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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 물질을 사용한 실리콘 기판의 열충격 감소 기술
Reduction of thermal shock of Si substrate by phase chang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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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mal equivalent circuit of the Si 
substrate including PCM

1. 서론

선박은 추진장비, 제어장비 등 각종 장비가 집결

되어 있으며 각 장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다. 선박의 동력을 발생시키

는 엔진,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들은 연소

에 의한 고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함의 

경우 비상 상황 시 급격한 속도 변화에 따라 기관의 

온도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므로 열충격에 의해 각

종 센서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1].
센서에 가해지는 열 충격을 감쇄하여 센서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변화 물질 (PCM 
: Phase Change Material)을 센서 모듈의 패키지에 

적용한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센서의 열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상변화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물질이 용융될 때에 높은 

잠열 (latent heat)을 갖는 물질을 일컫는다. 상기 

상변화 물질의 잠열효과를 사용하면 용융구간을 

포함하는 온도구간에서의 센서의 온도변화를 최

소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MS 기반 센서의 기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Si) 기판에 대표적인 PCM 
중 하나인 paraffin wax를 적용한 열충격 감소기술

을 제안한다. 실리콘 기판 내부에 미세한 공간을 

형성하여 paraffin wax를 내장하였으며,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기판의 온도변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 설계 및 제작

PCM이 포함된 기판을 설계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열등가회로 (Thermal equivalent circuit)를 구

성하였다. 전압으로 표현된 열원에 높은 온도가 

인가 될 경우 PCM은 캐패시터로서 발생하는 열을 

충/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 효과로 인하여  

급변하는 온도변화를 완화하여 실리콘 기판 위에 

제작된 센서에 가해지는 열 피로 (Thermal fatigue)
를 낮출 수 있다.

설계된 소자는 Fig. 2와 같이 제작되었다. 먼저, 
실리콘 기판상에 sandblasting 공정을 사용하여 깊

이 250 μm의 우물을 형성한다. Sandblasting은 비

교적 넓은 면적의 공간을 적은 오차로 식각하기에 

유리하다.  PCM으로는 paraffin wax를 사용하였으

며, 물질 특성은 Table 1과 같다. Paraffin wax를 

용융시킨 뒤 가열된 실리콘 기판의 우물에 주입하

였다. 주입된 paraffin wax가 응고된 뒤, 동일한 공정

으로 제작된 paraffn wax를 내장한 실리콘 기판을 

접합하였다. 내장된 paraffin wax의 용융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실리콘 기판은 진공 seal-
ing 되었다. 제작된 기판은 PCM을 내장하지 않은 

기판과 온도변화 비교실험을 위하여 가로ㆍ세로 

25 mm로 다이싱 되었다.

Table 1 Properties of paraffin wax

ρ (kg/m3) Tm (℃) s (kJ/kg K) L (kJ/kg)

Paraffin wax 750 53-57 2.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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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brication process (a), schematic view (b) and 
photograp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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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set-up

3. 실험 및 결과

PCM 적용 기판과 미적용 기판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Fig 3과 같은 실험 setup을 통해 측정해

보았다. 상온의 온도에서 90 ℃까지 오븐내의 공기

가 가열될 때 기판의 온도변화를 정밀한 온도 데이

터 로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CM 적용기판과 

미적용 기판의 온도상승 및 냉각 측정결과는 Fig 
3과 같다. Paraffin wax의 녹는점인 53 ℃ 부근에서 

내장된 PCM의 상변화에 의하여 온도 상승 속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CM 미적용 기판의 

온도변화에 비하여 PCM 적용 기판의 온도는 최고

점 (90 ℃)에 이르는 시간이 10초 정 도 지연되었다. 
또한 두 기판을 동시에 오븐에서 꺼내어 상온에서 

냉각한 결과 온도 상승시와 같이 53 ℃ 부근에서 

상변화가 발생하여 온도 기울기의 차이를 발생시

켰다. 이와 같이 PCM이 적용되어 설계된 기판은 

내장된 PCM이 상변화를 겪으며 센서의 실리콘 

기판에 열 충격을 감소시키므로 온도변화가 급격

히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센서에 적용시 열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결론

센서에 가해지는 열충격을 감쇄하여 센서의 내

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PCM을 적용한 실리콘 

기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기판은 온도 상승/하강

시 PCM으로 사용된 paraffin wax의 상변화 구간을 

통해 열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상변

화 구간을 갖는 PCM 물질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온도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겠다.

Fig. 3 The temperature change of the substrates by 
heating and cooling  (the temperature changing rate 
on the phase change period: α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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