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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DB 본더 헤드 온도 균일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BDB Bonder-head temperature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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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웨이퍼의 온도균일성은 가공하고자 하는 웨이

퍼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웨이퍼 전체에 동일한 온도를 얻어 불량 IC를 

줄이고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의 

목표라 할 수 있는데 본더 헤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웨이퍼의 전 영역에서의 균일

한 온도(uniform temperature)분포이다. 
과거에는 기준 온도의 추적 성능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현재 IC의 회로선 폭 감소화의 추세에 

맞추어 웨이퍼 전체의 온도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균일한 온도 분포는 필수 불가결한 성능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도 균일도가 향상 되면, CD(crit-
ical dimension)균일성이 개선되어 반도체소자의 

제조수율을 향상시킨다. 
즉, 요구되는 온도를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하는

가는 웨이퍼의 기계적 특성 변화뿐만 아니라, 반도

체 소자의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본더 헤드 

내부 온도 분포 및 웨이퍼 표면온도를 상용 수치해

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열 해석을 수행

하고, 각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여기서 

고려한 웨이퍼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8인치 

웨이퍼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본

더 헤드의 온도 균일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더 헤드 구조 및 실험

Fig. 1(a)         

      

 Fig. 1(b)                        Fig. 1(c)

Fig. 1 Bonder head model & Thermo-graphic camera 
results

Fig. 1(a) 은 실험에 적용된 모델을 나타낸다. 
본더 헤드의 전체 크기는 가로 250 mm, 세로 250 
mm, 두께가 30 mm인 SUS 합금을 이용하였다. 
히터의 지름은 15 mm 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히트 

카트리지를 본더 헤드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Fig. 1(b) 는 본더 헤드를 180 °C 로 한 시간 

가열 한 뒤 열화상 카메라 (FLIR SC620) 로 촬영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1(c) 는 실제 제작된 본더 헤드를 모델링 

하여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한 열해

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1(b) 와 Fig. 1(c) 의 실험 및 해석 결과 히트 

카트리지로 가열한 본더 헤드는 히트 카트리지의 

횡 방향으로 온도 균일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히트 카트리지 방식을 이용하는 히터

의 온도 균일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고 실제 제작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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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더 헤드의 최적 설계

Fig. 2(a) Heat cartridge center

Fig. 2(b) Heat cartridge 2-layer

Fig. 2(c) Heat cartridge bottom side

Fig. 2(d) Heat cartridge bottom side & brass layer

Fig. 2 Bonder head modeling & results

Fig. 2 와 같이 최적 설계를 위해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2(a) 는 본더 

헤드의 중앙에 히트 카트리지를 위치시켰으며, 
Fig. 2(b) 는 히트 카트리지를 본더 헤드에 격자 

로 2열을 배치하였다. Fig. 2(c) 는 히트 카트리지를 

타겟면에 열확산도를 높이기 위해 본더 헤드의 

아래쪽에 위치시켰으며, Fig. 2(d)는 Fig. 2(d) 의 

모델 윗면에 5 mm 두께의 열전도도가 높은 황동을 

더했다. Fig. 2 본더 헤드 전체 영역에 대한 해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열된 밑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자연대류 (20 °C)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하고 둘째, 히트 카트리지는 180 °C 를 한 시간 

동안 가열 후 변화 관찰 한다. 

4. 본더 헤드의 FEA 해석

Fig. 3(a)                         Fig. 3(b)

Fig. 3(c)                         Fig. 3(b)

Fig. 3 Thermal analysis  results (Fig. 3(a) Heat cartridge 
center, Fig. 3(b) Heat cartridge 2-layer, Fig. 3(c) 

Heat cartridge bottom side, Fig. 3(c) Heat 
cartridge bottom side & brass layer)

Fig. 3 은 Fig. 2에서 설계된 모델을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3(a) 
은 피크 투 피크 값이 2.05 °C 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Fig. 3(d),  Fig. 3(b),  Fig. 3(c)  순서로 0.34 °C, 0.42 °C, 
0.55 °C 만큼 피크 투  피크 값이 큰 차이 없이 나타 

났다.  
5. 결론

반도체 공정은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수율

이 향상되고 웨이퍼의 크기가 향상되면서 정밀한 

온도분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공 

의 용이성 및 온도 균일도를 고려하였을 때 Fig. 
2(c)와 같이 히트 카트리지를 히터의 아래쪽에 위치  

시킴으로 온도 균일도가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히터를 제작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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