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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제조장치의 Wafer는 갈수록 생산성과 불량률 절

감 및 단가로 인해 대형화, 고밀도화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세대변화에 따라 Wafer크기도 증대되어왔다. 최근 반도체 

웨이퍼(wafer), LCD 및 PDP, OLED등 크기가 생산성 향상

과 판매 원가 절감이라는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점

점 대구경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1) 웨이퍼의 경우 사이즈

가 8인치에서 12인치(300mm)로 증대 되었으며, 최근 국내 

반도체장비기술로드맵(roadmap)의 발표에 의하면 웨이퍼 지

름은 2015년경이면 450mm 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이와 관

련된 제조장비 및 이송 장비들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2) Wafer 크기증대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

고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여러 문제점 또한 수

반된다. 웨이퍼의 크기변화로 인한 이송장치의 문제점(캐리

어, 장비, stocker등),  장비 크기 변화로 인한 이송거리증가 

및 시간 delay 증가, 세대변화에 따른 장비확대로 FAB 크기

증대로 인한 시공비 투자비용 상승 및 대형화 된 웨이퍼의 

불량발생 시 그 피해도 늘어나게 된다.(3) 사용되고 있는 접

촉 wafer 이송장치의 문제점은 기계적인 접촉에 의한 스크

래치(scratch)나 점/선 결함 및 wafer 크기가 커지고 얇아지

면서 휨 발생 및 이송 중에 파손, 입자에 의한 오염 발생 

등 이 대표적인 예이다.(4) 이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장치도 낱장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제조 장

치와 이송의 낱장화 에 의해 생산효율을 올리는 것이 업계

의 목표로 되어가고 있다. 비접촉 이송장치는  캐리어나 웨

이퍼를 직접 부상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인 이송장치 이다. 
또한,   웨이퍼 척이 진공 흡착에 의해 웨이퍼를 흡착 홀딩 

하는 진공 흡착 방식이나 정전기력에 의해 웨이퍼를 흡착 

홀딩 하는 정전척 방식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웨이퍼 척 방식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베르누이의 

원리를 사용하여 비접촉 이송장치의 장점은 제품 표면에 

손상이나 자국이 없고 이물질이 묻지 않고, 통기성이 있거

나, 필름, 박막제품, 부드러운 제품, 폭이 넓은 제품의 

Pick-up도 가능하다. 또한 비접촉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damage, stress, particle 등에 대한 염려가 없다. 세정이 용이

하고 마모가 없어 수명이 길고, 기존의 robot나 운송장비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투자비절감 lcd, pdp등 대형 유

리 기판을 비접촉 Pick-up과 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 및 논문이 연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비접촉 핸드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 CFD를 이용하여 각 설계 변수에 따라 예측하여 효과적

인 비접촉 이송장치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2. 시스템 구성

                 Fig.1 wafer hand design

웨이퍼를 홀딩 고정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웨이퍼 척이 

진공 흡착에 의해 웨이퍼를 흡착 홀딩 하는 진공 흡착 방

식이나 정전기력에 의해 웨이퍼를 흡착 홀딩 하는 정전척 

방식 그리고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웨이퍼 척 방식 등

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웨이

퍼 척은 웨이퍼가 수용되는 수용공간으로 서로 다른 방향

에서 일정하게 기체를 유입시키어 인위적으로 고속의 기류

를 발생시킨다. 일정한 기류는 웨이퍼 상에서 일정한 기체

속도로 지나가면서 압력의 변화를 일으킨다. 베르누이의 원

리는 웨이퍼 표면에서 기체의 유속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압력이 내려가게 된다. Fig.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다

른 위치의 양 쪽에 노즐에서 나온 압축공기의 충돌로 와류

가 생성되고 이 와류에 의해 벽 쪽의 공기의 유속이 급격

히 빨라지면서 원통실 안의 압력이 저압이 되고 베르누이

효과가 발생 부압에 의해 웨이퍼가 부상하는 원리 이다.  
 

3. 개념 설계

Fig.2 wafer hand problem 

위의 Fig.2 와 같이 기존의 비접촉 Wafer 이송장치의 문

제점은 Wafer에 진동이 발생하여 그 가진력에 의해 Wafer
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진동이 발생하여 wafer
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에어가 노즐에서 기체가 나오자마자 퍼지기 때문에 

Target에 Edge부분에 정확히 맞추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형상처럼 원통 홀 에서 나오는 기체를 이용하여 Air
커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Gripper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커버를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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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FD 설정 및 해석

 

Fig.3 wafer hand modeling

위의 fig.3 과 같이 핸드 삽입부 path에 대한 해석을 통하

여 속도의 변화 및 손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ath length는 15,20,25,30mm를 설정하고 path의 크기를 

1.1.5,2.0.2.5mm의 변화를 주었다. path의 지름 및 크기는 기

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15mm 및 20mm와 본 연구에서 추

가한 25mm, 30mm를 각 크기에 대입하여 해석 하였다. 길
이 및 크기에 따라 내부vector hole 생성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관의 접선방향의 노즐을 빠른 속도로 

통과 하는데 노즐 벽면 쪽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중

심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data의 변화를 주

어 결과값을 확인한다. 또한 wafer의 높이는 0.5mm로 고정

하고, path의 대한 속도는 40m/s 경우를 기준으로 path 
velocity, eddy viscosity, wafer velocity 현상을 검토 하고자한

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핸드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추

진 노즐의 크기 및 길이에 대해 논문 및 기업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핸드 장치 hole에 관하여는 진행된 부

분이 없다. 따라서, path 25mm*2.5mm의 최적화 된 데이터

를 가지고 우선 핸드장치에 center hole의 유무가 velocity 및 

내부 선 회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4 center hole              Fig.5 without center

path length 및 크기에 따른 해석을 정리한 결과 path 
length 25mm 크기 25mm에서 eddy viscosity 0.001274pa, 
wafer velocity 4.347m/s, path velocity 39.42m/s로 가장 최적

화 되었다. 특히 삽입부 공압이 들어가 난류를 생성하여 

wafer 미치는 velocity가 가장 높게 나왔다. 길이 및 크기에 

따라 내부vector hole 생성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관의 접선방향의 노즐을 빠른 속도로 통과 하는데 노

즐 벽면 쪽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중심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data의 변화를 주어 결과값을 확인 

한 결과 기존에 연구 되었던 0.9~1.1배 비례가 좋음을 확인 

하였다. 위의 fig.4.5는 center hole의 유무에 따라 velocity, 
eddy viscosity, vector velocity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velocity 경우, center hole이 존재하면 40.7m/s, 
center hole이 존재하지 않으면 30.962m/s 나타내었고 10m/s
의 차이가 발생 한다. eddy viscosity의 경우, center hole이 

존재하면 0.002661pa, center hole이 존재하지 않으면 

0.0002544pa값으로 약 0.0024066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center hole이 존재하면 vector1은 7.0498m/s vector2는 

4.084m/s vector3은 2.93925m/s 이고, center hole이 존재 하지 

않으면 vector1은 8.0656m/s, vector2는 3.47433m/s vector3은 

2.77802로 나타난다. vector1,2는 center hole이 없는 경우의 

값이 더 높게 나왔지만 막상 선 회류가 생성되고  토출되

는 out값은 center hole이 있는 경우가 0.16123m/s 더 보상 

되었다. 이로 인해 center hole의 존재가 center hole의 존재

하지 않는 것 보다 선 회류 생성이 낫고, 속도가 보상된다

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center hole의 유무에 따

라 부양력을 비교한 것 이다. 해석 결과 center hole이 존재

하는 것이 0.33936N, 존재하지 않는 것이 0.29569N으로 존

재하는 것이 우수함이 입증 되었다. 공압이 삽입되어 난류

가 형성 될 때, 분사가 되지 않고 center hole 중심으로 난

류가 생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center hole 존재 여부 및 삽입부에 따라서 부양력이나 

velocity, 내부 선 회류에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웨이퍼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척의 개수 및 size를 조정하여 웨이퍼

의 손상이나 파손의 문제를 제거 할 수 있다. 향후 웨이퍼

의 크기가 커지거나 얇아지는 추세에 따라 압력손실 방지 

및 안정성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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