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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yield rate of lower temperature furnace for wafer heat-treatment. The flat-zone that the

temperature in furnace has uniform distribution specific area is the significant variable to the yield rate. In this study,

we researched about the ways how to widen the flat zone in the furnace using CFD.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flat-zone was changed when SCU(Super Cooling Unit) was used. We considered temperature control

with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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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처리 기술은 반도체 공정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

각 공정에 있어 온도 균일성을 확보해야만 품질과 수

율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정의 선

폭 미세화 및 신소재 개발 추세에 따라 공정 온도가 점

차 낮아지고 있어 저온 영역에서의 온도 제어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저온 영역에서의 온도 제

어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며 국내에서는 기술적 완성도

가 매우 낮아 해외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Y社에서 기술 국산화를 위해 개발중인 ‘수

직형 저온 열처리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수직형 열처리로와 관련한 연구는 웨

이퍼를 고려하지 않고, 반응로 내의 화학 반응에 중점

을 두어 이와 연관된 온도 분포 및 가스의 유동 형태

확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J. Aminian, Sh. Shahhos-

seini, M. Bayar는 장비 내부의 화학 반응 및 복사에 대

해 고려하였고[1], Chiara Galletti, Giovanni Coraggio,

Leonardo Tognotti는 산화 천연 가스의 반응로에서 퍼니

스의 연소 효과 확인을 위한 CFD해석을 수행하였다[2].

계산 시간 축소 및 해석의 간략화를 위하여 해석 모델

을 단순화 시켰으며, 해석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이론

을 기반으로 간단한 실험을 동반하여 수행하였다. 

한동식[3]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고온 열처리로 내부

에서는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영향이 강하고, 대류의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열전달 특성에

따라 온도 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Sorrell, F. Y.[4]는 복사 열전달 해석에서

대류에 의한 열손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

며, 이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고온 영역

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열처리로는

약 200 - 300oC 내외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

류에 의한 열전달을 제외할 수 없다.
†E-mail : ganggu8@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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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열처리로와 관

련된 연구는 프로토 타입 제작과 함께 실험으로 예측

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을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

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비 자체의 성능을 개선

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Y社에서 개발중인 저온 열처리로의 CFD해석을 통하

여, 수율에 직접적인 인자가 되는 Flat Zone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찾고, Flat Zone의 길이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 수치해석 모델

2.1. 물리적 모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열처리로는 300 mm웨이

퍼의 열처리를 위한 장비이다. Fig. 1에 장비의 3차원

모델을 나타내었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1/2 모

델로 단순화 하였다.

①에 대한 영역은 Air로써, 히터부가 장착된 외형과

quartz 사이의 공기의 유동장(fluid)이고, ②에 대한 영

역은 quartz로써 고체(solid)이다. ③은 N2의 영역으로

써, quartz와 wafer 및 pedestal 사이의 질소의 유동장

이고(fluid), ④는 웨이퍼로써 고체(solid), ⑤는 pedestal

의 영역으로써 또한 고체(solid)이다. 

열처리로는 내부 온도 상승 및 제어를 위하여 히터

와 냉각부를 갖는다. 본 연구 대상이 된 열처리로는 온

도제어의 용이성을 위하여 히터를 5개의 구간으로 나

누어 사용하며, 냉각을 위한 장치로 Super Cooling

Unit(SCU)을 을 사용하여 내부 온도를 제어하게 된다.

SCU는 외부로부터 차가운 기체를 유입시키는 장치이

다. Fig. 2에 히터 영역과 SCU를 표시하였다. 

2.2.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 적용된 수치해석 기법은 유한체적법

(FVM)이며, 저온 영역에서는 (200 ~ 300oC) 대류의 영

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유체의 유동 및 복사

열전달을 함께 고려하였다. 열처리로 내의 유동은 레이

놀즈 수를 계산한 결과 가장 유동이 빠른 곳에서 5308정

도로, 난류 영역에 속하므로 난류 모델을 사용한다[5].

- Continuity equation

(1)

- Momentum equation

 (2)

- Energy equation

(3)

* : diffusional energy flux in direction xj

- Turbulence model

(4)

(5)

복사 열전달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S2S(Surface to

surface) 방법과 DOM(Discrete ordinates method) 방법

이 사용된다. S2S 방법은 중간 매질을 무시하고 면과

면 사이의 복사 에너지를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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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CAD model of low temperature furnace.

Fig. 2. Heating zone and SCU of th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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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대류효과를 무시하게 되므로 계산 속도를 단축

하는 장점이 있다. DOM 방법은 이산화된 좌표계에서

의 복사강도에 대한 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매질에 의

한 흡수, 산란, 대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본 연

구에서는 대류를 무시하지 않으므로 DOM 방법을 사

용하였다.[6-8] 

- Radiant heat transfer equation(RTE)

(6)

(7)

C1 = 0.595522×10-6 Wm2/s, C2 = 0.01439 mK

Fig. 3에 수치해석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2.3. 경계 조건 및 물성치

해석 모델은 공기, quartz, 질소, 웨이퍼 및 pedestal

의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Fig. 4 ~ 5에 각

영역간의 경계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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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segregated solving.

Fig. 4. Names of boundary regions (a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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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의 영역은 크게 고체 영역과 유체 영역으

로 구분 할 수 있다. Table 1과 Table 2에 각각의 물성

을 표기하였다.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pedestal반사율과 방사율, 웨이퍼 층과 pedestal간의 거

리, pedestal의 개수, zone의 온도, 그리고 SCU의 동작

여부 등을 조합하여 해석 조건을 작성하였다. 각 case

별 경계 조건을 Table 3 ~ 4에 나타내었다. 

2.4. 신뢰성 검증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

이 되는 열처리로를 설계, 제작한Y社로부터 제공받은

실험 데이터와 수치해석의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비교

를 위해 Table 4에 제시한case no. 1의 조건을 실험과

수치해석에 각각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비교 결과, 실

험과 수치해석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상승 데이터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Fig. 6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수치해석 결과가 충분히 신

Fig. 5. Names of boundary regions.

Table 1. Properties of solid regions

Properties Unit Quartz Wafer & pedestal Note

Density k/m3 2200 2329

SpecificHeat J/kg-K 670 713

Thermal conductivity W/m-K 1.4 124

Emissivity(E) - 0.07 Different values by cases

E+R+T = 1Transmissivity(T) - 0.93 0.0

Reflectivity(R) - 0.0 Different values by cases

Table 2. Properties of fluid regions

Properties Unit Air N2 Note

Dynamic Viscosity Pa-s 1.85E-5 1.79

Specific Heat J/kg-K 1003.62 1040.76

Thermal conductivity W/m-K 0.026 0.025

Molecular Weight Kg/kmol 28.96 28

Table 3. Boundary condition of numerical analysis

Case No. 1 2 3 4 5 6 7

N2 Inlet : 40LPM / Outlet : 392 Pa

SCU Not operated

Emissivity Reflectivity
0.9

0.1

0.5

0.5

0.1

0.9

0.9

0.1

Distance of pedestals from lower wafer 56mm 31mm 81mm

The number of pedestals 14 10 5 14

Temperature of heater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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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과 분석

앞에서 제시한 Table 4 ~ 5에 나타난 case별 조건표

로부터 얻어진 해석 결과들로부터, 열처리로 내부의

flat zone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Fig. 7 ~ 11에 웨이퍼

위치에 대한 온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에서

x축에 해당하는 wafer No.는 열처리로 내에서 최 하단

에 위치하는 웨이퍼를 1번으로 한다. Fig. 7 ~ 9는 ped-

estal과 관련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웨이퍼 온도 분

포도이다. 각각의 그래프에 나타나듯, pedestal과 가까

운 곳에 있는 하단의 10장 정도의 웨이퍼에서만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상부로 갈수록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pedestal이 열처리로 전체에 걸친 온도 변

화를 유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10은 5개로 나뉘어진 Heating Zone온도를 다르

게 하여 얻은 데이터이다. case1은 5개 zone의 히터 온

도를 모두 200oC, case 8은 상단과 하단의 2개 zone을

180oC로 설정하였다. 하부에 위치한 1번 웨이퍼는

pedestal의 영향으로 온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으나,

상부에서는 온도차가 크게 나며 flat zone이 길어졌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부터 5개의 zone에서 히터 온

도를 모두 다르게 제어한다면 flat zone의 길이를 조절

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다.

Fig. 11은 히터의 동작을 멈추고, SCU를 이용할 때

Table 4. Boundary condition of numerical analysis

Case No. 8 9-1 9-2

N2 Inlet : 40LPM / Outlet : 392 Pa

SCU Not operated 23CMM Not operated

Emissivity Reflectivity
0.9

0.1

Distance of pedestals from lower wafer 56mm

The number of pedestals 14

Temperature of heater
1, 5 : 180oC

2,3,4 : 200oC
Not operated

Fig. 6.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numerical result.

Table 5. Boundary condition of numerical analysis

case case_basic case_AXL case_blow

Inner (oC) 73.9 79.0 34.9

Spike (oC) 57.0 53.5 21.9

Fig. 7. Result of changing emissivity and reflectivity of

pedestals.

Fig. 8. Result of changing the number of pede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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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용하지 않을 때 냉각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외부

에서 냉각을 위해 기체를 불어넣어 주는 편이 온도 하

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 비교 case

는 SCU의 냉각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SCU를 사용 할 때 초기 냉각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자연 냉각일 때 보다 매우 급격하게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또, 열처리 공정의 핵심은 웨이퍼

의 온도를 제어함에 있는데, SCU를 사용하여 냉각할

때 웨이퍼의 온도 하강 곡선이 거의 선형성을 띠는 것

을 알 수 있다. 

4. 냉각 조건 해석

Fig. 10 ~ 11의 결과로부터, 5개 zone에 설치된 히터

의 개별제어와 SCU의 사용이 본 연구에 사용된 저온

열처리로의 내부 온도 균일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존의 경험 및 연구들로부터 저온 영

역에서 온도 제어는 어렵지만 고온 영역에서의 온도제

어는 용이함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저온 열처리로의 내부 온도

를 제어함에 있어 처음부터 공정온도를 목표로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 초기에 정확한 고온을 맞춘 후 냉각

을 통해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채택되었

다. 이 절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

하여 효과적인 냉각조건을 모색한다. .

4.1. 경계 조건

앞서 얻은 결과로부터, SCU를 이용하여 냉각할 시

웨이퍼 온도를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SCU는 상당히 고가이므로, 열전달 성능이

뛰어난 충진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Table 6에

해석을 위한 조건표를 나타내었다.

4.2. 결과 분석

Fig. 12는 기본 상태, 충진재 사용, blow 사용시fur-

nace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적인

온도 값의 변화는 blow를 사용 했을 때의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la zone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

Fig. 10. Result of the different temperature of heaters.

Fig. 9. Result of changing distance of pedestals from the

 lower wafer.

Fig. 11. Comparison of temperature curve when using

SCU and natural cooling.

Table 6. Analysis Conditions

Case Case_basic Case_AXL Case_blow

SCU Not operated Not operated -30 mmH2O

Conductivity of filler 0.1 0.5 0.1

Initial temperature 23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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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하기 위해 쿼츠 안팎으로 세로 방향의 온도

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13 ~ 14에 나타내었다.

Fig. 13, 14 에서 볼 수 있듯이 blow를 사용했을 때, 즉

SCU를 가동 했을 때의 온도 분포가 가장 Flat zone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경우에 대해서 최대

및 최소 온도 편차를 계산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case_blow의 경우가 가장 편차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blow를 적용한 SCU를 장착한 fur-

nace의 flat zone이 가장 길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저온 furnace에서 flat zone을 확장시키기

위한 변수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진행하였고, 그 중

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SCU의 설치 유

무였다.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장비

에 적용, 비교 및 대조용으로 열전달이 뛰어난 충진재

를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SCU를 적용

한 모델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방법 중에 가장 flat

zone이 가장 넓을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현장

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SCU를 장착한 furnace를 양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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