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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온도가 균일한 플라즈마 반응챔버 콤포넌트

(57) 요약

플라즈마 반응챔버용 콤포넌트는, 온도조절 지지부(22)와 같은 열싱크부와, 전력이 공급되는 샤워헤드 전극(20)과 같은

가열체를 포함한다. 샤워헤드 전극은, 샤워헤드 전극의 상면(30)과 지지부의 저면(32) 사이에 가스 분산 챔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지부에 가장자리부가 지지되어 있다. 열전달부(36)는 샤워헤드 전극과 지지부 사이에 연장되어 샤워헤드 전극의

온도 최상승 영역으로부터 지지부의 저면으로 열을 전달하여 샤워헤드 전극 전면에 걸친 온도분포를 조절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싱크부;

가장자리부를 포함하며, 지지부에 의하여 상기 열싱크부에 부착되는 샤워헤드를 포함하는 가열체; 및

상기 열싱크부 및 상기 가열체의 전면에 걸쳐 온도 상승이 가장 높은 상기 가열체의 국부적인 영역과 열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열전달부를 포함하며,

상기 열전달부의 외측 가장자리 전부가 상기 지지부의 내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싱크부는 저면을 구비하며, 상기 가열체는 전력이 공급되는 샤워헤드 전극으로서, 상기 지지부에

상기 가열체의 가장자리가 고정되어,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상면과 상기 열싱크부의 저면 사이에 가스 분산 챔버를 구성하

며, 상기 열전달부가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상면 중앙영역과 상기 열싱크부의 저면과 열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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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공정가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스공급부를 통해서 상기 가스 분산챔버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금속으로 형성된 일체형 바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주조된 금속바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실리콘으로 성형된 바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

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금속복합물 바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전극의 상면 위로 돌출된 돌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

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전극의 상면에 결합재에 의해 결합된 성형바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재는 금속재료이거나 열전도성 접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

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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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열싱크부의 저면 상에 돌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

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열싱크부의 저면에 결합재에 의해 결합된 성형바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재는 금속재료이거나 열전도성 접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

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동심원적으로 배치된 원형 링(rin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

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링은 관통된 가스통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

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냉각제가 상기 열싱크부의 채널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

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싱크부와 상기 샤워헤드 전극 사이에 배치된 배플 어셈블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플 어셈블리는

제1 및 제2 배플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배플판은 상기 지지부의 형태로 성형된 개구부를 갖고, 상기 성형된 개구부는 상기 열

전달부 주변으로 밀착되어 맞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

트.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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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제1, 제2, 및 제3 형태의 성형바디들을 포함하고, 여기서 제1성형바디는 샤워헤드 전

극의 상면의 중앙영역과 제1 배플판의 하부면과 열적으로 접촉하고, 제2성형바디는 제1배플판의 상부 및 제2배플판의 하

부면과 열적으로 접촉하며, 제3성형바디는 제2배플판의 상부 및 상기 열싱크부의 저면과 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21.

공정가스가 배플판을 통하여 배플 플레이트와 샤워헤드 전극 사이의 가스 플리넘 내로 통과한 후, 상기 샤워헤드 전극 내

의 개구부를 통하여 플라즈마 챔버 내로 통과되며,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중앙부분과 상기 배플판 상의 냉각 지지부 사이에 열흐름 경로를 제공하는 열전달부를 포함하며,

상기 열전달부 전체가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가장자리로부터 내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챔버용 콤포

넌트.

청구항 22.

제2항 기재의 콤포넌트를 구비하는 플라즈마 챔버에서 반도체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샤워헤드 전극을 통하여 공정가스를 유동시키는 단계;

상기 샤워헤드 전극에 라디오파(Radio Frequency) 전력을 인가하여 상기 공정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시키는 단계;

및

상기 플라즈마에 의해 상기 반도체 기판의 노출된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챔버 내

에서 반도체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체는 원형 샤워헤드 전극 판이며, 상기 지지부는 환형 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위한 반

응챔버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상부 표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처리 공정을 위한 반응챔버

용 온도 조절 콤포넌트.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샤워헤드 전극은 원형 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챔버용 콤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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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부는 상기 샤워헤드 전극의 상부 표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챔버용 콤포넌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 기판처리 공정용 반응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반응기(reaction chamber)의 가열부 전면에

걸쳐 온도분포를 조절하는 콤포넌트(component)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공정은, 도전성 막과 절연성 막 그리고 반도체 막의 화학적 기상 증착과, 그들 막을 식각하는 공정과, 마스크 층으

로서 사용된 막을 에싱하는 공정 등을 포함한다. 식각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플라즈마 식각이 금속과 절연체 및 반도체

막을 식각하는데 사용된다.

반도체 기판의 플라즈마 공정을 위한 샤워헤드 전극은 본 출원인의 공동소유인 미국특허 제5,074,456호, 제 5472565호,

제 5,534,751호, 및 제5,569,356호에 개시되어 있다. 다른 샤워헤드 전극의 가스 분산시스템은 미국특허 제4,209,357호,

제4,263,088호, 제4,270,999호, 제4,297,162호, 제4,534,816호, 제4,579,618호, 제4,590,042호, 제4,593,540호, 제

4,612,077호, 제4,780,169호, 제4,854,263호, 제5,006,220호, 제5,134,965호, 제5,494,713호, 제5,529,657호, 제

5,593,540호, 제5,595,627호, 제5,614,055호, 제5,716,485호, 제5,746,875호 그리고 제5,888,907호에 개시되어 있다.

집적회로 제조에서 절연막에 콘택이나 비아콘택과 같은 개구부를 식각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절연막은 불화실리

콘 산화막(FSG)과 같은 도핑된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이산화막과 같이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 산화막, BPSG(Boro

Phospho Silicate Glass) 및 PSG(Phopho Silicate Glass)와 같은 실리케이트 글래스막,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열적

으로 성장된 실리콘 산화막, 및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TEOS 증착 실리콘 산화막 등을 포함한다. 절연체의 도핑 물질

은 보론(B), 인(P) 또는 비소(As)를 포함한다. 절연막은 폴리 실리콘막과, 알루미늄, 구리, 티타늄, 텅스텐, 몰리브덴 또는

그들의 합금과 같은 금속막과, 티타늄 질화막과 같은 질화막과, 티타늄 실리사이드, 코발트 실리사이드, 텅스텐 실리사이

드, 몰리브덴 실리사이드와 같은 금속 실리사이드 막과 같은 도전성 막 또는 반도전성 막 상에 형성될 수 있다. 평행판 플

라즈마 반응기(parallel plate plasma reactor)가 실리콘 산화막에 개구부를 식각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식각기

술은, 미국 특허 제5,013,398호에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5,736,457호는 싱글(single)과 듀얼(dual) 다마신(Damascene) 금속배선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싱글

다마신(single damascene) 공정방식에서는, 비아 콘택과 전도체가 분리된 단계에서 형성되는데, 이 공정에서 전도체와

비아콘택을 위한 금속배선 패턴이 절연막 내에 식각되고, 금속막이 절연막 내에 식각된 그루브와 비아 콘택 내에 금속층이

충전되며, 과잉의 금속층은 화학적 기계연마법(CMP) 또는 전면 식각 공정(etch back process)에 의해서 제거된다. 듀얼

다마신 공정(Dual damascene) 방식에서는, 비아 콘텍과 도전체를 위한 금속배선 패턴이 절연막 내에 식각되고, 식각된

그루브와 비아 콘택 개구부를, 단일 금속 충전과 과잉 금속막 제거공정을 통해서, 금속으로 충전된다.

식각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샤워헤드 전극은 뜨겁게 된다. 게다가, 전극표면 전면에 걸쳐서 온도는 심각하게 변화될 수 있

다. 샤워헤드 전극의 중앙과 가장자리 부분의 온도는 100 ℃ 이상, 예를 들어, 200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불균일한 온

도분포는 웨이퍼의 불균일한 식각을 유도하는 불균일한 플라즈마 밀도 및/또는 공정가스 분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자리가 냉각되는 샤워헤드의 배치에서는, 샤워헤드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샤워헤드 전극의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의 온도

편차가 더욱 커지므로, 기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샤워헤드 전극으로 12 인치(300 mm)의 큰 웨이퍼를 식각할 때, 공정가스를 조절해서 균일한 플라즈마 분포를 만든다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더 큰 영역에 걸쳐서 식각가스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샤워헤드 전극과 배플들(baffles)

에 형성된 개구부의 수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배플의 수와 배플들에 형성된 개구부 수를 증가시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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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러한 가스 분산장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고 비용도 그만큼 더 증가된다. 게다가, 공정가

스의 유속이 반도체 기판의 증가된 표면적에 비례하여 증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정 가스비, 선택비, 외형적 형태 및 크

기에 따라서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더하여, 샤워헤드의 증가된 크기는 반도체 기판의 불균일한 공정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샤워헤드의 더 큰 온도 편차를 유도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샤워헤드 전극과 같은 가열체를 가로질러 형성되는 온도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샤

워헤드 전극의 경우에, 전극을 가로질러 조절된 온도 분포는 반도체 기판의 더 균일한 공정을 허용한다. 더하여, 샤워헤드

전극에 의하여 도달되는 최대온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극의 가용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면, 반도체 기판을 공정처리하기 위해서 반응챔버 내의

콤포넌트는, 열저장부(예를 들어, 지지부)와, 가열체(예를 들어, 전기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샤워헤드 전극)과, 열저장부

와 가열체 사이에 개재된 열전달부를 포함한다. 열전달부는 가열체의 상승온도 영역으로부터 열저장부까지 열유동로를 제

공한다.

예를 들어, 평행판 플라즈마 식각공정에서, 샤워헤드 전극의 중심에서 발생되는 열은 열전달부를 통해서 지지부로 전달되

고, 따라서, 전극의 가장자리와 전극의 주변영역 사이에 온도차가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플라즈마는 반도체 기판의 공정

이 진행되는 동안 제어된 그리고/또는 실질적으로 균일한 방법으로 분포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첨부한 도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예시적 실시예들이 묘사 및 설명되고 있다. 또, 도면들에서 같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참조번호는 전체에 걸쳐

동일하다.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이나 평판 디스플레이어와 같은 반도체 기판 처리 공정용 반응챔버의 콤포넌트의 온도 조절을 성취

하기 위해서 개선된 발명을 제공한다. 그러한 콤포넌트들은 스퍼터링 타겟, 전기적 전력이 공급되는 샤워헤드 전극, 샤워

헤드, 그리고 기판 지지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콤포넌트들은 냉각제를 관통시킴으로써 냉각되거나 냉각되지 않을 수 있

다. 본 발명은 전기적 전력이 공급되는 샤워헤드 전극을 참고로 하여 설명될 것이다.

평판 플라즈마 식각공정 챔버 내에서 기판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샤워헤드 전극의 표면은, 예를 들어, 전극에 인가된 전

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성 발열로 인해 온도가 증가한다. 발생된 열은 가장자리 주변에 위치한 열싱크부(heat sink)로

흐른다(전극과 열싱크부는 상호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극의 중앙영역은 열싱크부와 직접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극의 중앙영역의 온도는 반도체 기판 처리공정을 만족스럽게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극의 가장자리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유사하게, 샤워헤드의 열때문에, 타겟 또는 기판, 샤워헤드 또는 기판이나 타겟 아래쪽의 표면이 다른 부분보다

부분적으로 더 뜨겁다. 본 발명은 그러한 표면의 온도 균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플라즈마 반응챔버 내의 샤워헤드 전극이나 기판 지지체를 가로질러 형성되는 온도 분포의 조절관점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한다. 그러나, 발명의 원리는 반도체 처리공정용 반응챔버의 다른 가열체들을 가로지르는 온도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일예로서 플라즈마 식각 공정용 반응챔버 콤포넌트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샤워헤드 전극(20)이 냉각지지부(22)

에 고정되어 가스분산 챔버(23)를 형성한다. 지지부(22)의 온도는, 지지부(22)의 냉각 채널(24)를 통해서 냉각제를 순환시

킴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샤워헤드 전극(20)은 실리콘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도 알루미늄, 흑연, 실리콘 카바이드 등과 같은 전기

적 전도성을 가진 적절한 어떤 물질로도 형성가능하며, 가스는 복수의 개구부(26)를 통해서 통과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에서, 샤워헤드 전극(20)은 전극과 일체형인 가장자리부(28)를 갖는다. 그러나, 가장자리부(28)는, 도 3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원형의 샤워헤드판 외측 모서리에 부착되는 독립 지지링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외측 가장자

리부(28)는 지지부(22)와 열적으로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다. 가스분산챔버(23)는 샤워헤드 전극(20)의 상면(30)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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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부(28) 그리고 지지부(22)의 하부면(32)에 의해서 정의된다. 공정가스는 중앙 가스공급부(29)에 의해서 챔버(23)내로

공급된다. 그러나, 공정가스를 전극의 주변부에서 그리고/또는 하나 이상의 가스공급부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다. 공정가

스는 가스공급챔버를 통하여 하향 유동하여 흐르고, 샤워헤드 전극(20)에 형성된 개구부(26)를 통과한다.

공정가스에 에너지를 주어 플라즈마화 시키기 위해서, 샤워헤드 전극(20)에 전력(DC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 RF 전력)이 공급된다. 전력이 샤워헤드 전극(20)에 인가될 때, 저항열이 발생하고 샤워헤드 전극(20)의 온도가 중가

한다. 열이 단지 전극(20)의 주변부분으로부터만 제거된다면, 샤워헤드 전극(20)의 중앙영역(34)에서의 온도는 샤워헤드

전극(20)을 통해서 가장자리부(28)까지 측방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상승될 수 있다. 그 결과, 샤워헤드

전극(20)의 중앙영역(34)과 가장자리부(28) 사이에 큰 온도편차(예; 약 100 ℃ 내지 300 ℃)가 발생한다. 이러한 큰 온도

편차는 샤워헤드 전극(20)을 통과하는 공정가스의 균일한 분포 및/또는 플라즈마에 전달되는 전력의 균일한 분포에 영향

을 미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한 콤포넌트(35)는 샤워헤드 전극(20)의 상부 표면

(30)의 중앙영역(34)과 온도 조절 지지부(22)의 저면(32)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열전달부(36)를 포함한다. 플라즈마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열은 열전달부(36)를 통해서 온도 조절 지지부(22)로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샤워헤드 전극

(20)의 중앙영역(34)과 가장자리부(28) 사이의 온도차는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예를 들어, 전극의 중앙영역과 가장자

리부 사이의 얻어질 수 있는 온도차는 50 ℃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0 ℃ 이하이다). 그 결과, 매엽 기판 플라즈마

식각공정과 같이 기판이 샤워헤드의 하부에 위치하는 반도체 공정에서는, 더욱 균일한 공정이 달성될 수 있다.

열전달부(36)는 열적으로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있는 재료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나

열적으로 전도성이 있는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적당한 재료는 SiC, Si3N4, AlN 등의 세라믹 재료나 Al, Cu, 스테인레스

강 및 몰리브덴 등과 같은 금속재료나, 강화재료(예를 들어, 탄소섬유 알루미늄, 탄소섬유 구리, 보론섬유 알루미늄, SiC

입자 알루미늄 등)와 같은 금속복합재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열전달부는 원하는 형태로 가공 주조된 알루미늄 바디

(body)일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는 샤워헤드 전극(20)의 상면(30)에 식각가스 분산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배플 어셈블리를 포함한다. 배플

어셈블리는 샤워헤드 전극(20)과 지지부(22) 사이에 배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플판(40)을 포함할 수 있다. 배플판

(40)은 알루미늄으로 형성될 수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취부(42)를 포함하고 있어, 지지부(22)의 저면(32)과 샤워헤

드 전극의 상면 사이에 정의된 절취된 공간에 맞는 유사한 형태의 열전달부(36)를 수용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전달부(36)는 공정가스가 가스 인입구(29)로부터 배플판(40)에 의해서 정의된 플리넘

(plenum) 내로 유동되도록 노치(44)를 포함한다. 그 결과, 인입구(29)로부터 공급되는 가스는 배플판(40)의 표면을 가로

질러 분산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콤포넌트(35)의 제2실시예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배플판(40)은 열전달부(36)를 수용하기 위해서

절취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열전달부(36)가 지지부(22)와 배플판(40)과 샤워헤드 전극(20)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개재

되어 있다. 열전달부(36)는 가스통로를 포함해서 인입구(29)로부터 주입된 가스가 배플판(40)들에 의해서 정의된 플리넘

내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법으로, 열전달부(36)는 강체일 수 있고, 배플판(40)은 그루브나 채널을 포함해서 공

정가스가 배플판에 의해서 정의된 배관 내로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콤포넌트(35)의 제3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반응챔버는 지지부(22)와 샤워헤드 전극(20)

사이에 배플판(4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3실시예에서는 열전달부(36)가 샤워헤드 전극(20)과 지지부(22) 사이에 정의

된 가스 분산 챔버 내에 배치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전달부(36)는 공정가스가 열전달부(36)들 사이와 지지

부(22)의 표면 및 샤워헤드 전극(20)을 횡단하여 흐를수 있도록 복수의 노치(44)를 포함한다.

샤워헤드 전극(20)으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전달부(36)는 지지부(22)의 저면(32) 및 샤워헤드

전극(20)의 상면(30)과 열적으로 우수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으로는, 열전달부(36)와 가열체(예를

들어, 샤워헤드 전극 (20))와 열싱크부(예를 들어, 지지부(22))사이에 전혀 간극이 없어야 한다. 이들 부품들 간에 열적으

로 우수한 접촉은, 열전달부의 반대측에 인듐이나, 은과 같은 금속재 가스켓같은 열전도성 재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는,

샤워헤드 전극(20)의 상면(30)에 금속재료나 전기적 그리고/또는 열적으로 전도성이 있은 입자들을 포함한 엘라스토머

(elastomer)와 같은 전도성 접착제를 부착하는 등 샤워헤드 전극(20)과 열전달부(36) 및 지지부(22)가 결합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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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샤워헤드 전극(20)과 지지부(22) 사이에 샌드위치형태로 형성된 열전달부(36)는 동심

원적으로 배치된 원형 링들이다. 그 링들은 노치(44)를 구비하여 공정가스가 가스분산 챔버 전면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한

다. 비록, 세 개의 링들이 도 4 및 도 4a에 도시되어 있으나, 링들의 수는 원하는 열전달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가되거

나 감소될 수 있다. 게다가, 열전달부는 링과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예, 열전달부는 중심허브 형태일 수도 있고, 방사상으

로 연장된 아암일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적당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열전달부(36)는 샤워헤드 전극

(20)의 상면(30)을 최소면적으로 덮으면서도 원하는 열전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배플판을 포함하지 않고 가스 분산 챔버 내에서 더 균일한 가스 분산을 달성 위해서, 콤포넌트(35)는 복수

의 가스공급부(39)들을 포함한다. 그런 구성에서는, 각 가스공급부(39)의 인출부에서 가스의 압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복

수의 가스공급부(39)의 마련은 단일 가스공급부와 비교하여 더 균일한 가스압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콤포넌트(35)의 제 4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열전달부(36)는 기판 지지면(37)과 지지부

(41) 사이에 개재되어 있다. 기판 지지면(37)은 저면 전극의 일부일 수 있는데, 이 저면 전극은 정전 클램프(electrostatic

clamp)를 구비할 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열전달부(36)는 열을 기판 지지면(37)으로부터 지지부(41)로 끌어

내기 위해 사용되어, 지지면(37)의 전면에 걸친 온도 차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지부는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기판을 냉각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헬륨 후면 냉각 장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상기 실시예들에서는, 열전달부(36)가 분리된 부품이거나 가열체(예, 샤워헤드 전극(20))이거나 열싱크부(예, 지지부(22))

와 일체형일 수도 있다. 도 6은 샤워헤드 전극(20)과 일체로 형성된 열전달부(36)의 예를 도시하고 있고, 도 7은 지지부

(22)에 일체로 형성된 열전달부(22)를 도시하고 있다. 결합재를 사용할 경우, 결합재는 양호한 열적 전도성과 선택적으로

양호한 전기적 전도성을 가져야하며, 진공환경에서 적합하여야 한다(예컨대, 재료가 반도체 공정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

키지 않도록 낮은 증기압을 가져야한다). 적당한 결합재로는 엘라스토머(elastomer)나 에폭시(epoxy), 땜납 또는 황동재

료 등의 도전성 접착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샤워헤드 전극 구성의 경우에, 샤워헤드 전극(20)의 중앙영역(34)과 온도조절된 지지부(22) 사

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표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발명은 샤워헤드 전극(20)의 중앙영역(34)과

가장자리부(28) 사이의 온도편차를 조절할 수 있다. 샤워헤드 전극(20)을 가로질러 이와 같은 더 우수한 온도 조절은 공정

이 진행되는 기판 전면에 걸쳐 더 잘 조절된 플라즈마 밀도 및/또는 가스 흐름과 압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상기에 설명된 것과는

다른 특정의 형태로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용이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개시되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제한적인 것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에 의해서 보다는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청구항의 범위 내에 드는 모든 변형물이나 등가물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들 및 장점들이 다음의 도면들과 결합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음으로써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단일가스 공급부를 포함하는 가스분산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도 4a는 도 4에 도시된 열교환부로 동심링을 포함하는 열전달부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도 6은 지지부와 일체로 된 열전달부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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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샤워헤드 전극과 일체로 된 열전달부의 사시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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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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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4a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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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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