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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현재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

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획기적인 열전,

달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히트파이프는 뛰어난 열전달 성.

능을 인정받아 전기전자산업 항공우주산업 건축, ,

산업 등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히트파

이프 중에서 히트스프레더 역할을 하는 핫척 부

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핫척은 반도체제조 및

시험에 필수적인 장비들의 핵심 부품으로 Asher,

등 각 공정 및 반도체 제조CVD Throughput UP

수율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각각의 공.

정마다 웨이퍼가 필요로 하는 온도가 다르고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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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 면에 가해지는 온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

여야 보다 양질의 반도체 을 형성할 수 있Pattern

기 때문에 핫척의 온도균일도와 정밀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웨이퍼 공정에 사.

용되는 핫척은 표면온도의 균일화를 위하여 각

모듈 당 각각의 온도조절용 콘트롤러가 장착됨에

따라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제작단가가 매우

높다(1)
.

이욱현(1)은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내부공간의

폭이 좁고 두께가 얇은 경우에 상부표면 온도차,

가 작고 작동특성이 우수하며 내외의 충진량10%

일 경우 작동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부준홍(2)은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열전달계수

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박수용(3)은 분산된 열원을 가진 히트파이

프에서 히트파이프의 작동한계가 개선된다는 연

구를 발표하였으며 박준수(4)는 반도체용 챔버 내

부의 대류유동에 따른 웨이퍼 온도 균일도 향상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챔버 내부의 높이 웨,

이퍼와 상판사이의 두께 챔버 상하부의 온도차, ,

상판의 온도 상판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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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isigned and manufactured the Hot Chuck which can be operated until 120 . Its℃
shape is circualr, wide is 300mm and depth is 15mm. Two types working fluid was used as working

fluid(distilled water, 0.1%-TiO2 nanofluid).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to each working

fluid. The effect of various working fluid, charging volume ratio was investigated. Also we investigated

heat transfer rate against each working fluid. By using nanofluid, heat transfer rate can be enhanced

and the wick structure can be constructed automatically on smooth surface. The experiment of 40%

charged 0.1%-TiO2 nanofluid showed the best performance of thermal accuracy and uniformity. To

improve performance of Hot Chuck, more stud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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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도 등이 내부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가열방식의

핫척을 대체할 목적의 평판형 히트파이프를 제작

하였고 작동유체로 나노유체 를 사용하, (nanofluid)

여 열적 특성을 실험에 의해 알아보았다.

실험장치 및 방법2.

실험장치 구조2.1

본 연구에서 제작된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주

재료는 작동 시 내부의 높은 압력을 고려하여 기

계적 강도가 높고 열전달이 우수한 알루미늄 70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용기 설계 이론에 의해

윗판의 두께를 계산하여 설계되었고 내부 공간의,

크기는 이고 높이는 의 크기로 제작되R150 15mm

었고 내부는 방사형 벽을 방향으로 만들어 각8

벽면에는 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cell)

들었다.

에 개략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험장치Fig. 1

구성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히터부에는 고른 열,

전달을 위해 원형 평판형 캐트리지 히터(catridge)

를 사용하고 테프론 재질의 덮개를 사용하여 열

원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시험부에는 Fig.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개의 열전대를19 K-type

설치하였으며 그것들은 사의 데Yokogawa MX100

이터 수집장치를 사용하였다.

평판형 히트파이프 내부공간을 진공으로 만들

기 위해서는 사의 진공펌프를 사용하PJKODIVAC

Fig. 2 Position of thermocouple.

여 2×10
-3

까지 진공을 하였다torr .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를 통한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평판의 온PID

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외부의 작은 온도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공정과 비

슷한 환경을 위해 항온챔버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방법2.1.1

실험은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각 부분의 온도를

읽어들여서 작동유체의 충진량에 따른 온도특성,

작동유체 종류에 따른 온도특성과 농도별 온도특

성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작동유체는 증류수와 TiO2 나노

유체를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과,

나노유체를 사용한 실험 그리고 나노유체를 사용

한 뒤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 이렇게 세 가지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온도는. 70℃

와 그리고 를 기준으로 실험이 진행100 120℃ ℃

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고온도인 결과120℃

만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실험결과3.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3.1

에 보이는 그래프는 증류수를 사용하여Fi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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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Pure water 20%.

Fig. 4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Pure water 40%.

Fig. 5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Pure water 50%.

Fig. 6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0.1%-TiO2 nanofluid 20%.

Fig. 7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0.1%-TiO2 nanofluid 40%.

Fig. 8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0.1%-TiO2 nanoflu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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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after nanofluid boiling - pure water 20%.

Fig. 10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after nanofluid boiling - pure water 40%.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용량별.

로 보면 작동유체를 충진하였을 경우 거의20%

전 구간에서 온도진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와 를 충진하였을 경우. 40% 50%

를 보게되면 일 때 보다 온도진동이 줄어들20%

었으며 비슷한 온도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3.2 0.1%-TiO2 나노유체를 사용한 실험

에 보이는 그래프는Fig. 6~8 0.1%-TiO2 나노유

체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핫척의 거의 모. Fig. 6

든 부분에서 증류수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온도

진동이 줄어들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나.

노유체가 열전달 성능에 있어서 증류수에 비해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

Fig. 11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t after nanofluid boiling - pure water 50%.

Fig. 12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op

and Bottom Surface.

체적으로 온도진동이 증류수에 비해 줄어들은 것

을 볼 수 있다 의 경우 온도진동이 로. 20% 2.2℃

증류수와 비교하여 줄었고 의 경우 온0.4 , 40%℃

도진동이 로 증류수에 비해 줄었으며2.1 0.4 ,℃ ℃

의 경우 온도진동이 로 줄어들었50% 2.2 0.3℃ ℃

다 전체적인 온도진동은 증류수 로 실험 시. -20%

적게는 까지 생긴 반면0.4 ~ 1.8 0.1%-TiO℃ ℃ 2

나노유체 로 실험한 경우는 로-20% 0.6 ~ 0.9℃ ℃

확연히 줄어들은 것을 볼 수 있었다.

3.3 0.1%-TiO2 나노유체를 사용한 후 증류수를

이용한 실험

에 보이는 그래프는Fig. 9~11 TiO2 나노유체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고 난 뒤 다시 증류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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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water

50% Charged.

Fig. 14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0.1%-TiO2 nanofluid 50% Charged.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진 시에는 온도20%

진동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불균형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40%

충진 시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범위의 온도진동

을 보이고 온도분포가 목표로 하는 에 비교120℃

적 정밀하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작동유체별 열전달 특성3.4

은 증류수를 사용한 경우 나노유체를Fig. 12 ,

사용한 경우 그리고 나노유체를 사용한 후 나노,

유체를 제거하고 순수유체를 사용했을 경우 각각

의 충진량별로 핫척의 상하부 표면의 온도차이

( TΔ B-T 에 대한 결과의 비교 분석 값이다 그림에) .

서 볼 수 있듯이 핫척의 상하판의 표면온도 차이

Fig. 15 Temperature Profile on Top Surface, after

nanofluid boiling, pure water 40% Charged.

Fig. 16 Average Temperature Fluctuation on Top

Surface.

Fig. 17 SEM picture after using nanofluid.

는 열저항의 감소에 따라 열전달의 향상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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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보다 나노유체를 사용 시의 온도차는 현

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노유체.

를 사용하고 물을 다시 충전하여 사용 시 역시

온도차가 감소하여 열저항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목표온도 에 도달하여 정상Fig. 13~15 120℃

상태일 때 각 유체의 경우의 평판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물과.

0.1%-TiO2-나노유체가 충진되어 있을 경우는50%

평판의 가운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나노유체를 사용 후 증,

류수를 충진하여 실험을 하였을 경우 가운40%

데 부분과 외곽부분이 온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작동유체의 종류에 따라 온도특성.

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각 유체별로 정상상태에 도달했을때 온도

가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을. Fig. 16

보면 특히 증류수 일 경우 온도가 변함에 따40% 라

온도진동이 큰 차이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나노유체를 사용한 후 증류수 40%

일 경우는 온도가 변하여도 거의 같은 온도진동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0.1%-TiO2 나노유체를 사용한 후 내부표면

변화

은 나노입자가 가라앉아 증착된 표면을Fig. 17

을 통해 관찰해본SEM(scanning electro microscope)

그림이다 이는 나노유체의 비등과정 이후 생겨.

나는 현상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노유체를 사용

하여 열전달 성능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

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

하여 생각해보면 나노유체의 침착으로 인하여 마

이크로 단위 이하의 두께의 윅구조가 실험장치

내부에 형성되어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키고 기포

가 만들어 질 수 있는 핵 이 많이 만들어지(cavity)

게 되어 훨씬 많고 작은 기포가 발생하여 열전달

이 용이해 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결 론4.

평판형 히트파이프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나노유체를 작동유체로 사용하였을 경우 평1.

판형 히트파이프의 성능이 향상되기도 하지

만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향후 더 다.

양한 종류의 나노유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좀

더 확실하게 나노유체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증류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보다 나노유체를2.

사용하였을 경우 열저항이 감소하여 윗면과

아랫면의 온도차가 가량 낮아지는 결과를2℃

볼 수 있었다.

나노유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경우3.

실험장치 내부의 표면에 나노입자가 증착되

어 마이크로 단위 이하의 크기로 다공층을

형성하여 후에 진행될 실험에까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

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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