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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시간식 질량유량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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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sign, manufacture and test a Mass Flow Controller(MFC) capable of measuring
compressible fluid flows based on a "bucket and stop-watch"method. The basic principle is the measurement of time,
where the time taken to fill and empty a bucket of known volume is measured. This method of flow measurement is a
new concept when compared to a commercilized current mass flow controller. For the flow meter to be able to compete
with established designs it not only must be comparable in cost and robustness, it must be very accurate and reliable as

well. This device should be able to handle fluid flows in the range of 0.1ml/min to 10ml/min within an accuracy of ±
1%. A possible application for a device such as this is in electronics industry where arsenic gas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silicon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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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여러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유체의 유량 측정을

위하여 부피유량을 측정하기 보다는 질량유량을 측정

하는 질량유량계를 사용하는 추세가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질량유량계(Mass Flow Controller; 이하 MFC

로 칭함)는 유체의 흐름을 정밀하게 조절하여야 하는

전자장비, 유체장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핵심 기계

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다[1].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은

증착장치, 확산장치, 에칭장치, 플라즈마 장치, 스퍼터

링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각 공정마다 다양한 종류의

가스가 사용되고, 이들 장치는 모두 공급되는 가스나

증기의 양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며, 반도체의 소형화에

따른 회로의 미세화와 고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량

의 정밀도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량제어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

국에서는 꾸준히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초정밀/소량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질량유량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2]. 가장 널리 쓰이

고 있는 열식 MFC는 Fig. 1에서 보여 지듯이 가스가

흐를 수 있는 모세관(sensor)에 센싱 코일을 감아 전압

을 인가하여 가열하고 그 관속으로 가스를 흘려 가스

흐름에 따른 센싱 코일의 양쪽에는 온도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온도 변화를 휘스톤 브리지 회로에

서 전압의 변화로 검출한 후 이것을 질량유량(mass

flow)의 출력으로 나타냄으로써 흐르는 가스의 실제유

량을 측정/제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도체

용 특수 가스(Silane 가스 등)는 상온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열에 민감하여 열이 가해지면 가스가 고체화되

는 “열적 고형화” 현상이 발생하여 MFC의 센서 부분

의 유로의 막힘 현상을 야기한다. 또한 유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층류소자가 필요하고 외부로의 열전달 손

실을 줄이기 위하여 센서부분의 밀폐성과 특별한 재질

의 사용으로 제작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E-mail : chang@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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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열식 MFC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간단하게 유량제어가 가능

한 새로운 개념에 착안하여 측정 및 제어가 용이하면

서도 정밀한 유량제어가 가능한 “시간식 MFC(Time

based MFC)”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시간식 MFC”의 원리

Fig. 2의 시간식 MFC 구성도에서 보여 지듯이 시간

식 MFC는 하나의 검사체적과 이에 연결된 두개의 밸

브, 그리고 밸브의 개폐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체

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센서로 구성된다

[3,4]. 사용하는 유체가 이상기체이고 입구측 압력이 출

구측 압력보다 크다고 하면, 입구측 밸브(Vup)가 열리

고 출구측 밸브(Vdn)가 닫혀 있을 때 가스는 입구측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제어체적에 채워질 것이다. 이때

입구측 밸브를 닫고 출구측 밸브를 열면 출구측 압력

과 같아질 때까지 제어체적에 채워져 있던 가스는 방

출 될 것이다. 

밸브 개폐 싸이클에 따른 유량과 압력과의 상관개념

도가 Fig. 3에 나타나 있다.

제어체적의 압력을 P, 압력센서의 최대압력을 Pmax,

최소압력을 Pmin이라고 할 때, 충전 할 때를 P <

Pmax로 설정하고 방출 할 때를 P > Pmin으로 설정하

면 충전과 방출은 하나의 싸이클이 되고 한번의 싸이

클에 일정한 가스의 질량이 흘러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흘러나간 가스의 유량은 하나의 싸이클이 완료된 횟수

만큼의 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입구측/출구측 밸

브의 작동간격을 짧게 하면 주어진 시간에 많은 횟수

의 싸이클이 진행되어 배출유량은 커질 것이다. 

3. 실험 및 유량측정

3.1. 실험장치의 구성 

Fig. 4에 시간식 MFC의 prototype이 보여지고 있다.

시간식 MFC는 전기적인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렬 12V와 직렬 15V의 전원으로 작동하며 왼쪽 그림

은 밸브작동을 위해 제작된 구성품이며 오른쪽 그림은

Fig. 1. A commercial thermal type MFC.

Fig. 2. Schematic layout of “Time Based MFC”.

Fig. 3. Expected flow rate against cycle time.

Fig. 4. Prototype of “Time based 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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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oard에 직접 공급되도록 구성하였다. 가스가 통과

하는 MFC의 입구와 출구는 1/4 “튜브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한 두 개의 개폐밸브는 Clippard Es-2W-

12 모델형 밸브이다. 이 밸브는 0~105 psig 압력차이에

서 사용할 수 있고 최대유량은 100 psig에서 0.6 scfm이

고 50 psig에서는 0.5 scfm이다. 각 밸브들의 개폐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어체적에 설치된 압력센서는 작동압

력 5 psi인 Honeywell sensor 26 pcSMT이다.

Fig. 5에는 유량측정을 위한 실험장치의 구성이 보여

지고 있다. 측정용 가스로는 MFC의 보정용 가스로 사

용되는 질소를 사용하였고 시간식 MFC와 질소공급원

사이에는 입구측 압력을 조절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압

력 레귤레이터(regulator)를 설치하였다. Main PCB전

원과 밸브작동은 각각 직렬 15V와 직렬 12V 전원을

사용하였고 압력센서에서 나오는 신호와 밸브 개폐신

호를 확인하기 위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였다. 유량

측정은 비누방울을 이용한 계측기(bubble flow meter)

를 이용하였다. Bubble Flow Meter의 유량 측정 구간

은 비누방울의 이동 관찰이 용이한 10~100cc체적구간

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2. 측정 및 고찰 

현재 반도체산업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열식

MFC의 유량정밀도가 ±1%임을 고려하여 본 측정에서

는 밸브 개폐횟수 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의 선형성과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Fig. 6에 일정한 입구압력에서의 단위시간당 밸브 개

폐횟수와 그에 따른 유량변화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그림의 가로축 set-point는 초당 밸브의 개폐횟수를 의

미하고 세로축은 이에 따른 유량 변화값이다. 밸브의

개폐횟수 증가에 따라 토출 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

고 선형성이 유지되는 일정 유량 범위에서 시간식

MFC의 정밀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set point 10(초당 10회 밸브 개폐) 이하에서는 선

형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나 set-point 10 이상

구간에서는 밸브 개폐시간의 단축에 의한 제어체적 내

부의 잔류가스의 존재와 이로 인한 기준압력 측정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비선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prototype 모델로는 set-point 10 이상

의 유량조절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보다

용량이 큰 제어체적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일정set point에 대한 유량의 변동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유량은 ±1% 이내의 유

량정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상용화된 열식

MFC의 유량정밀도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Experimental lay-out of “Time Based MFC” for
flow rate measurement.

Fig. 6. Experimental result for flow rate against set point
(valve on/of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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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가스의 유동과정에서 압력변

화를 수반할 수 있으며 압력변화에 따른 MFC작동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Fig. 8에서는 시간식 MFC 전단의 압력이 0.02~0.07

MPa까지 변화할 때 유량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Set-

point조건에 관계없이 0.04 MPa의 압력에서 유량의 증

가가 관찰되었고 이는 프로그램 및 전기적인 노이즈

발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유량제어시스템인 시

간식 MFC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

간식 MFC개념을 이용하여 기존 열식이나 차압식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유량조

절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간식

MFC는 일부 구간에서 밸브의 개폐횟수 증가에 따라

토출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제어체

적과 밸브개폐 회수의 상관성이 시간식 MFC의 최적

설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변화는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수행하였으나 압축성 유체의 경우 온도에 의한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스의 온도변

화에 따라 유량을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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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bility of the flow rate at a fixed set point.

Fig. 8. Measured flow rate against variable inlet pres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