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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디바이스의 집적도가 증가하고 회로 선폭

정전효과가 있는 100 mm보다 큰 반도체 웨이퍼로의 입자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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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le deposition on a semiconductor wafer larger than 100 mm was studied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Particularly the electrostatic effect on particle deposition velocity was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apparatus

consisted of a particle generation system, a particle deposition chamber and a wafer surface scanner. Experimental

data of particle deposition velocity were obtained for a semiconductor wafer of 200 mm diameter with the applied

voltage of 5,000 V and PSL particles of the sizes between 83 and 495 nm. The experimental data of particle depo-

sition velocity were compared with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and the existing experimental data for a 100 mm

wafer by Ye et al. (1991) and Opiolka et al. (1994).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took into consideration the

particle transport mechanisms of convection, Brownian diffusion, gravitational settling and electrostatic attraction

in an Eulerian frame of reference.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resent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with

the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the present experimental method for a 200 mm semiconductor wafer was found to

be able to present reasonab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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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함에 따라 미세입자 오염에 의한 디바이스의

패턴 결함 및 전기적 특성불량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VLSI의 최소 회로선폭을 50~

60 nm로 볼 때, 세계반도체기술로드맵 ITRS (2007)

에서 제시하는 제어 상 임계 입자크기(critical parti-

cle size)가 최소 회로선폭의 1/2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제어 입자크기가 25~30 nm가 되어야 한다. 또

한, 2000년을 시작으로 생산 웨이퍼의 직경이 200

mm (8인치)에서 300 mm (12인치)로 변경되고 있으

며 이는 300 mm 웨이퍼가 기존 사이즈의 웨이퍼

비 칩당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TRS (2007)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2012년에는 직경 450 mm의 웨이퍼와 32 nm의 공정

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조만간 16

nm 크기 수준의 초미세 오염물질까지 직접적으로 제

어해야만 하는 기술적으로 극한의 초 구경 웨이퍼

공정시 가 도래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으로의 입자침착에 관한 연구

는 Hayakawa et al. (1986)의 실험적 연구와 Liu and

Ahn (1987)의 수치해석적 연구를 시작으로 중력침강,

류, 확산, 열 동, 정전기, 난류, 회전유동 등의 다양

한 입자수송 메커니즘이 반도체 웨이퍼 표면으로의

입자침착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이러한 고찰

로부터 웨이퍼 표면으로의 입자전달을 제어해서 입

자침착을 억제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Ye et al.,

1991; Bae et al., 1994; Opiolka et al., 1994; Oh et al.,

1996; Chein and Su, 2004; Yoo and Oh, 2005). 그러나

전술한 연구들은 모두 100 mm (4인치) 이하의 직경

을 가진 반도체 웨이퍼로의 입자침착 연구에 국한되

고 있어 초 구경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 가 도래

하고 있는 시점에서 100 mm보다 큰 반도체 웨이퍼

표면으로의 입자침착에 한 연구가 아직까지 전무

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연구 결핍은 실험적 검증을

위한 클린룸 시설 및 고가의 장비, 웨이퍼 및 PSL입

자 등의 과다한 연구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어 상 입자의 크기가 나노 역으

로 진입함에 따라 정전효과에 의한 입자침착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구경 웨이퍼를 사용하는

생산 공정에서는 정전기에 의한 입자 부착의 향성

이 더욱 우려되며 FOUP (Front Open Unified Pod)이

나 EFEM (Equipment Front End Module) 내의 환경

조건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나 진공을

사용하는 구경 웨이퍼 공정장비에서는 프로세스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하기 위하여 정전기를 이

용한 정전척(electrostatic chuck)를 사용하고 있어 하

전된 웨이퍼 주위의 강한 전기장과 나노입자의 높은

전기적 유동율에 의한 입자침착의 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경 100 mm보다 큰 반도체 웨이

퍼로의 입자침착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클린룸 환

경에서 정전효과가 있는 직경 200 mm의 수평 반도

체 웨이퍼 상부표면으로의 입자침착속도를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관찰하 다. 실험적 연구에서는

지름이 각각 83, 100, 150, 200, 300, 495 nm인 PSL입

자에 해 5,000 V의 전압이 인가된 직경 200 mm의

수평 반도체 웨이퍼 상부 표면으로의 입자침착 실험

을 수행하고 평균 입자침착속도를 구하 다. 수치해

석적 연구에서는 직경 200 mm 웨이퍼의 입자침착속

도 실험결과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직경 300 mm 웨

이퍼의 입자침착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직경이 각

각 100, 200, 300 mm인 반도체 웨이퍼 상부표면으로

의 입자침착속도를 류, 브라운확산, 중력침강, 정전

기력을 고려하여 산출하 다. 참고로 본문중의 변수

및 상수, 물성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두 SI 시

스템의 MKS 단위계로 계산되고 표시되었다.

2. 실험 및 방법

반도체 웨이퍼 입자침착 실험은 크기가 100 nm 이

상인 입자가 공기 1 m3의 체적 내에 100개 미만인

ISO class 2의 초청정 클린룸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 사용된 웨이퍼 입자침착 실험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험장치는 입자발생부와 웨이퍼

가 클린룸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폐된 챔버를 가지고 있는 입자부착부로 구성되어 있

다(MSP 2300, USA).

2. 1 입자발생부

실험에 사용된 입자는 단분산 (monodisperse)의

PSL (PolyStyrene Latex)이다. PSL입자를 비저항이

18.0 MΩ∙cm보다 큰 초순수와 혼합시킨 PSL입자

수용액을 아토마이저 (atomizer)에 넣고 청정공기

(clean dry air)를 압축공급하면 아토마이저에서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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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이 발생하면서 PSL입자가 발생된다. 발생된

입자들은 무정전 튜브를 따라 흐르면서 건조기

(dryer), 전기중화기 (neutralizer)를 차례로 지난 후에

DMA (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로 공급된다. 건

조기는 입자 표면의 수분을 제거시키고 전기중화기는

입자들이 이극성 (bipolar) 평형전하분포를 가지도록

만든다. 정전분류기 (electrostatic classifier)인 DMA는

이극성 전하분포를 가지는 유입 입자들중에서 -1가

의 전하를 지닌 PSL입자를 분리시켜 침착 챔버 (de-

position chamber)로 보내고 나머지 입자들은 보호공

기 (sheath air)와 함께 출구로 배출된다. 침착챔버로

보내어진 -1가의 입자들은 2개의 갈래로 나누어진

다. 하나는 입자계수기 (Condensation Nucleus Count-

er)로 향하여 유입 입자농도 계측에 사용되며 나머지

는 입자부착부인 침착챔버로 투입된다.

2. 2 입자부착부

입자발생부로부터 침착챔버로 이동된 입자들은 그

림 2에 도시된 샤워헤드 (shower head)를 통해 침착

챔버의 기압 공간에 투입되어 수평으로 놓여진 웨

이퍼의 상부표면에 침착된다. 샤워헤드는 지름이 0.3

mm인 12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고 입자들은 이 구

멍을 통하여 침착챔버로 공급된다. 이때 웨이퍼 스테

이지의 중심으로부터 상단 2 cm에서의 공기속도는

0.3 m/s로 측정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웨이퍼 직경

은 200 mm (8인치)이며 웨이퍼는 웨이퍼 스테이지

상단에 놓인다. 스테이지는 0~5,000 V의 전압을 인

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3 웨이퍼표면 스캐너

(Wafer surface scanner)

반도체 웨이퍼 표면으로의 입자침착속도를 구하는

정전효과가 있는 100 mm보다 큰 반도체 웨이퍼로의 입자침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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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esent experimental apparatus for particle generation an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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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연구를 위해서는 웨이퍼 표면상에 침착된 입

자들을 계측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Ye et

al. (1991)과 Bae et al. (1993)은 처음으로 웨이퍼표면

스캐너를 사용하여 이전 연구들 (Hayakawa et al.,

1986; Otani et al., 1989; Pui et al., 1990)의 단점인 과

다한 웨이퍼 노출시간을 1/10 수준 이하로 감소시켰

고 이를 통하여 이전 연구들의 일부 실험에서 관찰

되었던 아토마이저로부터 발생된 PSL입자의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감소 문제를 최소화하 다. 한편, 웨

이퍼표면 스캐너는 그동안 최소 측정 입자크기가 직

경 100 mm의 반도체 웨이퍼에 해 200 nm 정도

으나 광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직경 200

mm 웨이퍼에 해 65 nm까지 확장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웨이퍼표면 스캐너로 KLA-Tencor SP1을 사

용하여 직경 200 mm 웨이퍼에 해 PSL입자의 지름

83 nm까지 입자계측을 수행하 다.

2. 4 입자침착속도

(Particle deposition velocity)

입자침착속도는 입자의 침착특성을 표현하는 중요

물리량이다. 입자침착 실험결과로부터 입자침착속도

vd는 다음과 같이 구하 다.

Nw
vd==mmmmm (1)

c0Awt

여기서 c0는 웨이퍼 상부표면 근처의 입자농도[parti-

cles/m3], Nw는 웨이퍼 표면상의 침착입자수 [parti-

cles], Aw는 웨이퍼 면적[m2], t는 입자 침착시간[s]이

다. 웨이퍼 표면상의 침착입자수 Nw는 웨이퍼표면

스캐너를 이용하여 웨이퍼 입자침착 전과 후의 입자

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하 다. 또한, 웨이퍼의 가장

자리 효과 (edge effect)를 제거하기 위하여 직경 200

mm 웨이퍼에 해 7.5 mm의 가장자리 둘레를 제외

시켰다(Ye et al., 1991).

3. 수치해석 방법

3. 1 계산 역 및 지배방정식

그림 3은 본 수치해석적 연구에서 고려한 계산

역을 도시하고 있다. 웨이퍼의 상부표면으로부터 웨

이퍼 반경 R의 10배만큼 떨어진 상부 유입구에서 속

도 U0, 온도 T0를 가진 자유공기유동이 유입되고 있

다. 자유공기유동에는 -1가로 하전된 PSL입자들이

부유되어 있고 웨이퍼는 양의 전압 Vd로 인가되어

있다. 계산 역의 측면경계면은 그곳에서의 축방향

속도성분이 유입속도 U0와 같도록 웨이퍼 반경의 10

배만큼 충분히 멀리 위치되어 있고 하부경계면은 완

전확립 (fully developed) 조건이 달성되도록 웨이퍼

반경의 15배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웨이퍼의 최 직경 300 mm와 자유유동속도 0.3 m/s

2ρU0R
에 해 유동 레이놀즈수는 Re==mmmmmm==5967로 얻

μ
어진다. 여기서, ρ는 공기의 도(1.2 kg/m3), U0는 자

유유동속도, R은 웨이퍼 반경, μ는 공기의 분자점성
계수 (1.81×10-5 kg/m∙s)이다. 이는 웨이퍼 상부표

면상의 속도경계층을 평판을 지나는 수평 유동경계

층으로 략 간주한다면 난류로의 천이가 보통 발생

하는 임계 레이놀즈수 105~2×106보다는 매우 작은

것이다. 따라서 유체 유동장은 층류로 가정되었다. 이

러한 고찰로부터 본 계산 역에 해 정상상태 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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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he present calculation do-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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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축 칭 층류 유동장에 한 다음의 지배방정식

들을 고려하 다.

1  ∂ ∂uz
mm mm (rur)++mm==0 (2)
r ∂r ∂z

1  ∂ ∂
mm mm (rρurur)++mm (ρuzur)== (3)
r ∂r ∂z 

∂p    1   ∂ ∂ur ∂ ∂ur μur
-mm++mm mm·rμmm‚++mm ·μ mm ‚-mm

∂r     r  ∂r        ∂r ∂z ∂z        r2

1  ∂ ∂
mm mm (rρuruz)++mm (ρuzuz)== (4)
r ∂r ∂z 

∂p    1   ∂ ∂uz ∂ ∂uz
-mm++mm mm·rμmm‚++mm ·μ mm ‚

∂z     r  ∂r        ∂r ∂z ∂z

여기서, ur, uz는 각각 r, z 방향으로의 유체속도, p는

압력, T는 온도, ρ는 유체의 도, μ는 유체의 분자점
성계수이다.

한편, 본연구의 원판 유동에 한 Stokes 수 Stk==

τpU0
mmmm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10 μm PSL입자와
2R

자유유동속도 0.3 m/s의 경우 Stk==3.28×10-4 (�1)

가 얻어지므로 본 연구의 고려 상 입자크기 역

10~104 nm 전체에 걸쳐 유체 유동장에 한 입자의

관성력이 무시되었다. 따라서, 관성력을 무시한 희박

입자상 (dilute particle phase)에 한 오일러 관점에

서의 축 칭 입자농도장의 지배방정식을 다음과 같

이 유도하 다.

1  ∂ ∂
mm mm (rur

pc)++mm (uz
pc)== (5)

r ∂r ∂z 

1   ∂ ∂c ∂ ∂c
mm mm·rDBmm‚++mm ·DBmm ‚
r  ∂r         ∂r ∂z ∂z 

ur
p==ur++B(Fe)r ,    uz

p==uz-τpg++B(Fe)z (6)

여기서, ur, uz, ur
p, uz

p
는 각각 r, z방향으로의 유체속도

와 입자속도, c는 입자농도, DB는 입자의 브라운확산

계수, τp는 입자이완시간, g는 중력가속도, B는 입자

의 기계적 유동율, Fe는 입자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이

다.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이 쿨롱력(Coulomb force)을

고려하 다.

(Fe)r==qpEr ,   (Fe)z==qpEz ,   qp==-e (7)

여기서 qp는 입자전하, Er, Ez는 각각 r, z방향의 국소

전기장성분, e는 기본전하 (1.6×10-19 C)이다. 식 (7)

은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하는 -1가로 하전된 입자

의 경우를 나타내며 웨이퍼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입자와 웨이퍼 간에 정전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웨이

퍼 주위의 국소 전기장성분을 구하기 위하여 웨이퍼

는 인가전압 Vd로 균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되었고

계산 역에 걸쳐 다음의 라플라스 (Laplace) 방정식

이 고려되었다.

1  ∂ ∂Φ ∂2Φ
mm mm ·r mmm‚++mmm==0 (8)
r ∂r ∂r        ∂z2

∂Φ ∂Φ
Er==-mmm ,   Ez==-mmm (9)

∂r ∂z

여기서 Φ는 전위(electric potential)이다.

3. 2 계산조건 및 방법

해석에 고려된 유체 및 입자는 각각 공기와 PSL

입자이다. 반도체 웨이퍼의 반경 R과 두께 t는 직경

100 mm 웨이퍼의 경우 50 mm와 0.5 mm이고 직경

200 mm 웨이퍼의 경우 100 mm와 0.7 mm, 직경 300

mm 웨이퍼의 경우 150 mm와 0.8 mm이다. 자유유동

속도 U0는 0.3 m/s, 자유유동온도는 293 K, 웨이퍼의

인가전압 Vw는 0~5,000 V가 고려되었다. 웨이퍼 표

면에 도달한 입자들은 튕김 (bounce)없이 모두 침착

된다고 가정하면 차단 (interception) 효과를 고려하여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입자의 반경위치에서 입자농도

c==0을 지정하 다. 계산 역의 각 외부 경계면에서

의 입자농도와 전위는 자유유동의 입자농도 c==c0,

Φ==0 V를 지정하 다. 이외의 경계조건들은 그림 2에

도시하 다.

전술한 지배방정식 (2)�(9)에 해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에 의한 차분화를 실시하 다.

이때 유체의 압력구배항은 SIMPLE 알고리즘으로 해

결하고 유체와 입자의 류항은 상류차분도식 (up-

정전효과가 있는 100 mm보다 큰 반도체 웨이퍼로의 입자침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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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scheme)을 사용하여 처리하 으나, 입자농도장

을 계산하는 데 있어 입자의 속도장이 연속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Stratmann and Whitby (1989)가

지적한 로 Patankar의 알고리즘을 보정하 다. 계산

격자계는 그림 4와 같이 154 (axial)×136 (radial)으로

구성된 비엇물림격자계 (non-staggered grid system)를

사용하 다. 웨이퍼 표면과 바로 이웃격자와의 간격

은 유경훈 등 (1995)의 연구에 근거하여 5 μm으로

설정하 고 이로부터 약 1.2의 공비를 유지하면서

등비수열적으로 증가되도록 격자들을 배치하 다.

수렴조건은 유동장의 경우 정규화된 질량 및 운동

량의 잔류소스들의 총합이 1×10-4 이하일 때, 농도

장의 경우 각 격자점에서 기존값 및 신규값의 차이

를 기존값으로 나눈 값이 모두 1×10-4이하일 때로

하 다. 희박입자상에 기인한 일방향성 결합(one way

coupling)에 근거하여 유체 유동장 및 정전장의 수렴

된 결과를 입자 농도장에 입하여 수렴된 입자농도

계산결과로부터 주어진 입자크기에 한 웨이퍼 상

부표면상의 입자침착속도를 구하 다. 수치해석방법

에 한 추가적인 내용은 Yoo and Oh (2005)의 연구

에서 참고할 수 있다.

4. 결과 및 검토

4. 1 기초 실험

그림 5는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MA에서 분

급된 후 침착챔버로 공급되는 지름 150 nm PSL입자

의 수농도를 입자계수기(CNC)로 실시간으로 5초 간

격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수농도의 감소가 실제로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지름인 100, 200, 300 nm 입자들에

한 실험 결과에서도 각각의 기울기의 차이는 있었

지만 수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모두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는 PSL입자 수용액을 아토마이저를 통하여

PSL입자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침착챔버로 공급되는 PSL입자의

수농도를 5초 간격으로 침착실험동안 실시간으로 측

정하 다.

그림 6은 침착챔버 내부에서 직경 200 mm의 반도

체 웨이퍼로 공급되는 입자수농도를 측정하는 상황

을 보여주고 있다. 챔버 벽에 직경 0.635 cm의 작은

구멍을 내어 SUS 관을 챔버 내부에 삽입하고 또 다

른 CNC (TSI 3875)로 챔버 내 입자수농도를 측정하

다. SUS 관의 끝단은 웨이퍼 중심에서 반경방향으

로 3 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SUS 관 하부는 웨이

퍼가 있을 경우 웨이퍼 상부표면에서 0.165 cm 떨어

진 곳에 위치한다. 그림 7은 그림 6과 같이 웨이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해 샤워헤드를 통해 공

급된 입자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상의 x축 P_dma는 DMA를 통과한 입자농도,

즉 그림 1에 도시된 CNC에서 측정한 침착챔버로 공

급되는 PSL입자의 수농도이고 y축 P_chamber는 챔

버내 입자농도, 즉 그림 6에 도시된 침착챔버 내부에

서 측정한 PSL입자 수농도이다. 실험 결과로부터 샤

워헤드에서 토출된 챔버 내 입자농도는 DMA를 통

과한 입자농도와 정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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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id structure for the present numerical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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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ation of the particle concentration at the inlet of
deposition chamber for 150 nm PSL particle.



내 입자농도는 DMA를 통과한 입자농도에 비해

1/100 이하로 감소되며 이는 DMA를 통과한 입자가

챔버 전체로 골고루 확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웨이퍼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관

성을 보여준다. 이는 샤워헤드 출구면으로부터 웨이

퍼의 상부 0.165 cm 높이까지는 일정한 입자농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웨이퍼 표면상의 입자농도 경계층

은 웨이퍼 상부로부터 0.165 cm보다 더 얇게 형성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면상 표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입자크기의 경우에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웨이퍼 상부 표면상에서 반경방향으로 분포된 입

자농도를 관찰하기 위해 웨이퍼가 있는 경우에 해

SUS 관의 끝단을 웨이퍼 중심으로부터 반경 0 cm, 3

cm, 6 cm, 9 cm 떨어진 위치에서 각각 DMA 통과 입

자농도와 챔버 내 입자농도를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그림 8에 도시하 다. 그림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거

의 동일한 입자 분포가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입자농도 경계층 외부의 PSL 입자농도가 적어

도 웨이퍼 상부 역에서는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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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the particle concentration measurement inside the deposition chamber.

CenterChamber

3 cm 0.635 cm 0.635 cm

0.165 cm

Wafer surface

Wafer stage
SUS tube

3 cm

Chamber Center

(a) Without a wafer (b) With a wafer

0

0.5

1

1.5

2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y= 0.092957+ 0.0071477x   
R= 0.92134 

P_
ch

am
be

r (
#/

cc
)

P_dma (#/cc)

0

0.5

1

1.5

2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y= 0.16202+ 0.0064469x   
R= 0.91107 

P_
ch

am
be

r (
#/

cc
)

P_dma (#/cc)

(a) Without wafer (b) With wafer

Figure 7. Variation of the measured particle concentration inside the chamber with respect to that at the inlet for 150 nm PSL
particle.

0

0.1

0.2
0.3

0.4
0.5

0.6

0.7

0.8

44 46 48 50 52 54

P_dma (#/cc)

P_
ch

am
be

r (
#/

cc
) 3 cm 9 cm 0 cm 6 cm

Figure 8. Variation of the measured particle concentrations in
the radial direction of wafer for 150 nm PSL particle.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5권 제1호

4. 2 200mm 웨이퍼 입자침착 실험

그림 9는 웨이퍼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류, 확

산, 중력침강에 의한 입자전달만을 고려한 입자침착

맵 (map)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웨이퍼에

5,000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정전 효과까지 고려한

입자침착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입자침착 시간은 웨

이퍼 부착 입자수의 조절을 위해 DMA를 통과한 입

자농도에 따라 180~600초 범위에서 다르게 주었으

나, 각각의 동일한 입자크기에 있어서는 0 V, 5,000 V

의 전압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었다. 입자침착

을 끝낸 웨이퍼는 웨이퍼표면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

자가 침착된 형태를 확인하 다. 그림에서 입자크기

는 상단 3개의 결과에 해 좌측에서 차례로 83,

100, 150 nm, 하단은 200, 300, 495 nm이다. 그림의 입

자침착 실험 결과로부터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웨이

퍼는 침착된 입자수가 50개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반면에 5,000 V의 전압이 인가된 웨이퍼는 침착된

입자수가 2,500~12,000개로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 5,000 V의 전압이 인가된 웨이

퍼 입자침착의 경우 웨이퍼 전체면에 고루 입자가

침착되었지만 작은 입자의 경우에서 웨이퍼 중앙에

입자가 좀더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한 전기장 및 -1가의 동일한 입자전하 조건에서 기

계적 유동율이 상 적으로 큰 작은 입자들이 정전인

력에 의해 곧바로 샤워헤드의 직하방에 있는 웨이퍼

상부표면에 더 많이 침착되는 결과이다. 

4. 3 입자침착속도

그림 11은 여러 가지 직경의 반도체 웨이퍼에

해 입자크기에 따른 웨이퍼 상부표면상의 평균입자

침착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웨

이퍼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웨이퍼의 직경이

100 mm에서 200 mm, 300 mm로 증가되면 입자침착

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 직경의 증가로 인해 웨이퍼 상부

표면상의 유체의 속도경계층이 벽면에 더욱 착되

어서 입자의 농도경계층의 기울기를 더욱 급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도구배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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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asured particle deposition map on the uncharged wafer (from top left to bottom right 83, 100, 150, 200, 300, 495
nm).



는 브라운확산이 지배적인 1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에서 입자침착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2에

서 균일 경계층의 두께 (δ/R)stag은 Von Karman이 무

한원판상의 정체점 유동에 해 해석적으로 유도한

2.759      μ
(δ/R)stag== mmmmm mmmm이며 a는 유동강도로서 a==

R       2ρa

2U0
mmm이다(유경훈, 2002).
πR

웨이퍼에 5,000 V가 인가되면 1,000 nm 이하의 입

자크기 역에서는 입자침착속도가 최 로 약 3개 정

도(order)만큼 크게 증가하고 1,000 nm 이상의 큰 입

자크기 역에서는 0 V의 경우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000 nm 이상의 입자크기 역에서는

유체의 경계층의 향을 받지 않는 중력침강이 여전

히 입자침착을 지배하여 모든 침착속도곡선들이 한

곡선으로 합쳐지지만 1,0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

에서는 정전인력이 입자침착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웨이퍼의 직경이 100 mm에서 200 mm, 300

mm로 증가되면 1,0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에서

입자침착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웨이퍼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인가전압 5,000 V에

한 웨이퍼 상부 표면상의 평균 전기장강도가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1에서 입

자침착속도 곡선들이 모두 전형적인 ‘V’자형 특성곡

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소 침착속도의 입자크기가

0 V에서 5,000 V가 인가되면 300 mm 웨이퍼의 경우

약 250 nm에서 1,700 nm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에는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의 200 mm

웨이퍼에 한 실험결과와 본 연구와 동일한 조건하

에서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100 mm 웨이퍼에 한

Ye et al. (1991)의 실험결과, 본 연구와는 달리 직경

이 100 mm보다 큰 작업 (wafer stage)의 중앙에 수

평으로 놓인 100 mm 웨이퍼에 한 Opiolka et al.

(1994)의 실험결과가 함께 도시되어 있다. 먼저 전압

이 인가되지 않은 200 mm 웨이퍼의 경우 본 연구의

계산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200 mm 웨

이퍼에 한 실험결과는 100 mm 웨이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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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easured particle deposition map on the charged wafer with 5,000 V (from top left to bottom right 83, 100, 150, 200,
300, 49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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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olka et al. (1994)의 실험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가지 사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100 mm와 200 mm의 계

산결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계산결

과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Opiolka et al. (1994)의 입자침착 실험이 유경훈 등

(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경이 100 mm보다 큰

작업 의 중앙에 놓여져서 200 mm 웨이퍼와 비슷한

입자침착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5,000 V가 인가된 웨이퍼의 경우 본 연구의 200

mm 웨이퍼에 한 실험결과는 계산결과보다 다소

낮게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웨이퍼 인가전압이 웨이퍼 스테이지의

인가전압 5,000 V보다 실제적으로 조금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경 200 mm 웨이퍼

에 해 인가전압이 5,000 V로 증가하면 전압이 인

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입자침착이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른 입자침착

속도의 증가 경향은 그림에 함께 도시된 직경 100

mm 웨이퍼에 한 Opiolka et al. (1994)의 실험결과

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직경 100, 200, 300 mm

웨이퍼에 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동일한 인가전

압에서 웨이퍼 직경이 증가하면 입자침착이 증가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웨이퍼 상부표면상의 평균

전기장강도가 증가함에 따른 입자의 정전속도가 증

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클린룸 환경에서 최 5,000 V의 정전효과가 고려

된, 직경이 100 mm보다 큰 200 mm, 300 mm 반도체

웨이퍼 상부 표면으로의 입자침착에 한 실험적, 수

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실험결과 및

계산결과, 기존의 실험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직경 200 mm 반도체 웨이

퍼에 한 입자침착속도 실험방법은 본 연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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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ariation of the averaged deposition velocity with
respect to particle size for various wafer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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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meters of 100 and 300 mm (U0==0.3 m/s).



결과 및 기존의 실험결과에 해 타당한 실험결과를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2)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웨이퍼 직경이 증

가하면 1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에서 입자침착속

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웨이퍼 직경의

증가로 인한 웨이퍼 상부표면상의 입자의 농도경계

층의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져서 브라운확산을 증가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직경 200 m 웨이퍼의 경우 인가전압이 5,000 V

가 되면 인가전압이 없는 경우보다 1,0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에서 입자침착이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전인력이 입자침착을 지배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가전압이 5,000 V인 경우 웨이퍼 직경이 증

가되면 1,000 nm 이하의 입자크기 역에서 입자침착

속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웨이퍼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웨이퍼 상부표면상의 평균 전기장강

도가 증가하여 입자의 정전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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