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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부가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되는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기의 상면에 설치되고 또 그 내부에 고주파를 발
신하여 처리용기 내부의 프로세스 가스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발생수단과 이 플라즈마 발생
수단의 작용에 의하여 프로세스 가스로부터 발생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하는 유
지체를 구비하는 반도체 웨이퍼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있어서, 프로세스 가스의 처리용기 내에의 공급수단
이, 처리용기의 둘레방향으로 등간격으로 4 개소에 설치된 제 1 가스 공급관과, 처리용기의 상면 중앙에 
설치된 제 1 가스 공급관으로 구성되며, 또, 처리용기로부터의 가스 배기수단은 처리용기의 둘레방향으로 
등간격으로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리용기의 중심부분에서의 플라즈마 밀도가 저하하지 않
고, 균일하고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으며, 큰 직경의 반도체 웨이퍼를 균일하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
게 된다. 다른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는, 유지장치 상의 반도체 웨이퍼와의 사이에 간격을 둔 평판 형상 
영역에서 프로세스 가스로부터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의 측면에 설치된 헬리콘파 플
라즈마 발생수단이 설치되어 있다, 펠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은, 유지장치에 평행하는 전자파를 발신하
는 루프 안테너와, 이 전자파와 같은 방향의 사각형 자장을 형성하여 전자파로부터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사각형 형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따라, 큰 직경의 반도체 웨이퍼의 전면을 균일하
게 고속처리할 수 있다.

대표도

도1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플라즈마 처리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고주파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종단면도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내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제 1 가스 공급부로 부터 여러 방법에 의하여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한 경우의 처리용기 내에서의 플라즈마 밀도 영향을 평가한 그래프.

제4도는 제1도에 나타내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유지장치에 인가한 전력과 자기 바이어스 전위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나타내는 종단며도.

제6도는 제5도에 나타내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종래의 같은 종류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와의 에칭속도를 
비교한 그래프.

제7도는 평행평판 전극 구조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중앙부의 종방향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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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제7도에 나타내는 상부전극의, 절반을 수평방향으로 절단하여 나타내는 부분 단면도.

제9도는 종래의 고주파 유도결합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안테너의 인가전력을 변화시킨 경우의 반도체 웨
이퍼의 직경방향의 위치와 그 위치의 플라즈마중의 전자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10도는 종래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유지장치에 인가한 전력과 자기 바이어스 전위와의 관계를 나타내
는 그래프.

제11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종단면도.

제12도는 제11도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사용한 처리에 있어서의 반도체 웨이퍼와 에칭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1B,1C,1D : 제 1 가스 공급관          1E : 제 2 가스 공급관

1F : 가스 수급배관                      1G : 가스 통로

1H : 가스 공급구멍                       2 : 가스 배기관

3, 11 : 처리용기                        3A : 인가부(중앙부)

3B : 테두리부                           3C : 본체

4 : 플라즈마 발생수단(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

4A,12A,14A,: 루프 안테너               4B : 전자 코일

5:  유지장치(하부전극)                  6 : 블로킹 콘덴서

7,9C,17 :고주파 전원                   8B : 냉매 배출관

8A : 냉매 공급관                       9B : 매칭회로

11 : 상부전극                         14A : 전자파 발신수단

14B : 전자파 발신장치                 18 : 자로

G : 프로세스 가스                     Ne : 전자밀도

P : 헬리콘파 프라즈마                 W : 반도체 웨이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피처리체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처리용 가스가 존재하는 처리용기 내에서 진공방전 시켜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피처리체에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종래부터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스퍼터링 공정, 에싱공정, CVD공정, 또
는 에칭공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플라즈마 처리장치로서는, 한 쌍의 상하로 대향하는 평행 평판 전극을 플라즈마 발생원으로 하는 것이 대
표적인 것이다.

이 형식의 것은, 전극구조의 관계에서, 예를들면 100mmTorr 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가스압이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예들들면 플라즈마 처리장치 중의 이온이 전극에 충돌하여 전극을 스퍼터하고, 전극으로부터 
불순물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이 형식의 것은, 최근 하프 미크론 이상의 미세가공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현재, 고진
공하에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여러가지의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이와같은 플라즈마 처리장치로서는, 예를들면 직교전자계를 이용한 마그네트론 방식의 것, 고주파 전자 
에너지를 이용한 고주파 유도 결합방식의 것, 더 최근에는 자장에 대하여 평행하게 전달 운반하는 전자파
로부터 발생하는 헬리콘파를 이용한 것 등이 있다.

고주파 유도 결합형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부 및 처리후의 가스를 
배기하는 가스 배기부를 가지며, 또 소정의 진공도를 내부에 유지하는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기의 상면에 
설치된 플라즈마 발생수단과, 이 플라즈마 발생수단에 의한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는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하는 유지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 처리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등의 도전성 재료에 의하여 형성된 본체와, 이 본체의 상단에 부착된 석영 
등의 고주파를 투과하는 절연재료에 의하여 형성된 상부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체의 외면에는 상기 가스 공급부 및 가스 배기부 각각 1개소 씩 부착되어 있다.

또 상기 플라즈마 발생수단은, 예를들면 1회 감김 안테너와, 이 안테너에 매칭회로를 통하여 접속된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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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원을 구비하며, 이 고주파 전원으로부터 매칭회로를 통하여 안테너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하며, 처리
용기 내에 안테너로부터 고주파를 발신하고, 그 전자 에너지에 의하여 플로세스 가스를 활성화하여 플라
즈마를 발생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유지장치에는 블로킹 콘덴서를 통하여 고주파 전원이 접속되고, 이 고주파 전원으로부터 고주파 
전력을 공급하며, 블로킹 콘덴서를 통하여 플라즈마 전위에 대한 자기 바이어스 전위를 유지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상술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물리적 에칭할 때에는, 우선,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장치상에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용기 내의 아르곤 가스압을 10mmTorr로 조정한다.

이어서, 고주파 전원으로부터 매칭회로를 통하여 소정의 전력을 안테너에 공급하면, 안테너로부터 처리용
기  내부에  고주파가  발신되고,  이  전자  에너지에  의하여  가스가  여기되어  플라즈마화하고  예를들면 

10
11
cm

-3
대의 고주파 플라즈마(P)가 발생한다.

한편, 유지장치에는 고주파 전원으로부터 블로킹 콘덴서를 통하여 100KHz의 고주파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장치와 플라즈마 사이에 이온시이즈가 형성되고, 플라즈마로부터 아르곤 이온이 반도체 
웨이퍼에 충돌하여 소정의 에칭이 이루어진다.

한편, 상술한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부 및 처리 후
의 가스를 배기하는 가스 배기부를 가짐과 동시에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되는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가부를 둘러싸는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과, 이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의 작
용에 의하여 플로세스 가스로부터 발생한 헬리콘파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하는 유지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상기 인가부는, 석영 등의 전자파를 투과하는 절연재료로 형성되며, 이 인가부의 개구부에 뚫린 
상기 본체는 스테인레스 강 등의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은, 상기 인가부의 외주면을 포위하는 안테너와, 이 안테너의 더 외
측에서 인가부를 둘러싸는 전자 코일을 갖추며, 안테너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가 전자코일에서 형성되는 
자장 방향과 평행하게 전달되며 전자파가 플라즈마 속을 이동하는 사이에 자장의 작용을 받아서 헬리콘파
를 발생하고, 이 헬리콘파에 의하여 고밀도인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물리적으로  에칭할 
때에는, 우선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장치상에 유지한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를 공급부로부터 공급하여 가스
압을, 예를들면 10mmTorr로 조정한다.

이 상태에서 안테너에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고, 이 안테너로부터 처리용기 내에서 축심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파를 발신함으로써 이 전자파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아르곤 가스와 충돌하여 아르곤 원자에 
전리가능한 에너지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한다.

또, 이것과 병행하여 전자코일로부터 처리용기(1) 내에서 전자파 진행방향과 평행한 자장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이 자장의 작용에 의하여 전자파로부터 저주파의 헬리콘파가 발생하여 플라즈마 내를 이동하
며, 이 사이에 플라즈마 내의 전자를 가속하여 플라즈마를 고밀도화 한다.

이때, 유지장치에는 고주파 전원에 의하여 블로킹 콘덴서를 통하여 고주파 전력이 공급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유지장치가 자기 바이어스되며, 플라즈마 전위와의 전위차에 의하여 아르곤 이
온이 반도체 웨이퍼에 충돌하여 반도체 웨이퍼가 에칭된다.

이 플라즈마 처리는, 비교적 저자장이어도 헬리콘파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자장을 이용하는 
ECR 플라즈마 처리와 비교하여 자장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전술한 종래의 고주파를 유도결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경우에는, 10
1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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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안테너로의 공급전력을 높여서 더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도록 하면, 예를들면 그 공급전력이 
600W 까지는 처리용기 내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MM이내의 중앙부분에서는 플라즈마 밀도가 대략 균일하
게 되어 있으나, 다시 800W, 1KW로 서서히 공급전력을 높여서 플라즈마 밀도를 높여 가면, 후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부분의 플라즈마 밀도가 저하함과 동시에, 중심으로부터 한 쪽으로 멀어짐에 따
라서 플라즈마 밀도가 특히 높아지는 경향으로 있으며, 고밀도로 되는 만큼 균일한 고밀도 플라즈마가 얻
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균일한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과제가 있다.

이 경향은 반도체 웨이퍼가 대구경화함에 따라서 더욱 현저하게 되며, 이것이더욱 대구경화하는 이후의 
플라즈마 처리에 있어서 큰 과제로 되어 가고 있다.

또,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얻어지는 플라즈마 10
11
cm

-3 
대까지라면, 수 10W 정도의 전력을 유지장치에 인

가하는  것만으로  10V~수  100V의  자기  바이어스가  얻어지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고밀도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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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상의 고밀도로 되면, 종래의 고주파 바이어스 회로에서 수 100W의 전력을 공급하여도 수 W정

도의 자기 바이어스 전위밖에 얻을 수 없고, 플라즈마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또,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ECR플라즈마보다도 저자장으로 플라즈마 처
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예들들면 자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자장을 더욱 저하시켜 가면, 안테너로부
터 멀어짐에 따라서 에칭 속도가 줄고, 반도체 웨이퍼의 중심부에서 가장 늦으며, 전면에 균일한 에칭(플
라즈마 처리)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최근과 같이, 반도체 웨이퍼가 대구경화되면,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되며, 더구나 
적층막의 박막화도 한층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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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는 저자장조건에서의 처리가 될 수 없게 된다.

또,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는,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에칭을 
하면, 플라즈마의 고밀도 영역을 넘은 웨이퍼 테두리부에서만 반도체 웨이퍼가 에칭되고, 그 내측인 중앙
부분에서는 에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반도체 웨이퍼의 위치에 의하여 
에칭속도기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용기의 중심부분에서의 플라즈마 밀도 저
하가 없이 균일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며, 큰 직경의 피처리체를 균일하게 고속처리할 수 있는 플라
즈마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저자장의  조건하에서  헬리콘파를  발생시키고,  전체에  균일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들며, 큰 직경의 피처리체를 균일하게 고속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
다.

또, 본 발명은 10
1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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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큰 직경의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경우일지라도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전면을 균일
하게 고속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
기 내에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
출수단과, 처리용기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기 프로세스 가스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
에 설치한 플라즈마 발생수단과, 상기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피처리체를 유지하도록 처리용
기 내에 설치된 유지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가스 공급수단은, 처리용기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의 상면 중앙에 설치된 제 1 가스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가 가
스 배출수단은, 처리용기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유지수단의 바이어스 전위를 유지하는 콘덴서를 갖추며, 이 콘덴서가, 유지수
단의 근방에 형성되는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적어도 10배이상의 정전용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기 내에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
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출수단과, 처리용기의 상부에 
설치된 인가부와, 이 인가부를 포위하여 설치되고, 처리용기 내에 헬리콘 파를 발생시키는 헬리콘파 플라
즈마 발생수단과, 상기 헬리콘파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피처리체를 유지하도록 처리용기 내
에 설치된 유지수단과, 상기 인가부의 윗 쪽에 설치되며, 인가부의 내부를 향하여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
기 플라즈마를 고밀도화하는 제 2 플라즈마 발생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가 제공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와, 이 처리용기 내에 프로세스 가스를 공급
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출수단과, 처리용기 내에서 피
처리체를 유지하는 유지수단과, 이 유지수단상에 유지된 피처리체와의 사이에 틈새를 둔 평판형상의 영역
에, 상기 프로세스 가스 내에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처리용기의 측부에 설치된 헬리콘
파 플라즈마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은, 상기 유지수단상의 피처리체에 
평행하는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파 발생수단과, 이 전자파 발생수단으로부터의 전자파와 같은 방향의 사
각형 자장을 형성하여 상기 전자파로부터 상기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사각형 형상의 자장 형성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제공된다.

[실시예]

이어서,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고주파 유도결합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실시예를 제 1 도 및 제 2 도에 나타낸다.

평면도인 제 1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처리용 기(3)를 가지며, 이 처리용기(3) 
외주의 여러 개소(도시한 예에서는 4 개소)에는, 프로세스 가스(G)를 처리용기(3) 내에 공급하는 제 1 가
스 공급관(1A),(1B),(1C), (1D)이 일정한 둘레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방사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제 2 도에서는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1 가스 공급과 (1A),(1B),(1C), (1D)은 처리용기(3)의 상단 근
처에 설치되어 있다.

또, 처리용기(3)의 외주의 여러 개소(도시한 예에서는 4 개소)에는, 처리용기(3)의 처리후의 가스를 배출
하는 가스 배기관(2)이 일정한 둘레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제 2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스 배기관(2)은 처리 용기(3)의 하단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 가스 배기관(2)의 처리용기 둘레방향
에 관한 위치는, 제 1 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인접하는 가스 공급관(1A),(1B),(1C), (1D)의 중간에 있
도록 되어 있다.

처리용기(3)의 윗 쪽에는, 처리용기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프로세스 가스(G)에 고주파 플라즈마를 발
생시키는 플라즈마 발생장치(4)가 설치되어 있다. 

또, 처리용기(3)의 내부에는 피처리체로서의 반도체 웨이퍼(W)를 상면에 유지하는 공지의 유지장치(5)가 
설치되어 있다. 유지장치(5)에는, 블로킹 콘덴서(6)를 통하여 고주파 전원(7)이 접속되며, 유지장치(5)에 
고주파 전압이 인가되도록 되어 있다. 유지장치(5)를 냉각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냉매를 공급하는 냉매 
공급관(8A)이 유지장치(5)에 접속되며, 또 냉각 후의 냉매배출을 위하여 냉매 배출관(8B)이 설치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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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라즈마 발생수단(4)은, 1회 감김 루프 안테너(4A)를 가지며 이 안테너(4A)는, 이것에 접속된 공지
의 매칭회로(9B) 및 고주파 전원(9C)의 작용에 의하여 고주파를 처리용기(3) 내의 프로세스 가스(G)속으

로 발신하며 이 고주파의 전자 에너지에 의해 프로세스 가스(G)를 플라즈마화하여 10
1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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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를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가스 공급관(1A), (1B),(1C),(1D), 가스 배기관(2), 처리용기(3) 및 유지장치(5)는, 모두 스테
인레스 강 등의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며, 또, 상기 처리용기(3)의 상면은, 안테너(4A)가 배치된 중앙부
(3A)가 석영, 알루미나 등의 절연재료로 형성되며, 그 테두리부(3B)가 처리용기(3)와 같은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 1 가스 공급관(1A),(1B),(1C),(1D)외에, 가스 공급수단으로서, 처리용기(3)의 상면 중앙에 설치
된 1 개소의 제 2 가스 공급관(1E)이 설치되며, 이 가스 공급관(1E)과 상기 가스 공급관
(1A),(1B),(1C),(1D)에 의하여 처리용기(3)내에 균등하게 프로세스 가스(G)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또, 상기 가스 배스관(2)은, 처리용기(3)의 둘레면 아래에서 둘레방향으로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가스 배기관(2)으로부터 처리용기(3) 내의 처리가 끝난 생성가스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
고 외부로 배기된다.

상기 가스 공급관(1A),(1B),(1C),(1D)으로부터 프로세스 가스(G)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에 처
리용기(3) 내에서 발생한 전자밀도(Ne)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측정결과를 제 3 도에 나타낸다.

예를 들면 제 1 가스 공급관(1A)만을 개방하고, 다른 제 1 가스 공급관 (1B),(1C),(1D) 및 제 2 가스 공
급관(1E)을 전부 닫은 상태에서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고, 제 1 가스 공급관(1C)으로부터 제 1 가스 
공급관(1A)에 이르는 처리용기(3)의 직경방향의 전자밀도(Ne)를 측정한 결과, 동도의 분포곡선 A 가 얻어
졌다.

이 곡선 A에서, 제 1 가스 공급관(1A) 근방에서의 전자밀도(Ne)가 가장 높고, 이 가스 공급관(1A)으로부
터 멀어짐에 따라서 전자밀도(Ne)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제 1 가스 공급관(1B)만을 개방하고, 다른 제 1 가스 공급관 및 제 2 가스 공급관(1E)을 전부 닫
은 상태에서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여 제 1 가스 공급관(1B)으로부터 제 1 가스 공급관(1D)에 이르는 
처리용기(3)의 직경방향의 전자밀도(Ne)를 측정한 결과, 동도의 분포곡선 B 가 얻어졌다.

이 곡선 B에서, 제 1 가스 공급관(1B) 근방에서의 전자밀도(Ne)가 가장 높고, 이 가스 공급관(1B)으로부
터 멀어짐에 따라서 전자밀도(Ne)가 줄어들었으며 상술한 경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 제 2 가스 공급관(1E)만을 닫고, 제 1 가스 공급관(1A)~(1D)을 전부 개방한 상태에서 처리용기(3) 둘
레면의 방사방향으로부터 균등하게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여, 제 1 가스 공급관(1B)으로부터 제 1 가
스 공급관(1D)에 이르는 처리용기(3)의 직경방향의 전자밀도(Ne)를 측정한 결과, 동도의 분포곡선 C가 얻
어졌다.

이 곡선 C에서, 처리용기(3)의 중앙부분의 전자밀도(Ne)가 주위보다 약간 낮고,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
으로 등간격을 둔 위치에서 프로세스 가스(G)를 방사형상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균일한 전자밀
도(Ne)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어서, 모든 제 1 가스 공급부((1A),(1B),(1C),(1D),(1E)로부터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한 바, 동도의 
분포곡석 D가 얻어지고, 이것으로부터, 처리용기(3) 내의 전자밀도(Ne)가 대략 균일하게 되는 것이 판명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처리용기(3)의 둘레면 및 상면으로부터 균등하게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는 것에 
의하여, 처리용기(3) 내에서 균일한 전자밀도(Ne), 결국 균일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가 있음이 
대략 균일하게 되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대하여, 전술한 종래의 고주파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같이, 프로세스 가스(G)의 공급에 
치우침이 있으면, 플라즈마 발생수단에 여러 연구를 기울일지라도, 전자밀도(Ne)는 제 9 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부가 낮은 좌측을 향하여 높게 되며, 전자밀도의 균일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가스 공급관(1A),(1B),(1C),(1D)에 의하여 처리용기 (3)의 둘레면으로부터 균등
하게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함과 동시에, 제 2 가스 공급관(1E)에 의하여 처리용기(3)의 상면 중앙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 1 가스 공급관(1A),(1B),(1C),(1D)으로부터 공급된 프로세스 가스(G)가 충분하게 확산되지 
않는 부분을 윗 쪽으로부터의 프로세스 가스(G)에 의하여 보충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용기(3) 내
에서 균일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고, 반도체 웨이퍼(W)의 전면을 균일하고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플라즈마 발생수단(4)으로서 1회 감김 안테너(4A)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앙
부에 제 2 가스 공급부(1E)를 부착할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W)가 대구경화하여도, 
그 중앙부의 플라즈마 밀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 균일한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종래의 고주파를 유도결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경우에는, 제 9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
11
㎝

-3
 대의 고주파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으나, 안테너 (12A)로의 공급전력을 높여서 더욱 고밀도한 플

라즈마를 얻게 하면, 예를들면 공급전력이 600 K까지는 동도에서와 같이 처리용기(11) 내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이내의 중앙부분에서는 플라즈마 밀도가 대략 균일하게 되어 있으나, 다시 800W, 1KW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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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전력을 높여서 플라즈마 밀도를 높여 가면, 동도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부분의 플라즈마 밀도가 
저하함과 동시에, 좌측 근처에서의 플라즈마 밀도가 특히 높게 되는 경향이 있고, 고밀도로 되는 만큼 균
일한 고밀도 플라즈마가 얻어지기 어렵게 되어 균일한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 경향은, 반도체 웨이퍼가 대구경화함에 따라서 더욱 현저하게 되며, 이 것이 더욱 대구경화하는 이후
의 플라즈마 처리에 있어서 큰 과제로 되어 가고 있다.

또,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얻어지는 플라즈마 밀도가 10
10
㎝

-3
 대까지라면, 수 10W 정도의 전력을 유지장

치(5)에 인가하는 것만으로 수 10V~수 100V의 자기 바이어스가 얻어지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고밀도가 10
11
㎝

-3
 대이상의 고밀도로 되면, 종래의 고주파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수 100W의 전력을 공급하

여도 수 W정도의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밖에 얻을 수 없고, 플라즈마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제 10 도는 공급전력과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이 제 10도를 사용하여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동도면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고밀도가 10
11
㎝

-3
 대로 되면 

유지체(5)에 대한 공급전력을 높여 가도 유지체(13)의 자기 바이어스 전압이 서서히 나오기 어렵게 되며, 

플라즈마 밀도가 6.6×10
11
㎝

-3
 에 도달하면 자기 바이어스 전압이 나오지 않게 되며, 절각(折角)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었다고 하여도 반도체 웨이퍼(W)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었다.

또, 제 10 도에 나타내는 데이터는, 블로킹 콘덴서(6)의 정전용량이 3000pF이고 100KHz의 고주파를 여러
가지 전력으로 공급한 경우의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는 유지체(5)와 블로킹 콘덴서(6) 사이에서 측정한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로킹 콘덴서(6)의 정전용량이, 유지체(5)와 플라즈마 사이의 정전용
량의 10배이상으로 설정되며, 50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100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10배미만의 용량에서는, 예를 들면 10
11
㎝

-3
 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크게 하여도 

플라즈마 처리에 필요한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를 낼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제 4 도는 예를들면 25000p의 블로킹 콘덴서(6)를 사용하여 파라메터로서의 플라즈마 밀도를 1.8~6.6×

10
11
㎝

-3
 의 범위로 변화시킨 경우에 있어서의 공급 전력(100KHz)과 자기 바이어스 전위(-Vdc)의 관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동도에 의하면, 플라즈마 밀도가 1.8~6.6×~10
11
㎝

-3
 의 때에는 수 10 W의 낮은 전력에서 충분한 자기 바이

어스 전위(-Vdc)가 얻어지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 이 때의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을 산출한 결과, 그 정전용량은 637pF였다.

따라서, 블로킹 콘데서(6)의 정전용량 25000pF은 이온 시이즈의 그것의 약 40배이다.

또,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은 일반적으로 평판전극의 경우 이온 시이즈 두께를 구하는 다음의 식을 사용
하여 산출할 수가 있다.

0.97 = (yp - 1/2)
3/2

여기에서, yp = eVp/ κ Te, η = d/λD이며, Vp는 플라즈마 전위를 기준으로 하여 부(負)방향에서 측정

한 전극전위, Tc는 전자온도, λD = (εκ Te/Ne e
2
)
½
는 디바이스 길이이다.

또, 종래의 블로킹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통상 3000pF이다.

또, 예를들면 5 ×10
11
㎝

-3
 의 플라즈마에서, 전극면적 [유지장치(5)의 상면면적에 해당함]이 314㎠(8인치 

웨이퍼용)으로서 아르곤 가스에 대하여 이온시이즈의 정전용량을 상기식으로 구하면, 3.85nF로 된다.

단, 전자온도 Te = 3eV로 한다. 이 경우에는, 블로킹 콘덴서(6)의 정전용량을 이온 시이즈의 그것의 100

배, 385F로 설정하여 두면, 플라즈마 밀도가 10
11
㎝

-3
 대로 되어도 충분하게 자기 바이어스 전위를 확보하

고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 의하면, 유지체(3)에 접속된 블로킹 콘덴서(6)의 정전용량을, 이온시이즈의 정전용

량의 크기의 10배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10
11
㎝

-3
 대의 플라즈마에서도 저전력으로 자기 바이어스 전위를 

확보하며 유지할 수가 있다.

이어서,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제 5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의 진공도를 유지하는 처
리용기(3)와, 프로세스 가스(G)를 처리용기(3)내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관(1)과, 처리 후의 가스를 배기하
는 가스 배기관(2)과, 처리용기의 일부를 형성하는 인가부(3A)를 포위하는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
(4)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수단(4)에 의하여, 형성되는 헬리콘파 플라즈마로, 유지체(5) 상에 유
지된 반도체 웨이퍼(W)를 플라즈마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처리용기(3)의 인가부(3A)는, 석영 등의 전자파를 투과하는 절연재료로 형성되며, 이 인가부(3A)의 하단 
구멍으로 연이어 설치된 본체(3C)는 스테인레스강 등의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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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헬리콘 파 플라즈마 발생수단(4)은, 상기 인가부(3A)의 외주면에 설치한 코일형상의 안테너(4
A)와, 이 안테너(4A)의 더 외측에서 인가부(3A)를 포위하는 전자 코일(4B)을 구비하며, 이 전자코일(4B)
에서 인가부(3A) 내에 상하 방향으로 형성된 자장에 대하여 안테너(4A)로부터의 전자파가 평행하게 진행
하고, 전자파가 플라즈마 중을 이동하는 사이에 이 자장의 작용을 받아서 헬리콘파를 발생시키며, 이 헬
리콘 파가 플라즈마 중을 이동하는 사이에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 5 도에서, 6은 블로킹 콘덴서(6), 7은 고주파 전원을 나타낸다. 

가스 공급관(1)과 가스 공급관(2)은 제 1 도 및 제 2 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배치된다.

처리용기(3)의 인가부(3A)의 꼭대기부에는, 반도체 웨이퍼(W)를 향하여 고주파를 발신하며, 그 전자 에너
지에 의하여 상술한 헬리콘파의 중앙부분을 고밀도화하는 제 2 플라즈마 발생수단(10)이 설치되어 있다.

이 제 2 플라즈마 발생수단(10)은, 인가부(3A)의 꼭대기부에 설치된 1회 감김 루프 안테너(10A)와, 이 루
프 안테너(10A)에 매칭회로(10B)를 통하여 접속된 고주파전원(10C)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면,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W)를 물리적 에칭할 때에는, 우선, 반도체 웨이퍼(W)를 
유지장치(5) 상에 유지한 상태로 가스 공급부(1)로부터 아르곤 가스를 공급하여 그 가스압을, 예를들면 
10mmTorr로 조정한다.

이 상태에서 안테너(4A)에 고주파 전원을 인가하고, 이 안테너(4A)로부터 처리용기(3) 내에서 축심방향으
로 진행하는 전자파를 발신하면, 이 전자파로부터 아르곤 가스가 활성화 에너지를 얻어 플라즈마가 발생
한다.

또, 이 전자파에 전극 코일(4B)에 의한 평행자장이 작용하여 전자파로부터 저주파의 헬리콘파가 발생하여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만든다.

이 때, 전자코일(4B)에 의하여 처리용기(3) 내의 자장을 저자장으로 조정하면, 제 6 도의 분포곡선 E 로 
나타낸 바와 같이, 처리용기(3) 중앙부의 플라즈마 밀도가 주위보다도 낮고 에칭속도가 저하한다.

그런데, 이 실시예에서는, 루프 안테너(10A)로부터 처리용기(3)의 인가부 (3A) 꼭대기부로부터 본체(3C) 
내부의 반도체 웨이퍼(W)를 향하여 고주파를 발신함으로써, 그 전자 에너지에 의하여 처리용기(3)의 중앙
부분에서의 헬리콘파 플라즈마가 고밀도화된다. 이것에 의하여 동포 분포곡선 F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앙부분에서의 에칭속도가 빠르게 되고, 주위의 에칭속도와 변하지 않는 속도로 반도체 웨이퍼(W)를 에
칭할 수 있으며, 그 전면에 균일한 에칭처리(플라즈마 처리)가 실시된다.

제 7 도는 평행평판 전극형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로서, 이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동도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 진공으로 유지하는 처리용기(3)와, 이 처리용기(3) 내의 아래에 설치되고 
또  유지장치를  겸한  하부전극(5)과,  이  하부전극(5)  윗  쪽에  대항시켜서  설치한  상부전극(11)을 
구비하며, 비교적 저진공하에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전극(5)에는, 블로킹 콘덴서(6)를 통하여 고주파 전원(7)이 접속되며, 또, 상부 전극(11)은 
어스되어 있다.

따라서, 이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상하 전극(5),(11) 사이의 방전에 의하여 프로세스 가스(G)를 플라즈마
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상부전극(11)은,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관(1) 및 처리 후의 가스를 배기하는 
배기부(2)를 가지는 원방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스 공급부(1)는, 제 8 도에도 나타낸 바와 같이, 상
부전극(11)의 중심에 접속된 가스 수급(受給)배관(1F)과, 이 가스 수급배관(1F)에 통하고 또 내부에서 전
면에 걸쳐서 허니콤형상으로 형성된 가스 통로(1G)와, 이 가스 통로(1G)의 전체 코너부에서 가스 통로
(1G)로부터 상부전극(11) 하면을 향하여 뚫린 여러 개의 가스 공급구멍(1H)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가스 배기부(2)는, 제 8 도에도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허니콤의 중앙에 각각 형성된 여러 개의 
배기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처리시에, 프로세스 가스(G)를 수급배관(1F)으로부터 공급하면, 이 프로세스 가스(G)는 상부전
극(11) 내의 가스 통로(1G)를 통하여 그 전면으로 골고루 보급되며, 전면에 분산하는 가스 공급구멍(1H)
으로부터 처리용기(3) 내에서 전체에 걸쳐서 샤워물 형상으로 공급되며, 처리용기(3) 내에서의 농도분포
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 가스(G)는, 하부전극(5)과 상부전극(11) 사이의 방전작용에 의하여 플라즈마화되어 밀
도가 높은 플라즈마를 발생한다.

처리후의 필요 없는 가스는, 그대로 상부전극(11)의 전면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가스 배기구멍(2)으로부터 
외부로 배기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W) 상에서의 사용이 끝난 가스의 국부적인 체류가 억제되며, 플라즈마 처리에 
대하여 사용을 마친 가스의 악영향을 억제하여 균일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제 11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나타낸다.

이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는, 제 1 도 및 제 2 도에 나타낸 실시예와 같이, 처리용기(3)의 상부에 원둘레 
방향으로 등간격으로 설치한 제 1 프로세스 가스 공급관(1A),(1B),(1C),(1D) (1A,1B만이 도시되어 있음)
과, 처리용기(3)의 꼭대기부 중간부에 하향하여 설치한 제 2 프로세스 가스공급관(1E)이 설치되어 있다.

또, 처리용기(3)의 저부에는 둘레방향으로 같은 간격으로, 예를들면 4 개의 가스 배기관(2)이 설치되어 
있다(2 개만이 나타나 있음).

또, 처리용기(3) 내에 반도체 웨이퍼(W)를 유지하는 유지장치(5)가 설치되며, 거기에 냉매 공급관(8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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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배출관(8B)이 접속되어 있다.

또, 유지장치(5)에, 예를들면, 100KHz의 고주파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고주파 전원(7)이 블로킹 콘덴서
(6)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처리용기(3)의 상부에는, 프로세스 가스공급관(1E)에 이어지는 가스 공급헤드(13)가 설치되며, 거기에 다
수 개의 프로세스 가스공급 구멍(13A)이 형성되어 있다.

 또, 처리용기(3)의 양측에는 한 쌍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장치(14),(14)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플라즈마  발생장치(14),(14)는,  유지장치(5)  상에  유지되는  반도체  웨이퍼(W)의  윗  쪽에 간격
(δ)을 둔 평판형상 영역에 헬리콘파 플라즈마(P)를 발생시키도록 작용한다.

처리용기(3)의 양측부에는, 외단이 닫혀진 원통형상의 인가부(12A)가 각각의 축선이 일치하도록 좌우 대
칭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인가부(12A)의 주위에는 루프 안테너(14A)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인가부(12A)는, 전자파를 
투과하는 석영 등의 절연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이 인가부(12A)는, 전체가 석영 등의 절연재료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도 좋으며, 적어도 루프 안테너(14
A)를 부착하는 부분이 석영 등의 절연재료로 형성된 것이라면 좋다.

그리고, 각 인가부(12A),(12A)에 상기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장치(14)를 구성하는 전자파 발신수단(14) 
및 사각형파 형상의 전자파 발신장치(14B)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축중심은 유지체(5)의 윗 쪽에 상기 간격(δ)을 둔 위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간격(δ)은, 헬리콘파 플라즈마(P)의 고주파 영역을 벗어나는 위치, 예를들면 제 12 도에 나타내는 조
건의 경우라면 약 1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자파 발신수단은 한번 감긴 상기 루프 안테너(14A)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루프 안테
너(14A)에는 매칭회로(16)를 통하여 예를들면 13.56MH의 고주파 전압을 인가하는 고주파 전원(17)이 접속
되며, 이 고주파 전압의 인가에 의하여 루프 안테너(14A)로부터 유지장치(5)의 상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는 전자파를 발신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가스(G)를 해리하여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발생
시키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직사각형 형상의 자장형성수단은, 각 인가부(12A)의 상하를 따라서 설치된 한 쌍의 직사각
형 형상의 코일(14B),(14B)을 갖추며, 각 인가부(12A)의 상하로부터 전자파와 같은 방향의 사각형 형상 
등 자장면을 가지는 자장(이하, [사각형 자장]이라 함)을 인가부(12A) 내부에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사각형 자장은 상기 루프 안테너(14)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에 작용함과 동시에 플라즈마를 가두고, 
이 플라즈마 속에 전자파로부터 저주파의 헬리콘파를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헬리콘파는 사각형 자장을 전달하는 사이에 플라즈마 중에서 랜다우 감쇠하면서 평판형상 영역에서 플
라즈마중의 전자를 가속하여 그 에너지를 충돌에 의하여 프로세스 가스 분자에 부여하여 플라즈마를 고밀
도화하는 것에 의하여, 헬리콘 파 플라즈마(P)를 발생한다.

이 헬리콘 파 플라즈마(P)는, 사각형 자장으로 가두어진 얇고 폭이 넓은 평판형상 영역 내에서 고밀도 플
라즈마로서 형성된다.

또, 헬리콘 파 플라즈마 발생장치(14)는, 처리용기(3)에 대하여 좌우대칭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
리용기(3) 내에서 감쇠하는 일이 없고 대략 동일한 평판형상으로 헬리콘 파 플라즈마(P)를 반도체 웨이퍼
(W)로부터 간격(δ)을 둔 대략 위족에 형성할 수가 있다.

처리용기(3)의 상부에 설치된 가스 공급관(1E)은, 여러개의 가스 공급구멍 (13A)이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
한 헤드(13)를 거쳐 반도체 웨이퍼(W)의 전면을 향하여 프로세스 가스(G)를 샤워형상으로 공급하며, 반도
체 웨이퍼(W)의 위쪽에서 프로세스 가스(G)로부터 균일한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발생한다.

또, 유지장치(5)의 주위에는 자성재료로 형성된 자로(18)가 설치되며, 이 자로(18)에 의하여 반도체 웨이
퍼(W) 근방에 형성된 자계의 통로를 만들고, 반도체 웨이퍼(W) 근방의 자장을 경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장의 경감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W) 근방에서의 플라즈마 분포의 편재를 줄여서 반도체 웨이퍼(W)의 
플라즈마 처리를 균일화함과 동시에, 저자장에서의 에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어서,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유지장치(5)에서 반도체 웨이퍼(W)를 유지한 상태로 처리용기(3)내를 소정의 진공도로 한다.

그리고, 가스 공급관(1A),(1B),(1C),(1D)으로부터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된 처리용기(3) 내에 프로세스 가
스(G)를 공급하고, 그 가스압을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한다.

그 후,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14)의 루프 안테너(14A)로부터 유지장 치(5)의 상면으로 평행하는 방
향으로 전자파를 발신하며, 이 전자파에 의하여 프로세스 가스(G)를 플라즈마화한다.

이 때, 상하의 사각형 형상의 코일(14B)에 의하여 전자파와 같은 방향(평행방향)의 사각형 자장을 인가부
(12A) 내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 자장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가둠과 동시에, 이 플라즈마 속
을 전자파가 사각형 자장과 평행방향으로 전달하는 사이에 사각형 자장의 작용을 받아서 헬리콘파를 발생
한다.

이 헬리콘파는 사각형 자장으로 가두어진 평판형상 영역의 플라즈마 속을 전달하는 사이에, 평판형상 영
역의 플라즈마 속에서 랜다운 감쇠하면서 플라즈마속의 전자를 가속하여 플라즈마를 고밀도화하고,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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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파 플라즈마(P)를 발생한다.

이 헬리콘파 플라즈마(P)는, 좌우의 인가부(12A),(12A)의 축중심을 포함하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한 평판
형상 영역에 발생한다.

따라서 헬리콘파 플라즈마(P)가 존재하는 평판형상 영역은, 유지장치(5)에서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W)에 
대하여 간격(δ)을 둔 대략 위쪽에 형성된다.

한편, 유지장치(5)에는, 콘덴서(6)를 통하여 고주파 전압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형성된 평
한형상 영역의 헬리콘파 플라즈마(P)로부터 전자를 우선적으로 끌어 들이고, 부(負)로 자기 
바이어스되며, 헬리콘파 플라즈마(P)와의 사이에 이온 사이즈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지장치(5), 결국 반도체 웨이퍼(W)와 헬리콘파 플라즈마(P)사이에 큰 전위차가 생기며, 헬
리콘파 플라즈마(P) 중의 이온이 반도체 웨이퍼(W)에 충돌하여 소정의 플라즈마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때, 프로세스 가스(G)가 고해리(高解離) 생성물 또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생성물의 분해 생성물 등 
플라즈마 처리를 저해하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밀도 영역은 사각형 자장에 의하여 얇고 넓은 평
판형상 영역에 가두어지며 고밀도 영역의 외측(하면측)의 플라즈마 처리에 가장 적합한 플라즈마 영역이 
반도체 웨이퍼(W)에 접촉하여 있기 때문에, 본래의 에칭 작용 등의 플라즈마 처리가 확실하고 고속으로 
이루어진다.

또 헬리콘파 플라즈마 발생장치(14)가 처리용기(3)에 대하여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
즈마 밀도를 감쇠시키는 일이 없이 반도체 웨이퍼(W) 전면을 균일하게 플라즈마 처리할 수 있다.

또,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할 때에, 가스 공급관(1E)의 헤드(13)로부터 반도체 웨이퍼(W)를 향하여 가
스 샤워 형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의 가스 공급관(1A),(1B),(1C),(1D)으로부터의 가스 
공급과 어울려서 처리용기(3) 내에서의 프로세스 가스(G)의 편재를 억제할 수 있으며, 보다 균일한 헬리
콘파 플라즈마(P)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생성한 반응생성물은 유지장치(5)의 주위에서 둘레방향으로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기관(2)으로부터 배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용기(3) 저면에서 유지장치
(5) 근방으로부터 균등하고 신속하게 배기할 수 있으며, 반응 생성물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유지장치(5)의  주위에는  자로(18)를  설치하여  반도체  웨이퍼(W)  근방의  자장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피처리체 근방에 있어서의 헬리콘파 플라즈마(P)의자장에 의한 얼룩을 줄여서 보다 균일한 플라
즈마 처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저자자장에서의 에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전자파 발신수단으로서 1회 감김의 루프 안테너(14A), 사각형 형상의 자장 형성수단
으로서 사각형 형상의 코일(14B)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파 발신수단 및 사각형 형상의 자장형성수단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또, 인가부(12A)는 원통형상의 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각통형상으로 형성된 것이라도 좋고, 또, 안
테너는 원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각형 형상으로 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경우에는, 고주파 플라즈마를 얻기 위하여 코일의 자장

강도를 예를들면 680G로 올리면 10
18
㎝

-3
대의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고밀도의 플

라즈마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에칭을 하면 제 12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고밀도 영역(반
도체  웨이퍼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약  10mm  이내의  영역)을  넘은  테두리부에만,  반도체  웨이퍼를 
에칭하고, 그 내측인 중앙부분에서는 에칭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 자장강도를 680G로부터 저하시키면 오히려 에칭속도가 빠르게 되고 더구나 반도체 웨이퍼의 반경 약 
10㎜ 전후의 위치에서 에칭속도가 가장 빠르며 이 위치를 넘은 영역에서 서서히 에칭속도가 늦게 되며, 
그 내측 영역의 고밀도 플라즈마 영역에서는 에칭속도가 반경 약 10㎜ 전후의 위치보다도 늦게 되는 경향
이 있다.

중요한 것은,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의 위치에 의하여 에칭속도가 일
정치 않고, 웨이퍼 전면에 균일한 에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과제가 있으며, 그 때문에, 종래의 헬리콘파 
플라즈마 장치에서는, 더욱 대구경화하는 이들의 초미세 가공 기술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경우가 있었다.

또, 본 발명은, 고주파 유도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가타 다른 형식의 플라즘 처리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헬리콘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타 형식의 플라즈마 처리
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평행평판 전극 구조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
장치는 에칭장치, CVD장치, 에싱장치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일시예에 의하면, 처리용기의 중심부분에서의 플라즈마 밀도의 저하 없이 균일화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들며, 대구경의 피처리체를 균일하게 고속 처리할 수 있다. 또, 1회 감김 안테너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것만으로 대구경의 피처리체를 균일하게 플라즈마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실시예에서
는, 저자장의 조건하에서 헬리콘파를 발생시키고, 전체에 균일한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들며, 대구경의 피
처리체를 균일하게 고속 처리할 수 있다.

또, 10
18
㎝

-3
대의 고밀도 이 플라즈마하에서도 저전력으로 자기 바이어스 전위를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대구경의 피처리체를 처리하는 경우에서도 헬리콘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전면을 
균일하게 고속처리할 수 있으며, 또, 플라즈마 밀도를 감쇠시키는 일이 없이, 피처리체를 균일하게 플라
즈마 처리할 수 있다.

또, 유지장치의 주위에 자로(磁路)를 설치하여 피처리체 근방의 자장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피처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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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에 있어서의 플라즈마 자장에 의한 얼룩을 줄여서 보다 균일한 플라즈마 처리를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3)와,

이 처리용기(3) 내에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3)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출수단과, 

처리용기(3)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기 프로세스 가스(G)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에 설
치한 플라즈마 발생수단 및, 

상기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처리면을 가지는 피처리체(W)를 유지하도록 처리용기(3) 내에 
설치된 유지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가스 공급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되고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심
부를 향하여 또한 피처리체의 상기 면에 걸쳐 도출하도록 마련되는 여러 개의 제 1 가스 공급수단과, 처
리용기(3)의 상면 중앙에 설치되며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앙부를 향하여 또한 피처리체의 상기면
에 걸쳐 공급하도록 마련된 제 2 가스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가스 배출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3)와,

이 처리용기(3) 내에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며, 처리용기(3)의 둘레 방향에 등간격으로 처리된 여러 
개의 제 1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3)의 상면 중앙에 설치된 제 2 가스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는 가스공
급수단과, 

처리용기(3)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도록,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가스배출수단과,

처리용기(3)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기 프로세스 가스(G)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에 설
치되며, 피처리체의 외경보다 큰 외경을 가지는 1회 감김 루프 안테너(4A)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플라즈마 
발생수단, 및 

상기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피처리체(W)를 유지하도록 처리용기(3) 내에 설치된 유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가스 공급수단은, 상기 가스 배출 수단 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처리용기
(3)의 둘레방향에 관하여, 인접하는 2 개의 가스 배출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수단의 바이어스 전위를 유지하는 콘덴서(6)를 더욱 포함하여 구비하며, 이 
콘덴더(6)는, 유지수단 근방에 형성되는 이온 시이지(sheath)의 정전용량의 적어도 10배이상의 정전용량
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콘덴서(6)의 정전용량은,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50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콘덴서(6)의 정전용량은,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100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7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3)와,

이 처리용기(3) 내에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3)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출수단과,

처리용기(3)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기 프로세스 가스(G)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에 설
치한 플라즈마 발생수단 및,

상기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처리면을 가지는 피처리체(W)를 유지하도록 처리용기(3) 내에 
설치된 유지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가스 공급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되고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심
부를 향하여 또한 피처리체의 상기 면에 걸쳐 공급하도록 마련되는 여러 개의 제 1 가스 공급수단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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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기(3)의 상면 중앙에 설치되며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앙부를 향하여 또한 피처리체의 상기면
에 걸쳐 공급하도록 마련된 제 2 가스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가스 배출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8 

소정의 진공도로 유지가능한 처리용기(3)와,

이 처리용기(3) 내에 프로세스 가스(G)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3) 내의 처리 후의 가스를 배출하는 가스 배출수단과,

처리용기(3) 내부에 고주파를 발신하여 상기 프로세스 가스(G)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도록 처리용기에 설
치되며, 피처리체의 외경보다 큰 외경을 가지는 1회 감김 루프 안테너(4A)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플라즈마 
발생수단 및,

상기 플라즈마로 소정의 처리가 실시되는 피처리체(W)를 유지하도록 처리용기(3) 내에 설치된 유지수단을 
포함하여 구비하며,

상기 가스 공급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되고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심
부를 향하여 공급하도록 마련되는 여러개의 제 1 가스 공급수단과, 처리용기(3)의 상면 중앙에 설치되며 
처리가스를 상기 처리용기의 중앙부를 향하여 공급하도록 마련된 제 2 가스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가스 배출수단은, 처리용기(3)의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가스 배출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가스 공급수단은, 상기 가스 배출 수단 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처리용기
(3)의 둘레방향에 관하여, 인접하는 2 개의 가스 배출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수단의 바이어스 전위를 유지하는 콘덴서(6)를 더욱 포함하여 구비하며, 이 
콘덴서(6)는, 유지수단 근방에 형성되는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적어도 10배이상의 정전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콘덴서(6)의 정전용량은,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50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콘데서(6)의 정전용량은, 이온 시이즈의 정전용량의 100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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