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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emiconductor process was highly integrated, particle contamination became a major issue. Because particle 
contamination is related with process yields directly, particles with a diameter larger than half pitch of gate should be 
controlled. PBMS (Particle beam mass spectrometry) is one of powerful nano particle measurement device. It can measure 
5~500 nm particles at ~ 100 mtorr condition in real time by in-situ method. However its usage is restricted to research filed 
only, due to its big device volume and high price. Therefore aperture changeable aerodynamic lenses (ACALs) which can 
control particle focusing characteristics by changing its aperture diameter was proposed in this study. Unlike conventional 
aerodynamic lenses which changes particle focusing efficiency when operating condition is changed, ACALs can maintain 
particle focusing efficiency. Therefore, it can be used for a multi-monitoring system that connects one PBMS and several 
process chambers, which greatly improves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of the PBMS. ACALs was designed based on 
Stokes number and evaluated by numerical method. Numerical analysis results showed aperture diameter changeable 
aerodynamic lenses can focus 5 to 100 nm standard particles at 0.1 to 10 torr upstrea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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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입자는 공정 수율을 감

소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O’Hanlon, 
1992). 예를 들어, 전도성 입자가 양 게이트 사이에 

증착되면 의도하지 않은 전기 간섭이 발생하며, 비

전도성 입자는 전자의 흐름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회로를 망가뜨리기도 한

다. 반도체 선폭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수율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의 크기도 함께 감소하였

다 (Selwyn and Patterson, 1992). 표 1은 ITRS 2015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2015)에서 발표한 반도체 1/2 선폭 로드맵이다. 지금

도 20 nm 입자까지 제어되어야 하며, 2020년대에는 

10 nm 급 입자까지 제어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클린룸 기술의 발달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입자에 

대한 제어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정 중 

공정 챔버 내부에서 생성되는 입자에 대한 제어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내부 발생 입자들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챔버 내부의 입자 수농도를 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 된다. 
공정 중 발생하는 입자 수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PWP (particles 
per wafer pass) 방식으로, 베어 웨이퍼를 이용하여 

공정을 진행한 뒤 증착된 입자의 양을 웨이퍼 표면 

분석기 (wafer surface scann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실시간, ex-situ 방식으로 모

니터링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 (Takahashi and 
Daugherty, 1996). 이후 실시간, in-situ 방식으로 입자 

수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ISPM (In-situ 
particle monitoring sensor)은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하

는 원리의 한계로 인해 100 nm 이하의 입자에 대한 

측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닌다 (Miyashita 
et al., 1999). 한편 Ziemann et al. (1995)에 의해 개발

된 PBMS (Particle beam mass spectrometer)는 5~500 
nm 입자의 수농도를 ~ 100 mtorr의 저압조건에서 실

시간, in-situ로 측정할 수 있어, 반도체 공정 모니터

링에 적합한 장비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다

양한 공정의 입자 수농도 모니터링 연구에 사용되

었으나(Kim et al., 2002; Na et al., 2010; Choi et al., 
2013), 장비가 너무 크고 비싸다는 단점으로 인해 실

제 공정에서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

정이다. 이에 장비의 부피를 줄이고, 다른 장비와 결

합을 시키는 (Kim et al., 2016) 등, 다양한 방법으로 

PBMS의 범용성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

다.

Fig. 1. Schematic of multi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monitoring system consist of single PBMS and multiple 
process chambers.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PBMS를 이

용해 여러 개의 공정 챔버를 번갈아 모니터링 하는 

형태의 멀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챔버 마다 다른 공정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PBMS와 비교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PBMS 전

단에서 입자를 입자빔 형태로 집속시키는 장치인 

공기 역학 렌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공기 역학 렌

즈는 오리피스와 여러 개의 렌즈, 노즐로 구성된 장

치로 그 형상에 의해 내부에 수축-발산 유동이 형성

2015 2017 2019 2021 2024 2027 2030

Dram 24 20 17 14 11 8.4 7.7

NAND Flash 15 14 12 12 12 12 12

MPU/SoC Metalx 28 18 12 10 6 6 6

Table 1. Half pitch size of Dram, NAND Flash and MPU/SoC Metalx projected by ITRS 201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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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입자는 그 유동을 따라가지 못해 점점 중앙으

로 집속되는 원리를 이용한 장치이다. Liu et al., 
(199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입자 관련 측

정 장치 전단이나 (Lee et al., 2009), 입자 관련 공정 

(Qi et al., 2010)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공정 조건

이 바뀌면 입자 집속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공

기 역학 렌즈는 멀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입자 집

속 효율을 확보할 수가 없다. 더 넓은 범위의 압력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거나 (Scheiner et al., 1999), 다
양한 입자 직경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공기 역학 

렌즈 (Lee et al., 2013)가 연구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공기 역학 렌즈는 사용된 렌즈의 숫자가 증가하여 

장치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중공 직경을 변경하여 

집속 특성을 바꿀 수 있는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를 개발하고 이를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Fig. 2. Schematic of aperture diameter changeable 
lenses; (a) iris lens, (b) reducing aperture diameter 
by controlling iris.

2. 이론 및 방법
2.1 설계 이론
공기 역학 렌즈의 성능을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자 집속 효율과 입자 투과 효율이다. 
전자는 입자가 얼마나 잘 집속 되었는지 판단하는 

요소이며, 후자는 입자 손실량을 판단하는 척도이

다. 공기 역학 렌즈 설계는 보통 주어진 공정 조건 

(유량, 작동 압력, 가스종, 입자 특성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렌즈 관련 변수 (각 렌즈 중공 직

경, 렌즈간 간격, 관 내경 등)를 결정하는 순으로 이

루어진다. 입자 집속 효율은 입자가 이송 유체를 얼

마나 잘 따라가느냐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인 스토

크 수 (Stokes number)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토크 

수는 식 (1)과 같이 정의 되며 스토크 수가 작으면 

입자가 유선을 그대로 따라가 집속이 되지 않게 되

고, 스토크 수가 너무 크면 입자가 유선을 과도하게 

벗어나 렌즈 벽이나, 관 벽에 집진되는 문제가 생긴

다. 따라서 적절한 스토크 수를 만족하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여기서 τ는 입자 완화 시간 (particle relaxation 
time), uf는 이송 유체의 유속, df는 렌즈의 중공 직

경, ρp, dp는 각기 입자의 밀도와 직경을 의미하며, 
Cc는 미끄럼 계수, μ는 동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한편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마크 수 

(Mach number), 누센 수 (Knudsen number)는 공기 역

학 렌즈 내의 안정적인 유동장 형성을 위해 고려되

어야 되는 무차원 수이다. 난류에서는 안정된 유동

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레이놀즈 수는 층류가 되

도록 설계하여야 되며, 마크 수의 경우는 마찬가지 

이유로 아음속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누센 수

의 경우 연속 영역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크 수는 렌즈 중공 

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렌즈 중공 직경을 변

경하게 되면 스토크 수가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입자 집속 효율을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공기 역학 

렌즈의 경우 입자의 집속 효율이 최대가 되는 스토

크 수는 1 전후로 알려져 있다 (Wang et al., 2005a).

2.2 수치해석 이론
공기 역학 렌즈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중공 가

변형 공기 역학 렌즈의 검증은 수치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사의 FLUENT 16.1 버전이 사용되었다. 설계 

단계에서 장치 내부의 유동이 층류가 되도록 설정

하였기 때문에 수치해석에서도 층류 조건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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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정상 상태로 가정하였다. 식 (2)와 식 (3)은 

각기 수치해석에서 사용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이다.

(2)

(3)

저압 조건이고 압력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압

축성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에너

지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4)

여기서 keff는 유효 전도율을 의미하며, (τij)eff는 

편향 응력 텐서이다. 
입자 해석의 경우, 입자 수농도가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에 유동장을 먼저 계산한 뒤 입자를 추적하는 

DPM (Discrete phase model)이 사용되었다. 입자는 

표준 밀도 (1g/cc)를 가지는 구형 입자로 가정되었으

며, 이때 유동장 내에서 입자의 거동은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5)

여기서 Fdrag는 항력에 의해 입자가 받는 힘이며, 
Fdiffusion은 확산에 의해 입자가 받는 힘을 나타내는 

항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좁은 직경을 통과한 유

동의 유속이 충분히 빨라 디퓨전에 의한 효과보다 

항력에 의한 효과가 지배적이라고 판단하였고, 
Brownian motion에 의한 디퓨전 항은 생략하였다. 

항력에 의해 입자가 받는 힘은 식 (6)과 같이 정

의 된다.

(6)

여기서 up는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며, mp는 입자

의 질량을 의미한다. 미끄럼 계수의 경우 입자의 크

기가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와 비슷하거나 더 작아

질 경우 기체 분자가 입자에 완전히 충돌하지 못하

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식 (7)과 같이 정의

된다. 

(7)

FLUENT는 고정된 미끄럼 계수 값만 제공하지만, 
공기 역학 렌즈는 여러 개의 렌즈를 거치는 동안 압

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므로 미끄럼 계수의 변동도 

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DF (User-defined 
function)기능을 이용하여 압력에 따른 미끄럼 계수 

변화가 적용되도록 하였고, 모델링한 UDF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Wang et al., 2005b).

2.3 해석 모델
표 2는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 설계에 있어

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출구 

압력과 유량은 후단에 연결되는 PBMS에 의해서 결

정되며, 나머지 유동 및 입자 조건은 전단 공정 조

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넓은 

범위의 공정 조건에서 입자를 집속하는 장치를 개

Parameter Status Value Parameter Status Value

Lens diameter St control Changeable Gas species Process condition Given

Re Requirement Laminar Inlet pressure Process condition Given

Kn Requirement Continuum Outlet pressure PBMS condition 1 mTorr

Ma Requirement Subsonic Flow rate PBMS condition 100 sccm

Spacer length Fixed geometry 10~50 x df Particle density Process condition Given

Tubing diameter Fixed geometry > 5 x df Particle diameter Process condition Given

Table 2. Design parameters and requirements for aperture diameter changeable aerodynamic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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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렌즈 중공 직경 

범위를 설정한 다음 집속할 수 있는 조건 범위를 설

정하는 순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Fig. 3. Schematic of aperture diameter changeable 
aerodynamic lenses. 

그림 3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한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의 모식도이다. 0~20 mm 범위의 중

공 직경을 가지는 직경 가변형 렌즈 5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오리피스와 첫 번째 렌즈의 간격은 

100 mm이고, 각 렌즈간의 간격은 70 mm로 설계되

었다. 각 렌즈를 연결하는 관의 내경은 40 mm이다. 
수치해석 모델은 본 모식도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 장치가 축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2D 축대칭 

(2D axisymmetric)형태로 모델링 되었으며, 격자는 

사각 격자 10만개 가량이 사용되었다. 경계조건 및 

각 렌즈의 직경 조건은 표 3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4는 case 1a의 압력 및 유속 결과이다. 그래

프의 경우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 중심축에서

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린 것이며, 그래프 상의 검

은색 글씨는 수치해석에서 추출된 데이터 (그림 

4(b)에서 괄호 안 숫자는 팽창 후 최대 유속을 의

미), 붉은색 글씨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의미

한다. 압력과 속도 모두 각 오리피스와 렌즈, 노즐을 

거칠 때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압력의 경우 

각 중공을 거칠 때마다 단계적으로 감소하며, 각 중

공 사이에서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유속의 경우 중공을 지난 직후 유동

이 수축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팽창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압력

의 경우 이론값과 수치해석값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속도의 경우 두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이론적 계산의 경우 유속이 유량을 중공 단면

적을 나눈 값으로 계산된 반면, 수치해석의 경우 유

체 점성의 의해 중공 중심부에서의 유속이 평균 유

속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값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이다.
그림 5는 case 1a의 내부 유선과 각 입자의 거동 

결과이다. 유선의 경우 수축 팽창 유동장이 잘 형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자 해석의 경우 집속 효

율은 입자 크기와 관계 없이 높게 잘 나타났으나, 
투과 효율의 경우 작은 입자의 경우 (5, 10 nm)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반면, 큰 입자의 경우 (50, 
100 nm)에는 오리피스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공의 직경이 너무 커서 수축 

유동이 약하게 형성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성력

을 가지는 큰 입자에 대해 충분한 항력을 가하지 못

Case 1a Case 1b Case 2 Case 3

Carrier gas Air Air Argon Nitrogen

Inlet pressure 0.1 torr 0.1 torr 1 torr 10 torr

Outlet pressure 0.001 torr

Orifice diameter 20 mm 10 mm 4.5 mm 0.3 mm

Lens diameter 20, 20 ,20 mm 10, 10, 10 mm 6, 6, 6 mm 3, 3, 3 mm

Nozzle diameter 20 mm 10 mm 4.5 mm 3 mm

Table 3. Analysis conditions used for evaluation of aperture diameter changeable aerodynamic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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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입자의 손실이 크

게 발생하면 입자를 집속하더라도 측정에 충분한 

농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건은 입자 집속

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큰 입자의 투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오리피스와 각 렌즈, 그리고 노즐의 직경을 case 

(a) (b)

Fig. 4. Analysis result of case 1a: (a) pressure contour and profile at centerline and (b) velocity contour and 
profile at centerline (black: numerical results; red: theoretical calculation results; brackets indicate maximum 
speed).

Fig. 5. Streamline and particle trajectory results of case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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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의 20 mm에서 10 mm로 변경한 case 1b 모델을 추

가하였다. 그림 6은 case 1b의 압력 및 유속 결과로, 
각 중공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는 점은 case 1a과 같

지만, 중공 사이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안정적인 유동장

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7은 case 1b
의 유선과 입자 거동 결과로, 유선의 경우 case 1a과 

마찬가지로 수축 발산 유동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입자의 경우 case 1a과 달리 큰 입자도 

손실 없이 잘 집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dp
St Focusing

Orifice Lens 1 Lens 2 Lens 3 Nozzle Efficiency

Case 1a

5 nm 0.08 0.09 0.11 0.15 0.24 0.135

10 nm 0.15 0.17 0.22 0.30 0.48 0.078

50 nm 0.76 0.87 1.11 1.49 2.38 0.109

100 nm 1.51 1.75 2.21 2.98 4.77 0.177

Case 1b

5 nm 0.09 0.11 0.14 0.19 0.48 0.014

10 nm 0.18 0.22 0.27 0.39 0.95 0.007

50 nm 0.92 1.08 1.36 1.93 4.76 0.012

100 nm 1.84 2.15 2.73 3.85 9.52 0.040

Case 2

5 nm 0.06 0.03 0.04 0.05 0.14 0.488

10 nm 0.11 0.06 0.08 0.10 0.28 0.089

50 nm 0.55 0.31 0.38 0.48 1.41 0.002

100 nm 1.10 0.62 0.76 0.95 2.82 0.039

Case 3

5 nm 0.12 0.14 0.14 0.25 0.60 -

10 nm 0.24 0.27 0.29 0.49 1.20 0.001

50 nm 1.22 1.36 1.44 2.47 5.98 0.022

100 nm 2.45 2.72 2.88 4.94 11.96 0.022

Table 4. Theoretically calculated Stokes number at each aperture, and numerically calculated particle focusing 
efficiency.

(a) (b)

Fig. 6. Analysis result of case 1b: (a) pressure contour and profile at centerline and (b) velocity contour and 
profile at centerline (black: numerical results; brackets indicate maximum speed).



60  김명준⋅김동빈⋅강상우⋅김태성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13 권 제 2 호

라 전체적인 집속 효율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4는 각 중공 별로 입자 크기에 따른 스토크 수와 

집속 효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집속 효율은 입자

의 최종 원주 방향 위치를 초기 원주 방향 위치로 

나눈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입자가 집속이 잘 되

었음을 의미한다. 표 4에 따르면 case 1b의 경우 case 
1a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토크 수가 다소 높게 나타

났고, 이는 입자가 지닌 관성력이 증가했다는 의미

로 큰 입자의 손실율이 감소한 것과는 배치되는 지

표이다. 스토크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입

자의 손실율이 감소한 것은 중공 직경과 관 직경의 

비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Liu et al. (1995)에 따르면 

중공 직경과 튜빙 직경의 비도 입자 집속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튜빙 직경/중공 직경

의 값이 4일 경우 (case 1b) 최적 입자 집속 스토크 

수가 약 0.9인 반면, 2일 경우 (case 1a) 스토크 수가 

3이 되어도 집속 효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스토크 수만 비교 했을 때는 case 1b가 case 
1a 보다 증가하였지만, 형상의 차이로 인한 최적 집

속 스토크 수가 훨씬 감소하였기 때문에 손실율도 

감소한 것이다. 
Case 1a과 case 1b의 결과는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의 장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실제 공정

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입자 집속 효율이 변하게 

되면 기존 공기 역학 렌즈의 경우 대처를 할 수가 

없지만,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는 단순히 각 

중공의 직경을 변경시키는 것 만으로도 입자 집속 

효율이나 투과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은 case 2의 유선 및 입자 궤적 결과이다. 

유선의 경우 case 1a이나 case 1b와 달리 중공 뒤에

서 와류가 발생하긴 하지만, 수축 팽창 유동 자체는 

잘 형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와류는 주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 

렌즈 내에서 와류는 수축 발산 유동의 형성을 방해

할 정도로 커지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Wang and McMurry, 2006). 입자 

궤적의 경우 10, 50, 100 nm 입자는 집속 효율과 투

과 효율 모두 0.1 이하로 높게 나타났으나, 5 nm 입
자의 경우에는 집속 효율이 0.488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Case 1과 전단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음에

Fig. 7. Streamline and particle trajectory results of cas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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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amline and particle trajectory results of case 2.

Fig. 9. Streamline and particle trajectory results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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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10, 50, 100 nm 입자 집속 효율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표 4의 스토크 수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중공 직경의 변화를 통해 각 중공에서의 

스토크 수를 최적 스토크 수에 인접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자 집속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 반면 상대적으로 스토크 수가 많이 감소하여 최

적 집속 스토크 수에서 멀어진 5 nm 입자의 경우 집

속 효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는 공정 조건 외에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각 중

공의 직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는 case 3의 해석 결과이다. 유선의 경우 

case 1a과 비슷한 형태의 잘 발달된 수축 발산 유동

이 형성되었고, 입자 궤적 또한 10, 50, 100 nm 입자 

모두 약 0.022 이하의 높은 집속 효율과 투과 효율

을 보여주었다. 5 nm 입자의 경우 해석에 필요한 계

산 리소스가 과다하여 생략되었다. 
0.1~10 torr 범위의 전단 압력 조건에 대한 수치해

석 결과,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는 중공의 직

경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5~100 nm 입자에 대한 

집속 효율과 투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공정 조건을 가진 여러 개

의 공정 챔버를 번갈아 가면서 모니터링 하는데 있

어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압에서 실시간, in-situ 방식으로 

나노 입자의 수농도를 모니터링 하는 장치인 PMBS
의 상용화를 위해, 하나의 PBMS로 여러 개의 공정 

챔버를 번갈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PBMS 전단에서 입자를 집속

하는 장치인 공기 역학 렌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기존 공기 역학 렌즈는 작동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입

자의 집속 효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 조

건을 모니터링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중공의 직

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조리개 방식을 채

택한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를 새롭게 제안하

였으며, 기존 공기 역학 렌즈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된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는 수치해석

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중공간의 간격과 

관 내경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 중공의 직경을 변

경시키는 것 만으로 0.1~10 torr 조건에서 5~100 nm
의 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집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경 가변형 공기 역학 

렌즈가 다양한 공정 조건에 대응하여 입자 집속 효

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만 5, 10 nm 의 경우 확산에 의한 효과를 크게 

받는 입경 범위로, Brownian diffusion 효과가 적용될 

경우 Wang et al. (2005b)의 연구 사례와 같이 확산 

효과를 무시한 것 대비 집속 효율이 감소하고 손실

율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입자들을 집속하

고자 할 때는 집속 가능한 입경 범위를 감소시키더

라도 이들 입자에 대한 최적 스토크 수를 가지는 중

공 직경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확산 효과로 

인한 입자 거동 변화 예측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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