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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전자기기 노트북, 모

니터, 네비게이션, 핸드폰의 수요가 증가하면

서 실리콘 반도체소자 제조의 재료인 Wafer 
크기의 대구경화와 불량 최소화가 생산 비용

과 시간 절감 및 제품의 효율적 생산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추세는 90년대부터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웨이퍼의 대구경화 때

문에 이와 관련된 장비들도 이에 걸맞게 연구

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웨이퍼와 이송장치간의 접촉

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웨이퍼의 손상 

및 훼손을 방지하는 비접촉 이송장치에 대한 

최적설계를 연구한다.(4)

2. 시스템 구성

베르누이 정리에 바탕을 두어 유동장 내에서 

웨이퍼와 이송장치 간의 비접촉식으로 안정적

인 이송장치를 설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Fig.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양 쪽의 좁은 노

즐에 고압의 압축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와류가 

생성되고 이 와류에 의해 공기의 유속이 급격

히 빨라지면서 원통실 안의 압력이 저압이 되

고 베르누이 효과가 발생, 부압에 의해 웨이

퍼가 부상하는 원리이다.(5)

Fig.1 Principle of Bernoulli Chuck

Fig.2에서 비접촉 시스템은 웨이퍼의 전체적

인 부분에 균일한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처짐

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접촉성을 유지

함과 동시에 흡착력과 부양력을 만족시킴으로

써 압력을 균일하고 일정하게 설계하여 웨이

퍼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송 시스템을 

구성한다. 

Fig.2 Non-contact system

3. 개념설계

비접촉 웨이퍼 핸드장치는 설계 변수인 와류 

생성실의 Center Hole Depth, Diameter, 노즐 

Path의 Length, Diameter 그리고 공기 배출구의 

개수 및 모양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최적

의  조건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3.1 해석 조건 구성

Fig.3 Wafer hand constraints

설계 변수인 와류 생성실의 Center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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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length 25 [mm]
Pie 2.5 [mm]

Eddy viscosity 0.001274 [Pa·s]

Wafer velocity 4.347 [m/s]
path velocity 39.42 [m/s]

hole length 20 [mm]
Pie 20 [mm]

Wafer velocity 3.929 [m/s]

path velocity 40.19 [m/s]

변수 설정
Path length 15,20,25,30 (mm)
Path diameter Pie1, Pie1.5, Pie2, Pie2.5 (mm)
Hole length 20, 30, 40 (mm)
Hole diameter Pie10, Pie20, Pie30 (mm)

Depth, Diameter, Nozzle Path의 Length, 
Diameter 그리고 공기 배출구의 개수 및 모양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

하기 위해 CAE를 진행하였다. 해석 조건은 

Fig.3과 같이 path 두 군에 40m/s 동일한 in값
을 설정하였고, 웨이퍼 높이는 0.5mm 고정 하

여 path velocity, eddy viscosity, wafer velocity 
현상에 알아보았다. 유체는 Newton유체로 가

정하였으며 유체의 레이놀즈수는 1.893 x 
105(0.5bar,대기상태의 밀도 1.184kg/m3,부양력 

7.8N 적용 경우)으로 적용하였다. 설계변수는 

Table.1 과 같이 길이와 원주에 변화를 주었

고, 그 결과 Table.2의 조건에서 최적화 Data
를 얻었다.

Table.1 Parameter Setting

Table.2 Optimization Data

3.2 멀티패드 구성

300mm wafer를 이송시킬 때 핸드장치를 단품

으로 하게 되면 wafer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부력이 나오지 않아서 wafer는 상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핸드장치를 병렬로 배치한 멀티패

드 방식인 1 ~ 4 pad 로 설계하여 CAE 해석

을 진행하였다. 멀티패드로 설계하게 되면 더 

큰 부양력과 안정적인 centering을 기대할 수 

있다. 모델은 앞서 얻은 최적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하였고, 각각의 압력분포를 비

교하여 공압의 손실과 부양력을 판별하여 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Fig.5는 1~4 pad 로 설계

하였을 경우 Wafer 표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나

타낸다. 이로써 4 pad에서 충분한 부압 면적

이 나와서 가장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Fig.5 Negative Pressure Distribution of 
(a) 1 pad (b) 2 pad (c) 3pad (d) 4 pad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비접촉 핸드장치에 관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베르누이의 원리

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난류를 생성하여 발생

하는 부압을 이용한 비접촉 핸드 장치를 연구 

하였고,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하여 최적화 설

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비접촉 핸드장치는 

wafer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접촉이나 미립자

에 의한 웨이퍼의 표면 손상을 방지하여 생산

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wafer를 더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속 이동과 압력 손실 방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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