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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필터 유니트 및 필터

요약

피처리 가스의 미립자 제거용 필터 유니트는 가스가 필터 유니트 내에서 적어도 1회전하여 진행하도록 유로를 형성하고,

상기 유로를 차단하지 않는 상태로 격벽의 적어도 일측면 상에 필터부재가 적층되는 가스 불투과성 격벽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필터 유니트 또는 필터는 제해설비의 부하를 경감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청소횟수를 줄이고 설비의 수명을 현저하

게 연장시킨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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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필터 유니트, 필터부재, 필터, 부직포, 격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종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횡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9: 가스 유입구 2-1: 제 1 격벽

2-2: 제 2 격벽 2-3: 제 3 격벽

3, 11: 필터부재 3-1: 제 1 필터부재

3-2: 제 2 필터부재 3-3: 제 3 필터부재

4-1: 제 1 가스 차단판 4-2: 제 2 가스 차단판

5: 코일형 존 5-1: 제 1 코일형 존

5-2: 제 2 코일형 존 6: 제 2 가스 유입구

7: 제 3 가스 유입구 8: 배출유로

10: 용기 12: 중공로

13: 배출유로 14: 지지벽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배기가스의 제해(除害)처리하기 전에 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미립자 제거유

니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포함되는 화학증기증착(이하, CVD라 약함)형 공정에 적당한 제

거유니트와, 자체의 부하와 후속하는 제해설비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배기가스에서 반응 생성 물질과 같은 불순물, 그 외

미스트(mist) 및 먼지를 포함하는 미립자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유니트와, 상기

필터 유니트를 사용한 필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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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은 이온주입법,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는 금속에칭법, CVD법 등을 포함한다. 이들 방법 중 어떤 것도, 불화

수소산, 실란가스, 테트라톡시실란(이하, TEOS라 약함),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가스, 반응 생성 물질 등과 같은 불순물, 그

외 미스트 및 먼지를 포함하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킨다. 상기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 제해설비를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종래의 제해설비는 흡착제(예를 들어, 이온교환수지 및 제오라이트)로 흡착시키고, 물세정기를 사용하여 물에 흡착시키고,

버너 등으로 연소시켜 분해하여 미립자를 제거한다. 그러나, 배기가스에 미립자가 포함될 때, 흡착제를 사용하는 제해설비

는 단위면적당 큰 압력손실을 나타내는 결점이 있고, 물세정기를 사용하는 제해설비는 흡착제의 찌꺼기 처리를 필요로 하

는 결점이 있고, 연소에 의한 제해설비는 버너의 노즐이 막히고 연소실이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결점은 제해설비의 정기적인 청소와, 부하가 큰 설비를 교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특히, CVD법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부터의 배기가스에 다량의 미립자를 포함하여 청소횟수를 증가시키고, 설비의 수명

을 현저하게 단축시킨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제해설비의 전처리 장치로서 일본특허출원 평성7-256022에 진공 배기가스 필터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그들은 이 후, CVD법에 의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된 필터가 약 3일 내지 3주정도 이내에 막히게 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배기가스 중에 미립자 양이 많아도 적용할 수 있는 필터 유니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된 배기가스에서 다량의 미립자를 장기간에 걸쳐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제

해설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필터 유니트와, 이 필터 유니트를 사용하는

필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1) 필터 유니트에서 가스가 적어도 1회전하여 진행하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가스불투과성 격벽과, 유로를 차단하지 않는

상태로 상기 격벽의 적어도 일측면 상에 적층되는 필터부재를 포함하는 피처리 가스의 미립자 제거용 필터 유니트.

(2) 바람직하게, 0.005 내지 0.4g/㎤의 밀도를 갖는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상기 부직포가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

(ionic group)를 함유하는 섬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필터부재를 구비한 필터 유니트.

(3) 바람직하게, 냉매를 유지(retain) 또는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필터 유니트.

(4) 상기 (1)의 필터 유니트와 제 2 필터 유니트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필터 유니트는 중공로(central duct)를 갖는 원통형

필터부재를 갖고, (1)의 필터 유니트를 통과하는 가스가 원통형 필터부재의 외주에서 중공로로 진행하도록 상기 (1)의 필

터 유니트와 제 2 필터 유니트가 서로 연결된 필터.

(5) 상기 (1)의 필터 유니트의 필터부재 및/또는 상기 원통형 필터부재(4)가 0.005 내지 0.4g/㎤의 밀도를 갖는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상기 부직포가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로 제조된 필터.

(6) 상기 (1)의 필터 유니트 및/또는 상기 (4)의 제 2 필터 유니트가 냉매를 유지 또는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필

터.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필터 유니트 및 필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필터 유니트는 처리될 가스(예를 들어, 배기가스)가 필터부재를 따라 접촉하면서 적어도 1회전을 갖는 유로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특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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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필수적인 관점을 도시한 것으로서, 일실시예에 의한 필터 유니트(이하, 코일형 필터 유니트라 함)의 기본

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상기 코일형 필터 유니트는 가스 불투과성 하부 바닥과 상부 커버를 갖는다. 도 1에서,

상부 커버는 제거되었다.

도 1에서, 가스 유입구(1)가 원통형 케이스의 하부 측면으로부터 이 면에서 돌출되며, 그것을 통해 피처리 가스가 상기 케

이스 내로 흘러 들어간다. 원통형 케이스는 제 1 가스 불투과성 격벽(2-1)이다. 상기 격벽(2-1)내에서, 제 1 가스 차단판

(4-1)이 격벽(2-1)의 내면과 접촉하여 형성된다. 격벽(2-1)의 내벽과 동일한 높이를 갖는 이 판(4-1)은 격벽(2-1)안에

있는 가스 유입구(1)의 개구부와 근접하여 가스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배치된다. 격벽(2-1)의 내벽과 동일한 높

이를 갖는 제 1 필터부재(3-1)가 가스 유입구(1)의 개구부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상기 개구부와 거리가 약간 떨어진 위

치에서 가스 차단판(4-1)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내벽에 적층된다.

격벽(2-1)과 동일한 높이를 갖고 격벽(2-1)보다 작은 지름을 갖는 제 2 격벽(2-2)이 제 1 격벽(2-1)내에 형성된다. 격벽

(2-2)의 외벽은 제 1 가스 차단판(4-1)과 접촉한다. 이 구조에 의해, 제 1 코일형 존(5-1)은 피처리 가스의 유로가 된다.

이 도면에서, 우측 하부의 가스 유입구(1)에서 제 1 격벽(2-1) 내로 압입되거나 또는 이후 설명될 배출유로(8)의 흡입에

의해 제 1 격벽(2-1)으로 송입된(이하, 압입 및 송입을 총칭하여 도입이라 함) 피처리 가스는 수직으로 확산된 후 제 1 필

터부재(3-1)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여 제 1 가스 차단판(4-1)으로 차단된다.

제 2 격벽(2-2)은 가스 차단판(4-1)으로부터 시계방향의 위치(도 1에서 왼쪽으로)에 제 1 가스 차단판(4-1)과 근접하여

형성된 직사각형의 창을 갖기 때문에 제 1 격벽(2-1)과는 다르다. 이 창은 제 2 가스 유입구(6)이고 그것을 통해 피처리 가

스가 제 1 코일형 존(5-1)에서 제 2 격벽(2-2)내로 유입된다. 제 1 격벽(2-1)과 같이, 제 2 가스 차단판(4-2)이 격벽(2-

2)의 내벽과 접촉하여 형성된다. 격벽(2-2)의 내벽과 동일한 높이를 갖는 이 판(4-2)은 제 2 가스 유입구(6)의 개구부와

근접하여 가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배치된다. 격벽(2-2)의 내벽과 동일한 높이를 갖는 제 2 필터부재(3-2)는

제 2 가스 유입구(6)의 개구부에 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상기 개구부로부터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가스 차단판(4-2)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내벽에 적층된다.

제 1 격벽(2-1)과 같이, 격벽(2-2)과 동일한 높이를 갖고 격벽(2-2) 보다 작은 지름을 갖는 제 3 격벽(2-3)은 제 2 격벽

(2-2)내에 형성된다. 상기 격벽(2-3)의 외벽은 제 2 가스 차단판(4-2)과 접촉한다. 이 구조에 의해, 제 2 코일형 존(5-2)

은 피처리 가스의 유로가 된다. 도입된 피처리 가스는 제 2 코일형 존(5-2)내에서 제 2 필터부재(3-2)를 따라 제 2 가스

유입구(6)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여 제 2 가스 차단판(4-2)에 도달한다.

제 3 격벽(2-3)은 제 2 가스 차단판(4-2)으로부터 시계방향의 위치(도 1에서 좌측에)에서 제 2 가스 차단판(4-2)에 근접

하여 형성된 제 3 가스 유입구(7)를 갖는다. 제 3 필터부재(3-3)가 가스 유입구(7)로부터의 가스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격벽(2-3)의 내벽에 적층된다.

제 1 및 제 2 코일형 존(5-1, 5-2)과는 다르게, 제 3 필터부재(3-3)의 내면에 형성된 공동(cavity)은 가스 흐름의 진행을

촉진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가스가 회전하지 않고, 상기 공동은 배출유로(8)로 되어, 그것을 통해 피처리 가스가 다음 단

계의 처리를 위해 도면의 중앙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배출된다. 상기 제 3 격벽(2-3)을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관"으로

칭한다. 제 3 필터부재(3-3)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초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상부 커버(도시되지 않음)는 이 도면에서 제거되었다. 물론, 제 3 격벽(또는 배출관)(2-3)은 개

방한다. 상기와 같이, 제 3 격벽(2-3)은 제 2 격벽(2-2)과 동일한 높이를 갖는다. 그러나, 제 3 격벽(2-3)(배출관) 단독은

상부 커버 보다 높을 수 있다.

상부 커버의 하부면과, 예를 들어, 격벽 및 가스 차단판의 상측 단부면은 피처리 가스가 필터 유니트 시스템으로부터 누출

되지 않도록 적당한 필러, 패킹, 접착제 등으로 봉인 될 수 있다.

이 도면을 참조하면, 피처리 가스가 높은 온도를 가질때, 냉각 덮개(도시되지 않음)가 제 1 격벽(2-1)의 외주면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 냉각 덮개는 필터 유니트를 냉각시키는 냉매를 유지 또는 순환시키며, 공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냉매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게 물이 사용된다.

이 필터 유니트에서 피처리 가스는 다음과 같이 흐른다. 즉, 반응 생성 물질과 같은 불순물, 그 외 미스트 및 먼지를 포함하

는 미립자를 포함하는 배기가스는 가스 유입구(1)를 통해 제 1 격벽(2-1)내로 도입된다. 가스는 제 1 코일형 존(5-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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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고, 제 1 필터부재(3-1)와 접촉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1회전하고, 제 2 가스 유입구(6)를 경유하여 제 2 코일형 존

(5-2)을 통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0.8회전한다. 상기 가스는 제 3 가스 유입구(7)를 경유하여 배출유로(8)로 시스템으로부

터 배출되어 이어지는 제해설비로 도입된다.

제거될 미립자가 상기 코일형 필터 유니트로 제거하기에 너무 작은 지름을 가질 때, 본 발명에 의해, 피처리 가스를 원통형

필터부재의 외주로부터 중공로로 진행시키도록 제 2 필터 유니트를 코일형 필터 유니트와 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경

우, 상기 실시예의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배출유로(8)로부터 배출되는 피처리 가스는 제 2 필터 유니트를 통해 제해설비로

안내된다.

제 2 필터 유니트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피처리 가스가 원통형 필터부재의 외주에서 중공로로 진행하는 것을 다음에서 설

명한다. 도 2는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종단면도이고, 원통형 필터부재(11)를 수용한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가스 유입구(9)

와 배출유로(13)를 통과하는 가상수직면을 따라 절개한 종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2에서, 가스 유입구(9)가 좌측 하부로 돌

출하고, 앞서 말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배출유로(8)와 연결된다.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가스 유입구(9)와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배출유로(8)는 플렉시블 튜브, 직결배관 등을 통하여 연결

된다.

상기 원통형 필터 유니트에서, 용기(10)는 원통형 필터부재(11)와 용기(10)의 상측판 및 바닥판을 수용한다. 필터부재(11)

의 상측 단면과 하측 단면은 각각 단단하게 밀착된다.

원통형 필터부재(11)의 관 모양 때문에, 그 중앙에 빈 공간을 갖는다. 본 발명에서, 상기 공간은 중공로(12)라 하고, 상측

개구부가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배출유로(13)와 연통한다. 배출유로(13)가 제해설비(도시되지 않음)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은 명백하다. 용기(10)는 외부 덮개로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용기의 내측(도시하지 않음)에 전술한 냉각 덮개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필터 유니트에 의해, 피처리 가스가 가스 유입구(9)로 유입되어, 필터부재(11)를 따라 회전 진행하고, 화살표로 표시

된 것과 같이 필터부재(11) 내측을 통해 전방으로 이동하여 중공로(12)로 집중되고 검정색의 짙은 화살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배출유로(13)로 향한다.

도 3은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횡단면도를 도시하고,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가스 유입구를 통하여

진행하는 가상의 횡단면을 따라 절개한 횡단면도를 나타낸다.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실시예 2에서, 상기 유니트는 원통형

이고 도 1에 도시된 실시예 1과 유사한 모양을 갖는 상측 커버 및 하측 바닥을 갖는다.

이 도면에서, 가스 유입구(1)는 우측 하부로 돌출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 1에서, 복수의 동심 격벽이 사용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 2에서, 격벽은 코일 모양을 형성한다. 이 실시예 2에서, 격벽은 특히, 필터부재의 지지벽재(14)로 칭한다.

만곡된 지지벽재(14)의 내벽면은 그 위에 적층된 필터부재(3)를 갖고, 유로로서 코일형 존(5)을 형성한다.

상기 지지벽재(14)가 연속적인 코일 모양을 갖기 때문에, 필터 유니트는 제 1 가스 차단판(4-1)과 제 1 가스 차단판에 대

응하는 제 2 가스 유입구(6)만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가스 유입구는 도 1의 실시예에서 각각 중앙에 위치된다.

가스 유입구(6)를 가지며, 가스 차단판(4-1)을 통해 지지벽재(14)의 단부에 연결된 가장 안쪽의 부재는 도 1의 실시예에

서 제 3 격벽(2-3)인 배출관(2-3)과 같다. 이 경우, 가스 차단판(4-1)에 의해 흐름이 한번에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의 코일

형 존(5)만이 포함된다. 배출관(2-3)에서 제해설비로의 이동 및 전술한 냉각 덮개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이 경우, 피처리 가스는 5회전하고 도 1로 도시된 실시예 1에서 가스는 1.8회전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상기 회전은 유

로를 통하여 가스 유입구의 개구부에서 배출관으로 통과하는 가스의 회전횟수를 의미하고, 필터 유니트의 가스 유입구를

포함하는 수평면으로 절개한 횡단면에서 배출관 및 이 유니트로 안내하는 가스 유입구 개구부의 중앙을 연결하는 가상적

인 일직선(도 3에서 점선으로 표시됨)을 기준으로 카운팅된다.

본 발명에서, 가스는 적어도 1회전, 바람직하게 1.5 내지 10회전을 한다. 이 회전횟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으로부터의 배기

가스의 종류, 가스 부피, 미립자량, 및 미립자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된다. 회전횟수가 1보다 작을 때, 배기가스에

포함된 미립자의 제거효과는 바람직하지 않게 충분하지 않게 된다. 회전횟수가 10회전을 초과하면, 설비에 더 많은 제조공

정이 필요하여 제조비용을 불합리하게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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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형 필터 유니트와 원통형 필터 유니트에 사용되는 필터부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를 갖는 배기가스를 견디기 위해

내화학성 및 내열성에서 보다 우수한 섬유재료로 제조된다. 상기 필터부재는 배기가스가 필터부재에 접촉하여 진행하는

동안 반응 생성 물질과 같은 불순물, 그 외 미스트 및 먼지를 포함하는 미립자를 포착한다. 필터부재가 상기 요구를 만족하

는 섬유재료로 제조되는 한, 필터부재의 형성은 선택적이다.

용이한 제조를 고려하여,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를 처

리하여 제조된 0.005 내지 0.4g/㎤ 의 밀도를 갖는 부직포로 제조된 필터부재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이온성기는 수성매체 중에서 이온화된 음이온 또는 양이온이 된다. 그 예들로는 카르복실기, 술폰산기, 인산

기 등의 음이온성기와, 아미노기, 2차 아미노기, 3차 아미노기, 4차 암모늄기와 같은 양이온성기를 포함한다.

이온성기를 갖는 섬유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들로는 카르복실기[예컨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ANSEAL, Toyobo Co., Ltd., BELL OASIS, Kanebo, Ltd.]를 함유하는 섬유, 카르복실기와 아미드기[예컨대, 통상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MOIS CARE, Toyobo Co., Ltd.]를 함유하는 섬유, 및 아미노기[예컨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N-63, Toyobo Co., Ltd.]를 함유하는 섬유를 포함한다. 상기 카르복실기는 -COOX로 표시되는 염형 카르복실기를 포함

하고, 여기에서 X는 알칼리 금속(예컨대, Li, Na, K 등), 알칼리성 토류금속(예컨대, Be, Mg, Ca, Ba 등), 그 외의 금속(예

컨대, Cu, Zn, Al, Mn, Ag, Fe, Co, Ni 등) 및 NH4와 같은 유기양이온, 양이온성 아민 등을 포함한다.

카르복실기를 함유하는 섬유는 일본특허출원 소화62-62181 및 일본특허출원 평성6-65810에 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카르복실기 및 아미드기를 함유하는 섬유는 미국특허 5292822에 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아미노기를

함유하는 섬유는 일본특허출원 평성9-52913에 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필터부재를 구성하는 섬유는 바람직하게 총량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를 함유한다. 이온성기의 총량이 0.1mmol/g

보다 작을 때, 배기가스 중의 미립자 제거효과는 바람직하지 않게 충분하지 않다. 이온성기의 총량이 8mmol/g을 초과할

경우, 미립자 제거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추가로, 높은 이온성기의 총량을 함유하는 물질은 불충분한 섬유강도를 보이며,

바꾸어 말하면, 필터부재의 저강도를 초래할 수 있다. 섬유가 이온성기를 상기 한정된 레벨로 함유하지 않더라도, 섬유 표

면층이 전하를 갖도록 활성화될 때, 상기 제한된 레벨로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섬유로는 Cuno K. K에 의해 제조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타플러스(상표명)가 좋은 예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섬유를 100% 사용하여 제조된 필터부재가 바람직하다. 개선된 부직포 제조를 위해, 폴리에스테

르, 폴리프로필렌, 레이온, 아크릴, 나일론, 폴리아미드 등과 같은 섬유를 혼합시킬 수 있다. 부직포는 니들 펀치(needle

punch), 케미컬 본딩(chemical bonding), 써멀 본딩(thermal bonding), 스펀 본딩(spun bonding) 등의 대표적인 부직포

가공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0.005 내지 0.4g/㎤의 밀도를 갖는 부직포로 제조된 필터부재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부직포를 가공하여 제조된 필터부

재가 0.005g/㎤보다 적은 밀도를 가질 경우, 부직포를 가공하고, 필터부재 내에 부직포를 형성하고, 필터 유니트 내에 필

터부재를 결합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추가로, 필터부재는 저강도를 갖는다. 밀도가 0.4g/㎤를 초과할 때, 배기가스는 필

터부재로 쉽게 유입할 수 없고, 바꾸어 말하면, 더 적은양의 미립자가 포착되는 더 낮은 제거효과를 초래한다. 본 발명은

밀도 구배(gradient)를 수반하는 실시예를 포함하고, 필터부재(격벽 맞은편의 유로측)의 외측이 저밀도를 갖고 내측(적층

된 격벽측)이 고밀도를 갖는 것에 의해 전체적으로 상기 범위내의 밀도를 갖는 필터부재를 제조한다.

코일형 필터 유니트에 대해, 필터부재는 예를 들어, 격벽의 내벽을 따라가도록 평면 필터부재를 구부리고, 격벽 내에 상기

필터부재를 삽입하고, 필터부재를 가열 또는 접착제로 부착시키거나 또는 필터부재를 접착테이프, 매직 테이프(상표명) 등

으로 격벽의 내벽에 부착시키는 것에 의해 격벽에 적층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필터부재 및 격벽을 클립으로 함께 끼우거나 고정하거나 또는 금속네트(안내부재)와 격벽 사이에 필터부재를

삽입하여 일체화시킬 수 있다. 필터부재가 평면 모양이 아닐 때, 섬유를 물로 적시고 상기 섬유를 가열프레스로 가열 건조

하거나 또는 열접착섬유를 혼합하고 가열프레스로 섬유를 열접착시켜 평면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필터부재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측(격벽 맞은편 유로측)은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홈을 갖도록 하여 주름지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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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의 두께는 코일형 필터 유니트에서 코일형 존의 가스 유로 면적이 유니트 쪽의 배기가스 유입구의 관면적 보다 작지

않은 한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코일형 필터 유니트가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중앙을 통과하는 가상적

인 수직면을 따라 절단할 때, 코일형 존의 종단면 면적이 유니트 쪽 가스 유입구의 개구부 면적 보다 작지 않은 한 필터부

재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처리 가스의 미립자가 더 큰 입자크기를 가질 때, 코일형 필터 유니트는 대부분의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통형 필터 유니트는 필요 없다. 그러나, 피처리 가스가 코일형 필터 유니트로 제거할 수 없는 미스트와 같은 미립자를 포함

할 때, 바람직하게 코일형 필터 유니트와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결합한 필터가 사용되고, 가스는 코일형 필터 유니트를 통

과한 후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통과하게 된다.

원통형 필터 유니트 내측에 수용된 원통형 필터부재는 예를 들어, 일본특허 평성7-256022에 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를 적셔 중공 원통 성형기에 넣고 60℃의 열풍으로 건조시킨다. 선택적으로, 섬유를 열접착 섬유와

혼합하고 가열하여 접착시키거나 또는 섬유를 부직포 또는 직물(yarn)로 형성하여 원통형 물질에 감는다.

본 발명에 의하면, 유로가 막히지 않는 한, 또는 피처리 가스가 필터부재와 접촉하여 진행하는 유로가 차단되지 않는 한,

필터부재가 격벽의 적어도 일측에 적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1 및 도 3에서 필터부재는 격벽의 내벽에만 적층된다. 추가로, 필터부재는 격벽의 내벽뿐만 아니라 외벽에도 적

층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필터 유니트에서 필터부재는 격벽의 외벽에만 적층될 수 있다. 피처리 가스의 미립자가 원심력

에 의해 격벽의 내벽과 충돌한다는 관점에서, 필터부재는 바람직하게 적어도 격벽의 내벽에 적층된다.

때때로 반도체 제조공정 등으로 발생된 피처리 가스의 고온가열로 증발된 성분이 관에서 냉각되어 미립자로 응결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본 발명자들은 침전의 촉진이 제거효과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실험에 의해 발견하였다. 침전의 촉진을 위

해, 바람직하게 필터 유니트 전체를 냉각시킨다. 이것은 바람직하게 물 냉매를 갖는 냉각 덮개를 냉각시킴으로서 이루어진

다.

코일형 필터 유니트의 격벽과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용기(10)는 바람직하게 가스 불투과성이고, 피처리 가스에 의해 거의

부식되지 않고, 피처리 가스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로 제조된다. 예를 들어, 바람직하게 스텐레스 용기와 유리 라이닝

또는 테프론 코팅이 적용된 용기가 사용된다. 추가로, 코일형 필터 유니트와 원통형 필터 유니트간의 접촉부는 바람직하게

테프론, 유리섬유 등으로 봉인되고 그것에 의해 피처리 가스의 누출을 막는다.

피처리 가스(예컨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배기가스)에서 불순물(예컨대, 반응 생성 물질, 그 외 미스트 및 먼지)을

포함하는 미립자가 신속 정확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본 발명의 필터 유니트 메카니즘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된 피처리 가스의 온도는 미스트 및 먼지를 응결 미립자로 형성하도록 낮춰진다. 도 1에 도시

된 코일형 필터 유니트에서, 응결된 미립자는 원심력 작용으로 필터부재와 충돌한다. 충돌된 미립자는 필터부재와 접착하

거나 또는 필터부재의 바닥으로 떨어져 쌓이게 된다.

필터부재를 구성하는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가 배기가스의 미스트와 먼지의 응집을 촉진시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립

자 제거효과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부피가 큰 미립자가 다량 포함될 때, 코일형 필터 유니트 단독으로 높은

제거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미스트 등의 미립자를 함유할 때, 코일형 필터 유니트 단독으로 모든 미립자를 제거할 수는 없

다. 이 경우, 가스는 바람직하게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통과하게 된다. 일정한 총량의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를 사용한

원통형 필터부재는 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섬유의 작용으로 응집을 촉진시키고, 제거를 위해 필터부재에 미립자를 부착시킨

다.

본 발명을 실시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들 실시예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특성 값의 평

가방법을 설명한다.

(1) 이온성기 총량(mmo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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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부재에서 잘라낸 샘플(약 0.5g)을 정확히 무게를 달아 일정 무게(Xg)로 건조시키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70ml)

0.1mol/L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30분 동안 방치하여 유리필터를 통과시키고, 이온교환수 약 50ml로 세척하였다.

세척은 여과액과 혼합하고, 염화수소산 0.1mol/L로 페놀프탈레인으로 착색된 색이 사라질 때까지 적정(Yml)한다. 이온성

기의 총량은 다음의 수학식 1로 계산하였다.

수학식 1

이온성기의 총량 (mmol/g) = (0.1×70) - 0.1Y/X

(2) 밀도 (g/㎤)

부직포를 10cm 면적으로 잘라내고 일정 무게로 건조한 후, 평면 위에 놓았다. 10cm 면적의 금속판(500g)을 부직포 위에

가만히 얹고 두께(Zcm)를 측정하였다. 추가로, 부직포의 질량(Wg)을 측정하였고, 밀도는 다음의 수학식 2로 계산하였다.

수학식 2

부직포의 밀도 (g/㎤) = W/100/Z

원통형 필터부재(형성 후)의 직경, 내경 및 높이를 측정하고 부피를 계산하였다(T㎤). 필터부재를 일정무게로 건조시키고

질량을 측정하였다(Sg). 밀도는 다음의 수학식 3으로 계산하였다.

수학식 3

원통형 필터부재의 밀도 (g㎤) = S/T

(3) 코일형 필터 유니트(필터부재 제외)의 제조

표 1에 표시된 것과 같은 회전수를 갖는 필터 유니트(Ⅰ-Ⅴ)를 제조한다. 유니트 Ⅰ번은 코일 모양의 격벽을 갖는 도 3에

도시된 구조를 갖고, 회전수는 1이다. 구체적으로, 격벽은 52cm의 높이를 갖고, 격벽들 간의 간격은 75mm이고, 가스 유

입구(1)는 50mm의 내경을 갖고, 가스 유입구(1)가 격벽의 하측 단부로부터 10cm에 위치하며, 가스 유입구(6)는 52mm의

높이와 55mm의 내경을 갖는다.

유니트 II번은 격벽이 동심을 이루는 도 1의 실시예를 실현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격벽은 26cm의 높이를 갖고, 제 1

격벽(2-1)은 260mm의 내경을 갖고, 제 2 격벽(2-2)은 160mm의 내경을 갖고, 제 3 격벽(2-3)은 55mm의 내경을 갖고,

격벽들 간의 거리는 50mm이고, 가스 유입구(1)는 40mm의 내경을 갖고, 제 2 가스 유입구(6)는 크기가 70mm × 200mm

이고, 제 3 가스 유입구(7)는 크기가 50mm × 200mm이고, 가스 유입구(1)가 격벽의 하측 단부로부터 10cm에 위치한다.

유니트 III번 또한 유니트 I번에서와 같이 코일 모양의 격벽을 갖지만, 회전수가 5인 점에서 유니트 I번과는 구별된다. 구체

적으로, 격벽들 간의 거리는 유니트 I번 보다 짧은 30mm이다.

유니트 IⅤ번 또한 유니트 I번에서와 같이 코일 모양의 격벽을 갖지만, 회전수가 10인 점에서 유니트 I번과 구별된다. 구체

적으로, 격벽들 간의 거리는 유니트 I번 보다 짧은 15mm이다.

유니트 Ⅴ번은 원통형 용기가 가스 유입구(1) 및 배출유로(8)를 갖도록 유니트 II번의 제 1 격벽(2-1)만을 사용하였다. 따

라서, 유니트 Ⅴ번은 피처리 가스를 회전시키지 않는다.

각각의 필터 유니트는 격벽의 내측에 부직포를 적층시킨 금속 네트를 갖고, 상기 금속 네트를 바닥면 위에 고정하였다. 이

금속 네트를 안내부로 사용하면서, 부직포를 안내부 외측의 격벽과 안내부 사이에 삽입하였다. 각각의 필터 유니트에서,

금속 네트는 금속네트와 이 금속네트 외측으로 5mm에 위치한 격벽의 내측 사이에 거리를 둔 위치에 고정하였다. 유니트

II번의 제 1 격벽을 SUS316으로 제조하고, 냉각 덮개를 제 1 격벽(2-1)의 외주에 설치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아크

릴 수지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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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 코일형 필터 유니트에 설치된 필터부재용 부직포의 제조

표 2에 표시된 조성을 함유하는 섬유를 혼합하고, 카딩하고, 니들 펀치법에 의해 부직포 1 내지 10장을 제작한다.

표 2 및 표 3에서의 심벌은 다음을 의미한다.

LS: 토요보 코포레이션 리미티드 제조 초흡수성 섬유 LANSEAL F: 5.6 dt × 51mm/함유 카르복실기 2.2mmol/g

MCA: 토요보 코포레이션 리미티드 제조 흡방혼성섬유 MOIS CAREN-38B: 4.4dt × 50mm/함유 카르복실기 6.1mmol/g

MCB: 토요보 코포레이션 리미티드 제조 흡방혼성섬유 MOIS CAREN-97: 5.2dt × 42mm/함유 카르복실기 8.5mmol/g

AAF: 토요보 코포레이션 리미티드 제조 산성가스흡착섬유 N-63: 3.2dt × 57mm/함유 아미노기 2.0mmol/g

PP: 치노 코포레이션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RB013: 6.6dt × 64mm/이온성기 함유하지 않음

HM: 토레이 인더스트리 인코포레이티드 제조 열접착섬유 9611: 4.4dt × 51mm/이온성기 함유하지 않음

[표 2]

(5) 원통형 필터 유니트(원통형 필터부재 제외)의 제조

도 2에 도시된 유니트 용기(10)를 SUS316 물질로 제조하였다. 용기는 27cm의 내경을 갖고 배출유로(13)는 5cm의 내경

을 가졌다. 가스 유입구(9)와 배출관(13) 사이에는 필터 유니트에서의 압력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6) 원통형 필터부재의 제조

표 3에 표시된 조성을 함유하는 섬유를 혼합하고, 카팅하고, 도넛 모양의 몰드(외경: 178mm, 내경: 56mm, 높이: 130mm)

로 포장하였다. 필터부재 G에서, 몰드의 내측은 원통형 엘레멘트 내측이 고밀도를 갖고 그 외측은 저밀도를 갖도록 섬유량

을 조절하여 분배하였다. 원통형 필터부재 A, B, G 및 K는 몰드에 수증기를 불어넣어 섬유를 건조시켜 제조하고,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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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부재 C 내지 F 및 H 내지 J는 섬유를 포함하는 몰드를 120℃로 가열하여 제조하였다. 그러나, 몰드로부터 제거할 때,

필터부재 H는 이온성기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섬유강도가 저하되어 모양을 유지할 수 없고, 필터부재 K는 저밀도로 인하

여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다.

[표 3]

(7) 코일형 필터 유니트 및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제조

표 2에 표시한 부직포를 도 2에 도시된 필터 유니트에 설치하고 도 3에 표시한 필터부재를 상기 원통형 필터 유니트에 설

치하였다.

(8) 필터의 제조

코일형 필터 유니트 및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플렉시블 튜브로 연결하여 표 4 및 표 5에 표시한 필터를 완성시킨다. 코일형

필터 유니트 단독을 10번으로 사용하고 원통형 필터 유니트 단독을 11번으로 사용한다.

(9) 표준사(standard sand)를 사용한 실험

표 4 및 표 5에 표시한 필터 및 필터 유니트의 질량을 미리 측정하였다. 진공 크리너(406타입, Makita Co.)를 배기유로에

연결하고 송풍량을 0.1N㎥/min으로 조절한다. JIS 시험의 분말(JIS Z8901, 3종 실리카 사분)을 2000g의 총량에 대해

10g/min의 비율로 필터 유니트의 가스 유입구로 공급하였다.

2000g의 분말 공급 후, 원통형 필터 유니트의 필터부재(mm수주(water column))의 압력 손실을 측정하였다. 진공 크리너

를 턴오프시키고 필터 유니트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시험 전과 후간의 필터 유니트의 질량 차가 포착량(g)이 되고, 다음의

수학식 4로부터 제거 효율(%)을 계산하였다.

JIS 시험용 분말을 공급하는 동안 원통형 필터 유니트에서 필터부재의 압력손실이 100mm수주를 초과할 때, 원통형 필터

부재가 막힌 것으로 간주하였다. 막히기 전의 공급된 분말의 질량을 기록하고 새로운 공급을 취소하였다. 상기 시험 이 후,

필터 유니트를 해체하고 시험 전후의 필터부재의 조건 변화를 시각적으로 관측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및 표 5에 표시된다.

수학식 4

제거효율(%) = (포착량(g))/(JIS 시험용 분말의 변화량(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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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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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내지 10번에서 일정한 분말량을 공급하여 초미립자 제거효율을 달성하였다. 원통형 필터 유니트만을 사용하는 11번은

내구성을 갖지 않았다. 가스를 회전시키지 않는 필터 유니트를 사용하는 12번은 원통형 필터부재에 큰 부하를 주어 내구성

이 부족하였다. 5번과 비교할 때, 다른 재료의 부직포를 사용하는 13 내지 16번은 포착 입자량이 더 작은 경향이 있어 저제

거효율을 보였다. 6번과 비교할 때, 다른 재료의 원통형 필터부재를 사용하는 17 내지 18번은 포착 입자량이 더 작은 경향

이 있어 저제거효율을 보였다.

실시예 1(반도체 제조공정으로의 결합시험)

필터부재(1번 부직포)를 장착한 코일형 필터 유니트(II번 유니트)와 원통형 필터부재 D를 수용하는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서로 연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배기가스는 TEOS)에서 CVD 라인에 결합하였다. 이 라인을 3주간 운전하였다. 예를 들

어, 코일형 필터 유니트를 물로 냉각하지 않았다.

운전을 끝낸 후, 장치를 해체하고 포착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코일형 필터 유니트는 960g의 미립자를 포착하였고 원

통형 유니트는 240g의 미립자를 포착하였다. 미립자의 누출량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종래의 CVD 라인은 이런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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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미립자 포착량은 이 유니트의 사용으로 다음 단계의 제해설비상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

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상기 유니트의 배출유로에서 미립자의 누출량을 체크하였으나 그러한 누출량은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 후 상기 유니트를 교환하지 않고 상기 라인을 운전할 수 있으며, 3주이상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비교예 1

원통형 필터부재 G를 수용하는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반도체 제조공정(배기가스는 실란ㆍ암모니아)에서 CVD 라인에 결

합하고 라인을 운전시켰다. 필터부재는 2주내에 막히게 되었고, 그 이후 라인의 운전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미립자가

거의 누출되지 않았고 포착된 미립자량은 1600g이었다.

실시예 2

필터부재(부직포 1번)를 장착한 코일형 필터 유니트(유니트 II번)와 원통형 필터부재 A를 수용하는 원통형 필터 유니트를

서로 연결하고, 비교예 1에서와 같이 CVD 라인에 결합시켰다. 상기 라인을 2달동안 운전시켰다. 코일형 필터 유니트를 물

로 냉각시켰다.

필터부재가 막힘과 같은 문제 없이 유지되었다. 운전을 종료한 후, 설비를 해체시키고 포착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코

일필터 유니트는 10240g의 미립자를 포착하였고 원통형 필터 유니트는 2560g의 미립자를 포착하였다. 미립자의 누출량

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상기 설명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공정의 배기가스 라인에 결합된 본 발명의 필터 유니트 또는 필터가 제해설비의 부

하를 경감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청소횟수를 줄이고 설비의 수명을 현저하게 연장시킨다. 추가로, 제해설비는 배기가스의

종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본 출원은 일본특허출원 평성11-336691에 기초를 두며, 그 구성을 참조로 설명하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된 배기가스에서 다량의 미립자를 장기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유니트를 제공하여

제해설비의 용이한 관리와 사용자에 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스 불투과성 격벽과 필터부재를 포함하는 피처리 가스의 미립자 제거용 필터 유니트에 있어서,

상기 격벽이, 가스를 필터 유니트에서 적어도 1회전이상 진행시키는 유로를 형성하고, 상기 필터부재가 유로를 차단하지

않는 상태로 격벽의 적어도 일측면 상에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유니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부재는, 0.005 내지 0.4g/㎤의 밀도를 갖는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상기 부직포는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를 갖는 섬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유니트.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냉매를 유지 또는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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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의 필터 유니트와 제 2 필터 유니트를 포함하는 필터에 있어서, 상기 제 2 필터 유니트가 중공로를 갖는 원통형 필

터부재를 포함하고, 제 1 항의 필터 유니트를 통과하는 가스가 원통형 필터부재의 외주로부터 중공로로 진행하도록 제 1

항의 필터 유니트와 제 2 필터 유니트가 서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제1항의 필터 유니트의 필터부재와 원통형 필터부재중 적어도 하나는 0.005 내지 0.4g/㎤의 밀도를 갖

는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상기 부직포는 0.1 내지 8mmol/g의 이온성기를 갖는 섬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필터.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제1항의 필터 유니트와 제 2 필터 유니트중 적어도 하나는 냉매를 유지 또는 순환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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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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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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