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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differential pressure type integrated mass-flow controller
made of stainless steel for reactive and corrosive gases. The fabricated mass-flow controller is composed of a normally
closed valve and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A stacked solenoid actuator mounted on a base-block is utilized for precise
and rapid control of gas flow. The differential pressure flow sensor consisting of four diaphragms can detect a flow rate
by deflection of diaphragm. By a feedback control from the flow sensor to the valve actuator, it is possible to keep the
flow rate constant. This device shows a fast response less than 0.3 sec. Also, this device shows accuracy less than 0.1%
of full scale. It is confirmed that this device is not attacked by toxic gas, so the integrated mass-flow controller can be
applied to advanced semiconductor processes which need fine mass-flow control corrosive gases with fast response.

Key Words : Accuracy, Differential Pressure, Linearity, MFC (mass flow controller), Response Time, Semiconductor,
Sensor

1. 서 론

가스 유량 제어 장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특히,

단 결정 성장 공정, epitactial 성장 공정, 확산, 이온 주

입, CVD 및 Etching 등의 건식 제조 공정의 가스 질량

유량 제어 장치(mass flow controller, MFC)로 널리 사

용되는 핵심 부분품이다.

가스 유량 제어 기술은 1970년대의 rotor meter와

needle valve와의 조합에 의한 방법에서 1980년대 들면

서 질량 유량 제어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크게 전환

되어 왔다. 즉, 수동 조작에 의한 유량 제어에서 전자

식 자동제어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제

조 공정도 크게 혁신되어 IC, LSI, VLSI 등에 적용됨

에 따라 생산 원가의 절감으로까지 작용되어 왔다. 현

재는 기존의 아날로그 식 MFC에서 디지털 방식의

MFC로 전환되어 더욱 정밀한 가스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이용되

는 가스 정밀 유량 제어 장치는 미국 및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반도체 제조 기술

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특히 반도체 제조는 얼마나 좋은 장비를 사용하

느냐에 따라 수율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경쟁력이 결

정될 때, 향후 초고집적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비

의 국산화, 부분품의 국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기존의 MFC의 경우, 유량을 측정하는 센

서에 대해 열식 센서를 적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열식

센서의 경우, 관내의 온도 구배에 따른 열 경계층의 형

성에 기인하여 선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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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자 회로에서 선형 보간을 이용

한 계측기기의 선형성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응답성의

한계를 보이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주변 온

도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간섭 등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본 개발에서 적용하게 되는 센서

는 가스 흐름의 차압을 측정하여 유량으로 변환하는

차압 측정 방식을 적용한다. 차압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직접 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1].

본 연구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가스 질량 유량 제어 원리, 제어 장치의 구조, 장치의

제작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파악하고 확립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

용 차압식 MFC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차압식 MFC의 설계 및 제작

차압식 MFC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가스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유로로 구성되는 베이스블록

(baseblock),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차압 발생 장치

및 차압센서, 가스의 양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액츄에

이터 및 이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제어 기판으로 구

성된다. 다음은 MFC의 핵심기술인 차압 발생 장치, 차

압 센서 및 제어회로에 대해 설명하였다.

2.1. 차압 발생 장치의 설계

장애구를 이용하는 차압 발생 장치의 경우, 관내에

서 수두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장애구 뒤에서 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FC는 관내에

서의 층류 유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구가

없는 순수한 원관 내에서 차압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

다. 본 개발에서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차압

을 발생시켜주는 금성 다공 매질(metal porous media)

을 적용함으로써 순수 원관 유동을 이룰 수 있도록 하

였다.

Fig. 1은 금속성 다공 매질을 이용한 차압 발생장치

및 차압 센서를 이용한 유량계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 원관으로 구성되며

유체의 전후단 압력 차이를 센서에 의해 검출 한 후,

아날로그 신호인 0~5 V 신호로 출력하여 유량을 제어

하는 구조를 나타내 준다. Fig. 2는유량 변화에 따른

출력 신호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영역에서 선

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 차압 센서의 설계

차압식 MFC에서 가스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실리

콘 가스 유량 센서를 개발한다. 가스 유량 센서에는 크

게 열식(thermal type)과 기계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식은 가스의 유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변

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히터와 온도 센서

로 구성된다. 이러한 센서는 비교적 감도가 좋은 편이

지만 노이즈에 약한 것이 단점이다. 기계식 가스 유량

센서는 가스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계량 변화

(cantilever 등과 같은 구조물의 변형)를 측정하는 방식

이다. 기계식의 경우에도 진동 등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노이즈의 발생 경로가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2].

기계식 가스 유량 센서에는 항력(drag force)형과 차

압(pressure difference)형 등이 있으며, 항력형은 외팔

보(cantilever)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여 가스 흐름에

대한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차압형은 가스의 흐름

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이아

Fig. 1. Schematic diagram of differential pressure type
MFC.

Fig. 2. The relation of differential pressure and flow rate
using metal porous media in circula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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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램(diaphragm)과 같은 얇은 막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압형 가스 유량 센서를 개

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MFC 반도체 압력센서의 셀(cell)에 직

접 독성 가스와 같은 압력 매체를 접촉 할 경우 표면의

손상 및 와이어(wire)의 단락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

라서 반도체 압력센서 셀에 압력 매체가 직접 접촉하

지 않는 구조의 압력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스테인

레스 스틸 박판에 압력센서 셀을 봉입한 형태의 압력

센서를 개발하였다. 또한 압력 센서의 압력 및 온도 보

정을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보상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압력센서의 실 전달 함수를 공칭

전달 함수에 근접하도록 하여 계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아울러 지능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능적인

기능에는 통신기능을 통하여 원격 조정 기능, 자기 진

단 기능, 센서 특성의 재조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여

측정 오차가 실제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합한지를 검토

하였다.

다이아프램의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구조물 제작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습식 에칭 법을

사용하지 않고 deep RIE를 이용한 드라이 에칭법 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 마이크로미터의 얇은 구조물 제작

을 위하여 SOI(silicon on insulator)를 이용한 에칭 정

지 법을 사용하였다[3,4]. 가스 유량 센서 제작에 deep

RIE와 SOI를 이용한 에칭 정지 법의 조합을 사용함으

로써 공정이 매우 간단해질 뿐만 아니라, 제작공정의

재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오리피스형 차압 센서

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된 가스유량센서의 측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Fig. 4는 가스 파이프에 센서를 연

결하고 질소 가스를 흘려줄 때 발생하는 파이프 내의

압력에 대한 센서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의 출력

감도는 1 kPa의 압력측정 범위에서 1.5 mV/V·kPa 정

도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다. 비직선성은 0.5%

F.S. 이하의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이 센서의 측정 가

능 분해능은 20에서 30 Pa 정도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센서가 비교적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이아프램 두께가 7 µm로 얇기 때문이며 Deep

RIE 에칭으로 제작된 수직 프래임에 다이아프램이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래임 쪽으로 응력이 넓게 분포

되지 못하고 다이아프램 가장자리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감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3. 베이스 블록의 설계 및 제작

베이스 블록은 유량 제어 장치를 통과하는 가스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주 관로로서의 역할과 센서 어셈블

리, 전자 제어 기판, 밸브 어셈블리 및 입출구의 VCR

피팅을 장착하는 기본 블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게 견고하게 설계하였다. 

가공된 베이스 블록은 Fig. 5에 나타내었다. 베이스

블록의 기본 재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SS-316L로 선

정하였다. 또한 입출구의 VCR 피팅 부분을 제외한 베

이스 블록은 일체형으로 가공하여 강도와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구부를 지난 가스는 금속성 다공 매질로 구성된

차압 발생부를 지나면서 센서에 의해 그 차압을 읽게

하였다. 차압 발생부를 통과한 가스는 밸브 어셈블리가

놓여진 유량 조절 장치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였다. 유량

조절 장치는 실제 배관 도중에 장착하게 되므로 배관

의 편의상 입출구를 동일 축 상에 위치하도록 설계하

였다.

입·출구를 동일 축 상에 오게 하면 유량 조절을 실

제로 수행하는 밸브 부위는 관로와 수직으로 설치 할

수밖에 없다.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압력 손실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밸브의 조작 및 제작은 간편

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3. The fabrication of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Fig. 4. The characteristic of pressure-outpu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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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주 관로와 수직인 방향으로

밸브를 설치하였다. 또한 내부 표면에서의 미세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금속 표면간의 접촉에 의한 내부 및

외부의 누설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랩핑(rapping), 전

해 연마, 경면 가공을 수행하였다. 가공품의 표면 조도

를 측정한 결과0.05 µm이하로 나타났다.

2.4. 제어 회로의 설계 및 제작 

반도체형 압력센서의 브릿지 회로 출력은 입력 전압

에 비례하여 브릿지 양단의 전압차로 나타나게 된다.

브릿지에 공급되는 전원은 LM334 정전류원으로 구동

하도록 하였다. 또한TL022C 연산증폭기를 이용하여,

증폭과 출력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산증폭기

에서의 offset 및 span조정을 위하여 가변저항과 주변

의 직렬 및 병렬저항을 조합하도록 하였다. 

MFC 하드웨어 블럭도는 Fig. 6과 같다. 반도체형 차

압 센서 신호를 정밀계측 증폭기(Amplifier)를 통해 증

폭하고 CPU에 내장된 ADC를 통해 그 값을 읽어 현

재의 유속을 검출한다. 또한 외부의 전압신호(set-

point)를 검출하여 PID 제어기로 PWM 구동회로를 동

작시켜 유속을 원하는 상태로 제어하게 된다. 또한 검

출된 유속은 12-bit DAC를 통해 전압으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반도체형 압력센서의 신호처리회로는 Fig. 7과같다.

압력센서는 정밀계측용 증폭기인 INA331을 통해 그

차압이 ADC의 입력 full-scale에 맞도록 약 50배 정도

증폭된다. 또한 압력센서는 LM334 정전류 IC를 통해

약 1.5 mA로 구동되도록 설계하였다.

3. 차압식 MFC의 성능 평가

MFC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제 2 장에서 설명하였

듯이, 베이스 블록, 센서, 차압 발생부, 제어 밸브 및

전자 제어 회로 기판으로 구성된다. 베이스 블록은 가

스의 주 흐름을 형성하는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한 다른 구성품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센서는 MFC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빠른 응답성 및 높

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제어 밸브는 유량의 설정 값에

대해 실제 흐르는 값이 일치하도록 작동해 주는 역할

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전자 제어 회로 기판은 이 모

든 과정을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며 작동되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MFC의 성능은 주로 정확

성(accuracy), 선형성(linearity), 및 응답 특성(response

time)등에 의해 좌우된다. 정확성은 기준기 MFC의 유

량 값에 대한 개발된 MFC의 실제 흐르는 유량 값 사

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MFC는 full

scale에 대해 ±1.0% 정도이다. 선형성은 설정 값에 대

한 실제 흐르는 유량 곡선의 직선성을 의미하며, full

scale에 대해 ±0.5%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성의 경

우, 설정 값에 변화를 주었을 때 실제 값에 도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1.0초 이하이다.

이상의 주요 성능 평가 항목을 기본으로 개발된 차압

식 MFC를 평가하였으며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3.1. 선형성 및 정확성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MFC의 선형성 및 정확성을 분

Fig. 5. The photograph of manufactured base-block.

Fig. 6. The Hardware block diagram of MFC.

Fig. 7. The signal processing circuit of 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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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본 개발의 최종 목표는 full scale의 ±1.0%이

하로 MFC의 핵심 성능 중의 하나이다. 정확성 분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 유량에 대한 실제 유량 값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성능 평가 장치로는 MFC의 교

정에 주로 사용되는 몰블록(Molblock) 시스템을 이용

하였다. 개발된 MFC로는 full scale이 5.0 slm을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시험 가스로는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

다. Fig. 8은 MFC의 full scale이 5.0 slm인 경우, 선형

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에 대한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척도

로써 정의되는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가 99.99%이상으로 매우 우수함을 보였다. Fig. 9는

MFC의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full scale에 대해 ±0.1%의 오차 범위에 그 측정 값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MFC의 유량에 대해

그 정확성은 매우 우수하게 평가된다.

3.2. 응답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MFC의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사용한 기체는 순도 99.9999%인 질소를 사용하였

으며 유량 설정은 최대 사용 한도인 5.0 slm의 10%,

50% 및 100%인 경우에 대하여 동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10은 차압식 MFC의 동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Full

Scale의 100%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x축은 시간축이며

y축은 설정된 유량 값에 도달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된 차압식 MFC의 응답 시

간은 약 0.3초 정도로 매우 빠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ull scale에 멀어질수록 그 응답 속

도는 느려져 0.6초 이하의 응답속도를 보였다. 

3.3. 기타 성능 평가
MFC의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외부 누설량의 값

이다. MFC는 독성 가스부터 비독성 가스까지 광범위

하게 사용됨에 따라, MFC 자체의 기밀성, 진공도 및

내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부 누설을 측정하는 일반

적인 방법은 헬륨 누설 장치(He Leak Detector)를 사

용하여 분당 누설되는 헬륨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먼저 헬륨 누설 장치에 개발된MFC를 설치 한 후, 진

공 펌프로 MFC의 진공도를 측정한다. MFC가 진공에

머무르게 되면, 외부의 헬륨 가스 주입기를 이용하여

MFC 주변에 분사를 시킨다. 그러면 MFC 외부에서 내

부로 헬륨이 들어가면서 MFC 챔버 내로 헬륨의 주입

정도를 판단하면서 누설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VARIAN사의 모델 979인 헬륨 누설 장치를 사

용하였다. 측정 결과 진공도 및 누설량 모두 10-9~10-10

atm-cc/sec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 중 하

나인 가스 유량 제어 장치의 개발은 위하여, 각종 질량

Fig. 8. Linearity for developed MFC.

Fig. 9. Accuracy for developed MFC.

Fig. 10. Response time for developed 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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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및 유량 제어 장치의 원리, 구조 등을 비교 분

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차압식 MFC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차압식 MFC를 구성하는 차압

센서, 베이스 블록, 밸브 어셈블리 및 제어 회로 기판

등을 개발하고 이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

발된 구성품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MFC의

주요 핵심 성능인 정확성, 선형성 및 응답 시간등을 측

정하여 상용화된 MFC와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적으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존의 열식 MFC와 비

교하여 그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반도체 제조 공정용으로 적용되어 수율 향상 및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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