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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decreasing size of chips, the need of wafer level packaging is increased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Temperature uniformity is a crucial factor in vacuum soldering process to guarantee quality of bonding between chips

and wafer. In this paper, a stepwise iterative algorithm has been suggested to obtain output profile of each heat source.

Since this algorithm is based on open-loop stepwise iterative experimental technique, it is easier to implement and cost

effective than real time feedback controls. Along with some experiments, it was shown that the suggested algorithm can

remarkably improve temperature uniformity of wafer during whole heating process compared with the ordinary manual

trial-and erro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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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휴대폰, MP3, DMB 등 모바일 전자제품 등의

기능은 추가되는 반면 크기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 부품 소형화를 위

한 웨이퍼 레벨 패키징(Wafer Level Packaging, WLP)

이 증가하고 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리드프레임이

나 PCB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 바로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는

멀티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BGA(Ball Grid Array) 적

용이 일반적이다[1]. 

일반적인 진공 솔더링은 웨이퍼와 반도체 칩을 접합

시키는 공정으로, 이미지 센서 등에서는 글래스 웨이퍼

를 사용하며, LED 등에서는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한

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전극을 형성하고, 여기에 솔더를 위치시킨

다음, 솔더 위에 반도체 칩을 올린 후 가열을 통해 본

딩 공정을 수행한다.

웨이퍼와 반도체 칩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솔더를 용

융시킨 후 다시 냉각시켜 고화시켜야 한다. 무연 솔더

링에 사용되는 솔더합금은 230~ 250oC에서 용융되므

로, 솔더를 이 온도 이상의 범위까지 가열하여야 한다.

솔더링 작업은 산화 방지를 위해 진공 중에서 실시하

므로, 가열은 전도와 복사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복

사열을 이용한 고속 가열방식이 일반적이다. 복사열 발

생기에는 텅스텐-할로겐 램프가 출력이 크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2].

급속 가열 과정에서 웨이퍼에 올려져 있는 각 솔더

의 온도는 솔더의 위치에 관계 없이 균일해야 된다. 웨

이퍼 온도제어에 관해서는 고속열처리공정(Rapid

Thermal processing, RTP)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2-4].

RTP에서는 복수의 램프로 웨이퍼 상 복수의 지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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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이를 위해 웨이퍼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궤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러나 솔더링에서는 위의 RTP와 같이 고정밀 온도균일

화가 필요치 않으므로, 실시간 제어를 하지 않으며, 대

신 원하는 온도상승율과 온도의 균일성을 구현할 수 있

는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을 미리 정하여 반복적으로 실

행하는, 개회로(open-loo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9].

본 연구는 진공 솔더링 장비에서 웨이퍼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고속으로 가열할 수 있는 가열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 획득방법에 관한 것이다. 

 2. 진공 솔더링 장비

2.1. 진공솔더링 장비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작한 진공 솔더링 장비는 Fig. 1과 같

이 진공을 유지하면서 웨이퍼를 가열하고 냉각하는 쳄

버, 쳄버를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한 진공펌프, 공정 중

공정가스 및 냉각을 위한 질소가스 주입부로 구성되었

다. 웨이퍼는 쳄버의 중간에 위치하며, 가열을 위한 할

로겐 램프는 하부에 위치한다.

진공펌프는 회전형 진공펌프를 사용하고, 유로에 장

치한 밸브를 이용하여 쳄버 내부의 진공압력을 유지한

다. 웨이퍼 가열을 위한 히터는 원형의 텅스텐-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다. 램프는 쳄버 하부에 위치하며, 웨이

퍼는 램프와 일정 간격을 두고 위에 설치된다. Fig. 2는

쳄버 내에 설치된 램프와 척을 보인다. 척은 웨이퍼를

지지하고 웨이퍼 온도를 균일화하기 위해 설치된 부품

이다. 고온에서 변형이 거의 없도록 열팽창 계수가 작

고, 온도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 열전달 계수가 큰 재료

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파이트(graphite)를 이

용하였는데, 그라파이트의 열팽창계수는 티타늄 수준

이며, 열전달율이 일반 금속의 2배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가열로 인해 웨이퍼가 휘어도 웨이퍼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부를 오목하게 제작하였다. 냉각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인 질소를 이용하여 냉각

을 시킨다.

 

 2.2. 열의 전달

 Fig. 3은 램프, 척, 웨이퍼로 구성된 가열 메커니즘

을 보인다. 램프에서 발생된 열은 척에 전달되고, 척의

열은 웨이퍼에 전달되며, 웨이퍼를 통과한 열은 쳄버

상부로 전달된다. 솔더링 공정 중 쳄버 내부는 진공을

유지하므로 램프, 척, 웨이퍼 사이에는 복사, 각 부분품

내부에서는 전도가 발생된다. 척, 웨이퍼와 쳄버 측면

사이의 열의 복사를 무시하면 Fig. 3과 같이 하부에서

상부로의 열의 유동을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열 유동의 관계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10].

(1)

(2)

(3)

(4)

 

 여기서 식 (1)은 램프에서 척으로의 복사열, 식 (2)

는 척 하면의 유입열량과 온도분포, 식(3)은 원판형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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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cuum soldering equipment.

Fig. 2. Heater and chuck in chamber.

Fig. 3. Hea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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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도에 의한 열분포, 식 (4)는 척 상면에서의 유출

열량과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σ는 Stefan-Boltxmann

상수, ε1과 ε2는 각각 램프 표면과 척 하면의 방사율

(Emissivity), A1과 A2는 각각 램프 표면과 척 하면의

면적, F12는 램프와 척 사이의 형상계수(Configuration

Factor), r과 z는 각각 척의 반경방향과 높이 방향 좌표,

d는 척의 두께이다.

식 (1)과 (4)로 나타낸 기본 열전달 방정식은 이상적

인 경우로, 실제는 쳄버 측면으로의 복사열, 쳄버 측면

의 균일하지 않은 온도분포 등의 비이상적인 조건이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한 모델을 유도하기는 매우

어렵다. 

3. 웨이퍼 온도 균일 가열 알고리즘

 진공솔더링 장비는 웨이퍼의 가열을 위해 Fig. 2와

같이 각각의 출력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7-개

의 원형 텅스텐-할로겐 램프가 있다. 이 램프를 이용하

여 이미 주어진 솔더링에 적합한 온도상승 프로파일에

따라 웨이퍼를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도록 램프의 출

력 프로파일 결정이 필요하다. 솔더링 장비는 결정된

각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을 따라 웨이퍼 가열 사이클

을 반복적으로 동작시키게 된다.

기존에는 적절한 램프 출력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

시험용 웨이퍼에 복수의 온도센서를 장착하고, 이 센서

에서 측정되는 웨이퍼의 각 부분의 온도를 보면서 램

프의 출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실행착오(Trial-and-

Error)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가열 프로세스는

다중입력-다중출력 문제로 매우 복잡하여 경험에 의해

최적의 램프출력 프로파일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용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

법 대신 체계적 방법을 통해 램프 출력 프로파일을 결

정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며, 보다 정밀한 온도

균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목표를 둔

다. 특히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에 근거하

지 않고 반복적 실험을 통해 정해나가는 방식으로 비

숙련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복수의 램프 출력과 웨이

퍼 각 부분의 온도 변화 및 온도 분포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램프 출력과 웨이퍼 각 부분의 온도변화 모델을

블랙박스(Black Box)로 놓고 실험에 의해 모형화하였

다. 이 모형은 원하는 웨이퍼 온도 상승 기준과 온도

균일화를 만족하는 각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을 도출하

는데 이용된다. 도출된 프로파일을 실제 실험에 적용한

후, 측정된 웨이퍼 각 부분의 온도 프로파일과 기준 프

로파일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수정된 램프 구동 프

로파일을 재결정하여 적용하는 단계적 실험에 의한 반

복(Iterative)법을 이용한다.

이를 정리하면 Fig. 4의 순서도와 같다.

Fig. 4의 각 단계에서의 실험방법 및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블랙박스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각 램프의 출

력과 웨이퍼 각 부분에서의 온도 상승 관계를 얻는다.

여기서는 각 램프의 출력과 웨이퍼 온도 상승률의

선형중첩 관계를 가정하고 다음으로 나타낸다.

 

(5)

 

여기서 si는 웨이퍼의 i- 번째 온도센서 장착 지점에

서의 온도 상승률, hj는 j- 번째 램프의 출력비율(최대

전류일 때 1), aij는 j- 번째 램프의 출력비율에 의한 웨

이퍼 i- 번째 온도센서 장착 지점에서의 온도 상승률을

나타낸다. 이 aij는 실험에 의해 구한다. 

식 (5)는 간단히 다음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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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of stepwise iterativ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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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 온도 상승률 기준을 만족하는 각 온도 구간

별 각 램프의 출력을 구한다. 

만일 임의의 온도구간에서 기준 온도상승률을 라

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 램프의 출력비율 를

다음의 성능지수 J를 최소화 하도록 결정한다. 

(7)

단, 램프 출력비율은 음이 될 수 없으며, 또한 1보다

작아야 된다. 즉, 0 < hi < 1, i = 1, 2, ...,7 따라서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며 식 (7)의 J를 최소화하는

를 결정한다. 

단계 3: 단계 2에서 결정된 을 실제 적용하며,

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실제 온도상승률과 기준 온도상

승률과의 오차를 구한다. 즉, 실험에서 구한 온도상승

률을 , 오차를 라 하면,

(8)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램프출력비율의 수정량

는 다음의 성능지수 를 최소화 하도록 결정한다. 

(9)

 

식 (9)에서 결정된 를 반영하여 램프출력비율

프로파일을 수정한다.

(10)

 

여기서 는 수정된 램프출력비율, 는 전 단

계에서의 램프출력비율이다. 

단, 식 (10)에서도 램프 출력비율은 1보다 작아야 되

므로, 0 < hi < 1, i = 1, 2, ...,7, 식 (9)의 최적화에서

이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계 4: 식(10)에서 결정된 수정된 램프출력비율 프

로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을 다시 시행 한다. 실험 결과

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 3과 단계 4

를 반복한다. 

 4. 실험 결과

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에는 7-개의 원형 할로겐 램프가 설치되며, 중

심부로부터 차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온도센서는 시

험용 웨이퍼에 등간격으로 5-개가 설치되었으며, 웨이

퍼 중심에 가까운 순서로 번호 s1, s2, s3, s4, s5을 부여

하였다.

알고리즘의 1단계에서 램프별 출력비율과 웨이퍼 온

도 구간별 온도상승률을 구하기 위해 각 램프를 독립

적으로 구동하고 웨이퍼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램프 #1만을 70% 출력비율로 구동했을 경우 각 웨이

퍼 위치에서 온도변화를 보인다. 램프 #1은 웨이퍼 지점

s1의 바로 아래에 있어 복사열이 s1에 가장 많이 전달되

어 온도 상승이 빠르고, 웨이퍼 가장자리로 멀어질수록

복사열이 적어 온도상승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Fig. 5의 결과에서 온도를 구간으로 나누고, 각 온도

구간에서 구한 온도상승률은 Table 1과 같다.

Fig. 6은 램프 #4만을 70% 출력비율로 구동했을

경우 각 웨이퍼 위치에서 온도변화를 보인다. 램프

#4은 웨이퍼 지점 s3의 바로 아래 지점으로 복사열이

웨이퍼 지점 s1, s2, s3에 많이 전달되며, 거리가 가장

먼 s5 위치에는 복사열이 적어 온도상승률이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Fig. 6의 결과에서 구한 온도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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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of wafer driven by Lamp #1 with

70% output ratio.

Table 1. Temperature rate when driven by Lamp #1.

~100oC ~170oC ~220oC ~270oC  270~oC

s1 4.12 2.92 1.90 1.43 1.00

s2 3.01 2.00 1.60 1.21 0.87

s3 2.22 1.76 1.34 1.04 1.04

s4 1.75 1.66 1.24 0.97 0.97

s5 1.65 1.49 1.15 0.93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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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ble 2와 같다.

Fig. 7은 램프 #7만을 70% 출력비율로 구동했을 경

우이다. 램프 #7은 웨이퍼 지점  s5의 바로 아래 지점에

있어, 복사열이 웨이퍼 지점  s4, s5에 많이 전달되며, 거

리에 따른 순서대로 복사열이 적음을 알 수 있다. Fig. 7

의 결과에서 구한 온도상승률은 Table 3과 같다.

사용하는 솔더의 재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웨

이퍼의 구간별 온도 상승률 기준은 Table 4와 같다.

각 램프의 독립적 구동으로 얻은 Table 1~Table 3

을 포함한 온도상승률 관계에서 단계 1의 식(6)의 행렬

A를 결정하였으며, Table 4의 기준을 이용하여 단계 2의

식(7)에서 각 램프의 출력비율을 계산하였다. Table 5는

그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원주에 가까운 램프의 출력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의 출력비율을 적용하여 얻은 웨이퍼 각 위

치에서의 온도 프로파일은 Fig. 8과 같다. 가열 중 척

과 웨이퍼의 열전도에 의한 온도의 균일화를 얻기 위

해 가열을 잠시 멈추는 Dwell 시간을 주었다. 웨이퍼

온도 균일도 오차는 최대 ±10.3oC로 목표치인 ±5.0oC

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Fig. 6. Temperature of wafer driven by Lamp #4 with

70% output ratio.

Table 2. Temperature rate when driven by Lamp #4.

~100oC ~170oC ~220oC ~270oC 270~oC

s1 2.24 3.03 2.07 1.53 1.34

s2 2.54 2.93 1.91 1.80 1.30

s3 2.27 2.58 2.24 1.57 1.36

s4 2.00 2.57 2.11 1.62 1.21

s5 1.77 2.42 1.92 1.56 1.16

Fig. 7. Temperature of wafer driven by Lamp #7 with

70% output ratio.

Table 3. Temperature rate when driven by Lamp #7.

~100oC ~170oC ~220oC ~270oC 270~oC

s1 1.99 2.03 1.75 1.54 1.17

s2 2.70 2.60 2.06 1.75 1.33

s3 3.15 2.73 2.38 1.87 1.50

s4 4.32 3.10 2.31 1.93 1.60

s5 4.48 3.15 2.44 1.99 1.57

Table 4. Reference for temperature rate.

~100oC

~100oC 2oC/s

100oC ~ 220oC 1.5oC/s

220oC ~ 330oC 1.0oC/s

Table 5. Lamp output rate for temperature control.

~100oC ~170oC ~220oC ~270oC 270~oC

h1 0.200 0.212 0.308 0.279 0.373

h2 0.200 0.200 0.267 0.261 0.421

h3 0.200 0.200 0.234 0.260 0.472

h4 0.305 0.238 0.326 0.297 0.432

h5 0.516 0.333 0.418 0.323 0.417

h6 0.642 0.420 0.462 0.343 0.382

h7 0.660 0.512 0.553 0.37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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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의 알고리즘에 따라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램프

출력비율을 조정하였으며, Fig. 9는 그 결과를 보인다.

Fig. 8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웨이퍼 온도 균

일도 최대오차는  ±8.1oC로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램프출력비율을 조정하였으며, 5-

번째 조정 결과는 Fig. 10과 같다. 여기서 오차는

±4.0oC로 목표치인  ±5.0oC를 만족하였다. 이후 계속된

보정 실험에서 이 오차는 감소하여 ±2.0oC 수준까지

보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앞에서 제안한 단계적 순환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진공솔더링장비의 온도균일을 만

족하며 가열할 수 있는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5. 결 론

웨이퍼 레벨 패키징 공정 중 진공솔더링은 웨이퍼와

칩의 접합을 위한 공정으로, 접합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해 웨이퍼의 온도 균일도를 유지하며 가열과 냉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온도상승율과 온도의

균일성을 구현할 수 있는 램프의 출력 프로파일을 얻

을 수 있는 단계적 반복 실험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또한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용성과 접합 공정

에서 요구되는 온도 균일도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단계적 순환방식으로 그 동

안 숙련자의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방법을 개선함으로

써 비숙련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프로파일을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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