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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판 가열 및 냉각을 개선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

요약

본 발명은 기판 가열 및 냉각 시설물(44, 46)을 가진 진공 프로세싱 장치(10)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

는 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 1 섹션과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 2 섹션을 포함한다. 제

1 섹션 및 제 2 섹션을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배리어가 제공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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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단일 기판 프로세싱 챔버내에서 기판상에 박막의 증착에 관한 것이고, 특히 단일 기판 프로세싱 챔버와 로드 록

가열 및 냉각 챔버를 조합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활성-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AMLCD)용 액정셀은 두 개의 유리 기판 또는 플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액정 재료층이 샌드위치되어 있다. 전기 전도성 박막이 각 플레이트의 내측면상에 형성될 수 있다. 전원은 액정 재료의 액

정 분자의 방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도성 막에 연결될 수 있다. 셀의 1,000,000 이상의 여러 영역까지 개별적으로 어드레

스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여러 영역은 픽셀로 불리우며 이들 픽셀들은 박막 트랜지스터(TFT)에 의해 어드레스될

수 있다.

TFT는 패턴화된 금속 게이트를 포함하며, 그 위에 무정질 실리콘과 같은 전도층 및 게이트 절연층이 증착되어 있다. 계속

해서, 도핑된 무정질 실리콘, 에칭 스톱퍼 질화실리콘, 산화실리콘, 금속 접촉층 등과 같은 층들이 또한 상기 무정질 실리

콘 박막에 증착될 수 있다. 이들 막들은 예들 들어 화학 기상 증착(CVD) 또는 플라즈마 강화 화학 기상 증착(PECVD)에 의

해 증착될 수 있다.

반도체 및 평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다 많은 수의 소자를 기판상에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기판이 보다 크

게되어짐에 따라, 단일 기판 프로세싱은 기판의 배치 프로세싱(batch processing)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다. 단일 기판 프

로세싱은 보다 우수한 프로세스 제어를 허용하고 보다 작은 프로세싱 챔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프로세싱동

안 문제가 일어난다면, 배치 기판 전체가 아닌, 단일 기판만 손상되거나 손실된다.

단일 기판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송 챔버와 다중 프로세싱 챔버를 포함하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가 사용됨에 따라, 다단계 프로세스가 진공 분위기의 여러 챔버내에서 단일 기판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런 장치는

본 출원인으로 양도된 미국 특허 제 4,951,601 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고로 사용된다. 이 장치는 다양한 프로세싱

챔버에 의해 둘러싸여지고 연결된 중앙 전송 챔버를 포함한다. 전송 챔버내의 로봇은 한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다른 챔버로

기판을 전송한다. 진공 로드 록은 각 프로세싱 단계전에 프로세싱 챔버들을 배기시킬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며,

그에 따라 장치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유리는 약 실온으로부터 450℃로 연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온도 범위에서 균열이나 응력을 피하기 위해서 느린 가열 및 냉

각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절연재료이다. 예를 들어, 550×650 내지 800×1,000밀리미터(mm) 크기의 대형 기판을 가열할

때 큰 열팽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큰 치수의 기판에서 균일한 온도를 제공하는 기판 가열기 요소의 파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기판의 주변부는 기판의 중앙 영역에 비해서 더 많은 열 손실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중앙 영역보다 낮은 온도를 가진다. 이러한 온도의 불균일은 열적 응력을 야기한다. 예들 들어 360×450mm의 소형 기판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다 적게 나타난다.

상술한 바와 같은, TFT는 CVD 또는 PECVD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제조될 수 있다. 이들 막 증착 프로세스는 300 내지

450℃ 정도의 상당한 고온을 필요로 하고 단지 예를 들어 60 내지 240초 동안 이루어진다. AMLCD에 유용한 유리 기판은

통상적으로 아주 큰, 예들 들어 550×650 내지 800×1,000mm이다. 그러므로, 막 증착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기판을 프

로세싱 온도로 가열한 다음 주위 온도로 냉각시키는데 수분이 걸린다. 기판들을 개별적으로 가열하고 냉각한다면, 가열 및

냉각 지연에 의해 프로세싱 시간의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긴 가열 및 냉각 지연 시간을 해결하지 않으

면, 수개의 프로세싱 챔버에서 개별 기판을 막 증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련의 단일 기판 프로세싱 챔버에서 대형 유리 기판을 프로세스할 수 있고 가열 및 냉각 지연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개선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는 본 출원인으로 양도된 미국 특허 제 5,512,320 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고

로 사용된다. 여기서 클러스터 장치는 다수의 단일 기판 프로세싱 챔버, 배치형 가열 챔버와, 배치형 냉각 챔버를 포함한

다. 챔버들은 중앙 전송 챔버에 연결되어 있다. 전송 챔버내의 로봇은 임의의 미리선택된 명령에 따라 다양한 챔버중 하나

로 기판을 전송할 수 있다. 배치 가열 및 냉각 챔버와 단일 기판 프로세싱 챔버는 유리 기판의 가열 및 냉각에 적절한 시간

을 허용하면서 연속적이고 신속한 기판 프로세싱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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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고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에 관한 것

이다. 챔버는 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증가할 수 있는 제 1 섹션과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할 수 있는 제 2 섹션을 포함한

다. 제 1 섹션 및 제 2 섹션 각각에는 하나 이상의 기판 지지 플랫폼이 제공되어 있다. 제 1 섹션 및 제 2 섹션을 서로로부

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배리어가 사용될 수 있다.

배기가능한 챔버는 진공 프로세싱 챔버에 다수의 기판을 전송하는데 로드 록 챔버로서 작용할 수 있다. 로드 록 챔버는 제

1 섹션 및 제 2 섹션 내의 열 전도성 쉘프를 포함할 수 있다. 쉘프는 지지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지지체는 쉘프와 셀

프상에 지지된 기판사이에 갭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배기가능한 로드 록 챔버내에 위치설정되도록 되어 있는 카세트에 관한 것이다. 카세트는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는 제 1 섹션 및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제 2 섹션을 포함한다. 제 1 섹션내의 카세트의 측벽으

로 가열기가 결합되어 있으며, 제 2 섹션내의 카세트의 측벽으로 냉각 통로가 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제 1 기판은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에 로딩(loaded)되어

상승 온도로 가열된다. 가열된 기판은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된다. 제 2 기판은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

에 로딩되어 상승 온도로 가열된다. 제 1 기판이 처리된 후, 제 1 기판은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션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나서 제 2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내의 가열된 기판은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되며, 프로

세싱 챔버로부터 제 1 기판은 제거된다. 계속해서, 제 1 기판은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션으로부터 언로딩(unloading)

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또한 제 1 로드 록 챔버내의 플랫폼으로 기판을 로딩하는 단계와, 상기 플랫폼의 온도를 증가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을 가열하도록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내의 증가된 온도의 다른 영역에 인접하게 기판을 위치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가열된 기판은 제 1 로드 록 챔버로부터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된다. 기판이 처리된 후, 기판은 제 2 로드

록 챔버로 전송되어 플랫폼상에 위치설정된다. 제 2 로드 록 챔버내의 플랫폼의 온도는 감소되고 기판은 기판을 냉각하도

록 제 2 로드 록 챔버내의 감소된 온도의 다른 영역에 인접하게 위치설정된다.

대안적으로, 상술한 방법은 제 1 로드 록 챔버내의 가열된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설정하는 단계와, 기판을 프로세싱하는

단계, 및 그리고 나서 제 2 로드 록 챔버내의 냉각된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시켜 기판을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싱 챔버의 수는 제 1 로드 록 챔버내의 기판의 수와 동일할 수 있다. 기판은 기판의 짧은 치수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의 진공 측부로부터 제거되거나 삽입될 수 있다. 기판은 기판의 긴 치수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그리고 프로세싱 챔버의 진공 측부로부터 제거되거나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은 아래의 하나 이상의 장점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판상에

높은 품질의 박막을 형성하는 경제적이고 우수한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단일 로드 록 챔버내의 배치형 가열 및 냉

각 카세트를 사용한다. 상기 장치는 또한 신속한 기판 가열 및 냉각을 제공하는 단일 기판 가열 및 냉각 챔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상당히 작은 풋프린트(footprint)를 갖고, 제조 및 작동하는데 상당히 낮은 비용이 든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과 특징은 도면과 청구범위를 포함해서, 아래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판에 막을 증착하기 위한 본 발명의 프로세싱 장치의 평면도.

도 2는 프로세싱 장치내에서 기판의 이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도 1의 프로세싱 장치의 평면도.

도 3a는 도 1의 3A-3A선을 따라 취한 본 발명의 프로세싱 장치의 배치형 가열 및 냉각 챔버의 단면도.

도 3b는 가열 및 냉각 챔버의 다른 형상의 개요도.

도 3c는 가열 및 냉각 챔버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요도.

도 3d는 단일 기판용 가열 챔버의 실시예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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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e는 단일 기판용 냉각 챔버의 실시예의 개요도.

도 4는 PECVD 프로세싱 챔버의 단면도.

도 5a는 로드 록 챔버내의 기판 예열 사이클을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도 5b는 프로세싱 챔버내의 프로세스 사이클을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도 6a는 로드 록 챔버내의 가열 및 냉각 사이클을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도 6b는 로드 록 챔버 진공 측부로부터의 로드 록 사이클을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도 6c는 밸브 개방 및 폐쇄 시퀸스를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도 7은 전체 장치 프로세스와 세척 사이클을 도시하는 시간분석도.

본 발명의 아래의 설명에서, 여러 도면에서 도시한 동일한 구성은 동일한 참조부호로 언급하고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은 기판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막을 증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PECVD 프로세싱

챔버에 대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프로세싱 챔버, 예를 들면 CVD 프로세싱 챔버 같은 챔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상세한 설명의 내용은 기술되는 실시에 특정적인 것이며, 필요할 경우 처리 조건 또는 다른 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난 본 발명의 진공 처리 챔버(10)는, AMLCD와 같은 대형 액정표시장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것은 폐쇄된 진공 전송 챔버(enclosed vacuum transfer chamber; 18) 둘레에 모여 있는 다중 진공 증착 프로세싱 챔버

(PC)(12, 14, 16)를 갖춘 모듈형 장치(modular system)이다. 이 장치는 또한 2개의 로드 록 챔버(load lock(L/L)

chamber; 20, 22)도 포함한다. 챔버(12, 14, 16, 18, 20, 22)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진공펌프(미도시)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공이 될 수 있다.

이 장치(10)는 중앙 챔버(18)를 규정하는 측벽(sidewalls; 19)을 가지는 폐쇄 하우징(enclosed housing; 17)을 포함한다.

각각의 로드 록과 프로세싱 챔버는 하우징(17)의 연결된 측벽(19)에 장착된다. 프로세싱 챔버는 예를 들어 비정질 실리콘,

질화실리콘, 산화실리콘, 질산화물 막을 기판(S) 위에 증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기판(substrate)"은, 프로세싱 챔버에서 처리 가능한 임의의 대상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

미이다. "기판(들)"이란 용어에는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평면 디스플레이(flat-panel displays), 유리판(glass plates)

및 디스크가 포함된다. 본 발명은 특히 대형 장방형 기판, 예를 들어 550×650mm, 800×1000mm 또는 이보다 큰 규격을

가지는 유리판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또한 360×450mm와 같이 보다 작은 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는 특정 실시예는 장방형 유리 기판에 대한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다

른 기판도 장치(10)에서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방형 기판도 장치(10)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판은 수백 도의 온도, 예를 들어 약 300 내지 450℃ 사이의 온도까지 2개의 로드 록 챔버(20, 22) 중 하나에

서 예열된다. 그리고 기판은, 처리 온도로 유지되어 있는 프로세싱 챔버 중의 하나로 전송되어 지지된다. 증착가스가 프로

세싱 챔버로 분사되어 기판 위에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화학반응이 시작된다. 박막은 (산화실리콘 또는 질화실리콘과 같

은) 유전체층일 수도 있고, (비정질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층일 수도 있으며, (텅스텐과 같은) 금속층일 수도 있다. 증착 프

로세스는 상술한 바와 같이 CVD 또는 PECVD일 수 있다. 증착 프로세스가 끝난 뒤, 이어서 기판은 로드 록 챔버 중 하나에

서 냉각된다.

기판은 로드 록 챔버에서 가열된 플랫폼(heated platform)에 놓임으로써 가열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열되지 않은 플랫폼

에 기판이 로딩되고 나서 플랫폼의 온도가 높아져서 기판을 가열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판은 냉각된 플랫폼에 놓

임으로써 냉각되거나, 이와 달리 냉각되지 않은 플랫폼에 놓이고 나서 플랫폼의 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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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 전송 챔버(central transfer chamber; 18)는, 처리될 기판을 중앙 전송 챔버(18)로

각각 전송하기 위한 로드 록 챔버(20, 22)에 연결된다. 이하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로드 록 챔버(20, 22)는 기

판을 가열 및 냉각할 수 있다. 로드 록 가열 및 냉각 챔버(20)는 폐쇄가능한 개구(opening)를 가지며, 이 개구는 외측 벽

(23) 및 내측 벽(24) 각각에 로드 록 도어 또는 슬릿 밸브(21, 20a)를 포함한다. 기판은 이들 도어를 통하여 중앙 챔버(18)

와 대기(atmosphere; 28) 사이에서 전송될 수 있다. 유사하게 로드 록 가열 및 냉각 챔버(22)도 폐쇄가능한 개구를 포함하

며, 이 개구는 중앙 챔버(18)와 대기 사이에서 기판을 전송하기 위해, 외측 벽(27) 및 내측 벽(28) 각각에 로드 록 도어 또

는 슬릿 밸브(25, 26)를 포함한다.

프로세싱 챔버(12, 14, 16) 및 이와 연결된 하우징 벽(19) 역시 각각 챔버(20, 22)의 로드 록 도어(25, 26)와 유사 또는 동

일한, 폐쇄 가능한 개구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싱 챔버(12, 14, 16)는, 프로세싱 챔버 억세스 슬릿을 밀봉하여 프로

세싱 챔버 내 반응 가스를 격리시키기 위해, 각각 로드 록 도어 또는 슬릿밸브(12a, 14a, 16a)를 포함한다.

챔버(20, 22) 각각은 기판을 지지, 가열 및 냉각하기 위한 다수의 수평 쉘프(shelves) 또는 플랫폼이 설치된 카세트(30)(예

를 들어 도 3a 참조)를 포함할 수 있다. 유리 기판의 가열 및 냉각 속도는 대류, 전도 및 복사에 의한 전체 열전달량에 의해

정해진다.

도 3a의 카세트 실시예에서, 챔버가 대기압일 때 열은 대부분 대류와 복사에 의해 유리로 전달되며, 챔버가 진공상태일 때

(10 Torr보다 낮을 때) 가열은 주로 복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리의 가열 및 냉각 속도는 기체 대류의 전달속도 때문에 진

공에서보다 대기 하에서 훨씬 높다.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챔버(20, 22)의 카세트는 엘리베이터 조립체(35)에 장착되어 카세트를 한 쉘프의 높이씩 점

차적으로 높이거나 낮춘다. 엘리베이터 조립체는 이하 상세히 설명하듯이, 기판을 화살표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직으로 이

동시켜 로봇(50, 60)에 의한 로딩 및 언로딩에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조립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이드 샤프트(35a) 및

드라이브 샤프트(35b)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샤프트는, 도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챔버(20, 22)의 하부벽 예를 들어 챔버

(20)의 벽(29)에서 진공 유지 실링(vacuum-tight seal)(미도시)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연장된다. 엘리베이터 조립체는 리

드 스크류(lead screw; 36a)를 포함하는 수직 이동 장치(vertical indexing system)를 포함할 수 있으며, 리드 스크류는

드라이브 샤프트(35b)에 적절하게 연결된 모터 구동 기어세트(motor-driven gear set; 36b)에 의해 회전한다.

각 챔버(20, 22)의 카세트(30)는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열 섹션(32) 및 냉각 섹션(34)을 포함한다. 설명되는

실시예에는 3개의 프로세싱 챔버가 있기 때문에, 섹션(32, 34) 각각은 3개의 수평 쉘프(38)를 포함한다. 히트 쉴드(heat

shield) 또는 열 배리어(thermal barrier; 36)는 가열 섹션(32)과 냉각 섹션(34) 사이에 위치하며, 한 섹션을 다른 섹션으

로부터 열적으로 실질적으로 격리하여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히트 쉴드(36)는 낮은 방사율,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복사에 의해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 이하 설명하는 바와 같이 히트 쉴드는 또한 적

당한 냉각제(coolant)가 흐르는 채널(46)을 포함할 수 있다.

쉘프(38)는 알루미늄, 구리 등 열전도율이 높은 물질로 만들어진다. 가열 섹션(32) 및 냉각 섹션(34)의 측벽(40, 42) 각각

도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열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다. 쉘프와 측벽 사이에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쉘프는 가열 섹

션 및 냉각 섹션의 측벽과 접한다.

가열 섹션(32) 측벽(40) 내의 채널 또는 도관은 전원(미도시)에 연결된 가열 코일 같은 저항성 전기 가열기(44)를 포함한

다. 측벽(40)에는 전원과 가열 코일 사이의 배선(wiring)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관(45)이 설치될 수 있다.

저항성 전기 가열기(44) 대신 다른 가열원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열 섹션은 기판을 가열하기 위하여 적외선 램프

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사원(radiation source)을 포함할 수 있다. 기판은 질소(N2)와 같은 불활성 가스를 기판 표

면 위로 유동시킴으로써 가열될 수도 있다.

냉각 섹션(34) 측벽(42) 내의 채널 즉 유체 통로(fluid passageway; 46)는, 측벽을 통해 물 또는 냉각 가스와 같은 냉각제

가 순환하기 위한 유동 경로를 제공한다. 입구 및 출구 냉각제 파이프(47, 49)는 각각 유체 통로를 통한 냉각제 순환을 위

해 카세트(30)의 바닥벽(31)에 장착될 수 있다.

유사한 냉각제 채널(46)이 냉각제 유동을 위하여 히트 쉴드(36)에 위치할 수 있다. 이 냉각제 순환에 따라 카세트(30)의 가

열 섹션과 냉각 섹션 사이가 열적으로 더욱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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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과 쉘프 사이에 갭(gap)이 존재하도록, 기판은 쉘프(38)에 위치하거나 이에 고정되는 다수의 마운트(48) 위에 위치할

수 있다. 마운트(48)는 고온유리, 스테인레스강 또는 석영 등의 적절한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판은 쉘프와 직

접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열전달이 배제된다. 또한, 마운트(48)가 제거될 수 있으며, 기

판이 쉘프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판은 주로 전도(conduction)에 의해 가열된다.

기판은 양 측면으로부터 균일하게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판의 온도는, 카세트의 어느 섹션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기판으로부터 기판 위 및 아래 쉘프로의 열전달에 의해 변한다. 이는 빠르고 균일한 가열 또는 냉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약 400℃를 넘어선 온도 범위로 가열 또는 냉각할 때도 기판의 크랙 발생 또는 휨

(warping)이 방지된다.

도 3b는 히트 쉴드(36)가, 알루미늄과 같은 열반사 물질로 만들어진 플레이트(90)를 포함하는 열적 배리어로 교체된 카세

트(30')를 나타낸다. 가열 섹션 및 냉각 섹션을 서로 열적으로 더욱 현저하게 격리시키기 위해 다수의 비전도성 포스트(92)

가 설치된다. 이들 포스트는 유리 또는 세라믹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실시예에는 지지체(48)가 없는 쉘프(38')가 포

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냉각 섹션의 쉘프(38) 위, 쉘프(38') 아래 기판은 양 측면이 냉각될 수 있다.

가열 섹션과 냉각 섹션 사이에서 어떤 물리적인 열적 배리어라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냉각 섹션을 통하여

적절한 양의 냉각제를 유동시키는 한편 적절한 전력을 가열 섹션에 인가함으로써, 가열 섹션 및 냉각 섹션 내에는 필요한

온도로 유지된다.

가열 및 냉각 챔버의 다른 실시예가 도 3c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챔버(20, 22) 각각은 상술한 형태의 엘리베이터 조립체

(135) 위에 장착된 카세트(100)를 포함한다. 화살표(137)로 나타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조립체(135)는 기판을 수직으

로 이동시켜 로딩 및 언로딩에 제공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각 챔버(20, 22)에서의 카세트 배열(100)이 이루어질 수 있다.

카세트는 가열 섹션(132) 및 냉각 섹션(134)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되는 실시예에서 가열 섹션(132) 및 냉각 섹션(134)은

각각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쉘프 즉 플랫폼(138a, 138b)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적당한 히트 쉴드 또는 열적 배리

어(136)가 가열 섹션(132) 및 냉각 섹션(134)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쉘프(138a)는 전원에 연결된 가열 코일과 같은 저항

성 전기 가열기(144a)에 의해 가열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가열기(144a)는 쉘프에 통합될 수 있다. 처리될 기판이 지

지된 쉘프(138a) 위에 다른 가열기(144b)가 위치할 수 있다.

추가로, 챔버(20, 22)는 N2와 같은 불활성 가스 분위기로 정화(purge)될 수 있다. 카세트(100)에 장착된 기판은 전도, 대

류 및 복사에 의해 급속하게 가열된다. 기판 가열의 대부분이 가열된 쉘프(138a)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편, 상부의 가열기(144b)가 통합된 쉘프는 하부 쉘프(138a)와 같은 고온에서 작동함으로써 기판을 통한 열손실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냉각제의 순환을 위한 유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채널 즉 유체 통로(146a)가 쉘프(138b)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유사한 냉

각제 채널(146b)이 쉘프(138b) 위에 위치할 수 있다.

카세트 배열(100)은, 가열 섹션(132)의 쉘프(138a)로부터 기판을 들어올려 실질적으로 가열기(144a, 144b) 사이에 위치

시키는 적당한 리프팅 조립체 또는 메커니즘(150)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카세트 배열(100)은, 냉각 섹션(134)

의 쉘프(138b)로부터 기판을 들어올려 냉각 통로(146a, 146b) 사이에 위치시키는 리프팅 조립체(152)를 포함할 수 있다.

리프팅 메커니즘(150, 152)은 기판을 각 쉘프(138a, 138b) 위에 지지하기 위한 지지 핑거(support fingers; 150a, 152a)

를 포함한다. 리프트 메커니즘(150, 152)은 로드 록 챔버로부터의 기판 로딩 및 언로딩을 용이하게 한다. 이들은 서로 독

립적으로 작동하거나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은 슬릿 밸브에 의해 로드 록 챔버로부터 챔버의 대기

측부 및 진공 측부에서 로딩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상기 카세트(100)는 하나의 프로세싱 챔버를 포함하는 장치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처리시간에 따라, 카세트

(100)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챔버를 포함하는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로세싱 장치는 하나의 기판이 하나의 로드 록 챔버 내에서 먼저 가열되고 처리된 뒤에 다른 로드 록 챔버에서

냉각되는 분리형 가열 및 냉각 로드 록 챔버를 가질 수 있다. 도 3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열 로드 록 챔버(200)는, 열전도

율이 높은 물질로 만들어지며 기판(S)을 지지하는 쉘프 즉 서셉터(susceptor; 238a)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을 가열하기

위한 저항성 전기 가열기(244a)가 쉘프 내에 결합될 수 있다. 저항성 전기 가열기(244b) 같은 추가의 가열기가 쉘프

(238a) 위쪽에 위치한다. 가열기(244b)는 열전달 쉘프 또는 서셉터(238b) 내에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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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프(238a)는 엘리베이터 조립체(235)에 장착되어 화살표(237)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판을 수직으로 이동시킨다. 로딩

위치에서, 로봇 엔드 이펙터(robot end effector)는 기판을 가열된 쉘프(238a) 위에 위치시킨다. 쉘프(238a)는 가열된 쉘

프(238b) 부근까지 위쪽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기판은 쉘프(238b)로부터 약 3mm 떨어진 위치까지 이동될 수 있다.

기판이 수직으로 이동될 때, 챔버(200)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 의해 정화될 수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판은

전도, 대류 및 복사에 의해 급속히 가열된다. 대부분의 가열은 전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쪽에 가열된 쉘프(238b)가 존재

함으로써 열손실이 상당히 감소되는데, 이는 쉘프(238a 및 238b)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원하

는 온도로 가열된 뒤, 기판은 챔버(200)의 슬릿 밸브를 통하여 언로딩을 위해 아래로 이동된다.

도 3e에 나타난 바와 같이, 냉각 로드 록 챔버(220)는 냉각시 기판을 지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열전도율이 높은 물질로

만들어진 쉘프(240a)를 포함한다. 쉘프(240a)는 냉각제가 순환하기 위한 유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유체 통로 또는 통로

(246a)들을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한 냉각제 채널 또는 채널(246b)들이 쉘프(240a) 위에 위치할 수 있다.

플랫폼(240a) 위에 위치된 기판은 엘리베이터 조립체(235')에 의해 수직으로(화살표 237') 이동될 수 있다. 처리 후 기판

은 챔버(220) 내에서 쉘프(240a) 위에 로딩되고 냉각 통로(246b) 부근의 위치로 이동된다. 이로써 기판은 채널(246a,

246b)을 통해 흐르는 냉각제에 의해 양 측면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냉각된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뒤, 기판은 아래쪽으로

이동되어 챔버 벽 내의 슬릿 밸브에 의해 언로딩된다.

또한, 도 3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드 록 챔버(200)는, 화살표(239)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판을 플랫폼(238a)에 대해 수

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조립체(235)의 샤프트에 대해 동축으로 배치되는 리프팅 조립체(236)를 포함할 수

있다. 리프팅 조립체(236)는 지지체 즉 핑거(236a)를 포함하며, 이 핑거는 기판을 플랫폼 위에 지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238a)의 적당한 개구를 통하여 연장된다. 리프팅 조립체(236)는 기판을 플랫폼(238a)으로부터 들어올리거나 플랫폼

(238a)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작동될 수 있다.

도 3e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드 록 챔버(220)는 수직-정지 리프팅 조립체(vertical-stationary lifting assembly; 245)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조립체는 기판을 플랫폼(240a)으로부터 들어올리거나 플랫폼(240a)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리프팅 조립체(245)는 지지체 즉 핑거(247)를 포함하며, 이 핑거는 플랫폼(240a)의 개구를 통해 연장되어 기판과

접촉한다. 지지 핑거(247)는 챔버(220)의 바닥 내벽(220a)에 고정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조립체(235')가 작동할 때, 예

를 들어 플랫폼(240a)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때, 기판은 지지 핑거(247)에 의해 플랫폼 위에 위치할 것이다.

챔버(200, 220)에는 필요에 따라 리프팅 조립체(235 또는 245)가 장착될 수 있다. 기판은 챔버로부터 제거되거나, 리프팅

조립체의 지지핑거에 놓이는 위치로 챔버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기판은 챔버(20, 22) 내에 수동으로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로딩될 수 있다.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로봇(50)이 대기 조건에서 스테이션(station)에 장착되며 3개의 다른 저장 카세트(54A, 54B, 54C) 중 하나로부터

기판(S)을 회수한다. 이들 카세트는 수직으로 배치된 기판 지지용 수평 플레이트 또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로봇(50)의 연

결된 블레이드 또는 아암 조립체(56)에 의한 기판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들 플랫폼은 기판을 플랫폼 표면 위에 지지하기

위한 프로젝션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수된 기판은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챔버(20, 22)에 한번에 하나

씩 장착될 수 있다. 카세트(30)의 마운트(48)에 의해 제공되는 갭 또는 스페이싱(spacing) 역시 로봇 아암 조립체(56)가 카

세트(30)의 기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기 로봇(atmospheric robot; 50) 및 그에 연결된 블레이드 조립체(56)는 3개의 다른 축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구체적

으로 로봇 블레이드는 연장 또는 수축될 수 있고(R 운동), 수직방향으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Z 운동), 일정 범위의

각도를 쓸고 갈 수 있다(θ 운동). 본 실시예에서 설명된 θ 운동은 360˚ 또는 그 이상이다. 즉, 로봇 블레이드는 어느 방향으

로든 360˚회전될 수 있다.

저장 카세트(54b)는 정지되어 있다. 반면 저장 카세트(54a, 54c)는, 카세트(54a, 54c)가 바뀐 위치 및 점선 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전운동 및 병진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카세트에서 로봇(50)에 의한 기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판의 형상은 장방형이다. 예를 들어, 기판(S)의 규격은 800mm(짧은 치수 "x") × 1,000mm(긴 치수

"y")인 장방형인 것이 전형적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은 그 짧은 치수 "x"가 대기 로봇(50)을 마주하도

록 저장 카세트(54a, 54b, 54c)에 위치한다. 기판을 챔버(20, 22)에 로딩할 때, 로봇 블레이드(56)는 예를 들어 짧은 치수

"x"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선 방향으로(normal) 기판 아래로 이동함으로써 기판에 접근한다. 따라서, 기판은 짧은 치수에

등록특허 10-0614348

- 7 -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을 따라 로드 록 챔버에 로딩된다. 이와 유사하게, 기판은 로봇(50)에 의해 일반적으로 짧은 치수

에 수직인 방향으로 챔버(20, 22)로부터 언로딩된다. 즉, 언로딩을 위하여, 로봇 블레이드(56)는 짧은 치수 "x"에 대해 실

질적으로 법선 방향으로 챔버(20, 22)에서 기판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하 더욱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챔버

(20, 22)의 진공 측부에서, 기판은 긴 치수 "y"를 가로질러(across) 챔버(20, 22) 및 프로세싱 챔버(12, 14, 16)로 삽입되

고 이로부터 제거된다.

기판이 정방형일 경우, "x" 및 "y"의 치수는 명백히 같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기 로봇(50)의 로봇 블레이드(56)는 챔버

(20, 22)에서 언로딩을 위하여 정방형 기판 아래로 예를 들어 "x"에 실질적으로 법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챔

버(20, 22)의 진공 측부에서, 정방형 기판은 "y"를 가로질러 챔버(20, 22) 및 프로세싱 챔버(12, 14, 16)로 삽입되고 이로

부터 제거된다. 이렇게 정방형 기판이, 한 쪽 치수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로드 록 챔버의 대기 측부에 삽입되거나

이로부터 제거되는 반면, 로드 록 챔버의 진공 측부에서, 정방형 기판은 제 2의 치수, 예를 들어 "x" 치수에 수직인 "y" 치

수를 가로질러 챔버(20, 22), 및 프로세싱 챔버(12, 14, 16)로 삽입되고 이로부터 제거된다.

도 1에 나타나 바와 같이, 장치(10)는 중앙 진공 챔버(18) 내 중앙에 위치하는 로봇(60)을 더욱 포함한다. 진공 로봇(60)은

이중 아암 로봇(dual arm robot)이다. 진공 로봇은 2개의 개별 아암을 포함하는 아암 조립체(62) 또는 연결된 블레이드를

포함한다. 각 로봇 아암은 중앙 허브에 대하여 독립적인 운동을 하도록 배열된다. 로봇 아암은 동일한 방향 또는 반대 방향

으로 회전할 수 있다. 로봇 아암은 서로 독립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연장되거나 수축될 수 있다(R 운동). 로봇(60)은 챔버

(20, 22) 및 개별적인 프로세싱 챔버(12, 14, 16) 사이에서,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한 챔버에서 다른 챔버로 기판을 전송할

수 있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로봇의 R 운동(직선 연장 또는 수축)은 화살표(60a)로 나타나며, 피봇운동인 θ 운동은 화살표

(60b)로 나타나 있다. 이중 블레이드(dual blade) 또는 엔드 이펙터 배열은, 로봇(60)이 처리될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에 제

공하는 한편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처리될 기판이 로드 록 챔버로부터 제거된

뒤에, 처리된 기판이 로드 록 챔버 중의 하나에 제공될 수 있다.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는, 로딩 및 언로딩을 위해, 챔버(20, 22)에서 기판에 대해 그 긴 치수 "y"를 가로질러 결합 또는

접근할 수 있다. 즉, 블레이드 조립체(62)의 로봇 블레이드는, 기판의 긴 치수 "y"에 실질적으로 법선 방향으로 기판 아래

로 이동한다. 따라서, 기판은 기판의 긴 치수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을 따라 로드 록 챔버의 진공 측부로 삽입되거나 이

로부터 제거된다. 이와 유사하게, 기판은 그 긴 치수 "y"를 가로질러 개별 프로세싱 챔버(12, 14, 16)에 위치하거나 이로부

터 제거된다. 즉, 기판은 긴 치수 "y"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프로세싱 챔버에 로딩되거나 이로부터 언로딩된다. 로

봇은 "z"에서 2개의 위치를 가지며, 그에 따라 모든 아암이 동일 평면에서 연장 또는 수축될 수 있다.

예로써,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세싱 챔버(12)는 서셉터(70)를 포함하는 PECVD 챔버일 수 있으며, 이 서셉터(70)

는 스템(stem; 74)에 장착된 기판 지지 플레이트(72)를 가진다. 서셉터는 프로세싱 챔버 내 중앙에 위치한다. 기판은 기판

처리 또는 반응 영역(75)에서 지지 플레이트(72)에 지지된다. 서셉터를 들어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리프트 메커니즘(미도

시)이 설치된다. 리프트 핀(미도시)은, 지지 플레이트의 리프트 핀 구멍(76)을 통과하여, 기판이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

에 의해 챔버(12) 측벽(79)의 개구(78), 그리고 측벽(19)의 대응 개구를 통하여 프로세싱 챔버로 또는 프로세싱 챔버로부

터 전송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개구(78)는 슬릿 밸브(12a)(도 1 참조)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지지 플레이트(72)는 장방형이며, 처리될 기판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가열요소(heating

elements)(미도시)가, 지지 플레이트(72)의 상면(72a)에 위치하여 처리시 기판을 균일하게 가열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는 긴 치수 "y"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기판을 챔버(12) 내로 또는 챔

버(12)로부터 전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로봇 블레이드가 기판을 소정 위치로 이동시키면, 리프트 핀은 위쪽으로 이동

하여, 기판이 처리 위치로 낮추어지기 전에 기판을 지지한다. 특히, 리프트 핀은 리프트 핀 구멍(76)을 통하여 움직여서, 기

판과 접하여 기판을 지지한다. 리프트 핀은, 공지의 전송수단이나 리니어 피드스루(linear feedthroughs)와 같은 리프트

수단(미도시)의 작용에 의해 리프트 핀 구멍(76)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다. 리프트 핀에 의해 접촉되어 지지됨으로써, 기판

은 처리 위치까지 낮아질 수 있다.

기판이 서셉터(70) 위에 위치된 후, 개구(78)가 슬릿 밸브(12a)에 의해 폐쇄되고 증착이 시작될 수 있다. 증착이 완료된

뒤, 슬릿 밸브(12a)는 개방되고, 기판은 로봇(60)에 의해 제거된다. 구체적으로, 리프트 핀이 기판을 서셉터 표면 위에 지

지하기 위해 리프트 핀 구멍(76)을 통하여 위쪽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기판은 개구(78)를 통하여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인출되도록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에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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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세싱 챔버(14, 16)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될 수 있다.

초기에, 챔버(20)는 대기압 하에 있으며, 반면 중앙 챔버(18)는 예를 들어 약 1Torr의 진공 작동 압력에 있을 수 있다. 그

리고, 도어(20a)는 챔버(18)를 챔버(20) 및 대기와 격리시키기 위해 닫혀 있다. 그러나, 도어(21)는 처리될 기판이 챔버

(20)에 장착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구체적으로, 로봇(50)은, 저장 카세트(54a, 54b, 54c)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처리될 기판으로 접근한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기판은 챔버(20)의 가열 섹션(32)에서 카세트(30)의 3개의 쉘프(38)에 각각 장착된다(도 3 참조). 로봇은 저

장 카세트 위의 기판에 접근하여 이들을 카세트 가열 섹션(32)의 각 쉘프 위에 삽입하기 위해 필요한 R, θ 및 Z 운동을 한

다. 엘리베이터 조립체(35)는, 비어 있는 쉘프가 도어(21)와 마주하도록 카세트를 한 쉘프의 높이만큼씩 점차 올린다. 이

쉘프에 기판이 놓이며, 이는 카세트의 모든 쉘프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판은 그들의 짧은 치수를 가로질러 카세트에 장착된다. 즉,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56)는 기판의

짧은 치수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저장 카세트의 기판과 결합된다. 모든 기판, 본 실시예에서는 3개의 기판이 챔버

(20) 내에 장착된 뒤, 슬릿 밸브(21)가 폐쇄되어 챔버(20)를 주위의 대기(28)로부터 격리한다. 그리고, 챔버(20)는 약

1Torr일 수 있는 중앙 챔버(18) 내의 압력에 해당되는 작동 압력까지 감압된다.

설명을 위해, 장치(10)가 단 3개의 프로세싱 챔버를 포함하며 3개의 기판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장치는 3개의 프로세싱 챔버보다 많거나 적은 챔버를 포함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기판은 주위의 대기압 조건에서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32)에 로딩되어 있는 동안, 처리 온도 예를 들어 300 내지

450℃ 사이의 온도로 예열된다. 장치의 초기 시작시(initial start-up), 각 로드 록 챔버(20, 22)의 카세트는 비워질 수 있

다. 즉, 어떠한 기판도 수용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 초기에 로딩된 기판은, 원하는 처리 온

도에 이르기 위해 적당한 시간만큼 가열될 필요가 있다. 이들 기판은 도 5a에 나타난 시간 간격 동안 가열될 수 있으며, 이

하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장치의 시작 후, 장치(10)에서 처리되는 기판은 도 5a의 예열 사이클에 따라 처리된다.

도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1 기판이 카세트 가열 섹션(32)의 쉘프(38) 위에 로딩되어 t1 시간 동안 가열된다. 그리고,

제 2 기판이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되어 t1 시간보다 짧은 t2 시간 동안 가열된다.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로딩 사이 시

간 간격은 t4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판이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되어 t3 시간 동안 가열된다. t3는, t1보다 짧은 시간인 t2

보다도 짧다. t5는 카세트에 제 1 기판 및 마지막 기판을 로딩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이다. 시간 t1은 처리될 3개의 기판을 로

드 록 챔버에 로딩하고 처리된 3개의 기판을 로드 록 챔버로부터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장치(10)의 시작시, 기판을 로드 록 챔버에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t1보다 상당히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장치가 시작되는 동안 기판은 도 5a의 가열 사이클에 따라 예열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를 예로 들면

t1은 120초이며, t2는 104초, t3은 88초, t4는 16초, t5는 32초이다.

챔버(20)를 챔버(18)의 진공 작동 압력으로 배기 즉 펌프다운(pump down)하는 동안, 기판은 te 시간 동안 계속 가열되고

있다. 이 시간 간격은 60초일 수 있다. 시간 t6은 제 1 기판을 챔버(20)로부터 예를 들어 프로세싱 챔버(12)의 슬릿 도어

(slit door)에 인접한 위치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 t7은 챔버(12) 내에서 이 기판을 서셉터로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 tw1 및 tw2는 각각 제 2 및 제 3 기판이 다른 두 프로세싱 챔버 중 하나로 전달되기 위해 기

다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예로써 시간 t6, t7은 10초인 반면, tw1 및 tw2는 각각 30 및 50초일 수 있다.

제 1 기판에 대한 총예열시간은 t1 + te이며, 제 2 기판의 총예열시간은 t2 + te + tw1이다. 그리고 제 3 기판에 대한 총예

열시간은 t3 + te + tw2이다. 주어진 실시예에서, 제 1, 제 2 및 제 3 기판에 대한 총예열시간은 각각 180, 194 및 198초이

다.

챔버(20)가 진공으로 되는 시간 간격 동안, 로봇(50)은 기판을 챔버(22) 위에 로딩하기 시작할 수 있다. 챔버(20)에 대한

로딩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은 챔버(22)의 카세트 가열 섹션의 3개의 쉘프에 각각 로딩된다. 기판은 도어(25)

를 통하여 챔버(22)에 로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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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20)의 내부 압력이 전송 챔버(18) 내의 압력과 같아지도록 챔버(20)가 배기된 뒤, 슬릿 밸브(20a)가 열리고, 개별 프

로세싱 챔버(12, 14, 16)로의 전송을 위해, 로봇(60)이 R 운동 및 θ 운동을 이용하여 카세트 가열 섹션내의 기판에 접근할

수 있다. 로봇(60)의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에 의한 결합을 위해, 엘리베이터 조립체(35)는 쉘프 하나의 높이만큼 챔버

(20) 내에서 카세트를 적절히 상승시키고, 챔버(20)의 각 기판은 도어(20a) 맞은 편에 연속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구체적

으로, 기판을 챔버(20)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블레이드 조립체(62)의 아암 또는 이펙터 중 선택된 하나가 사용된다.

설명한 바와 같이, 기판은 그 긴 치수를 가로질러 챔버(20)로부터 제거된다. 즉, 기판은, 기판의 긴 치수 "y"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을 따라 로봇(60)에 의해 챔버(20)로부터 제거된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판은 그들의 긴 치수를 가로질

러 개별 프로세싱 챔버(12, 14, 16)로 삽입된다.

로봇(60)은 챔버(20)로부터 한번에 하나씩 기판을 받아들여, 개별 프로세싱 챔버(12, 14, 16) 각각에 하나의 기판을 장착

한다. 도 5a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판을 챔버(20)로부터 전송하여 개별 프로세싱 챔버 중 하나의 서셉터에

위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t6 + t7이다. 프로세싱 챔버에서의 증착 프로세스는 처리될 기판이 서셉터 위에 적절히 위치

하고 프로세싱 챔버 슬릿 밸브가 닫히자마자 시작된다. 마지막 기판이 챔버(20)로부터 제거되어 예를 들어 프로세싱 챔버

(16)에 삽입된 뒤, 도어(20a)가 닫히고, 챔버(20)는 대기 조건으로 통기된다. 3개의 추가 기판이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될 수 있다.

도 5b는 3개 프로세싱 챔버 각각에서 기판의 처리시간 tp를 예로서 나타낸다. 처리시간 tp는 5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2개의 부분은 진공 교환 시간으로서, 로드 록 챔버 예를 들어 챔버(20)와,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 예를 들어 프로세싱 챔버

(12) 사이에서 기판이 전송되는 시간이다. 진공 교환 시간은 t10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이하 설명되는 도 6b를 참조). 처리

시간은 증착 프로세스 가스의 도입 전, 프로세싱 챔버의 기판이 처리 온도로까지 가열되는 시간 tH를 더 포함한다. 증착 프

로세스 가스는 시간 tD동안 프로세싱 챔버 내를 흐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증착 프로세스가 완료된 뒤, 기판은 프로세싱 챔

버의 서셉터로부터 리프트 핀에 의해 들어올려진다. 이 작업을 위한 시간이 tL이다.

한 예로, 가열시간 및 증착시간 tH와 tD는 각각 60초 및 70초이다. 리프트 시간(tL) 및 진공 교환 시간은 각각 20초 및 30초

일 수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 시간(tP)은 180초가 될 것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로드 록 챔버(20)의 제 3 기판이 프로세싱 챔버(16)에 로딩된 뒤, 도어(20a)가 닫히고, 처리될 추가의 기

판을 챔버(20) 내에 로딩하기 위해 챔버(20)는 대기로 통기된다. 이 과정에서 챔버(22)는 중앙 챔버(18) 내의 진공 작동 압

력으로 펌핑 다운된다. 챔버(20) 내에 초기에 로딩된 기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판은 도 5a에 도시된 가열 사이클

에 따라 챔버(22)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서 예열된다.

챔버(22)가 중앙 전송 챔버(18) 내의 작동 진공 압력에 도달한 후, 처리될 예열된 기판을 챔버(22)로부터 개별 프로세싱 챔

버(12, 14, 16)로 전송하기 위해 슬릿 밸브(26)가 열린다. 설명된 바와 같이, 기판은, 기판의 긴 치수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챔버(22)로부터 제거되어 프로세싱 챔버 내로 삽입된다.

로봇(60)은 R 운동 및 θ 운동을 이용하여, 기판 중의 선택된 하나와 결합한다. 선택된 기판은 로봇(62)의 제 1 아암에 지지

된다. 챔버(12)의 도어(12a)는 열려 있고, 로봇의 비어 있는 제 2 아암은 연장되어서, 챔버(12)에서 처리 즉 마무리된 기판

과 결합하고 이를 챔버로부터 제거한다. 그리고 로봇은,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의 제 1 아암에 지지되는 처리될 기판을

챔버(12) 내로 연장시킨다. 그리고 로봇은 챔버(22)로 회전하고, 챔버(12)로부터의 마무리되며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

의 제 2 아암에 위치하는 기판은 로봇(60)에 의해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32) 내에 로딩된다.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

(62)의 제 1 아암은 챔버(22)의 처리될 다음 기판과 결합하고 이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14) 내로 삽입하기 위한 위치로 회

전한다. 그러나, 처리될 기판이 챔버(14)로 삽입되기 전에,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의 제 2 아암에 의해 챔버(14)의 처리된

기판이 우선 제거된다. 그 후,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의 제 2 아암은, 마무리된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14)로부터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삽입하기 위해 챔버(22)에 대해 소정 위치로 회전한다.

이 때, 챔버(22)의 처리될 다음 기판이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의 적절한 아암에 의해 제거되며, 이 아암은 이 기판을 프로세

싱 챔버(16)로 삽입하기 위한 위치로 회전되고 연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될 기판이 프로세싱 챔버로 삽입되기 전

에 프로세싱 챔버(16)의 마무리된 기판이 우선 로봇에 의해 제거된다. 그리고, 프로세싱 챔버(16)로부터의 마무리된 기판

은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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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 기판이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삽입될 때, 처리될 기판이 카세트 가열 섹션으로부터 제거된다. 따

라서, 챔버(22)에 연결된 엘리베이터 조립체가 작동하여, 카세트 가열 섹션 또는 카세트 냉각 섹션 어느 한쪽의 적절한 쉘

프는, 로봇 블레이드 조립체(62)의 적절한 아암에 의한 접근을 위해 도어(26)의 맞은 편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냉각 프로

세스는 첫 번째의 처리된 기판이 카세트 냉각 섹션에 삽입되자마자 시작된다. 이때 냉각제 통로(46)를 따라 냉각제가 흐른

다. 진공 측부의 로드 록 도어 및 프로세스 처리 챔버 도어가 열릴 때, 프로세싱 챔버로부터의 가스 역시 기판의 냉각에 기

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기판이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에 로딩된 후, 도어(26)는 닫히고, 챔버(22)는 주위의 대기 조건

으로 통기된다. 그 후, 로봇(50)이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에서 마무리된 기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챔버(22)의 도어

(25)가 열린다. 그러나, 마무리된 기판이 챔버(22) 내로 제거되기 전에, 로봇은 처리될 추가의 기판을 챔버(22)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하기 위해 작동된다. 이에 따라, 처리된 기판이 주위 온도로 냉각될 수 있는 추가의 시간이 제공된다.

적절하게 프로그램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초한 제어기가, 상술한 장치(10)의 다양한 부품 및 전체 작동을 제어한다. 또

한, 제어기는 로봇(50)이 기판을 챔버(22)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부터 하나씩 제거하여, 특정 저장 카세트 또는 챔버(20)

에 로딩되기 전에 원래 위치하였던 저장 카세트(54a, 54b, 54c)에 다시 삽입할 것을 지시한다.

마무리된 기판이 챔버(22) 내에 로딩되고 챔버(22) 내의 처리될 기판이 여러 프로세싱 챔버 내로 로딩되는 동안, 챔버(20)

는 처리될 추가의 기판을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하기 위해 주위 대기 조건으로 통기된다. 다시 챔버(20) 내의

새로운 기판이 도 5a에 도시된 기판 가열 사이클에 따라 예열된다. 이들 기판 모두가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 로딩

된 후, 챔버(20)는 전송 챔버(18) 내의 진공 작동 압력으로 감압된다. 그 후, 챔버(20) 내의 새로운 기판은, 상술한 바와 같

이 프로세싱 챔버(12, 14, 16) 내의 마무리된 기판에 대해 한번에 하나씩 교환된다. 이 단계에서 프로세싱 챔버 내의 마무

리된 기판은 챔버(22)로부터 전송 챔버(18) 내로 로딩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챔버(20)를 통하여 전송 챔

버로부터 제거되는데, 이 챔버(20)에서 기판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저장 카세트에 재삽입되도록 로봇(50)에 의해 접근된

다.

구체적으로, 로봇(60)은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서 처리될 기판과 결합하여, 이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12) 내로 삽

입될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마무리된 기판이 우선 프로세싱 챔버(12)로부터 제거된다. 그리고, 처리될 새 기판이 프

로세싱 챔버(12)에 삽입된다. 그 후, 마무리된 기판은 로봇(60)에 의해 챔버(20)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이동된다. 처리될

다음 기판은 로봇(60)에 의해 챔버(20)의 카세트 가열 섹션으로부터 제거되며, 프로세싱 챔버(14)의 마무리된 기판이 제거

된 뒤에 이 챔버로 삽입된다. 마무리된 기판은 챔버(20)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삽입되고, 처리될 새로운 기판이 챔버(20)

의 카세트 가열 섹션에서 제거되어 프로세싱 챔버(16)로 삽입된다. 다시, 마무리된 기판은 새 기판이 삽입되기 전에 우선

프로세싱 챔버(16)로부터 제거된다. 프로세싱 챔버(16)로부터의 마무리된 기판은, 챔버(20)의 카세트 냉각 섹션으로 삽입

된다. 챔버(20)의 도어(20a)는 폐쇄되고, 챔버(20)는 대기 상태로 통기된다. 그 후, 챔버(20)의 도어(21)는 개방되고, 로봇

(50)은 챔버(20)의 카세트 냉각 섹션 내의 기판에 접근한다. 그리고 이들 카세트는 저장 카세트(54a, 54b, 54c)로 되돌려

진다. 이들 카세트는 원래 저장 카세트(54a, 54b, 54c)로부터 챔버(22)에 로딩되었던 것이다.

로드 록 챔버(20, 22)에 대해 상술한 로드 록 가열 및 냉각 사이클이 도 6a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챔버(20)와

프로세싱 챔버 사이의 기판 교환을 위해 챔버(20)가 중앙 전송 챔버(18) 내의 진공 작동 압력으로 펌핑 다운 또는 배기될

때, 챔버(22)는 마무리된 기판의 언로딩을 위하여 주위의 대기 조건으로 통기된다. 도 6a의 대기 가열시간(t1)이 도 5a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로드 록 챔버를 챔버(18)의 진공 작동 압력으로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 te가 도 6a에 나타나 있

으며, 이는 도 5a에 나타난 시간 te에 대응한다. 로드 록 챔버를 대기 조건으로 통기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시간 tv로 표

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tv는 te와 같고, 각각 약 60초일 수 있다.

도 6a에 나타난 시간 t9는 로드 록 챔버의 예열된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의 마무리된 기판으로 교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도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 t9는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시간 t6(도 5a 참조)은 기판을 예를 들어 챔버(20)로

부터 프로세싱 챔버(12)의 슬릿 도어에 인접한 위치까지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시간 t6과 같을 수 있는 시간 t15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기판을 프로세싱 챔버(16)에서 로드 록 챔버로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시간 t10, t12 및 t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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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싱 챔버 각각으로부터 마무리된 기판을 제거하고 예열된 기판을 그 위치에 삽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시간 t11,

t13은 마무리된 기판을 로드 록 챔버에 삽입하고 처리될 기판을 로드 록 챔버로부터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본 실시

예에서 시간 t10 내지 t14는 20초이고, 시간 t6 및 t15는 각각 10초일 수 있다. 따라서 시간 t9는 120초일 수 있다.

시간 t10 내지 t14 역시 도 5b에 도시되어 있다. 도 5b는 프로세싱 챔버 사이클의 시간분석도이다. 기판이 프로세싱 챔버

내 서셉터 위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프로세싱 챔버 슬릿 밸브가 닫힌 뒤, 기판은 가열되고(tH) 증착 프로세스(tD)가 시작된

다.

전체 장치 프로세스 및 세척 사이클에 대한 시간분석이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스 시간 사이클

TPC 내에 6회의 증착 사이클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각 증착 사이클은, 로드 록 챔버의 대기 측부 및 진공 측

부 각각에서, 챔버 프로세스 시간 TP(도 5b), 교환시간 t1(도 5a) 및 t9(도 6b)를 포함한다. 프로세싱 챔버가 세척되는 시간

은 TC이다. 세척시간은 약 360초 지속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TPC는 1,080초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이 프로세스

사이클(TPC + TC)에서, 18개의 기판이 1,440초마다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45개의 기판이 3,600초마다 처리될 수 있

다.

하나 이상의 코팅 또는 막이 프로세싱 챔버 내에서 증착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막 두께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세싱 챔버

에 제 1 세트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프로세싱 챔버를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세싱 챔버에 제 2 세트의 전구체를 공급함

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기판은 각 챔버에서 다른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미리선택된 명령에 따라, 한 프로세

싱 챔버로부터 다른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될 수 있다. 장치(10)의 다양한 챔버 간의 기판의 전송과 타이밍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제어기의 제어하에서 미리 선택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은 로드 록 챔버로 로딩되어지는 시간 동안 예열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예열 단계는 모든 기판이

로드 록 챔버에 장착되고, 로드 록 도어가 폐쇄되고 로드 록 챔버가 배기되어진 후에만 일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상술

한 바와 같이, N2와 같은 불활성 가스가 기판의 가열 동안 로드 록 챔버에 도입될 수 있다. 로드 록 도어가 기판 장착을 위

해 개방되면, 불활성 가스의 강한 압력이 로드 록 내측 및/또는 도어에 유지될 수 있어서 공기가 로드 록으로 유입되지 못

하게 한다.

장치(10)는 단일 배치형 챔버로 예열 및 냉각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기판의 연속적이고 신속한 프로세싱을 제공한다. 기판

은 한 번에 하나씩 프로세싱 챔버에서 처리될 수 있다. 장치의 전체 크기는 이전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작으며, 더욱이 작

동의 효율은 더 높다.

본 발명의 장치가 특정 실시예와 시퀸스를 이용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을 지라도,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다

양한 변형이 본 장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들 들어, 중앙 전송 챔버에 접근가능한 다수의 프로세싱 챔버가 채용될

수 있으며, 가열, 증착 및 냉각의 다양한 시퀸스가 박막과 증착 시퀸스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가스 화학적 에칭, 물리적 스

퍼터링, 급속 어닐링 및 예비세척 챔버와 같은 추가적 형태의 프로세싱 챔버가 장치내에 추가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과 변경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며, 본 발명은 오직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고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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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기 챔버내의 제 1 섹션;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기 챔버내의 제 2 섹션;

처리될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제 1 섹션내의 하나 이상의 플랫폼;

처리된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제 2 섹션내의 하나 이상의 플랫폼; 및

상기 제 1 섹션과 제 2 섹션을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제 1 섹션과 제 2 섹션사이에 배치된 배리어;를 포함하

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4.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고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로서,

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기 챔버내의 제 1 섹션;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기 챔버내의 제 2 섹션;

상기 제 1 섹션과 제 2 섹션을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제 1 섹션과 제 2 섹션 사이에 배치된 배리어;

상기 제 1 섹션의 측벽들과 접촉하여 상기 측벽으로부터 열을 전도받는 다수의 열 전도성 쉘프;

상기 제 2 섹션의 측벽들과 접촉하여 상기 측벽에 대해 열을 전도하는 다수의 열 전도성 쉘프;

상기 전도성 쉘프와 그 위에 지지된 기판 사이에 갭을 제공함으로써, 상기 전도성 쉘프와 기판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여 이

들 사이의 직접 열전달을 방해하는 상기 전도성 쉘프상의 지지체;를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가 절연 재료로 형성된,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배기가능한 챔버가 하나 이상의 진공 프로세싱 챔버에 대해 다수의 기판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전송받는 로드 록 챔버

로서 작용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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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섹션 및 제 2 섹션을 엘리베이터 조립체가 점차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킴으로써, 상기 전도성 쉘프상의 기판에

로봇이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8.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고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배기가능한 로드 록 챔버내에 위치설정되도록 된 카세트로

서,

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제 1 섹션;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 2 섹션;

상기 제 1 섹션과 제 2 섹션을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제 1 섹션과 제 2 섹션 사이에 배치된 배리어;

상기 제 1 섹션에서 카세트의 내측벽에 통합되어 상기 제 1 섹션의 내측벽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가열기;

상기 제 2 섹션에서 카세트의 내측벽에 통합되고, 냉각제를 수용하도록 구성되어 상기 제 2 섹션의 내측벽의 온도를 감소

시키는 냉각 통로;

상기 제 1 섹션의 측벽들과 접촉하여 상기 측벽에 대해 열을 전도하는 다수의 제 1 열 전도성 쉘프;

상기 제 2 섹션의 측벽들과 접촉하여 상기 측벽으로부터 열을 전도받는 다수의 제 2 열 전도성 쉘프; 및

상기 기판을 지지하고, 상기 전도성 쉘프와 기판 사이에 갭을 제공하는 상기 제 1 및 제 2 열 전도성 쉘프상의 지지체;를 포

함하는,

카세트.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기가 저항성 가열 코일을 포함하는,

카세트.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가 상기 배리어를 관통하는 냉각제 순환용 채널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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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가 엘리베이터 조립체상에 설치됨으로써, 상기 전도성 쉘프상의 기판이 상기 로드 록 챔버의 슬릿 밸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카세트.

청구항 12.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고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로서,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는 제 1 섹션;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제 2 섹션;

처리될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제 1 섹션내의 제 1 플랫폼;

처리된 기판을 지지하는 상기 제 2 섹션내의 제 2 플랫폼;

처리될 기판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상기 제 1 섹션내의 가열기;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상기 제 2 섹션내의 냉각 통로;

상기 제 1 플랫폼 또는 제 2 플랫폼 중 어느 하나에 위치된 기판이 상기 배기가능한 챔버의 선택적으로 폐쇄가능한 개구를

통해 접근될 수 있도록, 상기 제 1 플랫폼 및 제 2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엘리베이터 조립체;

상기 제 1 플랫폼에 대해서 처리될 기판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상기 제 1 플랫폼과 연관된 제 1 리프팅 조립체; 및

상기 제 2 플랫폼에 대해서 처리된 기판을 상승 및 하강시키는 상기 제 2 플랫폼과 연관된 제 2 리프팅 조립체;를 포함하

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섹션과 제 2 섹션을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제 1 섹션과 제 2 섹션 사이에 배치된 배리어를 더 포함

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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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리프팅 조립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가능한,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리프팅 조립체가 함께 작동가능한,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기는 상기 제 1 플랫폼내의 저항성 가열 코일을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통로가 상기 제 2 플랫폼내에 위치된,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18.

제 1 치수와 상기 제 1 치수에 수직인 제 2 치수를 가진 기판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로서,

폐쇄가능한 제 1 및 제 2 개구를 갖고, 프로세싱 전에 기판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 섹션 및 프로세싱 후에 기판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섹션을 가진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

폐쇄가능한 제 1 및 제 2 개구를 갖고, 프로세싱 전에 기판을 가열하기 위한 가열 섹션 및 프로세싱 후 기판을 냉각하기 위

한 냉각 섹션을 가진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가 설치되고, 상기 폐쇄가능한 제 2 개구 각각을 통해 이들 로드 록 챔버와 연통하는 진공

전송 챔버;

상기 진공 전송 챔버에 설치되어 이와 연통하는 하나 이상의 진공 프로세싱 챔버;

상기 전송 챔버의 외측에 설치되고, 상기 폐쇄가능한 제 1 개구 각각을 통해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중 선택된 하

나에 대해 기판을 삽입하거나 기판을 제거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기판이 상기 제 1 치수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중 선택된 하나에 대해 삽입 또는 제거되는, 제 1 기판 핸들링 로봇;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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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챔버의 내측에 설치되며, 상기 폐쇄가능한 제 2 개구 각각을 통해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중 선택된 하

나에 대해 기판을 삽입하거나 기판을 제거하고, 상기 프로세싱 챔버에 대해 기판을 삽입 또는 제거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기판이 상기 제 2 치수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중 선택된 하나 또는 상기 프로세싱 챔버에 대해

삽입 또는 제거되는, 제 2 기판 핸들링 로봇;을 포함하고,

상기 가열 섹션과 냉각 섹션이 배리어에 의해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섹션과 냉각 섹션이 서로로부터 열적으로 격리된,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다수의 진공 프로세싱 챔버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가열 섹션 및 냉각 섹션이 각각 기판을 지지하는 다수의 플랫폼을 포

함하고, 상기 플랫폼의 갯수가 프로세싱 챔버의 갯수와 동일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1.

긴 치수와 짧은 치수를 가진 장방형의 기판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진공 프로세싱 장치로서,

상기 기판을 통과시킬 수 있는 폐쇄가능한 제 1 및 제 2 개구를 갖춘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

상기 기판을 통과시킬 수 있는 폐쇄가능한 제 1 및 제 2 개구를 갖춘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가 설치되고, 상기 폐쇄가능한 제 2 개구 각각을 통해 이들 로드 록 챔버와 연통하는 중앙

진공 전송 챔버;

상기 중앙 진공 전송 챔버에 설치된 다수의 진공 프로세싱 챔버로서, 상기 중앙 진공 전송 챔버와 다수의 진공 프로세싱 챔

버 중 이웃한 진공 프로세싱 챔버 사이의 개구를 통해 상기 중앙 진공 전송 챔버와 연통하는, 다수의 진공 프로세싱 챔버;

상기 중앙 진공 전송 챔버의 주위 외측에 설치되고, 상기 폐쇄가능한 제 1 개구 각각을 통해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

버 중 선택된 하나에 대해 기판을 로딩 및 언로딩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기판이 상기 짧은 치수에 수직인 방향을 따라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에 대해 로딩 또는 언로딩되는, 제 1 기판 핸들링 로봇; 및

상기 중앙 진공 전송 챔버의 내측에 설치되며, 상기 폐쇄가능한 제 2 개구 각각을 통해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중

선택된 하나에 대해 기판을 로딩 및 언로딩하고, 상기 프로세싱 챔버 중 선택된 하나와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 사

이로 기판을 전송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기판이 상기 긴 치수에 수직인 방향을 따라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와 상기

프로세싱 챔버에 대해 로딩 또는 언로딩되는, 제 2 기판 핸들링 로봇;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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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가 처리될 기판을 가열하는 가열 섹션과 처리된 기판을 냉각하는 냉각 섹션을 각각 포함하

고, 상기 가열 섹션과 냉각 섹션이 열적 배리어에 의해 분리되며, 상기 가열 섹션 및 냉각 섹션이 기판을 지지하기 위한 다

수의 플랫폼을 각각 포함하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섹션 및 냉각 섹션의 플랫폼이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에 대해 기판을 전송하기 위한 상기 폐쇄가능한 제

1 및 제 2 개구 중 하나에 인접한 위치로 상기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조립체 상에 설치된 카세트의

일부인,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3개의 프로세싱 챔버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가열 섹션과 냉각 섹션이 3개의 플랫폼을 각각 포함하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

청구항 24.

처리될 기판을 가열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로서,

처리될 기판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챔버내에 위치되고, 상기 기판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제 1 가열기를 포함하는 플랫폼;

상기 챔버내에 위치되며, 상기 제 1 가열기로부터 이격된 제 2 가열기;

상기 기판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플랫폼상의 기판이 상기 제 2 가열기 근처의 위치로 이동될 수 있도록, 상기 제

2 가열기에 대해 상기 플랫폼을 이동시키도록 구성되어 배치된 조립체;를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으로부터 기판을 리프팅하고 상기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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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체가 상기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가열기가 저항성 가열 코일을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로 불활성 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29.

처리된 기판을 냉각할 수 있는 진공 프로세싱 장치의 배기가능한 챔버로서,

처리된 기판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챔버내에 위치되고, 처리된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냉각제를 수용하는 제 1 냉

각 통로를 포함하는 플랫폼;

상기 챔버내에 위치된 냉각제를 수용하며, 상기 제 1 냉각 통로로부터 이격된 제 2 냉각 통로; 및

상기 기판의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플랫폼상의 기판이 상기 제 2 냉각 통로 근처의 위치로 이동될 수 있도록, 상기

제 2 냉각 통로에 대해 상기 플랫폼을 이동시키도록 구성되어 배치된 조립체;를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으로부터 기판을 리프팅하고 상기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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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립체가 상기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배기가능한 챔버.

청구항 32.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 내의 플랫폼상에 기판을 로딩하는 단계;

상기 플랫폼의 온도를 증가시키고,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 내의 상승된 온도의 다른 영역 근처에 상기 기판을 위치설정하

여 기판을 가열하는 단계;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로부터 프로세싱을 위해 프로세싱 챔버로 가열된 기판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기판이 프로세싱된 후, 상기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로 기판을 전송하고,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

내의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 내의 플랫폼의 온도를 감소시키고,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 내의 감소된 온도의 다른 영역 근처에

상기 기판을 위치설정하여 기판을 냉각하는 단계;

상기 기판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로부터 언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온도가 증가되는 시간 동안,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로 불활성 가스를 도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4.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 내의 가열된 플랫폼상에 기판을 로딩하는 단계;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 내의 상승된 온도의 다른 영역 근처에 상기 기판을 위치설정하여 기판을 가열하는 단계;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로부터 프로세싱을 위해 프로세싱 챔버로 가열된 기판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기판이 프로세싱된 후, 상기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로 기판을 전송하고,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

내의 냉각된 플랫폼상에 기판을 위치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 내의 감소된 온도의 다른 영역 근처에 상기 기판을 위치설정하여 기판을 냉각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로부터 언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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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주위 대기 조건에서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 제 1 기판을 로딩하여 상기 기판을 상승된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상기 가열된 기판을 진공하에서 제 1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부터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하는 단계;

주위 대기 조건에서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 제 2 기판을 로딩하여 상기 제 2 기판을 상승된 온도로 가열

하는 단계;

상기 제 1 기판이 프로세싱된 후, 상기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진공하에서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션으로

제 1 기판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열된 기판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부터 진공하에서 상기 제 1 기판이 제거된 상기 선택된 프로세

싱 챔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주위 대기 조건에서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션으로부터 상기 제 1 기판을 언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가 배기된 후, 상기 제 1 및 제 2 기판이 가열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가 배기되기 이전에 상기 제 1 및 제 2 기판이 가열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8.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로 불활성 가스가 도입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9.

주위 대기 조건에서 제 1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 다수의 제 1 기판을 로딩하고, 상기 다수의 제 1 기판을 상승

된 온도로 가열하며,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를 배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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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열된 기판을 진공하에서 한번에 한 개씩 제 1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부터 상기 제 1 로드 록 챔버 내의 기판

의 갯수와 동일한 갯수를 갖는 다수의 프로세싱 챔버 중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 전송하는 단계;

주위 대기 조건에서 제 2 진공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 다수의 제 2 기판을 로딩하고,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을 상승

된 온도로 가열하며,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를 배기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제 1 기판이 프로세싱된 후, 상기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부터 진공하에서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

션으로 한번에 한 개씩 제 1 기판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가열된 기판을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가열 섹션으로부터 진공하에서 상기 다수의 제 1 기판 중 선택된 제 1 기판

이 제거된 상기 선택된 프로세싱 챔버로 한번에 한 개씩 전송하는 단계; 및

주위 대기 조건에서 상기 제 2 로드 록 챔버의 냉각 섹션으로부터 상기 다수의 처리된 제 1 기판을 언로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짧은 치수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의 대기 측부로 기판이 삽입 또는 제거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긴 치수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제 1 및 제 2 로드 록 챔버와 상기 프로세싱 챔버의 진공 측부로 기판이 삽입

및 제거되는,

기판 프로세싱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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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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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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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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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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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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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e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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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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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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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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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7

등록특허 10-0614348

- 3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청구의 범위 12
도면 22
 도면1 23
 도면2 24
 도면3a 25
 도면3b 26
 도면3c 27
 도면3d 27
 도면3e 28
 도면4 28
 도면5a 29
 도면5b 30
 도면6a 31
 도면6b 31
 도면6c 32
 도면7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