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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매의 모니터링 웨이퍼를 복수개로 가상 분할된 반응로의 소정 영역에 로딩한 상태에서 박막 공정을 진행하여 각 모
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를 산출하고 특정 영역의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도달하도록 데포타임을 
보정한 후, 특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공정 온도 및 공정 가스를 보정하여 나머지 영역의 박막 두께의 균일성을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4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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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박막 공정을 진행하는 저압화학기상증착 설비의 일실시예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개념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가상 분할된 반응로와 온도 측정장치 및 반응 가스 측정장치를 도시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설비 서버를 도시한 블록도.

도 4a, 도 4b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하여 웨이퍼에서 박막 두께 측정 위치를 도시한 평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하여 웨이퍼상에서 측정된 평균 박막 두께를 도시한 그래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하여 반응로의 각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하여 보정된 공정 온도 분포를 도시한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반응로 내부 위치에 따라서 다
르게 발생하는 웨이퍼의 박막 두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웨이퍼 보트 중간 중간에 복수매의 모니터링 웨이퍼를 개재
한 상태에서 반도체 박막 공정을 수행하여 반응로 내부 위치별 대표 박막 두께 데이터를 산출하고 모니터링 웨이퍼중 
기준이 되는 기준 모니터링 웨이퍼가 목표 박막 두께에 도달하도록 데포타임을 보정한 다음 기준 모니터링 웨이퍼를 제
외한 나머지 모니터링 웨이퍼는 공정 온도 보정에 의하여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도달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피드백 제어하여 균일한 두께의 박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는 순수 실리콘 기판상에 여러 가지 도펀트(dopant)를 사용하여 도핑(doping)을 수행함으로
써 N 또는 P 타입 영역을 형성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박막층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박막층 및 N,P 타입 영
역은 대표적으로 화학적 기상 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 불리우는 반도체 박막 제조 공정에 의하
여 수행된다.

이 화학적 기상 증착 공정은 공정 압력에 따라서 상압 화학기상증착 공정, 저압 화학기상증착으로 분류된다.

저압 화학기상증착은 약 0.1torr로부터 100torr의 압력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즉,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고 산화막질 (Oxide film), 폴리막질(poly film), 텡스텐막질(tungsten film), 실리사이드막질
(silicides film), 질화막질(Nitride film), 에피막질(epi film) 등 반도체 공정상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박막의 증착
이 가능하며 파티클수가 적고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가 뛰어난 장점들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저압 화학기상증착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다시 분류되며, 이들중 수직형 
설비는 종형(bell type) 아웃터 튜브와, 아웃터 튜브의 내측에 설치되며 아웃터 튜브와 일정 이격 간격을 갖는 인너 튜
브, 인너 튜브와 연통되어 반응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시스템, 아웃터 튜브와 연통되어 잔류 가스 및 폐가스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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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켜주는 배기 시스템, 웨이퍼를 로딩하는 웨이퍼 보트를 인너 튜브로 로딩 및 공정이 종료된 후 웨이퍼 보트를 언로
딩시키는 웨이퍼 보트 엘리베이터 시스템 및 아웃터 튜브의 외측에 설치되어 공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전기로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저압 화학기상증착 공정을 수행하는 수직형 설비는 공정 환경 즉 증착 시간(deposition time), 반응
로(funace) 내부에서의 공정 온도 구배(process temperature gradient), 반응 가스 농도(reaction gas density)에 
의하여 반응로 내부 위치별 박막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반응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정 온도 구배 및 가스 분사관의 위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응 가스 농도 구배에 
의한 박막의 증착 두께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웨이퍼 보트의 사이 사이에는 증착 두께 불균일을 보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웨이퍼가 로딩되어 모니터링 웨이퍼의 증착 두께가 측정되고, 이 모니터링 웨이퍼는 분석되어 후속 공정에서
는 선행 증착 공정에서의 두께 편차량을 보정한 만큼의 추가 시간이 전체 데포타임에 합산하여 공정이 진행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저압화학기상증착 공정에서 박막의 두께는 공정 시간, 공정 온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순히 데포타임을 통하여 박막의 두께를 제어함으로써 반응로 내부 위치별 웨이퍼의 박막 두께를 정밀하게 보정할 수 없
고 공정 온도를 작업자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 준비 시간의 증대 및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공정 불량이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매의 모니터링 웨이퍼에 의하여 
산출된 반응로 내부 위치별 대표 박막 두께를 산출하고 대표 박막 두께와 목표 박막 두께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반
응로 내부 위치에 해당하는 보정 온도를 산출하여 이를 피드백 제어함으로써 반응로 내부에서의 박막 두께 편차를 극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을 후술될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은 먼저 일차적으로 베어 모니
터링 웨이퍼를 반도체 박막 제조 설비의 소정 영역에 로딩한 상태에서 이전 공정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소정 박
막을 제조하고, 박막이 제조된 모니터링 웨이퍼를 언로딩하여 모니터링 웨이퍼상의 복수 위치에서 평균 모니터링 웨이
퍼 박막 두께를 산출하고 이 평균 모니터링 웨이퍼 박막 두께를 통하여 기 설정된 영역중 기준이되는 기준 영역의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근접하도록 데포타임을 1 차적으로 보정한 후, 보정 알고리즘에 의하여 보정된 데포타임
에 의하여 계산에 의하여 기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보정된 데포타임이 미친 박막 두께의 보정값을 2차적으로 
산출한 다음 보정값에 해당하는 공정 온도를 다시 3차적으로 산출하고 보정된 데포타임, 보정된 공정 온도에 의하여 박
막 공정을 진행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설비들중 저압화학기상증착 설비를 바
람직한 일실시예로 첨부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 저압화학기상증착 설비(100)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통 형상으로 일측 단부가 개구된 석영 재
질의 아웃터 튜브(10)와 아웃터 튜브(10) 보다 작은 직경을 갖으로 양단이 개구되어 있으며 아웃터 튜브(10)의 내측
에 설치되는 석영 재질의 인너 튜브(20)와 아웃터 튜브(10) 및 인너 튜브(20)를 고정 지지하는 링 형상의 제 1 프레
임(30)과 제 1 프레임(30)을 지지하는 링 형상의 제 2 프레임(40) 및 제 2 프레임(40)을 통하여 인너 튜브(20)로 웨
이퍼가 수납된 웨이퍼 보트(50)를 로딩, 언로딩시키는 보트 엘리베이터(6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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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너 튜브(20)의 내측 공간과 연통된 제 2 프레임(40)에는 공정 가스가 분사되는 가스 분사 노즐(70)이 설치되
고, 제 1 프레임(30)에는 인너 튜브(20)에서 공정이 진행된 후 발생한 잔류 가스 및 폐가스를 배기하기 위하여 인너 
튜브(20)로부터 아웃터 튜브(10)로 넘어온 잔류 가스 및 폐가스를 배기하는 배기구(80)가 형성된다.

한편, 아웃터 튜브(10)의 외주면에는 공정에 필요한 열을 인너 튜브(20)로 인가하는 전기로(90)가 설치되는데,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전기로(90)는 인너 튜브(20) 내부 위치별 반응로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또한, 전기로(90)에 의하여 인너 튜브(20) 내부 위치별 온도를 연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너 튜브(20) 내부 위
치별 온도 분포 및 온도 구배를 정확하게 인식 및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첨부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너 튜브(20)의 내부중 웨이퍼가 로딩되는 영역을 일실시예로 5 등분하
여 5 개의 가상 영역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5 개의 영역들중 가운데 위치한 영역을 센터 영역(center area;210), 센터 영역(210)의 상부, 하부 영역을 각
각 센터 업퍼 영역(center upper area;220), 센터 로우 영역(center low area;230), 센터 업퍼 영역(220)과 센터 
로우 영역(230)의 상부 하부를 다시 업퍼 영역(upper area;240), 로우 영역(low area;250)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들중 센터 영역(210)은 기준 영역(standard area)이 된다.

각각의 영역(210,220,230,240,250)에는 영역별 내부 온도 구배를 인식하기 위하여 써머커플과 같은 공정 온도 측정
장치(300)가 설치되고, 공정 온도 측정장치(300)로부터 측정된 공정 온도 데이터는 설비를 제어하는 설비 서버(400)
로 입력된다. 설비 서버(400)는 호스트(500)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공정 데이터와 측정된 공정 온도 데이터를 비교하
여 전기로(90)에 인가되는 신호를 조절하여 반응로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한편, 인너 튜브(20)의 내측 하부로부터 공급되는 공정 가스량 또한 박막의 두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수직형 저
압화학기상증착 설비의 경우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분사 노즐(70)이 반응로 하부에 설치되어 로우 영역(250)에서 반응 
가스의 농도가 가장 크고 반응로 상부 즉, 업퍼 영역(240)에서 가스 농도가 가장 낮음으로 인하여 가스 농도 구배를 측
정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센터 영역(210)과 로우 영역(250), 업퍼 영역(240)에는 각각 반응가스 농도 측정장치(6
00)가 설치된다.
    

반응가스 농도 측정장치(600)에서 측정된 가스 농도 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설비 서버(400)로 입력된 후, 호스트(50
0)로부터 설비서버(400)로 다운로드된 공정 데이터와 비교되고, 설비 서버(400)는 비교 결과에 의하여 반응가스 농
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공정 온도와 반응가스 농도를 제어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 서버(400)는 첨부된 도 3의 블록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다량의 공정 데이터를 갖는 호스트(500)와 온라인 연결되기 위한 온라인 모듈(410), 키보드 및 키패
드와 같은 데이터 입력 장치(420)에 의하여 작업자로부터 직접 입력된 각종 데이터 또는 온라인 연결된 호스트(500)
로부터 다운로드된 공정 데이터 및 앞서 언급한 공정 온도 측정 장치(300), 반응가스 농도 측정장치(600)로부터 입력
된 측정 데이터가 임시적으로 기억되는 기억장치(430), 측정 데이터로부터 보정된 데포타임, 공정 온도 및 보정된 반
응가스 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이 입력된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 및 이들을 제
어하는 제어 유닛(450)을 포함한다.
    

여기서, 기억장치(430)로는 램(Random Access Memory;RAM)이 사용될 수 있고,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로는 롬(R
ead Only Memory)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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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행된 공정에 의하여 앞으로 수행될 공정의 데포타임, 반응로 위치별 공정 온도, 반응로 위치별 반응가스 농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센터 영역(210), 센터 업퍼 영역(220), 센터 로우 영역(230),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 모니터링 웨이퍼를 각각 로딩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박막의 두께 측정을 위하여 많은 매수 예를 들어, 센터 영역(210), 센터 업퍼 영역(220), 센터 로우 영역
(230),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 모두 모니터링 웨이퍼를 위치시킨 후 박막 두께를 측정 및 제어할 경우, 생
산 효율성의 저하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3 매 또는 4 매의 모니터링 웨이퍼를 앞서 언급한 
5 개의 영역중 일정 영역에 로딩하여 일정 공정 조건하에서 공정을 수행한 후, 각각의 모니터링 웨이퍼의 박막 두께를 
측정하고 측정된 모니터링 웨이퍼에 의하여 반응로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데포타임, 공정 온도를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a, 도 4b에는 이와 같이 측정된 모니터링 웨이퍼의 박막 두께에 의하여 데포타임, 영역별 공정온도를 수행하는 반
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에 관한 순서도가 도시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3 매의 모니터링 웨이퍼를 사용하였을 경우를 바람직한 실시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응로중 이미 분할된 센터 영역(210),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는 작업자 또는 
웨이퍼 로딩 유닛에 의하여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가 1 매씩 웨이퍼 보트(50)의 슬롯에 로딩된다(단계 
10).

이어서,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가 웨이퍼 보트(50)의 슬롯에 모두 삽입되면, 설비 서버(400)는 보트 엘
리베이터(60)를 구동시켜 웨이퍼 보트(50)를 반응로의 인너 튜브(20)로 로딩시킨다(단계 20).

계속해서, 웨이퍼 보트(50)가 인너 튜브(20)의 내부에 로딩되면, 설비 서버(400)는 온라인 모듈(410)를 통하여 호스
트(500)로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공정 데이터중 어느 하나를 다운로드 받은 후, 다운로드된 공정 데이터에 의하여 공정 
환경 즉, 공정 온도, 공정 가스량등을 셋팅한다(단계 30).

이때, 호스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공정 데이터는 동일 설비가 이전에 수행한 공정 환경과 동일한 데이터이어야 하며 
공정 가스량은 영역별 오차가 미소함으로 공정 가스량의 편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박막 두께 편차는 극미함으로 공정 가
스량에 의한 박막 두께 편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후, 공정 환경 설정이 완료되면, 설비 서버(400)는 저압화학기상증착 설비를 제어하여 설정된 공정 환경에 의하여 
박막 공정을 수행하고(단계 40), 박막 공정이 수행되면 설비 서버(400)는 모니터링 웨이퍼 MW 1 , MW2 , MW3 가 수
납된 웨이퍼 보트(50)를 인너 튜브(20)로부터 서서히 언로딩시킨다(단계50).

소정 박막이 증착된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는 웨이퍼 보트(50)로부터 분리되고, 박막 두께 측정 설비(미
도시)로 이송되어 박막 두께가 측정된다(단계 60).

이때,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의 박막 두께는 한 장의 모니터링 웨이퍼상에서도 두께 편차가 발생함으로 
모니터링 웨이퍼상의 균일한 박막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상의 다섯 포인트를 샘
플링하여 측정한다.

샘플링 위치는 일실시예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웨이퍼의 센터와, 센터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일정 간격 
이격된 4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샘플링 위치를 각각 A, B, C, D, E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샘플링 위치로부터 측정된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의 박막 두께들로부터 각각의 모니터링 웨이
퍼 MW1 , MW2 , MW3 를 대표하는 평균 박막 두께를 산출한다(단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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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균 박막 두께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샘플링 후, 측정된 측정 데이터중 중심값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
난 2개의 측정값은 버리고, < 수학식 1> 과 같이 나머지 측정값을 취하여 모두 더한 후 측정 데이터의 개수로 나눔으
로써 산술 평균된 평균 박막 두께를 산출한다.

수학식 1
TH

THMW 는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의 평균 박막 두께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X 1 , X2 , X3 는 박막 두께 측정 
데이터이다. 일실시예로 X1 , X2 , X3 는 다섯 곳의 박막 두께 측정값 X1 , X2 , X3 ,X4 , X5 중 중간값(median value)을 
기준으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X4 , X5 2 개를 제외한 측정값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분자의 항을 모두 더한 
값으로 일실시예로 " 데이터 개수" 는 3이 된다.

< 표 1> 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A B C D E 평균2
MW1 155Å 157Å 150Å 163Å 167Å 158.4Å
MW2 157Å 159Å 155Å 159Å 163Å 158.6Å
MW3 160Å 161Å 162Å 164Å 166Å 162.6Å
평균1 157.3Å 159Å 155.7Å 162Å 165Å     
목표 박막두께(target film thickness)는 160Å이다

MW1 , MW2 , MW3 은 웨이퍼 보트(50)에 삽입된 3 매의 모니터링 웨이퍼이고, A~E는 모니터링 웨이퍼 MW 1 , MW2 , 
MW3 의 5섯 부분에서의 측정한 두께를 나타낸다. 평균 1 항목은 모니터링 웨이퍼 MW 1 , MW2 , MW3 중 A~E의 부분
의 측정값을 평균한 것이고, 평균 2 항목은 < 수학식 1> 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웨이퍼 MW1, MW2 , MW3의  산술 평
균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설명한 < 수학식 1> 은 설비 서버(400)의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저장되고, 측정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 표 1> 의 모니터링 웨이퍼 MW1, MW2, MW3의  A~E에 해당하는 박막 두께 측정 데이터는 설비 서버(400)의 기
억장치(43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이후, 저장된 A~E에 해당하는 박막 두께 측정 데이터는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의하여 연산이 수행되어 < 표 
1> 의 " 평균 2" 항목이 산출되고, " 평균 2" 항목은 다시 기억장치(430)에 저장된다.

< 표 1> 의 " 평균 2" 항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 웨이퍼 MW1, MW2 , MW3의  평균 박 막 두께는 대부분 
목표 박막 두께에 대하여 박막 두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편차는 도 7의 그래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웨이
퍼 MW1, MW3에 서 가장 크고 센터 영역(210)에 포함된 모니터링 웨이퍼 MW2에서 가장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저압화학기상증착 설비(100)에 의하여 공정이 진행될 때 반응로의 중간 부분, MW 2 가 속하는 센터 영역(210)에
서 박막 두께가 < 표 1> 의 목표 박막 두께(260Å)에 가장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가장 근접한 센터 영역(210)을 기준 영역(standard area)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기준 영역이 정의되고, 각각의 모니터링 웨이퍼 MW1 , MW2 , MW3 의 평균 박막 두께 결과가 < 수학식 1> 
에 의하여 산출되면 우선적으로 기준 영역에 속해있는 MW2의 평균 박 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가 되도록 < 수학식 2> 
에 의하여 보정된 데포타임(deposition time)에 해당하는 보정값을 산출한다(단계 80).

이는 기준 영역은 데포타임에 의하여 박막 두께를 보정하고, 기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공정 온도에 의하여 박
막 두께를 보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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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기준 영역의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가 되도록 데포타임 보정값을 < 수학식 2> 에 의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수학식 2
Depotime(n+1) ="Depotime(n)+

< 수학식 2> 는 기준 영역인 센터 영역(210)에 포함된 모니터링 웨이퍼 MW2의 5 개 소 를 측정함으로써 산출된 평균 
박막 두께 THMW2와 목표 박 막 두께 THtarget 및 시간 이 득율 gain depo, 이전 데포타임 Depotime(n)을 가지고 다
음에 진행될 박막 공정의 데포타임 Depotime(n+1)을 보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 이득율 GainDepo(n)은 단위 시간당 MW 2 에 데포되는 박막의 두께 즉, 를 의미한다. 이 시간 이득율은 
실제 공정을 여러번 진행한 후 얻어진 실험값이다. 목표 박막 두께 TH target 에서 기준 영역에 위치한 모니터링 웨이퍼 
MW2 의 평균 박막 두께 THMW2 를 뺀 값은 목표 박막 두께로부터 얼마만큼의 박막 편차가 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므로, 
이 박막 편차를 시간 이득율 GainDepo(n)로 나누면 부족한 박막 두께를 보정하기 위한 데포 시간이 산출되고, 추가된 
데포 시간과 이전 데포타임 Depotime(n)을 더하면 보정된 새로운 데포타임이 산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 데포타임을 1830(sec), 목표 박막 두께가 160Å, MW 2 의 평균 박막 두께는 < 표 1> 및 < 수학식 
1> 에서 산출된 바와 같이 158.6Å, 시간 이득율을 1.8(Å/sec, 1초당 1.8Å이 모니터링 웨이퍼상에 데포된다는 것을 
의미임)이라 하였을 때, 보정된 데포타임="1830+[(160-158.6)/1.8]=1830.78이" 산출된다.

즉, 보정된 데포타임은 이전 데포타임에 비하여 약 0.78(sec)정도 증가시켜주어야만 158.6Å이였던 기준 영역에서의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인 160Å에 근접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데포타임이 증가될 경우, 급격한 평균 박막 두께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보정된 데포타임에 소정 비율 일
실시예로 보정된 데포타임의 70%에 해당하는 시간과 보정되기 이전의 데포타임의 30%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데포타임에 의하여 평균 박막 두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처럼 데포타임을 조정할 경우, 기준 영역인 센터 영역(210)에 포함된 모니터링 웨이퍼 MW 2 는 목표 박막 두께에 도
달하게 되지만 그 이외의 영역인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서의 영역에는 데포타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아
직까지는 알 수 없고 < 표 1> 의 결과를 참조하면 로우 영역(250)의 경우 오히려 편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즉, 이는 보정된 데포타임으로 새로운 공정을 진행할 경우 다른 영역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해도 기준 영역만큼은 목표 박
막 두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평균 박막 두께 목표 박막 두께에 도달하여야 함으로 기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데포타
임이 아닌 공정 온도에 의하여 박막 두께를 제어하기로 한다.

먼저, 반응로 내부중 모니터링 웨이퍼가 놓여진 업퍼 영역(240)과, 로우 영역(250)에서의 공정 온도를 보정하고 업퍼 
영역(240)과 로우 영역(250)의 보정 공정 온도가 산출되면, 이어서 업퍼 영역(240)과 센터 영역(210)의 사이에 위
치한 센터 업퍼 영역(220)과, 센터 영역(210)과 로우 영역(250)의 사이에 존재하는 센터 로우 영역(230)의 보정 공
정 온도를 산출하기로 하자.

< 표 1> 을 이용하여 영역을 대표하는 대표 박막 두께를 산출한다(단계 90).

먼저,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산출하기로 한다.

센터 영역(210)의 대표 박막 두께를 TH C , 업퍼 영역(240)의 대표 박막 두께를 TH U , 로우 영역(250)의 대표 박막 
두께를 THL 이라 정의 하기로 하고, THU 로부터 THc 및 THL 에 이르기까지 반응로 내부의 웨이퍼 박막 두께는 불연속
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 경향에 의하여 리니어(linear)하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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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의 < 평균 2>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센터 영역(210)에 위치한 MW2의 평균 박막 두께 1 58.6Å과 목표 박
막 두께 160Å은 약 1.4Å 정도되는 박막 편차가 있고, 이 1.4Å의 박막 편차는 새로운 데포타임을 약 0.78(sec)정도 
증가시킴으로써 극복됨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센터 영역(210)에 포함된 모니터링 웨이퍼 MW2 의 데포타임을 증가시킴에 의하여 MW2 의 평균 박막 두께는 
당연히 1.4Å 증가되지만 데포타임 증가에 따른 영향은 MW2 뿐만 아니라 업퍼 영역(240)에 속한 모니터링 웨이퍼 M
W1 과 로우 영역(250)에 속한 모니터링 웨이퍼 MW 3 의 평균 박막 두께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MW1 , MW

2 의 평균 박막 두께도 데포타임 보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각각 1.4Å 만큼 증가됨은 분명하다.

이를 감안하여 업퍼 영역(240)과 로우 영역(25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산출하기로 한다.

먼저, 모니터링 웨이퍼 MW1 이 포함된 업퍼 영역(24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MW 1 의 평균 박막 두께에 데포타임 
증가의 영향에 의하여 부가적으로 얻어진 1.4Å의 박막 두께를 합산 하여 산출한다. < 수학식 3> 을 참조하기로 한다.

수학식 3
THTH+(TH-TH)

THU 는 업퍼 영역(24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TH MW1 은 기준 영역에서의 평균 박막 두께, TH target 은 목표 박막 
두께, THMW2 는 업퍼 영역(240)에서의 평균 박막 두께이다.

예를 들어, < 표 1> 의 데이터를 참조하면 THU="158 .4Å+(160Å-158.6Å)=159.8Å이" 된다.

수학식 4
THTH+(TH-TH)

< 수학식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우 영역(25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THL)는 로우  영역(250)에 포함된 모니터
링 웨이퍼 MW3의 평균 박 막 두께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웨이퍼 MW2에서의 데포 타임 보정에 의하여 추
가되는 박막의 두께만큼을 더하면 간단하게 구해진다.

예를 들면, THL ="162.6Å+(160Å-158.6Å)=164Å이" 된다.

이와 같이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가 모두 구해지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 업퍼 
영역(220)과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가 산출 가능하다.

수학식 5
TH+(TH-TH)

< 수학식 5> 에서는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THCU의 산출  방 법이 설명되고 있다.

센터 업퍼 영역(220)에는 모니터링 웨이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센터 업퍼 영역(220)은 센터 영역(210)과 업퍼 영역(240)의 중간에 위치하고, 박막 두께 
또한 센터 영역(210)으로부터 업퍼 영역(240)으로 가면서 일정한 경향을 가지며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간접적
으로 센터 업퍼 영역(220)의 대표 박막 두께 산출이 가능하다.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업퍼 영역(240)에서의 모니터링 웨이퍼 MW 1 와, 센터 영역(210)에서
의 모니터링 웨이퍼 MW2 의 평균 박막 두께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산출된 센터 업퍼 영역(220)의 대표 박막 두께에 데
포타임 보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박막 두께를 합산함으로써,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TH CU )가 산
출된다.

예를 들면, THCU ="{(158.4Å+158.6Å)÷2}+(160Å-158.6Å)=159.9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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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TH+(TH-TH)

< 수학식 6> 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센터 로우 영역(230)에도 모니터링 웨이퍼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표 박
막 두께를 측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센터 영역(210)과 로우 영역(250)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연속이 아닌 연속
적으로 변화하는 대표 박막 두께를 갖기 때문에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산출은 < 수학식 6> 에 
의하여 가능하고, 여기에 센터 영역(210)을 기준으로 보정된 데포타임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되는 박막 두께를 합산함
으로써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THCL의 산출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THCL ="{(158.6Å+162.6Å)/2}+(160Å-158.6Å)=162Å가" 된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 수학식 3> 내지 < 수학식 6> 은 설비 서버(400)의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저장되
며,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의하여 산출된 각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데이터는 기억 장치(430)에 임시적
으로 기억된다.

도 8에는 지금까지 산출한 각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가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다.

    
도 8의 그래프를 통하여 각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살펴보면, 센터 영역(21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데포타임 
보정에 의하여 이미 목표 박막 두께에 근접함을 알 수 있지만, 그밖에 영역인 센터 로우 영역(230), 센터 업퍼 영역(2
20), 로우 영역(240), 업퍼 영역(25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오히려 데포타임 보정을 수행하기 이전보다 큰 오차 
범위를 갖으면서 목표 박막 두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서 목표 박막 두께로부터 벗어난 박막 편차는 각 영역별 공정 온도 보정에 의하여 보정된다.
    

이처럼 기준 영역인 센터 영역(21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박막 두께를 보정하기 위해서 < 수학식 3> 내지 < 
수학식 6> 에 의하여 각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가 산출되면 각 영역에서의 보정될 공정 온도를 산출한다.

먼저, 각 영역별 보정될 공정 온도를 산출한다(단계 100).

보정될 공정 온도의 산출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영역의 대표 박막 두께와 목표 박막 두께의 편차를 구한 다음 편차를 
온도당 이득율(gain temp)로 나누면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

[표 2]

영역 기존 공정 온도(℃)
업퍼 영역 TEMPU 900
센터 업퍼 영역 TEMPCU 899
센터 영역 TEMPC 897
센터 로우 영역 TEMPCL 895
로우 영역 TEMPL 893

< 표 2> 에서는 각 영역에서 기존 공정 온도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 기존 공정 온도들은 설비 서버(400)의 기억장치
(430)에 저장된다. < 표 2> 를 참조하면, 로우 영역(250)에서의 공정 온도가 가장 낮고, 센터 영역(210)을 지나서 
업퍼 영역(250)에 도달하기까지 점차 공정 온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센터 영역(210)의 공정 온도는 보정되지 않고 기존의 공정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는 센터 영역(21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공정 온도와 상관없이 이미 데포타임 보정에 의하여 보정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미 대표 박막 두께가 산출된 센터 로우 영역(230)과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공정 온도를 먼저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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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센터 로우 영역(230)과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를 업퍼 영역(240), 로우 영역(250)에 앞서 보정하는 
이유로는 센터 로우 영역(230) 및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 변화가 로우 영역(250) 및 업퍼 영역(240)에 많
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로써 먼저, 센터 로우 영역(230)과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를 보정한 후, 센터 업퍼 영역(220)과 센터 로
우 영역(230)에 의하여 영향받은 업퍼 영역(240) 및 로우 영역(250)의 공정 온도를 보정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수학식 7
TEMP(n+1) ="TEMP(n)+

< 수학식 7> 에서는 나타난 바와 같이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보정될 공정 온도 TEMPCU(n+1 )의  산출은 < 표 
2> 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존 공정을 수행할 때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공정 온도인 TEMPCU(n)에다가 보정 온

도 를 추가하여 산출한다.

보정 온도는 목표 박막 두께 THtarget 에서 앞서 산출한 센터 업퍼 영역(220)의 대표 박막 두께를 차감함으로써 산출
되는 박막 두께 편차를 온도당 이득율인 gaintemp 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온도당 이득율(gaintemp)은 공정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박막 두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즉, 공정 온도가 1℃ 변할 경우 
박막의 두께가 1.8Å 증가하였다면 온도당 이득율은 1.8()이 된다.

예를 들어, 온도당 이득율이 1.8()이라고 하였을 때, 공정 온도를 10℃ 만큼 증가시키면, 이에 따라서 대표 박막 두께
는 18Å정도 증가된다.

< 표 2> 를 가지고 < 수학식 7> 을 설명하면 TEMPCU(n+1)="899 ℃+ {(160Å-159.9Å)÷1.8()}="899.055℃
이" 된다.

즉,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인 160Å에 0.1Å 미달임으로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 
이후 수행될 공정 온도는 899℃ 보다 0.55℃ 더 높은 899.055일 때 센터 업퍼 영역(220)의 대표 박막 두께는 159.9
Å에서 160Å이 됨을 알 수 있다.

수학식 8
TEMP(n+1) ="TEMP(n)+

< 수학식 8> 또한 < 수학식 7> 과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TEMPCL(n+1)="895 ℃+ {(160Å-162
Å)÷1.8}은 895℃+(℃)가 되어 893.88℃가 된다.

즉,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목표 박막 두께보다 무려 2Å 정도가 두껍기 때문에 후속 공정에서 
목표 박막 두께에 근접한 박막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 온도를 895℃에서 893.88℃로 내려줘야 함을 쉽게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 수학식 7> 와 < 수학식 8> 만 보더라도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보정될 공정 온도 산출값 TEMP
CU(n+1)은 약 0 .0 55℃ 정도의 온도가 이전 공정 온도보다 높아지고,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보정될 공정 온도 
산출값 TEMPCL(n+1)은 이전 공정  온도보다 1.12℃ 정도 공정 온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보다 얇은 영역에서는 공정 온도를 산출된 공정 온도만큼 높게 설정하고, 평균 박
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보다 두꺼운 영역에서는 공정 온도를 산출된 온도만큼 낮게 설정함으로써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점차 근접되도록 한다.

센터 업퍼 영역(220),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 보정된 공정 온도값이 모두 산출되면 나머지 로우 영역(250), 업퍼 
영역(240)의 공정 온도 보정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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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 영역(210)에서는 공정 온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 업퍼 영역(220), 센터 
로우 영역(230)에는 센터 영역(210)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우 영역(250) 및 업퍼 영역(240)과 센터 업퍼 영역(220) 및 센터 로우 영역(230)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영
역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업퍼 영역(220) 및 센터 로우 영역(230)에서의 공정 온도 변경은 곧 로우 영역(250), 업퍼 
영역(24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에 영향을 미침으로 로우 영역(250)과, 업퍼 영역(240)의 대표 박막 두께는 센터 업
퍼 영역(220), 센터 로우 영역(230)에 의하여 영향받은 박막 두께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정 공정 온도를 산출
하여야 박막 두께 산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학식 9
TH′ ="TH+C×(TH-TH)

< 수학식 9> 은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 변경된 공정 온도가 업퍼 영역(240)에 미친 영향에 의하여 변경된 업퍼 영
역(24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보정치를 구하는 수학식이다.

여기서, CU 는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무차원 보정 계수이다.

예를 들어, 보정 계수는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온도가 1℃ 변경되었을 때 대표 박막 두께가 일실시예로 10Å 증
가하고, 업퍼 영역(240)의 대표 박막 두께는 5Å 증가하였다면, 비율로 보았을 때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 
1℃ 변경에 의하여 업퍼 영역(240)에서는 이 되므로 무차원 보정 계수 C U 는 0.5가 된다.

무차원 보정 계수 CU 에 해당하는 0.5는 일정 온도 변화가 발생한 센터 업퍼 영역(220)의 대표 박막 두께 변화량의 1
/2에 해당하는 박막 두께가 업퍼 영역(240)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 수학식 9> 로 돌아가서, 업퍼 영역(240)에서의 보정된 대표 박막 두께 THU'의 수치 를  이미 산출된 업퍼 영역(24
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THU에 더해주면  된다.

보정값은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목표 박막 두께와 센터 업퍼 영역(22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TH CU 의 편차량
에 보정 계수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THU '="159.8Å+{0.5×(160Å-159.9Å)}=159.85Å이" 된다. 즉, 업퍼 영역(240)에서의 대
표 박막 두께는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 변화에 의하여 약 0.05Å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서의 온도 영향에 의하여 박막 두께가 THU 에서 THU '로 보정되면, < 수학식 10> 에 의하여 실제 
업퍼 영역(240)에서의 보정될 공정 온도의 산출이 가능해진다.

수학식 10
TEMP(n+1) ="TEMP(n)+

< 수학식 10> 에 의하여 센터 업퍼 영역(220)의 공정 온도에 의하여 영향받은 업퍼 영역(240)의 대표 박막 두께와 
목표 박막 두께의 박막 두께 편차를 산출한 다음 편차를 온도당 이득율(gaintemp)로 나눔으로써 보정될 공정 온도가 
산출된 후, 산출될 보정 온도를 이전 공정 온도에 합하여 보정된 업퍼 영역(240)의 공정 온도가 산출된다.

예를 들어, TEMPU (n+1)="900℃+{(160Å-159.85Å)÷1.8}=900.083℃가" 되어 업퍼 영역(240)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는 이전 공정 온도 900℃보다 약 0.083℃정도를 더 올린 900.083℃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학식 11
TH′ ="TH+C×(T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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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식 11> 은 < 수학식 9> 과 대등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THL(n')="164Å+ { 0.5×(160Å-164Å)
}=163Å이" 되고, 후술될 < 수학식 12> 에 의하여 로우 영역(250)에서의 보정 온도가 산출된다.

수학식 12
TEMP(n+1) ="TEMP(n)+

< 수학식 10> 과 동일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TEMPL(n+1) = "893℃+{(160Å-163Å)÷1.8}=891.33
℃이" 산출된다.

< 수학식 7> 내지 < 수학식 12> 은 다시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저장되고, 공정 데이터 보정 모듈(440)에 
저장된 수학식들은 기억장치(430)에 저장된 기존 공정 온도, 각 영역별 대표 박막 두께, 목표 박막 두께 데이터를 참조
하여 보정 온도 데이터를 산출한 후, 산출된 보정 공정 온도 데이터들은 다시 기억장치(430)에 산출결과가 저장된다(
단계 110).

첨부된 도 9는 영역별 공정 온도 보정을 도시한 그래프가 도시되고 있다.

그래프 a는 기존 영역별 공정 온도이고, 그래프 b는 보정된 영역별 공정 온도로 그래프 a와 그래프 b는 센터 영역(210)
을 기준으로 센터 업퍼 영역(220), 업퍼 영역(240) 및 센터 로우 영역(230), 로우 영역(250)의 공정 온도가 보정되
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장치(430)에 저장된 보정 공정 온도 데이터는 다시 설비 서버(400)의 제어 유닛(450)에 
의하여 처리된 후 제어 유닛(450)은 보정된 공정 온도 데이터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각 영역별로 전기로(90)에 인
가하여 각 영역에서의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근접하도록 제어한 후 반도체 박막 공정을 수행한다(단계 120).

이때, 이와 같은 박막 두께는 공정을 반복할수록 보정 또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박막 두께는 공정을 진행할수록 
균일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복수매의 모니터링 웨이퍼에 형성된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목표 박막 두께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 온도를 산출함과 동시에 반응로 내부 위치별로 각기 상이한 공정 가스 농도를 갖는 반응 가
스량을 조절하여 반응로 내부 위치에 관계없이 박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박막 공정이 진행되는 반응로의 내부를 복수개의 영역으로 분할 설정하고, 상기 영역에 복수매의 모니터링 웨이퍼를 로
딩한 후, 기존 데포타임과 공정온도를 참고하여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에 박막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박막 공정이 종료된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들의 평균 박막 두께를 산출하여 제 1 기억수단에 저장하고, 복수개의 영역중 
기준 영역에 위치한 모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가 목표 박막 두께에 도달되도록 제 2 기억 수단에 저장된 데포
타임 보정 연산식에 의하여 데포타임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보정된 데포타임을 적용한 상태에서 상기 분할된 각각의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를 상기 제 2 기억수단에 저장
된 대표 박막 두께 연산식에 의하여 각각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산출된 대표 박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온도를 상기 제 2 기억수단에 저장된 공정 온도 보정 연산식에 의하
여 산출하여 상기 제 1 기억수단에 저장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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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기억수단에 기억된 보정된 데포타임 및 보정된 공정 온도에 의하여 박막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영역은 상기 반응로의 내부중 중앙에 위치한 센터 영역과, 상기 센터 영역의 양측에 
위치한 센터 업퍼 영역 및 센터 로우 영역, 상기 센터 업퍼 영역 및 센터 로우 영역의 양측에 위치한 업퍼 영역, 로우 영
역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개의 모니터링 웨이퍼는 상기 센터 영역, 업퍼 영역, 로우 영역에 각각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 산출 단계는 상기 센터 영역에 위치한 모니터링 웨이퍼상의 
복수의 위치에서 박막 두께를 측정하여 상기 제 1 기억수단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기억수단에 저장된 평균 박막 두께 산출 연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상기 박막 두께 데이터들중 평균으로부터 
상하로 편차가 가장 큰 박막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박막 두께 데이터들을 산술 평균하여 상기 제 1 기억수단에 저장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영역은 상기 센터 영역이고 상기 데포타임은 상기 센터 영역의 평균 박막 두께를 기준으로 
보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데포타임을 보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기억수단에 저장된 상기 데포타임 보정 연산식에 의하여 상기 센터 영역에 위치한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와 목표 박막 두께와의 편차를 데포타임 보정계수로 나누어 보정 데포타임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산출된 보정 데포타임과 상기 기존 데포타임을 합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
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데포타임 보정계수는 단위 시간당 데포되는 박막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
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데포타임 보정계수는 상기 기준 영역의 모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를 상기 기존 데포타
임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데포타임 보정 연산식은

보정 데포타임="기존" 데포타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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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데포타임 보정계수는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영역을 제외한 영역중에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가 존재하는 영역의 대표 박막 두께는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의 평균 박막 두께에 상기 보정된 데포타임 동안 공정진행에 의하여 더해지는 추가 박막 두께를 합산하
여 산출하고,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대표 박막 두께는 상기 모니터링 웨이퍼가 존재하는 영역에 의하여 산출
된 평균 박막 두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 온도 보정 단계는

상기 기준 영역에 인접한 제 1 인접 영역의 대표 박막 두께를 제 1 공정 온도 보정 연산식에 대입하여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보정 공정온도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보정 공정온도를 감안하여 상기 제 1 인접 영역에 접한 제 2 인접 영역의 대표 박막 두께를 상기 
대표 박막 두께 수정 연산식에 의하여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대표 박막 두께를 제 2 공정 온도 보정 연산식에 대입하여 상기 제 2 인접 영역의 보정 공정온도를 산출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접 영역은 상기 기준 영역에 접한 센터 업퍼 영역 및 센터 로우 영역이고, 상기 제 2 
인접 영역은 상기 센터 업퍼 영역 및 상기 센터 로우 영역에 접한 업퍼 영역 및 로우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공정온도 보정 연산식은

TEMP(n+1)TEMP(n)+이고, TEMP(n+1) x 는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보정 공정온도, TEMP(n) x 는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기존 공정온도, THtarget 은 목표 박막 두께, THx 는 상기 제 1 인접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 gaintemp는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온도당 이득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대표 박막 두께 수정 연산식은

TH′ ="TH+[C×(TH-TH)]이고,

THy 는 상기 제 1 인접 영역의 공정 온도 영향을 받기 이전의 대표 박막 두께, C y 는 수정 계수, THx 는 상기 제 2 인접 
영역에 접한 상기 제 1 인접 영역에서의 박막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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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공정 온도 보정 연산식은

TEMP(n+1)="TEMP(n)+이고,

TEMP(n+1)y 는 상기 제 2 인접 영역의 보정 공정 온도, TEMP(n) y 는 상기 제 2 인접 영역의 공정 온도, TH target

은 목표 박막 두께, THy '는 대표 박막 두께 수정 연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정 박막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계수는 상기 제 1 인접 영역에서 단위 온도가 변경되었을 때 상기 제 1 인접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와 상기 제 2 인접 영역에서의 대표 박막 두께의 변경된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박막 공정에
서의 박막 두께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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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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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 18 -



등록특허 10-0292030

 
도면 4a

 - 19 -



등록특허 10-0292030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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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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