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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전자 산업에서 고 성능과 저 전력의 제품을 위해 반도체 디바이스

의 선폭이 점점 미세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에서는 문제가 되

지 않았던 20 nm 이하의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

한 상황이다. 보통 수십 나노 사이즈의 오염입자들은 경계층 내부에 존재

하며 동시에 그들의 낮은 하전 효율로 인해 기존의 세정 방식으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노즐을 통한 아

르곤 에어로졸 기술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입자빔을 이용해 20 nm 사이

즈의 오염입자를 제거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산화탄소 및

헬륨 고압 분사시스템과 진공챔버로 이루어진 실험장치를 구축하고, 초음

속 유동의 단열 팽창과정을 통해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상변화

시킬 수 있는 초음속 노즐을 개발하였다. 이 노즐을 통해 나오는 입자빔을

가시화하여 나노 사이즈의 고체 이산화탄소의 생성을 증명하였고, 압축성

유동의 특징인 충격파와 팽창파를 제어하여 이산화탄소 입자빔의 운동에너

지를 극대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산화탄소 고체입자의 크

기와 속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산 유동해석과

photoresist 표면 위에 생성된 dent 로부터 이산화탄소 입자의 속도와 크기

를 예측하였고, 오염입자의 세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

의 사이즈는 약 30–40 nm 속도는 530 m/s 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이용해

나노 오염입자 제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정량

화하고 공정변수를 최적화하여, 이산화탄소 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즐을 개발하여 20 nm 사이즈의

오염입자(CeO2, SiO2, Al2O3)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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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전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반도체 웨이퍼(wafer)는

수많은 나노사이즈의 패턴이 집적된 구조로, 생산 공정 개발에서 나노회로

를 설계하고 가공하는 기술 못지않게 웨이퍼에 부착되어 있는 오염입자를

세정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Fig 1.1 과 같이 최근 반도체 디바

이스의 피치 사이즈가 20 nm 이하로 점점 줄어듦에 따라,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20 nm 이하의 오염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십 나노 크기의 입자들은

경계층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세정 방식으로는 오염입자를 제거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유체흐름에 대한 입자의 항력은 단면적

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1] 사이즈가 작은 입자의 경우, 항력을 이

용한 오염입자 세정효율이 매우 떨어진다.[2][3] 또한 작은 사이즈로 인

해 하전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기력을 이용한 세정방식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간 광범위하게 다양한 차세대 세정공

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droplet impact[4], megasonic 

cleaning[5], aerosol cleaning[6]등의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되는 20 nm 이하의 오염입자 세정은 여전

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오염입자와 기판 간 존재하는 반데르발

스 부착 에너지보다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아르곤 입자를 오염입자와 충돌

시켜 세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7], 나노 사이즈의 초고속 이산화탄소 입

자빔을 이용하여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오염입자를 제거 하는 기술이 제안

되었다.[8] 이 기술은 Fig. 1.2 의 모식도와 같이 고압의 기체 이산화탄소

를 초음속 노즐을 통해 분사해 등엔트로피 과정의 단열 팽창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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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속, 저압 및 저온의 고체 이산화탄소 입자를 생성하고 이를 오염 입

자와 물리적으로 충돌시켜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20nm 사이즈 오염입자 세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공정으로서 습식공정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pattern 

leaning[9] 등과 같은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건조과정이 필요 없고 스캔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세

정이 가능해 높은 공정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작동

환경이 진공챔버 라는 점에서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노 오염입자의 세정결과에만 집중되어 오염입자 제거에 필요한 운동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정변

수에 따른 초고속 이산화탄소 입자의 크기와 속도를 측정하여 운동에너지

를 평가하고, 나노 오염입자의 세정효율과 비교 분석하여 오염입자 제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정량화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나노 사이즈의 오염입자 제거에 최적화된 초음속 노즐 및 시스템을 개

발하고, 최종적으로 20 nm 사이즈의 오염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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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ram scaling trend : Pattern feature sizes and aspect ratios, taken

from ITRS 2012 report. The dashed line indicates that manufacturable solutions

are not known.

Figure. 1.2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nano-contaminant particles removal

using supersonic CO2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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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및 초음속 노즐 설계

실험을 위해 초음속 노즐을 거쳐 상온, 고압의 가스(CO2, He)를 일정 비

율로 혼합하여 분사하는 장치를 Fig 2.1 과 같이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크

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일정 비율의 이산화탄소와 헬륨 가스를 혼합하

여 노즐에 공급하는 고압 분사시스템, 초음속 유동에 필요한 진공챔버 그

리고 고체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초음속 노즐 및 플래넘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 분사시스템은 30 - 60 bar의 기체를 MFC(Mass Flow

Controller)로 제어하여 노즐로 분사한다. 진공 챔버는 노즐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를 크게 하여 이산화탄소 입자빔이 강한 유동으로 분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4개의 뷰포트를 통해 이산화탄소 입자의 가시화가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노즐 입구부에 설치한 플래넘 챔버는 노즐보다

큰 체적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유동의 속도를 거의 0으로 유지해 노즐 입구

에서 유동의 정체상태를 제공해 주며 이산화탄소와 헬륨의 가스 혼합효율

을 증대시켜 준다. 따라서 플래넘 챔버에서 노즐로 들어가는 유동의 압력

(Po, stagnation pressure) 및 온도(To, stagnation temperature)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값을 노즐의 출구압력(Pe ,exit pressure)과 비교함으로

써 초음속 노즐을 통과하는 유체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

기와 같은 구성의 시스템을 통해 고압의 가스 이산화탄소를 초음속 노즐을

통해 팽창시켜 강한 운동에너지로 분사되는 고체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였

고, 이를 진공챔버 내부의 오염입자 기판으로 분사해 입자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초음속 노즐 설계에 관한 내용은 여러 저서와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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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어 있으며[10], 가장 중요한 변수는 Fig 2.2 (a)의 노즐 목 면적(A*)

과 출구 면적(Ae)의 비다. 이 값은 초음속 유동의 상태를 결정할 뿐 아니

라 유동의 온도, 압력 및 밀도를 결정한다. 초음속 노즐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ṁ) 및 노즐 출구에서 필요한 마하수가 결정되면, 식 (2)과 (3)에 의해

A*와 Ae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 식에서 k는 기체 비열비, R은 이상기체

상수, Ma은 마하수, ṁ은 질량유량을 의미한다.

(2)

(3)

식 (2)과 (3)를 통해 노즐의 목과 출구의 크기가 결정되면 노즐의 축소부

및 확대부 길이(각도)와 형상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터보

엔진 또는 로켓의 경우 Fig 2.2 (c)와 같은 원호형 형태의 초음속 노즐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원호형 노즐이 원추형 노즐에 비해 노즐 출구에서 균

일한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확대부의 큰 각도로 인해 전체 노즐 길

이를 줄여 무게 대비 추력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원호형 형태

의 노즐은 이미 검증되어진 특성곡성해법(MOC) 기법을 활용해 설계할 수

있지만[11], 본 연구에서는 가공의 난이도와 비용문제로 인해 Fig 2.2 (b)

와 같은 원추형 노즐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마하수에 따른 노즐 목과 출구

의 면적이 결정되면, 축소부 및 확대부 길이는 단순히 수축각 및 팽창각

(α)을 결정하면 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초음속 노즐에서 수축

각은 45° 미만으로 큰 제한은 없지만 팽창각은 유동 박리 등의 이유로 20°

미만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즐의 길이와 불균일한 유동 속도층인 경게층

의 두께는 비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계층 두께와 유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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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현상을 고려하여 팽창각(α)을 10°로 설계하였다. 또한 노즐 내부의 유동

특성을 평가하고 경계층 두께를 고려한 노즐의 유효면적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전산유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즐내부의 유동흐름을 예측하였

다.

사용된 전산유동 해석방법은 축대칭 이차원 모델에서 완전기체를 가정한

압축성 유체 방정식과 열전달 모델을 연계하였다. 난류모델은 급격한 유동

의 변화를 잘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는 2방정식 k-ω 모델을 사용하였고, 벽

면은 점착조건 및 단열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노즐 목을 지나면서 유동

이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바뀌므로 노즐 목에서의 경계층 두께는 0으로

가정하였다.[12] Fig 2.3(a) 는 상기의 전산 유동해석 모델을 통해 구한 노

즐 내부의 마하수를 나타낸다. 노즐 내부 속도가 벽면 위 최대 속도의

95%되는 두께를 경계층이라고 가정한다면, 마하수 6으로 설계된 노즐의

출구에서 설계 마하수와 유동해석으로부터 계산된 마하수는 약 2% 정도의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Fig 2.3(b) 는 노즐 출구에서 유동의 축

영역부터 노즐 벽까지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노즐 벽 근처에서

점착 조건에 의해 속도가 0으로 향하는 불균일한 경계층을 제외하면 노즐

출구에서 균일한 속도로 분사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상기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노즐의 기본적인 형상을 Fig 2.4

에 나타내었다. Fig 2.4(a) 는 초음속 노즐의 설계도면으로 특히 노즐 출구

의 압력포트를 통해 유체의 정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등엔트로피 관계식

으로부터 마하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Fig 2.4(b) 는 실제 제작된 노즐

의 단면도를 나타내며, 불규칙한 표면으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동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즐 내부는 래핑가공을 거쳐 조

도 등급을 y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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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experimental apparatus. (a) Schematic illustration of CO2

cleaning system. (b) Drawing of nozzle and plenum chamber. (c) Front view of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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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upersonic nozzle type. (a) The schematic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b) Conical nozzle. (c) Contou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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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result of flow inside a nozzle. (a)

Mach no contour. (b) Velocity profile at nozzle outlet.

Figure 2.4 Supersonic nozzle image. (a) Drawing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b) Cross-section image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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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정실험 및 분석 방법

우선 나노 오염입자 세정실험을 위해서는 50 nm 이하의 구형 입자를

wafer 위에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입자의 농도와 스핀코팅 조건에 따라

입자가 서로 뭉쳐 사이즈가 커지거나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

태를 보이기 때문에 오염입자 종류에 따라 적정 도포 조건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오염입자는 CeO2(643009, Sigma Aldrich), SiO2(701491,

Sigma Aldrich), Al2O3(642991, Sigma Aldrich)이며, 세정 전후 이미지는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SUPRA 55VP, Carl Zeis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Fig 2.5 는 스핀코팅 장비를 통해 최적조건에서 상기 오염입자의 도포상태

를 보여주는 SEM 이미지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오염입자에 초음속 이산화탄소 입자빔을 조사하여

세정 후 영상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측정하게 되며, 나노 입자의 제거효율

(Particle Removal Efficiency, PRE)은 식 (1)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PRE는 세정 전 오염입자의 면적 대비 세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

는 오염입자의 면적비로 정의되며, Abefore는 세정 전 오염입자의 면적

(pixel2) Aafter는 세정 후 남아있는 오염입자의 면적(pixel2)이다.



  
×  (1)

PRE를 분석할 때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실험에서 분석되는 SEM 이미

지 영역의 크기는 수 백 um 이고 세정이 모든 표면에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SEM 이미지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를 확보해야 한다.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된 방법은 상용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 J를 활용하여 원본 SEM 이미지를 이진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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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특정 threshold 값을 기준으로 흰색 부분의 세정 후 남아있는 입자

면적을 구하였다. Fig 2.6 은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진행한 영상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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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he SEM images of deposited nanoparticles on wafer. (a) CeO2 (b)

SiO2 (c) Al2O3

Figure. 2.6 Image processing (a) SEM images of after cleaning(CeO2). (b)

Image of binary processing above threshold value. (c) Image of calculating

area. : circle dots indicate residua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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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2 고체입자 특성 평가

3.1 CO2 고체입자 생성 및 가시화

Fig 3.1 은 압축성 유동에서 초음속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유체의 속도

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3.1(a) 는 노즐의 축소부를 통해 유동의

속도가 증가하고 노즐 목에서 마하수 1 까지 그리고 확대부를 거쳐 초음속

까지 가속되는 현상을 보여주며, 하단 그래프의 점섬 라인으로 마하수가 1

이 되는 조건인 노즐 입구와 출구의 압력비 0.528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챔

버배압(Pb)과 입구압력(Po) 비를 0.528 이하로 설정해야지만 노즐을 통해

초음속 유동이 생성되며, 이 비를 작게 유지할수록 더욱 높은 마하수를 얻

을 수 있다. 초음속 유동의 상태는 압축성 유동의 등엔트로피(isentropic)

과정을 통해 식 (4)와 같이 노즐 입구와 출구의 압력, 온도, 밀도의 비로

결정되며[13], 이 식으로부터 오염입자 세정에 필요한 유동 특성을 고려하

여 노즐의 설계 마하수와 시스템 운전조건을 결정한다. 이상적인 초음속

유동의 경우 챔버배압(Pb)과 노즐의 출구압력(Pe)이 동일한 조건일 때 유동

의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분사된다. 일반적으로 Pb가 Pe보다 낮아 출구

부분에서 팽창파가 발생하면 유동은 팽창되어 계속 가속되지만, 반대의 경

우는 Pb가 Pe보다 커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고 압력 및 온도가 급증하여

유동에너지가 크게 손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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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b) 는 이산화탄소 압력-온도 상변화 그래프 위에 식 (4)의 관계

식으로 부터, 입구 압력(Po) 50 bar, 온도(To) 300 K을 기준으로 노즐을 통

해 분사되는 이산화탄소의 압력 및 온도의 변화를 화살표로 도시하였다.

마하수 5로 설계된 노즐의 경우 출구에서의 이산화탄소 상태는 압력(Pe)

0.05 bar, 온도(Te) 65 K 으로 노즐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에서

고체로 상변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Fig 3.2 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노

즐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분사하여 생성된 고체입자의 존재를 증명한다.

정지되어 있는 기판위에 이산화탄소 입자빔을 수 초간 조사하면, 나노 사

이즈의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가 서로 뭉쳐 언덕과 같은 형상으로 쌓이고

동시에 기판과 접촉하고 있는 바닥 부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인

해 이산화탄소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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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 flow change through a converging–diverging nozzle. (a)

Velocity and temperature change through supersonic nozzle. (b) Phase diagram

of carbon dioxide : the arrow line indicates that phase change of CO2 from gas

to solid through supersonic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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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eneration of solid carbon dioxide through the nozzle : solid CO2

particles stack on the substrate like hi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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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2 고체입자 크기 측정

초음속 노즐을 통해 생성된 CO2 고체입자는 um 이하의 크기이면서 동

시에 초고속으로 분사되는 특징으로 인해 그들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2 입자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

정하기 위해 Fig 3.3 과 같은 모델을 개발하였다. 초음속 노즐로부터 생성

된 CO2 입자빔을 적당한 강도를 가진 photoresist(AZ 5214E) 위에 분사하

여 CO2 입자로부터 발생된 자국(dent)을 만든 후, dent의 사이즈로부터

CO2 고체 입자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photoresist는 wafer

위에 스핀코팅 방법으로 도포하였으며 CO2 고체 입자로 인해 자국이 생성

될 수 있도록 공정조건을 최적화 하였고, 경화조건은 100 ̊C에서 1분간

soft baking 후 UV curing 및 120 ̊C에서 2분간 hard baking 이다.
초고속 CO2 고체 입자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O2 입자가

photoresist 표면에 충돌시 발생하는 마찰과 열전달 현상 및 dent의 소성변

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나노 스케일에서 이러한 현상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Fig 3.4 의 모식도와 같이 CO2 고체 입자가

photoresist와 충돌한 후 발생하는 dent의 최대 깊이까지 도달할 때의 관성

변화와 이 과정동안 표면이 받은 평균 힘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을 통해

식 (5)와 같은 평형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5)

여기서 p는 CO2 고체 입자가 photoresist 표면에 충돌하면서 표면에 가

한 평균 압력이고 D와 v는 CO2 고체 입자의 직경과 속도다. 또한 d는

dent의 직경이고 θ는 노즐의 분사각도를 의미한다. dent와 CO2 입자의 기

하학적 관계를 고려하면, 식 (5)에서 dent의 깊이 h는 직경 d로 변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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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p = 3σy 의 기존 연구[14]를 이용하여 식 (6)와 같은 적분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σy는 사용된 photoresist의 항복 응력을 의미한다. 특히

σy 는 nano indentation 기법[15]을 활용해 측정하였고 그 값은 약 190

Mpa 이다.

(6)

기하학적 형태와 θ가 90° 조건을 적용해 식 (6)을 적분하면 식 (7)과 같이

dent의 직경(d)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직경(D)를 구할 수 있는 최종 관계식

을 얻을 수 있다.

.

(7)

상기 모델을 바탕으로 주요 공정 변수인 노즐 입구 압력(Po, stagnation

pressure), 챔버 압력(Pb, back pressure), 노즐과 기판 사이의 거리(Std,

stand-off distance)를 변수로 하여 CO2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5 은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dent의 SEM이미지

와 이를 통해 측정된 CO2 입자 사이즈를 나타낸다. Fig 3.5(a)(b)(c) 에서

Po가 증가하고, Pb, Std가 감소할수록 dent 자국은 선명해지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입자의 직경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세정

이 가능한 조건(Po = 50 bar, Pb = 0.02 bar, Std = 3.5 cm)에서 식 (7)을

적용해 dent size로부터 CO2 고체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면, CO2 입자의 평

균 직경은 대략 30 - 40 nm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Fig 3.5(e)(f) 에서 Pb

와 Std가 증가함에 따라 CO2 입자 사이즈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Fig 3.5(d) 에서 Po가 40 bar 이상인 영역에서는 CO2 입자의 크기

가 일정하다는 사실과 Po가 50 bar 이상의 경우에만 나노 오염입자 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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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결국 Pb 와 Std가 주요 공정변수임을 확인

하였고 이 두 변수를 조절하여 CO2 입자의 사이즈 또는 운동량을 쉽게 제

어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세정 효율은

유지하면서 기존 패턴의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O2 고체 입

자의 속도는 증가시키고 사이즈는 작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

[16]의 관점에서, 향후 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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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he model of estimating a diameter of solid CO2 particle from de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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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hematic illustration between solid CO2 particle and dent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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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he experimental result of dent created by CO2 particle. (a) SEM

image of dent with Po. (b) SEM image of dent with Pb. (c) SEM image of

dent with Std. (d) Diameter of CO2 with Po. (e) Diameter of CO2 with Pb. (f)

Diameter of CO2 with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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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2 고체입자 속도 측정 및 향상

CO2 고체 입자의 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역시 그들의 작은 사

이즈로 인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즐 출구에서 분사되는 CO2 입자빔은

유체와 고체가 섞인 에어로졸 형태로 두 물질이 같은 유동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산유동 해석을 통해 CO2 고체 입자의 속도를 예측하

였다. 초음속 유동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를 유발하는 충격파(shock) 및

유동박리(flow separation)등의 비가역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석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초음속 충격파를 포함하는 노즐 후방부의 제트

(jet)에 대해 실험적 또는 수치적 방법으로 유동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거

수십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17][18] 이러한 기존 문헌을 참고로 하

여 상용 전산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노즐 후방의 CO2 입자의 제트

유동을 예측하였다.

유동해석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방정식

을 포함하였고, 급격한 물성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밀도 기반의 coupled

equation을 사용했다. 지배방정식의 차분화 방법은 유동의 수치적 확산 현

상을 방지하고 초음속 유동특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충격파 등의 현상을 잘

반영하는 2nd 풍상 차분법(upwind scheme)을 적용했다. 또한 난류 모델은

일반적으로 초음속 유동의 해석에서 박리현상을 잘 예측하고 확산이 적다

고 알려져 있는 2방정식 k-ω 모델을 사용하였다. 작동 유체는 정상상태

(steady state)의 이상기체, 노즐 벽면은 단열 및 점착조건으로 주었고, 수

렴오차는 유동특성의 변화가 무시할 만한 모든 지배방정식의 잔차가 10-4

이 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은 노즐 출구의 직경을 기준으

로 길이방향으로 10배, 높이 방향으로 5배 크기이다. 사각형 격자는 총

90,878개로 구성하였으며, 노즐 내부에 전체 격자의 약 1/4개 외부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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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를 배치하였다. 특히 유동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노즐 확대부와

경계층 유동이 발생하는 벽면 근처에 격자를 집중하였으며 이를 Fig 3.6

에 나타내었다.

초음속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CO2 입자빔은 노즐 주위의 대기압력에 따

라 다른 형상을 띄게 된다. 노즐 출구 압력(Pe)과 챔배 배압(Pb)의 차이로

인해 과대 팽창(over-expanded), 과소 팽창(under-expanded), 적정 팽창

(properly-expanded)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7(a)(b)(c) 는

Pb 변화에 따라 상기 3가지 유동의 형태를 전산 유동해석 결과와 실험을

통한 CO2 입자빔의 자유 제트 경계층(free boundary layer)을 비교한 이미

지다. 자유 제트 경계층은 CO2 입자빔의 압력과 외부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충격파 및 팽창파의 주기적 반복으로 나타나며, 해당 경계층이

초음속 유동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수치해

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CO2 입자 사이즈 측정시 주요 공정

변수로 도출하였던 Pb 와 Std를 변수로 한 CO2 입자의 속도를 Fig 3.7

(d)(e)(f)에 나타내었다. 특히 Fig 3.7(f) 와 같이 Pb가 증가할수록 노즐 내

부의 유체는 노즐 출구까지 팽창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박리되어 노즐 후방

에서 급격한 속도 감소 및 온도 상승 현상이 동반된다. 또한 Std가 증가함

에 따라 점성 소산에 의해 입자빔의 속도는 감소하고 온도는 증가하여

CO2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여 Fig 3.8의 그

래프에 노즐 센터라인의 CO2 입자속도와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고, 본 유동

해석 결과로부터 CO2 고체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면, 세정이 가능한 조건(Po

= 50 bar, Pb = 0.02 bar, Std = 3.5 cm)에서 이산화탄소의 평균 속도는 대

략 530 m/s 온도는 130 K으로 추정된다.

부가적으로 노즐을 변경하지 않고 오염입자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CO2 입자의 분사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화학적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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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활성 기체이면서 동시에 CO2(ρ=1562 kg/m
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기체 비열비(k)가 높은 가스인 헬륨(ρ=178 kg/m3)을 혼합하여

분사하면 동일한 노즐에서 CO2 고체 입자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두

물질을 혼합하여 분사하게 되면 가벼운 헬륨(He)이 무거운 CO2를 이끌고

가는 캐리어가스 역할을 하면서, CO2만 존재했을 때 보다 더욱 증가된 속

도를 얻을 수 있다. 즉 식 (3)에 의해 He만 분사하였을 경우 CO2 대비 약

2배의 마하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He의 밀도가 CO2 보다 약 10배 정도 작기 때문에, He을 많이 혼

합할수록 유동의 속도는 증가하는 반면, He의 낮은 밀도, 즉 큰 부피로 인

해 일정 비를 넘어서게 되면 Pb가 증가하는 역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Pe보다 높은 Pb는 마하 충격파를 유발하여 유동의 운동에

너지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충격파 후방에서는 CO2 빔의 온도 및 압

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CO2 고체 입자가 다시 기체로 승화되거나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헬륨을 혼합함으로써 발생되는 순

기능인 속도증가와 그의 반대급부인 Pb 상승으로 인한 운동에너지 감소가

trade off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고체입자의 운동

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헬륨의 최적 혼합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 4. 7 은 헬륨 혼합에 따라 CO2 입자의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

을 dent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

즐을 사용하였을 경우 CO2 입자빔의 운동량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헬륨의

적정 혼합비는 CO2 1/3 수준이다. 이 때 노즐 출구에서의 Ma는 7.5 며, 이

수치는 CO2 만 분사할 경우의 마하수 6 보다 약 25% 정도 증가된 수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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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omputational domain and grid configuration. (a) Domain (b) Grid

configuration (c) Grid of nozzle inside (d) Grid of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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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omparison between CO2 jet and computational result. (a) under

expanded (Pb<Pe) (b) properly expanded (Pb=Pe) (c) over expanded(Pb >Pe) (d)

Pb=0.02 bar (e) Pb=0.3 bar (d) Pb=0.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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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 flow distribution of nozzle center line.

(a) Velocity (b)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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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he SEM Image of dent experimental with He mixing ratio(κ). (a)

κ = 0 (b) κ = 1/3 (c) κ = 1 (d) Dent size with 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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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염입자 세정 평가

4.1 나노 오염입자 세정 실험

앞서 CO2 입자의 크기 및 속도 측정을 통해 Pb와 Std 변수에 의해 CO2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두 변수에

의해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오염입자의 세정효율 또한 상이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Fig 4.1 은 Pb와 Std를 변수로 하여 CO2 입자를 웨이퍼 상에

도포된 25 nm 이하의 CeO2 오염입자에 분사한 후, 남아있는 오염입자를

측정한 SEM 이미지다. Pb가 0.1 bar 이하 조건에서는 Std와 상관없이

CeO2 오염입자가 99% 이상 제거된다. 하지만 Pb가 증가할수록 세정효율은

급격히 감소하며 Std 조건에 따라 세정효율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Pb

가 0.3 bar 일 경우 Std 가 2 cm 에서는 오염입자가 95% 이상 제거되지만,

5 cm 에서는 약 30% 정도 밖에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기

술한 바와 같이 Std가 증가함에 따라 CO2 입자빔의 유동과 외부의 정지하

고 있는 유체 사이의 점성소산에 의해 유동의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이

다. 또한 Pb가 0.5 bar 이상에서는 Std와는 상관없이 세정효율이 크게 저하

되는데 높은 Pb로 인해 이미 유동에너지가 감소(속도 감소, 압력 및 온도

상승)하여 오염입자를 제거하기에는 CO2 입자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b가 증가할수록 Std에 따른 세정효율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낮은 Pb에서는 노

즐의 출구압력과 Pb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CO2 유동에

너지가 노즐의 후방부에서도 유지되는 반면, 높은 Pb에서는 노즐 출구압력

과 Pb의 큰 압력 차이로 인해 빔의 후방부로 갈수록 입자빔이 압축되고 충

격파가 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CO2 고체 입자의 운동량이 소멸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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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Fig 4.2 은 CeO2 세정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100 nm 이하의 Al2O3 오

염입자 제거실험에 대한 SEM 이미지다. Fig 4.1의 CeO2 세정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역시 낮은 Pb에서는 Al2O3 입자가 완벽히 제거

되지만 Pb와 Std가 증가할수록 세정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SEM 이미

지를 비교해 보면 두 입자간 세정 효율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결과

는 오염입자의 크기와 입자와 기판사이에 hamaker constant 로 인한 반데

르발스 부착력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상기 실험결과로부터 Fig 4.3 에

서 종류의 오염입자 제거 후 SEM 이미지에서 남아있는 오염입자의 면적

을 계산하여 정량적으로 분석된 세정효율(PRE, Particle Removal

Efficiency)를 나타내었다. 본 세정방법은 초고속 CO2 입자를 기판에 부착

되어 있는 오염입자와 물리적으로 충돌시켜 이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

에, 입자 간 충돌로 인해 기존 패턴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도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공정조건 확보가 중요

하며 Fig 4.3의 그래프를 통해 오염입자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는 PRE 99% 이상되는 공정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CeO2 입자의 경우

Pb와 Std가 각각 0.1 bar, 5 cm, Al2O3 입자의 경우 0.02 bar, 2 cm 인 상

태가 최적의 공정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초고속 CO2 입자를 분사한다면 오

염입자는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기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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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he SEM images of removing CEO2 particles with Pb.

(a) Reference (b)(c)(d) Std = 2.5 cm (e)(f)(g) Std =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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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e SEM images of removing Al2O3 particles with Pb.

(a) Reference (b)(c)(d) Std = 2.5 cm (e)(f)(g) Std =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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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RE(Particle Removal Efficiency) with Pb and Std

(a) CeO2 nanoparticles (b) Al2O3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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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2 고체입자 운동에너지 평가

Dent 입자 사이즈로부터 계산된 Fig 3.5 의 CO2 입자의 크기와 Fig 3.8

의 노즐 센터라인에서의 속도로부터, 공정변수(Pb, Std)에 따른 CO2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4.4 는 상기 공정변수에 따른

CO2 고체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나타낸다. 또한 오염입자가 99% 이상 제거

되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수평의 점선 라인으로 각각의 오염입자 제거에

필요한 최소 운동에너지를 표시하였다. 해당 그래프에서 CeO2, Al2O3 제거

에 필요한 최소 운동에너지는 각각 18 x 10-15J, 115 x 10-14J 로 약 6배 정

도의 차이를 보인다. CO2 입자의 속도는 전산유동 해석의 결과로부터 예측

하였기 때문에 그래프상에 표시된 운동에너지는 절대적인 수치를 반영하지

는 못한다. 하지만 CeO2 대비 Al2O3의 입자 사이즈는 4배, hamarker

constant는 2배 정도로 식 (8)로 표현되는 반데르발스 부착력은 Al2O3가

CeO2보다 약 8배 정도 크다. 아래 식에서 A는 hamaker constant, r은 오

염입자의 반지름, Zo는 입자와 기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Zo는 대략 0.4 nm로 알려져 있다.[19] 오염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CO2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기판과 오염입자 사이의 부착에너지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세정효율을 판단할 때 Fig 4.4 의 CO2 운동에너지 값은 상대적으

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결국 Fig 4.4 을 통해 공정변수에 따른 CO2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추정

할 수 있으며, CeO2 또는 Al2O3 입자와 다른 오염입자의 반데르발스 부착

력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사전에 세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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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수행한 전산 유동해석의 노즐 후방 속도 분포와 조합하여 오염입

자 세정에 필요한 마하수 또는 속도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해당 그래프는

노즐 설계에 중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Fig 4.5에서 CeO2, Al2O3 오염입자와 CeO2와 비슷한 반데르

발스 부착력을 가지고 있는 SiO2 오염입자의 세정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며,

세정 전 이미지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나노 오염입자가 고체 CO2 입자

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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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Kinetic Energy of CO2 beam : The dashed line indicates minimum

kinetic energy to remove Al2O3 and CeO2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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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The SEM image of nanoparticles cleaning result. (a) CeO2 (b) SiO2

(c)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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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반도체 디바이스의 피치 사이즈가 점점 미세화 되면서, 20nm 이하의

오염입자 제거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나노 사이즈의 입자

는 경계층 내부에 존재하므로 기존 방식으로는 세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음속 노즐을 이용해 기체상태의

CO2를 단열팽창 과정을 통해 나노 사이즈의 고체 CO2로 상변화를 유도하

고, 이렇게 생성된 고체 CO2를 웨이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20 nm 크기

의 오염입자에 고속으로 충돌시켜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우선

CO2 및 He 고압 분사시스템, 진공 챔버 및 원추형 형태의 축소 팽창부로

구성된 초음속 노즐을 개발하여 초고속 CO2 입자빔을 생성하였다. 이 과정

에서 이산화탄소 고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주 변수로 입구

압력(Pb, back pressure), 노즐과 기판사이의 거리(Std, stand-off distance)

로 선정하고, 이 두 변수에 대해 CO2 고체입자의 크기와 속도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photoresist 박막에 CO2를 분사하여

발생된 dent의 크기로부터 CO2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전산 유동해석을 통해 노즐 후방의 유동상태를 예측한 결과, 오염입자 세

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CO2 고체 입자의 직경은 약 30–40 nm 속도는 530

m/s 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이용해 나노 오염입자 제거에 필요한 CO2 고

체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정량화하고 공정변수를 최적화하여, CO2 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즐을 개발

하여 20 nm 사이즈의 오염입자(CeO2, SiO2, Al2O3)를 성공적으로 제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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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nano-sized contaminant 
particles removal through a supersonic 

CO2 beam

Joong Ha Lee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ize of patterns in the semiconductor chips shrinks down to

below 20 nm, removing sub 20-nm sized contaminant particles has

become an important technological challenge.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nanoparticles because they are located in the inner boundary layer

of surrounding fluid flows and have low electrical charge.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the technology which can remove 20-nm sized

contaminant particles through a supersonic CO2 beam. The high

pressure gas injection system and vacuum chamber has been developed.

Also, we have designed the converging-diverging supersonic nozzle

which generated solid CO2 nanoparticles capable of detaching

contaminant particles on the substrate. The influence of the critical

parameters, back pressure and stand off distance, has been evalua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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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removal efficiency. The kinetic energy of solid CO2 particles has

been estimated by measuring their velocity and size using CFD analysis

and dent model. Combining this kinetic energy and removal efficiency,

we have optimized the process parameters to minimize pattern damage.

Futhermore, we have demonstrated that nano-sized contaminant

particles(CeO2, Al2O3, SiO2) can be removed from a silicon wafer almost

perfectly using a supersonic solid CO2 beam.

Keywords : Nano contaminant particles, Supersonic nozzle,

Dry cleaning, Semiconductor cleaning

Student number : 2013-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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