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L : 길이(mm)

t : 두께(mm)

T : 히트파이프 표면온도( )℃

D : 지름(mm)

P :　압력(bar)

S : 응력(Mpa)

E : 탄성계수(Gpa)

C : 물질특성 계수

T△ p-p 핫척 상부 최대 최소 온도차: - ( )℃

††††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 : rhi@chungbuk.ac.kr

TEL : (043)261-2444 FAX : (043)271-2444

****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서론1.

반도체 웨이퍼는 이온주입공정 막 증착 공정, ,

확산공정 사진공정 식각공정 등과 같은 다수의, ,

공정들을 거쳐 제조 된다 이러한 공정들 가운데.

사진공정은 다시 크게 도포공정 노광공정 현상, ,

공정 처리공정 그리고, HMDS(hexamethy disilane)

베이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베이크 공정에서.

는 챔버내의 핫척 상에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웨이퍼를 장착하여 일정 온도로 포토레지스트를

베이크하는 챔버식 베이크 장치를 사용하게 된

다 이와 같은 베이크 장치에 있어서 안에 위치,

되는 웨이퍼의 온도균일성은 가공하고자 하는 웨

이퍼의 여려가지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1)
즉 웨이퍼를 챔버 내에 위치시키고 난 후,

웨이퍼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요구되는 온도,

로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하는가는 반도체 소자의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

은 공정에 있어서 온도의 불균일성은 웨이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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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cision hot plate for wafer processing, the temperature uniformity of upper plate surface is

one of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wafers. Precision hot plates require temperature

variations less than ±1.5% during heating to 120 . In this study, we have manufactured the flat plate℃
heat pipe hot chuck of circle type(300mm) and investigated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flat plate

heat pipe hot chuck experimentally. Various liquids(aceton, FC-40, water) were used as the working

fluid and charging ratio was changed(14~36 vol.%). Several cases were tested to improve temperature

uniformity. Major working fluid to be investigated was water. Using water, various parameters such as

charging ratio, wafer operation on-off time, different working fluids. In case of water, the temperature

unformity was ±1.5%, response time of wafer were investigated.



Fig. 1 Schematics of experimental apparatus

기계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

체 가공의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챔버내 온도

의 균일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에 챔버 내 유동에 의한 온도 균일도를 개선하고

자 하였다.
(2)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존의

핫척에 평판형 히트 파이프의 특성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것이 평판형 히트파이프·

식 핫척이다 이는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서 사용되는 핫척을 대안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

급한 히트파이프의 특성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

인 장치의 개발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현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에 사용되는 핫 플레이

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표면온도의 균일화와 목

표온도 제어기술이다.
(3)
기존의 핫척의 구조는 여

러개의 전기 집열식 코일 히터를 상판에 바로 접

착하고 각 모듈당 온도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는 시스템의 중량이

필요이상으로 무겁게 되고 재료비 역시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히트파이프를 이.

용한 가열 시스템을 적용개발한다면 재료비 절· ,

감 원천기술 보유 및 효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

다.
(4), (5)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가열 평판형 히트파이

프식 핫척에서 표면의 보다 우수한 열 응답성과

표면 온도 균일도 향상을 위해서 웨이퍼 가열 핫

척과 같은 규격의 원형 평판형 히트파이프식 핫

척의 최적 설계 제작 및 시험을 수행하여 기존,

의 가열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끌어내고 나아가 평판형 히트파이프식 핫척의 작

동에 있어서 최적의 작동유체와 환경조건 등을

찾아내고자 한다.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2.

Size
D = 300mm

Thinkness = 8mm

Material Stainless steel

Volume 1400mm
3

Table 1 Parameter of Flate-Plat Heat Pipe Hot Chuck

실험 장치의 구조 설계2.1

본 실험에 앞서 평판형 히트파이프식 핫척의

구조 설계 및 성능 해석을 통하여 제작될 평판형

히트파이프 최적상태 및 안전성을 예측하고자 하

였다 제원은 과 같으며 내부압력은 물. Table 1 ,

기준 목표온도인 에서 압력 까지 견디120 6 bar℃

도록 압력용기 설계방법에 따라 설계하였ASME

다 설계시에는 불특정 평판의 상판과 덮개에서.

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불특정 평판의ASME .

상판과 덮개의 두께는 압력 허용응력 탄성P, S,

계수 물질특성 계수 에 의해 아래의 식으로E, C

정리된다.

계산식 에서 의 값은 각각에 특정한 값을(1) C

가지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의 값을 가, 0.1~0.33

진다 평판 안쪽에서의 반지름 과 두께 를 가. R t

지는 일반적인 원형 평판에서의 압력 는 균일한P

값을 가진다 이때 계산식 와 에서의 응력. (2) (3) S

는 평판의 중심에서의 최대값을 가진다 계산식.

는 평판 표면에서의 최대 응력(4) (maximum stress)

을 계산하는 식이다 원형 평판의 바깥쪽 즉 테.

두리 부분 역시 일정한 압력 를 가진다 계산식P .

는 평판 중앙에서의 최대 편향 응력을 구하는(5)

식이며 최대 회전 반경과 접선 응력을 구하는,

것은 계산식 과 같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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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의 구성2.2

은 실험장치의 구성을 간략하게 표현하여Fig. 1

나타낸 것이다 지름 스테인리스 스틸의. 300 mm,

재질로 원형 평판형 히트파이프를 제작하였고,

지표와 수평상태로 설치하였다 내부는. 0.03 torr

까지 진공 후 작동유체를 주입하였고 충진률을,

변화를 주며 실험하였다 목표는 에서의 표. 120℃

면 온도 오차 로 하여 실험하였다 전원± 1.5 % .

장치는 급 슬라이닥스를 사용하였으며 표면5 kw ,

온도 제어 컨트롤러와 데이터 수집장치를 연결하

였다 또한 가열중 외기와 접촉을 최소화 하여.

열손실을 줄이고자 평판형 히트파이프식 핫척을

보호 할 수 있는 챔버를 제작하여 챔버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챔버는 윗부분이 개폐가 가.

능하게 하여 평판형 히트파이프의 냉각 시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핫척 상판 표면에 와 같이 개의 열전대Fig. 2 19

를 부착하여 작동 시 측정되는 온도(termocouples)

를 데이터 수집장치 를 통해 저(Yokogawa MX100)

장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및 고찰3.

유체별 표면 온도특성3.1

Fig. 2 Position of thermocouples.

Fig. 3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Fig. 4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Fig. 5 T of certain temperture in ecah△

working fluids.

연구의 최종 목표 온도인 에서 작동유체120℃

을 사용하여 핫척을 실험한 결과는 에FC-40 Fig. 3

서처럼 최대 표면 온도와 최저 표면 온도는 각각

번의 핫척 외부 표면의 열전대가 기록되었고3, 9 ,

상부표면의 최대최소 온도차인 T△ p-p는 를7.2℃

기록하여 심한 격차를 보였다 위의 실험을 토대.

max 
 

(5)

 max 

 

(6)



Fig. 6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Fig. 7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Fig. 8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로 은 작동유체로 사용하기에는 유체의 특FC-40

성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체내 공기의.

함유량 즉 용해도 가 의 경우는, (solubility) FC-40

이하이지만 다른 유체보다 높아서 비등시5ppmw

내부의 비응축 가스의 증가에 따라 비등에 따른

열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는 아세톤 를 핫척내에 주입한 후Fig. 4 14 %

평판 표면온도를 를 조금 넘는 온도로 맞추100℃

었을때의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T△ p-p

를 기록했고 모든 열전대에서 비슷한 온= 2.3℃

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목표온도 까지 실험해보지 못하고 중단한120℃

이유는 에서 밀폐용기내 아세톤의 압력이120℃

이나 물과 비교하여 크게 높기 때문이다FC-40 .

기준 물의 경우 정도지만 아세톤의120 2 kPa℃

경우 기준 이나 되기 때문이다 비120 670 kPa .℃

록 설계상에는 내부압력 까지 견딜 수 있800 kPa

게 설계했으나 여러 위험상의 문제로 의 결Fig. 4

과만을 제시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작동유체별Fig. 5 T△ p-p의

관계를 보면 측정온도인 에서의70, 100, 120℃ △

Tp-p는 대체적으로 물이 개방 상태 실험과 밀폐

상태 실험 양쪽 다 더 작은 값을 가졌다 개방.

상태에서는 과 물의FC-40 T△ p-p가 에서 측정70℃

값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밀.

폐 상태 실험은 물의 T△ p-p가 의FC-40 T△ p-p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졌다 이로 인해 핫척의 작동.

유체로는 이 물과 아세톤 보다 효율이 떨FC-40

어지는 성능적 특성을 지닌 유체임을 알 수 있었

다.

충진률에 따른 표면온도 특성3.2

에서 목표온도인 에서 밀폐상태 실Fig. 6 120℃

험은 T△ p-p 가 측정되었으며 번 열전대= 3.4 , 5℃

가 낮은 온도 값을 기록했다 두 개의 실험에서.

도 앞서 언급했듯이 번 번 열전대로1~10 , 11~19

나뉘어 각 열전대 위치에서 표면온도의 최저값,

평균값 최대값의 온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

물 를 주입한 핫척 실험에서도 목표온도22 %

인 에서의 결과는 과 같이 나왔다120 Fig. 7℃

Fig. 9 Top surface temperature profile.

.



Fig. 10 surface temperature profile.

밀폐 상태에서의 실험에서는 T△ p-p가 물 14 %

를 주입하였을 때 보다 작지만 각각의 열전대 그

래프의 유형은 비슷하게 나왔다.

은 에서의 측정결과이다 지금까지Fig. 8 120 .℃

의 실험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온도 균.

일도는 T△ p-p 도를 나타냈다 이는 와 번의= 2.3 . 4 5

열전대와 타 열전대의 차이가 더욱 줄었음을 의

미한다.

작동유체인 물을 주입한 실험에서36% 120℃

에서의 표면온도 상태를 장시간 동안 관찰한 결

과 밀폐상태 에서 T△ p-p 를 기록했다= 3.6 .℃

핫척 표면온도가 전체적으로 가 올라가는20℃

동안 밀폐상태 실험은 T△ p-p가 더 낮아졌1.1℃

다 와 번 열전대와 나머지 열전대의 온도차이. 4 5

도 밀폐상태 일때 더 줄어들었음을 을 통Fig. 9

해 확인할 수 있다.

은 에서 어느 한 순간 표면에 나타Fig. 10 120℃

나는 온도 분포를 가시화 한것이다 온도의 높고.

Fig. 11 T of working fluids charged.△

Fig. 12 Wafer contacted with hot chuck.

낮음을 색의 변화로 알아보고자 나타낸것인데,

중앙부분은 다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끝의 한,

부분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동유체 물의 유량별 실험 결과 중 T△ p-p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에서 알 수 있듯이. Fig. 11

유량 에서의 개폐 밀폐 실험만을 제외한 나14% ,

머지 모든 실험에서 평판위의 온도가 점차 올라

갈수록 T△ p-p의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상온과의 접촉을 변수로 주었던 개폐상태 실험

과 밀폐상태 실험에서는 예상대로 밀폐상태에서

의 T△ p-p가 더 작게 나오므로서 핫척의 평판온도

를 보다 균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핫척의 주변을

밀폐상태로 만든 후 작동시켜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핫척 역시 밀폐된 공간안에서 작동하고 있

다고 한다.

밀폐 상태의 실험에서 물의 유량에 따른 △

Tp-p를 살펴보면 T△ p-p가 가장 낮은 순 즉 가장,

평판의 온도 균일도가 좋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순으로 정리된다 이는30 %, 22 %, 14 %, 36 % .

연구과제의 목표온도인 에서 유량이 늘어날120℃

수록 평판 내 온도 균일도가 좋아지지만 역으로

핫척 내에 너무 많은 유체가 주입되어 있다면 효

과는 반감됨을 알 수 있다.

응답속도 특성3.3

의 현재 연구중인 평판형 히트파이프를Fig. 12

이용한 핫척은 평판위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올렸

을때 웨이퍼의 온도가 평판의 온도와 동일해지는

데 걸린 시간이 초가 소요되었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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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실험을 토대로 평판형 히트파이프

를 이용한 핫척의 연구를 정리해보면 핫척 내부

공간에 어떠한 구조 설계없이 작동유체만을 주입

한 후 실험 했을때 재료의 선정과 작동유체의,

종류 및 유량에 따라 효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동유체 종류에서는 아세톤 물 이렇FC-40, ,

게 세 가지 종류로 비교했을 경우 핫척 목표인

평판온도 기준에서는 핫척 내부압력 응답120 ,℃

속도 효율 비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 했을때, , ,

작동유체로서 물이 가장 적합했다 추가적으로.

실험한 물의 유량에 대한 핫척 표면 온도 실험은

의 순서로 표면온도 균30 %, 22 %, 14 %, 36 %

일도가 좋았다 물론 위의 실험은 핫척이 밀폐상.

태에서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이다.

실험결과 물 에서 공30 %, 22 %, 14 %, 36 %

통적으로 와 번 열전대의 온도가 타 열전대 보4 5

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열전대 와 번 부분의 핫4 5

척 내부 이상유동이 다름을 추측해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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