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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자동으로 스캐닝하여 웨이퍼 표면의 오염분석을 위한 오

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는 통체형상의 공정챔버와, 웨이퍼에 코팅된 산화막을 분해하는 기상분해유닛과, 웨이퍼

를 스캐닝하여 웨이퍼의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스캐닝 유닛을 포함하며, 이 스캐닝 유닛은 웨이퍼의 표

면에 접촉하여 웨이퍼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캐닝용액이 저장되는 스캐닝용액 바틀과, 스캐닝용액을 응집하여 스

캐닝용액이 웨이퍼 표면에 접촉되도록 하는 노즐과, 노즐을 삽입하여 노즐이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동되도록 하는 스

캐닝 암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웨이퍼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스캐닝용액과 스캐닝용액을 응집하는 노즐 및 노즐이 장착

된 오염물질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스캐닝하기 때문에 종래 웨이퍼를 매뉴얼로 스캐닝하여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했을 때 보다 확실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수의 웨이퍼에도 재현이 가능하며, 웨이퍼의 사이즈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구애를 받지 않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오염물질, 포집장치, 스캐닝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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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를 개략적으로 배치한 배치도.

도 3은 본 발명예에 따른 스캐닝 유닛을 도시한 평면도.

도 4는 도 3에 도시한 스캐닝 유닛의 A-A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노즐을 도시한 단면도.

도 6은 도 5에 도시한 노즐의 작동상태도.

도 7은 도 6의 B부분을 확대도시한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가 웨이퍼를 스캔할 때 스캔방법의 일예를 도시한 

개념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가 웨이퍼를 스캔할 때 스캐방법의 다른 예를 도시

한 개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자동으로 스캐닝(Scanning)하여 웨이퍼 표면의 오염분석을 위한 오염물질 샘플(Sample)을 

포집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반도체 디바이스(Device)가 고집적화되면서 반도체 제조라인 및 제조공정 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은 웨이퍼 표면에 흡착되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성능 및 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 분석공정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대두되고 있으

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종래에는 각 반도체 제조라인 및 각 제조공정 사이에서 소정 웨이퍼를 선택한 다음, 이 선택된

웨이퍼의 표면을 스캐닝하여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고, 이를 원자흡광분석(At

omic absorption spectroscopy), 유도결합질량분석(ICP-mass spectroscopy) 등의 파괴 분석법이나 전반사 형광 

X선 분석(Total X-ray fluorescent analyzer)과 같은 비파괴 분석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하, 종래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포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에는 각 제조라인 및 각 제조공정에서 소정 웨이퍼를 선택한 후, 이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전에 정

확한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이 웨이퍼 표 면을 코팅(Coatimg)하고 있는 산화막(Oxide)을 먼저 제거해야 했으며, 이는

기상분해장치(Vapor phase decomposition apparatus)에 의해 구현되는 바, 이를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 기상분해장치는 공정이 진행되는 공정챔버(Chamber)와, 챔버내에 웨이퍼가 로딩(Loading)되는 로딩플레이트(

Loading plate)와, 웨이퍼 표면을 코팅하고 있는 산화막을 분해시키기 위한 불산(HF;hydrofluoric acid)이 담겨진 용

기로 구성되고, 웨이퍼가 공정챔버에 설치된 로딩플레이트에 이송되면, 이 웨이퍼가 일정시간 공정챔버 내에 안착되

도록 하여 용기에서 자연증발된 불산 증기에 의해 웨이퍼 표면을 코팅하고 있던 산화막이 모두 분해되도록 한다.

이후, 유저(User)는 웨이퍼를 공정챔버에서 꺼낸 다음, 웨이퍼 표면 위에 스캐닝 용액을 떨어뜨리고, 유저가 직접 매

뉴얼(Manual)로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용액으로 스캐닝하여 웨이퍼 표면의 오염분석을 위한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

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래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 포집방법은 유저의 숙련된 정도에 따라 그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분석의 신뢰성이 매우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 웨이퍼가 외부 공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스캐닝되기 때문에 

외부의 오염원이 오염물질 샘플을 오염시키게 되어 정확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한, 웨이퍼의 사이즈(Size)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매뉴얼 스캐닝 방법으로는 웨이퍼 표면의 오염분석에 필요

한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데 재현성 및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신뢰성 및 재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자동으로 스캐닝하여 웨이퍼 표면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포집하는 반도체 웨이퍼

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및 포집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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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는 통체형상으로 외부와 밀폐되며 웨이

퍼가 로딩 및 언로딩되도록 로더부(Loader part)와 언로더부(Unloader part)가 구비된 공정챔버와, 공정챔버 내에 

설치되어 웨이퍼의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분해하는 기상분해유닛과, 웨이퍼를 스캐닝하여 웨이퍼의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스캐닝 유닛을 포함하며,

이 스캐닝 유닛은 웨이퍼의 표면에 접촉하여 웨이퍼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캐닝용액이 저장되는 스캐닝용액 바틀

(Bottle)과, 스캐닝용액을 응집하여 스캐닝용액이 웨이퍼 표면에 접촉되도록 하는 노즐(Nozzle)과, 노즐을 삽입하여 

노즐이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동되도록 하는 스캐닝 암을 포함함에 있다.

나아가, 위 공정챔버에는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드라이유닛(Dry unit)이 더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 노즐은 일측 단부에 스캐닝 암(Arm)에 삽입되도록 소정 내경을 갖는 삽입부가 형성되고, 타측 단부에는 중

앙에 스캐닝용액이 입출되도록 노즐구멍이 형성되며, 노즐구멍 주위에는 스캐닝용액과 많은 부분이 접촉되도록 곡면

이 형성됨 이 바람직하다.

또, 위 스캐닝 암에는 노즐을 임의로 이탈시키는 노즐이탈수단이 장착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은 웨이퍼의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불산

증기를 이용하여 분해시킨 다음,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하여 웨이퍼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포집방법에 있어

서,

웨이퍼를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노즐을 구비하고, 노즐 내에 웨이퍼에 접촉하여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캐닝용액을 

흡입하는 흡입단계와, 노즐에 흡입된 스캐닝용액을 웨이퍼에 물방울 형태로 접촉시켜 웨이퍼의 표면을 스캐닝하는 

스캐닝단계와, 스캐닝용액이 노즐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하여 웨이퍼의 표면에서 오염

물질 샘플을 포집하는 포집단계를 포함함에 있다.

나아가, 위 스캐닝용액은 초순수(H  2 O) : 과수(H  2 O  2 ) : 불산(HF)이 95% : 4% : 1%의 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정 챔버(100), 이송유닛(700), 로더부(200), 기상분해유닛(300), 스캐닝 유닛(400), 드라이유닛(500), 언로더부(60

0) 및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를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중앙제어유닛(미 도시)으로 구성된다.

이때, 이송유닛(700), 로더부(200), 기상분해유닛(300), 스캐닝 유닛(400), 드라이유닛(500) 및 언로더부(600)는 공

정챔버(100) 내에 설치되는 바, 이송유닛(700)을 센터(Center)로 하고, 로더부(200)와 언로더부(600)가 각각 시점과

종점이 되는 반원형태로 설치된다. 여기에서 기상분해유닛(300), 스캐닝 유닛(400) 그리고 드라이유닛(500)은 순차

적으로 로더부(200)와 언로더부(600) 사이에 설치되며, 바람직하게는 이송유닛(700)과 로더부(200) 및 언로더부(60

0)가 이루는 반원의 원주선상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정챔버(100)는 직육면체 형상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공정이 밀폐된 상태

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공정챔버(100)의 내부 압력은 공정챔버(100) 외부 압력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

게 설정됨이 바람직하며, 이는 공정챔버(100)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공정챔버(100)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송유닛(700)은 신축 및 회전이 가능한 로봇 암 형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점과 종점이 되는 로더

부(200)와 언로더부(600)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되는 기상분해유닛(300), 스캐닝 유닛(400) 및 드라이유닛(500)이 

반원형태로 설치되었을 때 그 반원의 센터에 설치되는 바, 로더부(200)에 로딩된 웨이퍼(50)를 공정의 진행에 따라 

기상분해유닛(300), 스캐닝 유닛(400), 드라이유닛(500) 및 언로더부(600)로 각각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더부(200) 및 언로더부(600)는 공정챔버(100)의 일측 단부 및 타측 단부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포집공정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부분으로 다수의 웨이퍼(50)가 안착되도록 웨이퍼 카세트(Wafer cassette)가 각각 구비된다.

한편, 기상분해유닛(300)은 로더부(200)에서 로딩된 웨이퍼(50)가 제일 먼저 경유될 수 있도록 로더부(200)의 근접

한 부분에 설치되며, 웨이퍼(50)가 안착되는 로딩플레이트(350)와, 선택적으로 개폐가 가능한 밀폐용기(310) 및 밀

폐용기(310)에 소정온도로 가열된 불산을 공급하는 불산탱크(Tank,미도시)로 구성되고, 웨이퍼(50)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불산의 증기를 이용하여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기상분해유닛(300)은 종래 불산의 자연증발에 의해 웨이퍼에 코팅되었던 산화막을 분해시키는 기상분해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불산의 온도를 처음부터 높여주어 종래보다 빠르게 불산이 증발되게 함으로써 웨이퍼(50)에 코팅되

었던 산화막도 이 불산의 증기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도록 한 유닛이며, 여기에서, 불산의 온도조절과 밀폐용기(310)

에 웨이퍼(50)가 안착되는 안착시간 등은 웨이퍼(50) 및 공정에 따라 유저가 조절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스캐닝 유닛(400)은 기상분해유닛(300)과 언로더부(600) 사이에 설치되며, 웨이퍼(50)가 로딩부(200)에서 로

딩되어 기상분해유닛(300)을 경유한 다음 스캐닝 유닛(400)으로 이송되면, 이 이송된 웨이퍼(50)의 표면을 스캐닝용

액(도 6의 80)을 이용하여 스캐닝함으로써 웨이퍼(50) 표면에서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캐닝 유닛(400)은 크게 웨이퍼 얼라인(Align)기(480), 스캐

닝 암(450), 노즐 트레이(Nozzle tray,430), 샘플링컵(Sampling cup) 트레이(470), 노즐 바틀(490), 스캐닝용액 바틀

(440) 및 노즐(410)로 구성된다

이때, 웨이퍼 얼라인기(480)는 로딩플레이트(482) 및 로딩플레이트(482)와 연결된 구동모터(Motor,미도시) 그리고 

얼라인핸드(Align hand,485)로 구성되며, 웨이퍼(50)가 기상분해유닛(300)을 경유한 뒤 로딩플레이트(482)에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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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얼라인핸드(485)를 이용하여 웨이퍼(50)가 로딩플레이트(482)의 센터에 정확히 안착되도록 정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웨이퍼(50) 표면의 스캐닝이 시작되면 로딩플레이트(482)에 안착된 웨이퍼(50)를 공정의 진행에 따라 소정 

속도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스캐닝 암(450)은 상하 이동 및 좌우 회전이 가능한 'ㄱ'자형 로봇 암 형상으로, 스캐닝 암(450)을 회전시키는 

회전축(455)을 포함하며, 스캐닝용액(80)을 응집하여 웨이퍼(50) 표면을 스캐닝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즐(410)을 선

택적으로 삽입 및 이탈시키는 역할과 웨이퍼 얼라인기(480)에 정렬된 웨이퍼(50) 표면을 스캐닝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스캐닝 암(450)의 일측 단부에는 노즐(410)이 삽입되도록 노즐삽입부(451)가 형성되는 바, 이 노즐삽입부(451)

에는 외주면에 O링(도 6의 452)이 장착된다. 여기에서, O링(452)은 스캐닝 암(450)이 노즐(410)을 삽입시킬 때 노즐

(410)이 밀폐되도록 하는 역할 및 노즐(410)이 스캐닝 암(450)에서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캐닝 암(450)의 내부 중앙에는 노즐(410)이 스캐닝 암(450)에 삽입되었을 때, 노

즐(410)을 통하여 스캐닝용액(80)이 흡입 및 배출되게 하는 펌핑유로(454)가 형성되고, 스캐닝 암(450)의 노즐삽입

부(451) 근접한 부분에는 노즐(410)이 스캐닝 암(450)의 노즐삽입부(451)에 삽입될 때, 노즐(410)을 임의로 이탈시

키는 노즐이탈수단(도 6 및 도7의 B)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노즐이탈수단(B)은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즐(410)이

노즐삽입부(451)에 삽입될 때, 노즐(410)의 일 단부를 밀어내는 노즐분리스톡(Stock,456)과, 노즐분리스톡(456)을 

선택적으로 밀어낼수 있도록 공기압이 전달되는 에어유로(453)와, 노즐분리스톡(456)이 노즐(410)을 밀어낸 후 원위

치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는 탄성스프링(Spring,458)으로 구성된다. 이때, 스캐닝 암(450)의 펌핑(Pumping)유로(454

)와 에어(Air)유로(453)는 각각 유저가 중앙제어유닛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펌프(Pump,미도시) 및 압

축기(미도시)로 연결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즐 트레이(430)는 스캐닝 암(450)의 일측에 설치되며, 회전이 가능하도록 일측에 회전축(432)이 장착된 원

판형상으로, 원판(439)의 상면에는 노즐 트레이(430)의 원주를 따라 다수의 노즐(410)이 장착되도록 노즐장착홀(Hol

e,437)이 형성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정 속도로 회전하여 스캐닝 암(450)이 웨이퍼(50)를 스캐닝하기전 스캐

닝 암(450)에 노즐(410)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노즐 트레이(430)의 중앙에는 웨이퍼(50)를 스캐닝하는데 사

용되는 스캐닝용액(80)이 저장되는 스캐닝용액 바틀(440)이 구비되며, 이 스캐닝용액 바틀(440)은 노즐 트레이(430)

의 회전축(432) 내부에 형성된 스캐닝용액 공급유로(435)와 연결 되어 이 스캐닝용액 공급유로(435)를 통해 스캐닝

용액(80)을 공급받는다. 여기에서, 스캐닝용액(80)은 웨이퍼(50) 표면의 오염물질을 보다 잘 흡수하면서 소정 응집력

을 갖는 초순수(H  2 O) : 과수(H  2 O  2 ) : 불산(HF)이 95% : 4% : 1%의 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샘플링 컵 트레이(470)는 스캐닝 암(450)의 타측에 설치되며, 회전이 가능하도록 일측에 회전축(473)이 장착된

원판형상으로, 이 원판(477)의 상면에는 샘플링 컵 트레이(470)의 원주를 따라 다수의 샘플링 컵(475)이 장착되도록

컵 장착홀(471)이 형성된다. 이때, 샘플링 컵 트레이(470)는 소정 속도로 회전하여 스캐닝 암(450)이 웨이퍼(50)를 

스캐닝 한 후 웨이퍼(50) 표면에서 포집한 오염물질 샘플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샘플링 컵(475)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노즐 바틀(490)은 샘플링 컵 트레이(470)의 근접한 부분에 설치되며, 원통형상으로, 스캐닝 암(450)이 웨이

퍼(50)에서 포집한 오염물질 샘플을 샘플링 컵(475)에 저장한 후 사용한 노즐(410)을 이탈시킬 때, 이 노즐(410)을 

받아모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스캐닝 암(450)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즐 트레이(430) 및 샘플링 컵 트레이(470) 그리고 노즐 바틀

(490)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면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노즐 트레이(430)와 샘플링 컵 트레이(470) 그리고 노즐 바

틀(490)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캐닝 암(450)의 회전축(455)을 기준으로 스캐닝 암(450)이 회전될 때 스캐닝 

암(450)의 회전반경에 각 노즐 트레이(430), 샘플링 컵 트레이(470), 노즐바틀(490)의 센터가 관통되도록 설치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즐(410)은 스캐닝 암(450)이 웨이퍼(50)를 스캐닝할 때 스캐닝 암(450)의 노즐삽입부(451)에 삽입되어 스캐

닝 암(450)이 웨이퍼(50) 표면의 오염물질을 원활히 포집할 수 있도록 스캐닝용액(80)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노즐(41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삽입부(412)와 몸통부(414) 그리고 하단부(416)로

이루어지며, 내부에 스캐닝용액(80)이 저장 및 유동되도록 소정 직경의 홀이 형성된다. 이때, 삽입부(412)는 스캐닝 

암(450)의 노즐삽입부(451)에 삽입되는 부분으로 노즐삽입부(451)에 삽입되도록 노즐삽입부(451)의 직경보다 조금 

큰 내경이 형성되고, 몸통부(414)는 노즐(410)의 중간부분 즉 스캐닝용액(80)이 저장되는 부분으로 삽입부(412) 보

다 조금 적은 내경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하단부(416)는 노즐(410)의 하단부분 즉 스캐닝 암(450)이 웨이퍼(50) 표면을 스캐닝 할 때 노즐(410) 내에 

내재된 스캐닝용액(80)이 웨이퍼(50)에 쉽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응집시키는 부분으로, 위로는 몸통부(414)의 내경을

스캐닝용액(80)이 입출되는 노즐구멍(419) 만큼의 내경으로 축소시키는 단턱(415)이 형성되며, 아래로는 중앙에 형

성된 노즐구멍(419)과 노즐구멍(419) 주위를 둘러싼 곡면(418)이 형성된다. 이때, 노즐구멍(419)의 주위를 둘러싼 

곡면(418)은 스캐닝용액(80)이 노즐(410)의 하단부(416)에 위치할 때 스캐닝용액(80)과 노즐(410)과의 접촉면을 증

가시켜줌으로써 노즐(410)의 스캐닝용액(80)에 대한 표면장력이 최대가 되도록하여 스캐닝용액(80)이 노즐(410)의 

하단부(416)에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한편, 드라이유닛(500)은 공정챔버(100) 내의 스캐닝 유닛(400)과 언로더부(600) 사이에 설치되며, 웨이퍼(50)를 건

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웨이퍼(50)가 안착되며 웨이퍼(50)를 가열하는 히팅플레이트(Heating plate,530)와, 히팅

플레이트(530)를 선택적으로 밀폐시키는 밀폐용기(510)로 구성되고, 스캐닝 유닛(400)을 경유한 웨이퍼(50)가 히팅

플레이트(530)에 로딩되면, 웨이퍼(50)를 밀폐시킨 뒤 히팅플레이트(530)의 온도를 가열하여 웨이퍼(50)가 드라이

되도록 한다. 이때, 드라이유닛(500)은 웨이퍼(50)를 전반사 형광 X선 분석방법으로 분석할 때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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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일실시예인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900)의 작용 및 효과와 함께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도체 제조라인 및 제조공정에서 웨이퍼(50)의 오염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의 웨이퍼(50)가 선택되면, 유저는 

이 웨이퍼(50)를 오염물질 포집장치(900)의 공정챔버(100) 내에 위치한 로더부(200)로 이송한다.

이후, 유저가 공정챔버(100)를 밀폐시킨 후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를 가동하면, 이송유닛(700)은 로더부(200)에 위

치한 웨이퍼(50)를 기상분해유닛(300)의 로딩플레이트(350)로 이송시키고, 기상분해유닛(300)은 로딩플레이트(350

)에 이송된 웨이퍼(50)를 밀폐시킨 다음 불산의 증기를 이용하여 웨이퍼(50)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분해시킨다.

계속하여, 웨이퍼(50)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 분해가 완료되면, 이송유닛(700)은 다시 기상분해유닛(300)에 위치한 

웨이퍼(50)를 스캐닝 유닛(400)의 웨이퍼 얼라인기(480)로 이송한다.

이후, 웨이퍼 얼라인기(480)는 얼라인핸드(485)를 이용하여 이송된 웨이퍼(50)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시키며, 이와

동시에 스캐닝 암(450)은 노즐 트레이(430) 위치로 회전하여 노즐 트레이(430)에 구비된 노즐(410)을 삽입한 다음 

노즐 트레이(430)의 중앙에 설치된 스캐닝용액 바틀(440)에서 스캐닝용액(80)을 소정량 만큼 흡입하고 웨이퍼(50) 

상부로 이동한 후, 천천히 웨이퍼(50) 중앙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 스캐닝 암(450)은 노즐(410)을 통하여 스캐닝용

액(80)을 흡입할 때 스캐닝용액(80)이 노즐삽입부(451)에 닿지 않을 만큼 흡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수의 웨

이퍼(50)를 오염분석하는데 있어서,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스캐닝 암(450)의 노즐삽입부(451)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계속해서, 스캐닝 암(450)은 웨이퍼(50) 센터와 스캐닝 암(450)에 삽입된 노즐(410)이 거의 닿을려고 할때쯤 접근을 

중지하고, 접근이 중지되면 펌프는 스캐닝 암(450)의 펌핑유로(454)를 통해 노즐(410)에 흡입된 스캐닝용액(80)의 

일부를 웨이퍼(50) 표면에 배출하여 노즐(410)의 하단부(416)와 웨이퍼(50) 표면 사이에 스캐닝용액(80)이 물방울 

형태로 응집되도록 한다. 이때, 노즐(410)에서 배출되는 스캐닝용액(80)의 양은 공정 및 웨이퍼(50)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이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노즐(410)의 하단부(416)에서 스캐닝용액(80)이 이탈되지 않을 만큼의 양

이 배출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와 같이 노즐(410)에서 소정량의 스캐닝 용액(80)을 외부로 배출할 경우, 노즐(410)

과 노즐삽입부(451)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진공부(30)가 발생되고, 이 진공부(30)의 진공은 스캐닝용액(80)이 노즐(4

10)내에서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소정 흡입력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 스캐닝 암(450)에 삽입된 노즐(410)의 하단부(416)에 스캐닝용액(80)이 물방울 형태로 응집되어 웨이퍼(50) 

표면과 접촉하면, 웨이퍼 얼라인기(480)는 웨이퍼(50)를 천천히 일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스캐닝 암(450)은 노즐(41

0)의 하단부(416) 즉, 스캐닝용액(80)이 웨이퍼(50) 표면과 접촉된 부분을 일측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킨다. 이때, 

웨이퍼(50) 표면의 오염물질은 외부로 노출된 스캐닝용액(80)과 접촉됨에 따라 스캐닝용액(80) 내로 흡수됨은 물론

이다.

여기에서, 스캐닝 암(450)은 노즐(410)의 하단부(416)에서 물방울 형태로 응집된 스캐닝용액(80)이 웨이퍼(80) 표면

에서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스캐닝 암(450)은 도 8에 일예로 도시된 바와 같이, 스

캐닝 암(450)이 한번 움직일 때 웨이퍼(50)가 한바퀴 돌고 스캐닝 암(450)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 웨이퍼(50)가 다시 

한바퀴 도는 스탭바이스탭(Step by step)으로 웨이퍼(50)를 스캐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캐닝 암(450)은 웨이퍼(

50)를 스캐닝할 때 도 9에 다른 예로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로 지정한 소정 모양의 국부적인 부분(55)을 지정하여 스

캐닝해도 스캐닝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스캐닝용액(80)이 노즐(410)의 하단부(416)에서 이탈되지 않고 웨이퍼(50)의 스캐닝이 완료되면, 웨이퍼

얼라인기(485)는 회전을 멈추게 되고 스캐닝 암(450)도 이동을 멈추게 되며, 펌프는 펌핑유로(454)를 이용하여 웨이

퍼(50) 를 스캐닝했던 스캐닝용액(80)을 모두 노즐(410)내로 흡입한다.

이후, 스캐닝 암(450)은 유저의 선택에 따라 두가지 방법으로 동작하는 바, 유저가 웨이퍼(50)를 원자흡광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할 경우, 스캐닝 암(450)은 샘플링 컵 트레이(470)로 회전하여 샘플링 컵(475)에 웨이퍼(50)를 스캐닝했

던 오염물질 샘플을 모두 배출하고, 배출이 완료되면 다시 회전하여 노즐(410)이 노즐바틀(490)의 상부에 위치하도

록 한 다음 스캐닝 암(450)에 설치된 노즐이탈수단(B)을 이용해 스캐닝 암(450)에 삽입된 노즐(410)이 스캐닝 암(45

0)에서 이탈되어 노즐바틀(490)에 떨어지도록 한다. 그 후, 웨이퍼(50)는 이송유닛(700)에 의해 언로더부(600)로 곧

바로 이송됨과 동시에 외부로 언로딩되며, 오염물질 포집공정은 종료된다.

그러나, 유저가 웨이퍼(50)를 전반사 형광 X선 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할 경우, 스캐닝 암(450)은 웨이퍼(50)를 스캐닝

했던 오염물질 샘플을 웨이퍼(50) 표면의 센터에 다시 천천히 배출한 후 다시 회전하여 노즐(410)이 노즐바틀(490)

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 스캐닝 암(450)에 설치된 노즐이탈수단(B)을 이용해 스캐닝 암(450)에 삽입된 노즐(4

10)이 스캐닝 암(450)에서 이탈되어 노즐바틀(490)에 떨어지도록 하고, 계속해서, 웨이퍼(50)는 드라이유닛(500)의 

히팅플레이트(530)에 이송되어 건조된 후 다시 언로더부(600)로 이송되고, 오염물질 포집공정은 완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웨이퍼(50)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스캐닝용액(80)과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스캐닝할 수 있기 때문 에 종래 웨이퍼를 매뉴얼로 스캐닝하여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했을 때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수의 웨이퍼(50)에도 재현이 가능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공

기에 의해 웨이퍼(50)가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웨이퍼(50)를 스캐닝할 때마다 새로운 노즐(410)을 사용하고, 또 노즐(410)에 스캐닝용액(80)이 삽입될

때 스캐닝용액(80)이 노즐삽입부(451)에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웨이퍼(50)의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데 하나의 

오염물질 포집장치(900)를 사용해도 오염물질 샘플에 신뢰성이 확보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노즐(410)은 하단부(416)가 곡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스캐닝용액(80)이 하단부(41

6)에서 물방울 형태로 응집될 수 있어 웨이퍼(50)의 표면을 스캐닝하여 오염물질을 포집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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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웨이퍼에 흡착된 금속성 오염원을 스캐닝용액과 스캐닝용액을 응집하는 노즐 

및 노즐이 장착된 오염물질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스캐닝하기 때문에 종래 웨이퍼를 매뉴얼로 스캐닝하여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했을 때 보다 확실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수의 웨이퍼에도 재현이 가능하며, 웨이퍼의 

사이즈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구애를 받지 않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

에 외부 공기에 의해 웨이퍼가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노즐에 스캐닝 용액이 삽입될 때 스캐닝용액

이 노즐삽입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웨이퍼의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데 하나의 오염물질 포집장치를 사용해

도 오염물질 샘플이 오염되지 않은 효과가 있으며,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노즐은 하단부가 곡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스캐닝용액이 하단부에서 물방울 형태로 응집될 수 있어 웨이퍼의 표면을 스캐닝하여 오염물질을 포집하

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체형상으로 외부와 밀폐되며, 웨이퍼가 로딩 및 언로딩되도록 로더부와 언로더부가 구비된 공정챔버와;

상기 공정챔버 내에 설치되어 상기 웨이퍼의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분해하는 기상분해유닛과;

상기 웨이퍼를 스캐닝하여 상기 웨이퍼의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스캐닝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스캐닝 유닛은 상기 웨이퍼의 표면에 접촉하여 상기 웨이퍼의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캐닝용액이 저장되는 스

캐닝용액 바틀과;

상기 스캐닝용액을 응집하여 상기 스캐닝용액이 상기 웨이퍼 표면에 접촉되도록 하는 노즐과;

상기 노즐을 삽입하여 상기 노즐이 상기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동되도록 하는 스캐닝 암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챔버에는 상기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드라이유닛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일측 단부에 상기 스캐닝 암에 삽입되도록 소정 내경을 갖는 삽입부가 형성되고, 타측 

단부에는 중앙에 상기 스캐닝용액이 입출 되도록 노즐구멍이 형성되며, 상기 노즐구멍 주위에는 상기 스캐닝용액과 

접촉되도록 곡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 암에는 상기 노즐을 임의로 이탈시키는 노즐이탈수단이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장치.

청구항 5.
웨이퍼의 표면에 코팅된 산화막을 불산 증기를 이용하여 분해시킨 다음, 상기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하여 상기 웨이퍼

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포집방법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를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노즐을 구비하고, 상기 노즐 내에 상기 웨이퍼에 접촉하여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스캐닝용액을 흡입하는 흡입단계와;

상기 노즐에 흡입된 상기 스캐닝용액을 상기 웨이퍼에 물방울 형태로 접촉시켜 상기 웨이퍼의 표면을 스캐닝하는 스

캐닝단계와;

상기 스캐닝 용액이 상기 노즐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상기 웨이퍼 표면을 스캐닝하여 상기 웨이퍼의 표면에

서 오염물질 샘플을 포집하는 포집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용액은 초순수(H  2 O), 과수(H  2 O  2 ), 불산(HF)으로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용액은 과수(H  2 O  2 ) 4% 와 불산(HF) 1%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 단계는 상기 노즐이 상기 웨이퍼의 센터에서 상기 웨이퍼의 에지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스캐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스캐닝 단계는 상기 노즐이 임의로 지정된 상기 웨이퍼의 국부적인 부분만을 스캐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오염물질 포집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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