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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전자 기기의 성능향상과 초소형화가 동시에 요구되면서 반도

체 소자의 집적도를 향상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반도체 집적회로는 다층배선구조로 구성되며 배선의 층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개발되고 있다. 다층 배선구조를 제작하기 위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은 회로표면의 평탄화이며 이를

위해 반도체 공정에서는 CMP(Chemical-Mechanical Polishing) 공정

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CMP 공정은 연마패드와 수십 나노

미터 크기의 입자가 포함된 연마재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

후, 슬러리 입자나 물리적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미세 먼지

및 파편들이 반도체 표면 위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입자들은 반

도체 소자의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생산 수율을 저

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Dual-fluid spray nozzle)을 이용하

여 CMP 공정 후 잔존하는 오염입자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는 노즐이 시편과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정방식에서 제기

되어 왔던 상호오염문제를 배제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크기의 액적

들이 오염입자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높은 세정효율 또한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노즐의 세정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구조를 개

선하려는 시도가 미진하였으며, 관련 연구가 액적의 미립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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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기 때문에 액적의 운동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류체 spray가 시편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측정하여 노즐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를 기반으로 기존 이류체 노즐의 형상을 최적화한다. 또한 노즐 내

부에서 발생하는 다상 유동 현상을 가시화하여 내부 구조를 효율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piezoelectric 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spray 분사 시스템을 제안하여 spray 액적의 균일화

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이류체 노즐, 다상 유동, 나노 오염입자, 반도체 세정

학 번: 2015-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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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미세 입자에 대한 정교한 세정 기술은 매

우 필수적인 공정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

는 전도성 미세 입자들은 누전 현상과 같은 결함을 초래하여 반도체 소자

의 성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따라서 오염 입자에 대한 제거 효율은 생산

수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집적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반도체 집적회로는 배선의 층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개발

되고 있다. 다층 배선구조를 제작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은 회

로표면의 평탄화이며 이를 위해 반도체 공정에서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CMP 공정은 슬러리

형태의 연마재를 사용하여 표면을 물리적으로 마모시키기 때문에 공정 후,

다양한 미세 먼지 및 파편들이 반도체 표면 위에 잔존하게 된다.

평탄화 기술의 정교함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 입자의 크기 또한 수 나노

미터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초소형 입자에 대한 제거 기술 개발이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 경우 기판 표면과의

접촉 면적이 감소하지만 단위 면적당 부착력은 오히려 증가하여 이를 제거

하는 데에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1]. 또한 초소형 입자들은 유동 경계층

내부에 존재하며 표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시적인 유체의 흐름을 통해

운동량을 전달하는 방식의 경우 제거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초소형 오염입자들에 대한 세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러시 세정[2]과

같은 물리적 세정 방법이 적용되었으나 브러시의 역오염 및 기판 표면 손

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Megasonic cleaning[3]과 같은 습식 세정

방식의 경우 wafer의 건조과정에서 chemical residue가 석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 nm 이하의 오염 입자들에 대한 제거효율은 여전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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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속 마이크로 액적들을 시편과 충돌시킴으로서 오염 입자를 제거

하는 이류체 spray 세정 기술이 고안되었다. 해당 기술은 Fig. 1.1과 같이

고압 가스 상태의 질소를 사용하여 세정액(증류수)을 마이크로 크기로 분

쇄함과 동시에 고속으로 분사하여 표면 위의 입자를 제거하는 비접촉식 세

정기술이다. 따라서 평탄화된 회로 면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으

며, 장치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pray 액적에 의해 오염 입자가 제거되는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염 입자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자

들이 도출되지 않아 최대 세정효율을 얻기 위한 정확한 작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류체 spray의 세정 효율에 대한 평가 사례가 없

어 성능 정량화 방법 개발 및 이를 통한 노즐 디자인 최적화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액적 충돌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세정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오염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인자를 도출하고, spray의

충돌 압력 및 세정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노즐의 세부 치수 변화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 디자인을 도출

하고 2-dimensional 노즐을 이용해 내부 유동을 가시화 하여 노즐 내부 구

조 개선을 통한 성능 향상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종적으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이류체 spray 노즐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추가적으로 piezoele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spray 액

적들의 크기 및 속도를 균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가능

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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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nano-contaminant particles removal

using dual-fluid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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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류체 spray에 의한 오염입자 세정 메커니즘

세정용 이류체 노즐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spray 액적의 어떠한 성질들이 세정효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액적들에 의해 오염 입자들이

제거되는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각 인자들이 세정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pray 액적이 오염된 시편 표면과

충돌할 때 오염입자에 가하는 힘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세정력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으로 관여하는 인자를 도출한다. 또

한 spray 액적들의 충돌에 의한 세정 면적을 선행 이론을 바탕으로 수학적

으로 계산하여 세정 면적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액적의 조건을 예측한다.

Seike et al.[4]에 따르면 고속 액적의 충돌에 의해 오염입자에 가해지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액적이 시편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jet이 오염입자에 가하는 항력(drag force)이다. 고속 액

적이 고체 표면과 충돌하면 Fig. 2.1과 같이 기체, 액체, 고체가 맞닿는 경

계점이 고정된 채로 액체의 일부가 액적 내부로 압축되며 이 과정에서 액

적 내부에 충격파(shock wave)를 야기한다[5]. 압축된 액체의 부분은 고압

인 상태로 액적 내부로 계속 침투하며 내부 압력은 식 (1)과 같이 표현된

다[4,6].

 


 (1)

내부 압력이 특정 압력을 초과하는 순간 액적은 한정된 부피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던 경계점을 통해 jet을 토출한다. 해당 jet은 주변의 오

염입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항력을 가하며 힘의 크기는 액적 충돌 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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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액적의 내부 압력과 관련한 항으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식에서

볼 수 있드시 jet에 의한 항력은 오염입자의 단면적 및 액적의 시편 충돌

속도와 비례한다.

 







(2)

두 번째로 액적은 오염입자와 직접 충돌하여 항력을 가하기도 한다. 해당

힘은 식 (3)과 같이 표현되며 오염입자의 표면적 및 액적 충돌속도의 자승

에 비례한다.

  





 (3)

오염입자는 식 (4)와 같이 오염입자와 시편 표면간의 인력인 van der Wa

-als force에 기인한 마찰력을 액적 충돌에 의한 힘이 이겨낼 경우에 표면

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4)

한편, 액적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염입자에 가하는 힘들은 모두 액적의

속도에 비례 또는 자승 비례하는 형태이며 액적의 크기와는 독립적인 관계

이다. 이는 유체의 항력이 강체와의 접촉 표면적과 관계된 힘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액적의 크기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이며 물리적 한계

에 의해 나노미터 수준으로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노미터

수준인 오염입자에 비해 액적은 항상 크며 상호 충돌 시에 접촉 표면적은

오염입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력의 크기 또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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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표현되며 세정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액적의

충돌 속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Spray가 오염 시편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면

적은 액적의 크기 및 개수와 관계된다. 그러나 일정한 유량의 액체가 토출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위시간당 토출되는 액적의 개수는 식 (5)와 같이

단일 액적의 부피와 반비례 관계로 표현된다.





(5)

따라서 액적의 개수와 크기 중 어떤 인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세정 면적을

최대화하는 데에 유리할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단일 액적이 완전히 퍼졌을 때의 면적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액적의

개수만큼 면적을 합하여 spray의 총 퍼짐 면적을 정의하였다. 액적의 부피

와 개수 간 반비례 관계를 계산 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액적의 개수 증가에

따른 총 퍼짐 면적의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B. L. Scheller

와 D. W. Bousfield의 연구[7] 에 따르면 의 크기인 액적이 의 속도

로 고체 표면과 충돌하여 갖게 되는 최대 직경은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6)

식 (5)와 (6)을 이용하여 액적 개수 증가에 따른 spray 총 퍼짐 면적을 계

산하였으며 Fig. 2.2와 같이 액적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퍼짐 면적 또

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총 펴짐 면적은

퍼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적들 간의 간섭 및 충돌 각도의 다양성 등

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퍼짐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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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그러나 정량적인 세정 면적이 아닌 경향성만을 확인하는 데에

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화된 계산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계산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유동 현상들이 경향성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액적 충돌에 의한 세정 면적을 증가

하기 위해서는 액적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더 많은 개수의 액적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노즐을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pray 충돌에 의한 세정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고

찰하였다. 액적 충돌 시 오염입자에 가해지는 항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액적의 충돌 속도를 증가하여야 하며, 세정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액적의 크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액적의 속도 및

크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 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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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mpact of a spherical liquid droplet onto a rigid surface. (a)

Liquid is highly compressed in the drop with propagation of shock wave.

(b) High velocity jet is emitted through a gap of contact edge.

Figure 2.2 The total spreading area of spray droplets theoretically calc

-ulated with change of number of droplets discharged per unit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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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3.1 이류체 spray 발생 장치

유체를 고압으로 노즐 내부로 공급하여 이류체 spray를 발생하고 토출된

spray의 세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ig. 3.1과 같이 장치를 구성하였다.

액체와 기체는 각각의 공급 장치를 통해 동시에 이류체 노즐로 공급된다.

그리고 토출된 spray 액적들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

해 force sensor를 구성하였다. Spray 충돌 압력 측정 장치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2 절에서 제시한다.

작동 액체로는 증류수가 사용되며 water pump(H1E1-1501-B, Hanil)를

통해 노즐 내부로 공급된다. 공급되는 증류수의 압력은 pressure regulator

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가용 압력 범위는 최대 4.5 bar 이며 이 때 공급

되는 증류수의 유량은 약 2.1 lpm이다. 작동 기체로는 N2 gas가 사용되었

으며 gas bombe를 우레탄 호스를 이용해 노즐과 연결하였다. 노즐로 공급

되는 기체의 압력은 pressure regulator를 이용해 제어하였으며 최대 10

bar까지 사용하였다. 작동 기체로 N2 gas가 사용된 이유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사용되는 SiO2 및 CMP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들과의 반

응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N2 gas와 증류수가 노즐로 동시에 공급

되면 노즐 내부에서 두 유체가 혼합되고 고압의 기체는 액체를 작은 액적

들로 분쇄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록 가속 시킨다. 분쇄 및 가속 과정을 거

친 액체는 고속의 마이크로 액적의 형태로 기체와 함께 노즐 하단 토출부

를 통해 분사된다.

N2 gas와 증류수를 혼합하여 spray 형태로 분사하기 위해 Fig. 3.2와 같

은 이류체 노즐을 제작하였다. 해당 노즐은 본 연구의 최초 모델이며 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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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세정용 노즐과 관련한 선행 특허[6]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노즐은 제

작 용이성과 부식 방지를 위해 황동으로 제작하였으며 내부 구조는 공급

부, 분쇄부 및 가속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급부는 액체와 기

체가 노즐 내부로 진입하는 부분이며, 분쇄부는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는

부분으로서 고압의 기체에 의해 액체가 분쇄되어 마이크로 크기의 액적들

이 생성된다. 가속부에서는 분쇄된 액적들이 고속 기체의 관성에 영향을

받아 100 m/s 이상의 속도로 가속된다. 가속부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유동

이 노즐의 길이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분쇄보다는 기체에 의한 액적의

가속이 주로 일어난다. 분쇄부 내부에서 액체와 기체의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분쇄부의 단면적은 가속부의 단면적에 비해 넓게 설

계되었다. 또한 분쇄부와 가속부의 단면적 차에 의해 기체의 속도가 가속

부에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액적이 빠른 속도로 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액체와 기체의 공급방향은 상호 수직으로 설계하여 액적에 대한 기체의 분

쇄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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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illustration of dual-fluid spray pil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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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ual-fluid nozzle(first model). (a) Inner structure and dimen

-sions of the nozzle. Units are omitted at request of Samsung Electro

-nics. (b) Drawing of the nozzle. (c) Front view of the fabricated dual

-fluid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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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류체 spray의 충돌 압력 측정 방법

노즐로부터 토출되는 이류체 spray의 위치별 충돌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Fig. 3.3과 같은 압력 측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압력은 HBM 社의

S-type force sensor(1-S2M/10N-1)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Force sensor의

상부에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의 tip이 결합되며, force sensor는 tip 표면

에 인가된 평균 압력을 측정하게 된다. Force sensor 주변으로 sensor

cover를 구성하여 sensor가 액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tip과

sensor cover 사이에 거리를 두어 cover에 충돌한 액적이 force sensor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Linear stage(15074-D1125001, Akribis)

를 이용하여 노즐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spray 위치

별 액적들의 충돌 압력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4와 같이 low pass

filter를 이용하여 noise data를 제거하였고 spray의 최대 압력과 유효면적

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노즐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하였다. 본

실험 장치를 통해 측정되는 압력은 식 (1)의 값을 나타내며 액적의 충돌

속도와 비례한다. 따라서 식 (2)와 (3)으로 표현되는 오염입자에 대한 세정

력과 그 경향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ray의 전 면적에 해당하는 충격력을 측정하지 않고 위

치별 압력 분포를 측정하였다. Spray 전 면적에 해당하는 충격력을 측정하

는 경우 충돌에 의한 최대 압력을 알 수 없으며,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위

치 또한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spray의 단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충격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서로 다른 spray 액적들의 운동

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압력 분포 측

정 방식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pressure sensor pad를 이용한 방식

에 비해 제작비용이 저렴하며 정확도 및 공간 분해능 측면에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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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pray impact pressure distribution measurement system. (a)

Schematic illustration of pressure measuring system. (b) An image of

pressure measuring process.

Figure 3.4 Spray impact pressure distribution. (a) Raw data. (b) Noise cancel

-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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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류체 spray의 세정 성능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류체 spray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염시편을 제작하고 세

정 전·후의 시편 이미지를 분석하여 세정 성능을 정량화하였다. 삼성전자

社에서 제공한 오염현탁액(CeO2 solution)을 spin coating 공정을 통해

silicon wafer 표면에 도포하여 오염시편을 제작하였다. 오염 현탁액은

10% 농도로 희석한 후 사용하였으며 이는 해당 조건이 실제 CMP 공정을

거친 wafer의 오염 조건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탁액의 농도 및

spin coating 조건에 따라 입자들의 분포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균일하

게 입자들이 도포될 수 있는 적정 조건을 찾아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500

rpm 20 초, 1700 rpm 40 초의 순으로 spin coater를 작동하였다. 오염시편

은 1 x 1 cm2 크기로 절단하여 고정하였고 이류체 spray를 3 mm/s의 일

정한 속도로 이동하여 시편을 세정하였다.

세정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세정 전·후 시편의 이미지를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SUPRA 55VP, Carl Zeiss)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노입자에 대

한 제거효율(Particle Removal Efficiency, PRE)는 세정 전 오염입자가 차

지하는 면적 대비 세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염입자의 면적비

로 정의되며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는 세정 전 오염입자가 차지하

는 면적이며 는 세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염입자의 면

적이다.

PRE

 
× (7)

세정 전·후 시편의 이미지는 Matlab의 이미지 분석 코드를 이용해 분석하

였으며 특정 threshold gray value를 기준으로 SEM(Scanning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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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e) 이미지를 이진화하여 오염입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였

다. Fig. 3.5는 설명한 방법으로 시편 이미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편의 세정력을 정량화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spray에 의한 세정

효율이 위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촬

영된 시편의 이미지는 전체 시편 중 매우 국소적인 부분만을 보여주므로

신뢰도 있는 세정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시편의 여러 위치를 촬영하여 평균

적인 제거효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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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Image processing. (a)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contaminated surface before cleaning. (b) SEM image after binary process

-ing by a threshold gre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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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류체 spray 성능 평가

4.1 유체 공급 조건 및 stand-off distance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운전조건, 특히 유체의 공급조건 및 노즐과 시편 사이 거

리(Stand-off distance, Std)가 세정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먼저

노즐로 유입되는 유체의 공급 압력이 세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유체 공급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3.3 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오염

입자에 대한 세정효율을 평가하였다(Fig. 4.1).

N2 gas의 공급압력이 1-2 bar 조건인 경우 노즐 내부로 유입되는 N2

gas의 유량이 부족하여 액적에 대한 가속 및 분쇄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하

며 세정효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N2 gas의 공급압력이 3 bar

이상인 경우 80% 이상의 세정효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증류수의 공급압

력이 2 bar 이고 N2 공급압력이 4-6 bar인 조건, 증류수 공급압력이 3 bar

이고 N2 공급압력이 5-6 bar인 조건, 증류수 공급압력이 4 bar 이고 N2 공

급압력이 6 bar인 조건에서는 98% 이상의 세정효율을 확인하였다. 증류수

의 공급 압력이 1 bar인 경우 노즐 내부로 공급되는 증류수의 유량이 부족

하여 토출되는 액적의 개수 및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체의

공급압력이 증가하여도 세정효율이 96% 수준에서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

다. 한편 유체의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액체의 유량이 과도하게 많아 기체

와의 유량 비율이 부적절한 경우 액적들이 기체의 운동량을 충분히 전달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공급 기체의 유량이 액체 유량이 20배 이상인 조

건을 충족하여야 마이크로 액적들을 기체의 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속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E가 98% 이상인 조건 중 유체 소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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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 4 bar,  = 2 bar 조건을 세정 기준 조건으로 선정하였

다. 4.2 절에서 설명되는 노즐 별 세정력 평가는 해당 공급 조건을 기준으

로 수행하였다.

노즐과 오염시편 사이의 수직거리(Std)가 세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세정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4.2는 Std 조건 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Std가 2.5 cm 미만인 조건에서 98% 이상의 세정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액적들이 외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potential core

구간이 spray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8]. 해당 구간 내에서는 액적들의

외기와의 접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량이 매우 적으며 노즐로

부터 토출된 직후 액적의 초기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노즐과

시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오염시편과 충돌 후에 튀어 오르는 액적들

에 의해 노즐이 역오염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역오염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류체 노즐과 관련한 선행특허[6]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세정 공정의 효

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E가 98%

이상인 조건 중 노즐과 시편간 거리가 가장 긴 2 cm를 세정 기준 조건으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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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Particle removal efficiency of dual-fluid spray with variation of

supply pressure of N2 gas and distilled water. Stand-off distance is fixed as

2 cm.

Figure 4.2 Particle removal efficiency of dual-fluid spray with change of

stand-off distance. Supply pressure of N2 gas and distilled water are fixed as

4 and 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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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ray 성능에 대한 노즐 형상의 영향

4.2.1 세정효율에 대한 가속부 길이의 영향

이류체 노즐의 내부 구조는 공급부, 분쇄부 및 가속부로 구분되며, 각 부

분의 형상은 Fig. 3.2(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치별 치수에 의해 결정된다.

노즐의 형상은 노즐 내부의 유동 양상 및 토출되는 이류체 spray 액적들의

크기 및 속도를 결정하며, 이는 spray의 세정 성능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

류체 노즐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특허의 경우 액적의 분사 속도, 충돌 각

도 등 액적의 조건이 세정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기술되었으며,

노즐의 설계 방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의 형상을 결정하는 각 치수들의 변화가 spray의 세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spray의 세정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치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각 최적화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전산유동해

석을 통한 내부 유동 예측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노즐 설계과정에서 고려해

야할 요인 및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즐을 구성하는 각 치수들은 상

호 연계된 형태로 세정효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각 치수들이 독립적으로 세정효율에 관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최적화

를 수행하였다. 치수별 관계를 모두 반영하여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수

히 많은 노즐을 제작하여야 하며 이론적 예측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한계

가 있다. 치수별 독립적으로 도출한 최적 형상이 치수 간 연계를 반영한

형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가속부의 길이와 직

경, 분쇄부의 길이와 직경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치수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먼저 가속부의 길이가 spray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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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 길이를 다양하게 변화하여 노즐을 제작하고 각 노즐로부터 토출된

spray의 충돌 압력을 평가하였다. Fig. 4.3은 각 노즐 별 토출 spray의 최

대 충돌 압력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실험 결과 가속부 길이가 50, 75

인 노즐을 사용하였을 때 충돌압력이 약 59 kPa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가속부의 길이가 40 이하로 감소할 경우 spray의 충돌 압력이 급격

하게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가속부 길이가 80 이상인 경우 길이 증가에 따

라 충돌 압력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용 전산 유동 해석 프

로그램을 사용해 노즐 내부 및 토출 유동을 예측하였다. 다상 유동에 대한

해석에 앞서 노즐 내부로 기체상만이 유입되었을 경우에 대한 노즐 내부

유동 예측을 수행하였다.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노즐 내부로 유입되는 경

우 두 가지 상의 유체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비가역적 유동현상들이 연속

적,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

다. 따라서 노즐 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 양상의 기본적인 경향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단상 유동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즐 내부의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tandard k-ε 모델을 적용하였고, 압력 기반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비압축

성 유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즐내부의 급격한 압력 및

속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2nd 풍상 차분법(upwind scheme)을 적용하여

지배방정식을 차분화 하였다. 작동 유체로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밀도가

1.225 kg/m3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노즐 내부의 흐름은 정상상태

(steady state)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즐 벽면과 기존 액체 공

급부의 경계 조건으로는 점착 조건(no slip condition)을 적용하였으며 토출

부와 기체 공급부의 절대 압력은 각각 1 bar와 1.1 bar로 설정하였다. 해석

과정에서 지배방정식의 잔차가 10-4이 될 때까지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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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영역의 격자는 Fig. 4.4와 같이 구성하였다. 격자의 최소 크기는 약 30 μ

m2 이며 특히 유동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쇄부 하부와 노즐의 모서

리 근처에 격자를 집중하였다.

전술한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속부 길이를 가진 노즐들을 모델링하

여 각 노즐 별 토출 유동의 속도를 예측하였다. Fig. 4.5는 gas jet 중심선

에서의 토출 유동 속도를 노즐 별로 예측하여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먼

저 노즐과 인접한 구간에서 유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기에 의한 유동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pote

-ntial core 구간이 jet 내부에 형성되기 때문이며 본 수치해석 모델에 대

한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노즐 가속부의 길이가 90에서 10으로 감

소할 경우 유동 속도가 20 m/s 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속부의

길이가 짧을 경우 기체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속부 벽면에서 발생하는 전

단 응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손실이 감소한다. 따라서 가속부의 길이를 감

소할수록 더 빠른 속도를 지닌 air jet을 분사할 수 있다.

노즐 내부에서 미소 액적들이 운반 기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 액체상과 기체상이 동시에 노즐 내부로 진입하는 조건에 대하

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상유체의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적

인 유동현상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토출되는 spray

액적들의 노즐 별 유동양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상유동에 대한 예측과

정은 필수적이다. 비가역적 요인들로 인해 유동양상을 정량화하여 비교하

는 것은 충분한 신뢰도를 갖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즐 내부

의 유동 속도 분포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노즐 별 차이를 설명한다.

노즐 내부의 다상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기존 문헌[9] 을

참고하였으며, 상간의 경계와 유동 속도차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VOF

(Volume-Of-Fluid) 모델을 적용하였다. 단상 유동에 대한 해석 과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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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Standard k-ε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유동 양상이 변화

하는 조건(transient flow)을 산정하였다. 초기 time step은 10-8 초로 주었

으며 계산과정에서 격자의 크기에 따라 time step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즐 벽면은 점착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체 공급부로는

공기가 3 bar의 압력으로, 액체 공급부로는 증류수가 2.5 bar의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계산 영역의 격자는 Fig. 4.4와 동일하

게 구성하였다.

Fig. 4.6은 가속부 길이가 5와 50인 노즐에 대하여 각각 다상 유동 해석

을 수행하여 노즐 내외부의 유동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속부의 길

이와 관계없이 가속부 전 구간에서 100 m/s 수준의 고속 유동구간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6(a)와 같이 가속부의 길이가 짧은 경

우 가속부 내부의 유동 속도는 빠르지만 고속 구간 내에서 기체의 관성에

의해 액적들이 가속되는 시간이 짧다. 이 때문에 토출 직후에 액적의 속도

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유동의 직진성이 유지되지 못해 액적들의 이동방

향이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ig. 4.6(b)와 같이 가속부의 길이

가 긴 경우 가속부 내부에서 액적들이 고속 기체에 의해 비교적 긴 시간동

안 가속되며 토출 후에도 높은 속도와 직진성을 유지하였다. 즉, 가속부의

길이가 짧을수록 운반기체의 속도는 증가하지만 액적들이 기체의 관성에

의해 가속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한다. 따라서 운반기체의 속도를 충분히

높게 유지하면서 액적들이 기체와 유사한 속도로 가속되기 위한 시간을 확

보할 수 있는 적정 가속부의 길이로 설계하여야 토출 액적의 운동량을 최

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평가 실험과 전산 유동 해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속부 길이의 최적 범위를 40-80 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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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Maximum impact pressure of spray issued from dual-fluid

nozzles with various length of acceler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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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omputational domain and grid configuration in the dual-fluid

nozzle. (a) Domain. (b) Grid configuration. (c) Grid configuration at the

liquid inlet. (d) Grid configuration at the entrance of acceler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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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omputational analysis of single phase gas flow through

dual-fluid nozzle with different length of acceleration tube. (a) Contour map

of gas velocity through nozzle. (b) The quantitative velocity of gas

discharged from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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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Computational analysis of dual-phase gas and liquid flow through

dual-fluid nozzle. (a) Velocity contour map of the nozzle with an

acceleration tube length of 5. (b) Velocity contour map of the nozzle with

an acceleration tube length o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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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세정효율에 대한 가속부 직경의 영향

노즐의 가속부 직경이 spray의 세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가속부 직경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노즐을 제작하고 노즐 별 토출

spray의 충돌 압력을 평가하였다. Fig. 4.7은 노즐 별 spray의 최대 충돌

압력을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가속부 직경이 1.5인 경우 노즐 내부로 증

류수가 공급되지 못하여 spray가 발생하지 않고 기체상만 토출되었다. 가

속부 직경이 4.5인 경우 spray가 발생하였으나 최대 충돌 압력이 40 kPa

수준으로 직경이 3인 노즐에 비해 15 kPa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

실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체상만이 노즐로 유입되었을 경우

에 대한 전산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 조건은 4.2.1 절과 동일하며

기체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노즐 내부의 압력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Fig. 4.8은 노즐 중심선에 따른 노즐 내부 위치별 기체 압력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가속부 직경과 관계없이 기체가 분쇄부에서 가속부로

이동하는 순간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

동 단면적 감소에 의한 속도 증가로 인해 기체의 동압이 증가하기 때문이

며 분쇄부와 가속부의 단면적 차가 적을수록 압력 낙폭이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가속부의 직경이 작을수록 분쇄부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경 감소 시 가속부 내부 유속이 증가하지만 유

동 단면적 감소로 인해 분쇄부를 빠져나가는 유량이 줄어들어 분쇄부 내부

압력이 해소되기 어렵다. 분쇄부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를 유

지하면 분쇄부 측면으로부터 액체가 유입될 수 없으며 가속부 직경이 1.5

인 경우와 같이 spray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가속부의 직경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기체가 가속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속되지 못하며 액

적들을 높은 속도로 운반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쇄부 내부의 압력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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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액체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며 기체가 충분히 가속될 수 있도록

가속부 직경을 설계하여야 하며 실험 및 전산 유동 해석 결과를 통해 3을

최적 치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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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Maximum impact pressure of spray issued from dual-fluid

nozzles with different diameter of acceler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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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omputational analysis of single phase gas flow through

dual-fluid nozzle with different diameter of acceleration tube. (a) Contour

map of gas pressure through nozzle. (b) The quantitative pressure of gas

flowing through nozzles with different diameter of acceler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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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세정효율에 대한 분쇄부 길이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이류체 노즐의 분쇄부 길이가 토출 spray의 세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분쇄부 길이가 서로 다른 노즐들을 제작하였으며

동일한 유체 공급 압력 조건에서 각 노즐 별 spray의 충돌 압력을 평가하

였다. 분쇄부는 액체 유입부를 기준으로 하여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며 상

부 및 하부 각각의 길이를 변화하여 Table 1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의 노즐

을 제작하였다. Fig. 4.9는 노즐 별 spray 최대 충돌 압력을 평가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며, 분쇄부 상부 길이가 5이고 하부 길이가 15인

Nozzle #3의 spray 충돌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부

길이가 15이고 하부 길이가 5인 Nozzle #2의 경우 54.5 kPa로 압력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Nozzle #3의 spray 압력에 비해 8 kPa 가량 낮은 것이다.

상기 실험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체상만이 노즐로 유입되었

을 경우에 대한 전산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 조건은 4.2.1 절과 동

일하며 노즐 중심선을 따른 위치별 air jet의 토출 유속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Fig. 4.10은 air jet의 유속을 노즐 별로 예측하여 그래프로 도시

한 것이다. 분쇄부 상·하부 길이가 5로 모두 짧은 노즐의 경우 토출 유속

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2.1 절의 가속부 길이와 관련

한 유속 예측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유로의 길이가 짧아지면 유로 벽면으

로부터의 전단응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분쇄부 상하부 길이가 15로 모두 긴 Nozzle #1의 경우 토출 유속이 가

장 낮았으며 Nozzle #4에 비해 약 10 m/s 가량 느린 것을 확인하였다. 즉,

운반 기체의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쇄부 길이를 짧게 설계하여 에

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쇄부의 경우 기체와 액체가 혼

합되는 공간으로서 상간의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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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부 내부 공간을 무한정 좁게 설계한다면 기체의 동압에 의한 액적의

분쇄 및 기체의 관성에 의한 가속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는 spray의 세정 성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trade-off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분쇄부 내부 공간 중 혼합과정에 불필요한 영역을 확인하

고 해당 영역을 축소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분쇄부 내부 유동을 가시

화함으로서 이를 수행하였다.

노즐 내부 유동을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는 과거에도 시도된 바 있으나

작동 유체로 단상 액체만을 사용하였으며, 공급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수행

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투명한 2-dimensional 노

즐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즐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상유동 현상을 가

시화하였다. 1 mm 두께의 SUS plate를 레이저 가공하여 실제 이류체 노

즐의 내부 유로를 모방한 2-dimensional 유로를 제작하였다. SUS 유로의

앞뒤에 투명한 acrylic cover를 견고하게 결합하여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압의 유체가 노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Fig.

4.11(a)는 2D 노즐의 구성과 실제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초고속 카메라

(Fastcam SA-Z, Photron)를 이용하여 분쇄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상유동

을 촬영하였다.

Fig. 4.11(b)는 2D 노즐의 분쇄부 내부를 촬영한 결과이며, 분쇄부의 상

부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혼합양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혼합 현상은 분

쇄부의 하부에서 발생하였다. 기체의 공급압력과 유량이 액체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쇄부로 유입된 액체의 대부분은 곧바로 가속부로 진입한다.

분쇄부와 가속부의 단면적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속부로 곧바로 진입

하지 못하고 분쇄부의 모서리로 이동한 액체 또한 분쇄부의 상부로 재순환

하지 않고 천천히 가속부로 진입한다. 분쇄부 하부 길이를 짧게 구성할 경

우 기체와 액체가 혼합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며 기체의 동압에 의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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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분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없다. 반면 분쇄부 상부의 경우 액체와 기

체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부의 길이를 짧게 구성하더라도 분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로 벽면으로부터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운

반기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부 길이는 짧

고 하부 길이는 긴 형태의 분쇄부가 작고 빠른 액적들을 생성하는 데에 이

상적이며 상부 길이 5와 하부길이 15를 적정 치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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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 types of nozzles with different length of atomization tube.

Figure 4.9 Maximum impact pressure of spray issued from dual-fluid

nozzles with different length of atomiz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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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Computational analysis of single phase gas flow through nozzles

with different length of atomization tube. (a) Contour map of gas velocity

through nozzle. (b) The quantitative velocity of gas discharged from nozzles

with different length of atomiz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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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Visualization of multiphase flow through nozzle. (a) The

structure of 2-dimensional nozzle. (b) The flow inside the nozzle taken with

a high spe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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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세정효율에 대한 분쇄부 직경의 영향

Spray의 세정 성능에 대한 분쇄부 직경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쇄부

직경이 서로 다른 노즐들을 제작하였다. Fig. 4.12는 3.3 절의 방법을 이용

하여 각 노즐별 토출 spray의 나노 오염입자에 대한 세정효율을 평가한 결

과이며, 분쇄부 직경이 6인 노즐의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분쇄부 직경 변화에 따른 성능의 변화는 4.2.2 절에 설명한 가속부 직

경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원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음

속 유동 범위에서 유체의 부피 유량은 노즐 통과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

되며 가속부 진입 시 유체의 평균 유속은 분쇄부와 가속부의 직경 비에 의

해 지배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분쇄부 직경이 증가하는 경우의 유동 양

상은 가속부 직경이 감소한 경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띌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분쇄부 직경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분쇄부 내부에서 기체가 급

격하게 고압을 형성하여 측면으로부터의 액체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

때문에 토출 액적의 속도 및 개수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분쇄부 직경이

과도하게 좁을 경우 가속부와 분쇄부의 단면적 차가 줄어들어 운반 기체가

가속부 진입과정에서 충분히 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액체가 원활하게 분

쇄부로 공급되도록 하며 운반기체를 고속으로 토출할 수 있는 적정 직경으

로 노즐을 제작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8을 최적 직경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치수 최적화 과정을 노즐 각 부분

별로 수행하여 위치별 최적 치수를 도출하였다(Fig. 4.13). 해당 치수들을

적용한 노즐에 대한 제작 및 평가 내용은 5 장의 말미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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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PRE(Particle removal efficiency) of spray issued from dual-

fluid nozzles with different diameter of atomiz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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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Optimal dimensions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Units are

omitted at request of Samsun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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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즐 내부 유동 가시화를 통한 성능 개선

5.1 2-dimensional 노즐 제작 및 내부 유동 가시화

앞서 4 장에서는 노즐의 위치별 치수를 조정하여 제한된 구조 내에서 최

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치수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

나 노즐 내부의 유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액적의 미립화 및 가속을 방해

하는 비효율적 유동양상을 확인하였으며 노즐 내부 구조를 변화하여 효율

적인 흐름을 유도한다면 spray의 세정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류체 노즐의 내부 구조에 따른 유동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세정력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다.

노즐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동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작한 이

류체 노즐의 내부 유로를 모방한 2-dimensional 노즐을 제작하였다. 4.2.3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D 노즐은 SUS plate 형태의 2D 유로에 acrylic

cover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노즐 후방에 matrix light을 위치하고 노

즐 정면에 초고속 카메라(Fastcam SA-Z, Photron, 90000 fps)를 두어 내

부에서 발생하는 유동을 Fig. 5.1과 같이 촬영하였다.

내부 유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흥미로운 유동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액체 공급부와 분쇄부가 연결되는 영역에서 액체와

기체의 계면이 형성되며 해당 계면에서 액적들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빛이 이를 투과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적 스케일의 액체흐름으로부터 액적들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

는 액체 분자들 간의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크기의 압력을 외부에서 가하

여야 한다. 액체 분자들 간의 인력은 액체 계면에서 그 크기 가장 작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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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액적들은 계면 근처에서 기체의 압력에 의해 가장 분리되기 쉽다. 따라

서 계면의 면적이 증가하도록 흐름을 유도한다면 더 작은 크기의 액적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기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분

쇄된 액적들이 분쇄부 내부에서 횡방향으로 회전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액적들의 종방향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며 세정 성능 저하로

직결된다. 이러한 회전 현상은 액체가 비대칭적으로 공급되어 노즐 내부에

서 비대칭적인 압력분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 압력 분포를

대칭적으로 형성하여 분쇄된 액적들이 횡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고 곧바로

가속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로를 개선한다면 액적들의 분사 속도를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액체와 기체 사이의 계면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 Fig. 5.2와 같이 분

쇄부 내부로 기체 공급부가 연장된 형태의 2D 노즐을 제작하였다. 횡방향

으로 공급된 액체가 기체 공급부와 충돌하여 유동방향이 종방향으로 바뀌

게 된다면 기체와 액체의 계면이 기체 공급부 하단에 길게 형성되어 계면

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체 공급부가 연장된 2D 노즐의 내

부 유동을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기존 노즐의 내부 유동

양상과 비교하였다. 기체 공급부를 연장한 형태의 노즐을 사용하였을 때

액체와 기체의 계면 면적이 기존 노즐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확연하게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체의 동압이 액체의 넓은 표면적에 걸쳐 작

용하면서 더 많은 액적들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쇄된 액적

들이 노즐 내부 벽면과 접촉하지 않고 가속부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이는 전단응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효과를 야

기한다.

분쇄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액적들의 횡방향 회전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액체를 좌·우 양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2D 노즐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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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들이 회전하는 원인은 분쇄부 내부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기 때

문이므로 유체의 흐름을 대칭적으로 형성한다면 이러한 회전 운동을 저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5.3은 액체를 양 방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2D 노즐의 내부 유동 양상을 관찰한 것이다. 액체를 좌·우

양방향에서 동시에 공급할 경우 기체가 노즐 가운데를 따라 이동하면서 분

쇄부 내부의 압력 편중 문제가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액적들이 분쇄된 후

에 횡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고 가속부로 곧바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노즐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체상이 좌측으로 편중된 채

로 토출되었기 때문에 spray 액적들의 속도 및 크기가 비대칭적으로 분포

하였다. 반면 개선된 2D 노즐의 경우 액체와 기체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토출부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토출 spray의 성능 또한 대칭성을 띄었으며

이는 세정효율의 위치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류체 노즐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동 양상을 관찰함으로

서 노즐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쇄부 내부로 기체

공급부가 연장된 형태의 2D 노즐을 제작하여 기체와 액체의 계면 면적 증

가와 액적들에 대한 분쇄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액체를 좌·우 양

방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2D 노즐을 개선하여 액적들의 횡방향 회전 문

제를 해결하였으며 토출 spray의 대칭성을 확보하였다. 5.2 절에서는 본 연

구를 통해 제시한 노즐 개선방안들을 실제 3D 노즐에 적용하여 세정효율

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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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Visualization of multiphase flow through a 2-dimensional nozzle

fabricated by copying conventional 3-dimensional nozzle. (a) Front view of

2-dimensional nozzle. (b) The flow inside the nozzle taken with a high

speed camera at the interval of 0.1 ms.

Figure 5.2 Visualization of flow through a 2-dimensional nozzle with an

extended gas supply path. (a) Front view of SUS flow path. (b) The flow

through the nozzle with extended gas suppl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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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Visualization of flow through a 2-dimensional nozzle with two

liquid inlets at left and right sides. (a) Front view of SUS flow path. (b)

The flow through the nozzle with two liquid in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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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류체 노즐 개선 및 오염입자에 대한 세정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노즐 치수 최적화와 유동 가시화를 통한 노즐 개

선 연구를 바탕으로 이류체 노즐을 개선, 제작하고 나노 오염입자에 대한

세정효율을 평가하였다. Fig. 5.4(a)는 신규 제작된 노즐들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Nozzle A1은 4 장에서 서술한 노즐 최적화 연구를 통해 도

출된 각 위치별 최적 치수를 반영하여 제작한 노즐이다. Nozzle A2는 액체

를 좌·우 양방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Nozzle A1을 개선하여 제작한 노

즐이며, Nozzle A3는 액체를 양방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

에 기체 공급관을 분쇄부 내부로 연장하여 제작한 노즐이다. 해당 노즐들

을 사용하여 100% 농도의 CMP 오염 현탁액으로 제작한 오염시편에 대한

세정효율을 3.3 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Fig. 5.4(b)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Nozzle A3로부터 토출된

spray의 세정효율이 99.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초 제작한 노즐에 비해

3.6% 가량 상승한 것이며 치수 최적화 및 노즐 개선 과정을 통해 미소 액

적에 대한 분쇄 및 가속성능이 최초 제작한 노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칩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극소량의 입자조차 반도체의 성

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정 성능 향상

효과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 공정의 효율성 및 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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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Cleaning efficiency evaluation for newly fabricated dual-fluid

nozzles. (a) Drawings of newly fabricated nozzles based on the flow

visualization study. (b) PREs for dual-fluid sprays issued from newly

fabricated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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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류체 spray의 액적 균일도 향상

6.1 기존 이류체 spray 세정 기술의 한계

기존에 개발되어 온 이류체 spray 세정 방식은 특정 공간에 액체와 기체

를 공급하여 액적에 대한 분쇄와 가속을 동시에 야기함으로서 spray 액적

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system이 단순하고 분쇄와 가속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기체

의 공급 유량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운용 가

능한 노즐 성능의 상한이 존재한다. 액적에 대한 가속 및 분쇄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액체와 기체의 속도 비를 증가해야 한다[11]. 그러나 동일

한 공간에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공급되는 방식의 경우 기체의 유량이 과

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분쇄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액체의 유입을 차단

하며 spray가 간헐적으로 토출되는 맥동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

즐별로 공급 가능한 기체 유량의 한계가 존재한며 액체와 기체의 속도 비

를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토출되는 spray 액적들의 크기 및

속도가 불균일하여 오염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Fig.

6.1은 기존 노즐로부터 토출된 spray 액적의 위치별 크기 및 속도 분포를

PDPA(Phase Doppler Particle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Spray의 중앙선과 가까울수록 액적의 속도가 증가하며 크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pray의 충돌 압력은 Fig. 3.4와 같이 종형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세정에 유효한 영역은 spray 중앙 근처의 좁은 범위로

한정되며 유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spray

액적의 속도 및 크기를 균일화하여 세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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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Size and velocity distribution of spray droplets issued from a

dual-fluid nozzle. Supply pressure of N2 gas and distilled water are 5 and 3

bar. (a) Size distribution. (b) Veloc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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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한 균일 크기 액적 생성

본 연구에서는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micro-needle을 통해

토출되는 액주에 일정한 크기의 진동을 가함으로서 균일한 크기의 액적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균일한 크기의 액적을 발생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수십년 간 연구되어 왔으며 크게 drop-on-demand

방식[12]과 continuous jet 방식[13]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왔다.

Drop-on-demand 방식은 특정 공간 내에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 일정한

주기의 진동을 가하여 유체를 미세 구멍을 통해 밀어냄으로서 균일한 크기

의 액적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Continuos jet 방식의 경우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액주에 일정한 주기의 진동을 가하여 액주의 계면에 wave

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액주의 하류에서 균일한 크기로 액적이 분리되는

방식이다. Drop-on-demand 방식의 경우 특정 공간 내에 진동을 발생시키

기 때문에 앞선 진동이 완전히 감쇄된 후에 다음 진동을 가하여야 간섭현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droplet의 생성 주기를 감소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지 상태의 액체를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액

적의 속도를 수 m/s 수준으로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속, 저주기의 균일 크기 액적을 생성하기 위해 continuos jet 방식을 반영

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액주에 임의의 교란이 가해지면 액주의 계

면에서 instability가 발생하여 surface wave가 형성되며 액주의 하류로 진

행함에 따라 그 진폭이 증가하게 된다. Continuous jet 방식은 진동자를 이

용해 교란을 일정한 주기로 액주에 가하여 일정한 주기의 surface wave가

발생하도록 한다. Wave가 액주의 하류로 진행하면서 그 진폭이 점점 증가

하여 액주가 일정한 크기의 액적 형태로 분리된다. 교란으로 액주를 절단



- 52 -

학기 위해서는 액주의 surface tension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energy를 가진 instability를 계면에 발생시켜야 한다. 액주에 최대의

instability를 발생하기 위한 교란의 주파수 조건은 액주의 직경 및 진행 속

도와 관계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13].

 


(8)

액주의 직경은 needle의 내경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임의의 크기로 가변하

기 어려우며 따라서 균일 크기의 액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액주의 유량

및 가진 주파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성 가능한 마

이크로 액적의 크기는 액주의 직경과 연관되며 이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14].

  (9)

따라서 이러한 초소형 액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직

경을 가진 needle이 필요하며 하는데 해당 크기의 구멍을 가공하는 것은

공정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기의 구멍을 통해 액체를 분

사하기 위해서는 10 bar 이상의 압력으로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고압 액

체 펌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 액적을 생성하기 위해 Fig. 6.2와 같이 장치를 구성

하였다. 고압으로 N2 gas가 압축된 bombe를 액체가 저장되는 용기와 연결

하여 고가의 water pump를 사용하는 대신 기체의 압력으로 액체를 밀어

낼 수 있도록 system을 구성하였다. Bombe로부터 토출되는 기체의 압력

및 유량은 전자식 압력 제어장치(ITVX2030-043S2, SMC) 이용하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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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류 신호 발생기(R6144, Advantest)로부터 전달되는 전류 값에 따라

선형적으로 공급 압력을 변화할 수 있다. 압력 제어 장치는 최대 30 bar까

지 제어 가능하며 액체 저장 용기는 최대 내압이 20 bar이다. 전류 발생장

치는 0.0001 mA의 분해능으로 전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액체의 토출

유량은 기체의 공급 압력에 따라 변화하며 유량을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서는 높은 수준의 압력 제어 정밀도가 요구된다. 토출되는 액주에 일정한

주기의 진동을 가하기 위해 piezoelectric transducer(resonance frequency:

27.89 khz, 한국초음파산업)를 액체 공급관의 측면에서 삽입하여 액주의 끝

단까지 진동이 원활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voltage amplifier

(HSA4020, NF)와 function generator(AFG3021B, Tektronix)를 transducer

와 연결하여 진동의 파형과 주파수 및 진폭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icro-needle은 NanoNC 社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공급 액체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실험 장치로부터 생성된 액적들의 크기 균일도를

high speed camer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6.3은 micro-needle의 직

경을 변화하여 5 khz의 가진 주파수 조건에서 다양한 크기의 균일 액적을

생성한 것이다. 액적들이 완벽한 구형을 이루며 일정한 주기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0 μm 직경의 needle을 사용하여 80 μm 수

준의 액적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이류체 노즐을 이용하여 토출

된 spray 액적의 최소 직경과 유사한 크기이다. 다음으로 30 μm 직경의

needle을 사용하여 Fig. 6.4와 같이 다양한 frequency의 균일 크기 액적을

생성하였다. 이류체 spray의 경우 액적의 토출 빈도가 100 khz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용한 최대 진동수를 사용하여 액적을 생성하여야 기존

의 spray와 유사한 세정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액주의 직경이 동일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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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진 주파수를 증가하는 경우 액주에 충분한 instability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식 (8)에 따라 액체의 유량을 동시에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가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균일 크기로 액주를 절단하기 위해 가용한 유량의

범위가 좁아지므로[15] 공급 유량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3 m/s의 속도로 90 khz의 토출 빈도를 갖는 80 μm

크기의 균일 액적을 생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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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Schematic illustration of uniform size micro-droplet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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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Uniform size micro-droplets generated with different inner

diameter of micro-needles. (a) 200 μm needle, 415 μm droplets. (b) 150 μm

needle, 345 μm droplets. (c) 80 μm needle, 176 μm droplets. (d) 30 μm

needle, 85 μm droplets.

Figure 6.4 Uniform size micro-droplets generated with different vibra -tion

frequency. (a) 10 khz. (b) 50 khz. (c) 9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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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속 기체를 이용한 균일 크기 액적 가속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균일 크기 액적들을 고속 기체의 관성을 이용하여

100 m/s 수준으로 가속시키는 연구를 수행한다. 낙하하는 균일 크기 액적

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고속 기체 흐름을 형성한다면 액적의 속도를 증가시

킬 수 있으며 액적의 크기 및 속도 분포의 균일도를 향상할 수 있다.

고속 운반 기체를 이용하여 균일 크기 액적을 가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액적들이 가속되는 과정

에서 액적 간 충돌에 의해 병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외기의 유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낙하중인 액적들은 동일한 크기의 항력을 받기 때문에

액적 별 낙하 속도의 차이가 적으며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낙하

한다. 그러나 외기의 유동이 강해지면 액적마다 낙하과정에서 받는 항력의

크기 및 방향이 달라지며 액적 간 간격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때

문에 액적 간 충돌이 발생하며 서로 병합되어 액적의 크기의 균일도가 낮

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액적 간 병합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액적들을 전기적으로 대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6.5는 액적 대전과 관련한 선행연구[16]를 참고하여 제작한 실험 장치의 구

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Micro-needle로부터 5 mm 가량 아래에 SUS 재질

의 charging block을 위치하였으며 고전압 발생장치(PWR4004H,

KIKUSUI)의 양극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액체 공급 관을 접지하여 토출되

는 액주의 끝단에 음전하가 모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주가 절단되어 생

성된 액적들은 음전하를 띄게 된다. 액적들을 효율적으로 대전시키기 위한

적정 전압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Fig. 6.6과 같이 다양한 크기의 전압을

charging block에 인가하여 유동의 하류에서 액적의 낙하 양상을 관찰하였

다. Micro-needle의 끝단으로부터 30 cm 가량 아래에서 초고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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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cam SA-Z, Photron, 40000 fps)를 이용하여 액적들을 촬영하였으며

영상 및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PFV를 이용하여 액적들의 평균 크기 및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실험 결과 인가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액적들의

평균 크기와 표준 편차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낙하과정에서 액적 간 병합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인가 전압이 200 V 이상 증가하

는 경우 액적간 거리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액적들의 낙하방향이 매우 불규

칙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하 방향의 일관성

을 유지하면서 액적 간 병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전압 조건을 150 V

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운반 기체는 액주로부터 액적이 완전히 분리된 시점 이후에

공급되어야 한다. Continuous jet 방식으로 균일 액적을 생성하는 경우 액

주에 일정한 주기의 진동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액주의 계면에 강한 외부

유동이 접촉하게 되면 piezoelectric transducer로 인한 진동 외에 외기에

의한 교란이 추가적으로 액주에 작용하여 액적들이 일정한 크기로 생성될

수 없다. 따라서 액적을 가속시키는 과정이 액적 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액주로부터 액적이 절단되는 구간과 고속 기체로

인해 액적이 가속되는 구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유로

가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가속 블록을 액적 생성부의 하단에 위치하고 가

속 블록을 통해 고압 N2 gas를 공급하여 액적 생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액적들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6.7은 액적 가속 시

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액적들은 액주로부터 분리됨

과 동시에 전하를 띄게 되며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형 관을 따라 하

단의 가속 블록으로 이동한다. 가속 블록 내부에서 N2 gas는 100 m/s 이

상의 속도로 이동하며 액적들은 기체의 관성에 의해 가속된다. 액적들을

생성부로부터 가속부로 이동하기 위한 유로는 가속 블록 내부로 5 cm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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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연장되어 있는데 이는 가속 블록 내부에 고압이 형성됨에 따라 균일 액

적들이 액적 생성부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Fig. 6.8은 액적

가속 장치의 구성 방법에 따른 액적의 크기 균일도를 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이다. 30 μm 크기의 micro-needle을 사용하였으며 액적의 속도는 약

80 m/s 수준으로 가속하였다. 액적을 전기적으로 대전하지 않고 액적 생성

부에 기체를 주입하여 가속과 생성을 동시에 구현하였을 때 액적 크기의

산포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액적을 대전하고 생성부

와 가속부를 분리하여 장치를 구성하였을 경우 액적의 크기가 40-80 μm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 균일 크기 액적에 대한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 기체

의 속도 변화에 따른 액적의 가속 양상을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Fig. 6.9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운반 기체의 속도가 130

m/s인 경우 69 μm 크기 액적을 약 83 m/s의 속도로 분사할 수 있었다.

액적 크기의 표준편차는 약 11 μm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평균 크기의

15.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운반 기체의 속도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경

우 액적를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었으나 일부 액적들의 breakup

현상이 발생하여 크기 균일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속구간

의 길이가 짧음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속도의 기체를 이용하여 급격하게

액체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기체의 속도를 증가하는 대신 가속 유로의

길이를 연장하여 액적들이 항력을 받는 시간을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낮

은 속도의 기체를 이용하여 액적들을 100 m/s 수준으로 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체의 속도가 가속 유로 구간 동안 점진적으로 증

가하도록 설계한다면 액적들이 순간적으로 큰 항력을 받지 않으므로

breakup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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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Schematic illustration of droplet 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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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Droplets generated in uniform size with different charging

voltage. (a) No charging, average size of droplets: 243 μm, standard

deviation of droplet size: 74 μm. (b) 50 V charging, average size: 274 μm,

standard deviation: 66 μm. (c) 100 V charging, average size: 193 μm,

standard deviation: 24 μm. (d) 150 V charging, average size: 182 μm,

standard deviation: 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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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Schematic illustration of droplet generation and accel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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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Size distribution of generated droplets with different types of

droplet accel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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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Images of micro-droplets accelerated by high speed gas. (a) Gas

velocity: 0 m/s, average size of droplets: 88 μm, standard deviation of

droplet size: 10 μm. (b) Gas velocity: 50 m/s, average size: 88 μm, standard

deviation: 10 μm. (c) Gas velocity: 100 m/s, average size: 70 μm, standard

deviation: 10 μm. (d) Gas velocity: 130 m/s, average size: 69 μm, standard

deviation: 1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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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에서는 CMP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

의 오염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이류체 spray 노즐을 개발하고 이를 최적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pray 액적들의 충돌에 의한 세정 메커니즘을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세정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액적의 생성 및

분사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류체 spray를 생성할 수 있는 pilot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force sensor를 기반으로 한 spray 충돌 압력 측정 장치를

구성하여 노즐 별 토출 spray의 세정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세정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즐의 각 부분 별 최적 치수를 도출

하였다. 또한 노즐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 특성을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예측하여 spray 성능의 경향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류체 노즐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D 노즐을 제작하여 노즐 내부를 통과

하는 다상 유동 현상을 가시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즐 내부 구조를 개

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이류

체 노즐의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삼성전자 社에서 제공한 나노 오염입자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99.9%의 높은 세정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동일한 공간에 기체와 유체를 동시에 공급하여 액적을 분사하는 기존

방식의 유량 효율성 및 맥동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균일한 크기 및 속도

의 spray 액적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였다. 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균일한 크기의 액적을 생성하였으며 액적 대전 및

액적 생성부와 가속부의 이원화 등을 통해 액적 크기 균일도를 최대한 유

지하면서 고속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장치를 이

용하여 83 m/s 속도의 69 μm 크기 균일 액적들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해 고속 spray의 균일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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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val of nano-sized contaminant 
particles through a dual-fluid spray

Joonoh Ki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lectronic devices have been required to be miniaturized, attempts

to increase the integration of semiconductor chips have increased.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is composed of a multi-layered

structure, and a precondition for this structure is a planarization of the

circuit surface. CMP(Chemical-Mechanical Polishing) technique has been

used to fabricate the planar surface. However, nano-meter size conduct

-ive particles have remained after the abrasing process, and these

particles cause fatal damages on the performance of the semiconductor.

To remove the nano-sized contaminant particles, a cleaning technique

using dual-fluid spray has been introduced. As the high speed droplets

directly attack the particles, the high cleaning efficiency and processing

speed can be obtained. However,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evaluate

the cleaning performance of the sprays and improve the structure.



- 70 -

Further, as th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sprays have focused on the

atomization of droplets, research to increase the momentum of droplets

is necessary.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dual-fluid nozzle by

measuring the pressure distribution resulting from the impact of sprays

and optimize the nozzle geometry. And, we propose strategies to

improve the inner structure of the nozzle by visualizing flow inside the

nozzle. Further, we propose a new spray generation system by using

piezoelectric transducers and present the feasibility for uniform spray.

Keywords: Dual-fluid nozzle, Multiphase flow, Nano-sized contaminants,

Semiconductor cleaning

Student number: 2015-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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