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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SI Core Competence : 온도제어
[ CASE -1 : Chamber Gas Heating 효율화 ]

▶ 적용대상 ◀
-. 제품 : 반도체, LCD, LED
-. 공정 : Implanter, CVD, Sputter

1-2. GSI Core Competence : 온도제어
구분

개념도

특징
-

Process Air Vent

Chiller Purge Space

[CASE -2 ] Process Air Spray

Chamber Air Vent : 내부의 공기를 Head 상부에 있는
실리콘튜브를 통하여 Vent 하는 방식
- Purge Air 가 균일하게 퍼지도록 구조를 변경 하여
(관로 확보) Chiller 의 외곽 온도를 균일하게 하였음
- 특수 단열재(신소재)를 사용하여 온도 특성을 향상 함

Thermal
Chamber

(

Temp Isolator
◎ 기류방식
- Vertical => Horizontal Blow

[CASE -3 ]
Bake / Dry
Oven

◎ Cooling Source : Room Air
- Filter 적용
Hepa-Filter or Ulpa-Filter
◎ 장점 : 온도분포가 매우 균일함.
- 설정온도±5℃ 미만
◎ GSI 특수 단열재 적용
- 반도체전용 Aerogel 채용
( GSI 특화 재료 임 ]

1-3. GSI Core Competence : 기류제어
[ CASE -1 : 물을 이용한 에어 필터 (발명특허)]
[ SUMMARY ]
본 발명은 물을 이용한 에어필터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에어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명주실(또는 명주 벨트)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세균을 제거하고 가습효과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물의 분해에 의해
음이온이 발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필터의 청소가 매우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본체(10)의 전면에 필터부(11)가 구비되고, 이 필터부(11)가 하부의
물(12)과, 상기 물(12)속과 물 밖의 상부에 엇갈리게 배치된 도르래(13)(13A)
사이를 회전하는 명주실(14)과, 상기 명주실(14)사이에 배치된 전극판(16)과,
상기 명주실(14)을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15)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으로, 최
초에 주입구(18)를 통하여 본체(10)의 필터부(11)에 물이 주입된 상태에서 모
터(15)의 회전에 의해 명주실(14)이 회전하면 본체(10)의 전면을 향하여 이동
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나 세균 등이 전극판(16)에서 발생된 양전하의 이
동과 함께 명주실(14)에 달라붙어 이동하다가 물(12)속을 통과하면서 전부 제
거되며 일정기간 사용 후 배출구(17)를 열어 물을 외부로 배출한 상태에서 다
시 주입구(18)를 통해 깨끗한 물을 보충할 수 있어 공기 중의 먼지나 세균을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양전하가 물에 젖어있는 명주실에 달라붙으면서
물에 포함된 음이온이 방사되어 공기와 함께 외부로 방출되므로 음이온이 발
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3. GSI Core Competence : 기류제어
[ CASE -2 : FFU TEST SYSTEM]
1. 시스템 개요
Test FFU

本 시스템은 반도체 Clean Room에 사용되는
FFU(Fan Filter Unit)를 시험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Test Chamber

FFU(Fan Filter Unit) 및 Blower를 설치한 밀폐공간
Exhaust 1

의 기정압 및 풍속, 풍량 등을 제어(TEST)하여 평가
하는 시스템이다.
Exhaust 2

2. 적용규격
2-1. 본 시스템의 시험평가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Pressure Sensor 1

B6311:2001에 정의된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Flow Sensor 1

2-2. 본 System은 KS B6311:2001 규격에 준하여
FFU(Fan Filter Unit) 의 품질검사 및 시험평가,

Pressure Sensor 2
Flow Sensor 2
atmospheric
pressure Sensor

성능검사는 물론 풍량 및 풍속의 실험목적으로
설계된 Chamber Type의 시험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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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 DRYER (발명특허)]
본 발명은 드라이어에 관한 것으로, 드라이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공기
의 저항을 극소화하기 위한 브이(V)홈 형태의 분출구를 형성함으로써,
압축공기에 비해 매우 낮은 공기 압력이 발생하는 임팰러팬 모터를 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에어나이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은 노즐로부터 분출되는 공기의 방향을 직선으로 이루어지게 하
는 구조와 개방형 노즐형태에 의한 베르누이 정리 효과로 공기량과 속도
가 증폭되며, 드라이 공압의 발생원이자 소음의 발생원인 드라이 유니트
(임패러팬모터 또는 블로우 모터라 함)를 벽체 속에 내장함으로써 소음
을 최소화하고, 분출공기 관로에 내장된 싸이클론구조의 히터에 의하여
공기가열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청구항 1:핸드 드라이어에 있어서, 드라이 노즐과 드라이 유니트를 분리
하여 드라이 노즐은 벽체 외부에 드라이 유니트는 벽체 내부에서 설치하
고, 상기 드라이 노즐의 하면에 복수개의 노즐분출구가 일렬로 배치되도
록 형성되어 상기 노즐분출구가 직사각형태의 파단선을 포함한 브이(V)
형태의 단면홈으로 형성되며, 드라이 공기 관로에는 싸이클론 히팅방식
으로 드라이공기의 흐름과 가열속도를 높이는 히터가 수직으로 설치되
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드라이어.
청구항 2 : 제 1항에 있어서, 노즐 분출구(101)로부터 분출되는 공기의
방향(701,702)이 경사지게 형성된 노즐 판넬(11)에 의해 직선으로 이루
어지고, 분리 노출형 노즐 형태에 의한 베르누이의 효과로 공기량과 속
도가 증폭되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드라이어.

1-4. GSI Core Competence : 세정기술
[ CASE -1 : 반도체 및 LCD용 튜브 클린너 (발명특허)]
본 고안은 반도체 소자 재료인 웨이퍼 클리닝 공정 및 LCD공정에서 사용되
고 있는 리퀴드(Lquid)분사 기술 및 회전(Rotation) 구동기술을 석영관 세정
작업에 적용하여 석영관 표면의 오염 및 막질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고, 석영
관의 크린(Clean) & 드라이 공정 시간(Dry Process Time)을 최소화함은 물
론 기존의 석영관 관련 세정기 대비 풋 프린트(FootPrint)를 감소시키고 케미
컬(Chemical)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반도체 및 엘시디용 튜브
클리너에 관한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은 수직(Vertical)형태의 세정장치
의 구성과 스프레이(Spray)방식을 적용하여 석영관을 세정할 수 있어 케미컬
의 소모량을 현저히 줄임은 물론 장비의 풋 프린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또한, 기존 딥 방식 대비 수직 형태의 스프레이 세정임에도 불구하고 노
즐 및 구동의 개선을 통해 세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1.
챔버(1)내에 설치되어 케미컬을 분사하는 분사 노즐부(2)와, 상기 챔버(1)내
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세정 대상물(3)과, 상기 세정 대상물(3)을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 구동부(4)와, 상기 챔버(1)의 외부 일측에 설치되는 액세서리 세정
조(5)와, 케미컬과 DIW 및 N2 등을 상기 분사노즐부(2)로 공급하는 공급부
(6)와, 상기 공급부(6)로부터 공급된 케미컬 등을 혼합하여 저장하기 위한 프
리 믹싱 탱크(7)와, 상기 프리 믹싱 탱크(7)의 케미컬 등을 상기 챔버(1)와 세
정조(5)에 공급하기 위한 펌프 및 배관부(8)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및 엘시디용 튜브 클리너.

1-4. GSI Core Competence : 세정기술
LED Metal Strip System

개념 및 특성
Introduction
2 ~ 6 inch LED Wafer를 Metal Strip, Pre-cleaning, Dry 를 목적으로 하는 Stripping 설비로써 Metallization 공정 후 불필요한
금속막을 벗겨내는 시스템 이다. 본 시스템에서의 처리방식은 Chemical 고속 스프레이 식을 적용 하였다.

Characteristics
▷ Automatic Metal Strip system : Cassette To Cassette Load/Unload 방식의 Full automatic System으로써 4 Cassette Load,
2 Wf Buffer 1, 2 Chamber, 2 Wf Buffer 2, 4 Cassette Unload 등이 자동으로 구동 된다.
▷ High Throughput system : GSI 고유기술로 개발된 “high speed spray stripping” 구현으로 시간당 100~120 Wafer 처리가 가능
▷ Parallel Process system : Dual Chamber 구현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공정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etal strip, IPA cleaning, 1st Dry, DI Rinse, 2nd Dry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5. GSI Core Competence : Mechatronics 사례

1-5. GSI Core Competence : Mechatronics 사례
[ CASE -2 : 무동력 용품 미세수납장치 (발명특허)]
본 고안은
무동력 용품 미세수납장치에 관한 것으로, 마스크의 수납량에 관계없이
마스크가 항상 상위에 위치하게 하여 마스크의 사용이 용이하게 함과 함
께 마스크의 양이 적어지면 무게추의 무게도 줄어들게 되어 마스크를 위
로 밀어 주는 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고안은 본체(10)의 개구부(5)에 상하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마스크 지지부(16)위에 마스크(21)를 적재하면 이러한 마스크(21)의 무게
에 의해 마스크 지지부(16)가 하방으로 힘을 받게 되므로 마스크 지지부
(16)양측의 수직봉(12)을 따라 상하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이동구(14)도
함께 하방으로 이동하게 됨과 함께 상기 이동구(14)와 무게추부(17)가 회
전체(19)를 매개하여 와어어(18)로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이동구(14)와
무게추부(17)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상기 무게추부(17)의 각
무게추(17A-17G)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분리되면서 항상 일정한 무게로
마스크(21)를 받쳐 주므로 마스크(21)가 일정한 힘에 의해 상위에 위치되
므로 사용자가 용이하게 마스크(21)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은 마스크를 수납장치에 차례
로 넣은 상태에서 하나씩 빼어 사용할 경우마스크의 양이 줄게 됨에 따라
도르래의 원리에 의해 무게추부가 이동하면서 단계적으로 무게추가 하나
씩 분리되므로 마스크가 받는 힘을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어 초기와 동일
한 힘으로 마스크를 받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마스크를 빼어 사용하기
가 매우 편리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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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 무전원 이오나이저 (발명특허)]
본 고안은 정전기 방지용 이오나이저에 있어서 전원발생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무전원) 압축가스(예컨대, 질소
나 에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전원발생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
무전원 이오나이저에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질소나 에어 등의 압축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가스공급
부(10)로부터 가스를 공급하면 전원발생기(11)를 동작시키며, 상기 질소
가스 등은 그 자체가 이온화되어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압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질소나 에어 등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에 의해 전원발생
기(11)가 동작되면, 이러한 전원발생기(11)로부터 발생된 에너지는
주파수변환기(12)를 통해 주파수 변환되며, 필터(13)를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필터링된 상태에서 고압발생기(14)를 통해 고압이 발생되면서 (+),
(-)이온을 공급하게 되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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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usiness Scope : 반도체 설비
 Wafer Fab Process
세정

산화확산

감광액 도포

노광

Cleaning

Oxidation

PR Coating

Stepper

Resist 제거

Fab 공정설비/부대설비
 Wet etching system

불순물 주입

식각

현상

Implantation

Etching

Develop

 Tube Cleaner
 Org. Cleaner
 U/S Cleaner

CVD

금속배선

Deposition

Metallization

 Dry Oven

 Wafer Ass’y & Test Process

Ass’y공정

웨이퍼 선별

웨이퍼 연마

웨이퍼 절단

칩부착

EDS Test

Back Grinding

Sawing

D/A

최종검사

트리밍

성형

Final Test

Triming

Molding

금속연결
Bonding







Conveyor 물류자동화
Edge Inspection System
Bake Oven
Tape Mounter
Wafer Cleaner

2-2. Business Scope : LCD/SMD 설비
 Fab Process : TFT 공정
증착(Deposition)
SPUTTER
PECVD

세정 (Cleaning)

RF

감광액 도포
(PR Coating)

노광
(Stepper)

Fab 공정설비/부대설비

DC
SUBTRATE

 Wet Cleaning system

TARGET

검사
(Inspection & Test)

박리
(PR Strip)

 Metal Mask Cleaner

식각 (Etching)
Wet Etch
Dry Etch

 Target Exchanger

RF

Gas

 Micro/Macro System

Plasma
TARGET

 MGV(Cassette/낱장)

SUBTRATE

SiF4

 LC Process : 액정공정
C/F
투입
초기세정
(Int. Cleaning)

배향막 인쇄
러빙
(Alignment layer printing) (Rubbing)

씰 인쇄
(Seal Print)
스패이서 산포
(Spacer Spray)

합착
(Assembly )

TFT
투입

Module
Process

검사
(Gross Test
& Inspection )

액정봉지
(LC Sealing)

액정주입
(LC injection )

절단
(Scribe & Break)

액정공정/모듈공정







Visual Inspection System
Particle Collector
Roll Exchanger
Roll Transfer Cart
Edge Inspection System
Panel Jig &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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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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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세정자동화
검사자동화
부대설비자동화

3-1. GSI Products : Logistics

반도체 직출하 시스템

Conveyor Diverter

Package Line Conveyor System

Glass MGV

Probe Card MGV

Barcode Labeling Sys.

Rubbing Roll MGV

Glass Cassette MGV

3-2. GSI Products : 세정자동화

Cassette Batch Moving !
OLED Metal Mask Cleaning System

반도체 Wet Etching System

반도체 Wet Etching System

Tube Cleaning System

Wafer Wet Cleaning Station

3-3. GSI Products : 검사자동화

Edge Inspection System

LCD Panel 광특성 측정 시스템

LCD Monitor Characteristic Measurement System

LCM Measurement System

Mobile Display LCM System

3-4. GSI Products : 부대설비자동화

Organic Cleaner

Ultrasonic Cleaner

IR Oven System

UV Curing System

Liquid Horning 시스템

Bake Oven System

Attachment
General Specification
-

GSI Logistics
OLED Mask Cleaning system
LCD Characteristic Measurement Systems
Wafer Etching System
Quartz Tube Cleaning System
Glass/Cassette/Probe Card MGV
Organic Cleaner, Ultrasonic Cleaner, Oven
Liquid Horning System

GSI Logistics
본 장비는 물류 자동화 라인에서 제품(Box)을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 연속적으로 자동 이송시키는 장비로 입고에서 출하(선적라벨)까지
제반 물류를 수행합니다. 본 장비에는 입고 및 출하정보, 자동 라벨러 부착 등 관련 Software를 활용 물류자동화 대응이 가능합니다.

■ Configuration
1. 입고 & Reject (Cancle) 컨베이어 Unit
: 어큠롤러 컨베이어, 디버터, Stopper, Pusher, Wegiht Check, Scanner
: 입고 운영 PRG(GUI) & 제어 판넬 #1(PLC)
2. 출하(선적라벨) 컨베이어 Unit

■ Specification
1. Roller Conveyor Module : Vacuum & Power Drive Roller
2. 제품 Stopper (일시 정지) 기능 : 9개소
3. Pusher (밀어주는 장치) 기능 : 2개소
4. Divertor (방향전환 장치) 기능 : 3개소, Chain Divertor방식
5. Belt Conveyor Module

: 어큠롤러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Auto 라벨러, Stopper, W/C, Scanner, 태핑기

6. Auto Labeler Module : 바코드 프린터 & 선적라벨 부착

: 출하 운영 PRG(GUI) & 제어판넬 #2(PLC)

7. 설비 Control : 입고 & 출하 측 조작 판넬(PLC 제어) 및 운영

3. 입고 및 출하 정보 비교분석 및 선적라벨 부착등(ERP, SAP 연계)
4. 제품(Box) 정보, 부피, 무게등 Read

프로그램(PC, GUI)

LCD Characteristic Measurement Systems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BLU 산업에서 Wafer, LCD Panel, BLU등을 검사하는 장비.
검사/측정 장비는 Hardware뿐 만 아니라 Software 개발 연계가 요구되는 중요한 장치로 핵심기술에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
LCM Measurement
System

OLED Mask Cleaning system GORD-01

Wafer Wet Cleaning Station

LED/반도체 공정에서 각종 Chemical 을 이용 Etching 및 세정을 할 수 있는 장치.
본 설비는 12개의 bath에서 각종 Chemical(EKC, ACE, BOE, ITO, DI, SPM…) 을
투입 2”, 4”, 6” 까지의 Wafer를 처리할 수 있음.

반도체 Wet Etching System

Quartz Tube Cleaning System
Tube Cleaner : 반도체 공정에서 Diff. 공정의 Furnace 설비에 사용되는 Quartz Tube 및 Boat를 각종 Chemical 을 이용, 세정을 할 수 있는 장치.

본 설비는 3개의 bath에서 각종 Chemical을 (불산, 황산..) 이용하여 12” Wafer에 대응하는 Tube 및 Boat를 세정하는 장비 임.

 12”Wafer Quartz Tube Cleaning 용
 Auto /Manual 동작 대응
 Touch Screen 채택 각종 Parameter 입력
및 Setting
 사용자 중심의 동작 Setting
 안전을 위한 각종 Interlock 장치 및 S-Mark 인증
- Leak Sensor, Level Sensor, Area Sensor
- Time Interlock(Supply, Drain)
 공정타임 단축 및 Perfect Cleaning을 위한 Bubbling
, Shower 기능

Glass/Cassette/Probe Card MGV
본 장치는 OLED등 디스플레이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중대형 Mask(Metal등)를 생산설비 or 부속 장치 류에 대상물을 Transfer 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ARM(Fork) 및 구동기구, 운영Program으로 구성되어 자동/수동 & Random Access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Organic CLEANER
-아세톤이나 기타 유기 세정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부품을 세정하는 유기 세정기입니다.

Ultrasonic Cleaner
- 초음파와 다양한 Chemical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오염된 부품(반도체/LCD 설비용)을 세정하는
초음파 세정기입니다.

Oven(IR/UV/Vacuum/Dry Oven…)
- 세정 후의 Process Part’s Outgassing/건조 & LCD패널의 건조(IR/UV 건조)를 위한 장치.

Liquid Horning System
반도체 장비의 부품을 Pump Impeller 회전력으로 압력을 발생, 물과 투사제 가루가 혼합된 Slurry를 이송, Bead
Gun을 통해 Air와 함께 방출시켜 원하는 대상의 표면을 가공 처리하는 설비 입니다.

Thank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