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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fabrication technology used in FPDs(flat-panel displays) advances, the size of these panels is increasing and

the pattern size is decreasing to the um range. Accordingly, a cleaning process during the FPD fabrication proce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prevent yield redu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PD cleaning system and a cleaning

process using a two-phase flow. The FPD cleaning system consists of two parts, one being a cleaning part which includes a

two-phase flow nozzle, and the other being a drying part which includes an air-knife and a halogen lamp. To evaluate the

particle removal efficiency by means of two-phase flow cleaning, silica particles 1.5 µm in size were contaminated onto a six-

inch silicon wafer and a four-inch glass wafer. We conducted cleaning processes under various conditions, i.e., DI water and

nitrogen gas at different pressures, using a two-phase-flow nozzle with a gap distance between the nozzle and the substrate.

The drying efficiency was also tested using the air-knife with a change in the gap distance between the air-knife and the

substrate to remove the DI water which remained on the substrate after the two-phase-flow cleaning process. We obtained high

efficiency in terms of particle removal as well as good drying efficiency through the optimized conditions of the two-phase-

flow cleaning and air-knif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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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PD(Flat Panel Display) 제조 공정 중 TFT(Thin Film

Transistor)-array 공정에서 발생되는 무기, 유기 오염원들

은 생산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이다.

FPD 기판의 크기는 급격하게 대형화 되어 현재 8세대로

기판의 크기는 2200 mm × 2500 mm에 이르고 있으며, 11

세대 LCD 유리 기판의 크기는 3000 mm × 3320 mm로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기판의 대형화로 인해 제조 공

정의 청정도 요구 조건이 보다 세밀화 되고 있다. 현재

FPD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패턴 선폭은 수 µm 수준

까지 감소하였으며, µm 크기의 오염 입자들은 수율 감

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오염입자

를 제거하는 세정공정은 전체 FPD 제조 공정의 약 20~

30 %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FPD 세정공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1) 일반적

인 FPD 세정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정설비는 롤브

러쉬, 버블제트, 초음파 등의 여러 가지 세정공정이 미

세 입자 제거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세정

장비의 크기는 대형화 되어 지고 있다.2) 따라서 장비의

대형화로 인하여 청정도 유지를 위한 클린룸 설비 비용

이 증가하고 세정공정에 많은 양의 초순수가 사용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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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액 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폐수 처리 비용에 따

른 공정비용 증가로 인해 비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세정공정의 세

정단계를 단축시키고 높은 입자 제거효율과 함께 생산

성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이류체 노즐과 에어

나이프로 구성된 FPD 고속 세정기를 제작하였다. 이류

체 세정은 이류체 노즐 내부에서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

어 미세 액적이 형성된 후 빠른 속력으로 기판에 분사

된다. 미세 액적이 기판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방사류

에 의해 형성된 drag force에 의해 오염입자가 제거되는

세정 방법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입자 제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7) 또한 에

어나이프는 기판 표면에 잔류하는 액체를 고압의 가스

를 분사하여 표면에서 제거하는 건조 방법으로 FPD 세

정장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조 방법 중에 하나이

다.8) 이류체 노즐의 세정부와 에어나이프와 할로겐 램프

의 건조부로 구성된 FPD 고속 세정장비를 이용하여

FPD 고속 세정 시스템의 최적화 및 이류체 노즐에 의

한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FPD 고속 세정기의 이류체 노즐을 이

용하여 오염입자를 제거효율 평가 및 에어나이프의 건

조 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 1과 같이 FPD 고속

세정기는 이류체 노즐의 세정부와 에어나이프와 할로겐

램프의 건조부로 구성되어 있다. 세정공정 후 표면에 잔

류하는 초순수의 제거를 위해 에어나이프의 각도를 45~90

도로 변화하여 각도에 따른 건조 효율 평가를 진행하였

으며, 에어나이프와 기판사이의 간격을 20~30 mm로 변

화하여 각도에 따른 건조 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류체 세정력에 의한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를 위해 실

리카(SiO2, Corpuscular, USA) 1.5 µm 입자를 사용하였

다. 초순수와 실리카 입자를 혼합한 오염용액을 제작하여

6 인치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뿌려 회전 방식으로 용액

을 건조시킨 후 표면에 증착된 오염입자를 1일 동안 클

린룸 내에서 방치하여 고착화 시킨 후 오염입자 제거효

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류체 노즐 각도는 90도로 고정

하였으며 이류체 노즐에 공급되는 초순수와 질소 가스

의 공급 압력은 각각 0.01~0.1 MPa, 0.05~0.2 MPa로 변

화하여 압력에 따른 이류체의 세정력 변화를 평가하였

고, 이류체 노즐과 기판사이의 견격을 20~30 mm로 변

화하여 기판 간격에 따른 오염입자 제거효율을 평가하였

다. 세정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정 전 후의

오염입자 개수를 surface scanner(Tencor, Surfscan 6200,

USA)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제 유

리 기판에서의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를 위해 4인치 유

리 웨이퍼를 사용하여 세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오염입자

제거효율은 광학현미경(LV-100, Nikon, Japan)의 darkfield

모드를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오염입자 제거 효율을 계

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PD 고속 세정기의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에 앞서,

기판표면의 액체를 건조시키는 에어나이프의 건조 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에어나이프의 분사 각도 및 기판 사

이의 간격에 따른 건조 효율 평가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에어나이프의 분사 각도를 45도에서 90도까지

변화하여 평가한 결과 45도, 60도의 각도에서는 에어나

이프의 분사력이 약해 액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

아있어 기판 표면에 워터마크(watermark)를 형성한다. 에

어나이프의 각도가 높을수록 에어나이프의 분사력이 강

해지므로 각도가 높을수록 건조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90도의 각도로 수직 분사하게 될 경우, 에어

나이프의 분사력이 너무 강해 기판에서 제거된 액적이

다시 기판 위로 재흡착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에어나이프의 각도를 85도로 조절하였을 때 액적

의 재흡착 없이 기판의 액체가 모두 제거된 것을 볼 수

Fig. 1. Images of FPD cleaning system.

Table 1. Results of drying efficiency with various air-knife angle

conditions.

Air-knife angle Drying

45
o

X Watermark

60o X Watermark

85
o

O Removed

90
o

△ Droplet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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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에어나이프의 각도를 85도로 고정한 후 에어나이

프와 기판 사이의 간격을 변화하여 평가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기판과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에어나이프의 분사력이 감

소하여 기판표면에 워터마크가 잔류하는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기판과의 간격이 5 mm 이하에서 건조가 완벽하

게 이루어졌다. Fig. 2에 각 조건에서의 건조 효율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어나이프의 각도를 낮을 때와 기

판과의 간격이 큰 경우 기판표면에 워터마크가 잔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85도 각도와 2 mm의 간

격에서 기판의 액체가 모두 제거되어 워터마크가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나이프의 건조 효율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에어나이프의 건조 조건을 85도 각도와

2 mm 간격으로 고정 시킨 후 이류체 노즐을 이용한 오

염입자 제거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류체 노즐에 공급 되는 초순수와 질소 가스의 압력

이 이류체 세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

였다. Fig. 3 은 질소 가스의 압력을 0.2 MPa로 고정한

후 초순수의 공급 압력을 0.01 MPa에서 0.1 MPa까지 달

리 하였을 때, 세정 효율은 약 95 %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이류체 노즐에서 초순수의 분사 압

력이 이류체 세정력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Fig. 4는 질소가스의 공급 압력 변화에 따른

입자 제거효율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순수의 사용

량을 줄이기 위해 초순수의 압력을 0.01 MPa로 고정한 후

질소 가스의 공급 압력을 0.05 MPa에서 0.2 MPa까지 변

화 하였을 때 질소 가스의 공급 압력이 증가 할수록 오

염 입자 제거 효율은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류체 노즐에 공급되는 초

순수의 압력보다 질소가스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류

체 노즐에서 발생되는 액적의 속력이 증가하여 세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액적의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세

정력 drag force에 대한 식을 아래에 나타내었다.3)

(1)

여기에서, FD; drag force, CD; drag coefficient, ρ; fluid

density, Vf ; fluid velocity, d; particle characteristics diam-

eter를 의미 한다. 이류체 노즐에서 분사된 액적이 기판

표면에 충돌하여 발생되는 fluid velocity가 증가하게 되

면, 기판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입자가 받는 drag force

는 fluid velocity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

FD CD

ρVf
2 

2
-----------⎝ ⎠
⎛ ⎞ πd

2 

4
----------⎝ ⎠
⎛ ⎞× θsin×=

Fig. 2. Images of results of drying efficiency with various contact angle and gap distance (a) 45
o
/ 5 mm, (b) 85

o
/ 15 mm, (c) 85

o
/ 2 mm.

Fig. 3. Result of PRE test with various DI water pressure.

Fig. 4. Result of PRE test with various N2 pressure.

Table 2. Result of drying efficiency at 85
o
 air-knife angle with

various gap distance.

Gap distance Drying

15 mm X

5 mm O

2 m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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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질소 가스(캐리어 가스)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이류

체 노즐에서 분사된 액적의 fluid velocity가 증가하게 되

어 이류체 세정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 가스의 압력을 0.2 MPa

로 최대 압력으로 설정하고, 소모되는 초순수의 양을 최

소로 하기 위해 초순수의 공급 압력은 0.01 MPa로 이

류체 세정 조건을 최적화 시킨 후 이류체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를 진행하

였다. Fig. 5에 이류체 노즐과 기판사이의 간격을 20 mm

에서 30 mm로 변화하였을 때 오염 입자 제거 효율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류체 노즐과 기판사이의 간격이 20 mm

일 때, 약 95 %의 입자 제거효율을 나타냈으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입자 제거효율이 점차 감소하여 30

mm의 간격에서 오염입자 제거효율이 약 90 %로 나타났

다. 이류체 노즐과 기판 사이의 간격이 증가할 수록 이

류체 노즐에서 분사된 액적의 속력이 감소하여 이류체

세정력의 감소로 이어져 입자 제거효율이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최적화 된 이류체 세정 조건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에

서의 입자 제거 효율 평가를 진행 하였다. Table 3에 4

인치 유리 웨이퍼 기판에서 각 위치에 따른 세정 전 후

의 오염 입자 개수 및 오염 입자 제거 효율 결과를 나

타내었다. 유리 기판에서의 오염입자 제거효율은 실리콘

기판에서의 오염입자 제거효율 결과와 비슷한 약 94 %

로 나타났으며, Fig. 6 에서 오염 입자가 제거된 것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리 웨이퍼

기판 표면에 오염된 실리카 입자는 이류체 세정을 통해

세정 전(a) 약 2000개에서 이류체 세정공정 후(b) 80여

개의 오염 입자만 유리 웨이퍼 기판 표면에 잔류하는 것

을 확인 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기판과 마찬가지로 유리 웨이퍼 기판에

서도 90 %가 넘는 오염입자 제거효율 결과를 확인 하

였으며,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제 FPD 기판에서의 이류

체 세정공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PD 고속 세정 시스템의 이류체 노즐

을 이용한 오염입자 제거효율 평가 및 에어나이프의 건

조 효율 평가를 진행하였다. 에어나이프의 분사 각도가

높을수록 건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어나이

프와 기판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에어나이프의 분사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5도의 에어나이프의 각도와

2 mm의 간격에서 에어나이프 건조 조건을 최적화 하였

다. 이류체 노즐에 공급되는 초순수 및 질소 가스의 공

급 압력 변화에 따른 오염입자 제거 효율 평가 결과

0.01 MPa의 초순수 공급 압력과 0.2 MPa의 질소 가스

Fig. 5. Result of PRE test with various gap distance.

Fig. 6.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particles (a) before and (b) after cleaning process on glass wafer.

Table 3. The number of particles before and after cleaning and

result of calculated PRE on galss wafer.

Position Contamination Cleaning PRE(%) Avg.

Top 2044 95 95.35

93.52%Center 2061 87 95.77

Bottom 2139 226 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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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압력에서 가장 높은 오염입자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초순수의 공급 압력 보다는 질소 가스의 공급

압력이 증가할수록 액적의 세정력이 증가하여 오염 입

자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순수의 공급

압력을 낮춤으로써 소모되는 초순수의 양을 줄일 수 있

었다. 이류체 노즐과 기판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세

정력이 증가하였으며 기판사이의 간격은 2 mm로 최적화

하였다. 이류체 세정을 통해 1.5 µm 실리카 오염입자에

대해 약 95 %의 높은 세정효율을 나타냈으며, 유리 웨

이퍼 기판을 이용하여 이류체 세정공정을 진행한 결과

오염입자 제거효율은 약 94 %로 높은 세정효율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류체 세정공정을 통해

초순수의 소모량을 줄이고 화학액의 사용이 없는 친환

경적인 세정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FPD

세정공정에 적용을 위해 향후 실제 FPD 공정에 사용되

는 유리 기판 및 패턴상에서의 오염입자 제거 평가를 진

행하여 이류체 세정공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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