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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메모리 용량의 상승은 집적 회로 내 소자의 집

적도를 증가시키고 소자 및 상호연결부의 크기를 감소시켰
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는 300mm 웨이퍼에 100nm 의 선
폭을 구현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소 선폭이 작아
지는데 비해 패턴을 식각하고 증착해야 하는 골의 깊이는 
거의 변화하지 않아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인 종횡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구조물 
제작을 위한 사진 공정뿐 아니라 복잡한 구조물을 채워야 
하는 박막 증착 공정 및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산 공정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칩의 전기전자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박막공정

은 기존의 확산, 물리 기상 증착 및 화학 기상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 등에서 액상전구체를 
이용한 CVD 방식으로의 전환 되고 있다. 
최근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료는 상

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CVD 장치의 반응 챔버에 공
급하기 전에 원료 물질들을 기화시켜 CVD 반응기로 운송
된다. 이 때 액상전구체를 기화 시키는 방법은 전구체를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보일러 방식에서 이송가스를 이용하
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버블러 방식으로 진화하였고, 최근
에는 액체 유량 제어기의 발전과 더불어 분사하는 인젝션
의 개념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1]. 
액상전구체 이송시스템(liquid precursor delivery system) 

중 기화기 부분은 액체 원료 증발, 기화 혹은 무화의 극대
화를 위해 발전해 왔지만, 원료 물질이 작고 좁은 영역에
서 쉽게 응축되거나 응고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열화
된 원료 물질로 막혀버린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이와 같은 막힘(clogging)으로 인해 원료 물질이 CVD 반응 
챔버로 원활하게 유입되는 것이 저해되거나 원치 않는 과
도한 반응에 의한 부가 입자(particle)나 미 반응에 의한 박
막 특성의 저하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액체 원료의 불균일
한 기화나 기화 후 이송에 있어 응축(condensation)이 발생
하여 액체 방울의 형태로 공정 챔버에 유입되어 다른 기체
와 반응하여 박막 내부나 상부에 입자 형태로 증착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막 공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기화기를 개발이 절실
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액체의 무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는 분사압력, 분사유량, 노즐의 형상 등이 있다. 이 때 더 
작은 액적을 형성시키고 효과적으로 비산시키기 위하여 다
양한 형태의 노즐을 사용하고 있다[2]. 반도체 공정에 사용
되는 기화기의 경우 액상전구체와 이송가스를 이용하여 기
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때 액상전구체의 분사 속
도와 이송가스의 분사 속도의 차이가 클수록 액적의 크기
는 작게 형성된다. 하지만 분사 속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동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 운동
량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분사 노즐 후단의 
캐비티와 같은 구조물을 마모시키거나 구조물에 강하게 부
딪혀 응축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액적의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분사 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중 노즐로 

구성되어 있는 액적 형성 노즐과 분사 속도를 감소시키고 
비산도를 높이기 위한 비산노즐을 동시에 사용하여 액상 
전구체용 기화 노즐을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분사되는 유
체의 유속장 및 분사 패턴을 측정하였다. 또한 개발된 노
즐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액적 형성 노즐만을 사용하였
을 때의 유동장 및 분사 패턴을 측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액적 형성 노즐은 액상 전구체와 
이송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듀얼 노즐(Dual nozzle)로써 전
체 길이는 52mm 이고, 외부 노즐의 내경은 0.34mm, 내부 
노즐의 내경은 0.108mm이며 외경은 14mm이다. 그리고 비
산노즐의 경우 이송가스만 공급하는 노즐로써 전체 길이는 
동일하며, 노즐의 내경은 0.26mm 이며 외경은 1/4inch 이다
(Fig. 1).  
분무 시스템은 액적 형성 노즐과 비산 노즐을 같은 선

상에 배치하였으며 두 노즐의 각도는 80°, 액적 형성 노

즐의 중심과 비산 노즐의 중심과의 거리를 5mm 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유체의 유량은 액적 형성 노즐을 통하여 공
급되는 액상 전구체의 유량은 400mgm, 이송가스의 유량은 
1500mgm 이며 반대편의 비산노즐의 이송가스 유량은  
1500mgm로 고정 하였다.  
이중 노즐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액적 형성 노즐만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는 액상 전구체의 
유량은 이중 노즐과 동일 하게 400mgm 으로 유지하였으며 
이송가스의 유량만 속도의 비교를 위해 1500mgm 과 
3000mgm 으로 실험 하였다.  

 
3. 결과  

이중 노즐을 사용한 방법을 Two-way 분사라 하고 액적 
형성 노즐만 사용한 방법을 One-way 분사라 할 때, Fig. 2
는 분무된 액적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One-way, (c) 와 (d)는 Two-way 의 결과이며 노즐 끝으로부
터 멀어질 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2(a)와 (b)를 보면 이송가스의 유량이 큰 Fig. 
2 (b)가 (a)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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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spray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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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와 (d)의 경우 이송가스의 유량을 액적 형성 노즐과 
비산노즐 합쳐 3000mgm 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3000mgm 을 사용한 Fig. 2(b)는 물론 1500mgm 을 사용한 
Fig. 2(a)보다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분무
의 유동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송가스의 유량을 액적 분사 노즐에 1400mgm, 비
산 노즐에 1600mgm 으로 조절한 Fig. 2(d)를 보면 분무의 

유동이 곧게 뻗어 있는 걸로 보아서 이송가스의 유량의 조
절로 분무의 유동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즐을 통하여 분사된 액적들의 분사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레이저와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30 여 개의 분사 
사진을 찍고 이를 합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액상소스 
분사 속도와 이송가스 분사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크며 전체 
유량 또한 가장 큰 (b)의 경우 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량이 작은 (a)보다 직진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무의 유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c)을 보완한 
(d)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곧게 뻗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CVD 용 기화기의 분무장치를 개선하기 위하

여 새로운 형태의 분무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분무되는 유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송가
스의 유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며 직진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비산 노즐을 사용한 경우 분무된 액
적의 속도가 느리고 직진성도 적어 더 넓게 퍼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양 노즐을 통하여 공급되는 이송 가스
의 유량을 조절하여 분무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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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locity filed of spray pattern. (a) One way carrier gas rate 1500mgm, (b) One way carrier gas rate 3000mgm, (c) Two 
way carrier gas rate 1500mgm, (d) Two-way carrier gas rate 1400mgm(dual nozzle) 1600mgm(single nozzle) 

 

Fig. 3 Spray pattern. (a) One way-carrier gas rate 
1500mgm, (b) One way-carrier gas rate 3000mgm, (c)Two 
way-carrier gas rate 1500mgm, (d) Two way-carrier gas rate 
1400mgm(dual nozzle) 1600mgm(singl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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