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4th Surface Cleaning Users Group Meeting

Cleaning Technology

Date l October 13, 2016
Time l 13:30 ~ 18:00
Place l Student Union, Small Theater
Hanyang Univ., ERICA Campus

Emerging Technology Cleaning and Surfaces

Session 1. Emerging Technology Cleaning and Surfaces 1
Huimyeong Lee (President of KSCUGM), Durasonic

13:30 ~ 13:40

Opening Remarks
Jinho Ahn, Hanyang University

13:40 ~ 14:20

The extreme patterning technology – EUV Lithography

14:20 ~ 14:40

Single Clean dHF 세정시 Wafer Edge Rox 증가 Trend 원인 분석

14:40 ~ 15:00

Dummy poly gate etch residue removal

Sunghyuk Cho, SK Hynix

Liu, Wen-Dar, Versum Materials Korea

Youngki Ahn, Daelim University

15:00 ~ 15:20

14nm Fin-FET 세정 기술

15:20 ~ 15:40

“Coffee Break”

Session 2. Emerging Technology Cleaning and Surfaces 2

15:40 ~ 16:20
16:20 ~ 16:40
16:40 ~ 17:00
17:00 ~ 17:20

Hosted by

Taegon Kim, Imec

In-line (3D) AFM Opportunities for Logic device development in terms of cleaning and
CMP processes
Woogwan Shim, Samsung Electronics

Development of Novel Silicide cleaning Solution on Metal gate
Ajay Bhatnagar, Applied Materials

Need of Romote Plasma Dry Clean and AMAT Response to the Market
Jun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초음속 CO2 빔을 이용한 상압조건에서의 반도체 세정
Taegon Kim, Imec

17:20 ~ 17:40

2016 UCPSS review “Processes of Wetting and Drying”

17:40 ~ 17:50

Closing remarks

17:50 ~

“Banquet”

Supported by

수도권 전철 이용
전철 4호선 한대앞역

시내∙외 버스 이용

승용차 이용
한양대 무료 셔틀버스

전철 1호선 금정역 전철 4호선 환승

한대앞역

전철 2호선 사당역 전철 4호선 환승

한대앞역

수인 산업도로

영등포 지역 : 영등포역 시외버스 정류장

안산 방면(상록수역 또는 중앙동 방향)

반월공단(안산행)

안산 시외버스터미널(한양대 및 경기 테크노파크 이정표 참조)

서 울, 목 동
서서울IC

서해안고속도로

시청방면

한양대 방면

예술인 아파트 하차

한양대 셔틀버스 정류장 하차

등록 안내
서문

경기테크노파크
기숙사
생산기술연구원

동문

한양대 앞에서 하차

안산 지역 : 안산역 21번 / 상록수역 10번 버스 이용
한양대 방면

Campus Map

한양대 셔틀버스

수원 지역 : 수원역 시외버스 정류장
안산행

인천
서안산IC

예술인 아파트 하차

매송IC

해안로(한양대 및 경기테크노파크 이정표 참조)

영동 고속도로

한양대 셔틀버스

인천 지역 : 인천시외버스 터미널, 주안 시민회관 앞
안산행

서부간선도로

예술인 아파트 하차

학연산클러스터

주차장
공학대학

학생회관
소극장

도서관

Before (~10/13)

Member
/ Student

\ 50,000

After (10/14)

\ 70,000

1. 현금 / 카드 결제 가능
2. 사전 등록 후, 카드 결제 시 영수증 홈페이지 발급 /
현금 입금 시 차후 계산서 지급 (단, 사업자등록증 지참시)
3. 현금/카드 영수증 중 택1

주차장

4. 현장 결제 시 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
(계산서 지급 방법은 사전 등록과 동일)

셔틀버스
정거장

컨퍼런스홀

본관

주차장

정문

※ Account No. : 신한 140-009-128512
(한양대 마이크로바이오칩 센터)

경상/어문/언론정보 대학

※ 담당자 : 이유선 / e-mail: yusunaa@hanyang.ac.kr
(Tel: 010-2408-3377 / Fax: 031-400-4729)
※ 홈페이지 : scug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