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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그네트론 스퍼터 코팅 시스템은 원뿔형 자석 조립체(30)를 가진 프루스토-코니칼 타겟(25)을 포함하는 마그네트론

음극(20)을 가지는데, 상기 자석 조립체는 타겟(25)이 침식되지 않을 시에 타겟(25)의 중간 반경 또는 중심선에서의 

주 자기 터널 밑에서 침식율이 최고가 되도록 하고, 타겟이 침식할 시에는 최고 침식율의 위치가 점진적으로 2개의 영

역으로 시프트하고, 상기 2개의 영역 중의 하나는 타겟 중심선의 반경보다 작은 반경에 있는 내부 영역이고, 다른 하

나는 타겟 중심선의 반경보다 큰 반경에 있는 외부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타겟 침식은 타겟(25)의 라이프 동안에 타

겟 영역에 걸쳐 등화되는 경향이 있어, 타겟 이용을 향상시킨다. 자석 조립체(30)는 요크(36)에 의해 자기적으로 접속

된 극을 가지고, 주 자기 터널을 형성하는 내부 링(31) 및 외부 링(33)과, 주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극의 방향과 대

향한 자기장을 생성시키도록 지향된 중간 자석 링(32)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진공 처리실, 기판 지지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자석 조립체, 요크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1999년 11월 18일자로 출원되고, 여기서 참조로 포함되는 미국 특허원 제09/442,600호의 연속 출원이다.

본 발명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스퍼터링 타겟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마그네트론 자석 설

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또는 자기적으로 향상된 스퍼터링은 챔버(chamber)내의 기판상에 진공의 기상 증착을 위한 코

팅 물질을 제공하는 스퍼터링 타겟의 사용을 포함한다. 스퍼터링 시에, 스퍼터링 타겟은, 글로우(glow) 방전 시스템내

에서 음극 작용을 하는 부 전위로 에너자이즈된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에는, 자석은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 위에서

폐쇄 루프 자기 터널형의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이런 자기 터널은 상기 타겟의 표면 근처에 전자를 한정(confine)한다

. 이런 전자를 한정함으로써, 주어진 처리 압력에 대해 상당한 저 점화 및 소멸 전압과, 주어진 음극 전압에 대해 상당

한 저 점화 및 소멸 압력을 가진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종래의 자기 터널은 타겟 표면 근처에 열 전자 및 2차 전자 양자 모두를 한정한다. 열 전자는 근원(origin)이 2차 전자

와 다른데, 이는 전자에 상이한 특성을 제공한다. 열 전자는 다른 전자를 가진 원자 또는 이온의 이온화 충돌을 통해 

생성된다. 열 전자는 수가 2차 전자보다 많지만, 에너지는 매우 낮다. 2차 전자는 이온에 의해 타겟의 충격과 동시에 

타겟으로부터 방출된다.

단면내의 침식되지 않은 타겟 표면과 평행한 자기장의 성분의 영향으로 인해 터널은 자기 터널의 길이를 따라 2차 전

자를 반원형 궤도내로 진입시킨다. 침식되지 않은 타겟 표면과 수직인 자기장의 성분은 터널의 축과 평행하게 이동하

는 2차 전자를 터널의 자기 중심선을 향한 단면내에서 횡으로 이동시키는데, 상기 중심선은 침식되지 않은 타겟 표면

과 수직인 자기장이 0인 타겟의 표면상의 선이다. 다른 한편, 열 전자는 터널의 단면내에서 앞뒤로 이동하여, 자속의 

선을 따라 나선형 궤도를 형성한다. 자속의 선과 수직인 저 이동도 때문에, 열 전자는 음극의 영역으로 한정된다. 자속

선과 수직인 열 전자의 저 이동도로 열 전자가 자속선 주위에서 나선형 궤도로 이동됨에 따라, 자기 터널의 가장 자리

에서 자속선을 수렴함으로써 생성된 자기 미러(mirror)는 열 전자를 측면에서 측면으로 반사시킨다. 이런 미러 효과

는 자기 터널의 가장 자리에서 가장 강하고, 터널의 자기 중심선 위에서 소실됨으로써, 열 전자는 터널의 자기 중심선

에서 중심이 되는 1차원 전위 웰(well)내로 수평 이동한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의 전자 한정 특성은 타겟 표면 근처에서 플라즈마 밀도를 증진시킬 시에 효과적이고, 종래의 다

이오드 스퍼터링 보다 더 실제적으로 스퍼터링을 자기적으로 증진시킨다. 그러나, 종래의 자기 터널은 타겟 이용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터널의 자기 중심선 근처의 전자의 농도에 의해 플라즈마 밀도가 비 슷하게 농축되어, 이런 영역

내에서 침식율(erosion rate)이 가장 높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겟이 침식될 시에, 중심선에 인접한 영역내의 타

겟 표면은 침식을 농도를 촉진시키는 더욱 강한 자기장으로 침식된다. 게다가, 농축 침식으로, 2차 전자를 대향벽에서

침식 홈의 중심으로 재지향시키고, 또한 거기에 플라즈마를 농축시키는 V-형 프로파일이 생성된다. 통상적으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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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두께의 타겟의 이용률은 대략 25%이다. 소모 타겟의 수 및 미사용 타겟 재료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타겟

변경에 요구된 머신 다운타임도 증가시킴으로써 부족한 타겟 이용은 박막 증착의 경제성을 해친다. 자기 터널의 가장

자리 근처에서는 타겟의 영역이 침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들은 기판의 입자 오염

물을 생성시키도록 처리실내로 플레이크 오프(flake off)시키는 재증착 물질을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다.

침식 프로파일을 조작하도록 타겟에 대해 회전되는 비대칭형을 가진 자기 터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 회전은, 기판 

상의 막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고 타겟 이용을 달성하며, 또한 자기 터널이 정적인 경우에 침식되지 않은 타겟 상의 포

인트를 침식시키는데에 유용하다. 이런 회전 장치는 단지 둥근 평면 타겟에 편리하다. 장방형 및 고리형 타겟에 대해

서는 정적 자기 장치만이 실제적이다.

타겟의 중심에 위치된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를 가진 프루스토-코니칼(frusto-conical) 타겟 및 다른 고리형 또는 링

형 타겟에 대해, 종래 기술의 마그네트론 장치는 고 타겟 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자기적으로 향상된 스퍼터링이 박

막 증착을 위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바이어블(viable) 기술을 스퍼 터링하지만, 그의 전체 경제적 포텐셜은 정적 자

기 장치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루스토-코니칼 및 다른 고리형 타겟으로 고 타겟 이용을 생성시키는 자석 설계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치에서 프루스토-코니칼 타겟의 전면 침식 및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본 발명의 특정 목적은, 예컨대 ICP 소스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를 위해 사용할 타겟의 중심내의 개구내에서 볼

륨(volume)의 가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고리형 타겟의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프루스토-코니칼 및 유사한 고리형 스퍼터링 타겟을 포함하는 스퍼터링 장치는에는, 타겟

이 침식할 시에, 타겟의 침식이 타겟 고리형부의 중심에서 내부 및 외부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마그네트론 자석 

조립체가 제공된다. 자석 조립체는 타겟 뒤에 배치되어, 타겟 중심부에서의 개구를 둘러싸는 고리형 타겟의 표면 상

에서 고리형 터널의 형태의 타겟에 걸쳐 플라즈마 한정 자기장을 생성시킨다. 타겟의 벽은 중심 개구면으로, 예컨대 

약 35  0 경사지는 절단된 원뿔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3개의 영구 자석 링이 3개의 자기 터널을 생성시킨다. 이런 3개의 터널의 상대 기여로, 타

겟의 표면과 평행한 자속선의 효과가 생 성된다. 엷은 타겟에 대해, 두꺼운 타겟의 라이브(lives)를 통한 어떤 포인트 

파트 웨이(point part way)로서, 내부 자기 터널 및 외부 자기는 주 중심 자기 터널과 상호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침식

되지 않은 타겟의 표면과 평행하게 자속을 생성시킨다. 그런 두꺼운 타겟에 의해, 주 중심 터널은 초기에 타겟의 라이

프(life)내에서 도미네이트(dominate)하여, 타겟 중심선을 따라 고리형 타겟의 평균 반경을 침식시키고, 내부 및 외부

터널은 나중에 타겟의 라이프내에서 도미네이트하여, 타겟 고리형부의 내부 및 외부 림(rim)에 인접한 영역을 침식시

켜, 자속이 타겟의 라이프를 통해 내내 침식되지 않은 타겟 표면과 평행하게 되는 것 처럼 타겟 중심선의 내향 및 외

향으로 침식 홈을 퍼지게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스퍼터링 장치는, 이온화 물리적 증착 장치로서, 진공 처리실, 처리를 위해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처리실내의 기판 지지대, 중심 개구 및 상기 중심 개구내의 유전 윈도우 뒤의 유도 결합 플라즈마 소스를 가진 고리형

마그네트론 음극 조립체를 포함한다. 이런 마그네트론 음극 조립체는 내부 가장 자리 보다 기판 지지대에 더 근접한 

타겟의 외부 가장 자리와 기판 지지대를 마주한 내부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을 가진 프루스토-코니칼 스퍼터링 타겟을

포함한다.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는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하게 배치된다. 자석 조립체는, 스퍼터링 표

면의 주요부를 스팬(span)하고, 스퍼터링 표면의 중심선을 스트래들(straddle)하는 자기장 선을 가진 주 자기 터널, 

타겟 내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로 연장하는 자기장 선을 가진 내부 자기 터널 및, 타겟의 외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로 주로 연장하는 자기장 선을 가진 외부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도 록 구성된다. 3개의 터널의 자기장은 비교적 

타겟 표면과 평행한 합성 자속을 생성시키는 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두꺼운 타겟에 대하여, 이런 합성 자속은 초기에 

타겟의 라이프에서 타겟 중심선에 걸쳐 아크(arc)를 이루는 경향이 있고, 플래터(flatter)를 타겟 라이프내로 파트 웨

이(part way)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2개의 터널의 형태, 즉 타겟 중심선의 한 내측 및 타겟 중심선의 한 외측의 형태

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타겟의 침식이 타겟의 라이프의 시점에서의 중심선에서 더욱 큰 율로 진행하는 곳에, 보상 침

식은 타겟 이용이 타겟의 전 라이프에 걸쳐 균일하도록 나중의 타겟 라이프에서 타겟의 내부 및 외부 가장 자리를 향

해 일어난다.

자기장의 상대 세기는 이에 의해 형태를 이룬 자속에 의해 한정된 플라즈마가 타겟이 침식되지 않을 시에는 타겟의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더 큰 타겟 침식율을 생성시키고, 타겟이 침식할 시에는 타겟의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더 작은 타겟 침식율로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이런 효과는 두꺼운 타겟에서

더욱 크다. 타겟의 라이프에서의 어떤 포인트에서, 자속은 타겟이 침식되기 전에 타겟의 표면인 것과 평행하다. 매우 

얇은 타겟에 대해서, 이런 자속 형태는 타겟의 라이프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얇은 타겟 및 두꺼운 타겟에 대해, 자속

의 평평한 형태 또는 자속의 점진적 플래트닝(flattening)은 3개의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자기 링의 상대 기여도의 

결과이다.

양호하게도, 자기 링의 구성 및 세기는 특정 타겟에 대해 최적화된다. 예컨대. 타겟이 매우 얇은 곳에서, 주 터널과 내

부 및 외부 터널의 상대 기여도는 합성 자속선이 타겟 표면과 평행하도록 조정된다. 두꺼운 타겟에 대해, 주 터널과 내

부 및 외부 터널의 상대 기여도를 조정함으로써, 합성 자속선이 타겟 라이프의 시점에서 종래의 자기 장치의 타겟 표

면과 유사한 타겟 표면에서 터널을 형성하지만, 타겟이 침식할 시에 자속선의 형태가 플라즈마를 핀치(pinch)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평평하게 된다. 타겟이 더욱 침식할 시에, 내부 및 외부 터널은 타겟 표면이 이런 터널내로 들어감에 

따라 플라즈마로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고리형 코니칼 타겟의 내부 및 외부 가장 자리 근처에서 플라즈마 밀도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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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된다.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는 양호하게도 제 1 극성의 내부 극 및 제 2 극성의 외부 극을 포함하는데, 이는 내부 극

과 외부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1 자기장에 의해 제 1 자기 터널을 생성시킨다. 이런 자석 조립체는 양호하게도 제 2 

극성의 내부-중심 극 및 제 1 극성의 외부-중심 극을 포함하는데, 이는 타겟의 중심선 상에서 제 1 자기장과 대향하

는 역 자기장을 생성시킴으로써, 제 1 및 역 자기장의 합성 세기가 스퍼터링 표면이 타겟으로 침식함에 따라 중심선 

상에서 감소한다. 양호하게도, 내부 극 및 내부-중심 극은, 고리형 내부 영역에 걸쳐 주 자기 터널 밑에 있는 내부 극

과 내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자기장 선으로 형성된 내부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반면에, 외부 극 및 외부-중심 

극은, 고리형 외부 영역에 걸쳐 주 자기 터널 밑에 있는 외부 극과 외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자기장 선으로 형성

된 외부 자기 터널을 생성시킨다.

양호한 자석 조립체는, 양호하게도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3개의 원형 자

기 링의 형의 영구 자석으로 형성된다. 이런 링은 양호하게도 프루스토-코니칼 형태로 배치된 개별적인 사각형 자석

으로 구 성되고, 상기 링의 극축은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한다. 이런 3개의 링은 내부, 외부 및 중간 자기 링

을 포함한다. 내부 및 중간 링의 자석의 극축은 원뿔형과 평행하게 지향되고, 외부 링의 것은 원뿔형과 수직이다.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yoke)는 원뿔형 뒤에 위치하여, 내부 및 외부 자기 링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시킨다.

본 발명은 이전의 약 25%에서 50-60%의 범위로 프루스토-코니칼 타겟의 이용을 향상시킨 것이다. 타겟의 스퍼터링

표면의 전 영역에 걸쳐 코니칼 타겟의 침식이 유지되어, 스퍼터링 챔버의 특정 오염의 생성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과 잇점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명백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실시한 이온화 물리적 증착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도 1의 음극 조립체를 통한 확대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 및 2의 마그네트론 자석 조립체의 사시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스퍼터 코팅 장치, 특히 이온화 물리적 증착(iPVD) 장치(10)를 설명한 것이다. IP

VD 장치(10)는 챔버벽(12)으로 바운드된 진공 챔버(11)를 포함한다. 이런 챔버(11)에는, 증기 형의 코팅 물질을 스퍼

터링 챔버(11)의 볼륨내에 공급하여, 스퍼터링 물질의 증기를 이온화하기 위한 이온화 물리적 증착(IPVD) 소스(13)

가 제공된다. 이런 챔버(11)는 소스(13)의 중심을 통해 연장하는 중심축(15)을 갖고 있다. 웨이퍼 지지대(17)는 또한 

챔버(11)내에서, 소스(13)에 대향하고, 축(15) 상에서 중심을 이룬 챔버(11)의 단부에 제공되어, 축(15) 상에서 중심

을 이루고, 처리 동안에 iPVD 소스(13)에 마주하는 기판 웨이퍼(18)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iPVD 장치(10)의 다른

부품은 특히 상술한 미국 특허원 제09/442,500호에 기술되어 있다. 소스(13)의 일반적인 개념은 미국 특허 제6,080,

287호에 기술되어 있고, 이는 여기서 참조로 포함된다.

IPVD 소스(13)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20)를 포함하는데, 이는 고리형이고, 축(15)과 동심인 그의 중심

내의 개구(21)를 가지고 있다. RF 소스 조입체(22)는 축(15) 상의 개구(21)내에서 중심을 이루고, 챔버(11)내의 고 

밀도의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를 에너자이즈한다. 음극 조립체(20)는 또한 프루스토-코니칼 또는 절단된 원뿔형의

스퍼터링 타겟(25)을 포함하는데, 이는 지지대(17) 상의 기판에 마주 대하고, 축(15)을 향해 경사진 그의 내부 상의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26)을 가지고 있다.

스퍼터 코팅 공정 시에, 타겟(25)을 제조하는 코팅 물질은, 챔버(11)내에서 아르곤과 같은 공정 가스에 형성되고, 부

압 또는 진공 압력, 통상적으로 100 mtorr로 유지되는 주 스퍼터링 플라즈마로부터 정 이온과의 충격으로 기화된다. 

iPVD 시스템에서, 이온 충격으로 타겟(25)에서 이탈되는 물질의 원자 또는 미소 입자는 2차 플라즈마 또는 ICP에 의

해 이온화된다.

음극 조립체(20)는 도 2 및 3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마그네트론 자석 조립체(30)를 포함하는데, 이는 양호하게도

원뿔(35)내에 배치된 다수의 3개의 자석 링(31-33)을 포함하고, 이런 원뿔(35)은 그의 외부 또는 뒤의 타겟(20)과 평

행하게 위치해 있다. 자석 조립체(30)는 주 스퍼터링 플라즈마를 유지하도록 타겟(25)의 표면(26)과 근접하여 전자를

트랩(trap)하는 자기 터널을 생성시킨다. 자석 조립체 또는 팩(30)은 연강 또는 다른 고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36)

를 포함한다. 자석 링(31-33)은 양호하게도 제각기 이산 제곱(discrete square) 자석 부품의 시리즈 또는 어레이(arr

ay)로 형성된 링 자석의 원형 어레이인데, 상기 부품은 각 링내에서 프루스토-코니칼 형태로 배치되고, 그들의 극 및 

극축은 각 링 주변의 원뿔의 방사축의 평면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지향된다. 작은 이산 자석은 자석 조립체에 대한 

구조적 골격 역할을 하고, 원뿔(35)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요크(36)에 고정될 수 있다.

내부 링(31)의 자석의 극축은 타겟 표면(26)과 평행하게 지향된다. 설명에서 남극(S)인 내부 링(31)의 자석의 전체 자

극면이 요크(36)와 물리적 접촉 또는 근접해 있는 자기 접촉해 있도록 요크(36)는 형태를 이룬다. 설명에서, 링(33)의

자석의 북극(N) 및 남극(S)을 통한 선인 외부 링(33)의 자석의 극축은 타겟 표면(26)과 직각으로 지향되고, 외부 링(3

3)의 자석의 전체 자극면은 요크(36)와 자기 접촉해 있다. 자석 링(31,33) 간의 자속선(51)은 주 자기 터널(41)을 형

성한다.

중심 자석 링(32)은 내부 자석 링(31)의 가장 내부 또는 N 극과 외부 자석 링(33)의 중심 간의 거의 중간에 위치되고,

이는 주 자기 터널(41)이 중심선(40)의 유효 위치를 형성한다. 필요치는 않지만, 중심 링(32)의 자석은 요크(36)와 직

접 물리적 또는 실질적인 자기 접촉해 있을 수 있다. 중심 링(32)의 자석의 극축은 주 로 타겟(26)과 평행하게 지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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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심 링(32)의 자석의 자극면의 어느 것도 요크(36)과 접촉해 있지 않다. 중심 링(32)의 자석 극축은 도 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내부 링(31)의 극축의 방향과 대향해 있고, 중심 링(32)의 S 극은 내부 링(31)의 S 극과 마주 대하고 있

다. 그와 같이, 내부 행(row)(31)과 중심 행(32) 간의 자속선(52)은 주 자기 터널(41)을 형성하는 자속선(51) 밑에 내

부 소 자기 터널(42)을 형성한다. 내부 소 터널(42)은 타겟 표면(26)의 내부 고리형 영역(46)에 걸쳐 타겟(25)의 라이

프의 끝으로 타겟의 침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속선 또는 자기장선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축(15)을 포함하는 방사

면내에 있다.

중심 링(32)과 외부 링(31) 간의 자속선(53)은 주 터널(41)을 형성하는 자속선(51) 밑에 외부 소 자기 터널(43)을 형

성한다. 외부 소 터널(43)은 타겟 표면(26)의 외부 고리형 영역(47)에 걸쳐 타겟(25)의 라이프의 끝으로 타겟의 침식

에 영향을 미친다. 중심 링(32)의 극 간의 자속선(54)은 타겟(25)이 침식할 시에 주 터널(41)의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주 터널(41)을 형성하는 자속선(51)에 대향한다. 중심선(40)을 따라 타겟(25)내에 주 터널을 생성시키는 자속선(51)

의 연속 점진적인 플래트닝은, 소 터널(42,43)을 제각기 영역(46,47)에서의 타겟(25)내에 생성시키는 자속선(52,53)

의 기여의 연속 점진적 증가로 인해 유발된다. 자기 링(31-33)으로부터의 대향하는 자기장선이 상쇄되는 영점(null p

oint)은 자석 조립체(40)로부터의 합성 자기장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영점은 중심 자석 링(32)에 근접한 중심선(40)

근처에 위치된다. 이런 영점은 타겟 라이프에 걸쳐 타겟 표면(26) 뒤에 있다.

타겟(25)의 표면(26)과 평행한 자석의 내부 링(31)의 방향(orientation)은 내부 자기 터널(52)의 형성을 강화시켜, 주

어진 타겟 폭에 대한 자기장 형태를 더욱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한다. 게다가, 타겟 표면(26)과 평행한 내부 링

(31)의 극축의 방향은 타겟(25)의 내부 직경 근처에서 타겟을 더욱 침식시킨다. 이는 소스(13)의 중심 개구(21)에서

의 스페이스 제한을 완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런 잇점은, 내부 링(31)의 자석이 타겟 표면과 평행하게 지향됨으로써

, 내부 링 자석의 가장 내부 극으로부터의 내부 자기 터널의 자속선의 형성이 이들 극이 자석에서 나타날 시에 대향극

으로 이미 컬링 백(curling back)하여, 이들 내부 자석의 극이 타겟 표면과 수직으로 지향되는 경우 보다 더욱 작은 스

페이스내에서 내부 터널이 생성되도록 하지만, 타겟의 내부 가장 자리에서 더욱 더 침식을 촉진시켜, 입자 생성을 최

소화시킨다. 외부 링의 자석은 자속선 스큐(skew)를 방지하도록 타겟 표면에 수직으로 지향되고, 전단면(full-faced)

을 침식시키도록 타겟의 외부 가장 자리를 오버핸드(overhand)함으로써, 타겟 외부 가장 자리에 부가적인 스페이스

를 차지한다. 본 발명은 타겟 내부 가장 자리에 부가적인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람직한 침식을 달성한다.

내부 자석 링(31)과 외부 자석 링(33) 간의 자기장 선에 의해 생성되는 주 터널(41)은 타겟 라이프의 시점에서 타겟 

침식에 영향을 미친다. 두꺼운 타겟에 대해, 플라즈마는, 고리형 타겟(25)의 중간 반경에서의 타겟 표면(26) 상에서 

원형 중심선(40)상의 타겟(25)의 표면(26)을 따른 침식 홈으로 한정된다. 그런 두꺼운 타겟의 나중 타겟 라이프에서, 

표면(26)이 침식하여, 중심선(40)을 따라 타겟(25) 의 중심내에 들어감에 따라, 중심 자석 링(32)의 대향 자기장의 효

과 및, 주 자기 터널 형태 상의 내부 및 외부 터널의 효과로 인해 터널(41)을 형성하는 자기장 선은 중심선(40)을 따라

점진적으로 플래튼(flatten)된다. 자기 터널의 침식 프로파일의 상대 영향은, 각 터널에 의해 한정된 플라즈마가 두꺼

운 타겟(25)이 침식되지 않을 시에 내부 및 외부 영역(46,47)에서 보다 중심선(40)에서 더 큰 타겟 침식율을 발생시

키도록 한다. 이런 비율은 타겟이 침식할 시에 내부 및 외부 영역(46,47)에서 보다 중심선(40)에서 더 작은 타겟 침식

율로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내부 및 외부 자기 터널(52,53)은 제각기 타겟 라이프의 끝을 향해 타겟 고리형의 

내부 및 외부 림(rim)으로 타겟 침식을 분산시킨다. 이에 의해 침식 홈은 타겟이 침식할 시에 넓어져, 타겟 침식을 더

욱 균일하게 함으로써, 타겟 물질 이용을 증진시킨다.

자석 팩은 물 및 DC 전력에 대한 피드스루(feedthroughs)를 타겟(25)으로 운반(carry)하는 축(15)과 평행하게 뚫린 

(도시되지 않은) 다수의 구멍을 포함한다. 자석(30)의 조립체는 폴리우레탄과 같은 하드 폴리머 코팅으로 코팅되거나,

자석 팩(30)에 접착되는 비자기, 금속 또는 플라스틱 클래딩(cladding) 피스내에 밀봉된다. 이런 코팅은 링(31-33)의

자석 및 요크(36)가 공기 중에 산화되지 않게 하고, 또한 소결 구성(sintered construction)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링

(31-33)의 자석이 오염 입자 소스가 되지 않게 한다. 타겟(25)으로의 냉각수는 요크(36)를 통해 (도시되지 않은) 스

터브(stub) 조립체를 통과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이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를 설명하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의 원리내에서 부

가 및 변경을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진공 처리실,

처리를 위해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처리실내의 기판 지지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를 구비하는데, 상기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는,

기판 지지대를 마주 대한 내부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 내부 가장 자리, 내부 가장 자리 보다 기판 지지대에 더 근접한 

타겟의 외부 가장 자리 및, 상기 타겟의 내부 및 외부 가장 자리 간의 중심선을 가진 프루스토-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및,

상기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하게 배치된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를 포함하고, 상기 자석 조립체는,

방사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중심선에 걸쳐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주요부를 스팬하는 제 1 자기장

선을 가진 제 1 자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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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사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내부 영역에 걸친 타겟의 내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내부 영역에 걸친 상기 제 1 자기장 선을 지지하도록 지향된 제 2 자기장 선을 가진 제 2 자

기 터널 및,

상기 방사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외부 영역에 걸친 타겟의 외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외부 영역에 걸친 상기 제 1 자기장 선을 지지하도록 지향된 제 3 자기장 선을 가진 제 3 자

기 터 널을 생성시키도록 구성되며,

자기장은 이에 의해 한정된 플라즈마가 타겟이 침식되지 않을 시에는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더 큰 

타겟 침식율을 생성시키고, 타겟이 침식할 시에는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더 작은 타겟 침식율로 계

속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는 제 1 극성의 내부 극 및 제 2 극성의 외부 극을 포함하는데, 상기 내부 극 및 외

부 극은 상기 내부 극과 상기 외부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1 자기장에 의해 상기 제 1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는 제 2 극성의 내부-중심 극 및 제 1 극성의 외부-중심 극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내부-중심 극 및 상기 외부-중심 극은 상기 타겟의 중심선 상에서 상기 제 1 자기장과 대향하는 역 자기장을 생성시

킴으로써, 상기 제 1 및 역 자기장에 의해 생성된 합성 자속은 상기 스퍼터링 표면이 타겟으로 침식할 시에 중심선 상

에서 플래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극 및 상기 내부-중심 극은, 내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서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내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 터널 밑에 있는 상기 내부 극과 상기 내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2 자기장 선으로 형성된 

제 2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고,

상기 외부 극 및 상기 외부-중심 극은, 외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서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외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 터널 밑에 있는 상기 외부 극과 상기 외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3 자기장 선으로 형성된 

제 3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제 1 극을 형성하는 내부 극을 가진 내부 자기 링, 제 2 극을 형성하는 외부 극을 가진 외부 자기 링 과, 상기 제 

1 극을 형성하는 외부-중심 극 및, 상기 제 2 극을 형성하는 내부-중심 극을 가진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

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으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며,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제 1 극을 형성하는 내부 극을 가진 내부 자기 링, 제 2 극을 형성하는 외부 극을 가진 외부 자기 링 과, 상기 제 

1 극을 형성하는 외부-중심 극 및, 상기 제 2 극을 형성하는 내부-중심 극을 가진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

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

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7.
제 4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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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8.
제 4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으로서, 상기 링의 각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는 다수의 원형 자기 링 및,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내부 자기 링, 외부 자기 링 및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

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으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며,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내부 자기 링, 외부 자기 링 및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

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1.
제 1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2.
제 1 항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으로서, 상기 링의 각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는 다수의 원형 자기 링 및,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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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 원형 내부 가장 자리, 원형 외부 가장 자리 및, 상기 내부 및 외부 가장 자리 간의 원형 침

식 중심선을 가진 프루스토-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및,

상기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하게 배치된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를 구비하는데, 상기 자석 조립체는,

제 1 극성의 내부 극과 제 2 극성의 외부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1 자기장으로 형성된 제 1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제 1 극성의 내부 극 및 제 2 극성의 외부 극,

상기 타겟의 중심선 상에서 상기 제 1 자기장과 대향하는 역 자기장을 생성시킴으로써, 상기 제 1 및 역 자기장의 합

성 자속은 상기 스퍼터링 표면이 타겟으로 침식할 시에 중심선 상에서 플래튼하도록 하는 제 2 극성의 내부-중심 극 

및 제 1 극성의 외부-중심 극,

상기 내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서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내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 터널 밑에 있

는 상기 내부 극과 상기 내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2 자기장 선으로 형성된 제 2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상기

내부 극 및 상기 내부-중심 극 및,

상기 외부 가장 자리와 중심선 사이에서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외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 터널 밑에 있

는 상기 외부 극과 상기 외부-중심 극 사이로 연장하는 제 3 자기장 선으로 형성된 제 3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상기

외부 극 및 상기 외부-중심 극을 가짐으로써,

상기 자기 터널의 상대 기여는 한정된 플라즈마가 타겟이 침식되지 않을 시에는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

에서 더 큰 타겟 침식율을 생성시키고, 타겟이 침식할 시에는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더 작은 타겟 

침식율로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 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

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제 1 극을 형성하는 내부 극을 가진 내부 자기 링, 제 2 극을 형성하는 외부 극을 가진 외부 자기 링 과, 상

기 제 1 극을 형성하는 외부-중심 극 및, 상기 제 2 극을 형성하는 내부-중심 극을 가진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

기 내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으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며,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제 1 극을 형성하는 내부 극을 가진 내부 자기 링, 제 2 극을 형성하는 외부 극을 가진 외부 자기 링 과, 상기 제 

1 극을 형성하는 외부-중심 극 및, 상기 제 2 극을 형성하는 내부-중심 극을 가진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

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

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

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한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으로서, 상기 링의 각각은 상기 

원뿔형의 중심 및 상기 타겟의 중심을 통하는 원주, 직경 및 공통 중심축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의 각각은 제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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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극과,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링의 원주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을 가지는 다수의 원형 자기 링 및,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체.

청구항 18.
원형 내부 가장 자리 및 원형 외부 가장 자리에 의해 바운드된 내부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을 가진 코니칼 스퍼터링 타

겟 및, 상기 내부 및 외부 가장 자리 간의 스퍼터링 표면 상의 원형 중심선을 가지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음극 조립

체를 위한 자석 조립체로서,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 뒤와 그와 평행하게 위치될 원뿔형으로 배치된 다수의 원형 자기 링을 포함하는데, 상기 

링의 각각은 공통 중심축, 원주 및 직경을 가지고, 상기 자기 링은 각각의 상기 극 사이로 연장하고, 각각의 상기 원주

와 수직으로 연장하는 극축과 제 1 및 2 자기극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자기 링은 내부 자기 링, 외부 자기 링 및 중간 

자기 링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직경은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은 상기 중간 자기 링의 직경보다 

작으며,

상기 자기 링의 극축은,

상기 제 2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1 극을 가진 상기 내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고,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중간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평행하며,

상기 제 1 극보다 상기 축에 더 가까운 제 2 극을 가진 상기 외부 자기 링에 대한 원뿔과 수직으로 더 지향되며,

상기 자석 조립체는,

상기 내부 자기 링의 제 2 극과 상기 외부 자기 링의 제 1 극을 자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는 상기 원뿔 뒤의 자기 투과성

물질의 요크를 더 포함하는, 자석 조립 체.

청구항 19.
처리실내에서 진공 상태로 기판을 지지대내에 지지하는 단계,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외부 영역에 의해 둘러싸인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내부 영역을 둘러싼 중심선을 가진

내부 코니칼 스퍼터링 표면으로부터 플라즈마 및 상기 플라즈마를 가진 스퍼터링 물질을 형성하도록 프루스토-코니

칼 스퍼터링 타겟을 에너자이즈하는 단계,

상기 스퍼터링 타겟 뒤에 프루스토-코니칼 자석 조립체를 제공하는 단계 와,

방사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주요부를 스팬하는 제 1 자기장 선을 가진 제 1 자기 터널, 상기 방사

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고리형 내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장 선을 지지하도록 지향된 제 2 

자기장 선을 가진 제 2 자기 터널 및, 상기 방사면을 따라 연장하고, 상기 스퍼터링 표면의 상기 고리형 외부 영역에 

걸쳐 상기 제 1 자기장 선을 지지하도록 지향된 제 3 자기장 선을 가진 제 3 자기 터널을 생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으

로써,

유효 플랫 자속은 상기 코니칼 스퍼터링 타겟의 표면에 걸친 방사 단면에 생성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이 침식할 시에, 중심선에 걸친 타겟의 침식 표면에서의 제 1 자속은 플래튼되지만, 제 2 및 3 자기 터널은 

제각기 스퍼터링 표면의 내부 및 외부 영 역에 나타나고, 플라즈마는 상기 자기 터널에 의해 한정되어, 상기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초기에 더 크고, 상기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보다 중심선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더 작

아지는 타겟 침식율을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퍼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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