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2호(2010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9, No. 2. June 2010.

111

대면적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증착장비의 수냉시스템 방열성능 해석

김 경 진†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Cooling Performance Analysis of

Water-Cooled Large Area Magnetron Sputtering System

Kyoungjin Kim†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In a large area magnetron sputtering system, which is under the influence of high heat load from the plasma, it is

necessary to use the effective water cooling in order to maintain the proper deposition performance and the economic

use of target materials. A series of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are carried out on the simplified model of

the large area magnetron sputtering system with the cooling plate that includes the U-shaped water channel.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effects of water channel geometry, cooling water flowrate, thermal conductivity of target material, and

the degree of target erosion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cooling plat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arge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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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퍼터링은 플라즈마 상에서 이온화된 양이온 가스

입자가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의 타겟에 강하게 충돌

하여 운동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타겟 물질

의 입자를 기판에 증착하는 원리를 이용한 물리적 증

착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스퍼터링 증착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하여 다양한 물질을 증착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증착된 박막 두께의 균일도

를 유지하고 박막의 밀착력이 대단히 양호하여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소자 생산 등 많은 산업에 널리 이

용되고 있다. 스퍼터링 기술은 DC스퍼터링, RF스퍼터

링,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대

표적인 방법인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은 타겟의 뒷면에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을 배열하여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하여 타겟에서 발생되는 전자를 타겟 바깥쪽에 형성

되는 자기장 내에 국부적으로 모아 양이온 가스입자와

충돌시킴으로써 스퍼터링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1].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한 진공 증착 장비에 있어

서 마그네틱 캐소드가 대면화되었을 때, 높은 파워의

인가에 의한 플라즈마 스퍼터링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어서 타겟 및 캐소드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캐소드 및 타겟을 효과

적으로 냉각시켜주기 위해서는 높은 파워의 스퍼터에

의해 타겟에 발생되는 열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의

냉각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타겟 물질의 종류에

따른 열전달 및 온도분포의 차이에 의한 효율적인 냉

각 위치 및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초 예상 자료 또

는 분석이 대면적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의 개발

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 대면적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에서 열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온도를 유지시

키는데 필요한 냉각장치의 냉각수 유로와 유량에 따른

냉각성능을 분석하고 최적설계를 위한 해석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E-mail : kimkj@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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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방법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에서 고전류가 인가되면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냉각효과가 불충분하

면 증착효율이 감소하며 전체장비의 수명에도 악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진다[2-3]. 또한 영구자석의 배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타겟 윗면에 레이

스트랙 형태로 형성되는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하여 온

도의 불균일도가 문제가 되며, 냉각이 불충분할 경우

레이스트랙 형태로의 국부적인 타겟 표면 침식을 심화

시켜 고가의 타겟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냉각상의 문제점은 스퍼터링 장비가 대면적화 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장방형 스퍼터링 장비의 타겟 후면에 위치하는 영구

자석은 고가이면서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이어서 냉각수

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타겟과 영

구자석 사이에 냉각수 유로가 있는 구리 재질의 냉각

판을 사용한다. Fig. 1은 복잡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 및 냉각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보여준다. 먼저 플라즈마에 의해 침식되는 장방

형의 타겟이 있으며, 타겟이 접합되는 냉각판이 있다.

냉각판은 냉각수 유로를 포함하며 대체적으로 U자형

의 냉각수 유로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유로형상을 채택하였다. 또한 냉각판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냉각판은 유로가 새겨진 밑 부분과 유로

를 밀폐하고 타겟을 장착하는 배킹플레이트(backing

plate)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부분을 한

형상으로 처리하였으며 두 부분 사이의 접촉열저항은

무시하였다.

Fig. 2는 앞서 설명한 단순화된 3차원 모델의 단면을

보여준다. 유로형상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로

의 단면적은 직사각형 모양을 채용하여 U자 형태로 냉

각수가 길이방향 및 그 반대방향으로 들어가 돌아 나

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로 구성은 레이스트랙 형태의

플라즈마로 타겟 표면에 입사되는 열유입에 대처하도

록 고려된 것이다. Fig. 2에 표현된 비균일 열유입은

본 연구에서는 정상분포를 사용하여 모델링 되었으며,

이러한 열유입의 최대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맞추어 유

로를 배치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의 온도장 해석에서

경계조건으로 사용된 타겟 표면의 열유입량 분포를 보

여준다. 면적평균 열유입량이 실제값에 가까운 100

kW/m2이 되도록 기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기본 계산의 경우, 타겟 부분의 침식은 고려하지 않고

타겟의 표면을 평판이라 가정하여 해석을 하였으며, 그

후 타겟 부분의 침식 부분을 고려하여 온도장 계산을

다시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타겟 및 냉각판의 크기는 길이(L) 60

cm, 넓이(W) 12 cm이며 타겟의 두께는 1 cm, 냉각판

의 두께는 1.4 cm이다. 그리고 냉각수 유로의 두께는

6 m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로의 넓이는 0.5~4 cm

까지 변화시키며 그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냉각판

은 열전도성이 매우 좋은 구리 재질로서 열전도도는

400 W/m·K이며, 타겟은 증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재

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Indium Tin

Oxide (ITO)로서 그 열전도도는 8.7 W/m·K이다. 유로

입구에서의 냉각수 유입온도는 섭씨 15도로 하였다. 

온도장 해석 시 필요한 타겟면 이외의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은 단열로 처리하였는데, 스퍼터링 장비가 기

체밀도가 극히 희박한 진공상태에서 운용되기에 대류

에 의한 효과는 무시할 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온 플라즈마로 구분되는 스퍼터링 장비에서는 온도

가 높지 않으며, 또한 장비의 특성상 100도 이하에서

운용되기에 타겟 표면에서 열복사에 의한 열손실도 무

시하였다. 이는 타겟 표면에서 유입되는 열이 모두 냉

각수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냉각수 유로 내의 국부적인 열전달량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유동해석이 필요하나[4], 대면적

장비에서 유로가 매우 길어지기에 상당한 계산시간이

Fig. 1. Simplified model of water-cooled large area magnetron sputter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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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되어, 이를 사각단면 채널에서 유동의 완전발

달을 가정하여 대류열전달을 계산하는 것으로 처리하

였다. 냉각수의 유량은 10 LPM을 기준으로 하면 유로

내의 냉각수 유동이 난류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유로

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 h는 다음과 같은 Nusselt

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

위의 식에서 Re와 Pr은 각각 유동의 Reynolds수와

Prandtl수이며, kw는 냉각수의 열전도도이다. Reynolds

수는 유로단면의 형상, 냉각수의 물성치, 그리고 냉각

수 유량으로 결정되는데, 사각단면에서의 환산지름 Dh

는 사각단면의 높이(Hch)와 폭(Wch)으로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2)

계산에 있어서 필요 물성치는 온도변화가 심하지 않

아 유입온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유로

방향으로의 냉각수의 온도는 유입되는 총 열량을 고려

하여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단순

화는 유로의 길이가 매우 길며 또한 직선유로가 전체

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제와 매우 근접한 가정이

라고 판단된다.

장방형 스퍼터링 장비 내 냉각시스템 및 타겟의 3차

원 온도장은 정상상태 조건 하에서 계산되었으며, 최적

의 냉각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냉각수 유량, 냉각수

유로의 형상 등 다양한 인자를 변화시키며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온도장 계산 및 계산 후 처리는 다양한 물리현상을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는 FEM 모델링 패키지인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

된 전체 격자수는 약 10만개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상의 격자 사용으로 나온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충분한 계산 격자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석결과

대면적 장방형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 내 냉각판

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플라즈마에 의해 직접적인 열

을 받는 타겟이 적정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타겟이 스퍼터링 장비에 접

합되는 타겟의 뒷면 온도가 중요하여, ITO를 타겟 물

질로 삼는 경우, 타겟 뒷면 온도가 섭씨 30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냉각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효과를 타겟 뒷면온도의 분포, 특히 그 최대온도로

표현하였다.

먼저 냉각수 유로 넓이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같은

냉각수 유량을 공급하는 경우, 유로의 크기에 따라 냉

각수의 유속이 달라지며, 또한 펌프파워 역시 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유량에 대한 계산에 더불

어서 동일한 펌프파워를 주어 유로 넓이의 영향을 알

아보았다. Fig. 4과 Fig. 5는 유로의 높이가 일정한 상

태에서 유로의 넓이를 1 cm부터 4 cm까지 변화시킨

영향에 대한 타겟 뒷면 온도분포 결과를 보여준다. 유

로의 넓이가 충분히 넓은 경우, 타겟 뒷면의 최고온도

는 열유입 최고치 부분인 레이스트랙 형상 부분에서

발생하나, 유로의 넓이가 작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타겟

중심부분을 따라 최고온도부가 형성된다. 첫 경우는 유

로가 너무 넓어지면 열부하 집중부분을 제대로 처리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유로가

너무 좁으면 열부하 집중부분은 효과적으로 냉각되나

나머지 부분, 특히 중심부의 냉각이 불충분해진다. 이

러한 현상은 Fig. 6의 넓이방향의 타겟 온도변화 결과

에서도 알 수 있다. 냉각판의 좌우 부분의 냉각수 방향

이 반대임에 따라 좌우부 간에 약간의 냉각효과 차이

가 있을 수 있는데, 냉각판 재질의 높은 열전도도의 영

Nu
hDh

kw

--------- 0.023Re
0.8
Pr

1 3⁄
= =

Dh

2HchWch

Hch Wch+
---------------------=

Fig. 2. Cross-sectional view of water-cooled large area

magnetron sputtering apparatus.

Fig. 3. Non-uniform distribution of incoming heat flux by

plasma on the targe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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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동일 유량의 냉각수를 사용하는 경우, 유로의 단면

이 작아질수록 유로 표면에서의 열전달계수가 매우 증

가하여 타겟 뒷면의 최대온도를 낮추는데 유리하다. 하

지만 유로의 단면이 작아지면 그만큼 동일 유량을 구

동하는데 필요한 펌프파워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동일

한 펌프파워를 사용하는 경우를 3 cm의 유로 넓이와

10 LPM유량의 경우에 맞추어 다른 유로 넓이에 대하

여 적용하여 본 결과, 이번에는 유로의 넓이가 넓을수

록 냉각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운

전조건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 넓이를 정할 필요가 있

는데,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cm 또는 3 cm 정

도가 유로 넓이로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로의 넓이를 2 cm로 하여 유량이 증가

함에 따른 냉각효과를 살펴보았다. Fig.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냉각수 유량이 높아지면 냉각효과가 증가하는

데, 유량의 증가에 따른 최대온도의 감소가 유량이 높

아감에 따라 효과가 반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Eq.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각수 유량 또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대류열전달 효과가 정비례하지 않음 에서도 알

Fig. 4. Effect of water channel width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arget (equivalent cooling water

flowrate).

Fig. 5. Effect of water channel width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arget (equivalent pumping power

for cooling water).

Fig. 6. Effect of water channel width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arget.

Fig. 7. Effect of water channel width on the maximum

targ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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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5]. 특히 20 LPM 이상의 유량에서는 온도의

감소가 상당히 작아져 그 이상의 유량은 불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ITO재질의 타겟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고 있으나, 다른 재질의 타겟이 장착되는 경우에 대

하여 타겟의 열전도도의 영향을 해석해보았다. Fig.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겟의 열전도도는 타겟 뒷면 온

도에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치며, 타겟 뒷면의 평균온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분포 자체에 영향이 매우

작다. 이는 냉각판의 재질이 열전도도가 매우 높은 구

리이며 타겟의 두께가 얇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타겟 윗면의 온도는 타겟의 열전도도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해석결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

질 않지만 타겟의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타겟의 침식이

좀 더 균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이스트랙 형태의 플라즈마 분포에 의

한 국부적인 타겟 침식에 따른 타겟 뒷면의 온도 증가

이다. 계속적인 스퍼터링 장비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타겟의 침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Fig. 10과 같이 타겟의

표면을 모델링 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로 넓이

가 3cm, 냉각수 유량이 20 LPM 일 때, 타겟의 침식이

없는 경우(Fig. 10(a)), 타겟 뒷면의 최대온도는 섭씨

32도였다. 다음으로 타겟의 침식이 진행되어 최대 침식

부가 타겟 두께의 40% 정도인 경우(Fig. 10(b)), 타겟

뒷면의 최대온도는 섭씨 35도 정도였다. 그 이상의 타

겟 침식이 진행되어 타겟 두께의 70% 정도인 경우

(Fig. 10(c)), 타겟 뒷면의 최대온도는 섭씨 36도 정도

였다. 타겟이 침식함에 따라 타겟 자체의 열저항이 국

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긴 하였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타겟 침식의 온도상승은 냉각이 불충분한

경우, 침식부분의 온도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결 론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비의 증착효율 유지 및 타겟

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냉방식의 냉각이 필요하

며, 대면적의 스퍼터링 장비의 경우, 타겟의 열부하 문

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판 내의 유

로 형상을 비롯하여 냉각수의 유량, 타겟 재질에 따른

열전도도, 타겟의 침식정도가 대면적 스퍼터링 장비의

냉각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온도장 해석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Fig. 8. Effect of water flowrate on the maximum target

temperature.

Fig. 9. Effect of target thermal conductivity on the maximum

target temperature.

Fig. 10. Effect of target erosion on the maximum tem-

perature of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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