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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는 웨이퍼와 보트에 부착
되어 있는 이물질이 보트에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 탑재홈에 누적되어 웨이퍼에 이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
점이 있었던 바, 본 발명은 웨이퍼(W)를 탑재하는 보트(13)에 이물추출라인(18)을 설치하여 웨이퍼(W) 또
는 보트(13)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을 내조(11)의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웨이퍼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보인 개략구성도.

제2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인 측단면도.

제3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보트에 웨이퍼가 탑재된 상태를 보인 사시도.

제4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척이 설치된 상태를 보인 사시도.

제5도는 종래 세정장치의 보트에 웨이퍼가 설치된 상태를 보인 상태도.

제6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보인 개략구성도.

제7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인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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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웨이퍼가 설치된 상태를 보인 사시도.

제9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척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

제10도는 본 발명 세정장치의 요부인 이물추출라인을 보인 것으로,

(a)는 웨이퍼가 설치된 부분단면도.

(b)는 웨이퍼가 설치된 정면도.

(c)는 웨이퍼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의 정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a : 공급라인                           10b : 배출라인

10 : 외조                                   11 : 내조

12 : 배플 플레이트                      13 : 보트

18a : 이물유입공                        18 : 이물추출라인

19 : 밸브                                   W : 웨이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트(BOAT)에 이물추출라인을 설치하여 웨이퍼
(WAFER)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데 적합한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공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웨이퍼 세정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비중을 더해가고 있으며, 세정장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정조 내부의 오염원(CONTAMINATION SOURCE)에서 웨이퍼에 이물질이 
부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제1도는 일반적인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보인 개략 구성도이고, 제2도는 종래 반도체 웨
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인 측단면도이며, 제3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보트에 
웨이퍼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고, 제4도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척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는 세정액 공급라인(1a)과 배출라인(1b)이 하부에 연결설
치되어 있는 외조(OUTER BATH)(1)의 내부에 내조(INNER BATH)(2)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조(2)의 내부에 
상기  세정액  공급라인(1a)에서  내조(2)로  공급되는  세정액을  조절하기  위한  배플  플레이트(BAFFLE 
PLATE)(3)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배플  플레이트(3)의  상부에는  웨이퍼(W)를  탑재하기  위한 보트
(B0AT)(4)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보트(4)의 상부에는 웨이퍼(W)를 이동시키기 위한 웨이퍼 척(WAFER CHUCK)(5)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공급라인(1a) 상에는 세정액을 펌핑(PUMPING)하기 위한 펌프(PUMP)(6)와, 세정액의 흐름을 조
절하기 위한 밸브(VALVE)(7)와, 이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필터(FILTER)(8)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세정하는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정할 웨이퍼(W)를 웨이퍼 척(5)을 이용하여 장치의 내부로 이동시켜 보트(4) 위에 탑재시킨다.

그런 다음, 내조(2)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급라인(1a)으로부터 내조(2)의 내부로 세정액을 공급하고, 
그 공급되는 세정액은 배플 플레이트(3)를 통하여 조절되며 보트(4)에 탑재된 웨이퍼(W)들을 세정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세정액이 내조(2)에 계속 공급되고 내조(2)에 가득 채워지면 세정액이 흘러넘쳐서 
외조(1)로 유출되게 되며, 이와 같이 유출된 세정액은 다시 외조(1)의 하부로 배출되어 공급라인(1a)에 
설치된 펌프(6)에 의하여 펌핑되고, 밸브(7)에 의해 공급량이 조절되며, 필터(8)에 의해 필터링되어 내조
(2)의 내부로 재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여 웨이퍼(W)를 세척하며, 만약 세정액의 오염이 
심할경우에는 세정장치의 외부로 유출하여 폐기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세정장치에 관한 내용은 「USA PATENT NO. 5, 370, 142, (1994, 11, 6)」와 「24TH 
SYMPOSIUM 0N ULSI ULTRA CLEAN TECHNOLOGY, JAPAN」에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는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트(4)에 웨이퍼(W)를 
탑재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는 수개의 탑재홈(4a)에 이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이 발생한 이물질
은 계속 누적되어 세정장치의 내부에서 주요 오염원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트(4)는 고정되어 웨이퍼(W)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탑재홈(4a)에 발생한 이물질이 계속 
누적되어 웨이퍼(W)의 오염원이 되고, 웨이퍼(W)가 탑재된 보트(4) 전체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트(4)의 
탑재홈(4a)에 이물질이 누적됨과 아울러 외부에서 보트(4)에 이물질이 묻어서 세정장치의 내부로 이동되
며, 이와 같이 보트(4)에 묻어서 세정장치의 내부로 이동된 이물질이 세정액을 내조(2)에서 외조(1)로 유
출시 웨이퍼(W)에 오염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트의 웨이퍼 탑재홈이나, 보트의 외관에 이물
질이 부착 또는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웨이퍼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반도체 웨이
퍼 세정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라인과 배출라인이 구비된 외조의 내부에 내조가 설
치되어 있고, 그 내조의 내부에는 공급되는 세정액을 조절하기 위한 배플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배플  플레이트의  상부에는  웨이퍼를  탑재한  보트가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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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상기 보트에는 웨이퍼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을 외부로 추출하기 위한 이물추출라인을 설치하여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가 제공된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6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보인 개략구성도이고, 제7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인 측단면도이며, 제8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웨이퍼가 
설치된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고, 제9도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척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인 사시도이며, 제10도는 본 발명 세정장치의 요부인 이물추출라인을 보인 것으로, (a)는 웨이퍼가 설
치된 부분단면도이고, (b)는 웨이퍼가 설치된 정면도이며, (c)는 웨이퍼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를 보인 정
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는 세정액 공급라인(10a)과 배출라인(10b)이 하부에 
연결설치되어 있는 외조(OUTER BATH)(10)의 내부에 내조(INNER BATH)(11)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조(11)
의 내부에 상기 세정액 공급라인(10a)에서 내조(11)로 공급되는 세정액을 조절하기 위한 배플 플레이트
(BAFFLE PLATE)(12)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배플 플레이트(12)의 상부에는 웨이퍼(W)를 탑재하기 위한 
보트(BOAT)(13)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보트(13)의  상부에는  웨이퍼(W)를  이동시키기  위한  웨이퍼 척
(WAFER CHUCK)(14)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라인(10a) 상에는 세정액을 펌핑(PUMPING)하기 위한 펌
프(PUMP)(15)와,  세정액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VALVE)(16)와,  이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필터
(FILTER)(17)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구성은 종래와 동일하다.

여기서 본 발명은 상기 보트(13)의 내측에 웨이퍼(W)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이나, 보트(13)에 부착되어 있
던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이물추출라인(18)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6도와 제8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이물추출라인(18)의 일측은 상기 세정액 공급라
인(10a)에 연결설치되어 있고, 타측은 배출라인(10b)이 설치되어 있는 상기 외조(10)의 내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상기 이물추출라인(18)에 유입된 이물질을 배출라인(10b)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보트(13)를 통과하는 이물추출라인(18)의 상면에는 제8도 내지 제10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개의 이물유입공(18a)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기 보트(13)에 탑재되는 웨이퍼(W)의 하부를 지지함과 
아울러 웨이퍼(W) 및 보트(13)에 부착되는 이물질이 이물추출라인(18)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상기 이물추출라인(18) 상에는 제6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밸브(19)를 설치하여 이물추출라인(18)
을 흐르는 세정액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세정하는 동작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세정할 웨이퍼(W)를 보트(13)에 탑재하고, 웨이퍼 척(14)을 이용하여 웨이퍼(W)가 탑재된 보트(14)를 
세정장치의 내조(11) 내부로 이동시킨다.

그런 다음, 내조(11)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급라인(10a)으로 부터 내조(11)의 내부로 세정액을 공급
하고, 그 공급되는 세정액은 배플 플레이트(12)를 통하여 조절되며 보트(13)에 탑재된 웨이퍼(W)들을 세
정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세정액이 내조(11)에 계속 공급되고 내조(11)에 가득 채워지면 세정액이 흘러넘쳐서 
외조(10)로 유출되게 되며, 이와 같이 유출된 세정액은 다시 외조(10)의 하부로 배출되어 공급라인(10a)
에 설치된 펌프(15)에 의하여 펌핑되고, 밸브(16)에 의해 공급량이 조절되며, 필터(17)에 의해 필터링되
어 내조(11)의 내부로 재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여 웨이퍼(W)를 세척하며, 만약 세정액의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세정장치의 외부로 유출하여 폐기한다.

상기와 같이 보트(13)에 탑재된 웨이퍼(W)들을 세정하는 동안 세정액 공급라인(10a)에 연결설치되어 있는 
이물추출라인(18)으로도 역시 세정액이 공급되고, 그 공급되는 세정액이 웨이퍼(W)나 보트(13)에서 떨어
져서 이물유입공(18a)으로 유입된 이물질들을 내조(11)의 밖으로 추출하게 된다. 상기 이물추출라인(18)
으로 유입되는 세정액의 흐름속도는 웨이퍼(W)가 지지하는 무게를 감안하여 웨이퍼(W) 지지 및 세정에 전
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유지하게 된다.

이와같이 세정액과 같이 이물추출라인(18)에 의해 추출된 이물질들은 배출라인(10b)으로 배출되어 필터
(17)로 필터링되어 공급되므로 다시 내조(11)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웨이퍼(W)나 보트(13)를 오염시키
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는 웨이퍼를 탑재하는 보트에 이물
추출라인을 설치하여 웨이퍼 또는 보트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을 내조의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웨이퍼를 오
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급라인과 배출라인이 구비된 외조의 내부에 내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조의 내부에는 공급되는 세정
액을 조절하기 위한 배플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배플 플레이트의 상부에는 웨이퍼를 탑재한 
보트가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보트에는 웨이퍼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이물추출라인을 설치하여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트를 통과하는 이물추출라인의 상면에는 웨이퍼를 지지함과 아울러 이물질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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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기 위한 수개의 이물유입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물추출라인 상에는 세정액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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