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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a variety of cleaning processes, the cryogenic carbon dioxide (CO2) cleaning has merits because it is highly
efficient in removing very fine particles, innoxious to humans and does not produce residuals after the cleaning, which
enables us to extend its area of coverage in the semi-conductor fabrication society. However, the cryogenic carbon dioxide
cleaning method has some technical research issues in aspect to particles’ adhesion and removal. To resolve these issues,
performing an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particle adhesion mechanism is needed. In this study, a research was
performed by a theoretical approach. To this end, we extended the G-T (Greenwood-Tripp) model by applying the JKR
(Johnson-Kendall-Roberts) and Lennard-Jones potential theories and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rough surface to
investigate and identify the contact, adhesion and deformation mechanisms of soft or hard particles on the rough substrate.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ough surface were taken into account through the employment of the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asperity peaks on the substrate surface. The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on the
pull-off force for these particles were examined and discussed.

Key Words : Cryogenic carbon dioxide cleaning, Contact mechanism, Particle adhesion mechanism, Adhesion modeling,
Rough surface, G-T model, JKR model, Lennard-Jones potential

1. 서 론

반도체 유관 부품이나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의 초소형전자공학

(Microelectronics)에서 이들 회로가 고밀도로 집적됨에

따라 공정변수 또는 주위 변수에 의해 부착되는 오염

물은 수율 및 품질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따라서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정은 제품의 품질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후속 공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고도 세정과정은 대부분

초순수 (Ultrapure Water; UPW)나 화학제 등을 사용하

는 습식세정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초순수 사

용에 따른 에너지, 황산이나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사

용 등의 환경에 치명적인 기술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세정공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오염

물들은 이들 부품에 부착되는 미크론 이하 크기의 미

세입자로 이들은 작동유체의 유동경계층 (Boundary

layer)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제거가 매우 어렵다고 알

려져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 중

Edwin Rice가 고안한 극저온 CO2 세정법 (Cryogenic

CO2 cleaning method)[4]은 고상의 CO2 (Dry-ice)를 기

상의 CO2와 함께 분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상

의 CO2가 발생시키는 기계적 모멘텀을 유동경계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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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거가 어려웠던 미세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세정공정은 많은 공정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현재까

지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4,5,6,7] 아직 충분

히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는 미세입자의 점착

메커니즘의 규명을 통한 이의 효율적인 제거에 관한

것이다.

CO2 입자의 충돌에 의한 미세입자 제거 메커니즘의

규명은 전술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촉, 응착, 충돌 및 유동 등 기본 메커니즘의

원리에 기초하며, 이 중 접촉은 탄성접촉을 가정하여

정립된 Hertz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8]에서 출발한

다. 이를 바탕으로 표면거칠기 (Surface roughness)를 통

계적으로 고려한 접촉모델인 Greenwood-Williamson(G-

W) 모델[9]과 구형입자의 접촉을 고려하여 이를 확장

시킨 Greenwood-Tripp(G-T) 모델[10]은 거친 표면에

접촉되어 있는 단입자 (Single Particle)의 접촉력과 이

에 기인하는 변형거동을 잘 설명하는 모델들로 인정받

고 있다.

한편, 응착은 Hertz의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1932년

Bradley가 Dupré의 응착일을 도입하여 두 강체 사이의

응착력을 계산한 이 후[11], Johnson, Kendall, Roberts

는 두 유연한 탄성체 사이의 응착/접촉력을 Hertz의 탄

성 접촉모델을 확장하여 유도하였다(JKR 모델)[12].

또한 Derjaguin, Muller, Toporov는 비교적 강한 탄성

체의 응착/접촉모델을 제안하였는데(DMT 모델)[13]

이 두 모델들 사이의 모순된 결과는 Muller 등이

Tabor 수[14]를 도입하여 완전한 수치적인 해를 구함

[15]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기간 학계의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Maugis는 Dugdale의 포텐셜

을 도입하여 JKR과 DMT 모델 사이의 천이영역에 대

한 모델(M-D 모델)을 정립하였으며[16], 탄성구의 응

착 또는 접촉력에 대한 Hertz, Bradley, JKR, DMT 및

Maugis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도시한 Johnson-

Greenwood Map[17]이 완성됨으로써 구형입자의 매끄

러운 표면에 대한 기본 응착/접촉모델들의 타당성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나 LCD의 생산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입자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친 표면

위에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조건과 힘으로 응착이

되어 있는데 반해 상기 설명한 이들 모델 또는 이론들

은 각각 단순히 접촉력만을 고려하거나[18], 미시적인

관점에서 실제 기저부의 거친 표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12,13,16] 또는 평판의 응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9-21],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장한 모델과

Lennard-Jones Potential을 결합한 모델에 대한 연구

[22]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친 표면을 가진 기저부와 유연한

입자의 점착을 고려하기 위해 G-T모델을 적용하고 여

기에 JKR 이론을 도입한 후 여기에 거친 표면에 의한

돌기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장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접촉력과 Pull-off 힘을 계산

하고 이들 힘에 대한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적 강성이 높은 입자의 점착을 고려하기 위

해 JKR 모델 대신 Lennard Jones Potential 이론을 적

용하여 Tabor 수와 기저부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기저

부와 미세입자 사이의 점착 특성을 구하고 Pull-off 힘

에 대한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입자의 형상은 완전한 구형이며

이 미세입자는 거친 표면의 평판 위에 점착되어 있다

고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친 표면의 기저부에

점착된 미세입자의 개략도를 Fig. 1에 도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Rp는 미세입자의 반경을 나타내고, r은

입자의 중심과 기저부 표면의 수선이 만나는 선을 기

준으로 입자의 반경방향으로 측정한 좌표축을 나타낸

다. 또한 z는 돌기높이의 평균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좌

표축을 나타내며 dmr과 d는 각각 이 평균면과 입자의

원래표면 사이의 거리와 변형된 입자표면 사이의 거리

를 나타낸다. 그리고 d는 돌기의 침투거리 (Peneration

depth 또는 Interference)를, w는 입자의 변형을 나타낸

다. 한편, 이 그림으로부터 분리거리 

(1)

의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d r( ) dmr
r2

2Rp

-------- w r( )+ +=

Fig. 1. Schematic of a particle adhered to the substrate
with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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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

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한편, 돌기높이의

확률밀도함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는

(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ss는 표면거칠기를 나타

낸다. Hertz 접촉을 가정한 G-T모델과 타원적분함수

(Elliptic integral function)의 정의로부터 미세입자의

변형은

   (4)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1=(1-n1)/E1+(1-n2)/E2

이고 E는 영률을, n는 포와송 비를 나타내며 하첨자

1과 2는 각각 미세입자와 기저부를 나타낸다. 한편,

여기서 ξmax는 계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max/r

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P는 입자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나타낸다. 또한 이 식에서

   (5)

이고[10] 여기서 K(x)는 모듈러스가 ξ인 타원적분함

수이다. 따라서 분리거리 d(r)은 식 (1)과 (4)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접촉부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JKR 모델로부터 침투거리 δ(r)은[8]

(6)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H는 2acE*/(πRs)로 나타낼

수 있는 Hertz 접촉압력을, Pa는 로

나타낼 수 있는 점착력에 의한 압력을 나타낸다. 여

기서 ∆γ는 점착에너지를 나타내며 ac는 접촉반경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하여 식 (6)을 다시 표

현하면

(7)

의 ac의 4차 대수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풀어

d의 함수로 전개된 ac에 대한 엄밀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ac로부터 하나의 돌기에 대한 접

촉압력 

(8)

을 d의 함수로 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얻은 식으

로부터 입자표면의 한 점에 작용하는 모든 돌기들의

효과를 포함한 압력 

(9)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식

(9)를 접촉반경에 대해 적분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h는 단위면적당 존재하는 돌기의 수를 나타

낸다.

한편, 식 (4)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입자 표면에 작

용하는 압력 프로파일 p(r) 은 초기에는 임의로 가정한

후 식 (9)까지 계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p(r)을 구하고

이들 식의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전체 계산식들을 수

렴시키는 과정을 통하게 된다. 이 때, 계산의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압력결과를 Relaxation 시키며 변동시

켜 나간다. 한편, JKR 모델 대신 Lennard-Jones poten-

tial 모델[22] (Fig. 2 참조)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는 경우 식 (8) 대신

z z r( ) d r( ) δ r( )+= =

δ r( ) z r( ) d r( )–=

ϕ z( ) 1

2πσs

---------------e

z
2

σs
2

------–

=

w r( )

2
E∗
------ p ξ( ) ξd

0

3σs

∫

2r
E∗
------ p rξ( )L ξ( ) ξd

0

ξmax

∫
⎩
⎪
⎪
⎨
⎪
⎪
⎧

=

for   r 0=

 

for   r 0>

L ξ( )

2
π
---ξK ξ( )

2
π
---K 1 ξ⁄( )

⎩
⎪
⎨
⎪
⎧

=

for   ξ 1<
 

for   ξ 1>

δ r( ) πa
2E∗
--------- pH 2pa+( )=

4∆γE∗ πac( )⁄–

4ac
4E*2 8Rsac

2E*2δ 4Rs
2δ2E*2 16πRs

2ac∆γE
*+ +– 0=

pδ r( ) 2
3
---pH 2pa+
⎝ ⎠
⎛ ⎞πac

2=

p r( ) pδ r z; r δ,( )( )ϕ z( ) zd
3σs–

3σs

∫=

P η 2πrp r( ) rd
0

rmax

∫=

Fig. 2. The stress-separatio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ennard-Jones law[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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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단 여기에서 추가로 도입한 e

은 원자분리거리 (Atomic separation distance) 또는

평형거리 (Equilibrium spacing)를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GT 모델에 JKR 모델을 도입한 후 거

친표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확장하여 매끈한 표면

의 미세입자와 거친 표면의 기저부 사이의 응착에 대

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Maple[24]과 Matlab[25]를 이

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거친

표면을 가진 기저부 돌기들의 제곱 평균 거칠기에 따

른 영향을 고찰하였다. JKR모델은 유연한 물체간 접촉

에 타당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거친 표면의 기저부로

Silicon, 매끈한 표면의 미세입자로 매우 유연한 PTFE

를 가정하였으며, 각 물질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 3는 기저부 돌기들의 제곱 평균 거칠기에 대하

여 미세입자의 표면과 기저부의 돌기들의 평균 높이

사이의 거리에 따른 접촉력에 대한 컴퓨터 계산 결과

이다. Fig. 3에 도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세입

자와 기저부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미세입자와 기

저부 사이의 접촉력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미세입

자와 접촉하는 기저부 표면 돌기의 수가 가우스 확률

밀도함수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저부 표

면의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접촉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저부 표면

의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

이의 거리에서 미세입자와 접촉하는 기저부 표면 돌기

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입자와 거친 표

면의 사이의 응착력은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거리

에 따라서 약 5배~10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며, 결론

적으로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접촉력은 표면거칠기

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Fig. 4는 기저부 돌기들의 제곱 평균 거칠기에 대하

여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Pull-off 힘에 대한 컴퓨

터 계산 결과이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 기저부 표면 돌

기들의 제곱 평균 거칠기가 2.5 nm에서 3.0 nm로 증

가 시 Pull-off는 제곱 평균 거칠기 2.5 nm에 대하여

약 75.2% 감소하였고, 3.5nm로 증가 시 약 98.2% 감

소하였다. 또한 기저부 표면 돌기들의 제곱 평균 거칠

기가 2.5 nm에서 4.0 nm로 증가 시 Pull-off는 제곱 평

pδ r( ) 8∆γ
3ε

--------- ε
d r( ) ε z r( )–+
-----------------------------
⎝ ⎠
⎛ ⎞

3 ε
d r( ) ε z r( )–+
-----------------------------
⎝ ⎠
⎛ ⎞

9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used in the GT-JKR model[26]

Substrate
(Silicon)

Minute particle
(PTFE)

Young's modulus(GPa) 156.7 0.53

Poisson's ratio 0.28 0.33

Surface energy(J/m2) 0.294

Particle radius(mm) - 0.5

Asperity radius(mm) 0.02 -

Asperity density(ea/m2) 1000*1012 -

Surface roughness
standard deviation(nm)

2.5, 3.0,
3.5, 4.0

-

Fig. 3. Contact force with respect to the separation distance
of the GT-JKR model.

Fig. 4. Pull-off force with respect to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GT-JK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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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거칠기 2.5 nm에 대하여 약 98.7% 감소하였다. 이

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물질 사이의 접촉력 뿐만

아니라 표면거칠기가 물질 사이의 점착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기 G-T모델을 기본으로 적용

하고 JKR 모델 대신 Lennard-Jones Potential 모델을

도입하여 강성이 높고 매끈한 표면의 미세입자와 거친

표면의 기저부 사이의 점착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기저부 표면거칠기에 따른 Pull-off 힘에 대한 컴퓨터

계산을 수행하였다. 거친 기저부 표면의 제곱 평균 거

칠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우스 확률분포를 가정하였

고, 거친 표면의 기저부로 Silica, 강성이 높은 매끈한

표면의 미세입자로 Alumina를 가정하였으며, 각 물질

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Fig. 5는 0.05의 Tabor 수 ([Rp(∆γ)2/(E*2ε 3)]1/3)에 대

하여 기저부 표면거칠기에 따른 Pull-off 힘의 컴퓨터

계산 결과이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 기저부의 표면 거

칠기에 따른 Pull-off 힘은 기저부의 표면 거칠기가

0.2e의 경우 매끈한 표면에 대한 Pull-off 힘에 비해 약

34% 감소하였고, 0.4e의 경우 71% 감소하였다. 또한

기저부의 표면 거칠기가 0.6e의 경우 매끈한 표면에 대

한 Pull-off 힘에 비해 약 86% 감소하였고, 0.8e의 경우

92%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GT-

JKR 모델과 마찬가지로 표면거칠기가 물질 사이의 점

착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G-T 모델

을 기본으로, JKR 이론과 Lennard Jones Potential 이

론을 적용, 이들을 확장하여 거친 표면의 기저부와 미

세입자가 점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표면거칠기에

따른 점착 특성에 대한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

연하고 부드러운 표면의 미세입자와 거친 표면의 기저

부 사이의 점착 특성을 상기 확장한 GT/JK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세입자와 기저부 돌기들의 평

균 높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미세입자와 기저부

사이의 접촉력은 감소하였고, 강성이 높은 미세입자에

대한 G-T/Lennard-Jones potential 모델의 경우도 이전

의 결과와 유사하게 기저부의 표면거칠기가 미세입자

와 기저부 사이의 접촉력과 점착력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

저부의 거칠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론치는 실제

경우보다 훨씬 높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를 미세입자

의 요구 제거력에 고려하여야만 극저온 CO2 세정공정

의 최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

러한 점착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거친 기

저부에 점착되어 있는 미세입자와 CO2 입자 사이의

충돌에 의한 미세입자의 탈착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링

으로 확장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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