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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웨이퍼의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로 열처리 장비 시장에서 점점 더 각광

을 받고 있는 급속 열처리

 

장치의 최근 기술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

였다

 

의 장점

 

온도 제어 모델링 기술

 

최근에 개발된 여러 종류의

 

시스템

설계 및 이들 각각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기술된다

 

새롭게 개발된 단일

 

와 광자 효과를 이용

한

 

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아울러 최근 열처리 장비 업체들의 현황과

열처리 장비 시장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서 론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열처리

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오움믹 접촉 합금

이온 주입 손상 어닐

링 불순물활

성화 등의

박막 형성 등이 열처리를

요구하는 공정이다 의 수축과 더불

어 열처리 공정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 퍼니

스 를 이용한 열처리가 초기의 반도체 공

정부터주류를형성하고있지만복잡한열처리공

정을위해서는급속열처리

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경우가 많다 복

잡한 박막 증착을 위해 기술을 열처리 장치

와결합시킬필요가있을경우와

증착 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퍼니스로

는 열처리가 매우 어렵다

의 장점은 온도를 빠르게 가열 또는 냉

각할 수 있어 열 소모 비용 웨

이퍼의 온도를 가공 온도까지 상승시키는데 걸

리는 시간 고온에서 가공된 웨이퍼의 온도

를 상온으로 하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을 크

게 줄일 수 있다 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기술이었으나 웨이퍼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거나 웨이퍼를 교체할 때마다 다른 웨이

퍼들에 해서도 같은 온도 시간 특성을 유지

하거나 또는 웨이퍼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

및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의 온도 측

정 방법과 온도 제어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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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퍼니

스로 할 수 있는 여러 열처리 공정이 로 체

되어가고있다 특히 는단일웨이퍼가공

장치이며 가공 환경의 여러 변수 예를 들면 가공

챔버속의 여러 가스들의 압력 온도의 급변 등 들

을제어하기 쉽기때문에 나

형성 게이트 전

극형성 의축전전극형성등을위한열처

리 가공이 퍼니스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다양한열처리응용분야 고유의단일웨이퍼

처리 능력 온도 급속변속률 다른 증착 장비 예

를 들면 나 클러스터 툴 와의 결합 등을 고

려할때고 도반도체디바이스를추구하는반도

체산업에 있어서반드시필요한 기술이다

로구성된미국

의 컨소시움인

는 퍼니스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처리를 로 체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열처리장비시장에서 의입지

가 점점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도

체 제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

술의 최근 동향을 낙후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소

개함과 더불어 의 장점 의 온도 측정 및

제어 기술 현재의 기술상의 문제점 시스템

설계 열처리 장비 시장의 향후 전망 등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의 개요

오움믹 접촉 합금 이온 주입 손상 단련

불순물 활성

화 형성

등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열처리 공정이고 이를

위하여 웨이퍼를 고온으로 가열을 할 필요가 있

다 퍼니스를 이용하여 웨이퍼에 열을 가할 수 있

으나 퍼니스는 온도를 상승하거나 하강시키는데

긴시간 이소요된다 텅스텐할로겐램

프 에서 나오는 복사 광

선 을 이용하여 웨이퍼에 열을

전달하면 램프의 입력 전력만을 조절하여 온도를

의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어 온도의 상

승 및 하강에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열 예산을 현

저히 줄일 수 있다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이용한

열처리는단일웨이퍼공정이여서일괄공정퍼니

스 의 개의 웨이퍼 처리

량 보다 낮으나 열처리 시간이 짧은

공정 은텅스텐할로겐램프에의한열처

리에 훨씬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열처리 공

정 중 여러 가스들의 압력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

어 여러온도 에서 복

잡한 박막 증착을 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 도

집적 회로의 제작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텅스텐

할로겐램프의복사광선을이용하여웨이퍼에열

을 전달하는 열처리 기술을 라 한다 그림

 

의 기술상 문제점

웨이퍼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측

정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이 퍼니스는 보다 우

수하였기에 퍼니스가 지금까지 열처리 장치로서

이용도가 높았다 특히 온도를 상승 및 하강할

때 웨이퍼의 원주 부분이 내부보다 온도가 일반

적으로 낮다 이러한 웨이퍼 상의 온도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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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기본 설계도

일은 열처리 후에 웨이퍼의 뒤틀림 단

층 박막의 미끄러짐 등의 심각

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이러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로부터 방출

되는 복사 광선에 의해서 웨이퍼에 열을 전달하

기 때문에 웨이퍼의 광학적 특성이 복사 광선 흡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웨이퍼에 증착된 박

막의 두께나 광학 특성에 따라 복사 광선의 흡수

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박막에 따라 의

온도 교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패턴화된 웨

이퍼는박막의두께와광학특성이국부적으로변

화하기때문에웨이퍼전체에걸쳐서온도를균일

하게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웨이퍼 표면

의거칠기와웨이퍼의뒷면의구조나광학특성도

웨이퍼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시스템 설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웨이퍼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고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 제어하는 것이다

장비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

다

웨이퍼를교체하여도항상같은 온도 시간 함

수를 유지

램프의구조가웨이퍼와 칭 적인

챔버의 구조

챔버 내의 가스의 균일한 흐름

균일한온도의유지 웨이퍼전체에걸쳐서온

도 차이가 이내

텅스텐 할로겐 램프의 균일한 주파수 성분

정확한 온도 측정 및 제어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

술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웨이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유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로 온도

를 제어하는 기술이 더욱 더 중요하고 어렵

다 제어는

시스템을 제어하

는 가장 기본적인 제어 방법이나 는

시스템이므로여러개

의 독립적인 텅스텐 할로겐 램프들과 웨이퍼 상

의 여러 지점에서 온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온도 검출기들 고온도계 혹은 열전

쌍 로 구성되며 이들 램프와 온도

검출기사이에노이즈에의한복잡한상호작용이

Tungsten-halogen
lamps

시 간

Reference Temperature Trajectory
(User가 원하는 온도-시간 함수)

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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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어 방식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제

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스템을 제어하려면

이라는 수준 높은 제어 공학적 기술이 필요

하다 본 고에서 시스템의 온도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최근모델에관하여개괄적기술을하고

자 한다

모델링 및 모델 추정

은 입력과 출력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 을 설

정 하여 이 모델에 적합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을 말한다 는 다음과 같이

상태 방정식을 모델링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각각 시간 에서 웨이퍼의

온도 이러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의 입력과 열전

쌍 온도검출기 의온도를표시한다 이모델의목

적은시뮬레이션된전압입력을램프에가하여나

타나는열전쌍의온도를측정함으로써즉 실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행렬 를 구하는 것이

다

램프 웨이퍼 열전쌍의 구성 및 배치는

그림 와 같다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고주

파수 특성을 구하기 위해

입력을램프에가하여서 열전쌍

의 온도 변화와

을 이용하여 를 구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

 

그림

의 값은 작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면

여기서 와 는 램프의 개루프 전력 궤도

와 열전쌍의 온도 궤도이다 그러면

시 간

Reference Temperature Trajectory
(User가 원하는 온도-시간 함수)

온
도

Quartz window
 (수정창)

Tungsten-halogen
lamps

wafer

Cold wall

RTP Chamber

G
as

 sy
st

em

Multi-Input
Multi-Output

Controller

Voltage-온도 변환기

열전쌍

열전쌍의

wafer 접촉점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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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면 는

로 표현된다

위에서계산한모델은정상상태

경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한 온도

에서 극한을 취한 모델이다 과도 상

태 의 경우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온도들에 해서 를 구해야 한

다 즉 를 구한다

개루프 피드포워드 입력 계산

일단 를 얻은 다음에

는 웨이퍼의 온도가 기준 온도 궤도 시스템 사

용자가 공정에 필요한 웨이퍼의 온도 시간 관계

를 따라 가도록 하는 개루프 피드포워드 입

력 을계

산해야한다 기법을이용하

여 을최소화하는기

준 온도 궤도 입력 를 계산한다 궤도 오차를

이라 하면

라고 할 수 있다

의 은

이다 를 최소화하는 를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로 쉽게

풀 수 있다 에 의하면 위의 계산은

으로 표준화

하면 이고 그

리고 이다

를 상 이득 행렬

이라 하며 의 특성을 알려면 이를

화해야 한다 즉

으로 표시하면 는 출력 방향 는

의

들로 된 각 행렬 는입력 방향이라는 의미

를 갖는다 는 의 들

이다 에 상응하는 의 첫째 컬럼의 출력 방향

은 의 첫째 컬럼의 입력 방향으로 작은 입력을

가하여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이다 반

로 에 상응하는 의 마지막 컬럼의 출력 방

향은 의마지막컬럼의입력방향으로작은입력

을 가하여도 가장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이

다

궤환 제어

위에서와 같이 개루프 피드포워드 입력을 계

산한 다음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를 하는 궤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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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야 한다 각각의 램프의 입력 전력 공급기

들과 각각의 온도 검출기들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 방정식 를 다시 쓰면

으로 표현된다 는 입력 전력 공급기의 노이

즈 는 온도 검출기의 노이즈를 표시한다 이들

노이즈를 제어하려면

제어방식을사용하여다음의

을 최소화하는 와 을 설정해야 한다

각각의 열전쌍에 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

하고 싶다면 로 설정한다 온도 오차와 열전

쌍들 사이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 하려면

라고 설정한다 각각의 램프 전력 공급기가 동일

하고 같은 노이즈 가중치를 설정하고 싶으면

라고 한다 여기서 를 전력 공급기의 포화 한

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되야 한다

방식의 단점은 정상 상태 극

한 에서만 적용되고 램프 전력 공급기와 온도 검

출기가 갖고 있는 제약점을 궤환 제어에 포함시

킬수없다는것이다 이를보완한방법이모델예

측 제어 이고 시

간 에 기준 출력 궤도와 모델에 의해서 예상된

예측된출력궤도사이의차이를최소화하도록하

는 시간 에서 사이의 입력을 최소자승법

에 의해서 설정하는 방법이다

 

시스템 설계

웨이퍼의온도를측정제어하는방식과웨이퍼

에열을전달하는방법에따라 의설계상의구

조가 다르다

현재의상용 장치의 부분이고온도계를

이용하여 웨이퍼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

한다 고온도계를이용한 의구조는 그림 과

같다 웨이퍼에서 방출되는 복사 광선

의세기를측정하여이를온도로환산한다

고온도계는 웨이퍼에서 방출되는 복사 광선을 검

출해야하는데 이러한텅스텐할로겐램프에서방

출되는 복사 광선도 고온도계에 영향을 주어 경우

에따라심한오차를발생시킨다 챔버에적당한주

파수 의 여과기 를 설치함으로써 이런 오차

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웨이퍼가 방출하는 복사 광

선의 세기와 분광 분포 는 웨

이퍼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 불순물의 도 광학

특성그리고패턴에따라크게달라 진다 특히

패턴화된 웨이퍼는 국부적으로 광학 특성이 변하

기 때문에 웨이퍼에서 방출되는 복사 광선의 특성

이위치에따라다르다 또한웨이퍼뒷면의물리적

화학적 구조가 고온도계가 검출하는 복사 광선의

세기에영향을준다 웨이퍼에증착된두개의박막

층 두께의 박막과 두께의

박막 과 웨이퍼로부터방출되는

복사 광선의 분광 특성은 그림 에서 보듯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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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특성에 따라 웨이퍼가 방출하는 복사 광선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고온도계가 정확한 웨이퍼

의 온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림

 

순수한

 

와 두 개의 박막층

 

을 갖는

 

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광선의 분광 특성

램프에서방출되는복사광선과웨이퍼가 방출

하는복사광선사이의간섭을피하기위해램프를

분자를 포함하는 수정 창으로 막으면 분

자는램프가방출하는복사광선중 파

장만을 흡수한다 그리고 고온도계는 웨이퍼가 방

출하는 복사 광선 중 파장만을 검출함

으로써 램프의 간섭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고온도계 의 챔버 속에 열전도판

을 장착한 구조도 있다 이런 구조의

는 램프에서 방출되는 복사 광선과 더불어 열

전도판에서 방출되는 복사 광선과 직접적인 열전

도에의해서웨이퍼에열을전달한다 그림 열전

도판의 복사 광선 분광 분포는 균일

하고 직접적인 열전도 현상에 의해 패턴화된 웨이

 

그림

 

램프와

 

를

이용하여

 

에열을전달하는

 

의구조

퍼상에서도균일한온도를유지할수있다 웨이퍼

와 열전도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 열전달의 정도가

단히크게차이나기때문에작은거리차이에도

웨이퍼의 온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웨

이퍼와 열전도판에 약간의 경사가 있다면 웨이퍼

상에큰온도차이가생겨박막의미끄러짐과뒤틀

림 같은 문제를 발생 시킨다 그림 는 웨이퍼와

열전도판 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따른 웨이퍼의 온

도변화를보여준다 열전도판 도도핑 도의

영향이 크다 이는 도핑 도에 따라 웨이퍼 표면

의 광학 특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에서 같이 열전도판을 두 개의 램프 뱅

크 사이에 넣어 상단 램프 뱅크 웨이

퍼 열전도판그리고하단램프뱅크가수직으로

칭을이루는 구조도있다 웨이퍼와열전도판

이 서로 칭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웨이퍼 뒷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무관하게 웨이퍼를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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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사이의거리변화에대한여러

 

들의온도

 

시간관계

 

의온도

 

챔버는 질소 가스와 진공 상태

할 수있다 열전도판이 웨이퍼의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가공하고자 하는 웨이퍼의 도핑

도도 열처리에 영향이 적다 또한 웨이퍼 상하

에위치한램프뱅크때문에웨이퍼의온도를보다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림 는열전쌍을이용하여웨이퍼의온도를

측정하는 열전쌍 의 구조를 보인다 고온도계

는 웨이퍼가 방출하는 복사 광선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온도로 환산하는 즉 간

접적으로 웨이퍼의 온도를 측정하는 반면 열전쌍

은웨이퍼에접촉하여온도를직접측정한다 열전

쌍은웨이퍼의온도변화에매우민감하고도핑

도와 증착된 박막의 광학 특성에 무관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열전쌍과 웨이퍼 사이의 접촉 저

항 때문에 웨이퍼의 온도와 열전쌍이 측정한 온도

가 다를 수있다 이 접촉 저항을줄이기 위하여 박

막 열전쌍이 사용된다

 

그림

 

그리고 수정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의

램프를 이용한 는 온도를 상승 및 하강 시

킬때램프의온도가변동하여웨이퍼의온도를제

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

하기위해수직퍼니스위에고온의열발생장치를

설치하여웨이퍼를상하로이동시키면서웨이퍼의

온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 개발되었

다 그림 이러한 는 램프를 사용하지 않지

만웨이퍼를상하로움직이면온도를쉽게급속변

화 할 수 있고 단일 웨이퍼 가공이 가능하고 기존

의 퍼니스보다 열 소모비용이 적으며 웨이퍼를 교

환하여도 일정한 온도 시간 특성을 보인다 이 장

치를 퍼니스 라 하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램

프를 이용한 보다 더 많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다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웨이퍼의 온도를 측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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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기본 구조도

 

가

 

위에위치하여

 

상하로

이동하면서

 

의 온도를 조절한다

하는 기술이 새로이 개발되고 있다 웨이퍼와 접

촉하고있는광학섬유를통과하는레이저는웨이

퍼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그의 세기와 편광이 변

화한다 이 변화를 측정하여 웨이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웨이퍼의 열팽창 계수를 이용하여 웨이

퍼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열팽창에 의

한 웨이퍼의 온도 측정은 감도가 매우 낮은 단점

이 있다 웨이퍼의 음파 전달 속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다 웨이퍼 상의 어느 한 지점에 초음파를 투

여하고다른지점에서이를검출하여웨이퍼의온

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온도의 원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열팽창에 의한 측

정보다 감도가 훨씬 높다

적외선 레이저 간섭 온도계 광

학 회절 온도계 등 온도 측정 방법도 특수한 열처

리 가공법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등이

표적인 장비제조업체들이다 와

은 산업에서 탈퇴하였고

이 새로이 합류하였다 의

은 개의 텅스텐할로겐 램프 뱅

크를 웨이퍼의 상하에 위치시킨 이고

은 열전쌍을 이용

한 의 온도 제어 장비이다 의

은 웨이퍼를 내부에서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웨이퍼의 온도를 제어하는

이다 의 는 벌집형

태 의 램프 배열로 하여 웨이퍼의 상

단에 장치한 이고 웨이퍼의 온도 불균일이

이내이다 의 은원주

형태의램프배열을가지며램프뱅크가웨이퍼상

하에 위치해 있다

램프를이용한 는적외선을이용하여웨이

퍼에열을전달하는열처리장치이나 최근에자외

선을이용한새로운열처리기술이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자외선 광자의 광자 효과 를

이용한 열처리 기술로서

라고한다 텅스텐할로겐램프에서

방출하는 복사광선 은원자의 진동 에

너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웨이퍼가 이 복사 광

선을 흡수하여 열을 전달받는다 파장이 보

다 짧은 광선은 물질내의 전자에 의해서 흡수되

어 에너지 준위를 기저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옮

긴다 이러한자외선에의한열처리는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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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

Motor

pyrometer

G
as

 sy
st

em

Process
controller

Controller

Thermocouple

water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보다 훨씬 작은 열 소모비용과 짧은 열처리 공

정 시간이 소요되고 열처리 후에 결정 결함의 수

도 적으며 소수 캐리어의 수명도 길어서 반도체

제품의 성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정을 위해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서

방출하는자외선을사용할수있지만자외선전용

인 혹은 램프 등

을기존의 장치에설치한다 그림 은램프

의 위치에 따른 네 가지 구조들을 보여준다

그림 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가 웨이퍼의

아래에 위치 그림 는 텅스텐 할로겐 램

프가 의 상하에 위치 그림 는 텅스

텐 할로겐 램프가 웨이퍼의 아래에 위치 그리고

그림 는자외선 램프가웨이퍼의

위에위치하고텅스텐할로겐램프가웨이퍼의아

래에 위치한 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

들에 의한 열처리 후 가공 온도

처리량 스트레스 결정결함의수에

한효과를 표 에서보여준다 표 에서는도

판트의확산 에관한결과들을비교하였

다 실험 결과들은 확실히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열처리가보다우수한효과를나타냄을보여준다

 

열처리 장비 시장의 향후 전망

그러나 퍼니스를 이용한 열처리 기술도 발전

을 거듭해 가고 있다 의 가장 큰 장점

은 온도를 급속 변화 이상 시킬 수 있

어 열 소모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단일 웨

이퍼 가공 처리이기에 처리량이 퍼니스의 처리

량 웨이퍼 보다 작기 때문에 도판트 확

산침식 전압임계치조

절 필드 산화막 증

 

그림

 

의 위치에 따른 네가지

 

구조들

착 등과 같이 분 이상의 열처

리를요구하는가공은퍼니스에의한일괄처리가

공이 훨씬 많은 가공량을 제공한다 는 온도

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어하기가 어렵고 웨이퍼

를교체할때마다같은온도를유지하기가어렵다

는 것이 최 의 단점인 반면에 퍼니스의 경우는

챔버내부전체가열적평형상태

를유지하여웨이퍼를반복적으로교체하여

도 같은 온도 시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정창

 Tungsten hal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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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다른 열처리 장치들의 열처리 가공 파라미터 비교

혹은
열처리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가공 온도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최저

처리량 낮음 중간 중간 높음 최고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최저

미세 불순물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최저

 

표

 

확산 실험의 결과

표면 도 확산 계수구 조

그림

그림

그림

최근에 개발된 저 처리량 웨이퍼 급속 열

처리 퍼니스

장치는앞으로열처리장비시장에서 와심한

경쟁을할것이다 에서개

발한 시스템은 로온도를상승시키

고 로 하강하면서 개의 웨이퍼를 동시

에 열처리할 수 있다 그림 와 표 은

퍼니스 그리고 의 향후 시장점유율을 보여준

다

그러나 는단일 단위로열처리를할

수 있는 고유의 장점과 과

을위한열처리가공이퍼니스에의한것

보다훨씬우수하다 표 는 와퍼니스가수

행할 수 있는 열처리 공정들을 열거하였다 열처

리장비업체들은 가퍼니스의시장점유율을

모두침식하지않고퍼니스의장점을살려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

도체제조업체들은자신들의열처리응용분야와

웨이퍼의 처리량을 고려하여 열처리 장비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림

 

열처리 장비 시장의 향후 시장 점유율

 

결 론

웨이퍼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측정 제

어하는 여러 기술의 발달로 의 보급이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을갖고있으며아직도웨이퍼의온도를정

 

Conventional furn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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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향후 열처리 장비 시장의 매출 예상 단위
열처리 장비 년 년 연평균성장률

 

표

 

열처리 장비의

확하게 측정하고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광자 효과를 이용한

열처리 기술인 는 우수한 열처리 효과로 새

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퍼니스도 와 경쟁하

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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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ace Steps RTP Steps

256MB(0.25µ)
1998-2001
Field Oxide
TiSi2

TiN
CoSi2

Glass Desensification
BSG, BPSG GeBSG, USG
Contact Anneal
S/D Anneal
Poly Re-Ox
Gate Dielectric
Tunnel Oxide(EPROM)
Capacitor Stack(DRAM)
Damage Anneal
Sac Oxide

64MB(0.35µ)
1995-1998
Well Drive
Field Oxide
Gate Oxide
TiSi2

TiN
CoSi2

BPSG Desensification
Contact Anneal
S/D Anneal
Gate Anneal
Gate Dielectric(partial)
Tunnel Oxide(falsh/E2PROM)
Poly Re-Ox
RTN(DRAM)

16MB(0.6µ)
1993-1995
Well Drive
Field Oxide
Gate Oxide
Gate Oxide Anneal
Poly Re-Ox
S/D Anneal
BPSG Reflow
TiSi2

TiN
BPSG Reflow
Contact Anneal
S/D Anneal(partial)
CoSi2

RTN(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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