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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ing the life of quartz thermocouple 

sheaths in ASM EpsilonⓇ reactors

수많은 Epitaxial process 과정 중, 열전대(Thermocouples)

를 보호하는 석영 피복의 문제와 품질 기능 저하는 장비 

보수 계획 일정 또는 예상치 않은 장비 보수 활동을 결정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기 열전대 고장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들로 인하여 Fab의 귀중한 생산 시간

과 유지보수 비용 예산을 초래한다. 이러한 열전대의 사

용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을 반도체 업

계에 제공하고, 조기 결함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 Conax 

Technologies는 8년 동안 Thermocouples(TCs) 외장 코

팅 기술 개발에 대하여 과감하게 투자하였다. 

Conax Technologies는 유리 및 세라믹 공학 분야의 

명성으로 유명한 대학교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해당 대

학교와 함께 Epitaxial process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하는 까다로운 공정에서 석영 열전대 외장의 수명을 연

장하기 위해 일련의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실험하여 평가

해왔다. 그 결과 수년간의 작업 끝에 Epitaxial process

와 호환되며, 서비스 수명에 대한 기대치를 초과하는 반

도체 공정용 석영 외장에 특화된 코팅 기술을 성공했다. 

그리고 Conax Technologies의 EtchDefender™는 미국 

특허국에 특허 출원된 제품이다.

Epitaxial process와 관련된 상대적 온도, 가스 조성과 

사용 가스 유량 및 열순환 조건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단

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

라서, 최종 평가 단계는 실제적인 생산 환경에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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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EtchDefender™의 열전대 사용이 포함되었다. 광

범위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ASM Epsilon Reactor를 사

용하여 반도체산업을 위한 웨이퍼(Wafer)를 생산하는 

주요 Fab에서 성능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Fab 공정에서 

일반(Standard) 열전대 제품과 EtchDefender™의 

Center TC 열전대를 동시에 사용했으며, 두 제품의 유일

한 차이점은 EtchDefender™ 코팅이었다. 진행된 Center 

열전대는 동일한 공정 조건 하에서 실행되었으며, 진행된 

웨이퍼는 표면 광전압(SPV)과 2차 이온 질량 분광법

(SIMS) 기술을 사용하여 EtchDefender™ 코팅(Coating)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원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나, Fab에서 EtchDefender™ 열전대를 진행

하는 동안 웨이퍼 품질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EtchDefender™ 열전대는 11,200개의 웨이퍼 진행을 처

리한 후 계획된 유지보수 중에 제거되었지만, EtchDefen 

der™의 열전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해당 

EtchDefender™와 일반(Standard) 열전대 제품이 Epsilon 

Reactor에서 사용된 이후의 상태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ndard Sheath Deterioration

ASM Epsilon 반응기(Reactor)에서 사용되는 열전대

는 석영 피복으로 보호가 된다. 석영 피복은 웨이퍼 프

로세싱을 하는 동안에 열전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

지만, 일반적인 작동 온도에서의 빈번하고 계속적인 열

순환은 실투(Quartz to cristobalite phase transition) 

및 구조적 손상을 초래한다. 실투와 관련된 밀도 변화 

(최대 20%)는 피복 내에 피로감을 만들고, 그 구조에 미

세균열을 일으킨다. In-situ chamber 세정을 하는 동

안 CL 침전 가스 및 HCl의 화학적 존재로 인하여 피복

(Sheath) 형상 내의 미세균열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공

정 가스에 의해 피복의 절삭 2속도를 가속화하고, 피복

의 심각한 부식을 초래한다. 이 피복의 점식으로 인한 

구멍(Hole)은 Chamber 환경과 석영(Quartz) 피복

(Sheath) 내부 사이의 경로를 제공한다. 

Standard Thermoelement Deterioation

상기 한 바와 같이 외장 열화가 발생하면, H2 분자는 보

호 석영 피복을 통해 분산한다. 석영(SiO2)이 분해됨에 따

라, H2가 O와 함께 H2O를 형성하면 Si는 규화백금(PtSi)

를 형성하는 백금 원소를 자유롭게 공격한다.

PtSi의 형성(Formation)은 다음 사항을 초래한다

1)  열전소자의 측정 변동(현상의 변화가 없는데 

    측정치가 변동함) 

2) 결정립계에서 열전소자를 약화시킴

3)  TC의 융점이 낮아지고, Wire slip 및 

   최종 Open circuit condition 유발

EtchDefender™ Sheath Deterioration

EtchDefender™ 코팅은 Epitaxial 처리 과정에서 융

제에 강한 표면을 만든다. 보통 작동 온도와 열순환에서 

석영 내 특징적인 형태 전이가 발생하는 동안에 Etch 

Defender™는 석영의 융제와 궁극적인 TC failure를 가

속화시키는 파괴적인 화학 공격을 지연한다. Etch 

Defender™ 코팅으로 감소된 융제율의 성취는 그림 1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점식 대신에 융제 과정과 석영의 손

실로부터 얻은 부드러운 표면의 결과들은 ASM Epsilon 

반응기에 표준 석영 피복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그 결과 

Standard ground와 Diffused TCS 보다 3배 더 길게 사

용이 되었으며, 수명이 다하기 전 유지보수 기간 중 제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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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Defender™ Qualification

: Thermal Shock Analysis

TC 외장에 사용되는 석영은 열팽창율(CTE)가 상대적으

로 낮다. EtchDefender™ 기술을 사용하면 석영 표면과 

EtchDefender™ 코팅 사이의 경계면이 생성된다. 최고의 

성능을 위해 EtchDefender™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석영

의 열팽창률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 열팽창률에 지속성과 

각각 다른 점을 평가하기 위해, 석영과 EtchDefender™ 

피복을 가열로에서 550℃로 30분간 열 충격을 가한다. 

공기 중 냉각을 하기 전 실온의 물에서 냉각시킨 후, CTE 

matching은 외관상과 스캐닝 주사 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Hazing, 미세한 균열, 박리, 층간 박리, 입자 생

성을 포함한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된다. 앞서 언

급한 열팽창률 불일치의 징후들 중 어느 것도 피복에 나

타나지 않았고, 이것은 석영 열전대 피복에 EtchDefen 

der™가 유지됨을 나타낸다.

EtchDefender™ Qualification

: Thermal Cycling Analysis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환경에서 EtchDefender™의 기

술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위해 EtchDefender™ 덮개를 

진공 상태에서 1200°C로 순환시켰다. 일반(Standard) 

및 EtchDefender™ 피복을 대기압의 상온 노(Furnace)

에 넣어 노(Furnace)를 밀봉하고 10-3Torr의 진공에 도

달하도록 배기시킨 다음 6시간 이상 1200℃로 가열하였

다. 노(Furnace)를 24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시킨 후 상

온으로 냉각시켜 냉각이 완료되면, 노(Furnace)를 대기

압 상태로 되돌리고 피복을 제거하였다. 위 작업이 5번 

반복된 뒤, 표준 외피에 관하여 외관상과 스캐닝 주사 전

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Hazing, 미세균열, 박리, 층

간 박리, 입자 생성을 사용하여 피복을 분석하였으나, 앞

서 언급한 피복의 문제가 대기 중 다양한 온도 범위 또는 

진공상태의 반도체 처리 환경에서의 발생 가능성과 같은 

EtchDefender™ 특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EtchDefender™ Qualification

: FactSage Decomposition Simulations

EtchDefender™ 코팅의 분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

뮬레이션은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Chemical species : Processing gases including ; H2, HCl, Cl2, SiHCl3, SiH2Cl2, SiH4 ; solids including

            ; Si, SiC(coated graphite susceptor), SiO2, refractory oxide

•System pressure : 1 ATM

•HCl partial pressure : 10-100% 

•Temperature : 800-1200°C

•Refractory oxide content : 0-100% 

•Results : The total amount of decomposition did not depend on refractory 

oxide content therefore, results are shown using 100%. The worst-case

decomposition corresponded to 100% HCl at 1 ATM; simulation results using these parameters are listed.

 5% decomposition @ 800°C, 0.3% decomposition @ 1200°C

•Possible ablated species : Si, SiC(coated, graphite susceptor), SiO2, refractory oxide, SiO,

                                    refractory silicates, refractory-processing gas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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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to Wafer Contamination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EtchDefender™ 코팅으로 열

전대에 융제 과정을 크게 줄였다. 따라서, 표준 열전대와 

비교하여, EtchDefender™은 잠재적인 오염물질인 융제 

산물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융제 산물들은 쉽게 무

해한 않은 산화물이 되거나 표준 피복으로 제조된 제품

과 유사하게 전환될 것이다. 웨이퍼에 제거된 종들의 잠

재적 퇴적물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 않

을 때, Fab의 이전상태와 현재의 EtchDefender™ 사용 

자료는 웨이퍼에 융제 제품의 증착이 되지 않았음을 암

시한다. 

또한, Fab는 EtchDefender™ TC를 사용하여 ASM 

Epsilon reactor 내에서 공정 가스에 어떠한 영향도 탐지

하지 못했다. 특히 고온에서 새로운 물질의 도입을 포함

하여 복잡한 시스템에 열역학 이상은 가능하고, 시뮬레

이션이 시사한 것처럼 최소한의 분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이 종(Species)들이 배출관리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

으로 배출되고, 중화되는 것이 명백해졌다.

About Conax Technologies

Conax Technologies는 표준 및 맞춤 제작형 엔지니

어링 온도센서, Pressure sealing 및  Feed-through, 

Probe, 센서, 와이어, 전극 및 광섬유 케이블의 설계 및 

제조업체다. Conax 회사는 Buffalo, New York에 본사

가 있으며, 미국 서부 해안,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 031-378-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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