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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온도 보정 장치 및 방법

요약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었다.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의 다수의 제1보정 아일랜드 영역을 갖는 웨이퍼(30)이 제공된다. 웨이퍼의 유효 반사
율은 동작시 온도 감지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분리된 광 소스를 통해서 측정된다. 제1보정 아일랜드 영역
의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온도 감지기의 출력 신호의 제1단계 변화가 검출된다. 최종
적으로, 온도 감지기 보정 변수가 계산된다.

다른 장치, 시스템 및 방법 또한 개시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온도 보정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다구역  신속  열처리  시스템에  관련하여  도시된  종래  기술의  TC-본드  웨이퍼  보정 시스템
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제1실시예를 따르는 온도 보정 웨이퍼의 단면도.

제3(a)도  내지  제3(b)도는  여러  가지  장치  제조  상태에서의  본  발명의  양호한  제1실시예를 따르
는 온도 보정 웨이퍼의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제2실시예를  따르는  2개의  서로  다른  보정  소자를  갖는  온도  보정 장
치의 상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제2실시예를  따르는  2개의  서로  다른  보정  소자를  갖는  온도  보정 장
치의 단면도.

제6(a)도는  내지  제6(c)도는  여러  가지  제조  상태에서의  본  발명의  양호한  제2실시예를  따르는 
온도 감지 보정 웨이퍼의 단면도.

제7도는  열처리  챔버  내의  느린  온도/전력  상승  동안의  온도  감지기  보정  웨이퍼의  스펙트럼 복
사 출력 대 시간을 도시한 그래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무선 온도 보정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열 처리기를 도시한 블록도.

제9도는  느린  온도/  전력  상승  동안의  온도  감지  보정  시스템의  출력  복사  대시간과  보정  웨이퍼 
반사율 대 시간을 모두 정성적으로 도시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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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제3실시예를 따르는 무선 온도 보정 웨이퍼의 상면도.

제11(a)도 내지 제11(b)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제4실시예를 따른 는 온도 보정장치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3,4 : 온도 감지기(고온계)          28 : 기판

30,112 : 웨이퍼                        32 : 버퍼층

36,46 : 보정물질의 아일랜드 영역       38,48,50 : 캡슐형층

40 : 표면 안정화층                     116 : 검출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감지  기술  특허,  반도체  장치의  열  제조  프로세서를  위한  무선  온도  보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반도체  장치  열  제조  프로세스는  신뢰  및  반복가능  표준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온도 감지
기를 상용한다. 장치 제조 프로세스의 중요한 그룹은 신속열처리(RTP)이다. 대부분의 RTP반응기는 제1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 온도 측정 및 제어를 위한 비접촉 고온계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온계에 의
한 RTP온도 측정의 정확성과 반복성은 웨이퍼 방출율에 강하게 의존한다. 실제적으로, 빈번한 고온계 감
지기 보정은 허용가능한 프로세스 반복성을 얻기 위해 요구된다. 이러한 빈번한 상호 보정은 제1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보통 프로세스 챔버 내의 본드된 열전쌍(TC-본드 웨이퍼)를 가진 별도의 표준 보정 웨이
퍼를 배치함에 의해 수행된다. TC-본드 보정 웨이퍼는 석영 윈도우와 가스 샤워헤드 사이의 프로세스 챔
버 내에 배치된다. 그러나, TC-본드 보정 웨이퍼는 TC와이어에 외부의 전기적인 접속을 요구한다. 결과적
으로, 보정 프로세스는 TC-본드 웨이퍼의 수동적인 로딩 및 언로딩을 필요로한다. 이런 수동 프로세스는 
시간 소모적이고 그것의 장치 활용시 유해한 충격을 미침으로써 반도체 장치 제조 환경으로 적당하지 않
다. 이런 문제는 다수의 분포된 열전쌍을 갖는 TC-본드 웨이퍼가 다구역 조명기 내에 있는 다중점 고온계 
감지기의 보정을 위해 요구될 때 더 심각해진다. 부수적으로, 열전쌍-지워 온도 보정은 높은 
온도(>950℃)의 반응성(즉, 산화)환경에서는 부적당하다. 이것은 이런 조건하에서는 열전쌍 접합이 급속
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활성 조건하에서도 열전쌍은 수명이 제한된다. 따라서, TC-본드 웨이퍼는 제한
된 수명을 가지게 되고, 얼마간의 수동 보정 동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TC-본드 웨이퍼는 또한 열
적 로딩에 의해 발생되는 국부적인 온도 오프셋(offset)에 기인한 보정 오차(100℃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본딩 과정은 보정 오차 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상업적인 TC-본드 웨이퍼는 온도 감
지기 보정용으로 유용하나, 이러한 TC-본드 웨이퍼는 값이 비싸다. 마지막으로, 수동 열전쌍-지원 보정은 
프로세스 챔버 안으로 오염 물질을 유입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게이트 유전체 형성 및 에픽텍셜 실
리콘 성장과 같은 중요한 프로세스의 장치 생산율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기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일정한  물리적  변수에  근거한  공지된 정
확하고 반복가능한 온도 보정점을 갖는 무선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어떤  수동  조작도  필요없이  웨이퍼  조작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동작하
는 무선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활성  및  반응성  환경하에서  모두  작동하는  무선  보정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확하고  반복가능한  온도  감지기  보정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가된 수명을 갖는 무선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온계와  같은  웨이퍼  온도  감지기의  정확하고  반복가능한  보정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또한 본 발명의 한 형태인 적어도 하나의 온도 감지기 보정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이 기술된다. 다수의 제1
보정 아일랜드(island)영역을 갖는 웨이퍼가 제공된다. 아일랜드 영역은 150℃내지 1150℃범위 내에 용융
점을 갖는 물질 중의 아나이다. 무선 장치는 상승된 온도 보정 프로세스 동안 상기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
퍼 온도에서 각 온도 감지기의 출력에 단계 변화를 유도 하도록 동작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서로  다른  도면에서  일치하는 
참조 부호 및 기호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동일한 부분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  온도  측정용  고온측정  감지기를 사
용 하는 신속 열 처리(RTP)반응기와 관련하여 기술될 것이다. 본 발명은 열팽창에 근거한 온도 감지기, 
음향 감지기 및 타원측정에 근거한 감지기와 같은 다른 장치 제조 설비 및 온도 측정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확한 온도 측정 및 제어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는 화학증착(CVD), 열적 산
화 및 열적 어닐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제조 프로세스의 응용에만 제한되지는 않는
다. 예를 들러, 본 발명은 플랫패널 디스플레이(FPD)제조 프로세스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장치와는  다르게,  본  발명의  보정  웨이퍼는  열전쌍(TC)을  가지지  않으며  정확한 고
온측정 보정(또는 다른 온도 감지기의 보정)을 위해 사용하기전 TC본드 웨이퍼에 대한 아무런 초기 보정
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보정 웨이퍼는 일정한 물리적 변수에 근거한 공지된 정확한 온도 보정
점을 제공한다. 열전쌍이 없으므로 보정 웨이퍼는 무선이다. 따라서, 보정 프로세스를 위한 자동 웨이퍼 
조작이 가능하다. 자동 프로세싱 반응기 내부의 수동 웨이퍼 조작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특징은 본 발명
의 보정 표준을 제품 제조 환경에 맞게 만든다. 더욱이, 본 발명의 보정 웨이퍼는 비활성과 반응성(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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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및 질화)환경에서 모두 여러번의 온도 보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웨이퍼는 종
래의 TC-본드 웨이퍼와 비교하여 더욱 많은 보정 동작을 위해 지속되리라 기대된다.

본  발명은  전용  표준  보정  웨이퍼는  또는  실제의  장치  웨이퍼상에서  모두  구현  될  수  있다. 후자
에서, 온도 보정 소자는 각 장치 웨이퍼가 그것의 자체 보정 표준으로 이용되도록 웨이퍼 배면상에 배치
된다. 전자에서, 보정 소자는 웨이퍼 전면(광택면) 또는 그것의 배면상에 배치된다.

본  발명은  각  웨이퍼상에  하나  또는  2개(또는  다수)의  보정  소자  형태의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각  보정 소자 형태는 공지된 정밀한 온도와 관련된다.  2개의 보정 온도점(T 1  및 T2 )는  후술되는 게인

(gain)과 오프셋에 대한 그들의 동작 온도 범위 내의 고온측정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본 
발명에서, 적절한 소자의 용융점은 보정 온도점으로 사용된다. 순수한 소자 및 비율이 알려진 2개(또는 
그 이상)소자의 합금의 용융점은 열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고체-액체 상 전이시 감지기 보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리 상수이다. 이론상 전이는 이제부터 기술될 비접촉 수단에 의해 실시간 내에 탐지될 수 있
다.

다양한  물질  소자는  용융점에서의  고체-액체  상  전이  동안  광  반사율과  같은  물리적  특성의 급격
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게르마늄(Ge)의 표면 광 반사율은 용융점(Ge의 Tm=937.4℃)
에서 일어나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전이시 단계 변화(증가)를 보여준다. 전자 비저항 및 마이크로파 반
사율과 같은 다른 물질 특성 역시 물질의 용융점에서의 급격한 단계 변화를 보여준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양호한 물질 특성은 광 반사율 또는 사용된 물질의 용융점에서의 웨이퍼의 방출율이고 급
격한 변화는 그것과 관련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제1실시예의  단면도가  제2도에  도시된다.  웨이퍼(30)은  웨이퍼(30)의  전면 또
는 배면상의 어느 한 면(전면이 더 적절한 선택이다)위에 있는 기판(28)에 인접하게 위치한 버퍼층 구조
(32)를  포함한다.  보정  물질(즉,  게르마늄)의  아일랜드  영역(36)은  버퍼층  구조(32)에  인접하여 

제조된다. 버퍼층 구조(32)는 아일랜드 영역(36)의 보정 물질이 열적 보정 동작 동안 기판과 반응하지 못
하도록 예를 들면, 산화물층(33)과 질화물층(34)로 이루어질 수 있다. 캡슐형층(38)은 아일랜드 영역(3
6)을 커버하는 절연시킨다. 아일랜드 영역(36)이 보정중 녹아서 응고될 것이므로, 캡슐형층(38)은 보정 
소자(36)을 포함하도록 각 아일랜드 영역(36)을 밀폐한다. 최종적으로, (질화실리콘와 같은)표면 안정화
층(40)은 캡슐형층(38)과 인접하게 위치한다. 표면 안정화층(40)은 산소와 같은 반응성 환경 내에서 아일
랜드 영역(36)의 저하를 방지한다.

이제,  양호한  제1실시예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를  제3(a)도  내지  제3(d)도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
다. 제3(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버퍼 장벽층(33 및 34)는 웨이퍼(30)의 기판(28)위에 증착한다. 
버퍼 구조는 이산화실리콘(33)층은 도입층과 질화실리콘(34)의 상부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산화실리콘
(33)층은 예를 들어, 약 100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고, 저압 화학 증착(LPCVD)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에게는 플라즈마 강화 화학 증착 (PECVD)또는 열적 산화와 같은 다른 방
법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질화실리콘층(34)역시 약 100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
고, LPCVD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또한 PECVD와 같은 다른 방법이 선택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버퍼 구조는 또한 내화 금속과 같은 다른 적절한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제3(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르마늄(Ge)과  같은  원하는  보정  물질(35)의  얇은 층
이 증착된다. Ge의 용유점(Tm1)은 937.2℃이다. 증착은 CVD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물질적 증착(PVD)과 같
은 다양한 기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보정층(35)는 200내지 3000Å범위의 두께를 가지며 전형적으로 
2000Å정도이다. 보정 물질은 3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먼저, 용융점이 관계되는 온도 범위 내이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150℃내지 1150℃이다. 둘째, 높은 끓는점 및 낮은 증기압이 오염과 캡슐형층의 
응력 감소 제거(stress-induced peeling)를 방지하고 많은 보정 동작을 허용하도록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정 물질은 반응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프로세싱 기술에 적합한 양호한 소자 또는 
합금을 포함해야만 한다. 표 1은 본발명의 목적을 위한 양호한 물질의 몇가지 예를 도시한다.

[표 1]

보정층(35)는  제3(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Ge아일랜드  영역(36)의  어레이를  형성하기  위해 마
이크로리소그래피 및 플라즈마 에치(또는 습식 에치)를 통해서 패턴된다. 이것은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웨이퍼 표면을 전부 커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들은 웨이퍼 표면의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커버
할 수 있다. Ge아일랜드 영역의 전형적인 크기는 25㎛×25㎛(2.5㎛는 인접한 아일랜드영역의 간의 거리)
이다. 이보다 더 크거나 도는 더 작은 크기도 사용될 수 있다. 아일랜드 영역은 제4도는 도시된 바와 같
이 정사각형이지만, 육각형과 같은 형태도 물론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Ge패터닝 에치는 염소를 함
유한(예를 들어, Cl2)또는 플루오르를 함유한(예를 들어, SF6)플라즈마 내에서 수행될 것이다.

SiO2 (또는  질화실리콘)의  캡슐형층(38)은  제3(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LPCVD또는  PECVD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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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다.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스퍼터링같은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캡슐형중 두께는 1000Å이다.

마지막으로,  표면  안정화층(40)이  증착된다.  표면  안정화층(40)은  두께가  약  1000Å  인 질화실시
콘으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PECVD로써 증착될 수 있다. 표면 안정화층(40)은 반응성 산화 환경에서의 
보정 동작중 보정 소자의 산화를 방지한다. 그 최종 구조는 제2도에 도시된다.

본  발명은  양호한  제2실시예의  단면도가  제5도에  도시된다.  웨이퍼(30)은  웨이퍼(30)의  전면 또
는 배면 중의 어느 한 면위에 배치된(전면 배치가 더 양호하다) 기판(28)에 인접하여 배치된 적층된 영역
은 버퍼층(32)에 인접하여 위치된다. 버퍼층(32)는 예를 들어, 아일랜드 영역(36)의 보정 물질이 열적 보
정중 기판과 반응하지 못하도록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캡슐형층(38)은 아일랜드 영
역(36)을 커버하여 절연시킨다. 제2보정 물질(46)의 아일랜드 영역은 캡슐형층(38) 위에 위치된다. 캡슐
형층(48)은 제 2보정 물질(46)의 아일랜드 영역을 밀폐한다. 마지막으로, 표면 안정화층(40)은 캡슐형층
(48)에 인접하게 위치된다. 표면 안정화층(40)(질화실리콘)은 산화 같은 방응성 환경 내에서 아일랜드 영
역(36 및 46)의 저하를 방지한다. 질화실리콘의 단일층을 캡슐형층과 표면 안정화층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양호한  제2실시예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를  제6(a)도  내지  제6(c)도를  참조하여  기술할 것이
다. 제6(a)도는 버퍼층(33 및 34), 제1 보정 아일랜드 영역(36) 및 캡슐형층(38)을 갖는 웨이퍼(30)의 단
면도이다. 이러한 층들은 양호한 제1실시예와 관련하여 상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한다.

제6(b)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2보정  물질(45)의  얇은  층(두께  1000Å)은  캡슐형층(38)위에 
증착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CVD또는 PVD를 사용하여 달성될 것이다. 제2보정 물질은 예를 들어, 주석으
로 이루어진다. 제1 및 제2보정 물질에 대한 양호한 선택은 예를 들어, 게르마늄과 주석, 게르마늄과 알
루미늄 또는 알루미늄과 주석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석과 게르마늄(Sn, Ge)인 경우, Tm1은 약 237℃이고 

Tm2는 약 937℃이다. 이론 조성은 오염의 문제(예를 들어, 신속 열적 산화, 신속 열적 어닐 등등과 같은 

응용)없이 연장된 온도 범위에 걸쳐 감지기 보정을 위해 좋다. 게르마늄과 주석은 양쪽 다 IV반도체열이
고 실리콘 내에서 오염의 염려가 없다. 알루미늄과 게르마늄은 고온 측정 신호 보정을 위해 Tm1>400℃가 

요구될 때 양호한 조성이다. 이것은 소정의 고온측정 감지기가 400℃보다 낮은 온도에 대한 충분한 신호 
레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과 알루미늄의 경우 Tm1은 약 232℃이고 Tm2는 약 660℃이다. 이 조

성은 저온 프로세스에서 무선 보정에 유용하다. 실리콘 반응/어닐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예는 550℃내지 
750℃의 온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2보정  물질이  증착된  후,  제2페터닝  단계가  제6(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보정  물질 아일랜
드 영역(46)의 어레이를 형성하도록 수행된다. 아일랜드 영역(46)은 제1 아일랜드 영역(36)과 동일한 크
기를 가질 수 있다. 아일랜드 영역(46)의 패턴은 제1보정 소자의 새도윙(shadowing)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의 웨이퍼의 평균 국부 반사/방출이 양 보정 소자의 반사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도는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캡슐형층(50)  및  표면  안정화층(40)이  증착된다. 제2
캡슐형층(50)은 약 1000Å두께의 SiO2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면 안정화층(40)은 약 1000Å두께의 질화실

리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쪽층 다 예를 들면, PECVD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표면 안정화층(40)은 
산화 환경 내의 보정 동작중 보정 소자의 산화를 방지할 것이다. 질화실리콘의 단일 상부층을 캡슐화와 
표면 안정화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1  및  제2양호한  실시예는  RTP반응기의  단일점과  다중점  고온측정  감지기용  무성  온도  보정 동
작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작동시, 버정점(Tm1 및 Tm2)는 몇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Tm1 및 Tm2보정점을 검출하는 양호한 방법은 고온측정 신호 또는 신호들을 직접 통하는 것이다. 웨

이퍼 온도가 Tm2(또는 Tm1)이상으로 상승할 때, 웨이퍼 반사율의 단계 변화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것의 유효 방출의 단계 변화를 일으키고, 최종 온도측정 신호(들) 역시 작은 단계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다. 느린 온도/전력 상승(예를 들어, 개방 루프 전력 상승 동안)을 가정하자.

T = αI + β                                       (1)

여기서, I는 선형 고온계 출력 전류 또는 전압.

T는 보정된 웨이퍼 온도.

α는 기울기 또는 1차 계수 및

β는 오프셋이다.

양호한  제1실시예에서처럼  만약  하나의  보정  물질이  이용된다면, Tm 1  및 I1 이  결정된다.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분리된 열전쌍 보정 동작으로부터 알려지기 때문에, 오프셋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β= Tm1 - αI         (2)

만약  2개  이상의  보정  물질이  이용된다면, Tm 1  및 I1 은  물론 Tm 2  및 I2 도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기

울기의 오프셋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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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보정  웨이퍼는  (만약  고온측정  시스템  역시  방출을  보상을  이용한다면  요구  조건이 중요하
지 않더라도) 보통 실제의 장치 웨이퍼와 동일한 배면 방출율을 가진다. 다중점 고온측정 감지기 시스템
에서, 동일한 무선 웨이퍼가 모든 고온 측정 감지기의 동시 보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Ti1, Tm1)과 

(Ii2, Tm2)간의 거리는 각 감지기에 대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별개의 기울기(이득) 및 오프셋은 각 감지

기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

(미소한  고온측정  신호  단계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애쓰기보다)고온측정  보정을  위한 Tm 1  및 Tm2

전이를 검출하는 다른 방법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반사율값을 모니터하기 위해 전면(또는 배
면)으로부터의 레이져 빔(118)을 이용하는 것이다. 레이저 빔(118)은 각 감지기(1내지 4)로부터 웨이퍼
(122)쪽으로  향하게  된다.  감지기(1내지  4)는  RTP반응기의 다구역 조명기 내에  위치되고 석영 윈도우
(110)에 의해 웨이퍼(112)로부터 분리된다. 웨이퍼(112)의 다른 쪽 면에는 가스 샤워헤드(114)가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감지기(1내지 4)는 고온계이다. 그러나, 감지기 (1내지 4)가 선택적으로 타원측정계, 
열팽창 감지기 또는 음향 감지기일 수 있다는 것은 본 분야의 기술자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레이저는 
개선된 정렬을 위해 광섬유 결합부(120)을 가진 저렴한 HeNe레이져(6328Å)일 수도 있다. 반사율 값(R1내

지 R2)는 검출기(116)을 사용하는 보정 사이클 전력 상승 보정중 모니터된다. 보정 사이클중에 측정된 표

면 반사율 값은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Ii1,Tm1) 및 (Ii2, Tm2)에 대응하는 시간에 단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Tm1, Ii1, Tm2 및 Ii2가 결정되고 기울기(이득) 및 오프셋을 위한 위의 계산이 적용된

다.

본  발명의  양호한  제3실시예가  제10도에  도시된다.  이  도면은  웨이퍼(62)의  배면상에  있는  좁은 
링(60)상의 소자의 형성을 도시한다. 이 링들은 전형적으로 2mm또는 그보다 작은 폭을 가질 수 있고, 다
중점 고온측정 감지기의 방사상 탐침 위치에 대응하는 방사상 위치에 배치된다. 이 링들은 하나 이상의 
보정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Ii1, Tm1) 및 (Ii2, Tm2)를 위한 2가지 검출 방법 즉, 직접 고온측정 단계 

검출 또는 레이저 반사가 이용될수 있다. 이경우에, HeNe레이저 탐침은 웨이퍼 배면상의 특정한 방사상 
위치에서 보이도록 조명기기 광파이프(고온계 광파이프와 유사한 구조)내에 배치될 수 있다.

제11(a)도  및  제11(b)도를  참조하면,  양호한  제4실시예가  2개의  분리된  무선  보정  웨이퍼의 상용
을 포함한다. 웨이퍼(30A)와 (30B)는 모두 양호한 제1실시예와 관련하여 제2도에 도시되어 있는 상술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보정 아일랜드 영역(36A 및 36B)는 캡슐형층(38A 및 38B)내에 각각 위치된다. 
캡슐형층(38A 및 38B)는 버퍼층(32A 및 32B)에 의한 기판(28A 및 28B)로부터 각각 분리된다. 표면 안정화
층(40A 및 40B)는 각각 웨이퍼(30A 및 30B)를 커버한다. 그러나, 각 웨이퍼는 서로 다른 보정 물질을 가
질수  있다.  작동시, Ii 1  및 Tm1 은  상술한  2개의  검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제1웨이퍼를  상용하여 

결정된다. (Ii1, Tm1) 및 (Ii2, Tm2)이 알려지면, 기울기와 오프셋이 식(6)과 (7)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양호한  실시예가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취지
를 서로 다른 실시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
만 제한된다.

본  발명이  예시적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상세한  설명을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에게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뿐만 아니라 예시적인 실시
예의 다양한 변형과 조합이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명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첨부된 특허 청
구는 이러한 변형이나 실시예를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

서열 목록

(1) 일반적 정보

 (i) 출원인: 젠-프로브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92121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캠퍼스 포인트 드라이브 9880

 (ii) 발명의 명칭: 다중 특이적 핵산 서열의 동시 검출 및 정량을 위한 조성물 및 방법

 (iii) 서열의 수: 11

 (iv) 통신 주소:

  (A) 수신인: 리온 엔드 리온 (Lyon ＆ L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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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거리: 웨스트 피프쓰 스트리트 633 수트 4700

  (C) 도시: 로스 엔젤레스

  (D) 주: 캘리포니아주

  (E) 우편번호: '90071-2066

 (v) 컴퓨터 판독 형태

  (A) 매체 유형: 3.5' 디스켓, 1.44 Mb 저장

  (B) 컴퓨터: IBM PC

  (C) 작동 시스템: PC DOS (5.1)

  (D) 소프트웨어: 워드퍼펙트 (5.1판)

 (vi) 현 출원 데이타:

  (A) 출원 번호:

  (B) 출원인:

 (vii) 선행 출원 데이타

  (A) 출원 번호: 08/331,107

  (B) 출원인: 1994.10.28

 (viii) 변리사/대리인 정보

  (A) 이름: 헤버, 쉘돈 오.(Heber, Sheldon O.)

  (B) 등록 번호: 38,179

  (C) 도켓 번호: 210/086-PCT

 (ix) 원격 통신 정보

  (A) 전화번호: (213) 489-1600

  (B) 팩스번호: (213) 955-0440

  (C) 텔렉스번호: 67-3510

(2) SEQ ID NO: 1에 대한 정보:

  (i) 서열 특성:

   (A) 길이: 24 염기쌍

   (B) 유형: 핵산

   (C) 가닥 수: 단일

   (D) 토플로지: 선형

  (ii) 서열 표시: SEQ ID NO: 1

ATTCCCTACA ATCCCCAAAG TCAA

(2) SEQ ID NO: 2에 대한 정보:

  (i) 서열 특성:

   (A) 길이: 49 염기쌍

   (B) 유형: 핵산

   (C) 가닥 수: 단일

   (D) 토플로지: 선형

  (xi) 서열 표시: SEQ ID NO: 2

(2) SEQ ID NO: 2에 대한 정보:

  (i) 서열 특성:

   (A) 길이: 49 염기쌍

   (B) 유형: 핵산

   (C) 가닥 수: 단일

   (D) 토플로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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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서열 표시: SEQ ID NO: 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한  무선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는 
상기 무선 장치의 온도 의존 특성을 검출하여 상기 온도 의존 특성에 대응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작동하
며, 복수의 보정 아일랜드(calibration islands)를 갖는 웨이퍼를 포함하고, 상기 아일랜드는 작동시에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단계 변화가 상승된 온도 보정 프로세스 동안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서 
일어나도록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무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감지기는 고온계(pyrometer)인 무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에  레이저  빔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저광  소스  및  광  반사율  측정 장
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레이저 광 소스는 상승된 온도 보정 동작 동안 상기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
도에서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상기 단계 변화에 대응하는 상기 광 반사율 측정 장치의 출력의 단계 변화
를 유도 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4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한  전면(frontside)  및  배면(backside)을  가지는  무선 장
치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는 상기 무선 장치의 온도 의존 특성을 검출하여 상기 온도 
의존 특성에 대응하는 신호를 출력하도록 동작하며, a.기판;b.기판의 오염 및 열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상
기 기판에 인접하여 그 위에 배치된 버퍼층; c. 상기 버퍼층에 인접하게 배치된 복수의 제1보정 아일랜드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는 작동시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제1단계 변화가 상승된 온도 보정 프로세스 동
안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의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서 발생하도록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짐 -; 및 d. 상기 보정 동안 상기 보정 아일랜드의 형태와 상태 보전을 유지
하고 밀폐하기 위해 상기 보정 아일랜드에 인접하게 배치된 제1캡슐형층을 포함하는 무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아일랜드를  반응  환경의  열화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1캡슐형층 
상부에 배치된 패시베이션층을 더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  상기  제1캡슐형층  및  상기 패시베이션층
은 상기 장치의 전면상에 형성되는 무선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  상기  제1캡슐형층  및  상기 패시베이션층
은 상기 장치의 배면상에 형성되는 무선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는  게르마늄,  주석,  알루미늄,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  상기  제1캡슐형층  및  상기  패시베이션층이  질화실리콘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층은 이산화실리콘층을 더 포함하는 무선장치.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캡슐형층 및 상기 패시베이션층이 이산화실리콘을 포함하는 무선장치.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감지기는 고온계인 무선장치.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캡슐형층에  인접하게  배치된  복수의  제2보정  아일랜드-상기  제2보정 
아일랜드는 상기 제1보정 물질과는 다르며 작동시에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제2단계 변화가 상기 상승된 
온도 보정 프로세스 동안 상기 제2보정 아일랜드의 상기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서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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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내지 1150℃의 범위내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짐 -; 및 b. 상기 제2보정 아일랜드의 상태 보
전을 유지하고 밀봉하기 위해 상기 제2보정 아일랜드와 상기 패시베이션층 사이에 배치된 제2캡슐형층을 
포함하는 무선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2보정 아일랜드는 각각 주석과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보정  아일랜드는  각각  게르마늄과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보정 아일랜드는 각각 안티몬과 주석을 포함하는 무선 장치.

청구항 17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는 상
기 시스템의 온도 의존 특성을 검출하도록 동작하고, a. 복수의 보정링을 가진 웨이퍼-상기 링의 각각은 
작동시에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단계와 변화가 상승된 온도 보정 프로세스 동안 상기 보정링의 상기 용
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서 발생하도록, 150° 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융점을 갖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함-; b. 상기 웨이퍼 상의 상기 보정 링중 하나의 링에서 각각 유도된 복수의 광빔; 및 c. 상
기 각 광빔의 웨이퍼 반사율 값을 검출하기 위한 복수의 검출기를 포함하는 보정 시스템.

청구항 18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
융점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복수의 제1보정 아일랜드를 갖는 웨이퍼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웨이퍼
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계, c. 상기 웨이퍼 온도가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변화되는 동안 상기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로 상기 웨이퍼의 온도 의존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 d.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의 상기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을 제1
단계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및 e.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보정 변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정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와는  다르고  150°내지  1150℃의  범위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복수의 제2보정 아일랜드를 더 갖는 보정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상기  제2보정  물질의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물리적 특성의 제2단계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포함하는 보정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은 표면 반사율인 보정 방법.

청구항 22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의  용융점을 
갖는 물질의 복수의 보정 구조들중 적어도 하나의 보정 구조를 갖는 웨이퍼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가 웨이퍼의 반사율을 검출하며 상기 반사율에 대응하는 신호를 출력도록 동작하
는 웨이퍼 제공 단계. b. 상기 웨이퍼에서 광 빔을 검출하는 단계, c. 각 광 빔이 유도된 점에서 상기 웨
이퍼 반사율을 측정하는 단계, d. 상기 보정 구조의 용융점과 동일한 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상기 검출
된 반사율의 제1단계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e. 상기 제1단계 변화에 대응하는 상기 신호의 제1전류 레벨
을 결정하는 단계, 및 f.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보정 변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정 방
법.

청구항 23 

하나  이상의  온도  감지기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150°내지  1150℃의  범위  내에 용
융점을 갖는 제1물질의 복수의 제1보정 아일랜드를 갖는 제1웨이퍼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제1웨이퍼
의 온도를 천천히 상승하는 단계, c. 각 온도 감지기로 상기 변화하는 온도에 응답하여 상기 제1웨이퍼의 
온도 의존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 d.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상기 제1보정 아일랜드의 상기 용융점과 동
일한 제1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제1단계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e. 상기 제1물질
과는 다르며, 150°내지 1150℃내의 범위의 용융점을 갖는 제2물질의 다수의 제2보정 아일랜드를 갖는 제
2웨이퍼를 제공하는 단계, f. 상기 제2웨이퍼의 온도를 천천히 상승시키는 단계, g.각 온도 감지기로 상
기 증가하는 온도에 응답하여 상기 제2웨이퍼의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을 측정하는 단계. h. 각 온도 감지
기로 상기 제2보정 아일랜드의 상기 용융점과 동일한 제2웨이퍼 온도에 대응하는 상기 온도 의존 특성의 
제2단계 변화를 검출하는 단계, 및 i. 보정될 각 온도 감지기에 대해 보정 변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보정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a.  상기  웨이퍼에  하나  이상의  광  빔을  유도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1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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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화가 상기 검출기의 출력 신호에서 검출될 때, 상기 반사율을 검출하기 위해 각각의 광 빔에 대해 
검출기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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