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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각 세정용기 구석부분의 용액이 항상 정체되는 것은 물
론 이 부분에서 이물질이 존재하게 되어 식각 불균일은 물론 세정 불량이 발생되고, 특히 케미컬 공급용 노즐이 케미컬 
세정용기의 양측에 설치되므로 웨이퍼의 양측단에 케미컬이 집중 토출되어 식각균일도의 저하를 배가시키게 되는 문제
점이 있었던 바, 본 고안에서는 세정용기의 상측에 설치되어 용액을 공급하는 공급수단과, 그 공급수단으로부터 분배, 
공급되는 용액이 차별적으로 세정용기를 통과하도륵 하는 배출수단으로 구성함으로써, 각 용기에서 용액이 정체되거나 
또는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식각과 세정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특히 케미컬 용기에 있어서는 용액이 균일하
게 토출되도록 하여 식각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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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에 있어서, 케미컬 세정장치와 초순수 세정장치를 각각 보인 개략도.

도 2는 종래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에 있어서, 세정용기를 보인 사시도.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에 있어서, 케미컬 세정장치와 초순수 세정장치를 각각 보인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애 대한 부호의 설명 *

11,21 : 세정용기 14 : 케미컬 공급라인

22 : 초순수 공급라인 15,23 : 플랙시블 라인

16,24 : 공급헤드 17,25 :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

16,26 : 배플 28 : 개도조절밸브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의 표면세정 및 습식각에 사용되는 세정장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웨이퍼의 세정 
및 습식각에 적당하도록 하여 웨이퍼의 세정효과 및 식각의 균일도가 개선되도록 한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케이컬 
용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세정장비에 있어서 케미컬 세정장지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위치에 내,외조(1a,1b)로 구분되는 케이
컬 세정용기(1)가 설치되고, 그 중에서 외조(1b)의 하부에 순환라인(2)이 연통되며, 그 순환라인(2)의 중간에는 순환
펌프(3)가 장착되어 드레인 라인(4)과 케미컬 공급라인(5)으로 분관되고, 그 중에서 케미컬 공급라인(5)의 중간에는 
필터(6)가 장착되어 상기 케미컬 세정용기(1)의 내조(1a) 하부와 연통되며, 그 케미컬 공급라인(5)의 단부에는 케미
컬 공급용 노즐(7)이 수개 장착되어 있다.
    

한편, 도 1b및 도 2는 초순수 세정장치의 초순수 용기를 보인 것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초순수 세정용기(1')의 하부에는 초순수 공급라인(8)과 연통되고, 그 세정용기(1')의 상
단에는 'V'자헝으로 다수개의 홈(9)이 헝성되어 초순수가 용기를 용이하게 범람(Over Flow)하도륵 하고 있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인 W,W'는 웨이퍼이다.

상기와 같은 웨이퍼의 세정장치에서 먼저 케미컬 세정장치는, 웨이퍼(W)가 용기안에 침적되면 순환펌프(3)애 의해 외
조(1b)의 케미컬이 순환라인(2)으로 펌핑되어 필터(6)를 거쳐 내조(1a)의 하부에 설치된 노즐(7)을 통해 다시 내조
(1a)로 공급되고, 그 내조(1a)의 캐미컬은 다시 오버 플로우되어 외조(1b)로 흐르게 되며, 그 외조(1b)로 넘친 케미
컬은 다시 순환라인(2) 등을 통해 내조로 재유입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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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초순수 세정장치는 케미컬 처리된 웨이퍼를 초순수로 세정하는 공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웨이퍼(W')의 침적시 
용기 하부의 초순수 공급라인(8)을 통해 초순수가 공급되면서 용기(1') 상부의 'V'자형 홈(9)을 통해 오버 플로우가 
되고, 그 오버 플로우 되는 초순수의 양만큼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8)을 통해 새로운 초순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
이었다. 이러한 초순수 세정장치의 공급라인(6)은 통상 2개정도이고, 웨이퍼 초순수 세정은 일반적으토 3∼4개의 초순
수 용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그 후에 웨이퍼의 건조가 이루에 진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세정장비에서는, 각 세정용기(1,1') 구석부분의 용액이 항상 정체되는 것은 물론 이 부분
에서 이물질이 존재하개 되어 식각 불균일은 물론 세정 불량이 발생되고, 특히 케미컬 공급용 노즐(7)이 케미컬 세정용
기(1)의 양측에 설치되므로 웨이퍼의 양측단에 케미컬이 집중 토줄되어 식각균일도의 저하를 배가시키게 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각 용기에서 용액이 정체되거나 또는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식각과 세정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특히 케미컬 용기에 있어서는 용액이 균일하게 토출되도록 하여 식각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용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에 용액배출부가 형성되는 세정용기와, 상기 용액배출부과 연통되며 
순환펌프와 순환필터가 구비되는 케미컬 공급라인과, 그 케미컬 공급라인과 연통되는 플랙시블 라인과, 그 플랙시블 라
인의 단부에 결합되는 공급헤드와, 그 공급헤드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공간을 두고 세정용기의 상부에 설치되며 그 
펑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이 형성되는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와, 상기 세정용기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로 차별, 통과시키는 차페용 배플과, 상기 케미컬 공급라인의 일측에서 연통되어 용기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
이패스 라인으로 구성되는 케미컬 세정장치와 : 하부에 용액배출부가 형성된 세정용기와, 별도의 초순수 공급탱크와 연
통되는 초순수 공급라인과,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과 연통되는 플렉시블 라인과, 그 플렉시블 라인의 단부에 결합되는 
공급헤드와, 그 공급헤드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공간을 두고 용기의 상부에 설치되며 그 평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
이 형성되는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와, 상기 세정용기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로 차별, 통과시
키는 차폐용 배플과, 그 차페용 배플을 통해 용기의 외부로 빠져나오는 용액의 양만큼 다시 초순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하단과 연결되는 개도조절 밸브와,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의 일측에서 연통되어 용기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
이패스 라인으로 구성되는 초순수 세정장치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가 제공된다.
    

이하, 본 고안에 의한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치의 용기를 첨부도면에 도시된 일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고안에 의한 세정장비 중에서 먼저 케미컬 세정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가 '깔떼기'형으로 용액배출부
(11a)가 형성되는 세정용기(11))와, 그 용액배출부(11a)과 연통되며 순환펌프(12)와 순환필터(13)가 구비되는 케미
컬 공급라인(14)과, 그 케미컬 공급라인(14)과 연통되는 플렉시블 라인(Flexible Line)(15)과, 그 플렉시블 라인(1
5)의 단부에 결합되는 공급헤드(18)와, 그 공급헤드(16)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공간을 두고 용기의 상부에 설치되
며 그 평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미도시)이 형성되는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Supply Grill Plate)(17)와, 상기 용기
(11)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11a)로 차별, 통과시키는 차폐용 배플(Baffle)(18)과, 상기 케
미컬 공급라인(14)의 일측에서 연동되어 용기(11)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이패스 라인(19)으로 구성된다.
    

    
한편, 초순수 세정장지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가 '깔떼기'형으로 용액배출부(21a)가 형성된 세정용기(21)와, 
별도의 초순수 공급탱크(미도시)와 연동되는 초순수 공급라인(22)과,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22)과 연동되는 플렉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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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23)과, 그 플렉시블 라인(23)의 단부에 걸합되는 공급헤드(24)와, 그 공급헤드(24)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
공간을 두고 용기(21)의 상부에 설치되며 그 평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이 형성되는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Supply 
Grill Plate)(25)와, 상기 용기(21)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21a)로 차별, 통과시키는 차폐용 
배플(Baffle)(26)과, 그 차폐용 배플(26)을 통해 용기(21)의 외부로 빠져나오는 용액의 양만큼 다시 초순수를 공급하
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하단과 연결되는 개도조절 밸브(27)와,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922)의 일측에서 연통되어 용기
(21)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이패스 라인(28)으로 구성된다.
    

도면중 종래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였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인 B1,B1',B2,B2',B3는 밸브, D는 드레인 관, W는 웨이퍼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에 의한 세정장비에 있어서, 먼저 케미컬 세정장치는, 웨이퍼(W)가 침적되기 이전의 상
태에서는 상기 공급헤드(16)가 오픈(Up상태)되어 용기(11)의 상단 측면과 바이패스 라인(19)을 통해 용액이 용기(
11)로 공급되고, 그 공급되는 용액은 배플(18)을 통해 펌핑되어 다시 순환된다.

다음, 웨이퍼(W)가 용기(11)내에 침적되면, 공급헤드(16)는 크로즈(Down상태)되는데, 이때 바이패스 라인(19)은 
밸브(B2)에 의해 차단되어 용액은 플렉시블 라인(15)을 통해서만 공급헤드(16)를 거쳐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17)
에서 용기(11)의 각 부위로 분배되는 것이다. 여기서, 분배되는 용액은 배플(18)을 통해 펌핑되어 다시 순환하게 되므
로 그 공급되는 양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와 같이 케미컬 처리된 웨이퍼는 초순수 세정장지로 옮겨져 다시 세정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정에서도 상
기 웨이퍼(W')가 침적되기 이전에는 바이패스 라인(27)을 통해 초순수가 공급되고, 그 공급되는 초순수는 개도조절밸
브(28)에 의해 공급량이 조절되어 항상 용기(21)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다음, 웨이퍼(W')가 침적하게 되면,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22)과 플렉시블 라인(23)과 공급헤드(24)를 통해 초순수
가 공급되어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25)에서 웨이퍼(W')의 각 부위로 분배되고, 그 분배공급되는 초순수는 배플(26)
을 통과하여 배출되는데, 이때 개도조절밸브(28)에 의해 그 배출되는 양만큼씩 새롭게 초순수가 공급되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는, 세정용기의 상측에 설치되어 용액을 공급하는 
공급수단과, 그 공급수단으로부터 분배,공급되는 용액이 차별적으로 세정용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배출수단으로 구성함
으로써, 각 용기에서 용액이 정체되거나 또는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식각과 세정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특히 
케미컬 용기에 있어서는 용액이 균일하게 토출되도록 하여 식각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에 용액배출부가 형성되는 세정용기와, 상기 용액배출부과 연통되며 순환펌프와 순환필터가 구비되는 케미컬 공급
라인과, 그 케미컬 공급라인과 연통되는 플렉시블 라인과, 그 플렉시블 라인의 단부에 결합되는 공급헤드와, 그 공급헤
드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공간을 두고 세정용기의 상부에 실치되며 그 평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이 형성되는 서플
라이 그릴 플레이트와, 상기 세정용기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로 차별,통과시키는 차폐용 배플
과, 상기 케미컬 공급라인의 일측에서 연통되어 용기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이패스 라인으로 구성되는 케미컬 세정장치
와 ; 하부에 용액배출부가 형성된 세정용기와, 별도의 초순수 공급탱크와 연통되는 초순수 공급라인과, 상기 초순수 공
급라인과 연통되는 플렉시블 라인과, 그 플렉시블 라인의 단부에 결합되는 공급헤드와, 그 공급헤드의 하측에 소정의 
용액유동공간을 두고 용기의 상부에 설치되며 그 평면상에 다수개의 분배공이 헝성되는 서플라이 그릴 플레이트와, 상
기 세정용기의 하측에 장착되어 낙하하는 용액을 용액배출부로 차별,통과시키는 차폐용 배플과, 그 차폐용 배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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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외부로 빠져나오는 용액의 양만큼 다시 초순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하단과 연결되는 개도조절 밸브
와, 상기 초순수 공급라인의 일측에서 연통되어 용기의 측면과 연통되는 바이패스 라인으로 구성되는 초순수 세정장치
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장비.
    

도면 1a

도면 1b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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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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