키는 배출구(400)를 더 구비한다.
파이프 라인(310,320)으로 부터 분사되는 스트립 가스는 기판상의 포토레지스트와 반응하여 일부는 회수조(401)에 의해
제거되고, 나머지 일부는 스트립 장치의 공간을 통해 배출구(400)로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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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스트립 가스와 반응한 포토레지스트 찌꺼기 및 스트립 액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회수조(401)을 소정의 각
으로 기울여 형성한다.
상기 회수조(401)은 별도의 구성수단일 수 있고, 단지 스트립 장치의 바닥을 기울인 채 구성하고 배출구를 더 형성함으로
서 이룰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는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스트립 장치의 바닥면을 기울여 형성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기울어진 바
닥면의 일측에는 배출구를 더 형성하여 모여지는 포토레지스트와 스트립 액을 배출한다.
한편, 상기 스트립 장치는 스트립 가스의 배출을 위해 상단에 배출구(400)을 더 형성한다.
본 발명은 상기 배출구(400)를 통해 스트립 가스가 원할히 배출될 수 있도록 스트립 장치의 천정을 소정의 각으로 기울여
형성한다. 또한 상기 기울어진 천정의 최상단에 상기 배출구(400)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므로 스트립 장치의 천정을 기울여 형성하면, 상기 가스는 기울어진 천정 중 최 상단부
로 모여지고 그곳에 배출구(400)를 형성함으로서 배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는 복수의 모듈로 구성되며, 스트립 가스를 분사하는 제 1 스트립 모
듈을 통과한 기판은 제 2 스트립 모듈의 브러쉬등에 의해 녹여진 포토레지스 패턴이 기판상에서 제거되고 제 3 스트립 모
듈에서 고압분사에 의해 포토레지스터가 제거 및 건조되며, IPA 모듈 및 세정 라인에서 완전히 기판이 세정된다.
본 발명은 상기 제 2 스트립 모듈 및 IPA 모듈, 세정 라인 모두에서 상기와 같이 기판을 기울여 운반하며, 기판의 기울어진
상단에 제 2 파이프 라인을 더 설치하여 기판의 세정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첫째 세정공정에서 기판을 기울여 운송함으로써 세정되는 포토레지스트 및 불순물을
기판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결과, 세정 후 남는 찌꺼기에 의한 배선의 부식 및 단선, 단락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울어진 기판의 상단부에 잉여의 세정액 분사라인을 설치함으로써 기판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세정하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세정장치의 세정수순을 나타내는 개념도.
도 2는 일반적인 스트립 장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스트립 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기판 운송 수단 301:샤프트
302:기판 310:제 1 파이프 라인
320:제 2 파이프 라인 311:가스 공급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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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회수조 402:천정부
400:배출구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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