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KIDENKO OR 4000T 및 OR4000E 광센서
온도계와 방사율 측정기
효과적인 비용과 컴팩트한 구성으로 정밀한 온도측정

Advanced Energy의 OR4000T, OR4000E 멀티-채널 광센서
온도계(OFT)는 RTP, HDP-CVD, MOCVD, UV 교정 및 기타 다양한
반도체 공정용 무접점 온도 측정방식으로 업계 내 최고의 성능을
갖는다. OR4000T 모델은 멀티 채널 기능을 제공하며 가장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2kHz의 읽기 속도를
지원한다. OR4000E 모델은 OR4000T와 같은 고속 성능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사율 보상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두 모델은 모듈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공정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쉽게 한다.
혜택
› 온도 측정의 정확성 향상
› 웨이퍼 간 및 웨이퍼 내 균일성
강화 › 생산성, 수율 및 처리량
증가

특징
› 원위치, 무접점 온도 및
방사율측정
› 한 장비 내에서 멀티 파장 측정
› 업계 최고의 온도 및 방사율읽기
속도
› 모듈 기반의 유연한 플랫폼 설계
› 트리거와 동기 기능을 포함한
RS232/422 및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온도 측정의 정확성 향상
Advanced Energy의 OR4000T와 OR4000E 멀티-채널 광센서 온도계 (OFT)는 컴팩트한 모듈 플랫폼에서 무접점으로
정밀한 온도 및 방사율 측정이 가능하다. 컴팩트한 모듈 플랫폼은 각각의 독특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AE의 OFT들은 균일한 온도 유지 및 조절이 쉽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원활하게 프로세스
처리를 하여 가장 이상적인 온도 측정을 한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다:
› OR4000T는 RTP, 레이저 열처리, HDP-CVD, MOCVD, ALD, UV치료, 태양전지 포장, 및 HDD 프로세싱에 이용
› OR4000E는 Epi, CVD, MOCVD, 및 기판 방사율을 변경하는 기타 프로세스에 이용
반복성 강화 및 변이 최소화
기존의 전형적인 열감지 측정방법은 기판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열 전달 방법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계적 파손 및
측정치의 부정확 성을 초래하여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는 부적합했다. OR4000T와 OR4000E는 측정되는 대상물에 대한
접촉 없이 원위치에서 직접적으로 목표에 대한 온도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포인트간 균일성을 강화하고 측정 온도를
읽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각각의 OFT 시스템은 콘트롤러, 광센서 및 광케이블로 구성된다.
센서는 목표물 (통상적으로 기판)로 부터 방출되는 근접 자외선을 감지한다. 이후 광케이블은 센서로부터 컨트롤러에 근접
자외선을 전송한다. 컨트롤러는 수집된 빛들을 읽을 수 있는 온도 수치로 변환한다.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 콘트롤러는 프로세스 챔버로부터 떨어진 원격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각 센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기능적,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충족 될 수 있도록 고객 맞춤 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측정, 높은 정확도의 재현성과 증가된 수율을 보장한다.

생산성, 수율 및 처리량 증가
OR4000T와 OR4000E 모두가 최고 2 kHz 속도로 고속 읽기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온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가능해졌다. 동적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것은 궤환-루프 방식의 온도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프로세스 수율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멀티 챔버와 기판 재료에 대해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OR4000T 모델은 특정 조정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 4개의 독립된 맞춤형 가동채널을 이용하여 멀티-채널 온도측정이
가능하다.이러한 특징들은 멀티 챔버 내에서 균일하고 통합된 측정을 가능케 한다.
OR4000E는 실시간 방사율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듀얼-채널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방사율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박막
성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한 반복 온도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능들의 혜택이 주어지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들은
CVD 와 재질이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는 온도 열처리 프로세스 등이다. OR4000E는 방사율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데,
기판 위에 입사 방사선을 펄싱 하고 반사되는 값으로 에너지값을 결정한 다음 방사선 소스를 껐을 때 타겟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값을 측정하는 원리다. 그러면 기판의 방사율과 관계없이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실시간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사양
특징

OR4000T

OR4000E

기능

멀티-채널 기능, 고속 실현, 최고 2 kHz의 읽기
속도
선택/고정 방사율을 이용한1 에서 4 채널의
온도측정 기능; 개별적 구성이 가능한 채널들
50 에서 3500°C 까지
없음
UV 에서 2300 nm까지
최고 2 kHz 온도 읽기 속도

실시간, 듀얼-채널 방사율 보상측정, 최고 2 kHz
의 읽기 속도
1-2개 채널, 펄스 방출기를 통한 실시간 방사율온도 조정; 개별적 구성이 가능한 채널들

채널 구성
온도 범위 (섭씨온도)
실시간 방사 범위
필터 범위
읽기 속도

정확도
분석
제어/재현성 정확도
디스플레이
I/O 데이터
아날로그 출력
제어 인터페이스
전력 요구량
선전류 공급전원
환경
제품 치수

무게
설치
응답 샘플

0.03 에서1.0까지
최고 2 kHz 온도 읽기 속도
실시간 방사율-온도 조정을 위한 최고 500 Hz
읽기 속도

±1.5°C
최고 0.001°C
±0.1°C (표준)
내부, 4 x 20 LCD (키패드 포함)
RS-232, RS-422/485, 및 Ethernet
0 에서 10 V 또는 4 에서 20 mA 출력
외부 트리거 입력, 동기 출력, 높음과 낮음 경보
AC: 90 에서 263 VAC; 47 에서 63 Hz, DC: +24 VDC
<100 VAC에서 0.7 A
작동시: 5 에서 40°C (41 에서 104°F)
8.6 cm (높이) x15.2 cm (넓이) x 21.8 cm (폭)
3.4" (높이) x 6.0" (넓이) x 8.6" (폭)
4.5 파운드 (2 kg)
M5 X 0.75을 케이스 바닥에 넣어서 결합한다. (더 많은 정보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2 kHz에서 2 ms 의 샘플링 비율 (온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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