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8111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H05H 1/3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4월23일
10-0381117
2003년04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0-0008762 (65) 공개번호 특2000-0062605
(22) 출원일자 2000년02월23일 (43) 공개일자 2000년10월25일

(30) 우선권주장 99-44359
99-46245

1999년02월23일
1999년02월24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오아자 가도마 1006

(72) 발명자 오쿠무라도모히로
일본국오사카후가도마시스에히로쵸13-13-201
하라구치히데오
일본국오사카후도요나카시우에노히가시2-11-35
마쓰이다쿠야
일본국오사카후마쓰바라시오가와4-6-9
마쓰다이즈루
일본국오사카후가도마시와키다쵸2-3-207
미쓰하시아키오
일본국오사카후야오시야마시로초2-1-7-311

(74) 대리인 최재철
김기종
권동용
서장찬

심사관 : 김자영

(54) 플라즈마 처리방법 및 장치

요약

진공 용기 내에 구성되는 플라즈마 트랩(trap)을 갖춘 진공 용기 내에 소정의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장치로서 펌프를 사용하여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대향 전극용 고주파 전원으
로써 100 MHz의 고주파 전력을 대향 전극에 공급한다. 따라서 기판 전극위에 배치되는 기판에 대하여 에칭, 퇴적, 및 
표면개질 등의 플라즈마 처리가 균일하게 실행되는, 균일한 플라즈마가 진공 용기 내에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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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b는 도 1a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플라즈마 트랩의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트랩의 구성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5는 선행기술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6은 선행기술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7은 선행기술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18은 선행기술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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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3은 본 발명의 제13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4는 선행기술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5는 선행기술에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도면.

도 26은 선행기술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변형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8은 본 발명의 제8실시예의 변형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29은 도 19의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도 27의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변형인 플라즈마 처리
장치들이 서로 결합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30은 도 21의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도 28의 본 발명의 제8실시예의 변형인 플라즈마 처리
장치가 결합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식 에칭(dry etching), 스퍼터링(sputtering) 및 플라즈마 CVD 등의 플라즈마 처리방법과 아울러, 반도
체 또는 기타 전자 장비 및 마이크로 머신의 제조에 이용되는, 상기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
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VHF 또는 U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로 여기된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본 발명은, V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를, 특히 플라즈마 여기용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로 공급함에 있어서의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처리용 매칭 박스에 관한 것이며, 또한 VHF 대역의 고주
파 에너지로 여기된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본 특허공개 8-83696호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장비의 마이크로 구조화 경향에 맞추기 위하여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반면, 높은 전자 밀도 및 낮은 전자 온도라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낮은 전자 온도 플라
즈마가 관심을 끌고 있다.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가스, 즉 Cl 2 , SF 6 등,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경향을 띤 가스로 플라즈마를 형성한 경우, 전자 
온도가 약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보다 높은 전자 온도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욱 다량의 음이온이 발생한다. 이러
한 현상을 이용하면, 양이온의 과도한 조사(照射)로 인해 마이크로-패턴(micro-pattern) 바닥에 양전하가 축적될 경
우 발생할 수도 있는 이른바 노치(notch)라는 에칭 형상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정밀도를 갖는 극히 미세한 
패턴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실리콘 산화물 같은 절연막을 에칭하는 데 통상 사용되는, CxFy 또는 CxHyFz(여기서, x, y, z는 자연수임) 등, 
탄소 및 불소를 함유한 가스로 플라즈마를 형성한 경우, 전자 온도가 약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보다 높은 전자 온
도인 경우에 비해 가스 해리(dissociation)가 더욱 억제된다. 특히, F 원자 발생시, F 라디칼(radical) 및 그 유사류가 
억제된다. F 원자, F 라디칼 및 그 유사류의 실리콘 에칭 속도는 더욱 빠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전자 온도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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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에칭함으로써, 실리콘에 대한 보다 높은 선택비(selection ratio)로 절연막 에칭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 온도가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이론 온도 및 플라즈마 포텐셜(potential) 역시 낮아짐으로써, 플라즈
마 CVD내 기판에 대한 이온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낮은 전자 온도를 갖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VHF 또는 U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플라
즈마원(plasma source)이 현재 주목받고 있다.

    
도 15는 이중-주파수 여기 평행 평판(dual-frequency excitation parallel-flat plate)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
면도이다. 도 15에 따르면, 가스 공급 장치(202)로부터 진공실(201)로 특정 가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배기 장치로서의 
펌프(203)를 통해 배기시킴으로써 상기 진공실(201) 내부를 특정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대향 전극용 고주파 에너지 
공급원(204)을 통해 100 MHz의 고주파 에너지를 대향 전극(205)에 공급한다. 이어서, 상기 진공실(201)내에 플라
즈마가 형성되는데, 진공실내에서는, 기판 전극(206) 위에 놓인 기판(207)에 대한 에칭, 퇴적(deposition) 및 표면 
개질(surface reforming)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전극-이
용-고-주파수 에너지 공급원(208)을 통해 상기 기판 전극(206)에도 고주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기판(207)
에 이르는 이온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대향 전극(205)은 절연 링(211)에 의해 상기 진공실(201)로
부터 절연시킨다.
    

    
도 16은, 기제안된 바 있고, 또한 안테나형 플라즈마원이 장착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6에 따르면, 가
스 공급 장치(302)로부터 진공실(301)로 특정 가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배기 장치로서의 펌프(303)를 통해 배기시킴
으로써 상기 진공실(301) 내부를 특정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안테나-이용-고-주파수 에너지 공급원(312)을 통해 
100 MHz의 고주파 에너지를 절연체 윈도우(314) 위의 나선형 안테나(313)에 공급한다. 이어서, 진공실(301)내로 
조사된 전자기파에 의해 상기 진공실(301)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 진공실내에서는, 기판 전극(306) 위에 놓인 
기판(307)에 대한 에칭, 도포(deposition) 및 표면 재구성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도 16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기판-전극-이용-고-주파수 에너지 공급원(308)을 통해 상기 기판 전극(306)에도 고주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기판(307)에 이르는 이온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도 15 및 도 16의 종래 방법들은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17은, 상기 도 15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내 기판(207) 상방 20 mm 지점의 이온 포화 현재 밀도(ion saturation cu
rrent density)를 측정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서는, Cl 2 가스형, 100 sccm의 유동 속도, 1 Pa의 
압력, 및 2 kW의 고주파 에너지로 한다. 도 17로부터, 가장자리 영역의 플라즈마 밀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도 18은, 상기 도 16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내 기판(307) 상방 20 mm 지점의 이온 포화 현재 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서는, Cl2 가스형, 100 sccm의 유동 속도, 1 Pa의 압력, 및 2 kW의 고주파 에너지로 한
다. 도 18로부터, 가장자리 영역의 플라즈마 밀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플라즈마 불균일성은, 50 MHz 또는 그 이하의 고주파 에너지일 경우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플라즈마의 전자 온
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50 MHz 또는 그 이상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는, 
플라즈마에 대해 용량성 또는 유도성으로 연결된 상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의해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장점뿐 아니
라,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로부터 조사되어 플라즈마 표면 위로 전파되는 전자기파에 의해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플라즈마 표면 위로 전파되는 전자기파의 굴절면 역할을 하는 상기 진공실내 가장자리 영역에는, 더욱 강한 전계
가 형성됨에 따라 두꺼운 플라즈마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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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가스, 즉 Cl 2 , SF 6 등,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경향을 띤 가스로 
플라즈마를 형성한 경우, 전자 온도가 약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보다 높은 전자 온도인 경우에 비해 더욱 다량의 
음이온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양이온의 과도한 조사로 인해 마이크로-패턴 바닥에 양전하가 축적될 경
우 발생할 수도 있는, 기판상으로의 이온 조사 각도의 직각성(perpendicularity)이 악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정밀도를 갖는 극히 미세한 패턴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욱이, 음이온의 높은 반응성을 이용함으로써 처
리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실리콘 산화물 같은 절연막을 에칭하는 데 통상 사용되는, CxFy 또는 CxHyFz(여기서, x, y, z는 자연수임) 
등, 탄소 및 불소를 함유한 가스로 플라즈마를 형성한 경우, 전자 온도가 약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보다 높은 전자 
온도인 경우에 비해 가스 해리가 더욱 억제된다. 특히, F 원자 발생시, F 라디칼 및 그 유사류가 억제된다. F 원자, F 
라디칼 및 그 유사류의 실리콘 에칭 속도는 더욱 빠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전자 온도로 더 많은 양을 에칭함으로써, 실
리콘에 대한 보다 높은 선택비로 절연막 에칭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온도가 3 eV 또는 그 이하로 되면, 이론 온도 및 플라즈마 포텐셜 역시 낮아짐으로써, 플라즈마 CVD내 기
판에 대한 이온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낮은 전자 온도를 갖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VHF 대역의 고주파 에너
지를 이용하는 플라즈마원이다.

    
도 24는 이중-주파수 여기 평행 평판형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24에 따르면, 가스 공급 장치(402)로부
터 진공실(401)로 특정 가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배기 장치로서의 펌프(403)를 통해 배기시킴으로써 상기 진공실(40
1) 내부를 특정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대향 전극용 고주파 에너지 공급원(404)을 통해 100 MHz의 고주파 에너지를, 
매칭 박스(405) 및 고주파 연결 장치(마운트)(406)를 경유하여 대향 전극(407)으로 공급한다. 이어서, 상기 진공실
(401)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 진공실내에서는, 기판 전극(408) 위에 놓인 기판(409)에 대한 에칭, 도포 및 표면 
재구성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도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전극-이용-고-주파수 에너
지 공급원(410)을 통해 상기 기판 전극(408)에도 고주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기판(409)에 이르는 이온 에
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대향 전극(407)은 절연 링(411)에 의해 상기 진공실(401)로부터 절연시킨다. 
상기 매칭 박스(405)는 고주파 입력 단자(412), 제1가변 콘덴서(413), 고주파 출력 단자(414), 제2가변 콘덴서(41
5), 제1모터(416), 제2모터(417) 및 모터 제어 회로(41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러나, 도 24의 종래 방법은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25는, 상기 도 24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내 기판(409) 상방 20 mm 지점의 이온 포화 현재 밀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서는, Cl2 가스형, 100 sccm의 유동 속도, 2 Pa의 압력, 및 1 kW의 고주파 에너지로 한
다. 또한, 도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2가변 콘덴서(415)는 도 25의 측정 위치 한쪽 옆에 배치한다. 도 25로부
터, 측정 위치의 한쪽, 즉 제2가변 콘덴서(415) 바로 아래의 플라즈마 밀도가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플라즈마 불균일성은, 50 MHz 또는 그 이하의 고주파 에너지일 경우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플라즈마의 전자 온
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50 MHz 또는 그 이상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이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는, 
상기 대향 전극(407)내 전위 분포를 야기하게 된다. 이 전위 분포는, 제2가변 콘덴서(415)를 상기 매칭 박스(405) 내
부에 배치함으로 인하여, 제2가변 콘덴서(415) 바로 아래의 전계를 강화시켜 플라즈마 불균일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대향 전극(407) 대신 나선형 안테나를 이용하는 도 26의 구조에서 볼 수 있다. 도 26에 나타낸 바의 
종래 기술에 있어서는 절연체 윈도우(421)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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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건식 에칭(dry etching), 스퍼터링(sputtering) 및 플라즈마 CVD 등의 플라즈마 처리방법과 아울
러, 반도체 또는 기타 전자 장비 및 마이크로 머신의 제조에 이용되는, 상기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VHF 또는 U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로 여기된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
즈마 처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발명은, V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를, 특히 플라즈마 여기용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로 공급함에 있어서의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처리용 매칭 박스를 제공하고, 또한 VHF 대역의 고주파 
에너지로 여기된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의 구성을 갖는다.

이러한 및 기타의 특징을 달성함에 있어, 본 발명의 제1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진
공 용기내의 기판 전극위에 배치한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으로서,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면서,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된 대향 전극에 50 MHz에서 3GHz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공급하여 플라즈
마를 생성하고, 또한

기판에 대향하여 구비된 환상(環狀)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trap)으로써 기판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진공 용기내의 기판 전극위에 배치한 기판을 처리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으로서,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를 특정 압력으로 제
어하면서, 50 MHz에서 3 GHz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안테나에 공급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된 유전체 창
을 통하여 진공 용기내에 전자파를 방사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기판에 대향하여 구비된 환상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으로써 기판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생성된 플라즈
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의 내벽면을 형성하고, 또한 기판에 대향하는 표면의 외부에서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기판 부분의 0.5배 내지 2.5배이면서, 기판을 처리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폭이 3 mm 내지 50 mm이면서, 기판을 처리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5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이 5 mm보다는 작지 않은 깊이의 홈을 갖고, 기판을 처리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6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대향 전극내에 구성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
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7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의 외부에 플라즈마 트랩을 구성하여, 플
라즈마를 생성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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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8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 및 대향 전극과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랩
을 구성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9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 및 진공 용기와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랩
을 구성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0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유전체 창(誘電體窓)내에 구성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2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1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유전체 창 외부에 구성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2특징에 따른 플
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2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진공 용기 및 유전체 창 사이에 구성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2특
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3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내에서 직류 자계를 배제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제1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4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와,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진공 장치와,

진공 용기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구성되는 대향 전극과,

50 MHz에서 3 G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대향 전극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및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환상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15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와,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진공 장치와,

진공 용기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유전체 창과,

유전체 창을 경유하여 진공 용기내에 전자파를 방사하는 안테나와,

50 MHz에서 3 G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안테나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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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환상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16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의 내벽면을 형성하고, 또한 기판에 대향하는 표면의 외부에서 플라즈마 트랩
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기판 부분의 0.5배 내지 2.5배인, 제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17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폭이 3 mm 내지 50 mm인, 제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
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18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이 5 mm보다는 작지 않은 깊이의 홈을 갖는, 제14특징 또는 제15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19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이 대향 전극내에 구성되는, 제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
한다.

본 발명의 제20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내에 구성하는, 제14
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1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 외부에 구성하는, 제
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2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 및 대향 전극과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
랩을 구성하는, 제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3특징에 따르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는 절연 링, 및 진공 용기와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
랩을 구성하는, 제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4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유전체 창내에 구성하는, 제15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
한다.

본 발명의 제25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유전체 창 외부에 구성하는, 제15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
성한다.

본 발명의 제26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트랩을 진공 용기와 유전체 창 사이에 구성하는, 제15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7특징에 따르면, 직류 자계를 인가하는 아무런 코일 또는 영구 자석도 진공 용기내에 구비하지 않는, 제
14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8특징에 따르면, 제14특징 또는 제15특징에 따르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로서, 플라즈마 처리장치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 부하(負荷)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임피던스를 정합시키기 위한 정합기를 더 포함하며, 상
기 정합기는 고주파 입력 단자;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
되는 제1리액턴스 소자; 고주파 출력 단자; 및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제2리액턴스 소자를 포함하며, 제2리액턴스 소자가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 및 고주파 출력 단자가 배열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29특징에 따르면, 제28특징에서 제1리액턴스 소자와 제2리액턴스 소자는 각각 콘덴서인 플라즈마 처리장
치를 구성한다.

 - 8 -



등록특허 10-0381117

 
본 발명의 제30특징에 따르면,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사용하고, 또한 부하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정합기로서, 상기 정합기는,

고주파 입력 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되는 제1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 단자, 및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제2리액턴스 소자를 포
함하고,

제2리액턴스 소자가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 및 고주파 출력 단
자가 배열되는 정합기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31특징에 따르면,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 및 고주파 출력 단자가 배열되는, 제30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
리장치용 정합기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32특징에 따르면, 제1리액턴스 소자 및 제2리액턴스 소자는 각각 콘덴서인, 제30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
리장치용 정합기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33특징에 따르면,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 및 제2리액턴스 소자가 배열되는, 제30특징에 따른 플라즈마 처
리장치용 정합기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34특징에 따르면, 고주파 출력 단자는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제30특징에 따른 플
라즈마 처리장치용 정합기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35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진공 용기 내의 기판 전극 위에 배치되는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으로서,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함께 일치하도록 배열하고,

진공 용기 내에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
로 제어하고,

제30특징에서 구성되는 정합기를 통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및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도록 구성되는 고주파 결합기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의 
고주파 전력을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6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
도록 배열함으로써,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
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35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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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7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
치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 및 제2리액턴스 소자를 배열함으로써,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
치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35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8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도록 배열함으로써,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포함하는, 제35
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9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를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
10 이하가 되도록 배열함으로써,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
10 이하가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포함하는, 제35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0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진공 용기 내의 기판 전극 위에 배치되는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으로서,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함께 일치하도록 배열하고,

진공 용기 내에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
로 제어하고,

제33특징에서 구성되는 정합기를 통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및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도록 구성되는 고주파 결합기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의 
고주파 전력을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또한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1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
도록 배열함으로써,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
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4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2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
도록 제1가변 콘덴서 및 제2가변 콘덴서를 배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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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
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4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3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도록 배열함으로써,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포함하는, 제40특
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4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기 전에,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를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가 되도록 배열함으로써,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가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는, 제4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5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와,

진공 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와,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시키는 진공 장치와,

진공 용기 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구성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과,

제30특징에서 구성되는 정합기와, 및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는 고주파 결합기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로
서,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46특징에 의해서,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되는, 제45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47특징에 의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
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 및 제2리액턴스 소자가 배열되는, 제45특징에 의한 플라
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48특징에 의해서,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제45특징에 의한 플
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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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49특징에 의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
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인, 제45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50특징에 의해서,

진공 용기와,

진공 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와,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시키는 진공 장치와,

진공 용기 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구성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과,

제30특징에서 구성되는 정합기와, 및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는 고주파 결합기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로
서,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51특징에 의해서,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제5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
다.

본 발명의 제52특징에 의해서, 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가변 콘덴서 및 제2가변 콘덴서가 배열되는, 제5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
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53특징에 의해서,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제50특징에 의한 플라
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54특징에 의해서,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
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인, 제50특징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첨부도면 전체를 통해 동일 부분들에는 동일한 참조부호가 표시되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이하에,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 1b 및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1a에 있어서, 가스공급장치(2)
에서부터 진공용기(1)로 소정의 가스를 도입하면서, 배기장치로서의 펌프(3)로 배기를 행하여, 진공용기(1)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대향 전극용 고주파전원(4)으로 100 MHz의 고주파전력을 대향 전극(counter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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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에 공급한다. 그러면, 진공용기(1) 내에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 전극(6) 상에 재치된 기판(7)에 대하여 에칭, 
퇴적, 표면개질(表面改質)과 같은 플라즈마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기판 전극(6)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판 전극용 고주파전원(8)이 설치되어, 기판(7)에 도달하는 이온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기판(7)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상인 동시에 홈형 플라즈마 트랩(9)으로써, 기판 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한 상태에서 기판(7)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플라즈마 트랩(9)은 대향 전극(5)에 설치된다. 진공용기(1)의 내벽면을 형성하고 기판(7)에 대향하
는 면 중, 플라즈마 트랩(9)에 의해 둘러싸이는 부분(10)(사선부)의 면적은, 기판(7)의 면적의 0.8배이다. 또한, 플라
즈마 트랩(9)의 홈폭은 10 mm이고, 플라즈마 트랩(9)의 홈 깊이는 15 mm이다. 이외에도, 대향 전극(5)은 절연링(
11)에 의해 진공용기(1)와는 절연되어 있다.
    

도 2에, 이온 포화 전류밀도를, 기판(7)의 바로 위 20 mm의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플라즈마 발생조
건은, 가스종과 유량은 Cl2 =100 sccm이고, 가스압력은 1Pa이고, 고주파전력은 2kW이다. 도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도 17에 도시된 것과 같이 주변부의 플라즈마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억제되고,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선행기술인 도 15에 도시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비교하여 플라즈마의 균일성이 개선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대향 전극(5)에서부터 방사된 전자기파는, 플라즈마 트랩(9)에서 강하게 된다. 또한, 낮은 전자온도의 
플라즈마에서는 중공 캐소오드 방전이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체 표면으로 둘러싸인 플라즈마 트랩(9)
에서 고밀도의 플라즈마(중공 플라즈마 방법)가 발생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진공용기(1) 내에서는, 플라즈마 밀도가 
플라즈마 트랩(9)에서 가장 높고, 확산에 의해 기판(7) 근처로 플라즈마가 운송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공 캐소오드방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와 접촉해 있는 고체표면은, 
전자와 이온의 열운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음으로 대전되기 때문에, 고체표면에서부터 전자를 반발시키는 DC 전기장이 
고체표면에 발생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예시된 플라즈마 트랩(9)에서 같이, 고체표면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전자가 고체표면과 충돌하는 확률이, DC 전기장의 존재에 의해 감소되기 때문에, 전자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 결과, 플
라즈마 트랩(9)에서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전을 중공 캐소오드 방전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이 대향 전극(5)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
명하였지만, 그러나, 이 경우, 대향 전극(5)에 발생하는 자기-바이어스(self-bias)전압에 의해, 플라즈마 트랩(9)에 
존재하는 고밀도 이온들이 높은 에너지로 대향 전극(5)과 충돌하여, 대향 전극(5)의 스퍼터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향 
전극(5)의 스퍼터링은, 대향 전극(5)의 수명 단축이나, 기판(7)으로 불순물의 혼입을 초래한다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좋지 않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트랩을 대향 전극(5) 이외의 부분에 구성하면 된다. 예컨대, 플라즈마 트
랩(9)을, 도 3의 제2실시예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절연링(11)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트랩(9)을, 도 4의 제
3실시예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절연링(11)의 외측, 즉 진공용기(1)의 금속성 상부벽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트랩(9)을, 도 5의 제4실시예 또는 도 6의 제5실시예에 도시한 것과 같이, 대향 전극(5)과 절연링(11)과의 사이에 설
치하여도, 약간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트랩(9)을, 도 7의 제6실시예에 도시한 것과 같이 진공용기(1)
의 상부벽(1a)과 절연링(11)과의 사이에 설치할 수 있다.
    

    
도 1a에서, 플라즈마 트랩(9)은 삼면, 즉 대향 전극(5)으로 된 내측면과,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정해진다. 도 3에서, 
플라즈마 트랩(9)은 삼면, 즉 절연링(11)으로 된 내측면과,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정해진다. 도 4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은 삼면, 즉 진공용기(1)의 상부벽(1a)으로 된 내측면과,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도 5에 있어서, 플
라즈마 트랩(9)은 대향 전극(5)으로 된 내측면과 절연링(11)으로 된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정해진다. 도 6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은 대향 전극(5)으로 된 내측면과 외측면과, 절연링(11)과 진공용기(1)의 상부벽(1a)으로 된 외측

 - 13 -



등록특허 10-0381117

 
면으로 정해진다. 도 7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은 절연링 (11)으로 된 내측면과 진공용기(1)의 상부벽(1a)으로 
된 상부면과 외측면을 가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실시예를 도 8과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8에 있어서, 진공용기(1) 내에, 
가스공급장치(2)에서부터 소정의 가스를 도입하면서, 배기장치로서의 펌프(3)로 배기를 행하여 진공용기(1) 내를 소
정의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안테나용 고주파전원(12)으로 100 MHz의 고주파전력을 나선형의 안테나에 인가하고, 기
판 전극(6)에 재치된 기판(7)에 대향하여 설치된 유전체 창(14)을 통하여, 진공용기(1) 내에 전자파를 방사함으로써, 
진공용기(1)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기판(7)에 대하여 에칭, 퇴적, 표면개질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기판 전극(6)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판 전극용 고주파전원(8)이 설치되어 있어, 기판(7)에 도달하는 
이온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판(7)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상이면서 홈형태인 플라즈마 트랩(9)으로, 기
판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한 상태에서 기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플라즈마 트랩(9)은, 절연체 창(14)의 
내측면과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규정되는 절연체 창(14)에 설치된다. 진공용기(1)의 내벽면을 구성하는, 기판에 대향
하는 면들 중에서, 플라즈마 트랩(9)에 의해 둘러싸이는 부분(10)(사선부)의 면적은 기판 면적의 0.8배이다. 또한, 플
라즈마 트랩(9)의 홈폭은 10 mm이고, 플라즈마 트랩(9)의 홈깊이는 15 mm이다.
    

도 9는, 이온 포화 전류밀도를, 기판(7)의 바로 위 20 mm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플라즈마 발생조건은, 가
스종과 가스유량이 Cl2 =100 sccm이고, 압력이 1Pa이고, 고주파전력이 2kW이다. 도 18에 도시된 것과 같이 주변부
의 플라즈마의 농도가 많다고 하는 경향이 억제되어,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된다는 것을 도 9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기술이 도 16에 도시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비교하여 플라즈마의 균일성이 개선된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생각할 수 있다. 안테나(13)에서부터 방사된 전자기파는 플라즈마 트랩(9)에서 강하게 된다. 또한, 낮은 전자온도
의 플라즈마에서는 중공 캐소오드 방전이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체표면으로 둘러싸인 플라즈마 트랩(9)
에 의해 고밀도의 플라즈마(중공 캐소오드 방전)가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진공용기(1) 내에서는, 플라즈마 밀도가 플
라즈마 트랩(9)에서 가장 높게 되어, 확산에 의해 기판(7) 근처까지 플라즈마가 운송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는, 플라즈마 트랩(9)이 유전체 창(14)에 설치된 경우에 관해서 설명
하였다. 그러나, 플라즈마 트랩(9)은 도 10의 제8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면, 즉 진공용기(1)의 상부벽(1a)으로 
된 내측면과,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그 경계가 정해지도록 유전체 창(14)의 외측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트
랩(9)은 도 11의 제9실시예에 도시되어 있듯이, 세면, 즉, 유전체 창(14)으로 된 내측면과, 진공용기(1)의 상부벽(1
a)으로 된 상부면과 외측면으로 그 경계가 정해지도록 진공용기(1)와 유전체 창(14) 사이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적용 범위 중, 진공용기(1)의 형상과, 대향 전극(6) 또는 안
테나(13)의 형상 및 배치와, 유전체(14)의 형상 및 배치와, 플라즈마 트랩(9)의 형상 및 배치에 관한 다양한 변형들 
중 일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본 발명은 여기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대향 전극(6)이 원형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다각형, 타원
형 등 기타의 형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안테나(13)가 나선형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평판형, 스
포크(spoke) 형 등 다른 형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2에 도시되어 있듯이, 공동(空洞) 공진기(15)를 구비
한 표면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있어서, 공동 공진기(15)를 안테나로 하여 본 발명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3에 
도시되어 있듯이, 공동 공진기(15)와 슬롯 안테나(16)를 구비한 표면파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있어서도, 본 발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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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도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이 환형상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기판(7)의 
형상에 따라서, 플라즈마 트랩(9)의 형상을 다각형, 타원형 등의 다른 형상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도 14의 평면도로 
도시되어 있듯이, 플라즈마 트랩을 폐쇄된 환형이 아니고, 분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환형을 이루는 형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 8, 10 및 11 등의 플라즈마 트랩(9)의 다양한 구성을 도 12와 13의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또는 제7실시예에 있어서, 대향 전극 (6) 또는 안테나(13)에 100 MHz의 고주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주파수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50 MHz 내지 3 GHz의 주파수를 사용하
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및 방법에 있어서도, 본 발명은 효과적이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내지 제7실시예 각각에 있어서, 진공용기(1)의 내벽면을 구성하는, 기판(7)에 대
향하는 표면들 중, 플라즈마 트랩(9)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면적이, 기판(7)의 면적의 0.8배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
였지만, 이 부분의 면적을 기판(7)의 면적의 0.5 내지 2.5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일, 이 부분의 면적이 기판(7)
의 면적의 0.5배 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판(7)과 플라즈마 트랩(9)과의 거리를 충분히 분리하여도, 기판(7) 근처에서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기가 어렵다. 또한, 이 부분의 면적이 기판(7) 면적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판(7) 근처
에서 균일한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 기판(7)과 플라즈마 트랩(9) 간의 간격을 극도로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치
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또한 전공용기(1)의 내부를 저압으로 유지하기 위해 펌프(3)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게 된다. 
예컨대, 기판의 직경이 300 mm이고, 또한 플라즈마 트랩(9)의 직경이 200 mm인 경우에는,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
러싸이는 이 부분의 면적은 기판 면적의 0.5배이다. 또한, 기판의 직경이 300 mm이고, 또한 플라즈마 트랩의 직경이 
300 mm인 경우에는,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면적은 기판 면적의 2.5배이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내지 제7실시예들 각각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의 홈폭이 10 mm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플라즈마 트랩(9)의 홈폭은, 3 mm 내지 50 mm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홈폭
이 3 mm보다 작거나, 또는 5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플라즈마 트랩(9)에서 중공 캐소오드 방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실시예들 각각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의 홈의 형상을, 직사각형의 단면형상인 것으로 설명
하였지만, U형, V형 또는 직사각형, U형, V형의 조합인 형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내지 제7실시예들 각각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의 홈깊이가 15 mm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플라즈마 트랩(9)의 홈폭이 5 mm 이상인 것도 바람직하다. 만일 홈폭이 5 mm 미만인 경우에는, 
중공 캐소오드 방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도 4와 10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에 의해 둘러싸이는 면적이 
기판(7)의 면적보다 큰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CF 4 가스, C2 F6 가스, C4 F8 가스, C5 F8 가스 등의 퍼
-플루오로카본(per-fluorocarbon) 또는 CHF 3 가스, CH2 F2 가스 등의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 hydro-fluorocarb
on)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도 27에 도시된, 제3실시예의 변형인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도 28에 도시된, 제8실시예의 변형인 플라즈마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9)에 의해 둘러싸이는 면적이 기판(7)의 면적 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HBr가스와 같은 붕소기(Boron-based) 가스 또는 Cl 2 가스, BCl3 가스, HCl가스 등의 염소기(chlo
rin-based)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러싸이는 면적에 따라 사용가스가 적용되는 한 예로서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사용가스의 최
상 선택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압력, 전력, 혼합가스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사용 
가스의 최상 선택은 압력, 전력, 혼합가스 등의 조건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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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진공용기(1)에 DC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고주파수 전력이 플라즈마를 투과하도록 할 정도로 큰 DC 자기장이 없는 경우, 예컨대 수십 가우스 정도의 작
은 DC 자기장을 가연성(ignitability)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본 발명은, 진공용기(1)에 D
C 자기장이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특히 효과적이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하고 또한 진공용기 내 기판 전극 위에 재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방법은, 진공용기 내에 가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50 MHz 내지 3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
수 전력을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에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기판 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형이면서 홈형인 플라즈마 트랩으로 제어하면서, 상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
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판 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형이면서 홈형인 플라
즈마 트랩으로 제어하면서 기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또한 진공용기 내의 기판 전극 상에 재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본 발명의 플
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방법은, 진공용기 내에 가스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용
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면서,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유전체 창을 통해 50 MHz 내지 3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수 전력을 안테나에 공급하여 진공용기에 전자기파를 방사함으로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기판
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형이면서 홈형인 플라즈마 트랩으로 기판 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상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환형이면서 홈형
인 플라즈마 트랩으로 기판 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기판을 처리한다면, 균일한 플라즈마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진공용기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장치와,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배기장치와, 진공용기 내에서 그 위에 기판을 재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과, 50 MHz 내지 3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수 전력을 대향 전극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수 전원과, 기판에 대
향해 설치되고 또한 환형이면서 홈형인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균일한 플라즈마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
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진공용기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장치와,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
기하는 배기장치와, 진공용기 내에서 그 위에 기판을 재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설치된 유전체 창과, 
유전체 창을 통해 진공용기에 전자기파를 방사하는 안테나와, 50 MHz 내지 3 G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수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수 전원과,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되고 또한 환형이면서 홈형인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한다. 그
러므로,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 도 19와 2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0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서 채용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19에 있어서, 가스공급장치(
102)에서부터 진공용기(101) 내로 소정의 가스를 공급하면서, 배기장치로서의 펌프(103)로 배기를 행하여 진공용기
(101)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대향 전극용 고주파전원으로 100 MHz의 고주파전력을, 정합기(match
ing box)(105)와 고주파 결합기(마운트)(106)를 통해 대향 전극(107)에 공급함으로써 진공용기(101) 내에 플라즈
마를 발생시켜, 기판 전극(108) 상에 재치된 기판(109)에 대하여 에칭, 퇴적, 표면개질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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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기판 전극(108)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판 전극용 고주파전원(110)이 설치되어, 기판(109)에 
도달하는 이온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절연링(111)에 의해 기판 전극(107)이 진공용기(101)와 절
연된다.
    

    
부하로서의 대향 전극(107)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할 때에, 임피턴스를 정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정합기(105)는, 고주파 
입력단자(112)와, 제1가변 콘덴서(113)와, 고주파 출력단자(114)와, 제2가변 콘덴서(115)와, 제1모터(116)와, 제
2모터(117)와, 모터제어회로(118)를 포함한다. 제1가변 콘덴서(113)의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단자(114)에 접
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정합기 케이싱(105a)에 연결되고, 제2가변 콘덴서(115)의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
자(112)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단자(114)에 접속된다. 또한, 제2가변 콘덴서(115)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고주파 출력단자(114)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마운트)(106)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
선과, 대향 전극(107)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기판(109)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은 일치하도록 배치된다. 또한, 
제2가변 콘덴서(115)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제1가변 콘덴서(113)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이 서로 일치하도록, 
제1가변 콘덴서(113)와 제2가변 콘덴서(115)가 배치된다. 또한,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에서부터 
대향 전극(107)까지의 실제적 거리(19)는 고주파전력의 파장(3m)의 1/15(20cm)이다.
    

도 20은 기판(109) 바로 위 20 mm의 위치에서 측정한, 이온 포화 전류밀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플라즈마의 발생조건
은, 가스종과 가스압력이 Cl2 =100 sccm이고, 가스압력이 2Pa이고, 고주파전력이 1kW이다. 또한, 도 19는 도 20의 
측정 위치를 보여준다. 도 20으로부터, 도 2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측정위치의 일측에서 플라즈마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의 불균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기술인 도 24에 도시된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비교하여 플라즈마의 불균일성이 개선된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생각할 수 있다. 50 MHz 이상의 고주파전력을 사용한 경우에, 정합기(105) 내의 제2가변 콘덴서(115)의 배치에 
의한 영향을 받아, 대향 전극(107)에 전위분포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 있어서, 제2가변 콘덴서
(115)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고주파 출력단자 (114)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마운트)(106)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대향 전극(107)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기판(109)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이 거의 일치
하도록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향 전극(107) 상에서 발생한 전위분포는 동심이 된다. 그 결과, 진공용기(101) 내의 
전기장도 동심이 되어,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 있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대향 전극(107)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
해서 설명하였지만, 도 2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와 같이, 나선형 안테나(120)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 발명은 
유효하다. 이외에도, 도 2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에서는, 유전체 창(121)을 이용한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0 및 11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적용 범위 중, 진공용기(101)의 형상과, 대향 
전극(107) 또는 안테나(120)의 형상, 유전체(121)의 형상 및 배치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변형 중의 일부를 도시한 것
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예시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본 발명
의 제10실시예에 있어서는, 대향 전극(107)이 원형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다각형, 타원형 등의 다른 형상으
로 구성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안테나(120)가 나선형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평판형, 스포크형 등의 다른 형
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0 및 11실시예에 있어서, 대향 전극 (107) 또는 안테나(120)에 100 MHz의 고
주파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주파수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50 MHz 내지 300 MHz의 주파수
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 발명은 유효하다. 만일 주파수가 50 MHz 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 발명을 적용하여도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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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일성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주파수가 300 MHz 보다 높은 경우에는, 2개의 가변 콘덴서를 사용하여 임
피던스를 정합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스터브(stub)로 임피던스를 정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0 및 11실시예에 있어서, 제2가변 콘덴서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제1가변 콘
덴서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이 거의 일치하도록, 제1가변 콘덴서와 제2가변 콘덴서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설
명하였지만, 대향 전극(107)에서 발생한 전위분포는 주로 제2가변 콘덴서의 배치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 2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와 같이, 제2가변 콘덴서(115)의 중심축을 이루는 직선과 제1가변 콘덴서(113)의 중심
축을 이루는 직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행기술에 비교하면, 플라즈마의 균일성이 크게 개선된다. 도 22에 도시
된 것과 같은 구성은, 정합기를 소형화한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본 발명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에 있어서, 가변 콘덴서를 가지는 정합기의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가변 인덕터, 고정 콘덴서, 또는 고정 인덕터와 같은 리액턴스 소자(reactive element)를 가지는 정합기에서도 마찬가
지의 효과를 가진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에 있어서, 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과 고주파 출력단자가 
개별적인 부재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도 2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3실시예와 같이, 고주파 출력단자(114)
가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서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 있어서,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에서부터 대향 전극
(107)까지의 실질적 거리가, 고주파전력의 파장의 1/15인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에서부터 대향 전극(107) 또는 안테나(120)까지의 실질적 거리는, 고주파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인 것
이 바람직하다. 만일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에서부터 대향 전극(107)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 거
리가, 고주파전력의 파장의 1/10 보다 크면, 제2가변 콘덴서(115)의 다른 하나의 단말에서부터 대향 전극(107) 또는 
안테나까지의 인덕턴스가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2개의 가변 콘덴서를 사용하여 인덕턴스를 정합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다.
    

    
상기 실시예들에 있어서, 실시예들 중 어느 것도 다른 어느 것과 결합할 수 있다. 예컨대, 도 29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로서, 도 19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도 27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3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도 30도 플라즈마 처리장치의 단면도로서, 도 2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와 도 28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8실시예의 변형인 플라즈마 처리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결합은, 결합된 실시예들의 효과 모두를 이룰 수 있다.
    

    
상기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사용되고 또한 부하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할 때에 임피
던스를 정합시키는, 본 발명의 정합기는, 고주파 입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이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되는 제1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이 고주파 출력단자에 접속된 제2리액턴스 소자를 구비하고, 고주파 출력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
선 상에 제2리액턴스 소자가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단자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
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사용하고 또한 부하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할 때에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데 사용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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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정합기에 있어서, 정합기는, 고주파 입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
이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된 제1가변 콘덴서와, 고주파 출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
나의 단말이 고주파 출력단자에 접속된 제2가변 콘덴서를 구비하고, 고주파 출력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 상에 
제2가변 콘덴서가 위치하도록, 제2가변 콘덴서와 고주파 출력단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
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또한 진공용기 내에서 기판 전극 상에 재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방법은, 고주파 결합기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기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거의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단계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와, 청구항 28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합기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설치된 고주파 결합기
를 통해,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 내지 300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전력을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가지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또한 진공용기 내에서 기판 전극 상에 재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방법은, 고주파 결합기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기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을 거의 일치하도록 배치하는 단계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전공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와, 청구항 3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합기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고주파 결합기를 
통해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 내지 300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전력을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를 발
생시키는 단계와, 상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진공용기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장치와,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배
기장치와, 진공용기 내에서 그 위에 기판을 재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
와, 50 MHz 내지 300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전력을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전원과, 
제28특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합기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하는 고주파 
결합기를 구비하고, 고주파 결합기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기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들을 거의 일치하도록 배치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진공용기와, 진공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장치와, 진공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배
기장치와, 진공용기 내에서 그 위에 기판을 재치하는 기판 전극과,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
와, 50 MHz 내지 300 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고주파전력을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전원과, 
제33특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합기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단자와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를 서로 접속시키는 고주파 
결합기를 구비하고, 고주파 결합기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기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들을 거의 일치하도록 배치하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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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관련해 본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다양한 수정과 변
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잘 알 것이다. 이러한 변형과 수정들은, 첨부된 청구범위로 규정
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플라즈마 처리장치에 사용되고 또한 부하에 고주파전력을 공급할 때에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본 발명의 정합기는, 고
주파 입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이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되는 제1리액턴
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단자와,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이 고주파 출력단자에 접
속된 제2리액턴스 소자를 구비하고, 고주파 출력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 상에 제2리액턴스 소자가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단자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진공 용기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진공 용기내의 기판 전극위에 배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진공 용기 내부에 가스를 주입하고,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
어하면서, 50 MHz부터 3 GHz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대향 전극에 공급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단계; 및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환상(環狀)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trap)에 의해 기판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2.

진공 용기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진공 용기내의 기판 전극위에 배치된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에 
있어서: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주입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면서, 50 MHz부터 3 GHz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안테나에 공급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유전
체 창을 통하여 진공 용기내에 전자파를 방사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단계; 및

기판에 대향하여 구성되는 환상(環狀)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trap)에 의해 기판상의 플라즈마 분포를 제어하면서,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벽면을 형성하고 기판에 대향하는 표면 중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 기판 면적의 0.5배 내지 2.5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폭이 3 mm 내지 50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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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깊이가 5 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대향 전극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시키는 절연 링의 바깥쪽에 플라즈마 트랩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시키는 절연 링 및 대향 전극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랩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시키는 절연 링 및 진공 용기의 사이에 플라즈마 트랩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을 유전체 창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유전체 창의 바깥쪽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유전체 창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내에서 DC 자기장을 배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플라즈마 처리방
법.

청구항 14.

진공 용기;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진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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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용기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

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대향 전극;

50 MHz에서 3 G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대향 전극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및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환상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5.

진공 용기;

진공 용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하는 진공 장치;

진공 용기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

기판 전극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유전체 창;

유전체 창을 통하여 진공 용기 안에 전자파를 방사하는 안테나;

50 MHz에서 3 G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안테나에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및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되는 환상의 홈으로 된 플라즈마 트랩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벽면을 형성하고 기판에 대향하는 표면 중 플라즈마 트랩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
적이 기판 면적의 0.5배 내지 2.5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폭이 3 mm 내지 50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의 홈의 깊이가 5 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대향 전극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 링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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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 링 바깥쪽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 링 및 대향 전극의 사이에 설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대향 전극을 서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 링 및 진공 용기의 사이에 설치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4.

제15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유전체 창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5.

제15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유전체 창의 바깥쪽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트랩이 진공 용기와 유전체 창 사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7.

제14항에 있어서, DC 자기장을 인가하기 위한 코일 또는 영구 자석을 진공 용기 안에 구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플라즈마 처리장치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 부하(負荷)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함에 있
어 임피던스를 정합시키기 위한 정합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정합기는,

고주파 입력 단자;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되는 제1리액턴스 소자;

고주파 출력 단자; 및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제2리액턴스 소자를 포
함하며,

제2리액턴스 소자가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 및 고주파 출력 단
자가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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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제1리액턴스 소자 및 제2리액턴스 소자는 각각 콘덴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30.

플라즈마 처리장치에서 사용되고 부하(負荷)에 고주파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정합기에 있어서
:

고주파 입력 단자;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정합기 케이싱에 접속되는 제1리액턴스 소자;

고주파 출력 단자; 및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다른 하나의 단말은 고주파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제2리액턴스 소자를 포
함하며,

제2리액턴스 소자가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 단
자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용 정합기.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
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2리액턴스 소자와 고주파 출력 단자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용 
정합기.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제1리액턴스 소자와 제2리액턴스 소자는 각각 콘덴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용 정
합기.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
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와 제2리액턴스 소자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용 
정합기.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고주파 출력 단자는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용 정합기.

청구항 35.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진공 용기 내의 기판 전극 위에 배치되는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처
리방법에 있어서: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함께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단계;

진공 용기 내에 가스를 주입함과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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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서 정의된 정합기를 통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및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정
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를 서로 접속하도록 설치된 고주파 결합기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의 고주파 
전력을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단계; 및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
록 배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어
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
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와 제2리액턴스 소자를 배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도록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를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
10 이하가 되도록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
10 이하가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0.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진공 용기 내의 기판 전극 위에 배치되는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플라즈마 처
리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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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함께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단계;

진공 용기 내에 가스를 주입함과 동시에 진공 용기 내부를 배기함으로써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제30항에서 정의되는 정합기를 통하여 기판에 대향하여 설치된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및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를 서로 접속하도록 설치된 고주파 결합기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의 고주
파 전력을 인가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단계; 및

생성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기판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
록 배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어
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
록 제1가변 콘덴서와 제2가변 콘덴서를 배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되어
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도록 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고주파 출력 단자가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이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
즈마 처리방법.

청구항 44.

제40항에 있어서, 진공 용기의 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제어하는 단계 전에,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를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가 되도록 배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가 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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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진공 용기;

진공 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시키는 진공 장치;

진공 용기 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

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구성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제30항에서 정의된 정합기; 및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를 서로 접속하기 위한 고주파 결합기를 포함하며,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을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을 통상적
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리액턴스 소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
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리액턴스 소자와 제2리액턴스 소자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고주파 출력 단자는 제2리액턴스 소자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

청구항 49.

제45항에 있어서, 제2리액턴스 소자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력의 파장의 1/1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50.

진공 용기;

진공 용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장치;

진공 용기의 내부를 배기시키는 진공 장치;

진공 용기 내에서 기판을 그 위에 배치하는 기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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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전극에 대향해서 설치되는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에 50 MHz부터 300 M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고주파 전원;

제30항에서 정의된 정합기; 및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와 정합기의 고주파 출력 단자를 서로 접속하기 위한 고주파 결합기를 포함하며,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 및 기판의 중앙 축을 통
과하는 직선을 통상적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고주파 출력 단자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고주파 결합기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
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배열되어서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제2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과 제1가변 콘덴서의 중앙 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통상적
으로 서로 일치하도록, 제1가변 콘덴서와 제2가변 콘덴서를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청구항 53.

제50항에 있어서, 고주파 출력 단자는 제2가변 콘덴서 자체의 다른 하나의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
치.

청구항 54.

제50항에 있어서, 제2가변 콘덴서의 다른 하나의 단말로부터 대향 전극 또는 안테나까지의 실질적인 거리가 고주파 전
력의 파장의 1/1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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