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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히터(heater)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chamber lid assembly)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르면 챔버

를 외부와 격리하는 챔버 리드, 및 챔버 리드를 가열하기 위해서 챔버 리드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심원 상으로 

배열되는 선형 히터(line type heater)를 포함하여 챔버 리드 어셈블 리가 구성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히터(heater)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chamber lid assembly)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히터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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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에 이용되는 장비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웨이퍼(wafer) 상에 공정을 진행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챔버(chamber)를 외부와 단절시켜 주는 상측 리드(top lid) 및 히터(heater)의 어셈블리(asse

mbly)에 관한 것이다.

매우 다양한 반도체 제조 장비들이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데 이용된다. 이러한 반도체 제조 장비들은 대부분 제조 

과정을 수행 받을 웨이퍼를 담는 챔버를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챔버를 외부와 단절시켜주는 역할을 챔버

리드 가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챔버 리드에는 가스 공급 통로가 연결되어 챔버 내로 공정에 필요한 가스를 흘려주

기도 한다.

반도체 제조 장비 중에 식각 공정이 수행되는 장비에서는 이러한 리드에 식각 공정 부산물인 폴리머(polymer) 등이 

흡착되기도 한다. 이러한 폴리머는 장기간 공정을 수행하는 동안 흡착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

유는 흡착된 폴리머가 이탈되어 하부로 떨어지면, 하부의 챔버 내부가 이러한 이탈되는 폴리머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웨이퍼가 오염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폴리머의 흡착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또한 폴리머가 상대적으로 잘 흡

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챔버 리드에는 히터가 부착되어 챔버 리드를 가열해주고 있다.

도 1 및 도 2는 각각 종래의 히터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및 평

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챔버(10)의 상측에 리드(20)가 도입되어 챔버(10)를 외부와 격리시키게 된다. 그리고, 챔버(10) 내

부에는 캐소드(cathode:30)가 설치되고 캐소드(30)에 웨이퍼(40)가 공정 과정, 예컨대, 식각 공정 과정을 거치게 올

려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챔버 장비로는 에이.엠.케이.사(AMK社:미국 소재)의 식각 챔버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리드(20)에는 리드(20)의 하단면, 즉, 챔버(10) 내부로 대면되는 면에 폴리머(50)가 좋은 흡착력을 가지고 잘 흡착되

도록 하기 위해서, 리드(20)를 가열하는 히터(25)가 도입된다. 현재의 챔버 장비, 예를 들어 AMK 장비는 히팅 블록(h

eating bock) 형태의 히터(25)가 리드(20) 상에 네 개가 도입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리드(20) 상에 네 개의 히팅 블록 형태의 히터(25)가 분포되어 설치된다. 그리고, 리드(20)의 가운

데에는 챔버(10)로의 가스 주입을 위한 통로인 가스 홀(27)이 도입된다. 히터(25)들은 온도 센서(temperature senso

r:29)에 의해 제어되며 리드(20)를 가열하여 폴리머가 리드(20)의 하단면에 잘 흡착되도록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히터(25)가 히팅 블록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팅 블록 형태의 히터들(25) 

사이에 온도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온도의 전이도가 집중되고 있고, 히터(25) 아래와 히터(25)들 사이에 온도차

가 발생된다. 이와 같이 리드(20)에의 온도 분포가 불균일해지면 리드(20) 하단면에의 폴리머(50)의 흡착이 불균일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폴리머가 많이 흡착된 부위는 흡착된 폴리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이는 결국 흡착된 

폴리머의 흡착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챔버(10) 내로 흡착된 폴리머들이 떨어져 내리는 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리드(20)에서 이탈된 폴리머들은 아래의 정전척(ESC: ElectroStatic chuck)의 캐소드(30)나 캐소드(30) 상의 웨이

퍼(40)로 떨어져 챔버(10) 내를 오염시키거나 웨이퍼(40)를 오염시키는 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정전척에 폴리머가 낙

하하게 되면 웨이퍼 헬륨 누설 에러(wafer He leakage error)가 높게 발생하게 되어 비정기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소모(loss)를 발생시키게 된다. 웨이퍼 상으로 폴리머가 떨어지면 웨이퍼 불량이 발생되는 엄청

나 소모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폴리머(50)의 챔버(10) 내로의 이탈 낙하는 리드(20) 밑 부분에 있는 가스 홀(27) 부위에서 잘 발생

한다. 가스 홀(27)은 챔버(10) 내로 가스를 분사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데, 폴리머가 리드(20)의 가스 홀(27) 부분으로

흡착되어 가스의 흐름 또는 분사가 느려지면 이 부분의 폴리머가 정전척 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폴리머(50)의 낙하는 챔버(10) 내부 또는 웨이퍼(40) 등에 심각한 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챔버를 외부와 격리하는 리드를 균일한 온도 분포를 가지게 가열하는 히터

를 설치할 수 있어 폴리머에 의한 불량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히터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chamber li

d assembly)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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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히터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chamber lid assem

bly)를 제공한다.

상기 챔버 리드 어셈블리는 상기 챔버를 외부와 격리하는 챔버 리드, 및 상기 챔버 리드를 가열하기 위해서 상기 챔버

리드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심원 상으로 배열되는 선형 히터(line type heater)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챔버 리드의 가운 데 부분에는 상기 챔버로의 가스 주입을 위한 가스 홀(gas hole)이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리드에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어, 리드의 하단면에 폴리머가 균일하게 흡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챔버 내로의 폴리머의 원하지 않는 낙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챔버 내 또는 정전

척 및 웨이퍼 등에 불량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 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챔버 리드를 가열하기 위해서 챔버 리드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심원 상으로 배열되는 

선형 히터(line type heater)를 제시한다. 동심원 상으로 감긴 선형 히터는 리드에 균일한 온도 분포를 제공하도록 리

드를 가열할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히터를 포함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챔버 리드 어셈블리는 챔버(100)와 챔버(100)의 상측에 도입되는 챔버 리

드(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챔버 리드(200)는 챔버(100)에 체결되어 챔버(100)를 외부와 격리시키게 된다. 그리

고, 챔버(100) 내부에는 정전척의 캐소드(300)가 설치되고 캐소드(300)에 웨이퍼(400) 가 공정 과정, 예컨대, 식각 

공정 과정을 거치게 올려지게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리드(200)에는 선형 히터(250)가 리드(200)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심원 상으로 배열된다. 동

심원 상의 선형 히터(250)들 간의 간격을 균일한 온도 분포 또는 가열을 위해서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될 수 있다. 또

는 이러한 간격들은 리드(200) 상에 균일한 온도 분포가 형성되도록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원형으로 배열되는 선형 히터(250)는 리드(200)의 중심에 배치되는 가스 홀(270)을 겹겹이 둘러싸는 평면 형태를 도

4와 같이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형 히터(250)가 겹겹이 원형 또는 동심원 상으로 배치되어 온도 센서(290)에 

따라 리드(200)를 가열함에 따라, 리드(200)의 온도 분포는 매우 균일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리드(200)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므로, 리드(200) 하단면에의 폴리머(500)의 흡착도 리드(200) 하단

면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폴리머의 불균일한 흡착 분포에 의해서 폴리머가 챔버(100) 내로

낙하하여 챔버(100) 및 정전척의 캐소드(300) 또는 웨이퍼(400)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챔버에 체결되는 챔버 리드에 균일한 온도 분포를 제공하는 선형 히터를 설치함으로써, 챔

버 리드 하단면에 폴리머가 균일하게 흡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폴리머의 불균일한 흡착에 의해서 폴리

머가 챔버 내부로 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폴리머의 낙하에 따른 웨이퍼에의 불량 및 설비 다운(down

)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불량에 대처하기 위한 비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체 장비에

서의 파티클(particle)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챔버 리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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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를 외부와 격리하는 챔버 리드(chamber lid); 및

상기 챔버 리드를 가열하기 위해서 상기 챔버 리드의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동심원 상으로 배열되는 선형 히터(line

type heat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챔버 리드 어셈블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챔버 리드의 가운 데 부분에는 상기 챔버로의 가스 주입을 위한 가스 홀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챔버 리

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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