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전기와 클린룸 환경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전기 발생 현상은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움직이는 전기
를 띤 전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전기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 잠시 머무르고 있
는 다량의 전하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런 전하는 물체의 표면에 전자의 과잉 또는 부족으로 인해 생긴다. 정전하의 크기는 쿨롱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비전도성 물체의 표면에서 정전하는 국부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정전하는 대전된 물체 주위의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전기장을 가
지고 있다.

1-1. 정전기 - 원인과 영향
보통 정전기는 클린룸 환경의 제조공정 모든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웨이퍼 생산,조립,포
장 그리고 테스트 공정을 포함한 모든 공정에서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제품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process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정전기로 인한 피해를 다음의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정전기 방전(ESD) 현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제품 또는 장비의 손상
• 정전기에 의한 입자 유인(ESA) 현상으로 물체 표면 오염
• 정전기 방전(ESD)에 의한 공정 설비의 Latch-up 현상과 그로 인한 전자기 간섭 현상
(EMI)

1-2. 정전기 발생 원인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된다. 이러한 정전기는 마찰과
유도 전하라는 두 가지의 주요 메커니즘에 의한 결과이다. 마찰 정전기는 어떤 두 물체
가 접촉했다가 다시 분리될 때마다 발생한다. 유도 정전기는 대전된 물체 주위에 전도
성 물체가 있을 때마다 생긴다.
사실 마찰 정전기는 도체와 액체를 포함해서 어떠한 두 물체 사이에서 생긴다. 대전 중 한

물체의 양전하에서 전자가 나와서 다른 물체로 전하가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
물체들의 상대적인 대전은 전자를 얻고 잃는 친화력 정도, 접촉 압력, 접촉 면적 크기,
분리 속도, 표면 상태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존한다(그림 2. 참조).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인 정전기장 볼트는 다음과 같다. 웨이퍼 기판 5,000V, 석영 제품
15,000V, 아크릴 커버 20,000V, 테프론 카세트 20,000V, SMIF pods 25,000V(그림 3.
참조). 물체의 정전기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전표를 통해서 상대적인 대전 상태
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위치는 두 표면이 접촉했다 분리되면서 발생될
전하의 극성과 크기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더 멀리 위치해 있는 물체들은 더 큰 크기
의 전하를 가진다. 또한 이 표의 위에 있는 물질은 아래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양의 전
하를 띠게 된다. 한 번 전하가 표면 위에 발생되면 이 전하는 유도를 통해서 전도체로
이동한다. 도전성 물체는 정전기장 하에서 쉽게 대전된다(그림 4. 참조).

유도된 전하는 마스크, 레티클, 웨이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주요 인자이다.(그림 5. 참
조)

공정 중 유기된 전하의 예를 다음과 같다.
• 웨이퍼의 고속회전 건조 공정에서 웨이퍼 기판 표면에 수천 V의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
다음의 처리 공정은 방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휴렛 패커드의 실험에서, 보호필름에 300V를 인가했을 때 device gate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60V를 유기시켰다.
• 웨이퍼 jet spray clean 공정은 얇은 게이트 산화막 유전체 본연의 특성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정전기 증가는 FET 디바이스의 얇은 산화막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
• 일괄적으로 마스크 또한 정전기장 유도 현상에 의한 방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3. 정전기 방전(ESD)
대전된 물체가 다른 전위를 가진 물체에 접근해 갈 때 자발적이고 신속한 정전기 이동이 발
생한다.
정전기 방전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ESD 현상은 장비 능력, 장비 수명, 수
율, 작업 처리량에 영향을 준다. ESD 영향은 최종 제품의 포장과 선적을 포함해서 받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문제의 대부분은 제품이 carrier에 있거나 또는 로봇 팔과
같은 carrier에 의해서 이동할 때 발생한다. 룸 전체, minienvironment, 공정 설비에서
정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Ionizer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onizer를 사용해서 제
품,레티클 그리고 공정 장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자 산업에서는 ESD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다
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체에 의한 피해 모델(Human Body Model), 대전
된 소자의 방전에 의한 피해 모델(Charged Device Model), 전기장에 의한 유도 모델
(Machine Model)

1-3-1. 인체에 의한 피해 모델(Human Body Model)
상대적으로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충분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래의 표
는 걷기, 앉기, 포장 뜯기 등등의 조그마한 동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전기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표 1. 참조).

대전된 물체 또는 어떤 개인이 소자에 닿을 때, 그 개체에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소자로 또는 소자를 통해서 접지한 곳으로 이동 또는 방전된다. 이 피해 모델에서 소자
를 파괴하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전하가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로 이

동한다. 인체에 의한 피해 모델인 그림 6.은 서 있는 사람의 손끝에서 소자로 방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 참조).

실질적으로 사람이 앉을 때 방전은 금속 물질인 핀셋 같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의 발생 전압을 소자 감도 등급의 10%로 제한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
다.

1-3-2. 대전된 소자의 방전에 의한 피해 모델(Charged Device Model)
두 번째 ESD 피해 현상은 소자와 패키지 자체에 관련이 있다. 대전된 소자의 방전에 의한
피해 모델(CDM)은 소자의 리드 프레임과 한 지점에서 접지 쪽으로 빠르게 방전시킬
수 있는 전도성 부위 위에 있는 전하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소자의 전도성 부위에 있
는 전하가 리드를 통해서 흘러가고, 방전 통로가 되는 접합부, 유전체, 구성부품 등을
파괴한다. 검사기로 이어지는 선로를 움직이는 소자는 마찰 정전기를 일으키는 경우의
하나이다. 다른 경우는 대전된 물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도전성 물체를 정전기장
가까이 접근시키면 전위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전하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과 고정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움직이는 전하는 금속 리드 프레임이나 도전체 위에 있
게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전하는 소자의 비전도성 부위에 머무르게 된다. 움직일 수 없
는 전하는 전류를 발생시킬 수 없고 그러므로 소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ESD 현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DM 모델에서 소자 위에 존재하는 전하는 ESD 현상에 민감한
소자에서 전위차가 존재하는 물체나 접지 전위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7. 참조).

이 모델과 관련이 있는 커패시턴스나 에너지는 다른 피해 모델에서의 커패시턴스나 에너지
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CDM 모델에서 파형 risetime은 주로 100ps 이하이고,
500ps 이하에서 발생한다.

1-3-3. 전기장에 의한 유도 Model(Machine Model)
세번째 피해 모델은 때때로 200pF모델과 연관이 있다. 이 모델은 와류 커패시턴스와 인덕
턴스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그림 8. 참조).

전기장에 의한 유도 모델의 예로 자동으로 조작되는 검사기의 케이블로부터 급속한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한 피해는 전기적으로 소자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소자의
기능과 수명에 손상이 간다는 것이다. 웨이퍼 다이는 ESD 현상에 취약점이 있다. 웨이
퍼 다이는 종종 CDM 모델(조작과 다양한 프로세서를 통해서)과 MM 모델(캐리어를 통
해서)을 통해서 정전기 전압에 노출된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작(웨이퍼 edge 접촉)을
통해서 HBM 방전 모델에 노출되기도 한다(그림 9. 참조).

소자가 한 번 패키지되고 리드 프레임이 제거되고 나면, 그 소자는 ESD 최고의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소자는 HBM 모델을 사용해서 ESD 민감도 규격이 정해진다. 소자의
CDM 모델 민감도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자 위에서 회로 조작은 나중
에 방전을 일으키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진행 과정, dip
tubes, IC handlers에 마킹하는 것도 이러한 피해에 기여를 한다. IC 검사기는 비전도성

부위로 인해 소자에 대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으로 핀에 접지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피
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1-4. 정전기 흡착(Electrostatic Attraction, ESA)
실제 작업 환경에서 전기적인 힘은 웨이퍼 기판 위에 입자들을 증착시킬 수 있는 주요한 메
커니즘이 될 수 있다.
입자 오염은 소자의 수율과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웨이퍼 표면 기판 위에 입자를
증착시키는 정전기의 힘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폭 넓게 문서화되어 지고 있다. 정전기가
축적되도록 하는 경우에 비해서 정전기 전위를 낮추거나 중성화시킨 웨이퍼가 훨씬 깨끗하
다는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10. 참조).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클래스 1, 10, 100 의 클린룸 환경에서도 통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전된 웨이퍼는 텔레비전 스크린처럼 입자들을 끌어들인다. 웨이퍼 표면이 한 번
전하를 얻게 되면, 그 결과로 정전기장은 반대 전하를 띠는 입자를 흡착하게 된다. 게다가
기판 표면은 극성을 띠게 되고 중성 입자들도 표면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한 번 웨이퍼 표
면에 붙어버린 입자는 그 다음의 클리닝 공정으로 떼어내기가 어려워진다. 웨이퍼 표면에
정전기에 의한 입자 부착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로부터 방출되는 정전기장에
기인한다(그림 11. 참조).

정전기에 의한 먼지 입자 부착은 입자 크기와 입자의 전기적 전하에 영향을 받는다. 표면
에 머무르고 있는 입자들은 다양한 힘들에 의해 잡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전기, 전기
화학, 중력이 있다. 먼지 부착 방지를 위한 Ionizer의 역할은 웨이퍼 표면에 입자를 끌어들
이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그림 12. 참조).

한 번 표면에 먼지 입자가 붙게 되면 떼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5~10 마이크론 이하는 입
자들은 전하 중성화를 통해서 표면으로부터 제거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도체 소자
는 웨이퍼 제조 초기 단계에서부터 표면 오염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수율 하락과 그와

연계된 경제적 손실은 웨이퍼 제조 과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개개의 웨이퍼
다이는 제조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packing, sealing까지 오염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패키징 단계에서 부착된 입자라도 하더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다이 고장 또한 레티
클, 박막의 먼지 입자에 의한 오염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레티클이 마찰 정전기에
의해 대전될 때 더욱 더 자주 일어난다. 레티클에 대한 마찰 정전기의 영향은 다이 디자인
에서 잘못된 이미지 이동과 레티클 수명 단축 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허용가능 정전기
장 표에 나타난 값들은 웨이퍼 중심에서 반지름 거리 정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전기 값을
나타낸다(표 2 참조).

이 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의 정전기 값은 먼지 입자 증착의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여기에서의 계산값은 사용 환경에서 입자에 대한 표면 전하의 기여도가 웨이퍼 표면에 먼지
입자 증착에 대한 최소한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을 적용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입자 전하 분포는 나중에 더 높은 값의 먼지 입자 증착 결과를 낳는 더 낮은 값의
정전기를 웨이퍼 기판 위에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프로세서 환경에서 입자 전하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러므로 허용 정전기장은 주어진 값보다 더 낮아야 할 것이다. 표면 오염을 줄이
기 위해 제어해야 할 매개변수는 3가지가 있다.
• 사용 환경에서의 먼지 입자 집중
• 웨이퍼 표면 위에 전하 수준
• 먼지 입자 위의 전하

1-5. ESD 현상( EMI 현상에 의해 시작된 Latch-up )
민감한 프로세서 장비와의 접촉으로 대전된 물체는 계획되지 않은 중단, 잘못된 프로세싱, 원
하지 않은 실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설비 기능 불량 문제와 관련이 있는 ESD 현상의 대부분은 제품이 캐리어 안에 있거나 또
는 캐리어로부터 이동할 때 발생한다. 이런 일들은 2차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품에 피해를
입힌다. 설비의 반작용은 일시적인 에러에서 심각한 에러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시적인

에러는 감지하지 못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설비는 자동으로 문제를 바로 잡거나 스스로
리셋을 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에러의 상당 부분은 설비 조작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 제품 손상을 일으킨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심각한 에러는 쉽사리 식
별할 수 있고, 수동 조작이 필요하며, 종종 프로세서 상에서 제품 또는 재료에 물리적인 피
해를 준다.

1-6. Latch-up 현상과 ESD 현상에 의한 문제 처리
대전된 웨이퍼가 로봇팔이나 또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동할 때 몇몇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Latch-up 현상은 웨이퍼로부터 처리 설비로 일시적인 전압 방전이 일어나면서 한
순간 논리 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때 발생한다. 그 결과로 인한 미미한 에러가 조작 불량을
발생시킨다. Latch-up 현상의 전형적인 예는 몇몇 웨이퍼 자동 운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가 계속해서 재초기화되는 것이다. 대전된 물체는 다른 방법으로도 운송 프로세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천 볼트의 표면 전위를 가진 웨이퍼는 카세트에 놓여진 후 원래 위치로부
터 로봇팔을 따라서 떠돌게 된다. 또한 그 다음의 웨이퍼도 로봇팔에 의해 카세트에서 제거
된 전 웨이퍼를 따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둘 중의 어느 것이든 웨이퍼 파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SD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또는 캐리어 위에 정전기를 제품이 안에 있을
때 처리 공정이나 또는 그 다음의 처리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제어를 해야 한다.

2. 공기 이온화법을 통한 정전기 제어
정전기 제어는 디바이스 수율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정전기적으로
부착된 외부 물질에 의한 디바이스 결함이나 ESD 현상은 결국 제조 공정 상의 손실에 엄
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완성된 회로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프로세서에서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웨이퍼나 디바이스 위에 정전기 발생을 촉진시키는 비전도성물체의 사용이 필요
하다.

공기 이온화법은 비전도성물체와 절연된 전도체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공기 이오나이저는 주변 환경에 엄청난 양의 양과 음의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온
화된 공기는 한 번 발생된 정전기를 없애고, 정전기 발생 가능성의 크기를 상당히 제한한다.
이오나이저는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공기에 분자를 추가시킨다. 이렇게 대전된 공기 분자
는 어떤 표면 위에 있는 정전기를 중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때때로 정전기
를 제어하는 대안으로 습도를 이용한다. 실질적으로 허용가능한 상대습도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대안이다. 40%의 상대습도에서, 절연된 알루미늄 전도체에 있는 1000V의 전하를 제
거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그림 14. 참조).

많은 지역에서, 특히 클린룸이나 minienvironment에서 공기 이온화법은 정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room 이온화 시스템은 1분 이내에 1000V를 제거할 수
있다. 주변 환경 요인은 이오나이저 능력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온화 장비
설치를 설계하는데 이러한 영향을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오나이저 능력 측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기류 속도
• 기류 난류
• emitter로부터 CPM(Charge Plate Monitor)까지의 거리
• 접지원의 근접성
• 습도
• 온도

2-1. 이온이란 무엇인가?
이온이란 혼자 대전된 산소나 질소 분자로 분극힘으로 뭉친 약 10개의 분자들로 이루어진
분자 집단이다(그림 15. 참조).

이온 분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기전력과 기류) 의도한 목표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기전
력은 전하장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것은 반대극의 이온을 끌어당긴다. 이런 장은 유동 흐름
을 발생시키고 대전된 물체를 향해서 이온을 가속시킨다. 이로 인한 흐름은 이온 흐름에 연
관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 교환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중성화가 이루어진다. 기류 속도는
효과적인 이온 이동에 중요한 인자이다. 빠른 이온 흐름 속도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클린룸, minienvironment에서 90-100 linear
feet/minute의

기류

속도로

작동하는

room

공기

이온화

시스템은

70-80

linear

feet/minute의 기류 속도로 작동하는 시스템보다도 더 빠른 방전시간을 나타낸다. 클린룸은
전체 room 공기 이온화 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airflow는 두 극의
공기 이온을 빠른 속도로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오나이저는 필터 아래에 설치되고, 60-100
feet/minute 속도로 움직이는 공기는 이온을 발생점부터 작업 표면까지 이동시킨다. 방전시
간은(원래 값의 10%까지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 유속, 거리, 사용된 이온 발생 방법에 의존
하는 이온화 시스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진다.

2-2. 이온 발생의 대표적인 방법
정전기 제어를 위해 이온 발생에 대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여
기에는 발광을 이용한 이온화법과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화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
두 양과 음의 전하 캐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 공기의 가스 분자를 대전시키는 것이다.

2-3.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화법
전기적인 이론을 이용한 코로나 방전은 현재 정전기 제거를 위해 이온 발생 시키는데 넓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상용 전기 이오니아저 중 몇몇은 현재 사용 중이고 모두 코로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그림 16. 참조).

이 방법에서 전기적인 이오나이저는 emitter 포인트 끝에 전기장을 집중해서 이온을 발생
시킨다. 세가지 상용 타입을 다음에 나타냈다.
• AC
• Steady State DD
• Pulsed DC

음이온은 음이온 전원공급장치에 의해서 emitter끝이나 또는 끝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발
생한다. 이온들은 emitter 주위에서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발생한다. 코로
나 방전 지역에서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은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고 분자 집단에 붙
게 된다. 그 결과 음이온 분자는 방전된 emitter로부터 나오게 된다. 양이온은 양이온 전원
공급장치에 의해서 emitter 끝 주위에서 발생하게 된다. 자유전자는 다시 양이온 emitter의
끝으로 붙는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긴 양의 분자집단은 방전된 전기장으로부터 가속
되어 나간다. 이온 흐름의 세기는 인가 전압, emitter 형상, 전도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가전
압이 흐르는 기간이 이온 흐름 세기와 이동하는 기전력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각각의 극성이 정기적으로 제어되는 Pulse DC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온의
흐름은 주변 환경 특히 온도, 습도, 대기압, 접지면과의 근접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정밀하
게 제어가 되는 환경인 minienvironment나 클린룸은 이온화법에 대한 주변 환경적인 변수
의 집중을 제거한다.

2-4. AC 이온화법
AC ionizer는 전원 공급 장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높은 AC 전압 파형을 적용해서 양과 음
의 이온을 생성한다. 양과 음의 이온이 하나의 emitter에서 생성되므로 이온을 만드는데 단
지 하나의 emitter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AC 기술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림
17. 참조).

AC의 장정은 하나의 emitter에서 두 가지 이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C 시스템은 이
온 극성 사이의 주기와 거리가 짧고 하나의 emitter가 두 가지 이온을 만들 수 있어서 DC
시스템보다 목표 물체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 양과 음의 emitter 전극의 서로 다른 마모
패턴에 대해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강화되어 있다. AC 주파수의 빠른 주
기는 전극 표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emitter 오염 물질의 생성을 줄일 수 있다. 우수
한 밸런스 안정성과 일정한 방전 시간 유지는 AC 타입 기술의 장점이다. AC 시스템은 많은
응용 부문에서 space charging이 덜 하다. 빠른 주기는 두 가지 이온의 거의 연속적인 흐름
을 가능하게 한다. AC 고유의 빠른 주기는 정전기의 빠르고 완전한 중성화를 가능하게 한
다. 일반적으로 AC 시스템에서 emitter의 손상은 정전 제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개개의 emitter의 손상도 결국 전체적인 AC 시스템에서의 이온 밸런스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기 때문이다.

2-5. Steady State Direct Current (DC) 이온화법

Steady State DC(SSDC) ionizer는 양과 음의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고 그와 연결된 양

과 음의 emitter가 독립적으로 이온을 생성한다.
SSDC 시스템은 두 가지 이온을 생성하는 각각의 emitter가 최소 2개는 필요하다. 양과
음의 이온 공급 장치 모두 각각의 emitter에서 연속적으로 이온을 생성하도록 한다. SSDC
ionizer는 매우 바른 이온 흐름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off-time 주기가 없이
두 극성의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이다(그림 18. 참조). 적절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emitter
spacing은 space charging의 최소화와 낮은 offset voltage를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emitter 사이의 거리를 제어해서 두 극성의 이온 재결합을 줄일 수 있다. SSDC 시스템은
낮은 offset voltage와 최소한의 space charge가 필요한 room system에서 선호하는 기술
이다. 이 기술은 유속이 빠른 응축 가스 설계나 탁상용 송풍 장치에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
이다.

2-6. Pulse DC 이온화법
Pulse DC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화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전한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복잡한 조작 모드와 set-up과 처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게 되었
다. Steady State DC의 경우는 각각의 독립적인 양과 음의 전원 공급 장치들이 두 극성의
이온을 발생시키는 각각의 emitter에 연결되어 있다. Pulse DC에서는 각각의 독립적인 양과
음의 전원 공급 장치들의 네모진 파동 진폭이 사용된다. 펄스 속도는 AC보다 더 느리고 주
파수가 10Hz에 가까워질수록 SSDC와 비슷하게 작동한다(그림 19. 참조).

펄스 주파수는 밸런스와 전체적인 이온 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emitter로부터 목표 물까지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더 길어지게 된다. Pulse DC는 주위 환경
에서 유속이 줄어들 때 pulse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양과 음이온을 pulsing 하면서 나타
나는 최고의 장점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이온량의 최적화와 방전 시간 향상에 있다.
이 기술은 어떤 공간에서 두 극성의 이온을 분리하는 것보다 제때에 분리되도록 한다. 펄스
간격은 상대적으로 목표물이 멀리 위치해 있을 때 그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양과 음이온
이 재결합하는 것을 줄여준다. Pulse DC는 유속이 낮은 응용 분야와 클린룸에서 공기 이온
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높은 유속에서도 이온을 발생에 도움을 주는 기전력을 통해 정상
적인 작동이 가능하게 한다.

2-7. Ionizing Radition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nuclear ionizer는 ionizing radiation인 알파 입자를 방사하
는 방사능 물질인 Polonium-210을 사용한다. 알파 emitter와 ionizing radiation의 다른
source는 주위 공기에 있는 산소와 질소의 궤도로부터 전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방사능
energy를 사용한다. 한 번 전자가 분리되면, 전자는 음이온을 생성하기 위해서 근처의 분자
집단에 붙게 된다. 전자를 잃어버린 분자 집단은 양이온이 되는 것이다. 이런 ionizing
radition은 같은양의 두가지 이온을 만든다. 이 이온들의 혼합은 매우 균질하고, 목표물체로
빠르게 이 이온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Polonium-210은 138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이온량이

점점

줄어든다.

1년이

지나면

Polonium-210은 처음 값의 25%만큼 이온 발생량이 줄어든 2.6의 반감기를 가진다. 결론
적으로 ionizer 성능 유지를 위해서 해마다 또는 더욱 더 자주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Nuclear ionizer는 그 특성에 맞게 폭발성이나 휘발성이 있는 환경에 사용된다. Polonium210 ionizer는 미국의 DOT 요구 조건에 충실히 따를 때에만 선적될 수 있다(Radioactive
White 1). Polonium-210 device는 소유주가 각각의 unit들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만 하고, 변칙적이고 주기적인 주 또는 연방 조사 감시 위원회의 조사를 받
아야 한다. 많은 지방 감시 위원회는 각각의 unit 소유에 대한 세금을 해마다 부과한다. 미
국에서 연방 그리고 주 감시 위원회는 해마다 Polonium-210 encapsulation media에 대한
누출 테스트를 요구한다. 몇몇 주와 국가들은 이런 누출 테스트를 더욱 자주 요구하고, 몇
몇 테스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 정전기 제거에 이러한
ionizing radiation source를 응용한 기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ionizing
radiation source 중에는 때때로 soft X-ray라고 불리는 X-ray와 photon-based ionizer이
다. 목표 물체를 향해 전자의 흐름이 가속될 때 X-ray는 방사된다. 목표물로부터 나온 방사
선은 극히 짧은 파장인 전자기 방사이다. 여기서 방사된 파장은 인체를 포함해서 물체를 관
통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X-ray와 photon ionizer에서 방사된 파장은 충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감
시 위원회에서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노출 제한 정도가 부
과되고, 검증 기록을 주기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장비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감시 위원회
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polomium ionizer는 엄격히 관리된다.
몇몇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polonium ionizer 소유 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체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응용하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들 때문에 alpha, gamma
emitting X-ray 기술과 photon ionizer는 시간 낭비도 되고 가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계
에서는 습득과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2-8. 기술의 활용
이온화 기술의 전형적인 활용은 그 기술 고유의 강점의 결과이다. Emitter에서 가까운 거리
에서 균일하게 유지되는 기술, AC와 Steady state DC 같은 기술에서 특히 목표 물체를 향

해서 두 극성의 이온을 빠른 유속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활용 분야에서 잘 작동한다. 여기
에서는 재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속이 충분히 빨라야 한다. 반면에 AC, SSDC, nuclear
ionizer는 목표 물체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Pulse DC는 재결합을 줄이기 위해 두 극성의
이온 분리를 강화한 곳인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린 시스템에 최고의 선택이다(표 3. 참조).

3.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
3-1. Ionizer의 성능 측정
ionizer를 선택할 때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Ionizer의
세부적인 성능을 정할 때 필요한 제품 보호 수준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과
process에 대한 안전한 discharge time과 offset voltage와 같은 매개변수를 정해야 한다.
설치 후에 사용 환경에 맞는지 주기적인 검증 절차 또한 필요하다. Ionizer 검정할 때 몇몇
중요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설비 신뢰성, 장비 성능, 재료와 기계의 호환성 등을 만족해
야 한다.

3-2. 표준 테스트
ESD 협회는 이온화 설비에 대해 널리 인정된 방법, 실습, 권고 사항 등을 발전시켜 왔다.
표준 ESD-STM3.1-2000 IONIZATION는 이온화 설비의 성능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장비
공급자에게 공표된 세부 사항에 대해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테스트
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discharge time와 offset voltage가 포함된다.
Discharge time은 초기값에서 선택한 최종값까지 정전기를 감쇄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측정은 보통 양과 음에 대해 두 번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1000V에서 100V까지로 해서 측
정을 하지만, 사용자 특유의 제품과 프로세서 장비에 맞게 초기값과 최종값을 자유롭게 정
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 Offset voltage 측정은 DC ionizer 측정시 peak offset voltage를
나타낸다. 양과 음의 극성 사이에 나타나는 ionizer cycle 중에서 각각의 극성에서 관찰된
최고값을 나타낸다. 표준 협회에서 추천하는 테스트 장비로는 Charge Plate Monitor(CPM)
이 있다. CPM은 절연된 6인치의 사각의 전도성 plate, 비접촉 voltmeter, 고전압이 제한된

전원 공급 장치, timing mechanism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0. 참조).

테스트 plate는 전체 테스트 회로 capacitance(20 picofarads ± 2 picofarads) 중에서 최소
15 picofarads capacitance를 가지고 있다.

3-3. 관리
대부분의 장비처럼, ionizer 또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관리와 교정 주기는 작동 시스템과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Emitter의 정기적인
cleaning은 ionizer 성능과 emitter 수명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모든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emitter tip에 증착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증착물이 생기
는 이유는 사용 환경에서의 습기와 emitter 주위의 전기장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Emitter의
적합한 cleaning 주기는 사용자의 process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ionizer 제조사의 권고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청결도,
온도, 상대습도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clean room 환경에서 cleaning은 3개월마다 한 번
씩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Simco는 처음 설치 후에 90일 후에 cleaning을 추천한다. 처음
cleaning 후에 cleaning 주기는 조정이 가능하다. Emitter cleaning 주기는 관찰을 하면서
정해야 한다. 정기적인 emitter cleaning은 emitter의 수명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착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유지 보수를 할 때마다 시스템 처리 매
개변수를 검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조사의 권고 사항과 지침서에 맞게 교정 계획을 잡
는 것이 필요하다.

3-4. Emitter 특성
ionizer의 emitter에서는 엄청난 활동들이 일어난다. Emitter tip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
는 부위는 원하는 이온 발생 뿐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결과도 조금은 발생한다. 이온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종종 쟁점이 되는 것이 emitter 재질이다. 입자를 발생시키는 것
을 포함하는 emitter 문제와 다양한 emitter 재질에 따른 특성 등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발
표되고 있다.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사용 환경에서 전극 부식과 전극 오염을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두 문제 모두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이온화법에서 발생한다. 전
극 부식과 전극 오염의 주요 원인은 사용 환경에서의 습도와 전극에서의 고전압장의 상호작
용으로 발생한다. IBM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습기가 emitter tip에서 질산염화암모늄
(NH4NO3)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Clean Corona Ionization” 이라는 표제의 논문
(Hobbs, Gross, Murray, 1990)에서, IBM은 질소 또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를 이용하는 환
경에서 전극을 습기가 있는 다른 주위와 격리시켜서 전극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했다. 1988년 IBM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emitter 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착물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실험을 했다. 개별적인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부착물의 화
학적 특성을 알아냈다. 이것은 표 4.에 나타나있다.

발생된 부착물의 절대 다수가 질산염화암모늄(NH4NO3)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질산염화암모
늄(NH4NO3) 화합물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전극의 4~8 Cm 이내에서 sampling을 할 때
전극에서 발생하는 부착물의 정확한 주기를 얻을 수 있다.

3-5. 흰색 가루의 생성(“Fuzz Balls”)
모든 코로나 ionizer는 emitter 주위에 습기가 있는 동안에는 질산염화암모늄(NH4NO3)을
발생시킨다. 질산염화암모늄(NH4NO3)은 emitter point에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질산염화암
모늄(NH4NO3) 형성은 때때로 주위 환경에서 알루미늄, 철, 아연, 기타 금속 등의 trace
elements를 포함한다. Clean room에서 대부분의 ionizer는 설치가 된 후 주위 환경의 습도
에 의존하는, emitter point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달에 한 번씩
cleaning을 해 주어야 한다. 부착물이 발생되지 않는 이온화법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 또는 질소 분위기에서 전극이 주변 환경에서 격리되어 사용되어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될 때 이온화 장치들은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6. Class 1 emitters
몇몇 ionizer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특허 etching, coating process 및 재료를 이용해서 전극
의 성능 향상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Class 1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몇몇의 전극이 개발되었다. 여기서 전극 제조를 위해
사용된 재료로는 tungsten, silicon dioxide-coated tungsten, titanium, silicon, germanium
등이 있다. 여기서 emitter 전극은 심지어는 50% 이상의 습도에서도 부식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그림 21. 참조).

이온화법 process와 관련된 부착물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장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는 전극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전극 재료
설계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Germanium과 Silicon Ion Emitter Points의 비교
공학과 환경 기술에 대한 The Research Triangle Institute(RTI) Center는 위의 두 가지
emitter 재료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했다. 연구 제목은 “ air ionizer용 emitter 전극으
로 쓰이는 germanium과 silicon needles에 대한 비교”이다. 여기서 알아낸 결과들은 유명
한 “Journal of Electrostatics 44(1998)”에 실렸다. 반도체 산업에서 열적 산화, 플라즈마
산화, 이온 충격에 의한 산화 조건 하에서 germanium과 silicon의 산화/질화에 대한 광범위
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표 5. 참조). 물론 이온 emitter로 쓰이고 있을 때의 상태이다. 반도
체 산업 data는 silicon이 더 쉽게 산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Research Triangle Institute
에서 알아낸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비교 : Simco germanium emitter은 순도 99.999% 이상의 순수한 n-type 다결정
germanium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티몬(Sb)을 첨가했다.
그리고 silicon emitter는 순도 99.999% 이상의 순수한 p-type 단결정 silicon으로 만들어
진다. 여기에는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붕소(B)를 첨가했다. 테스트 결과, 양극의
germanium과 양극의 silicon emitter에서는 0.1 particles/cm3 보다도 적은 양의 부착물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RTI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다. “음극의 silicon
emitter는 양극의 silicon emitter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부착물을 생성한다. 비록
germanium emitter가 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germanium에 의해서 산화물이 발생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더 알아낸 사실은 “음극의 emitter에서 부식의
형성은 일반적인 산화, swelling, flaking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양극의 silicon emitter의
끝은 점진적으로 산화된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양극의 silicon emitter는 미세
한 hole과 channel을 가진 pattern 구조를 나타냈다. 음극의 silicon emitter은 emitter 전
류가 일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더 큰 변화를 보였다. Germanium emitter에서는 10일 후에
일어날 때, 처음의 silicon emitter 전류 감소는 3일 후에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 변
형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 : 연구를 통해서 germanium으로부터 더 적은 양의 부착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
다. 가장 현격한 차이는 음극의 emitter 전극에서 나타난다. 음극의 silicon emitter는
germanium emitter 보다도 훨씬 많은 부착물을 생성한다. Silicon emitter에서 나오는 부착
물의 평균 크기는 약 0.015 micron이다. 비록 germanium emitter이 산화한다고 하더라도,
germanium 때문에 부착물들이 생성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