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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는 반도체 단위공정의 하나인 화학 기상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의 장비 내부를 

특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온

도조절장치를 구성하는 시스템 중 온도의 

ON/OFF 를 조절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무접점 

릴레이(Solid State Relay, SSR)가 주로 사용된다. 

무접점 릴레이는 기계 접점 대신 반도체의 성

질을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움직이는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 스위치이

다. 무접점 릴레이는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

며 노이즈와 충격에 강하고 소신호로 동작하여 

응답속도가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반도체기

기 및 산업기기 등의 광범위 분야에서 정밀 제

어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무접점 릴

레이는 고온에서 열에 약한 내구성문제로 지속

적인 탄화 사고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환경안

전 사고발생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1]. 

기존에는 탄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무접점 

릴레이를 교체하였으나 검사와 교체비용 및 인

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고열에 노출된 무접점 릴

레이를 냉각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2]. 

그러나 이 방법은 무접점 릴레이를 냉각시켜 

탄화 발생 시점을 늦출 수 는 있으나 탄화 사

고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는 없다.  

본 논문은 무접점 릴레이의 용량 최적화를 

통하여 무접점 릴레이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억

제하고 인터락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무접점 릴

레이의 탄화 사고를 방지하는 새로운 구조의 

온도조절장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분석 
 

 

. 

Fig.1 Block diagram of the conventional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CVD equipment 

 

 Fig.1 은 CVD 장비의 기존 온도조절장치 

시스템을 나타낸다. 시스템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HEATER BOARD 에서 

대략 3~35V 의 INPUT 전압을 무접점 릴레이로 

지속적으로 인가하여 HEATER BLOCK 내부 

코일을 가열 시킴으로써 장비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후 장비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 

하면 무접점 릴레이는 HEATER 온도를 

CONTROL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ON/OFF 제어되며 따라서 장비의 온도는 

세팅된 공정온도로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무접점 릴레이 내부의 RC surge killer 및 

Triac 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발열현상이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무접점 릴레이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기존 온도조절장치 

시스템에서는 무접점 릴레이 자체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에 무접점 

릴레이가 탄화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탄화가 발생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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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Fig.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CVD equipment 

 

 Fig. 2 는 제안한 온도조절장치 시스템을 나

타낸다. 첫 번째, 내부 Triac 소자의 변경으로 

무접점 릴레이의 부하정격 용량을 기존 80A 에

서 120A 로 개선하고 냉각팬을 동시에 적용하

여 무접점 릴레이의 온도를 크게 감소시켰다. 

두 번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hermostat 과 

설비 자체 Heater 의 Interlock 기능을 이용하여 

무접점 릴레이가 탄화하기 전에 전력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였다. 

 

Fig.3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temperature control system using enhanced 

SSR and cooling fan. 

 

 Fig. 3 에 무접점 릴레이 개선 전후 온도 비

교 데이터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림과 같이 기

존 에는 초기 40℃~160℃까지 증가 하였으나, 

개선된 무접점 릴레이는 초기 20℃에서 최고

100℃ 에서 상승을 멈추게 됨을 알 수 있다. 

Fig. 4 는 위에서 제안한 기능을 모두 구현하

였을 때 개선된 무접점 릴레이의 온도 특성 결

과를 나타낸다. 개선된 무접점 릴레이 적용시 

기존보다 약 30℃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었으

며, 추가된 Interlock 연동 기능을 통하여 탄화

사고가 발생하기 전 70℃ 에서 전력차단을 통

하여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4 Comparison of the proposed interlock linkage 

system with the conventional system 

 

4. 결론 

 

실험결과 무접점 릴레이의 부하 정격용량을 

80A 에서 120A 로 확대하였고 냉각 FAN 을 장

착하여 무접점 릴레이 자체 온도를 30℃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온도조절장치와 연

계한 Interlock 구현으로 설정 온도 도달 시 미

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탄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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