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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inimum feature size decreases, control of contamination by nanoparticles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semiconductor process. Cleaning technology which removes nanoparticles is essential to increase 
yield. A reference wafer on which particles with known size and number are deposited is needed to evaluate 
the cleaning process. We simulated particle trajectories in the chamber by using FLUENT and designed a 
particle deposi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SMPS) and deposition chamber. 
Charged monodisperse particles are generated using SMPS and deposited on the wafer by electrostatic force. 
The experimental results agreed with the simulation results well in terms of particle number and deposition 
area according to particle size, flow rate and deposition voltage. 

기호설명 

cC  : 미끄럼 보정계수  

wD  : 웨이퍼 지름 

d  : 전극간 거리 

id ,  : 챔버 입구 지름, 입자 지름 pd
E  : 전기장 강도 
e  : 전자의 전하 

EF  : 정전기력 
n  : 단위 하전수 
q  : 입자의 하전수 
V  : 유입 속도 

bV ,  : 사태 전압, 인가 전압 EV

1. 서 론 

 반도체 선폭이 점점 작아지고 공정이 

정밀해짐에 따라 입자에 의한 오염의 제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Table 1은 2006년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ITRS)에서 발췌한 최소 DRAM half pitch와 그에 

따른 killer particle size를 나타낸다. 2009년 50 nm 
공정기술이 사용되면 제어해야 될 입자의 크기는 

25 nm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클린룸과 

세정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입자 제어기술 등이 필수적이다. 

Table 1 DRAM half pitch and critical particle size (ITRS, 
2006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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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 2008 2009 
DRAM 1/2 
pitch (nm) 70 65 57 50 

Critical particle 
size (nm) 35 32.5 28.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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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세정 공정 평가에 필요한 표준 

웨이퍼 제작을 위한 입자 안착 시스템 (Particle 
Deposi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입자안착 

시스템은 웨이퍼 표면에 특정 크기의 입자를 

일정한 농도로 안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제작된 표준 웨이퍼로 세정 공정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입자안착 시스템은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와 deposition chamber로 구성되며, 

FLUENT를 이용하여 챔버 내부에서의 에어로졸 

유동을 해석하여 챔버를 최적화하였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인가전압, 안착시간, 

에어로졸 유량이 입자의 안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수치적 해석 

2.1 지배 방정식과 해석 모델 
 챔버 내부의 정상상태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 방정식: 

 

      (1) ( ) 0vρ∇⋅ =

 

 운동량 방정식: 

 

 ( ) ( ) Evv p Fρ∇ ⋅ = −∇ +∇ ⋅ +τ

)

  (2) 

 

 에너지 방정식: 

 

   (3) ( )( ) ( effv E p k Tρ∇ ⋅ + = ∇ ∇

 
 여기서 는 유효 열 전도도를 나타내며, effk τ 는 

점성 항이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3

v vτ μ ⎡= ∇ − ∇⋅⎢⎣ ⎦
I ⎤⎥    (4) 

 
 위 식에서 는 단위 텐서를 나타낸다. 식 (2)
에서 는 입자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으로 다음

과 같다. 

I

EF

 

     (5) EF qE neE= =

 위와 같은 비선형지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

해 FVM (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였다(1). 

또한 이산화를 통해 각 변수에 대해 방정식을 계

산하기 위해 SIMPLE 알고리즘과 층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브라운 운동을 고려하였다. 
 챔버 입구의 지름은 7 mm, 입구와 웨이퍼 사이

의 거리는 25 mm 이고, 작동압력은 상압이며, 중
심축에 대해 축대칭으로 2D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판은 6 inch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2.2 경계 조건 
 해석 시 입자는 300 nm PSL 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입구에서 유량은 0.25 lpm 으로 하였다. 이러

한 조건하에서 입자의 균일한 안착을 위해 챔버 

내부에서의 유동은 층류가 되어야 하며, 식 (5)

에 의해 챔버 내부의 유동이 층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 66000i
i

Vd Vdρ
μ

= =    (6) 

 
 입자의 운동은 정전기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는다(2). 챔버에 전압을 인가하여 내부에 정전기

장을 형성시키는데, 사태 전압보다 큰 전압을 인

가하면 웨이퍼가 타게 된다. 따라서, 식 (6)에 

의해 0 ~ 20000 V의 전압을 걸어주었다. 
 

 
365( )

1.18 ln( )b
pdV

pd
=

+
   (7) 

 

 입자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장의 세기와 중력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구하

여, 중력가속도 항에 적용시켰다. 

 먼저 챔버 내부의 전기장 강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식으로부터 평균 전기장 강

도를 구하였다. 

 

 2.36 E

w

VE
D

⎛ ⎞
= ⎜

⎝ ⎠
⎟     (8) 

 
 식 (5)를 통해 정전기장에 놓여진 입자가 받게 

되는 힘 를 구하여 입자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입자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값은 

중력가속도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항에 적용하였다.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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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결과 
 챔버 내부 유동이 층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300 nm PSL 입자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
압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입자들이 웨
이퍼를 벗어났지만 (Fig. 1(a)), 5000 V 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 모든 입자들이 웨이퍼 중심에 안착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b)). 
 

3. 실험적 해석 

3.1 입자 안착 시스템 
 입자 안착 시스템은 SMPS 와 챔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 에 개략도를 도시하였다. SMPS 를 

통해 특정 크기의 입자를 일정한 농도로 얻은 후, 

웨이퍼에 안착시키게 된다. 입자 생성 메커니즘

은 다음과 같다. 

 필터를 거친 sheath air 가 고속으로 atomizer 에 

들어가서 DI water 를 분무시킨다. 이때 에어로졸

이 생성되며 dryer 를 지나면서 에어로졸에 포함

된 수분이 제거된다. 생성된 입자들이 지닌 전하

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neutralizer 를 통해 평형

화 시켜준다. 

DMA 에서는 인가 전압에 따라 특정 크기의 입

자만을 분류해낸다. 인가 전압과 입자 크기의 관

계식은 다음과 같다. 

 

 
2

1

2

3 ln

p c d
p

sheath

n eC V L
d rQ

r
μ

=    (9) 

 

 이를 통해 추출된 입자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또한 CPC 를 이용해서 추출된 입자의 수농도를 

알게 된다. SMPS 를 통해 얻은, 크기와 농도를 

알고 있는 입자를 정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챔

버에서 웨이퍼 표면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a) No DC bias applied 
 

 
 

(b) 5000 V DC bias applied 
 

Fig. 1 Effect of DC bias on particle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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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Particle Deposition System. 

 

3.2 실험 조건 및 과정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고 DMA 에서 특정 크

기의 입자만 분류해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00, 
200, 300 nm 크기의 PSL 입자를 섞어 주었고, 충

분한 압력의 sheath air 로 입자를 생성시켰다. kr-
85 neutralizer 를 사용하였으며, 300 nm PSL 입자

만 얻기 위해 DMA 에 6620 V 의 전압을 인가하

였다. 

 챔버로 유입되는 에어로졸의 유량은 0.25 lpm 을 

유지하였고, 챔버에는 5000 V 의 전압을 인가하

여 10 초동안 입자를 6 inch 웨이퍼에 안착시켰다. 

 또한, 500 nm 알루미나 입자에 대한 실험도 수

행하여 입자의 안착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연구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수치해석과 비교 
 Surface scanner (Tencor Surfscan-6200)를 이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약 280 nm 크기의 PSL 입자가 추출

되어 웨이퍼 중심에 안착되었고, 안착된 면적의 

크기가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SMPS 에서 전압 제어를 통해 특정 크기의 입자

를 얻을 수 있고, 설계된 챔버에서 표준 웨이퍼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4.2 안착 시간의 영향 
 500 nm 알루미나 입자에 대해 유량 (0.25 lpm)

과 챔버 인가 전압 (10 kV)을 유지하고, 안착 시

간을 1, 2, 3 mim 으로 증가시켰다. Figure 4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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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안착 면적의 변화없이 안착된 입자

의 수농도는 안착 시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증

가하였다. 

 

4.3 인가 전압의 영향 
 500 nm 알루미나 입자에 대해 유량 (0.25 lpm)

과 안착 시간 (2 min)을 유지하고, 챔버 인가 전

압을 5, 10, 15 kV 로 증가시켰다. 입자에 작용하

는 정전기력이 커지기 때문에, 입자의 안착 면적

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참조). 

단, 안착된 입자의 수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4.4 유량의 영향 
 500 nm 알루미나 입자에 대해 챔버 인가 전압 

(10 kV)과 안착 시간 (2 min)을 유지하고, 유량

을 0.2, 0.25, 0.3 lpm 으로 증가시켰다. 유량의 증

가로 인해 챔버에서의 에어로졸 유동 속도가 증

가하여 입자의 안착 면적이 커지는 것을 보였다 

(Fig. 6 참조). 

 

 
 

Fig. 3 Deposition result by surface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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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osition result – vary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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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osition result – varying applie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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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position result – varying flow rat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 안착 시스템에서의 입자의 
거동에 대한 수치적 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

였다. 수치적 해석에 있어서 정전기력의 영향을 
입자에 작용하는 가속도로 변환하여 구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가 유사하였다. 
그리고, 안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착된 입자

의 수농도가 증가하고, 챔버의 인가 전압이 증가

함에 따라 입자를 끌어당기는 정전기력이 강해져

서 입자의 안착 면적이 작아진다. 또한, 에어로졸

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

하여 입자의 안착 면적이 커진다. 
 향후 입자 안착 시스템으로 표준 웨이퍼를 제작

하여 세정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세정 효율의 평
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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