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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과, 그를 이용한 이송 및 처리 방법

요약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이 개시된다. 그러한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은 기판이 적치되는 적치대와, 상
기 적치대로부터/로 기판을 인수/인계하는 기판 이송부재와, 상기 기판 이송부재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세정 및 건조 처
리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와, 그리고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부터 인출된 기판을 상기 기판 이송부재로부터 인
수하여 처리하는 기판 처리장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기판, 세정, 건조, 이송, 로더, 도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DC)가 적용된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을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2 는 도1 에 도시된 기판세정 및 건조장치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3 은 도2 에 도시된 기판세정 및 건조장치의 측면도.

  도4 는 도2 에 도시된 기판세정 및 건조장치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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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5 는 도2 에 도시된 기판세정 및 건조장치의 우측면도.

  도6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킹방식의 기판 이송 및 처리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과, 그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판의 처리라인과 세정, 건
조라인을 기판 이송부재에 의하여 도킹방식(Docking Type)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기판의 이송 및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과, 그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판 디스플레이(FPD;Flat Panel Display), 반도체 웨이퍼, LCD, 포토 마스크용 글라스 등에 사용되는 기판
은 증착, 에칭, 스트립, 세정, 린스 등의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서 처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기판 처리공정은 통상적으로 기판을 이송시키기 위한 이송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기판의 공급, 처리, 배
출의 과정이 하나의 순환 싸이클을 이루게 된다. 이때, 상기 이송시스템은 MGV(Manual Guarded Vehicle, AGV(Auto
Guarded Vehicle), CVT(Clean Transfer Vehicle)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기 기판 이송시스템과 처리공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연계하고 있다.

  즉, 세정라인으로부터 이송장치에 의하여 기판을 인출하여 카셋트에 저장하고, 다시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기판을 인출하
여 진공증착장비 혹은 스퍼터링 장비에 공급하여 처리한 후, 다시 카셋트에 저장, 인출, 식각장비 공급 등의 처리공정을 거
치게 된다.

  혹은, 이송장치에 의하여 기판을 이송하여 카셋트에 저장하고, 천정 반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접한 카세트에 이송하여 다
시 저장한 후 기판 처리라인에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기판 이송 및 처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다수의 기판 처리라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이 처리라인들 사이에 다수개의 이송장치가 각각 배치되는 형
태이므로, 이송장치에 의한 기판의 이송, 카셋트 저장, 다시 인출 등의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기판의 이송이 원활
하지 못하고, 또한 이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이러한 기판 처리시스템에 있어서는 로더, 진공증착, 에칭부, 린스부, 스트립부, 세정부, 언로더 등이 각각 별도로
구비됨으로 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라인 설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기판의 이송이 별도로 구동되는 MGV, AGV, CVT 등의 이송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기판의 처리효율이 저하
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기판의 이송이 상기와 같이 외부환경에 노출된 구조를 갖는 이송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송과정에서 외부
이물질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 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판의 처리라인과 세
정, 건조라인을 기판 이송부재에 의하여 도킹방식(Docking Type)으로 연결함으로써 기판의 물류흐름이 향상될 수 있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시스템과, 그 처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판세정 및 건조라인을 적층구조로 형성하고, 각 세정유닛간에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조밀
한 배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설치면적을 줄여 라인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
템과, 그 처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판의 세정 및 건조장치를 밀폐구조의 인라인(In Line)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기판의 이송시 발
생할 수 있는 외부 이물질에 의한 오염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과, 그 처리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판이 적치되는 적치대와; 상기 적치대로부터/로 기판을 인수/인
계하는 기판 이송부재와; 상기 기판 이송부재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세정 및 건조 처리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와; 그
리고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부터 인출된 기판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판 처리장비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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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은 기판 이송부재가 적치대로부터 기판을 인출하는 제1 단계와; 인출된 기판을 도킹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 공급하여 처리하는 제2 단계와; 그리고 상기 기판 이송부재가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
장비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기판 처리장비에 공급함으로써 기판을 처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
한다.

  도1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DC)가 적용된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시스템을 개
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제안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은 기판이 적치되는 적치대(C)와, 상기 적치대(C)
로부터/로 기판을 인출/인계하는 기판 이송부재(R)와, 상기 기판 이송부재(R)로부터/로 기판을 인수/인계하여 세정 및 건
조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DC;H)와,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로(H)로부터 기판 이송부재(R)에 의하여 인출된 기
판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판 처리장비(D)를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적치대(C)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의 카셋
트(Cassete)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수의 기판이 카셋트의 내부에 적치됨으로써 필요에 따라 인출 혹은 공급가능하다.

  또한, 상기 기판 이송부재(R)도 통상적인 구조을 갖는 로봇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판 이송부재(R; 이하, 로봇)는 기판을
적치할 수 있는 아암(Arm)이 구비되며, 회전 및 승하강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카셋트(C)로부터 기판을 인
출하여 상기 세정 및 건조라인에 공급하거나 그 역순으로 동작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기판 처리장비(D)는 바람직하게는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장비 혹은 스퍼터링
(Sputtering) 장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급된 기판상에 소정의 막을 형성하게 한다. 물론, 다른 기판 처리장비가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은 기판의 인출, 세정 및 건조, 그리고 진공처리 등 일련의 공정이 한 장소에서 이루
어지므로 기판의 이송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한편,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를 도2 내지 도5 에 의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도1)는 프레임(Frame;10)과, 상기 프레임(10)의 상부에 활주 가능하게 장착
되어 로봇(R)으로부터/으로 기판(Ｉ)을 인수/인계하는 상부 이송수단(Transfer Means;12)과, 상기 프레임(10)의 전후방
에 승하강 가능하게 구비되어 상기 상부 이송수단(12)으로부터/으로 기판(Ｉ)을 인계/인수하는 수직 이송수단(14,16)과,
수직 이송수단(14,16)으로부터/으로 기판(Ｉ)을 인수/인계하는 이송유닛(18,20)과, 상기 이송유닛(18,20)의 사이에 배치
되어 이송된 기판(Ｉ)을 세정(Cleaning) 및 건조(Dry) 처리하는 기판 처리유닛(22)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도1)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은 다층으로 구비되며, 바람직하게는 3
층으로 구성된다. 즉, 외부에서 공급된 기판(Ｉ)을 프레임(10)의 전후방으로 이송시키는 상부 이송수단(12)이 구비된 상부
층(Ⅲ)과, 상기 상부층(Ⅲ)으로부터 공급된 기판(Ｉ)을 세정, 건조시키는 장비들이 구비된 중간층(Ⅱ)과, 지지부재 및 동력
장치들이 구비된 하부층(Ⅰ)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판(Ｉ)의 이송 및 세정, 건조장치를 적층형태로 구성하여 소형화시킴으로써, 기판(Ｉ)의 반입/반출, 이송, 세정,
건조 등의 공정이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레임(10)의 외부는 기판(Ｉ)의 유/출입구를 제외하고는 판넬 등에 의하여 밀폐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라
서, 먼지 등 외부 이물질이 라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상부 이송수단(12)은 상기 프레임(10)에 장착된 레일(24)상에 안착되어 활주 가능한 하부베이스(Lower Base;13)
와, 상기 하부베이스(13)의 상부에 장착되며 기판(Ｉ)이 적치되는 상부 베이스(Upper Base;15)와, 기판(Ｉ)이 안착되어
정렬되는 정열부(26)와, 기판(Ｉ)을 일정 높이로 부상시키는 다수의 부상판(28)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상부 이송수단(12)에 있어서, 상기 하부베이스(13)의 양단부에는 레일(24)상에 안착되는 슬라이
딩 플레이트(17)가 구비된다. 따라서, 모터 조립체(도시안됨)가 구동하는 경우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17)가 레일(24)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상부 이송수단(12)이 전후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상기 상부베이스(15)에는 2개의 정열부(26) 및 다수개의 지지핀(Support Pin;27)이 장착된다. 그리고, 이 정열부
(26) 및 다수개의 지지핀(27)의 상부에 기판(Ｉ)이 안정적으로 안착된다. 이때, 상기 정열부(26)에는 가이드핀(Guide
Pin;29)이 각각 돌출 형성되며, 기판 안착시 기판(Ｉ)의 모서리를 일정 위치에 고정시킨다. 따라서, 기판(Ｉ)은 정열부(26)
의 정확한 위치에 안착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다수의 부상판(28)은 상기 기판(Ｉ)이 얹혀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된다. 즉,
부상판(28)에는 일정 압력의 공기가 분사되며, 이 분사된 공기가 얹혀진 기판(Ｉ)의 저면을 일정 압력으로 밀어 올리게 됨
으로써 기판(Ｉ)의 처짐을 방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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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택적으로 상기 하부베이스(13)와 상부베이스(15)의 사이에 모터 조립체 등의 회전부재(49)를 장착할 수도 있
다. 즉, 하부베이스(13)의 상면에 회전부재(49)를 고정하고 회전부재(49)의 상부에 상부베이스(15)를 장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전부재(49)를 구비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상부 베이스(15)를 일정각도 회전시킴으로써 기판(Ｉ)의 이송
방향을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

  한편, 상기 수직이송수단(14,16)은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과 제2 업다운 버퍼유닛(16)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및
제2 업다운 버퍼유닛(14,16)은 상기 상부 이송수단(12)으로부터/으로 기판(Ｉ)을 인수하거나 인계하게 된다.

  즉, 상기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은 상기 프레임(10)의 일측에 승하강 가능하게 장착되어 상기 상부 이송수단(12)으로
부터 기판(Ｉ)을 인수하고, 상기 제2 업다운 버퍼유닛(16)은 상기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의 반대측에 장착되어 처리된
기판(Ｉ)을 상기 상부 이송수단(12)에 인계하게 된다.

  이러한 제1 및 제2 업다운 버퍼유닛(14,16)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이하, 하나의 업다운 버퍼유닛에 의하여 설명한
다.

  즉, 상기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은 상부 이송수단(12)으로부터 기판(Ｉ)을 인수하여 하강하는 한 쌍의 상부핸드
(Upper Hand;30)와, 상기 한 쌍의 상부핸드(30)로부터 기판(Ｉ)을 인수하여 로더(18)에 인계하는 하부핸드(Lower
Hand;32)로 이루어진다.

  상기 한 쌍의 상부핸드(30)는 "ㄱ" 자 형상을 가지며 모터 조립체(31)의 구동에 의하여 상하방향의 수직이동 및 좌우방향
의 수평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 쌍의 상부핸드(30)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수직이동 및 수평이동을 하게 된
다.

  즉, 상기 상부핸드(30)가 상부 이송수단(12)으로부터 기판(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하강하게 되며, 하부핸드(32)에 기
판(Ｉ)을 인계한 후에는 하부핸드(32)의 하강을 위하여 좌우로 수평이동을 하게 된다.

  상기 하부핸드(32)도 "ㄱ"자 형상을 가지며 모터 조립체(33)에 연결됨으로써 수직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하부핸드(32)
는 그 상면에 상기 상부핸드(30)로부터 인수된 기판(Ｉ)이 안착된다.

  이러한 상부 및 하부핸드(30,32)는 공정시간(Tact Time)을 줄일 수 있도록 버퍼 기능을 갖는다. 즉, 로더(18)상으로 기
판(I)을 연속적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부핸드(32)상에는 기판이 항상 대기 상태로 된다.

  그리고, 기판(Ｉ)이 안착된 상기 하부핸드(32)가 하강하여 로더(18)의 기판패스라인(P/S) 이하로 내려가면 기판(Ｉ)이 로
더(18)에 안착되어 기판을 연속처리 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부 및 하부핸드(30,32)에 의하여 이송된 기판(Ｉ)은 로더(18)
에 의하여 기판 처리유닛(22)으로 이송된다.

  한편, 상기 이송유닛(18,20)은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으로부터 기판(Ｉ)을 인수하는 로더(Loader;18)와, 제2 업다운
버퍼유닛(16)으로 기판(Ｉ)을 인계하는 언로더(Unloader;20)를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로더(18)는 기판 처리유닛(22)의 입측(40)에 배치되어 기판(Ｉ)을 기판 처리유닛(22)으로
이송시킨다. 이러한 로더(18)는 구동모터에 의하여 회전가능한 다수개의 반송롤러(36)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동모터의
작동시 상기 다수개의 반송롤러(36)가 회전함으로써 상기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으로부터 공급된 기판(Ｉ)을 기판 처리
유닛(22)으로 이송하게 된다.

  또한, 상기 언로더(37)는 기판 처리유닛(22)의 출측(42)에 배치되며, 상기 로더(18)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상기 기판 처리유닛(22)으로부터 배출된 기판(Ｉ)은 다수개의 반송롤러(20)에 의하여 이송되어 상기 제2 업다운
버퍼유닛(16)에 공급된다.

  한편, 상기 기판 처리유닛(22)은 상기 로더(18)에 의하여 이송된 기판(Ｉ)을 세정, 건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 후
언로더(37)를 통하여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기판 처리유닛(22)은 유기세정모듈(EUV;44)과 유기기판(Ｉ)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모듈(Cleaning Module;46)
과, 세정모듈(46)에 의해 세정된 기판(Ｉ)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 모듈(Dry Module;48)을 포함한다.

  상기 세정모듈(46)에는 에어커튼(Air Curtain), 에어썩션(Air Suction), 롤 브러쉬(Roll Brush& Shower), 디아이 젯트
(Deionize Water Jet;DI Water), 에어 나이프(Air Knife) 등의 세정유닛이 설치된다. 본 발명의 세정모듈(46)은 유체를 분
사하는 디아이 젯트 및 에어나이프 등에 물리적 에너지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세정유닛이 서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서 조밀하게 배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판에 여러 세정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유기세정모듈(44)은 반드시 구비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생략될 수 있
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의 작동과정 및 그 처
리방법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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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 도2, 그리고 도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로봇(R)이 카셋트(C)로부터 기판(Ｉ)을 인출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S100). 즉, 로봇(R)의 아암이 카셋트(C)의 내부에 진입하여 적치된 기판(Ｉ)을 인출하게 된다.

  기판(Ｉ)을 인출 한 후, 로봇(R)은 일정 각도로 회전 및 상승하여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에 기판(Ｉ)을 인계하는 단계
가 진행된다(S110).

  상부 이송수단(12)은 기판 인수위치에 설정되어 있어 상기 로봇(R)으로부터 기판(Ｉ)을 공급받으며, 상기 기판(Ｉ)은 상
부 이송수단(12)의 정열부(26)에 안착된다. 기판(Ｉ)의 안착이 완료되면, 상부 이송수단(12)은 모터 조립체(도시안됨)의
구동에 의하여 전방으로 이송하게 된다.

  상부 이송수단(12)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일정 위치에 도달하면 제1 업다운 퍼 유닛의 기판 이송단계가 진행된다(S120).

  즉, 상부 이송수단(12)이 일정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 제1 업다운 버퍼 유닛(14)의 상부핸드(30)는 일정 높이로 상승하여
대기상태이다. 그리고, 상기 상부핸드(30)는 상기 기판(Ｉ)이 이송되면 약간 상승함으로써 기판(Ｉ)의 양 테두리부를 지지
하여 상방으로 밀어 올림으로써 기판(Ｉ)을 상부 이송수단(12)으로부터 상승시켜 인수하게 된다.

  기판(Ｉ)을 인수한 상기 상부핸드(30)는 일정 위치까지 하강하게 되며, 이때 하부핸드(32)는 일정 높이에서 대기상태이
다.

  상기 하부핸드(32)는 상기 상부핸드(30)가 일정 위치에 도달하면, 약간 상승함으로써 기판(Ｉ)을 상부핸드(30)로부터 인
수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상부핸드(30)는 수평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하부핸드(32)가 하부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한
다.

  상기 하부핸드(32)는 기판(Ｉ)을 인수한 후, 로더(18)의 기판패스라인(P/S) 이하로 하강하게 된다. 따라서, 하부핸드(32)
에 얹혀진 기판(Ｉ)은 하부핸드(32)로부터 이탈되어 로더(18)의 반송롤러(36)상에 적치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판(Ｉ)은 상부 이송수단(12)에서 상부 및 하부핸드(30,32)를 통하여 로더(18)로 이송될 수 있
다.

  그리고, 로더(18)의 기판 이송단계가 진행된다(S130). 즉, 기판(Ｉ)이 반송롤러(36)상에 적치되면, 구동모터가 작동함으
로써 반송롤러(36)가 회전하게 되고, 기판(Ｉ)은 기판 처리유닛(22)으로 공급된다.

  기판 처리유닛(22)으로 공급된 기판(Ｉ)은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서 세정 및 건조 처리된다(S140).

  즉, 선택적으로 유기세정모듈(44)에 의하여 건조세정이 처리된 다음, 세정 모듈(46)을 통과하면서 DI, 공기 등의 분사에
의하여 기판(Ｉ)상에 잔류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또한, 세정모듈(46)을 통과한 기판(Ｉ)은 건조모듈(48)로 공급되
어 건조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판 처리유닛(22)을 통과한 기판(Ｉ)은 언로더(37)의 반송롤러(20)에 의하여 배출되며(S150), 배출된
기판은 제2 업다운 버퍼유닛(16)에 의하여 이송된다(S160).

  즉, 기판은 제2 업다운 버퍼 유닛(16)의 하부핸드(32)에 적치된다. 하부핸드(32)에 적치된 기판(Ｉ)은 일정 높이 상승하
여 기판(Ｉ)을 상부핸드(30)에 인계한다.

  기판(Ｉ)을 인수한 상부핸드(30)는 일정 높이로 상승하여 상부층(Ⅲ)에 도달하게 되며, 이 위치에서 상부 이송수단(12)에
기판(Ｉ)을 인계하게 된다(S170). 기판(Ｉ)을 인수한 상부 이송수단(12)은 전방으로 이송하며 일정 위치에 도달하여 로봇
(R)에 기판(Ｉ)을 인계하게 된다(S180).

  그리고, 기판(Ｉ)을 인수한 로봇(R)은 하강 및 일정 각도 회전하여 기판 처리장비(D)에 기판(Ｉ)을 공급한다(S190). 따라
서, 기판 처리장비(D)에 공급된 기판(Ｉ)은 화학 기상증착 혹은 스퍼터링 처리를 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판(Ｉ)은 로봇(R)에 의하여 카셋트(C)로부터 인출되어 기판 세정 및 건조장치(H)에 공급되고, 공급
된 기판(Ｉ)은 상부 이송수단(12), 제1 업다운 버퍼유닛(14), 로더(18), 기판 처리유닛(22), 언로더(37), 제2 업다운 버퍼
유닛(16), 그리고 다시 상부 이송수단(12)으로 복귀하게 된다. 복귀한 기판(Ｉ)은 로봇(R)에 의하여 반출되어 직접 기판 처
리장비(D)로 공급됨으로써 일련의 처리공정을 거치게 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진공장비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갖는 세정모듈을 갖
는 세정 및 건조장치(H)를 이용하여 다른 장비와도 도킹 타입으로 구성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기판이 세정 및 건조 공정이 진행된 다음, 주 공정인 진공장비로 도입되어 기판이 처리
되었지만, 그 반대로 기타 장비에서 기판이 소정 처리된 후 상기 기판을 세정 및 건조하는 도킹(Docking) 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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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과,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첫째, 주 공정라인에 세정 및 건조장비를 도킹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과 같은 세정 및 건조라인을 독립적으로 배치
한 경우에 비하여 공간효율성이 뛰어나 투자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도킹방식이 가능한 세정 및 건조장비를 구성함으로써 기판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기판 세정 및 처리장치가 밀폐구조의 인라인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기판이 외부 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
함으로써 이물질에 의한 불량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구의 범위
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이 적치되는 적치대와;

  상기 적치대로부터/로 기판을 인수/인계하는 기판 이송부재와;

  상기 기판 이송부재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세정 및 건조 처리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와; 그리고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부터 인출된 기판을 상기 기판 이송부재로부터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판 처리장비를 포함하
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송부재는 기판을 적치하는 아암을 구비하고, 회전 및 승하강 가능한 로봇을 포함하는 도킹
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처리장비는 진공증착장비 혹은 스퍼터링장비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킹형 기
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는

  내부가 층구조로 형성되는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내부층 중 하나의 층에 활주 가능하게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전후방으로 이송시키거나 외
부로 인계하는 상부 이송수단(Transfer Means)과;

  상기 프레임에 승하강 가능하게 각각 구비됨으로써 상기 상부 이송수단으로/으로부터 기판을 인수/인계하는 수직 이송수
단과;

  상기 상부 이송수단과 다른 층에 배치되며, 상기 수직 이송수단으로부터/으로 기판을 인수/인계하는 이송유닛과; 그리고

  상기 이송유닛에 의하여 공급된 기판을 세정, 건조 처리하는 기판 처리유닛을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
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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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이송수단은 상기 프레임에 장착된 레일상에 안착되어 활주 가능한 하부베이스와, 상기 하부
베이스의 상부에 장착되며 기판이 적치되는 상부 베이스와, 상기 상부 베이스상에 구비되어 기판이 안착되는 정열부 및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지지핀을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이송수단은 수직 혹은 수평운동이 가능하며 상기 상부 이송수단으로부터/으로 기판을 인수/
인계하는 상부핸드와, 상기 상부핸드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하강하여 상기 이송유닛으로 기판을 인계하거나 이송유닛으
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상기 상부핸드에 인계하는 하부핸드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유닛은 상기 수직이송수단으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상기 기판 처리유닛에 공급하는 로더와,
상기 기판 처리유닛으로부터 기판을 배출하는 언로더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이송수단은 상기 프레임의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상부 이송수단으로부터 기판을 인수/하강
하여 상기 로더에 인계하는 제1 업다운 버퍼유닛과, 상기 프레임의 후방에 배치되어 상기 언로더로부터 공급된 기판을 상
부로 이송시켜 상기 상부 이송수단에 인계하는 제2 업다운 버퍼 유닛을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기판 이송부재가 적치대로부터 기판을 인출하는 제1 단계와;

  인출된 기판을 도킹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 공급하여 처리하는 제2 단계와; 그리고

  상기 기판 이송부재가 상기 기판 세정 및 건조장비로부터 기판을 인수하여 기판 처리장비에 공급함으로써 기판을 처리하
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공급된 기판을 상부 이송수단이 인수하여 제1 업다운 버퍼 유닛의 상부핸드에 인계하
는 단계와;

  제1 업다운 버퍼 유닛의 상부핸드가 하강하여 하부핸드에 기판을 인계하고, 상기 하부핸드가 기판을 이송하여 로더에 인
계하는 단계와;

  상기 로더에 의하여 공급된 상기 기판을 세정 및 건조처리하는 단계와;

  세정 및 건조처리된 상기 기판을 제2 업다운 버퍼유닛의 하부핸드에 인계하고, 하부핸드가 상기 기판을 상승시켜 상부핸
드에 인계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업다운 버퍼유닛의 상부핸드가 상기 기판을 이송하여 상기 상부 이송수단에 인계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상부 이송수단이 상기 기판을 인수하여 상기 기판 이송부재에 인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킹형 기판 이송 및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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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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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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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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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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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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