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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볼록부를 가지도록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과, 전극과, 외부 전원을 구비하는 정전(靜電) 흡착 장치이며,

복수의 볼록부 각각의 기판 지지면은 도체 배선으로 피복되고, 이 도체 배선에 의해 복수의 볼록부 기판 지지면이 전기적

으로 접속되어 있다. 기판 처리 시 엠보스 볼록부가 기판의 이면(裏面)에 접촉될 때, 기판의 이면과 도체 배선을 전하의 이

동으로 동전위(同電位)로 하고, 기판의 이면과 이것에 접촉하는 도체 배선 사이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양자에서

마찰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정전 흡착 장치에서 파티클의 발생을 저감하여 기판의 분리 및 반송을 용

이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실행하여 높은 수율과 장치 가동률을 실현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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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볼록부, 엠보스 가공, 전극, 유전체판, 파티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정전(靜電) 흡착 장치가 적용된 스퍼터링 장치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는 유전체판(誘電體板)의 엠보스부와 금속 전극의 배치 패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은 유전체판의 표면에 형성되는 도체 배선의 패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서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5는 엠보스 볼록부와 도체 배선과 금속 전극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요부 확대 평면도이다.

  도 6은 도 5에서의 B-B선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가 적용된 스퍼터링 장치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8은 유전체판의 엠보스부와 기판과의 접촉 상태를 나타내는 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9는 유전체판의 엠보스부와 전극층의 배치 패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10은 유전체판의 엠보스부와 기판과의 접촉 상태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11은 유전체판의 엠보스부와 기판과의 접촉 상태의 다른 예이며, 기판이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12는 유전체판의 엠보스 표면과 기판과의 접촉 상태에 있어서 인가(印加) 전압과 유기(誘起) 전하를 나타내는 확대 종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요부 종단면도이다.

  도 14는 도 13에 의해 나타내는 원의 부분 A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15는 제3 실시예에서의 엠보스 구성 및 금속 전극과 기판에서의 전하 분포를 나타내는 확대 단면도이다.

  도 16은 엠보스의 정상부에서의 전하 분포를 나타내는 확대 단면도이다.

  도 17은 파티클이 축적된 2개의 엠보스 사이의 전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확대 단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요부 종단면도이다.

  도 19는 도 18에 나타낸 원의 부분 B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요부 단면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요부 종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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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2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서 사용된 금속 전극 상면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23은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를 구비한 스퍼터링 장치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4는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에서의 유전체판과의 엠보스부와 기판의 접촉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확대 종단면도

이다.

  도 25는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에서의 엠보스 볼록부와 기판의 접촉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확대 종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근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기판에의 박막 형성(스퍼터링이나 CVD 등)이나 박막 가공(드라이 에칭 등)의 기판 처리에

있어서, 기판 또는 웨이퍼를 고정하기 위해 정전 흡착 장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전 흡착에 의한 기판 고정은 기계

적 클램프 장치와 비교하면 기판 표면에 접촉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판 면 내로부터의 디바이스 인출률이

높아, 디바이스 생산의 수율도 높게 할 수 있다. 또한 온도 조정부와의 조합에 따라 온도의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정전 흡착 장치[정전 척 장치 : Electorstatic Chuck(ESC) device]는 단극(유니폴러)형과 쌍극(바이폴러)형 2개의 타입

이 있다. 단극형 장치의 동작은 기판 표면의 전체면에 걸쳐 플라스마를 필요로 한다. 이 플라스마는 정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적 접속을 만든다. 그러나, 쌍극형 장치는 가령 플라스마가 없어도 동작한다. 그러므로, 정전 흡착 장치는

플라스마 처리 및 비플라스마 처리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23을 참조하여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의 예를 설명한다. 이 정전 흡착 장치는 일례로서 스퍼터링 장치에 적용되고 있

다. 이 스퍼터링 장치에 있어서, 금속제 용기(11)의 내부는 배기 기구(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감압되어 있다. 용기(11)의

천정부에는 링형 절연 부재(12)에 지지된 원판형 타깃(13)이 장착되어 있다. 용기(11)의 외측이며 타깃(13)의 배면에는 요

크판(14)에 고정된 자석(15)이 설치되어 있다. 용기(11)의 내부 하측에는 기판 지지부(16)가 형성되어 있다. 기판 지지부

(16)의 상면에는 기판(17)이 탑재되어 있다. 기판(17)은 타깃(13)에 대향하여 타깃(13)에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판

지지부(16)는 용기(11)의 바닥부에 고정되어 있다. 기판 지지부(16)는 정전 흡착 장치(18)와 기판 온도 조정부(19)를 구비

하고 있다. 용기(11)의 주위벽 내면에는 원통형의 실드(20)가 배치된다.

  정전 흡착 장치(18)는 엠보스 가공에 의해 그 표면에 엠보스부(21)가 형성된 유전체판(22)과, 그 내부에 배치된 금속 전

극(23)에 의해 구성된다. 엠보스부(21)의 높이는 5∼25㎛이다. 금속 전극(23)은, 예를 들면 쌍극(바이폴러) 전극의 구조를

가지며, 내측 전극(23a)과 외측 전극(23b)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속 전극(23)은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 접속되어, 일

정한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는 플러스 전압 인가용 배터리(24a)와 마이너스 전압 인가용 배터

리(24b)와 접지 단자(24c)와 스위치(24d, 24e)가 설치되어 있다. 내측 전극(23a)에는 배터리(24a)에 의해, 예를 들면 플

러스 전압이 인가되고, 외측 전극(23b)에는 배터리(24b)에 의해, 예를 들면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 기판 지지부(16)

상에서의 기판(17)의 고정은 유전체판(誘電體板)(22) 상에 기판(17)이 놓이고 또한 금속 전극(23)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

되면, 금속 전극(23)과 기판(실리콘 기판)(17) 사이에서 작용하는 쿨롬력(Coulomb force)(정전력)에 의해 실행된다. 쿨롬

력은 유전체판(22)의 표면에 유기(誘起)되는 전하에 따라 생긴다. 이 쿨롬력에 의해 기판(17)은 유전체판(22)의 표면에 흡

착된다.

  기판 온도 조정부(19)는 정전 흡착 장치(18)의 하측에 형성되어 있다. 기판 온도 조정부(19)는 열전대(熱電對)(25)와, 전

원ㆍ제어 기구(26)와, 가열ㆍ냉각부(27)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대(25)와 전원ㆍ제어 기구(26)에 의해 소요되는 일정 온도

로 제어된 가열ㆍ냉각부(27)는 그 위에 설치된 유전체판(22)을 일정 온도로 유지한다. 유전체판(22)의 엠보스부(21) 상에

탑재된 기판(17)의 온도는 엠보스부(21)에 의해 형성된 간극(21a)에 가스 공급원(28)과 가스 도입 경로(29)에 의해 가스

가 도입되고, 또한 간극(21a) 내가 일정 압력으로 유지되면 그 가스의 열전도에 의해 소정 온도로 유지된다.

  정전 흡착 장치(18)에 의해 기판(17)을 고정할 때, 그 흡착력은 간극(21a)의 압력과 용기(11)의 내부 압력과의 차압(差

壓)에 의한 반력(反力)보다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 통상의 스퍼터링 압력은 수 미리톨(mTorr)이다. 따라서, 압력차의 값

은 대략 간극(21a)의 압력이 된다. 이 경우, 압력차는 약 10토르(Tor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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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17)을 흡착하는 힘은 유전체판(22)의 표면과 기판(17) 사이에서 작용하는 쿨롬력이다. 도 24와 도 25를 참조하여

쿨롬력에 대하여 설명한다.

  유전체판(22)의 엠보스부(21) 상에 기판(17)은 놓인다. 도 24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금속 전극(23)[내측 전극(23a)]에 배

터리(24a)에 의해 플라스마 전압이 인가되면, 유전체판(22)의 표면에 플러스 전하가 유기되지만, 동시에 기판(17)의 이면

(裏面)에도 마이너스 전하가 유기된다.

  금속 전극이 단극 전극의 경우에는, 기판(17)이 플라스마를 경유하여 전원 접지부에 접속되어 폐회로가 형성된다. 금속

전극이 쌍극 전극의 경우에는, 상이한 부호 내외의 각 전극 전압에 대응하여 유전체판(22)의 표면에 전하가 나타난다. 기

판(17) 뒤의 표면을 통해 폐회로가 형성됨으로써, 기판(17) 뒤의 표면에 전하가 유기된다.

  유전체판(22)의 표면과 기판(17) 사이에 작용하는 힘(F)은 단극 전극의 경우에는 F=ε(V2/L2)A/2, 쌍극 전극의 경우에는

F=ε(V2/L2)A/8(전극 면적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에서 동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ε는 간극(21a)의 유전률, V는

전압, L은 유전체판과 기판 이면(실리콘 기판 이면)과의 거리, A는 전극 면적이다. 흡착력은 인가 전압과 전극 면적에 비례

하고, 기판과 유전체판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스퍼터링에서는 성막 전에 기판을 가열하여, 일정 온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상 쌍극형 전극을 사용한다.

  한편, 기판(17)과 유전체판(22)이 직접 접촉하는 엠보스부(21)의 볼록부(21b)에서는, 도 2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미시적

으로 기판(17)이나 유전체판(22) 표면의 미세한 요철에 의해 생기는 미세한 간극(30)(간극의 거리 δ)이 생긴다. 간극(30)

의 거리 δ는 매우 작아 0.1㎛ 정도이기 때문에, 간극(30)을 사이에 두고 생기는 힘은 매우 큰 것이 된다. 이것은 존슨ㆍ라

벡 효과(Johnson Rahbeck effect)로 불려 지고 있다.

  쌍극 전극의 경우에 대하여 흡착력을 계산한다. 직경 300mm의 기판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체판(22)의 직경은 300mm로

하고, 유전체판(22)의 외주선 1mm와 엠보스 볼록부에 의해 기판을 접촉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접촉 부분의 표면

적이 전 유전체판 수평 면적의 1%로 되어 있다. 금속 전극(23)으로서는, 내측이 원형, 외측이 링형으로 2 분할된 쌍극 전

극으로 한다. 금속 전극(23)으로서는, 계산 상은 직경 298mm의 원판으로 한다. 금속 전극에의 인가 전압은 플러스 전극이

+200V, 마이너스 전극이 -200V로 한다. 기판(17)과 유전체판(22)과의 거리 L에 상당하는 엠보스 갭(볼록부와 오목부의

단차)을 예를 들면 7㎛, 엠보스 볼록부(21b) 기판과의 접촉부의 미세 간극 δ를 예를 들면 0.1㎛로 한다. 또 흡착력은 유전

체판의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엠보스부(21)의 오목부에 작용하는 힘은 500∼600N, 볼록부(21b)에 작용하는 힘은 5000∼10000N이 되며, 전체로

5500∼10600N이 된다. 엠보스 볼록부(21b)에 작용하는 힘은 매우 커 제어하는 데 중요하다. 이들의 힘 합계가 기판 전체

에 걸리지만, 단위 면적당 힘 즉 압력에서는 500∼1000Torr가 된다. 이 압력은 기판(17)과 유전체판(22)의 간극 압력과,

용기(11)의 내부 압력과의 차압에 의한 반력보다 충분히 크므로, 기판(17)은 유전체판(22) 상에 안정되게 흡착 고정된다.

  다음에, 스퍼터링 장치의 용기(11)에서의 기판(17)의 스퍼터링 처리를 설명한다.

  기판(17)이 용기(11) 내에 반입되어, 기판 지지부(16)의 유전체판(22) 상에 놓인다. 기판(17)의 반송은 도시되지 않은 반

송 로봇과 리프트 핀에 의해 실행된다. 다음에,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로부터 작동하여 전극(23)에 소정 전압이 인가된

다. 이 예에서는, 내측 전극(23a)에 +200V, 외측 전극(23b)에 -200V가 인가된다. 내측 전극(23a)과 외측 전극(23b)에는

절대값으로 동일 전압이 인가된다. 전극(23)에 전압이 인가되면,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정전력에 의해 기판(17)이 유전

체판(22)에 흡착되어 고정된다. 기판(17)이 고정되면 기판(17)과 유전체판(22) 사이에 형성되는 간극(21a)에 가스 공급원

(28)으로부터 가스 도입 경로(29)를 통해 가스가 도입된다. 간극(21a) 내의 압력은 1∼10Torr 범위의 어느 일정 압력으로

제어되고 있다. 이 가스에 의해, 기판 온도 조정부(19)에 의해 일정 온도로 유지된 유전체판(22)으로부터 기판(17)에 열이

전해진다. 이 결과, 기판(17)도 승온(昇溫)되어 일정 온도로 유지된다. 기판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용기(11) 내에 Ar 가스

가 도입되어, 용기(11) 내의 압력은 일정 압력으로 유지된다. 다음에, 기판(17)에 대향하는 타깃(13)에 스퍼터 전원(31)으

로부터 높은 전압이 인가되어 용기(11) 내부에 방전이 생기고, 타깃(13)에 대한 스퍼터링 작용으로 기판(17) 상에 원하는

박막이 형성된다. 성막 종료 후, 용기(11) 내의 가스 도입과 간극(21a)에의 가스 공급이 정지된다. 충분히 압력이 저하된

후에, 전극(23)에의 전압 인가가 정지된다. 다음에, 도시하지 않은 리프트 핀으로 기판(17)을 유전체판(22)의 엠보스부

(21)로부터 떼어 놓고, 마찬가지로 도시하지 않은 반송 로봇에 의해 기판(17)을 용기(11)의 밖으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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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이하에 설명하는 파티클 발생과 기판 흡착 해제 등 2개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파티클 발생의 문제 :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에서는, 기판(17)과 유전체판(22)의 엠보스부(21) 사이의 흡착력이 강해지도

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흡착 개시 시 등에 기판(17)의 이면과 유전체판(22)이 마찰되어 기판(17)이 깎이고 파티클이 대

량으로 발생하여 발진원(發塵源)이 되며, 수율(收率)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도 2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판(17)과 유전체판(22)에서의 엠보스부(21)의 볼록부(21b) 상면과는 몇개인가의 점을 통해

서만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접촉점은 기판(17)과 볼록부(21b) 사이에 진공(또는 불활성 가스)의 간극(30)을 형성한

다. 이 때문에 정전력의 계산에서는 도 25에 나타낸 "δ"의 거리에 따라 큰 흡착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기판은 기본적으로

엠보스부 상에서 생성된 힘에 의해 정전 흡착 장치(18) 상에 고정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판(17)의 하면에서는,

보다 작은 표면 영역 상에서 매우 큰 압력이 존재하게 된다. 결과로서, 기판(17)과 유전체판(22)은 마찰에 의해 비져져, 미

소한 파티클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파티클의 일부는 직접 기판의 이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엠보스부(21)의 움푹 패인

곳[간극(21a)]으로 떨어져 퇴적된다. 기판(17)의 반복 처리로 움푹 패인 곳에 축적되는 파티클의 수가 증대되어 기판의 이

면에 부착되기 시작한다. 기판의 이면에의 파티클 부착은 2개의 이유에 의해 일어난다. 제1 이유는 기판과 파티클 사이에

생성되는 정전적 힘 때문이다. 제2 이유는 기판과 유전체판 사이의 간극(21a)을 통한 불활성 가스의 급속한 흐름이 원인으

로 파티클이 부유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 부유하는 파티클은 기판의 이면에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파티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엠보스 볼록부(21b)의 기판 접촉부 면적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러나, 만

곡되는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체로서의 역할을 가지므로 면적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기판 흡착(척) 해제의 문제 : 유전체판(22)의 표면에 유기된 전하는 기판(17)을 처리한 후 금속 전극(23)에의 인가 전압을

없앤 후라도 잔류되므로, 흡착력은 곧 없어지지 않는다.

  상기에서 설명된 장치 구성 및 정전력을 구하는 식을 고려하여 흡착 해제의 문제를 설명한다. 기판의 흡착을 해제하기 위

해, 금속 전극(23)의 전극(23a, 23b)은 스위치(24d, 24e)를 전환함으로써, 양쪽 모두 배터리(24a, 24b)와의 접속 관계가

해소되어 접지에 접속된다.

  전극(23a, 23b)에 직류 전압이 부여될 때, 맨처음 전하는 전극(23a, 23b) 상에 축적된다. 이들 전하는 기판(17)과 전극

(23a, 23b)의 각각 사이에 생기는 강한 전계(E1 : 도 24에 나타냄)의 존재에 의해 유전체판(22) 즉 엠보스부(21)의 상면으

로 향해 천천히 이동한다. 엠보스부(21)의 상면으로의 전하 이동[전하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은 유전체판(22)이 통상

에서는 완전한 절연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의거한다. 또한 유전체판(22)은 전기적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불순물이 일부

러 도프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전하는 유전체판(22)의 상면, 즉 엠보스부(21)의 상면에 축적된다.

  미시적 규모로 기판(17)의 하면과 엠보스부(21)의 볼록부(21b) 상면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기판(17)과 유전체판

(22) 사이의 실제 접촉은 도 2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개소에서만 생긴다. 유전체판(22)의 상면[엠보스부(21)의 상면]에

전하의 축적이 실행됨으로써, 상기 전계(E1)는 줄어든다. 그 대신 엠보스부(21)의 볼록부(21b) 상면과 기판(17) 사이의 전

계는 강해진다. 유전체판(22)의 상면에 생긴 전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된다. 그러므로, 정전력을 사용한 기판 고정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흡착된 기판의 고정 해제 동작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왜냐 하

면, 전극(23a, 23b)이 기판 고정 해제를 위해 접지(어스)에 접속되었을 때, 유전체판(22) 상면의 전하는 전극(23a, 23b)으

로 즉석에서 흘러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전극(23a, 23b)의 전하 재류(再流)(re-flow)는 유전체판(22)의 전기적 저항성에

의존하여 변화된다. 금속 전극(23a, 23b)에의 전하의 재류를 용이화하기 위해, 유전체판(22)은 그 전기적 저항을 작게 하

도록 불순물이 도프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 전극으로의 전하의 재류로 유전체판(22) 내의 전계는 약해지고, 이렇게 하여

전하의 재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차츰 천천히 된다. 이렇게 하여 전하의 재류 프로세스에 의한 유전체판(22)의 완전한

중성화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기판의 신속한 고정 해제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판(17)을 용기(11)의 밖으로 반송할 목적으로 리프트 핀으로 기판(17)을 유전체판(22)으로부터 떨어지게 하

려고 하면 기판이 진동 등을 일으켜 위치 어긋남을 일으킨다. 이 결과, 후단의 기판 처리에서 분포 악화나 반송 불능 등의

문제를 일으켜, 수율 저하 또는 장치 가동률의 저하 문제를 일으킨다.

  상기 문제에 관련되는 종래 기술로서, 또한 일본국 특개평 11(1999)-251416호 공보에 개시되는 정전 척을 들 수 있다.

이 정전 척에서는 양호한 피흡착체의 이탈성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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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련되는 종래 기술로서, 미국 특허 제5,530,616호 공보, 및 「쥬에프ㆍ다비엣, 엘ㆍ피카드, 제ㆍ일렉트로켐 협회,

(미국), 일렉트로케미컬 협회, 11월, 1993년, 140권, 11호, 3251-3256 페이지」를 들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파티클의 발생을 저감하여 기판의 분리 및 반송을 용이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실행하여 높은 수율과 장

치 가동률을 실현하는 정전 흡착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복수의 볼록부를 가지도록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과, 전극과, 외부 전원을 구

비하고, 복수의 볼록부 각각의 기판 지지면은 도체 배선으로 피복되고, 이 도체 배선에 의해 복수의 볼록부의 기판 지지면

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정전 흡착 장치에서는, 유전체판의 표면과 기판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쿨롬력으로 기판을 흡착하는 구성에 있어서,

기판의 이면에 접촉하여 기판을 지지하는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의 모든 선단면을 도체 배선을 피복하고, 또한 이 도체 배

선에 의해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에 따라, 기판 처리 시 엠보스 볼록부가 기판의 이면에 접

촉할 때, 기판의 이면과 도체 배선을 전하의 이동으로 동전위(同電位)로 하고, 기판 이면과 이것에 접촉하는 도체 배선 사

이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양자에서 마찰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1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도체 배선을 접지 상태 또는 플로팅 상태로 하는 전

환기를 구비한다. 기판 처리 시에는 도체 배선을 전환기로 플로팅 상태로 유지하여 전술한 작용을 발생시킨다. 기판의 처

리가 종료된 단계에서는, 전환기로 도체 배선을 접지 상태로 함으로써, 엠보스 볼록부, 기판의 이면, 유전체판의 표면에서

발생한 전하를 퇴피시키도록 하여, 흡착력을 지급으로 소실시킨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1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유전체판의 중심부에 도체축을 설치하고, 이 도체

축을 통해 상기 도체 배선은 전환기에 접속된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각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도체 배선의 재료는 내(耐)마모성 금속 또는 그 합금이다.

도체 배선에 내마모성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파티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각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복수의 볼록부 각각에 대응하는, 볼록부에 가까운 전극 부

분을 제거했다. 이 부분의 전극을 제거함으로써, 볼록부의 선단면에서의 전하량을 적게 하여, 엠보스 볼록부와 기판 사이

의 쿨롬력을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2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을 구비하고, 엠보스 오목부에 형성되는 전극층과, 이

전극층을 전압 인가 상태 또는 접지 상태로 하는 외부 전원과, 엠보스 볼록부의 기판 지지면에 형성된 도전체층을 구비한

다.

  상기 정전 흡착 장치는 스퍼터링 장치 등의 기판 처리 장치에 적용된다. 정전 흡착 장치로 고정되는 기판은 실리콘 기판

등이다. 유전체판의 표면에 엠보스 가공으로 엠보스부가 형성된다. 엠보스부에는 볼록부와 오목부와 외부 에지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다. 엠보스 오목부에 형성된 전극층에 전압이 인가되면, 기판 이면에 전하가 유기된다. 기판과 접촉하는 부분

은 엠보스 볼록부의 표면에 형성된 도체판층이므로, 접촉부는 기판과 동전위로 되어 정전력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마찰

에 기인하는 파티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외주 에지 돌기부의 표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전체

층이 형성된다. 상기 엠보스 볼록부는 외주 에지 돌기부를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 기판 처리 후에 있어서 전

극층을 접지 상태로 하면, 유기된 전하를 급속하게 퇴피시킬 수 있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2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전극층과 도전체층 사이에 형성되는 단차는

5∼30㎛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단차는 수 ㎛에서 수십 ㎛ 범위의 거리가 바람직하지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5∼30㎛의 범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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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2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전극층은 평면적 형태에서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절연된 복수의 전극층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성에서는, 바람직하게는, 내측 전극층과 외측 전극층으로 이루어지는 쌍

극형 전극층이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2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도전체층이 형성되는 범위가 엠보스 볼록부의 표

면 범위보다 내측이다. 이 구성에 의해, 도전체층의 에지부와 전극층의 에지부가 높이 방향에서 직선 상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제2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도전체층이 형성되는 범위가 엠보스 볼록부의 표

면 범위보다 내측이며, 또한 엠보스 볼록부의 주위에 상기 전극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구성에 의해서도, 도전체층의 에

지부와 전극층의 에지부가 높이 방향에서 직선 상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정전 흡착 장치는 상기 각 구성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전극층과 도전층의 재료는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 탄소계

도전체 중 어느 하나이다.

  제3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기판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단극형 장치로서, 복수의 엠보스를 상면에 가지는 금속

전극과, 복수의 엠보스 각각의 표면 상에 형성된 유전체층과, 금속 전극의 상면을 제외하고 금속 전극을 피복하는 절연 재

료와, 그리고 금속 전극에 접속된 직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기판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쌍극형 장치로서,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또한 상면에 복

수의 엠보스를 가지는 2개의 금속 전극과, 복수의 엠보스 각각의 표면 상에 형성된 유전체층과, 금속 전극의 상면을 제외

하고 금속 전극을 피복하는 절연 물질과, 그리고 분할된 상태에서 상기 2개의 금속 전극에 접속되는 2개의 직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3 발명과 제4 발명의 정전 흡착 장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부가할 수 있다. 유전체층은 엠보스를 구비한

금속 전극 또는 복수 전극의 상면 전체를 피복할 수 있다. 엠보스의 높이는 10㎛보다 크고 또한 유전체층의 두께는 1㎛보

다 작게 할 수 있다. 금속 전극은 금속 전극 상에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 또는 가열 기구를 구비할 수 있다. 또

금속 전극에는 100kHz로부터 100MHz 범위의 주파수로 동작되는 rf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2개의 금속 전극

은 100kHz로부터 100MHz 범위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단일의 rf 전원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극 상에 기판을 고정하기 위해 정전 흡착 장치는 종래 장치보다 상당히 키가 큰 금속 전극

상의 엠보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엠보스 상면에 종래 장치보다 매우 얇은 유전체 박막을 적용함으로써 특징지워 진다. 이

구성은 파티클의 발생을 줄이고, 기판의 이면에서의 파티클의 부착을 줄여 기판의 고정 해제 프로세스를 용이화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에서 설명되는 구성, 형상, 크기 및 배치 관

계에 대해서는 본 발명을 이해ㆍ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또 수치 및 각 구성 요소의 조성

(재질)에 대해서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하에 설명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 청구의 범위

에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도 1∼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제1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판 성막 장치로서의

스퍼터링 장치에 적용된 정전 흡착 장치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에 제1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가 사용된 스퍼터링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스퍼터링 장치 구성의 기본적

부분은 도 23을 참조하여 설명한 종래 장치와 동일하다. 도 1, 도 23에서 설명한 요소와 동일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있다. 따라서 스퍼터링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는 개략 설명한다. 이 스퍼터링 장치는 외부의 배기 기구(도시하지 않음)에 의

해 내부가 감압된 용기(11)와, 용기(11)의 천정부에 링형 절연 부재(12)를 통해 설치된 타깃(13)과, 타깃(13)의 이면측에

설치되고 또한 요크판(14)에 고정된 자석(15)과, 타깃(13)에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고 또한 용기(11)의 바닥부에 고정된

기판 지지부(16)와, 기판 지지부(16)에 설치된 정전 흡착 장치(40)와 기판 온도 조정부(19)로 구성되어 있다. 타깃(13)에

는 스퍼터 전원(31)으로부터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용기(11)의 둘레벽 내면에 따라 통형 실드 부재(20)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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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에서, 기판 반송 로봇, 반입ㆍ반출 게이트, 기판 지지부(16)로 기판(17)의 탑재 또는 분리용 리프트 핀, 방전 발생에

관련되는 기구, 방전용 Ar 가스의 도입 기구 등의 도시는 생략되어 있다.

  기판 지지부(16)에 설치된 본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40)는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41)과, 유전체판(41)

의 내부에 형성된 금속 전극(42)과, 금속 전극(42)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로 구성된다.

  유전체판(41) 표면의 엠보스부(43)는 복수의 볼록부(43a)와, 오목부(43b)와, 외주 에지 돌기부(43c)로 이루어져 있다.

오목부(43a)는 아주 작은 원주 형상을 이루고 있다. 유전체판(41)의 엠보스부(43) 표면 상에는 복수의 볼록부(43a) 전체의

선단면(기판 지지면)을 피복하고, 또한 복수의 볼록부(43a) 전체에 관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도체 배선(44)(도 3∼도 6에

나타냄)이 설치된다. 엠보스부(43)와 도체 배선(44)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술된다.

  유전체판(41)의 중심부에는 구멍(45)이 형성되고, 이 구멍(45) 속에는 도체축(46)이 설치된다. 도체축(46)의 하부에는

도선(47)이 접속되어 있다. 도선(47)은 외부로 인출되어, 전환 스위치(48)를 통해 접지부에 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금속 전극(42)은 쌍극 전극의 구조를 가지며, 내측 전극(42a)과 외측 전극(42b)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속 전극(42)은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 접속되며, 일정한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는

배터리(24a)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 배터리(24b)와 접지 단자(24c)와 스위치(24d, 24e)가 설치되어 있다. 내측 전극

(42a)에는 배터리(24a)와 스위치(24d)와 도선(49)에 의해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고, 또 외측 전극(42b)에는 배터리(24b)

와 스위치(24e)와 도선(50)에 의해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

  기판 온도 조절부(19)는 열전대(25)와, 전원ㆍ제어 기구(26)와, 가열ㆍ냉각부(27)에 의해 구성된다.

  또 유전체판(41)과 기판(17) 사이에 형성되는 간극(51)에는 가스 공급원(28)으로부터 가스 도입 경로(29)를 경유하여 가

스가 도입된다. 도입된 가스에 의해 간극(51) 내의 압력은 일정 압력으로 유지된다. 또 가스의 열전도에 의해 기판(17)은

소정 온도로 유지된다.

  도 2는 유전체판(41)의 평면도를 나타내며, 엠보스 볼록부(43a)의 형성 패턴과 금속 전극(42)의 배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도 2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도체 배선(44)이 없는 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도 3은 도 2와 동일한 도면이며, 도체 배

선(44)의 형성 패턴이 나타난 도면이다. 도 4는 도 2에서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2와 도 3에서 금속 전극(42)의 영역은 사선으로 나타나 있다. 금속 전극(42)은 내측의 원판형 전극(42a)과 외측의 도

너츠형 전극(42b) 2개로 이루어지는 쌍극 전극으로 되어 있다. 내측 전극(42a)과 외측 전극(42b)의 각 전극 표면의 면적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또 엠보스부(43)의 복수의 볼록부(43a) 각각의 하부 부근의 전극 부분은 엠보스 볼록부의 형상

에 따라 등거리로 원형 구멍(51)과 같이 도려내어져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도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내측 전극(42a)과 외측 전극(42b)의 각각에는 배터리(24a)에 의한 플러스 전

압 및 배터리(24b)에 의한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 내외의 전극(42a, 42b)에 전압이 인가되면, 유전체판(41)의 엠보스

표면에 각 전극 전압에 대응하는 부호의 전하가 나타난다. 엠보스 볼록부(42a) 등에 접촉되는 기판(17)의 이면을 통해 폐

회로가 형성되므로, 기판(17) 뒤의 표면에도 유전체판(41)의 표면과는 상이한 부호의 전하가 유기된다. 유기된 유전체판

(41) 표면(엠보스 볼록부)의 전하와 기판(17) 뒤 표면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쿨롬력에 의해 기판(17)은 유전체판(41)

상에 고정된다.

  유전체판(41)의 표면과 기판(17) 사이에 작용하는 쿨롬력은 쌍극 전극의 경우에는, 전술한 것과 같이 F=ε(V2/L2)A/8(전

극 면적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한 경우)이다.

  유전체판(41)의 재료로서 열 전도도(熱傳導度)가 양호한 AIN(질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 유전체판(41) 상에 배치

되는 기판(17)은 외주 에지에 따른 원형 링형의 돌기부(43c)와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43a)에 의해 지지된다. 볼록부(43a)

는 원주 형상이다. 볼록부(43a)와 돌기부(43c)의 높이는 5∼15㎛의 범위에 포함된다. 볼록부(43a)의 반경과 외주 에지 돌

기부(43c)의 폭은, 바람직하게는, 기판(17)을 지지하여 기판 이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유전체판(41)의 전체 표면 면적의 약

1.5% 정도가 되도록 결정된다.

등록특허 10-0511854

- 8 -



  이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직경 300mm의 기판(17)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체판(41)의 직경은 300mm, 엠보스부(43)

의 볼록부(43a)는 직경 1mm이며 그 수는 약 150개, 외주 에지 돌기부(43c)의 폭은 1mm이다. 복수의 볼록부(43a)는 유전

체판(41)의 중심부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도 2에서는 엠보스 볼록부(43a)의 직경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실

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유전체판(41)의 표면에는, 기판(17)을 지지하고 또한 이것에 접촉하는 부분인 복수의 볼록부(43a) 각각과 외주 에지 돌

기부(43c)가 전기적으로 접합되도록 전술한 도체 배선(44)이 형성되어 있다. 도체 배선(44)의 배선 패턴은 도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도체 배선(44)은 직경 방향의 배선 부분과 원주 방향의 배선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원주 방향의 배선 부분은 동

심원적으로 복수의 배선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도체 배선(44)의 재료는 티탄,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 및 그들의 질화물 등

이며, 바람직하게는 내마모성 재료이다. 또 도체 배선(44)은 유전체판(41)과 동일 정도의 열 팽창률을 가지는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체 배선(44)은 스퍼터링이나 이온 플레이팅 등의 성막법에 의해 형성된다. 도체 배선(44)의 두께는 수 ㎛ 정도이며, 도

체 배선(44)은 유전체판(41)에 대하여 밀착성이 양호하고 온도의 승강(昇降)에서도 박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도체 배선

(44)은 유전체판(41)의 중심부에 대하여 대략 축 대칭으로 형성되고, 유전체판(41)의 중심부에 형성된 구멍(45)의 에지에

집중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체 배선(44)을 점 대칭으로 배열함으로써, 유전체판(41)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접지부(52)의

위치로부터 복수의 볼록부(43a)까지의 거리를 동일하게 하여, 도체 배선(44)의 전기 저항을 동일하게 한다. 구멍(45)의 에

지는 경사져 있다. 구멍(45)의 경사부에서 도체 배선(44)은 구멍(45) 속에 내장되는 도체축(46)에 결합되어 있다. 도체축

(46)은 외부 회로의 전환 스위치(48)에 결합된다. 도체축(46)은 전환 스위치(48)를 통해 접지부(52)에 접속된다. 도체 배

선(44)은 전환 스위치(48)에 의해 접지 상태 또는 플로팅 상태(부유 상태)로 제어된다. 도체 배선(44) 및 도체축(46)으로부

터 전환 스위치(48)까지의 외부 회로 즉 도선(47)은, 당연하지만, 기판 온도 조절부(19) 및 용기(11)와 전기적으로 절연되

어 있다.

  본 실시예에 관한 스퍼터링 장치에 의한 기판 처리는 종래 장치에서 설명한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실시예에서

는, 바람직하게는, 금속 전극(42)의 내측 전극(42a)에는 +200∼+1000V 범위의 전압이 인가되며, 외측 전극(42b)에는 -

200∼-1000V 범위의 전압이 인가된다.

  다음에, 도 5와 도 6을 참조하여 정전 흡착 장치(40)에 의한 기판 흡착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판(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17)이 유전체판(41) 상에 놓이고, 내외의 전극(42a, 42b)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면, 유전

체판(41)의 표면에는 대응하는 전극 부분의 전위에 대응하는 전하가 유기되며, 대향하는 기판(17) 뒤의 표면에는 대응하

는 유전체판 표면 개소에 따른 부호의 전하가 유기된다. 그 결과, 유전체판(41) 표면의 엠보스 오목부(43b)의 영역과 이 영

역에 대응하는 기판 이면 사이의 정전력(쿨롬력)만에 의해, 기판(17)이 유전체판(41)에 흡착되어 고정된다. 즉, 내측 전극

(42a)에 배터리(24a)에 의해 플러스 전극이 인가되고, 외측 전극(42b)에 배터리(24b)에 의해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내측 전극(42a)에 대응하는 유전체판(41)의 엠보스부 표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기되고, 내측 전극(42a)에 대응하

는 기판(17)의 이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기된다. 한편, 외측 전극(42b)에 대응하는 유전체판(41)의 엠보스부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기되고, 내측 전극(42a)에 대응하는 기판(17)의 이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기된다. 기판(17)은 저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내외의 전극(42a, 42b)에 소정 전압이 인가되면, 기판(17) 뒤의 표면 부근에서 전류가 이동하기 쉬워,

플러스 전극에 대향하는 기판 이면 부분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고, 마이너스 전극에 대향하는 기판 이면 부분에서는 플

러스 전하가 생겨, 기판의 전위는 금속 전극(42)의 전위와 절대값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기판(17)의 이면에서 전하의 이동

이 생길 때, 전원 회로(24)와 기판(17) 사이에서 폐회로가 형성되고, 이 폐회로에서 전하의 흐름이 일어난다.

  상기와 같이 엠보스 볼록부(43a) 아래 부근의 전극 부분을 원형 구멍(51)으로서 도려낸 결과, 엠보스 볼록부(43a)의 선단

면 부근에 생기는 전하는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와 비교하여 감소된다. 그것은 금속 전극(42)에 의해 유전체판(41)의 표면

에 생기는 전하량은 금속 전극(42)과 유전체판(41)의 표면과의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σ=ε0V/d의 관계가 성립

된다. 여기에서, σ: 단위 표면적당 전하, V : 전극 전압, d : 전극과 표면과의 거리이다.

  또 전술한 것과 같이 엠보스 볼록부(43a)의 형상을 작게 하고, 엠보스 볼록부(43a)의 선단면 면적도 아주 작게 하고 있으

므로, 이것에 따라서도 엠보스 볼록부의 선단면에 생기는 전하의 양을 적게 하고 있다.

  기판(17)과 유전체판(41) 사이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dF는 dF=σ2/ε0이다. 따라서, 엠보스부(43)의 볼록부(43a)

에서의 기판(17)과의 흡착력은 종래의 정전 흡착 장치와 비교하여 작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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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43a)와 외주 에지 돌기부(43c)가 기판(17)의 이면과 접촉하지만, 엠보스 볼록부(43a)와 외주

에지 돌기부(43c)를 피복하는 도체 배선(44)은 기판(17)의 이면에 접촉하므로, 접촉한 이 기판 부분과 대략 동전위가 된

다. 즉, 접촉 전에는, 도체 배선(44)에는 대응하는 유전체판(41)의 표면 전하에 따라 정전 유도에 의해 상이한 부호의 전하

가 유기되지만, 도체 배선(44)은 기판(17)과의 접촉에 의해 기판(17)과 동전위로 되려고 한다. 접촉 후, 도체 배선(44)은

기판(17)과는 대략 동전위로 되고, 도체 배선(44)에는 기판(17)의 이면에 유기된 전하와 동일 부호의 전하가 생긴다. 즉,

유전체판(41)과 도체 배선(44) 사이의 접촉 저항 쪽이 도체 배선(44)과 기판(17) 사이의 접촉 저항보다 크므로, 도체 배선

(44)은 기판(17)과 대략 동전위로 되어, 기판 이면의 전하와 동일 부호의 전하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엠보스 볼록부(43a)

및 외주 에지 돌기부(43c)의 표면 즉 도체 배선(44)과 기판(17) 사이의 접촉부에서, 정전력(쿨롬력)은 생기지 않고, 흡착력

은 작용하지 않는다. 기판(17)을 고정하기 위한 흡착력은 엠보스 오목부(43b)와 기판(17) 사에에서만 생긴다. 따라서 종래

의 정전 흡착 장치에서 생기고 있던 기판과 엠보스 볼록부의 표면(기판 지지면)에서의 존슨ㆍ라벡 효과가 생기는 일도 없

다. 기판(17)과 유전체판(41)의 엠보스 볼록부(43a) 사이에서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의 마찰에 의한 파

티클 발생은 매우 적다.

  여기에서, 엠보스 볼록부(43a) 상의 도체 배선(44)은 기판(17)이 대응하는 부분과 동전위로 되어 있다(도 6의 우측 부분

에서는 마이너스 전위, 도 6의 좌측 부분에서는 플러스 전위). 도체 배선(44)의 하측 유전체판(41)과의 계면에서의 유전체

판측에 유기되어 있는 상이한 부호의 전하(도 6에서의 우측 부분은 플러스 전하, 좌측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전하)의 존재

에 의해, 이 계면에서는 전하의 이동ㆍ소멸, 및 JR 효과에 의한 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면에서 생기고 있는 현상

은 기판 흡착과는 전혀 관계 없다. 또한 도 5와 도 6에서, 내측 전극(42a)에 대응하는 도체 배선(44)의 부분과, 외측 전극

(42b)에 대응하는 도체 배선(44)의 부분 사이는 전기 회로적으로는 저항 요소(52)를 개재(介在)시켜 접속되어 있다. 내측

전극(42a)에 대응하는 도체 배선(44)의 부분과, 외측 전극(42b)에 대응하는 도체 배선(44)의 부분에서는 전술한 것과 같

이 유기되는 전하의 부호가 상이하다. 이들 상이한 부호의 전하는 일부가 저항 요소(52)를 경유하여 이동하고 소멸된다.

  본 실시예에서의 기판(17)을 흡착시키는 힘을 계산한다. 작용하는 힘은 전술한 것과 같이 F=ε(V2/LO
2)AO/8(전극 면적

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에서 동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ε는 유전률, V는 전압, LO는 금속 전극의 표면과 기판

이면과의 거리, AO는 대략 금속 전극(42)의 면적이다. 필요한 흡착력은 엄밀하게는 도체 배선(44)의 면적을 공제한 것으로

결정된다. 흡착력은 인가 전압의 제곱과 전극 면적에 비례하며, 기판과 유전체 표면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직경

300mm의 기판을 처리하는 경우, 기판 지지체인 유전체판의 직경도 300mm, 전극이 직경 298mm의 원판으로 하고, 폭

1mm의 외주 에지 돌기부와 직경 1mm의 엠보스 볼록부가 기판에 접촉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면적의 1.5%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인가 전압이 200∼500V인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500∼3200N이며, 압력에서는 50∼370Torr이 되며, 간극(51)에 가스

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압력과 용기(11) 내부 압력과의 압력차 약 10Torr에 의한 반력을 충분히 상회하여 안정되게 흡착

고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판의 표면이 SiO2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판 접촉부에서 전하의 이동이 SiO2층의 전하 이동으로 율속(律

速)되어, Si 기판만의 경우만큼 용이하지 않다. 또 엠보스부에서 기판과 유전체판이 동전위로는 되기 어려우므로, 본 계산

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유전체끼리 접촉하는 경우와 같이 전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리는 없으므로, 종래와 비

교하여 엠보스부에서의 흡착력은 저감된다.

  기판(17)의 처리가 종료된 후, 금속 전극(42)으로의 전압 인가가 정지되고, 금속 전극(42)과 도체축(46)이 외부 회로의

전환 스위치에 의해 이들이 접지부에 접속된다. 도체축(46)에 접속되는 도체 배선(44)도 접지된다. 이 경우, 금속 전극(42)

이 접지 전위로 되면, 대향하는 기판(17) 내부에서는 정전 유도에 의한 전하의 분리가 해소되어, 이면에 유기되어 있던 전

하가 소멸된다. 도체 배선(44)이 접지됨으로써, 엠보스 볼록부(43a)의 표면 및 접촉하고 있는 기판 이면에서의 전하는 접

지 회로를 통해 유출되며, 이에 따라 유전체판(41)의 엠보스부(43)에 따른 흡착력은 급속히 저하된다.

  또한 유전체판(41)의 표면에 유기된 전하는 잔류되어, 금속 전극(42)으로의 전압 인가를 정지한 후에도 잔류 흡착력의 원

인이 되지만, 이 유전체판(41) 표면의 잔류 전하는 금속 전극(42)뿐만 아니라 도체 배선(44)으로 이동하여 접지 회로로 유

출되기 때문에, 종래보다 이 유전체판 표면의 잔류 전하의 감소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유전체판 표면과 기판 사이

의 잔류 흡착력도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급속하게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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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하의 도산(逃散)은 기판이 SiO2에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우위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전하가 도산하는 접지된 전극이 종래에는 내부의 금속 전극뿐이었던 것이 본 실시예의 경우에는 금속 전극(42)

에 더하여 도체 배선(44)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체 배선(44) 근방의 전하가 급속히 감소된다. 그것은 잔류 전하량의

감소 속도는 전하가 소멸되는 전극까지의 거리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의 잔류 전하량도 감소되어 유

전체판 표면과 기판 사이의 잔류 흡착력도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급속하게 저하된다.

  이상에 의해, 내외의 전극(42a, 42b)으로의 전압 인가의 정지로부터 순식간에 기판 흡착력은 약해져, 잔류 전하에 의한

흡착력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속 전극(42)으로의 전압 인가 정지 후, 바로 기판의 반출을 개시해도 기판이 진

동하지 않고, 위치 어긋남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또 상기 정전 흡착 장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검사했을 때, 종래는 직경 300mm 기판의 처리에 있어서 이면에서 발진(發

塵)하는 파티클이 약 5만개였던 것이, 약 5천개 이하로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수율도 매우 향상되었다.

  이상의 본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스퍼터링 외에 박막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CVD(화학적 기상 성장)나 박막을

가공하는 드라이 에칭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쌍극형 전극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단극형 전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단극 전극의 경우에도 엠보스 볼록부에 따라 대응 개소에 원형 구멍(51)이 형성되고,

또한 전술한 배선 패턴을 가지는 도체 배선(44)이 엠보스부(43)의 표면에 형성된다. 단극 전극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측

전극(42a)과 외측 전극(42b)을 일체적으로 만들고, 플라스마 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된다.

  상기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유전체판의 엠보스 표면과 기판 이면 사이의 쿨롬력으로 기판을 흡착 고정하는 정전 흡착 장

치에 있어서,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 선단면을 도체 배선으로 피복하고 또한 모든 엠보스 볼록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판과 유전체판 사이의 접촉부에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 마찰에 의한 파티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기

판 처리가 종료된 후, 도체 배선을 접지함으로써 전하를 퇴피시키는 통전로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잔류 전하가 적어,

전극으로의 전압 인가 정지 후에 순식간에 흡착력을 약하게 할 수 있어, 기판 처리 후에도 안정된 기판의 인출 및 반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율이 높고, 가동률이 높은 기판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7∼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제2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퍼터링 장체에 적용된 정전 흡착 장치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에서, 스퍼터링 장치 구성의 기본적 부분은 도 23에서 종래 장치와 동일하며, 도 23에서 설명한 요소과 동일 요소에

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기판 지지부(16) 상측에 설치된 본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40)는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122)과, 유전체

판(122)의 표면에 형성된 금속 등의 전극층(141)과, 전극층(141)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는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체판(122) 표면의 엠보스부(121)는 복수의 볼록부(121b)와, 오목부(121c)와, 외주 에지 돌기부(121d)로 이루어지

고 있다. 볼록부(121b)는 원주 형상을 이루고 있다. 외주 에지 돌기부(121d)는 링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외주 에지 돌

기부(121d)도 개념적으로 볼록부에 포함된다. 유전체판(122)의 엠보스부(121)에 의해 기판(17)의 이면측에 간극(121a)

이 형성된다. 유전체판(122)의 엠보스부(121)에서는 복수의 볼록부(121b) 전체의 선단면(기판 지지면)에는 도전체층

(142)을 형성하고 있다. 유전체판(122)의 재질로서는 열 전도도가 양호한 AIN(질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

  전극층(141)은 엠보스부(121)의 오목부(121c) 바닥면에 배치된다. 전극층(141)은 쌍극 전극의 구조를 가지며, 원판형의

내측 전극층(141a)과 링형의 외측 전극층(141b)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극층(141)은 유전체판(122)과 동일 정도의 열

팽창률을 가지는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 등의 금속, 또는 탄소계 도전체로 만들어지고 있다.

  도 9는 유전체판(122)의 평면도를 나타내며, 엠보스 볼록부(121b)의 형성 패턴과 전극층(141)의 배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도 9에서 엠보스 볼록부(121b)의 직경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있다. 도 9에서 전극층(141)의

영역은 사선으로 나타나 있다. 전극층(141)은 내측의 원판형 전극층(141a)과 외측의 도너츠형 전극층(141b) 2개의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극층(141)은 유전체판(122) 표면의 엠보스 오목부(121c)의 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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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볼록부(121b) 상에는 도전체층(142)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 9에서는 엠보스 볼록부(121b)의 경우에는 원형의 도전

체층(142)이 나타나 있다. 또한 유전체판(122) 외측의 에지 부분에는 링형의 외주 에지 돌기부(121d)가 형성되고, 또한

그 위에도 링형의 도전체층(143)이 형성되어 있다.

  전극층(141)은 이온 플레이팅 등에 의해 형성되며, 두께는 수 ㎛에서 수십 ㎛ 정도이다. 전극층(141)은 유전체판(122)에

대하여 밀착성이 양호하고, 온도의 승강에서 박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각 전극층(141a, 141b)의 각각에는 외부 회로를 통

해 직류 전원이 접속된다. 즉 전극층(141)은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 접속되어 일정한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에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는 배터리(24a)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 배터리(24b)와 접지 단자(24c)와 스

위치(24d, 24e)가 설치되어 있다. 내측 전극층(141a)에는 배터리(24a)와 스위치(24d)와 도선(143)에 의해 플라스마 전압

이 인가되며, 외측 전극층(141b)에는 배터리(24b)와 스위치(24e)와 도선(144)에 의해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 또 전극

층(141a, 141b)은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의 접지 단자(24c)에 의해 접지되도록 되어 있다.

  내측 전극층(141a)과 외측 전극층(141b)의 각각에는 배터리(24a)에 의한 플러스 전압 및 배터리(24b)에 의한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면, 유전체판(122)의 엠보스 볼록부(121b)의 표면에 각 전극 전압에 대응하는 부호의 전하가 나타난다.

  전극층(141)은 유전체판(122) 상에 성막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기판 온도 조정부(19)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또 외부 직류 전원 회로(24)와의 전기적 접속 관계를 형성하는 도선(143, 144) 등도 기온 온도 조정부(19)나 용기

(11)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도 8에 확대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엠보스 볼록부(121b)의 선단면에 도전체층(142)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체층(142)은

유전체판(122)과 동일 정도의 열 팽창률을 가지는 금속이며, 예를 들면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이거나, 금속 이외에서는 탄

소계 재료라도 된다. 도전체층(142)은 전극층(141)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도전체층(142)은 마찬가지로 이온 플레

이팅 등에 의해 형성되며, 두께도 수 ㎛에서 수십 ㎛ 정도이다. 유전체판(122)에 대하여 밀착성이 양호하여, 온도의 승강에

서도 박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엠보스 볼록부(121b)의 선단면은 본래 기판(17)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다. 도전체

층(142)은 엠보스 볼록부(121b) 이외에, 기판(17)과 접촉하는 유전체판(122)의 링형 외주 에지 돌기부(121d)의 표면에도

형성되어 있다.

  전극층(141)(141a, 41b)과 도전체층(142) 사이의 절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 10 및 도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도전

체층(142)이 형성되는 범위를 엠보스 볼록부(121b)의 선단면 범위보다 내측으로 하거나, 또는 도전체층(142)이 형성되는

범위를 엠보스 볼록부(121b)의 선단면 범위보다 내측으로 하고, 전극층을 엠보스 단차의 주위 부근에 형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극층의 에지 부분과 도전체층의 에지 부분이 단차가 형성되는 개소에서 높이 방향으로 직선 상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전체판(122)과 기판(17) 사이에 형성되는 간극(121a)에는, 가스 공급원(28)으로부터 가스 도입 경로(29)를 경유하

여 가스가 도입된다. 도입된 가스에 의해 간극(121a) 내의 압력은 일정 압력으로 유지된다. 또 가스의 열전도에 의해 기판

(17)은 소정 온도로 유지된다.

  본 실시예에 관한 스퍼터링 장치에 의한 기판 처리는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 실시예에서는, 바람직

하게는, 전극층(141)의 내측 전극층(141a)에는 +200∼+1000V 범위의 전압이 인가되고, 외측 전극층(141b)에는 -

200∼-1000V 범위의 전압이 인가된다. 쌍극형 전극인 전극층(141) 내외의 전극층에는 절대값으로 동일 전압이 인가된

다. 전극층(141a, 141b)에 전압이 인가되면, 도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대향하는 기판(17)의 이면 상에 전극 전위의 부호

와는 상이한 부호의 전하가 유기되어, 정전력에 의해 기판(17)이 흡착되고, 유전체판(122) 상에 고정된다.

  다음에, 도 12를 참조하여 정전 흡착 장치(40)에 의한 기판 흡착 작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기판(17)이 유전체판(22) 상에 놓이고, 내외의 전극층(141a, 141b)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면, 기판(17) 뒤의 표면에는

대응하는 전극의 전위에 따른 부호의 전하가 유기되며, 그 결과, 정전력에 의해 기판(17)이 유전체판(122)에 고정된다. 기

판(17)은 저항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내외의 전극층(141a, 141b)에 소정 전압이 인가되면, 기판(17) 뒤의 표면 부근에서

전류가 이동되기 쉬어, 플러스 전극층에 대향하는 기판 이면 부분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고, 마이너스 전극층에 대향하

는 기판 이면 부분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생겨, 기판의 전위는 전극층(141)의 전위와 절대값이 대략 동일하게 된다. 기판

(17)의 이면에서 전하의 이동이 생길 때, 전원 회로(24)와 기판(17) 사이에서 폐회로가 형성되며, 이 폐회로에서 전하의 흐

름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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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엠보스 볼록부(121b)의 선단면이 기판(17)의 이면과 접촉하지만, 볼록부(121b)의 도전체층(142)은 접촉하는 기판

(17)의 이면 부분과 동전위가 된다. 따라서, 엠보스 볼록부(121b)의 표면과 기판(17) 사이에서 정전력은 생기지 않아 정전

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판(17)과 유전체판(122)의 엠보스부(121)와의 접촉부인 엠보스 표면에서의 존슨ㆍ라

벡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마찰에 의한 파티클 발생은 매우 적어진다.

  여기에서, 에모스 볼록부(121b) 선단면의 도전체층(142)은 기판(17)과 대략 동전위로 되어 있지만(도 12에서는 마이너

스 전위), 그 하부의 유전체판(122)과의 계면(엠보스 볼록부의 선단면과의 계면)의 유전체판측에 유기되어 있는 상이한 부

호의 전하(도 12에서는 플러스 전하)의 존재에 의해, 이 계면에서는 전계의 이동ㆍ소멸, 및 이 계면에서의 존슨ㆍ라벡 효

과에 의한 힘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 계면에서 생기고 있는 현상은 기판의 흡착에는 관계 없다.

  본 실시예에서의 기판(17)을 흡착시키는 힘을 계산한다. 작용하는 힘은 전술한 것과 같이 F=ε(V2/LO
2)AO/8(전극층의

면적이 플러스 전극층과 마이너스 전극층에서 동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ε는 유전률, V는 전압, LO은 전극층의 표면과

기판 이면과의 거리, AO은 대략 전극층(141)의 면적이다. 흡착력은 인가 전압의 제곱과 전극 면적에 비례하며, 기판과 유

전체판 표면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직경 300mm의 기판을 처리하는 경우, 기판 지지체인 유전체판(122)의 직경도 300mm, 전극층(141)의 면적이 직경

298mm의 원판으로 하고, 폭 1mm의 외주 에지 돌기부와 직경 1mm의 엠보스 볼록부가 기판에 접촉하는 것으로 하여 전

체 면적의 1%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인가 전압이 200∼500V의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500∼3200N이며, 압력에서는 60∼370Torr가 되며, 간극(121a)에 가

스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압력과 용기(11) 내부 압력과의 압력차에 의한 반력을 충분히 상회하여 안정되게 흡착 고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판의 표면이 SiO2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판 접촉부에서 전하의 이동이 SiO2층의 전하 이동으로 율속되어,

Si 기판만의 경우만큼 용이하지 않다. 또 엠보스부에서 기판과 유전체판이 동전위로는 되기 어려우므로, 본 계산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유전체끼리 접촉하는 경우와 같이 전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리는 없으므로, 종래와 비교하여 엠

보스부에서의 흡착력은 저감된다.

  기판(17)의 처리가 종료된 후, 전극층(141)으로의 전압 인가가 정지되고, 전극층(141)이 외부 회로의 전환 스위치(24d,

24e)에 의해 이들이 접지부(24c)에 접속된다. 전극(41)이 접지 전위로 되면, 대향하는 기판(17) 내부에서는 정전 유도에

의한 전하의 분리가 해소되어, 기판 이면에 유기되어 있던 전하가 소멸된다. 그 결과, 전극층(141)과 기판(17) 사이에서 작

용하고 있던 정전력은 급속하게 저감되어 흡착력은 소멸된다.

  다만, 엠보스부(121)의 볼록부(121b) 표면에서 유전체판 부분에 유기되어 있던 전하는 잔류되므로, 볼록부(121b) 부근

의 기판 이면 부분에는 상이한 부호의 전하가 잔류된다. 그러나 여전히 엠보스 볼록부(121b)의 표면에 형성된 도전체층

(142)은 기판(17)과 대략 동전위이므로, 기판과 유전체판 사이에 정전력은 작용하지 않아 흡착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 부

분의 잔류 전하에 의해 기판과 유전체판 사이에 흡착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상에 의해, 내외의 전극층(141a, 141b)으로의 전압 인가의 정지로부터 순식간에 기판 흡착력은 약해져, 잔류 전하에

의한 흡착력이 오래 계속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금속 전극(142)으로의 전압 인가 정지 후, 바로 기판의 반출을 개시해도

기판이 진동되지 않아, 위치 어긋남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한 정전 흡착 장치에 의하면, 실험적으로 검사했을 때, 종래는 직경이 300mm인 기판의 처리에 있어서 이면

에서 발진되는 파티클이 약 5만개였던 것이 약 5천개 이하로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수율도 매우 향상되었다.

  이상의 본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는 스퍼터링 외에 박막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CVD(화학적 기상 성장)이나 박막

을 가공하는 드라이 에칭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쌍극형 전극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단극형 전극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제2 실시예에 의하면, 유전체판의 엠보스 표면과 기판 이면 사이의 쿨롬력으로 기판을 흡착 고정하는 정전 흡착

장치에 있어서, 엠보스 오목부의 표면에 전극층을 형성하고, 또한 복수의 엠보스 볼록부의 선단면을 도전체층을 형성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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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판과의 접촉부가 동전위로 유지되고, 기판과 유전체판 사이의 접촉부에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 마찰에 의한

파티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기판 처리가 종료된 후, 전압 인가 정지 후에 순식간에 흡착력을 약하게 할 수 있어, 기판의

안정된 인출 및 반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율이 높고, 가동률이 높은 기판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제3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제3 실시예에서는, 정전

흡착 장치(40)의 부분만을 나타내어 설명한다.

  도 13과 도 14에서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쌍극형 정전 흡착 장치의 구성이며, 또한 두께 방향으로 확대한 도시로

나타내고 있다. 도 13은 정전 흡착 장치(40)의 확대 종단면을 나타내며, 도 14은 도 13에서 개소 "A"가 확대된 종단면도를

나타낸다. 정전 흡착 장치(40)는 금속 전극(201, 202), 얇은 유전체층(203), 및 두꺼운 절연 케이스(204)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금속 전극(201, 202)의 상면에는 복수의 엠보스(205)가 형성되어 있다. 통상, 엠보스(205)의 수평 단면 형상은 원형

상이다. 그러나, 엠보스(205)의 형상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엠보스(5)의 수평 단면 형상이 원형일 때, 그 직경은

1∼5mm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직경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파티클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직

경이 더욱 바람직하다. 엠보스(205)의 높이(h)는 10㎛ 정도 또는 그것보다 크다. 이 높이는 수 mm까지 증대시킬 수도 있

다. 각 엠보스(205)의 상면은 얇은 유전체층(203)에 의해 코팅되어 있다. 유전체층(203)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1㎛보다

작게 된다. 이 두께의 감소는 기판 흡착 해제의 효율을 높인다. 유전체층(203)의 전기적 저항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

나, 소요되는 불순물을 도프하는 유전체 물질이 보다 이점이 있다.

  금속 전극(201, 202)의 두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그것은 수 mm에서 수 cm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금속 전극(201,

202)의 각각은 냉각 또는 가열 기구를 구비해도 되며,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도 13에 나타낸 금속 전극(201,

202)의 양쪽은 냉각 기구(208, 209, 210, 211)를 가지고 있다. 이 냉각 기구는 냉각 매체 입구부(208, 210), 냉각 매체 출

구부(209, 211), 그리고 냉각 매체를 흐르게 하기 위한 통로(212)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 전극(201, 202)의 표면은 상측 표면을 제외하고 모두 절연 재료(204)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이 목적은 금속 전극

(201, 202)을 하드웨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절연 재료(204)의 측면과 바닥부

의 표면은 금속 케이스(215)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금속 전극(201, 202)은 각각 2개의 상이한 직류 전압 공급기(206,

207)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쌍극형 정전 흡착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금속 전극(201, 202)에 2개의 상이한 바이어스 전압을 부여할 때, 도

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하가 금속 전극(201, 202) 상과 기판(213) 표면 상에 생성된다. 2개의 정전력(F1, F2)은 이 전하

의 분포에 따라 발생한다. F1의 힘은 기판(213)과 오목한 곳(216)으로 불리는 금속 전극 표면 사이에 발생한다. F2의 힘은

기판(213)과 금속 엠보스(205)의 상면 사이에 발생한다. 엠보스(205)의 높이(h)는 10㎛보다 크고, 또한 유전체층(203)의

두께(t)는 1㎛보다 작다. 그러므로, 힘 F1은 힘 F2보다 대략 4 자리수 작다. 따라서 기판(213)은 본래적으로 힘 F2로 정전

흡착 장치(40) 상에 고정된다.

  기판 흡착 해재의 용이함은 상기 구성에 의해 달성된다. 전하의 축적은 금속 전극에 바이어스 전압이 부여될 때, 유전체

층(203)의 상면에 일어난다. 이 상태는 도 16에 나타냈다. 그러나, 유전체층(203)의 두께는 종래 장치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략 3 자리수보다 작다. 그러므로, 금속 전극(201, 202)은 기판의 고정 해제를 위해 접지될 때, 축적된 전하는 전하 재류

(re-flow) 프로세스에 의해 이윽고 중성화된다. 또한 불순물 도프가 실행된 유전체층을 사용함으로써, 흡착 고정 해제 프

로세스는 다시 진행된다.

  발생하는 파티클의 감소는 상기 구성에 의해 달성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정전 흡착 장치(40)에 있어서, 금속 엠보스

(205) 상에서의 유전체층(203) 두께는 매우 얇다. 예를 들면, 이 두께는 대략 100nm이다. 그러므로, 얇은 유전체층(203)

을 통한 전하 이동에 기인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전력의 증대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또한 유전체층(203)이 매

우 얇으므로, 얇은 유전체층(203)의 상면으로의 전하 이동은 매우 짧은 시간적 주기의 범위 내에서 완결된다. 그러므로 요

구되는 정전력을 생성하기 위해 인가가 필요한 전압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힘은 대부분 일정한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와 함께 현저하게 증대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 강한 정전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

렇게 하여 파티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상기 제3 실시예의 정전 흡착 장치에 있어서, 파티클 오염을 감소시키는 외의 특징이 있다. 금속 전극(201, 202) 상에 만

들어진 엠보스(205)는 종래 장치의 그것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다. 만일 파티클이 발생했다고 하면, 파티클(217)의 보다

큰 비율의 것이 금속 전극(201, 202)의 오목한 곳(216)에 퇴적된다. 이 조건은 도 17에 나타나 있다. 기판(213)의 이면에

의 파티클 부착의 감소는 2개의 이유에 의해 설명된다. 제1 이유는 엠보스(205)의 높이는 보다 커, 예를 들면 대략 1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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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불활성 가스의 난류에 의한 파티클의 재부착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다. 제2 이유는 엠보스의 높이와 동일한, 기판

이면과 파티클 사이의 보다 큰 거리가 원인이 되어, 파티클과 기판 이면 사이의 정전력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전력에 의한 기판 이면에의 파티클 부착을 최소화한다. 이들 양쪽의 프로세스가 기판 이면에서의 파티클 수를 최소화하

는 것을 돕는다.

  다음에 도 18 및 도 19를 참조하여 제4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를 설명한다. 제4 실시예의 정전 흡착 장치(40)에서

는 단일 금속 전극(218)이 사용된다. 정전 흡착 장치의 구성은 단극형 정전 흡착 장치라고 불려진다. 이 정전 흡착 장치의

종단면도는 도 18에 나타냈으며, 도 18에서의 부분 B의 확대도가 도 19에 나타났다. 단일 금속 전극(218)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4 실시예에서의 전체의 다른 구성 요소는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요소와 동일 요소에는 동일 부호가 붙여져 있다.

  금속 전극(218)의 상면에는 복수의 엠보스(205)가 존재한다. 각 엠보스(205)의 높이는 100㎛보다 크다. 각 엠보스(205)

의 정상부 상에는 매우 얇은 유전체층(203)이 피복되어 있다. 유전체층(203)의 두께는 1㎛보다 작다. 금속 전극(218)의

두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수 mm에서 수 cm의 범위에 있다. 금속 전극(218)은 냉각 또는 가열의 기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 되며, 포함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도 18에서는, 예를 들면, 냉각 기구(208, 209, 212)가 나타나 있다. 금속 전극(218)

은 전기적으로 절연 블록(204) 상에 배치됨으로써 절연되고 있으며, 또한 배터리(206)에 접속되어 있다.

  제4 실시예의 동작 원리는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전 흡착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 기판(213)

상측에 플라스마가 없으면 안된다. 이 플라스마는 기판(213)을 통해 직류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필요한 전기적 접속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에서는 플라스마가 존재하는 것에서만 동작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등에서 얻어진 모든 이점,

특히 기판의 고정 해제의 용이성과 감소된 파티클은 제4 실시예에서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도 20을 참조하여 제5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를 설명한다. 제5 실시예는 2개의 금속 전극(221, 222)을 가

지는 쌍극형 정전 흡착 장치(40)로서, 또는 1개만의 금속 전극이 있는 단극형 정전 흡착 장치로서 구성된다. 설명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이 실시예는 쌍극형 정전 흡착 장치의 구성을 사용함으로써 설명된다. 금속 전극(221, 222)은 얇은 금속판

으로 만들어져 있다. 금속 전극(221, 222)의 두께는 중요하지 않으며, 0.5mm에서 10mm의 범위에 존재한다. 이들 금속

전극(221, 222)은 전기적으로 절연 재료(223)에 의해 서로 절연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금속 베이스(219) 상에 배치되어

있다. 금속 베이스(219)는 금속 베이스(219)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또는 가열 기구를 구비한다. 금속 전극

(221, 222)은 스위칭부(206A, 207A)에 의해, 분할된 상태에서 배터리(206, 207)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전술한 수정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구성은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제5 실시예의 동작 원리와 이점은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유일한 상위점은 금속 전극(221,

222)의 그들 자체가 냉각 또는 가열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에, 금속 베이스(219)는 냉각 또는 가열의

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금속 전극(221, 222)으로부터 금속 베이스(219)에의 열이 전달이 절연 재료(223)를

통해 일어난다.

  다음에 도 21을 참조하여 제6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40)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전술한 실시예의 확장이다. 도

21은 제6 실시예의 종단면도를 나타낸다. 설명의 용이화를 위해, 제4 실시예에서 설명된 구성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제6

실시예의 하드웨어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제4 실시예에서 설명된 그것과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금속 전극(218)이 배터

리(206)에 더하여, 정합 회로(231)를 통해 rf 전력원(230)에 접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rf 컷오프

필터(232)가 직류 전기 접속에 가해져 있다.

  이 제6 실시예에서의 정전 흡착 장치의 동작 원리는 제4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속 전극

(218)은 플라스마를 생성하기 위한 rf 전극으로서, 또는 기판(213)의 표면 전체면에 걸쳐 플라스마와 rf 결합함으로써 자

체 바이어스 전압을 생성하는 rf 전극으로서 행동한다. rf 전류의 주파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100kHz에서 100MHz의

범위에 있다.

  다음에 도 22를 참조하여 제7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40)를 설명한다. 도 22는 제7 실시예의 부분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제7 실시예에 관한 정전 흡착 장치의 구성은 정전 흡착 장치의 상면 부분을 제외하고, 적당히 선택된 실시예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하다.

  제7 실시예에서의 금속 전극(241)의 상면 구조는 도 22에 나타내고 있다. 제7 실시예의 정전 흡착 장치의 상면은 중요 요

소이므로, 도 22에는 상면이 확대된 도면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속 전극(241)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앞의 실시예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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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것들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하다. 그러나, 얇은 유전체층(242)은 금속 전극(241)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이 변화

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구성은 상기 실시예 중 어느 하나에서 설명된 그것과 동일하다. 특히 엠보스(205) 상면 상의 유전

체층(242)의 두께는 제3 실시예에서 설명된 그것으로 선택되어 있다.

  제7 실시예의 이점은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된 그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이 구성은 금속 전극(201, 202, 또는 218)에 적

용되는 보다 높은 전압에 견딘다.

  본 개시는 2002년 6월 18일 출원된 일본국 특허 출원 제2002-177380호 및 일본국 특허 출원 제2002-177381호와,

2002년 10월 24일 출원된 일본국 특허 출원 제2002-309915호에 포함되는 주제에 관한 것이며, 이 개시 내용은 명확하

게 그 전체를 참조함으로써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극 상에 기판을 고정하기 위한 정전 흡착 장치는 종래 장치보다 상당히 키가 높은 금속 전

극 상의 엠보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엠보스 상면에 종래 장치보다 매우 얇은 유전체 박막을 적용함으로써 특징지워 진다.

이 구성은 파티클의 발생을 줄이고, 기판의 이면에서의 파티클의 부착을 줄여 기판의 고정 해제 프로세스를 용이화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볼록부를 가지도록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誘電體板)과, 전극과, 외부 전원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볼

록부 각각의 기판 지지면은 도체 배선으로 피복되고, 상기 도체 배선에 의해 상기 복수의 볼록부 기판 지지면이 전기적으

로 접속되어 있는 정전(靜電) 흡착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 배선을 접지 상태 또는 플로팅 상태로 하는 전환기를 구비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판의 중심부에 도체축(導體軸)을 설치하고, 상기 도체축을 통해 상기 도체 배선이 상기 전환기에 접속되는 정

전 흡착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 배선의 재료는 내(耐)마모성 금속 또는 그 합금인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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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복수의 볼록부 각각에 대응하는, 상기 볼록부에 가까운 상기 전극 부분을 제거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6.

  표면이 엠보스 가공된 유전체판을 구비하고, 엠보스 오목부에 형성되는 전극층과, 상기 전극층을 전압 인가(印加) 상태

또는 접지 상태로 하는 외부 전원과, 엠보스 볼록부의 기판 지지면에 형성된 도전체층을 구비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층과 상기 도전체층 사이에 형성되는 단차는 5∼30㎛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층은 평면적 형태에서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절연된 복수의 전극층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층이 형성되는 범위가 상기 엠보스 볼록부의 표면 범위보다 내측인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층이 형성되는 범위가 상기 엠보스 볼록부의 표면 범위보다 내측이며, 또한 상기 엠보스 볼록부의 주위에 상

기 전극층이 형성되지 않은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1.

  제6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층과 상기 도전층의 재료는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 탄소계 도전체 중 어느 하나인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2.

  기판을 고정하기 위한 단극형 정전 흡착 장치로서,

  그 상면에 복수의 엠보스를 가지는 금속 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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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복수의 엠보스 각각의 표면 상에 형성된 유전체층과,

  상기 금속 전극의 상면을 제외하고 상기 금속 전극을 피복하는 절연물과,

  상기 금속 전극에 접속된 직류 전원

  을 포함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3.

  기판을 고정하기 위한 쌍극형 정전 흡착 장치로서,

  상면에 복수의 엠보스를 가지며, 전기적으로 절연된 2개의 금속 전극과,

  상기 복수의 엠보스 각각의 표면 상에 형성된 유전체층과,

  상기 금속 전극의 상면을 제외하고 금속 전극을 피복하는 절연물과,

  분할된 상태에서 상기 2개의 금속 전극에 접속되는 2개의 직류 전원

  을 포함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층은 상기 엠보스를 구비한 상기 금속 전극의 전체 상면을 피복하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5.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엠보스의 높이는 10㎛보다 크고, 상기 유전체층의 두께는 1㎛보다 작은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6.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극은 상기 금속 전극 상에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또는 가열 기구를 가지는 정전 흡착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전극은 100kHz에서 100MHz 범위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rf 전류가 공급되는 정전 흡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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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금속 전극은 100kHz에서 100MHz 범위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단일 rf 전원에 접속되는 정전 흡착 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11854

- 19 -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511854

- 20 -



도면5

등록특허 10-0511854

- 21 -



도면6

등록특허 10-0511854

- 22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511854

- 23 -



도면9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511854

- 24 -



도면12

등록특허 10-0511854

- 25 -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511854

- 26 -



도면15

도면16

등록특허 10-0511854

- 27 -



도면17

도면18

도면19

등록특허 10-0511854

- 28 -



도면20

도면21

도면22

등록특허 10-0511854

- 29 -



도면23

등록특허 10-0511854

- 30 -



도면24

등록특허 10-0511854

- 31 -



도면25

등록특허 10-0511854

- 3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6
  발명의 구성 및 작용 7
  발명의 효과 16
청구의 범위 16
도면 19
 도면1 19
 도면2 20
 도면3 20
 도면4 20
 도면5 21
 도면6 22
 도면7 23
 도면8 23
 도면9 24
 도면10 24
 도면11 24
 도면12 25
 도면13 26
 도면14 26
 도면15 27
 도면16 27
 도면17 28
 도면18 28
 도면19 28
 도면20 29
 도면21 29
 도면22 29
 도면23 30
 도면24 31
 도면25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