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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에 따른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의 특성

The Characterization of Electrolytic Ion Water Generator by Electrode

한 병 조* · 이 연** · 류 봉 조*** · 구 경 완

(Byung-Jo Han · Yeon Lee · Bong-Jo Ryu · Kyung-Wan Koo)

Abstract - The damage has occurred inside the semiconductor pattern When using conventional wet station for semiconductor. 

It was used for electrolytic ion water generator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semiconductor pattern. It was designed and 

developed a flow path electrode and the mesh electrode to check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de. And It confirmed the 

expected results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flow path. and ORP were measur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and voltage 

of mesh electrode and flow paht electrodes. Flow path electrode 22A is 3V, up to pH 9.8, the value of ORP-558mV was 

measured and the mesh electrode was measured up to pH 9.8, ORP -35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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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DIC사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및 국산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Japan and Domestic Electrolytic water

generator

1. 서  론

반도체 세정분야에서 실리콘을 세정하는 기술은 진보를 거듭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리콘상의 파티클 제거 시 암모니아

(NH4OH)를 이용한 APM(SC-1 Cleaning)공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암모니아가 실리콘에 손상을 주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1]. 최근 20나노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 제조

공정 및 ALD(Atomic Layer Deposition)공정이 적용되어 두께마

저 극도로 얇아지며(약 1.5나노) 반도체 세정 시 심각한 패턴손상 

문제를[2-4]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업체에서는 물

리적인 방법과 케미컬사용에 대해 개선점을 검토해왔으며, 물리

적인 개선은 케미컬과 고압질소를 사용하는 이류체 노즐 대신 잉

크젯 원리를 이용하여, 크기와 속도가 일정한 물방울 형태로 분

사하는 피에조 노즐을 적용하였으며[5-7], 케미컬 부분에서는 암

모니아를 14% 포함한 세정액 대신 암모니아 이온만을 포함하여 

세정력은 유지하면서도 암모니아 대미지가 없는 전해 이온수를 

제조하여 공정에 평가 및 적용하였다. 현재 노즐은 국내에서 제

작하여 적용 중에 있으나,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는 전량 독일(콘

디어스) 및 일본(DIC)에서 수입하여 적용되고 있다.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는 세정기당 2개씩 들어가며, 수명은 약 1년으로 고단가, 

단수명의 소모성 부품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량 수입품인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를 국산화

하여, 국내기술로 제품을 제작하고 평가하여 수입품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1은 일본 DIC사의 전해 이

온수 발생장치 및 국산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일본 DIC 

제품은 3실로 구성되어[8] 있으나 국산은 2실로 구성되어 동일

성능에서 크기, 효율, 저비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제품 모

두 Anode 측엔 DIW 및 NH4OH 용액(240ppm)을 1.5L/min 투

입하며, Cathode 측엔 DIW 만 5L/min의 용량을 투입한다. 두 

제품 모두 양극 중간에 SPE(이온격막)가 설치되어 물과 암모니아

는 통과하지 못하고 전기 분해된 이온만 통과할 수 있다. 

전극은 Ti(티타늄) 재질로 가공하여 Pt(백금)을 2∼3㎛ 두께로 

도금되어 있고 중간에 설치된 SPE는 듀폰사의 Nafion N117을 적

용하였다[9]. 표 1은 개발된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의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제품의 성능 비교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는 유로 설계와 수치를 계산하고 전극을 설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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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성능 비교 항목

Table 1 Comparison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performance

항목 단위
독일 

콘디어스
일본 DIC 개발제품

전해수 생산 L/min 5 5 5

전해액 농도 ppm 240 이하 240 이하 240 이하

전류 V/A 10V 20A 10V 20A 5V 20A 이하

pH - 9.5 이상 9.5 이상 10 이상

ORP mV -550 이하 -550 이하 -650 이하

[10,11] 개발된 발생장치는 전극 및 전류와 전압을 각각 설정하여 

시험조건을 분리하고, 표 1의 조건으로 pH(Hydrogen Exponent, 

수소이온농도지수)와 ORP(Oxidation-Reduction Potential, 산화

환원전위) 등 세정에 필요한 항목들을[12] 측정하였다.

2. 본  론

2.1 유로 수치 해석

전해 이온수의 발생장치의 유로 설계를 위해서는 유로 내부의 

압력장과 속도 장에 대한 해석, 입구 공급압력의 유로 내 균일 

분포, 속도 벡터의 관찰을 통한 유체 저항의 고려가 필요하다. 수

치해석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상용 프로그램인 

STAR CCM+과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유로 내에서 발생 가능

성이 존재하는 난류 유동장의 해석을 위하여 표준 κ-ε 모델을 

사용하였다. 압력을 계산하기 위한 압력 수정식은 SIMPLE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유로 유

동장의 특성해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연속방정식, 식 

2와 같이 운동량방정식, 식 3과 같이 난류 수송방정식을 적용하

였으며 온도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방정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                                  (1)

여기서, 는 평균 속도를, 는 밀도를 나타내며, 비정상 성분

인 


는 해가 수렴하면 0이 된다. 모든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각 방향별 운동량 방정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질량력, 은 스트레스 텐서를 나타낸다.

  ∇ ∇

  


∇∙                  (3)

여기서, 는 분자의 점도, I는 유니트 텐서를 나타낸다.

난류 수송방정식(표준-모델)에서 난류운동 에너지와 그것의 소

산율은 다음과 같은 수송 방정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4)

이들 방정식에서 는 평균속도 구배에 기인한 난류 운동에너

지의 생성을 나타내며 는 부력에 의한 난류 에너지의 생성을 

나타내고, 과  , 은 상수 와 은 와 에 대한 난류 

Prandtl수이다. 난류점성계수는 와 의 조합에 의해 계산되며 

식 5와 같다.

  


                                      (5)

 

수치 계산을 위하여 유로를 격자(mesh)화 하여 수치계산을 수

행하였다. 계산 격자는 유동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

을 조밀하게 한다.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직선 유로 부분

은 상대적으로 덜 조밀하게 하였다.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의 유

로 형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유로 구조

Fig. 2 Flow path structure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2.2 유로 설계

전해 셀 내부 유동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로 구조를 최적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조 최적화를 위하여 내부 유로 구조 및 규

격에 의한 유체저항을 확인하였다. 전해 이온수로 쓰이는 음극 

량은 5L/min, 전해액을 공급하는 양극 유량은 1.5L/min이며, 

Fitting 규격은 PT 3/8“이다. 극성별로 유량이 다르더라도 이온

격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극과 음극 양측의 압력차를 

0.5kg/㎠ 이내로 하여야한다. 그림 3은 셀 내부 양극과 음극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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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극 및 음극 전극 유로 Size

Fig. 3 Flow path size of anode and cathode electrodes 

그림 4 시제품 제작도면

Fig. 4 prototype design drawings

표   2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시험조건

Table 2 Test conditions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NO 항목 수치 비고

1 양극 유량 1.5L/min 유량계 Setting

2 음극 유량 5L/min 유량계 Setting

3 암모니아 농도 200ppm
농도계에 의한 정량 

Pump setting

4 전류 3V Power supply setting

수치 계산 통하여 얻은 결론은, Fitting 규격을 PT 3/8”, 유량

을 양극은 1.5L/min, 음극은 5.0L/min으로 하였을 때, 양극 유로

는 폭 3mm X 깊이 0.8mm로, 음극 유로는 폭 3mm X 깊이 1.6 

mm로 하고, 유로 개수는 양극, 음극 모두 20열로 하면, 유동장 

에 와류, 급격한 압력 구배의 변화 등이 존재하지 않고 안정된 

유동장을 얻을 수 있었다. 

2.3 시제품 제작 및 시험조건

그림 4는 유로 수치 해석을 통해 설계된 전극으로 제작된 전

해 이온수 발생장치이다. 티타늄 재질에 백금 도금한 전극을 사

용하였으며, Body는 테프론(PTFE)으로 제작되었다. 표 2는 시제

품 평가를 위한 시험장치의 Setting 내용이며, 전류를 제외한 부

분을 사전에 작동시켜야 한다. 

  

NO Component  &  Spec

1  Main Body : PTFE 210X60X435H

2  Anode 전극 : Ti + Pt Coating

3  Cathode 전극 : Ti + Pt Coating

4  Anode inlet : 3/8’ Super 300 

5  Anode outlet : 3/8’ Super 300 

6  Cathode inlet : 3/8’ Super 300 

7  Cathode outlet : 3/8’ Super 300 

8  Bracket : M5 80X195 (고정위치)

 

그림 5 설계된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및 명칭

Fig. 5 Prototype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and 

component

1

3
5

6

7

2

4 8

그림 6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시험설비

Fig. 6 Test Facilities of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표    3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시험장치

Table 3 Test equipment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시험장치 규 격 용  도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YT-01  (5L/min)

전해 이온수 

발생량 확인

POWER 

SUPPLY
40V 38A

전해 이온수장치 

전원공급

IN-LINE MIXER DATDM-09007-E 암모니아 혼합

DI GENERATOR Waterex (400L/hr) 초순수 생성

DI TANK 1Ton 초순수 보관

DI PUMP MD-70RZM 초순수 공급

pH, ORP 농도계 EHPCC_SET76D 세정력 측정

암모니아 농도계 Lipuisys  MCLM223 암모니아 농도 확인

 

2.4 시험 장치 및 평가조건

제작된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를 표 1의 성능목표치로 평가하

기 위하여 표 3과 그림 6과 같은 설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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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완성된 시제품의 pH, ORP 측정값

Fig. 7 Measured value of pH and ORP

전극 내

유로개선

그림 8 유로전극 개선 및 Mesh 전극

Fig. 8 Improved flow path electrode and mesh electrode

3V 22A 시험조건

시간(sec) pH ORP(mV)

0 6.98 326.00 
10 7.23 240.00 
20 7.98 164.00 
30 8.50 45.00 
40 8.97 -24.00 
50 9.40 -269.00 
60 9.56 -450.00 
70 9.80 -568.00 
80 10.02 -629.00 
90 10.07 -763.00 
100 10.07 -799.50 
110 10.07 -836.00 
120 10.07 -836.00 
130 10.07 -836.00 
140 10.07 -836.00 
150 10.07 -836.00 
160 10.07 -836.00 
170 10.07 -836.00 
180 10.07 -836.00 

그림 9 Mesh 전극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의 pH, ORP Data

Fig. 9 pH and ORP data of electrolytic water generating 

device with mesh electrode 

표   4 유로전극과 Mesh 전극의 pH 및 ORP 실험 값

Table 4 Experimental result for pH and ORP of flow path 

electrode and mesh electrode

평가항목 단위 초기 목표치
유로

전극

Mesh 

전극

최종

결과

전해수 생산 L/min 5 5 5 동등

전해액 농도 ppm 240 이하 200 200 우수

전류 V/A 5V 20A 이하 3V 18A 3V 22A 우수

pH - 10 이상 9.6 10.07 우수

ORP mV -650 이하 -108 -836 우수

표 3의 시험장치중 DI Generator는 초순수를 시간당 400L씩 

생산하는 장치이며, 이를 DI Tank에 보관하였다가 Pump를 통해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에 공급한다. 양극에 공급되는 암모니아는 

정량 Pump를 통해 In-line mixer에서 초순수와 혼합되어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로 공급되며, 이중 일부를 분기하여 농도를 측정 

후 정량 Pump를 세팅 후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2.5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7은 개발된 시제품으로 3V 18A 조건으로 측정된 pH와 

ORP의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pH는 안정화시간 20분 이내에 최

대 9.6 값이 측정되고, ORP는 최대 -108mV 값이 측정되었다. 

pH는 목표치에 근접하였으나 ORP는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pH 및 ORP의 성능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소발생량의 증가

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림 8처럼 초순수가 전해 

이온수 장치를 통과할 때 마찰을 발생시켜 전기분해 효율을 높이

는 Mesh전극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이때 유체 시뮬레이션 때의 

결과치가 변경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 장착되는 Mesh 

전극의 두께 (1t)만큼 전극의 유로를 깊게 가공하였다. 또한 

Power supply의 용량을 20V 20A에서 고객사와 같은 사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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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V 38A의 고출력 Power supply로 교체하여 충분한 전류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는 Mesh 전극을 추가로 장착한 전극으로 실험된 데이

터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전압을 3V로 Setting시  전류는 

22A를 나타내었고, 안정화시간 70초 이후 pH는 최대 10.07, 

ORP는 -836mV의 값을 기록하여 목표치에 달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는 유로전극과 Mesh 전극에서의 측정된 pH와 ORP

를 초기 목표치와 대비하여 나타내었으며, 목표 달성과 함께 외

국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나노 이하의 차세대 반도체 세정에 적용되는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를 국산화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장치의 구

성은 반도체 실리콘 세정에 적합한 pH 및 ORP 성능을 만족시키

는 결과를 얻기 위해 Mesh를 포함하는 유로전극과 테프론 Body

를 결합시킨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경쟁사 제품의 분석, 고객의 

요구사양 검토, 그리고 시험장치의 준비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나노 이하의 패턴을 갖는 반도체 세정특성에 맞는 pH 

10 이상, ORP –800mV 이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초기 개발목

표를 초과 달성한 반도체 세정용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개발하

였다.

둘째, 초기 개발품의 실험결과 pH 9.6 ORP –108mV 의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으나, 수소 발생량의 부족문제를 검토 

후 Mesh를 추가 장착한 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

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극의 저항이 증

가하여 전류치가 증가(18A에서 22A로 증가)하였다.

셋째, 제품의 수명부분에서 1년 이상의 평가는 하지 못하였으

나, 제품의 수명을 결정짓는 전극에 공급되는 전류치가 기존 10V 

20A (200W)에서 3V 22A (66W)로 1/3 이하로 현저히 감소되어 

기존제품대비 1.5배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전해 이온수 발생장치 개발 성공으로 향후 오존수 장치 

및 수소수 장치 등 반도체, OLED, 태양전지 세정용 세정수 개발 

자료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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