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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 유량센서 설계를 위한 열선 감도 최적화
Optimization of a Hot-Wire Sensitivity for the MFC Sens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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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각 산업현

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측기의 성능 또한 정확하고 

정밀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 공정, 
마그네슘과 같은 신소재 제조 또는 주조 공정상에 

사용되는 보호가스 등 극미량의 오차로 품질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질량 유량 제어기(MFC, Mass Flow Controller)는 

보통 전압조정기(Voltage Regulator), 외부 접속장

치(External Interface), 센서부(Sensor Unit), 센서 브

릿지(Sensor Bdidge), 구동기 제어기(Actuator 
Controller), 주회로(Main Circuit)로 이루어져 있으

며 기존 유량계와 같이 유량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유량 값을 설정하여 원하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

며 부피를 측정하여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가스의 밀도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

이 부착된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열(Thermal)방식

으로 직접 질량을 측정하며 개략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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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MFC main block

위와 같은 MF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센서부를 

설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FC유량센서 설계를 위

한 열선 감도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본 논문이 MFC 센서부 설계의 기초자료로 제공되

도록 하고자 하는 바이다.

2. 실험 방법

센서부의 센서배관 및 열선의 권선을 변수로 하여 

기하학적 특성을 최적화 하고자 하였으며 센서 배관

을 통과하는 유량은 0~100SCCM으로 하여 5SCCM
씩 20구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Fig. 2와 같이 브릿

지 회로를 구성하여 각 구간 유량 에 대해 전압을 

측정 하였고 실험의 재현성을 위하여 각 실험 당 

3번의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열선

은 자체 주문제작 하였으며 0.02mm 의 직경과 6.61
Ω/cm의 특성을 갖는다. 센서배관의 경우 외경기준 

0.41, 0.6, 0.806mm의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였

고 직경의 오차는 0.01mm이내이다.  

 Fig. 2 Bridge Circuit and MFC sensor tube

MFC 센서 감도 최적화를 위한 기하학적 특성은 

1. 열선의 길이 (저항), 2. 적층, 3. 센서에 권선된 

열선사이의 이격거리 4. 직경으로 구분하여 총 4 
Case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선의 길이는 

저항을 기준으로 90Ω, 120Ω, 150Ω, 180Ω, 210Ω
으로 나누어 5 Case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오차 범위는 각 저항 당 ±5Ω내에서 이루어 졌다. 
적층에 관한 실험은 단층, 2층, 3층으로 나누어 

3Case를 수행하였으며, 각 층의 권선 횟수는 ±3회 

이내에서 실시되었다. 이격거리에 관한 실험은 

0.5mm, 1.0mm, 1.5mm로 3 Case를 수행하였고 오차 

범위는 약 0.1mm이내, 직경에 관한 실험은 외경을 

기준으로 하여 0.41mm, 0.6mm, 0.81mm으로 나누

어 총 3 Case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은 3번씩 

수행한 결과를 평균하여 각 기하학적 특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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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ic 
Character Variables Graph Geometric 

Character Variables Graph

1.열선 길이
    (저항)

90Ω
120Ω
150Ω
180Ω
210Ω

1.1
1.2
1.3
1.4
1.5

2. 적층
1층
2층
3층

2.1
2.2
2.3

3.열선     
   이격거리

0.5mm
1.0mm
1.5mm

3.1
3.2
3.3

4.센서튜브
   직경

0.41mm
0.6mm

0.81mm

4.1
4.2
4.3

Fig. 4-7로 나타내었고 정리하여 나타내면 Table 
1 과 같다. 

Table 1 Lists the experimental variables. 

Fig. 3 Geometic characters of the sensor Unit

3. 실험 결과

Fig. 4 Lengths of Hot-Wire(Resistance)  

Fig. 5 Laminations of Hot-Wire 

실험에서의 기준 열선 센서는 열선길이 150Ω, 
1단 적층, 열선 이격거리 1.0mm, 센서튜브 직경 

0.6mm로 설정하였으며 재현성 확보를 위한 각 실

험의 반복 실험은 거의 일치하였고, 그래프를 통하

여 알 수 있듯이 모든 실험의 전압 피크치는 대개 

25-45SCCM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Fig. 6 Separation distances of Hot-Wire

Fig. 7 Diameters of Sensor Tube 

4. 결론

유량 센서 설계를 위한 열선 기초실험을 통하여 

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전압 피크치는 대개 25-45SCCM 사이에서 일어나

며 기하학적 특성은 센서배관의 직경 > 열선의 

길이(저항) > 적층 > 이격거리 순으로 감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설계변수를 세분화 하여 실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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