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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주요주요 정전기정전기 생성생성 Mechanism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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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정전기에정전기에 의한의한 문제점문제점

1. ESC (Electrostatic Charge)  
대전되어있는 대전체표면에의 정전기에 의한
흡인력은 공기중의 Particle을 흡인, 흡착한다.   
정전기에 의한 particle의 흡착력은 다른 중력,
공기역학, 점착력과 비교하여 대단히 크다.

ESAESA
(Electrostatic Attraction)(Electrostatic Attraction)

ParticleParticle에에 가해지는가해지는 흡착흡착 압력압력
~ 60,000 kg / cm~ 60,000 kg / cmESCESC

(Electrostatic Charge)(Electrostatic Charge)

2 ESD (El t t ti Di h )

ESDESD
(Electrostatic Discharge)(Electrostatic Discharge)

EMI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lectromagnetic Interference)

2. ESD (Electrostatic Discharge)
대전되고, 축적되어 있는 전하가 순간적으로
이동될 때 매우 높은 방전전류가 절연추 파괴, 
Pattern 의 단선 등 제품의 불량, 특성열화를
가져온다.

3.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SD 발생 순간, 수 [M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장비 동작
Error 및 Software 이상이 발생됨.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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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zzle , Fan Blower Ionizer 3. Nozzle , Fan Blower Ionizer 비교비교

Nozzle Blower Fan Blower

• 장점

• 협소한 공간 위치 (노즐 헤어: 14.0Ф)

근거리(200 이하) 빠른 제전 속도

• 장점

• 비교적 넓은 영역에 제전 효과(팬 크기 비례)

안정된 I B l 유지 능력• 근거리(200mm이하) 빠른 제전 속도

• 단점
• Pulse AC type 적용으로 피크 전압 존재
• 넓은 영역에 제전 효과 감소

• 안정된 Ion Balance 유지 능력

• 단점
• 협소 공간에서 제약
• 근거리에서 노즐에 비교하여 늦은 제전 속도

14.0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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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Decay Time 1. Decay Time 성능성능 비교비교

200mm Decay Time

Nozzle Fan Blower

계측 장비 : Trek 157 Charge Plate Moniter

Nozzle Fan Blower
+40%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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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Decay Time 2. Decay Time 성능성능 비교비교

300mm Decay Time

Nozzle Fan BlowerNozzle Fan Blower+30%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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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Decay Time 3. Decay Time 성능성능 비교비교(Non Air)(Non Air)

50mm Nozzle Decay Time

Non Air Gas 
Nozzle Decay Time

*Blower Type에서 Air Flow가 없을 경우, 제전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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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Ion Balance 1. Ion Balance 성능성능 비교비교

200mm ion Balance

Nozzle Fan BlowerNozzle Fan Blower

Peak VolPeak Vol. 
5V이하

Nozzle type경우, Peak Vol. 3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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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Ion Balance 2. Ion Balance 성능성능 비교비교

300mm ion Balance

Nozzle Fan BlowerNozzle Fan Blower

Peak VolPeak Vol. 
5V이하

Nozzle type경우, Peak Vol. 2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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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제안제안 사항사항

검토 결과 : 근거리에서의 제전 속도는 노즐 타입이 더 효율적이며,  Peak Vol.는 팬 블로
워 타입이 더 안정적이다.  팬 블로워 타입은 제조 공정상 안정적이며, 공정 시간의 제한 요
소가 작은 곳에서 효과적이다소가 작은 곳에서 효과적이다.

제안: 박리 대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정전기 발생에서는 제전 속도가 빠른 제품이
더 효과적이다 이에 노즐 타입을 추천하는 바이다더 효과적이다.  이에 노즐 타입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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