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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또는 조절을 위한 써모파일-기본 검출기 및 상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써모파일

-기본 센서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또는 조절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써모파일 검출기, 적외선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 조절용 적외선 써모파일 시스템, 및 상기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조

건을 감지하는 적외선 써모파일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의 모니터링 및 조절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공개특허 10-2004-0108767

- 2 -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센서 및 모니터링 기기는 두 가지 용도를 가진다. 상기 기기의 첫번째 용도는 공

정 시스템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서의 공정과 관련있는 유독성 또는 위험 물질의 존재를 사람들(반도체 공정 장비를 

작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기 장비와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안전 센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때때로 '

생명 안전 센서'로 불려지는, 상기 안전센서들은 검출되는 가스 및 증기의 TLVs(threshold limit valuses)와 관련하

여 낮은 검출한계를 가진다. 일 예로써, 아르신(arsine) 가스를 감지하는 안전 센서는 부피당 10억분의 50(ppbv)에 

해당하는 낮은 검출한계를 가지며, 그리하여 50ppbv 또는 그 이상의 아르신 농도가 안전 센서 기기에 감지될 수 있다

.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상기 센서 및 모니터링 기기들의 다른 용도는 반도체 공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상기의 예로써, 챔버 클리닝(chamber cleaning) 작업의 종료를 나타내는 시그널(signal)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SiF

4 자외선(UV) 방사 검출기를 들 수 있다.

반도체 제조 분야는 공정의 모니터링 및 조절에 있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써모파일 검출기 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IR 셀 시그널(curve A) 및 아르신(arsine)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FT-IR 분광기가 장착된 써모파일 검출

기에서 시간(초)에 따른 스크러버 테스트 컬럼의 배기관에서의 아르신 방출(breakthrough)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도 3은 가스 상 모니터링을 위한 써모파일 검출기 및 반도체 공정 툴과, 제외 유닛과 관련된 공정 스트림의 조절을 이

용하는 반도체 공정 설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서로 다른 트리메틸 실란의 농도에 따른 써모파일 검출기 시스템의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는 도 4의 내용에 따른 트리메틸 실란의 보정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 조절용 적외선 써모파일 시스템, 및 상기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조

건을 감지하는 적외선 써모파일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의 모니터링 및 조절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공정 가스의 흐름을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공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공정 가스을 위한 가스 샘플링 영역;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을 통해서 적외선을 투과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되는 적외선 광원;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을 통해서 투과된 적외선을 감지하고, 공정 가스 성분의 농도에 상응하는 적외선 출력 시그널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되는 써모파일 검출기; 및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반도체 공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공정 조건들을 응답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배열되는 공정 조절 수단.

또한, 본 발명은 가스공정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공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

기 방법은 써모파일 검출기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가스 성분의 농도를 감지하는 것, 써모파일 검출기로부터 상기의 선

택된 가스 성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 및 상기 출력에 상응하여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구현에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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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

본 발명은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 조절에 유용한 적외선 써모파일 검출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공정에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치지 않는 조건을 감지하는 적외선 써모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 모니터링 및/또는

조절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공정'이란 용어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물질의 처리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모든 작업, 실질적인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제조 설비와 관련되어 수행되는 작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품의 제조에 관련된 어떠한 그리고 모든 공정과 유닛 작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

어, 공정 장비의 상태,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화학적 운반 라인의 세척, 공정 툴 챔버(chamber)의 에칭 클리닝

, 반도체 제조 설비에 의해 생산되는 폐기물의 유독하고 위험한 가스의 제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외선 검출 시스템의 작동은 대부분의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하는 분자들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레벨에서 

적외선을 흡수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기체, 액체 및 고체 조성이 광범위한 파장의 적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상기 조성들 중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분은 매우 특정한 파장에서 IR  빛을 흡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IR-

흡수 성분을 가지는 그리고 가지지 않는 에너지 스펙트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어떠한 조성에서 특정 물질을 확

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패턴을 가지는 흡수 프로파일(profile)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조성

에서의 물질의 농도를 상기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초기 IR 분석기들은 회절격자 기술 또는 IR 방사선을 각각의 파장으로 분산시키는 프리즘을 사용하는 분광기들이었

다. 이때, 각각의 에너지들은 이동 슬릿 어퍼쳐에 의해 가스 셀속으로 도입되며, 가스 셀을 통과하여 선택된 파장을 갖

는 방사선이 검출된다. 상기 분산성의 IR 분석기는 IR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슬릿 어퍼쳐(slit aperture) 포지션과 검

출기로부터의 시그널과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기적 공정 수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흡광도의 관계를 산출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분광 분광기의 주된 단점은 고장나기 쉬운 이동 부품의 사용, 다수의 부품의 사용으로 인

한 높은 비용, 및 분산 분광기의 특징적인 작동 중의 하나인 느린 안정화 속도(collection rate) 등이다. 상기 분산 분

광기와 비슷한 FT-IR(fourier transform IR) 분광기는 광범위한 에너지 IR 광원을 사용한다. 초기에 재생되는 IR 빔(

beam)은 두개의 빔(beam)으로 쪼개어지고 이동 반사경(moveable mirror)을 이용하여 안쪽 및 바깥상의 두개의 빔 

중 하나의 빔을 방출함에 따라 간섭 패턴이 생성된다. 레이져 빔은 실시간으로 이동 반사경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듀얼 빔(dual beam)이 샘플에 방출된 후, 분광기기의 센서 성분은 레이져-포지션닝 빔(laser-posit

ioning beam)과 더불어 컨볼루션된(convoluted) 적외선 파장 패턴을 전송받는다. 이때 상기 정보는 컴퓨터로 보내지

고, FT 알고리즘에 의해 에너지에 대한 반사경의 변위 데이터를 에너지에 대한 흡광도의 데이터로 변환시키게 된다. 

상기 FT-IR 분광기의 단점은 그들의 복잡성 및 상당한 비용에 있다.

본 발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적외선 써모파일 검출기는 상기 분산 분광기 및 FT-IR 분광기에 비하여, (ⅰ) 낮은 

비용, (ⅱ) 장치의 간단성(이동 부품이 없음), (ⅲ) 빠른 응답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써모파일에 기초한 적외선 모니터링 시스템은 적외선 광원, 가스 셀(gas cell) 및 써모파일 검출기를 포함

한다. 상기 가스 셀(gas cell)은 가스 샘플 모니터링 영역이며, 상기 가스 샘플 모니터링 영역은 본 발명의 광범위한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적당한 구획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공정의 모니터링 및 조절을 위한 조절 시그널을 생성시키는

IR-흡광도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스를 통과한 IR 빛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가스가 지나가는 통

로 및 챔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적용을 위하여, 본 발명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반사경 및/또는 IR 광선을 조

준하고 직접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렌즈를 이용할 수 있다. 써모파일 검출기는 IR 광선에 노출되었을 경우(또는 IR 스

펙트럼 레짐(spectral regime)에서의 열) 낮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 시그널은 검출기에

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비례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써모파일 검출기는 각각의 검출기 유닛에서 구성요소들의 복합적인 배열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듀얼 엘레먼트 검출기(dual element detector)에서, 써모파일 검출기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흡광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e.g., 4.00±0.02 ㎛의 파장)에서의 IR 빛을 감지하기위한 참고로써 사용될 수 있다. 두번

째 써모파일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관심있는 스펙트럼 범위(모니터링되는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스펙트럼 범위)에서 I

R 에너지를 감지하는 필터로 코팅될 수 있다. 상기의 참고 써모파일 검출기 구성요소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 써모파일

검출기 활성 구성성분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의 차이는 농도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4개의 써모파일 구성요소가 배열

된 검출기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들어, 4-구성요소 검출기 유닛(unit)에서, 하나의 검출기 구성요소는 참

고로서 적용될 수 있고, 남아있는 3개의 검출기 구성요소는 다른 스펙트럼 영역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써모파일에 기초한 검출기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IR 램프와 같은 IR 광

원(10)은 광범위한 적외선 빔(12)을 생성한다(IR 파장의 확장된 스펙트럼 범위). 상기 IR 빔(12)은 분석을 위해 모니

터링되는 가스가 나타내는 내부부피(16)를 가지는 가스 셀(14)에 작용하게 된다. 상기 가스 셀은 반도체 공정 시스템

에서 구획, 횡단면 영역 또는 가스 플로우 도관의 부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 플로우의 슬립-스트림(side st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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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가스 모니터링 작업을 위한 플로우 도관 또는 공정 툴(tool) 파이핑(piping)으로부터 인용될 수 있다.

가스 셀(14)의 내부 부피(16)를 통과하고 가스들의 상호작용 후에, 횡단과 동시에 가스 셀(14)로부터 방사되는 IR 방

사선은 써모파일 검출기(20)에 작용하게 된다.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특정 IR 파장의 방사선이 필터를 통과할 수 있

도록 깊숙이 끼워진 IR 필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써 써모파일 검출기가 방사선 강도를 결정하고 검출기의 

각 구성요소의 출력 전압을 생성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낸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의 전압 출력은 시그널 송신 라인(22

)으로부터 중앙 공정 유닛(24)으로 통과하게 되고, 예를 들어 개인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기기, 또는 다른 계측 수

단을 들수 있는데, 여기서 검출기 구성요소에 의해 생성된 전압 시그널은 관심있는 가스 성분 각각의 출력 농도값을 

산출하기 위해 연산방식으로 처리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써모파일에 기초한 분석 시스템은 IR 방사선의 촛점을 맞추기 위한 반사경[(26) 및 (28)]을 

포함한다. 상기 반사경들은 검출한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부 부피(16)를 가로질러 적외선 빔(beam)에 1회 이상 

통과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의 적외선 광원(10)은 예를 들어, 약 2~4.6㎛파장 스펙트럼(spectrum)에서 IR 방

사선을 제공하는 퍼킨엘머 IRL 715 적외선 램프와 같은 어떠한 적당한 형태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써모파일 검

출기(20) 또한 적당한 형태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퍼킨 엘머 TPS 3xx 싱글 검출기, 퍼킨엘머TPS 5xx 싱글 검

출기, 퍼킨엘머 2534 듀얼 검출기 또는 퍼킨엘머 4339 쿼드(quad) 검출기일 수 있다. 상기의 적외선 광원(10) 및 써

모파일 검출기(20) 구성요소들은 퍼킨엘머 옵토일렉트로닉스사(Wiesbaden, Germany)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로써 써모파일 검출기 구성요소들은 10-40 밀리초(millisecond) 범위의 반응시간을 가진

다. 본 발명에 적용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측정된 적외선 빛을 수집하기 위한 검출기 흡수영역, 흡수영역 아래에 

위치한 열적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열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흡수영역에서의 적외선 빛의 갑작스런 발생은 상

기 흡수영역을 가열하고 출력 리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방사선 전력의 직접적인 측정에 의한 DC 전압을 발생시키

게 된다.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써모파일 검출기 구성요소 정면에 위치한 가스-특이적 적외선 밴드 패스 필터

(gas-specific infrared radiation band pass filter)에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상기 써모파일에 의하여

생성된 출력 전압의 감소는 이에 상응하는 가스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참고 흡수 영역(여과되지 않음) 및 가스-여과된 흡수 영역을 포함하며, 반도체 가스 또는 관심있는 가스 성분(

예를 들어, 아르신, 포스핀, 게르만, 스티빈, 디스티빈, 실란, 치환된 실란, 염소, 브롬, 유기금속 선구 증기 등)을 감지

하기 위한 가스-특이적 래더 필터(latter filter)를 가지는 다수의 흡수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써모파일 IR 검출기 유닛은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반도체 공정 적용에서의 공정 조절에 유

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로써, 써모파일 IR 검출기 유닛은 툴 챔버 및/또는 플로우 회로의 내부로 적당한 농도의 물질이 

운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스 운반 모니터링 유닛, 예를 들어, 반도체 툴의 가스 운반 라인에 설치되는 인-라인 

모니터  , 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적용에 있어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의 고유한 안정성은 정확한 농도 의 측정을 쉽게할 수 있다. 상기 가스 운

반의 감지 및 조절에 써모파일 검출기의 사용은 툴로의 공급 가스의 미터제 운반에 사용되는 매스 플로우 조절기를 

조정하는 필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에 의해 생성된 시그널은 피드백 제어 배열(feedbac

k control arragements), 예를 들어, 농도, 부피당 유속, 반응용매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

으로부터 매스 플로우 조절기로의 운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피드백이 반도체 공정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로써,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다른 산업 공정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제외 시스템(abatement system)의 제외 툴 조절기로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이 유입되는 제외 기기의 유입구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 공정에서, 써모파일 검

출기 유닛은 온-스트림 작업 상태에서 페기물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툴이 활발히 작동하는지의 여부 또는 업스트림 

툴이 비-폐기물-생산 상태인지의 여부, 예를 들어, 세정 또는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습식 스크러버 또는 건식 스크러버와 같은 폐기물 스크러버의 제외 툴 조절기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으며,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의 적용으로 인하여 스크러버를 '스마트' 스크러버로 변모시킬 수 있고, 공

급 원의 유지(낮은 소비성)로 인하여 스크러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다른 구현예로써, 본 발명의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업스트림 반도체 공정 툴로부터 폐기물 제외 스크러버로 배

출되는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제외 장치 및/또는 제외 처리 방법의 변화를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공정

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이 증착물(예를들면, 실란, low-k 물질)을 검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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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가스 스트림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에 의해 증착공정(열적 산화 유닛)에서의 폐기물을 배제하기 위한 적

당한 다른 제외 툴로 보내질 수 있다.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이 증착물질을 감지하지 못할 경우, 툴(예를 들어, 업

스트림 증기 증착 챔버)은 클리닝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때 가스 스트림은 클리닝 단계에서의 폐기물을 배제하기 위

한 '가장 적당한 툴(예를 들어, 습식 스크러버)'로 보내진다.

또한 다른 구현예로써,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반도체 공정 챔버의 다운스트림(downstream)에 설치되는 종말점 검

출기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공정에서, 분석기는 공정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성분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감지하는 인-라인 모니터로 사용될 수 있다. 공정 챔버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농도 변화는 툴 오퍼레이터(operat

or) 및/또는 기기의 작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세정, 클리닝과 같은 전처리 공정을 개시하는 자동화 공정 조절 장치로 

보내지는 종점 시그널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2는 건식 스크러버 테스트 컬럼의 배기관에서 아르신의 방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FT-IR 분광기 및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을 교대로 사용하여 수집한 측 정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아르신 스트림은 비소 도핑 공정에서 반도체 기기

구조에 의해 생성되거나 또는 에피택셜 성장 공정에서 갈륨 비화물에 의해 생성되는 As-코팅된 폐기물의 시뮬레이

션을 의미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의 응답(curve A)은 FT-IR 분광기 시그널(curve B)보다 빠르므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농도 변화의 경향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3은 유독하거나 위험한 폐기물의 성분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외 유닛(104)과 반도체 공정 툴(102)을 포함하는 반

도체 공정 시스템(100)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하기에 좀더 상세히 서술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써

모파일 검출기 유닛을 이용한 공정 모니터링 및 조절을 위한 중앙 공정 유닛(CPU)(110)을 포함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 툴(102)은 반응원료 공급원(108)으로부터 반응원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배열되어 진다. 예로써, 반도체 

공정 툴(102)은 반응원료인 실란 가스가 있는 에피택셜 성장 챔버를 포함하거나, 반도체 공정 툴(102)은 반응원료 공

급원(108)으로부터 유기금속 전조체를 공급받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챔버를 포함하거나, 또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서의 어떠한 다른 공정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반응원료 공급원(108)으로부터의 반응원료는 공급 라인(114)에서 반도체 공정 툴(102)로 흐른다. 공급 라인(114)은 

매스 플로우 조절기와 작동관계에 있는 매스 플로우 조절기 셋 포인트 조정 유닛(138)이 장착된 매스 플로우 조절기(

112)를 포함한다.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16)은 공급 라인(114)에 인-라인 방식으로 설치되며, 상기 공급 라인(114)

에서 반도체 공정 툴로 흘러들어가는 가스 상의 반응물을 검출하기 위하여 배열된다. 써모파일 기기(116)에 의해 생

성되는 가스 농도 시그널은 시그널 전송 라인(142)에서 CPU(110)로 전송된다. 상기 CPU(110)는 차례로 조절 관계

에 배열될 수 있고, 매스 플로우 조절기 셋 포인트 조정 유닛(138)으로의 조절 시그널 라인(140)의 수단들에 의해 배

열될 수 있으며, 상기 매스 플로우 조절기 셋 포인트 조정 유닛(138)은 매스 플로우 조절기(112)의 셋 포인트를 조절

한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매스 플로우 조절기의 셋 포인트는 조정 유닛(138)에 의해 매스 플로우 조절기의 셋 포인트를 

조정하기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116)에 의해 감지되는 농도에 따라 모듈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매스 플로우 조절

기(112)는 반도체 공정 툴에서 반응원료의 정밀한 셋 포인트 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의 시스템에서, 반도체 공정 툴(102)은 폐기물 배출 라인(118)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처리된 폐기물을 생성

시키기 위한 처리에 사용되는 제외 유닛(104)으로부터 흘려보내지는 폐기물을 생성하게 되며, 상기 폐기물은 제외 유

닛124)으로부터 제외 유닛 배출 라인(124)으로 방출된다.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에 의해 감지되는 폐기물 배출 라인(118)의 폐기물 스트림에서의 선택된 성분(들)에 응답

하여, CPU(110)는 셋 포인트 조절 유닛(138)을 모듈함에 의해 매스 플로우 조절기(112)의 셋 포인트를 조정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에 의해 감지되는 폐기물 배출 스트림에서의 감지된 농도에 응답하는 CP

U(110)는 공급 라인(114)의 플로우 조절 밸브(도면에 나 타내지 않음)의 폐쇄 및/또는 반도체 공정 툴(102)이 포함되

는 조정 또는 종결 단계에서의 다른 작동들에 영향을 미침에 의해 반응원료의 흐름을 종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에 의해 감지되는 폐기물 가스는 활성 공정 모드에서 클리닝 모드, 또는 첫번째

활성 공정 단계에서 연속적인 공정단계로의 반도체 공정 툴(102)의 효과 전환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써

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에 의해 감지되는 배출 라인(118)에서의 폐기물 스트림의 관심성분의 농도는 시그널 송신 

라인(154)에서 CPU(110)로 전송되는 농도 시그널을 생성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농도 시그널은 활성 공정 단

계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CPU(110)는 반응원료 공급원(108)으

로부터 툴로의 반응원료의 흐름을 종결시키게 된다. 동시에 상기 CPU는 제어 시그널을 제어 시그널 송신 라인(152)

에서 밸브 조절기(150)로 전송한다. 상기 밸브 조절기(150)는 세정 가스 공급원(144)에 연결된 세정 가스 공급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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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의 플로우 조절 밸브(148)와 상호조절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CPU(110)로부터의 조절 시그널은 밸브 조

절기(150)에 작용하게 되며, 상기 밸브 조절기(150)는 차례로 밸브(148)를 개봉하고, 세정 가스가 반도체 공정 툴(10

2)로 흘러들어 가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공정 툴은 효과적으로 반응원료 가스들을 세정하며,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활성 공정을 준비시키거

나, 또는 일반적으로 활성(on-stream)공정이 수반되기 이전 단계인 클리닝 단계를 준비시키게 된다. 반응원료 잔류

물의 제거, 부산물의 분해 등을 위하여 세정 가스가 충분히 공정 툴을 통과하여 흐를 경 우,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

0)에 의해 감지되는 농도 및 시그널 송신 라인(154)에서 CPU(110)로의 농도 시그널의 송신이 일치되어 나타남에 따

라, CPU는 밸브(148)를 폐쇄하고 공정 툴로의 세정 가스의 흐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밸브 조절기(150)를 작동시키

게 된다.

반도체 공정 툴(102)의 가스 공급 라인(114)에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16)을 설치하는 대신에, 또는 이에 더하여, 시

스템은 반도체 공정 툴(102)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을 유출수 방전 라인(118)

에 적용할 수 있다.

추가로 또는 선택적으로, 제외 유닛(104)의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 업스트림은 제외 유닛(104)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될 수 있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외 유닛(104)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으며, 다중 제외 처리 단계 및 예를 들어 습식 스크러

버, 건식 스크러버, 열적 산화 유닛, 촉매에 의한 산화 유닛, 화학적 흡착 유닛, 물리적 흡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공정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써, 도 3은 습식 세정에 요구되는 방전 라인(118) 내의 반도체 공정 툴(102)로부터 유출수를 방출하기 위

한 수단인, 습식 세정 유닛을 포함하는 제외 유닛(104)을 나타낸 것이다. 습식 세정은 적당한 액체 세정 물질, 예를 들

어, 세정 물질 소스(106)에서 공급되어지고 세정 물질 공급 라인(162)에서 제외 유닛(104)으로 흘러들어가는 물, 산

성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 등을 이용하여 스크러버 제외 유닛(104)에서 수행된다.

상기 라인(162)에서 세정 물질의 유속은 밸브 조절기(158)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플로우 조절 밸브(160)에 의해 조절

되며, CPU(110)로부터 시그널 송신 라인(156)을 통하여 전송된 조절 시그널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므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은 제외 유닛(104)에서 배제되는 성분의 농도 감지 및 시그널 송신 라인(154)

에서 상기 농도에 상응하는 시그널을 CPU(110)에 전송하기 위해 유용하게 배열될 수 있다. 폐기물 스트림에서 배제

되는 성분의 농도를 표시하는 상기 시그널에 응답하여, CPU(110)는 조절 시그널 송신 라인(156)에서 밸브 조절기(1

58)로 조절 시그널을 송신하며, 상기 CPU는 폐기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양의 세정 물질이 제외 유닛(104)

으로 흐르도록 플로우 조절 밸브(160)의 조절점을 모듈함으로써, 폐기물 스트림에서의 관심있는 세정 성분을 제어하

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 스트림에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0)에 의해 감지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정 성분의 농도는 CPU(

110)가 제외 유닛(104)으로의 세정물질의 흐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밸브 조절기(158)를 작동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써, 세정 물질은 세정 성분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당한 양 및 속도로 공급된다. 이때, 세정 성분을 포

함하고 있는 세정 물질은 제외 유닛(104)으로부터 세정 물질 방출 라인(130)으로 배출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제외 유닛(104)으로 부터 폐기물 방출 라인(124)으로 배출되는 처리된 폐기물은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4)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농도 시그널이 시그널 송신 라인(164)에서 CPU(110)로 전

송된다. 그 결과 CPU(1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세정 물질의 유속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

여, 필요에 따라서 스크러버 제외 유닛(104)으로부터 방출 라인(124)으로 최종 방출되는 미리 결정된 낮은 세정 성분

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밸브 조절기(158)을 통하여 플로우 조절 밸브(160)를 조정함으로써 감지된 농도에 반응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미리 결정된 낮은 세정 성분의 수준은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6)의 검출 한계보다 낮은

농도일 수 있다.

바람직한 세정 성분의 제거 범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정 물질의 유속을 모듈하는 것에 더하여, 써모파일 검출기에 

의해 감지된 세정 성분의 농도는 시그널 송신 라인(164)에서 CPU(110)로 전송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방출 라인(

124)으로부터 라인(128) 내의 제외 유닛(104)의 유입구로 폐기물이 재순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라인(128)은 방출 라인(124)에 배치된 3-웨이 밸브(132)와 연결되어 있다. 밸브 조절기(134)는 3-웨이 밸브(1

32)와 역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밸브 조절기(134)는 컨트롤 시그널 송신 라인(136)에 의해 CPU(110)에 단단히 고

정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배열로 인해, 제외 유닛(104)으로부터 폐기물에서의 세정 성분의 농도가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126)에 의해 감지되며, 감지된 농도 시그널은 시그널 송신 라인(164)에 의해 CPU(110)로 전송된다. CPU(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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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응답하여 시그널 송신 라인(136)에서 3-웨이 밸브(132)와 연결된 밸브 조절기(134)로 조절 시그널을 전송하

게 되며, 이에 의하여 밸브(132)는 방출 라인(124)으로부터 처리된 유출수가 제외 유닛(104)으로 재도입될 수 있도록

라인(128)에서 라인(118)으로 재순환하도 록 조정된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제외 유닛(104)에서의 세정 성분의 제거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정 물질의 유속 뿐만 아

니라, 순환 속도도 조절될 수 있다.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이 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이에 반응하여 유체의 유속을 제어하는 반도체 공정 시설 및/또

는 다른 공정 조건 및/또는 반도체 공정 조작상의 여러 양상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도 3의 구현예

에서의 결론에서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공정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고, 공정 반응의 요구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써모파일 검출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제어 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반도체 제조 설비와 관련된 제

품의 일관성을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도 3의 구현예는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단일 기체 성분(모니터링된 기체 종과 같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을지

라도, 다중성분 공정 스트림에서 다양한 기체 성분들의 농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본 발명의 다중-성분 써모파

일 검출기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기 본 명세서에서 서술한 바로부터 주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참고로써 단일 반도체 공정 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을 지라도, 통상적인 반도체 공정 시설이 다중 툴

및 공정 시스템 성분을 포함한다는 것은 인정될 것이므로, 써모파일 검출기 유닛은 반도체 공정의 다양한 작업, 예를 

들어 공정 시스템 플로우 회로의 특정 챔버 또는 영역에 다중적으로 동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IR 써모파일 검출

기 유닛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공정, 싸이클-타임 프로그램 컨트롤러 등을 포함하는 조절 회로와 함께 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 출력 시그널을 가지는 써모파일 검출기는 특정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그널 발생기 그리고 송신/제어 기기 및 인터페이스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 시그널은 통합된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모니텅링 및 제어의 목적으로 라디오 주파

수 수신기로 전송될 수 있도록 라디오 주파수 트랜스폰더에 의해 송신되는 라디오 주파수 시그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써모파일 검출기의 전력에 기초한 출력은 다른 시그널 형태로 전환될 수 있거나, 또는 중앙 공정 유닛 또는 다른 컴퓨

터의 조작 또는 제어 수단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심지어는 적외선 조절 시그널로 재전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해 좀더 상세히 기술되나, 이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만 하기의 실시예는 참고로

써 인용된다.

실시예

트리메틸 실란을 사용하는 써모파일 검출기 시스템

도 4는 서로 다른 트리메틸 실란의 농도에 따른 써모파일 검출기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트리메틸 실란은 반도체 

공정에서 낮은-k 전조체(precursor)로 사용됨으로써 써모파일에 기초한 공정 모니터링의 적용을 위해 선택된 물질

이다. 이러한 특정 시스템은 듀얼 센서 써모파일 검출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성 원소는 메틸기(약 3000㎝ -1 )를 제

외한 모든 IR 빛을 여과한다. 두 번째 필터는 약 2500㎝ -1 근처의 좁은 밴드를 측정한다. 도 4에서 'TP 비율'로 표지

된 곡선은 활성 원소의 감응(response)을 표준 원소에 의해 생성된 시그널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활성'으로 표지된 

곡선은 오직 활성 검출기 원소에 의해 생성된 전력에 상응하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5는 트리메틸 실란의 보정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 4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도 4와 비슷하게, 하나의 보정 

곡성은 활성 및 표준 시그널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반면 다른 곡선은 활성 검출기 원소에 의해 생성된 시그널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두 곡선들은 0.999 보다 큰 상관 계수를 갖는 2차 다항식에 따라 그려진 것들이다. 상기 보정 곡

선에 근거하여, 100만 분의 500(ppm)이라는 검출 한계가 추정된다.

본 발명이 참고로써 서술된 구현예 및 특징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시되어 있을지라도, 본 발명에 기재된 구현예 및 특

징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며, 다른 변형, 변경 및 그 외의 구현예들이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의 당업자

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다음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광범위하게 구성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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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음을 포함하고, 공정 가스의 흐름을 위한 플로우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공정 시스템:

공정 가스를 위한 가스 샘플링 영역;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을 통해서 적외선을 투과시키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되는 적외선 광원;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을 통해서 투과된 적외선을 감지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 선택된 공정 가스의 성분의 농도

에 상응하는 출력 시그널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되는 써모파일 검출기; 및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반도체 공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공정 조건을 응답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공정 조절 수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증착 챔버(deposition chamb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 챔버는 공정 가스로 화학 반응물 소스로부터 화 학 반응물을 회수하며, 증착 챔버로 도입

되는 화학 반응물 공정 가스의 농도를 감지하기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가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 챔버로 화학 반응물 공정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 공급 라인에 가스 샘플링 영역이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시스템의 업스트림(upstream) 유닛에서의 사용을 위한 상기 공정 가스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성분

을 배제하기 위한 제외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정 유닛은 에피택셜 성장 반응기(epitaxial growth reacto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정 유닛은 이온 주입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공정 유닛은 화학적 증기 증착 챔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외 유닛은 스크러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러버는 습식 스크러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 스크러버는 세정 물질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물질 소스로부터 제외 유닛으로의 세정 물질의 흐름은 제외 유닛에서 처리되는 공정 가

스의 세정 성분의 농도에 상응하여 모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가스 샘플링 영역은 제외 유닛의 업스트림 또는 다

운스트 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은 제외 유닛의 업스트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샘플링 영역은 제외 유닛의 다운스트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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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외 유닛은 산화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외 유닛은 열적 산화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외 유닛은 촉매에 의한 산화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는 공정 가스의 농도를 모니터하고, 공정 시스템에서의 작업의 완료를 결정하

기 위하여 구성되고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은 시스템의 반도체 공정 툴에 의하여 수반하는 작

업 단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밸브 세팅을 변경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시스템에서 유체 흐름의 개시 및/또는 종결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시스템에서 유체의 유속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써모파일 검출기가 배치된 반도체 공정 툴 및 반

도체 공정 툴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제외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공정 툴로 흘러들어가는 가스,

반도체 공정 툴로부터 제외 유닛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스, 및

제외 유닛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는 반도체 공정 툴로 흘러들어가는 가스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는 반도체 공정 툴로부터 제외 유닛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스를 모니터하기 위

하여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는 제외 유닛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배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은 질량 흐름 콘트롤러의 지정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 시스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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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써모파일 검출기의 출력은 시스템의 유체 처리 단계 또는 시스템 공정 작업의 순환 속도를 모

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가스 샘플링 영역은 상기 플로우 회로 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가스 공정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을 함유하는 반도체 공정 작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써모파일 검출기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가스 성분의 농도를 감지하는 단계, 써모파일 검출기로부터 상기 

선택된 가스성분의 표시농도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에 상응하여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은 반도체 공정 툴로 유입되는 

화학 시약 반응물의 유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은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 유닛

으로부터 배출되거나 또는 흘러들어가는 가스 스트림의 유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공정 툴로의 가스 스트림이 모니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제외 유닛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스 스트림이 모니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제외 유닛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 스트림이 모니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0항에 있어서, 써모파일 센서 출력이 밸브를 모듈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0항에 있어서,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매스 플로우 조절기의 셋 포인트를 모듈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0항에 있어서,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공정의 제외 처리 단계에서 세정 물질의 흐름을 모듈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0항에 있어서,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첫번째 공정 단계를 종결하고 두번째 공정 단계를 개시하기 위하여 적용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0항에 있어서, 써모파일 검출기 출력은 공정에서 유체 스트림의 순환을 모듈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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