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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각수 On

- 싱크대 뒷 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 위 사진이 On 상태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2. 클린 부스 On

- Hepa filter “High” 설정 이후 최소 15분 이상 대기합니다.

3. 청정실 진입 시에는 방진복을 입습니다. 전실에 구비되어있습니다.

4. 퍼니스는 연구실 할당 전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대의 퍼니스는 동시에 가동하지 않습니다.



1. 저진공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챔버 문을

열기 위해 레버를 돌려서 청정실 내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속도 조절)

2. 메인 뚜껑을 열고

단열재로 싸인 내부 뚜껑을 열면

Graphite heater와 웨이퍼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Carrier는 문경 오빠가

업데이트하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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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주 전원

유지보수를 위한 패널 (평소엔 확인 필요x)

각종 경고등

펌프 스위치

압력 게이지과열 방지

온도 컨트롤러



5

D.P

R.P

Chamber
R/V

F/V

H/V

① ③

②

D.P

R.P

Chamber
R/V

F/V

H/V

③

②

<On sequence>

<Off sequence>

①

아래에 자세한 Operation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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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5 s

Wait 3 min (DP 오일 끓기 전 진공 유지를 위함)

Wait 5 s

Wait until pressure drops under 5 * 10 -1 Torr
(~ 10 min) and turn off the valve

Wait 5 s

Wait until target pressure is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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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Torr 이며

맨 위의 숫자가 이온 게이지 (금속)

중간은 저진공 게이지

아래는 사용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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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올리는 방식은

각 구간별로 (steady, ramp)

시간과 공정 온도를 설정하여

피드백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키

Pattern number

자주 사용하는 공정 조건은

특정 Pattern에 저장합니다.

Segment number

공정 조건에서

각 단계를 설정합니다.

(0은 시작 조건)



기본으로 설정하는 기능은

1. 도달 온도 설정 및 도달 온도까지 걸리는 시간 설정

2. 특정 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 설정

(다음 segment 에서 설정한 온도가 전 segment 와 동일한 경우

설정한 시간은 유지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래밍됩니다.)

시작 조건 설정

(0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예시



공정 조건 설정

• 나머지 조건들은 PID 

제어와 관련 있는 항목들로

초기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 자세한 것은 세부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온도

온도 컨트롤 시작

온도 컨트롤 끄기

Pump/valve 전원 옆에 있는

Heater 전원을 켭니다.

공정이 끝나면 Heater 

전원을 끕니다.



12

(끝난 직후)

챔버 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대기합니다.

Wait more than 30 min (DP 오일 냉각 대기)

충분히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오일이 산화되어
최대 진공도와 도달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Wait 5 s

Rough Pump 를 끄고 챔버 내 공기를 유입시켜서 샘플을 꺼낸 이후,

Rough Pump, Rough Valve 를 잠깐 켜서 챔버의 저진공을 유지합니다.

Wait 5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