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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대량의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를 신속히 또한 효율적으로 프로세싱하는 높은 생산성의 이온 주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온 주입 시스템은 이온 소스, 전극 어셈블리, 작업재를 장착하는 플랫폼, 및 이온 빔 측정 구성을 포함

한다. 전극 어셈블리와 함께 이온 소스는 리본 빔 형태의 이온 빔을 형성한다. 이온 빔의 제 1 부분이 작업재를 처리하

는 동안 이온 빔의 제 2 부분이 빔 측정 구성에 의해 동시에 측정되도록 이온 빔이 형성되고 지향된다. 제어기는 빔 측

정 구성으로부터 이온 빔의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 데이터에 따라 이온 주입 시스템에 대한 제어 신호

를 발생시킨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큰 면적의 작업재(workpiece)를 위한 이온 주입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큰 면적의 작업재의 이온 주입 선

량(dosage)을 정확히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큰 면적의 작업재의 이온 주입 선량을 정

확히 제어하기 위해 큰 면적 이온 빔들과 관련해 사용되는 피드백 제어 메카니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온 주입은 글래스 기재(glass substrate) 또는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작업재에 전도성을 변환시키는 도펀트(불순물

)를 제어할 수 있는 신속한 방식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표준적이고 상업적으로 승인된 기술이 되었다. 종래의 이온 주

입 시스템은 규정된 에너지의 이온 빔을 형성하기 위해 가속되는 소정의 도펀트 원소를 이온화시키는 이온 소스를 포

함한다. 이 이온 빔은 작업재의 표면을 향한다. 전형적으로, 이온 빔의 활성 이온들은 작업재의 벌크를 투과해 재료의 

결정 격자 내에 파묻혀 원하는 전도성 영역을 형성한다. 이 이온 주입 프로세스는 전형적으로 웨이퍼 처리 어셈블리와

이온 소스를 수용하는 고진공, 기밀(氣密) 프로세스 체임버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고진공 환경은 가스 분자들과의 충

돌에 의한 이온 빔의 분산을 방지하고 또한 공기로 운반되는 입자에 의한 작업재의 오염 위험성을 최소화한 다.

프로세스 체임버는 전형적으로 밸브 어셈블리를 통해 자동화된 웨이퍼 처리 및 프로세싱 단부 스테이션(end station)

과 연결된다. 단부 스테이션은 진공 펌핑 시스템에 의해 대기압으로부터 펌핑다운될 수 있는, 로드록(loadlock) 체임

버로 공지되어 있는 중간 체임버 또는 압력 록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체임버는 하나 이상의 카세트에서 중간 체임버로

작업재를 이송하는 엔드 이펙터(end effector)의 일단부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재가 엔드 이펙터에 의해 

중간 체임버 내에 로드되면, 체임버는 프로세스 체임버에 필적하는 고진공으로 펌프를 통해 공기가 비워진다. 그 다

음, 중간 체임버의 다운스트림 종단에 있는 밸브가 개방되고, 프로세스 체임버 내에 설치된 웨이퍼 처리 어셈블리는 

체임버로부터 작업재를 제거한다. 작업재가 체임버 내에 위치된 후에, 작업재는 이온 소스에 의해 이온 주입된다.

선행기술의 이온 주입 시스템에서, 전형적인 이온 빔 경로는 이온 소스, 전극, 분해 자석 장치, 광학적 분해 소자 및 웨

이퍼 프로세싱 시스템을 포함한다. 전극은 이온 소스에서 발생된 이온들을 추출 및 가속시켜서 분해 자석 장치를 향

하는 빔을 생성한다. 분해 자석 장치는 이온 빔 내의 이온들의 전하-대-질량비에 따라 이온들을 분류하고, 웨이퍼 프

로세싱 시스템은 이온 빔 경로에 대한 2개의 축을 따라 작업재의 위치를 조절한다.

특히, 각 개별적인 이온이 전극을 떠나 분해 자석에 들어가면, 이온의 비행 경로는 이온 질량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반

경을 갖는 경로로 휘어진다. 분해 자석 장치 내의 분해 슬릿은 광학적 분해 소자와 함께, 이온들이 작업재를 향해 진행

하도록 선택된 전하-대-질량비를 갖는 이온들을 집속시킨다. 선택된 전하-대-질량비를 갖지 않는 이온들은 분해 슬

릿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집속되어, 표적 작업재와 충돌하는 최종 이온 빔으로부터 솎아내어 진다.

그 다음, 분해 자석과 광학적 분해 소자 장치를 떠나는 선택된 이온들은 작업재를 가로질러 입자들을 확산시키기 위

해, 제어된 방식으로 작업재를 가로질러 이동한다. 반도체 웨이퍼를 도핑할 때, 2개의 직교 방향을 따라, 선택된 이온

들의 고정 빔에 대해 웨이퍼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기술이다. 웨이퍼들은 주사 방향을 따라 고속으로 웨이퍼

들을 이동시키고, 직교 방향을 따라 저속으로 웨이퍼들을 이동시키는 가동 표면 상에 지지된다. 균일한 도핑 밀도를 

이루기 위해, 빔 밀도를 측정하여, 측정된 빔 밀도에 따라 웨이퍼의 속도를 변경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다. 예컨대, 웨이

퍼 상의 이온 빔의 밀도가 증가하면 웨이퍼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온 빔이 밀도가 감소되면 웨이퍼의 속도를 늦추는

웨이퍼 제어기가 포함될 수 있다.

로버트슨(Robertson)의 미국특허 제 3,778,626 호는 빔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웨이퍼 이온 주입간에 디스크형 웨

이퍼 지지대 장치로부터 또는 장치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디스크형 웨이퍼 지지대 장치는 이온 주입 장치의 다른

부분들과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전류 측정 리드는 슬립-링을 포함하는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 웨이퍼 지지대 장치에 

연결된다. 측정된 전류는, 이온 빔에 대한 디스크형 웨이퍼 지지대 장치의 반경 방향 변위를 감지하는 제어 시스템에 

공급된다. 그 다음, 제어 시스템은 이온 분포를 제어하기 위하여 디스크의 반경 방향 이동을 제어한다.

라이딩(Ryding)의 미국특허 제 4,234,797 호는 슬립링 대신에, 웨이퍼 지지 디스크의 뒤에 설치되고, 또한 회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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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개구가 이온 빔에 케이지(cage)를 노출시킬 때 이온 빔의 펄스들을 수신하도록 위치된 패러데이 검출기를 

사용하는 전류 측정 장치를 사용한다. 디스크가 회전되면, 매 회전마다 빔의 샘플이 개구를 통과하여, 패러데이 검출

기를 타격한다. 각 디스크 회전 동안 측정된 빔 전류의 샘플들은 제어 전자 장치에 공급된다. 라이딩의 기술은, 균일한

이온 선량을 이룰 목적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반경 방향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측정된 빔 전류를 채용하였다.

로빈슨(Robinson) 등의 미국특허 제 4,258,266 호는 리본형 이온 빔이 웨이퍼 휠(wafer wheel)을 향해 가는 유사한 

이온 주입 제어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웨이퍼 휠은 리본 빔(ribbon beam)을 지나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다수

의 웨이퍼들을 지지한다. 이온 빔의 측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웨이퍼 휠은, 주 빔이 웨이퍼 휠을 통과하도록 하여 웨이

퍼 휠의 개구 아래에 위치된 패러데이 컵(Faraday cup)과 충돌하도록 하는 개구를 갖는다.

EP-A-0398270은 축을 따라 스폿 형상의 이온 빔을 전기적으로 스캔하고 가로축을 따라 기판을 기계적으로 스캔하

는 이온 주입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이온 주입 장치는 이온 빔의 스캔 영역의 일 단부에 배치된 빔 전류 측

정 소자(14)를 포함한다. 이온 빔은 기판과 상기 기판의 한 끝에 있는 측정 소자(14)에 대해 주기적으로 앞뒤로 스캔

한다.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및 이온 주입 기술은 시장에 널리 보급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평으로, 

대량의 이온 주입 품목들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최신 이온 주입 시스템의 공통 목표는 

시스템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시스템들은 이들 제조 및 가

격 요구사항을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선행기술 선량 측정 제어 시스템은 큰 면적의 평평한 패널들을 형성하는 임무에 적절치 못하였다. 예컨대, 많은 선행

기술 시스템들은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온 주입 프로세스의 타임아웃(중간휴식)을 취함으로써 생산

성을 감소시킨다. 전형적으로, 이들 시스템들은 규정된 수의 작업재들이 이온 빔에 의해 처리된 후에 이온 빔의 변수

들을 측정함에 따라, 작업재가 처리되는 전체 시간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이온 빔의 변수들에 대한 간헐적인 측정은 

이온 빔의 시간에 민감한 변수들에 전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큰 면적의 평평한 패널 작업재에 대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개선된 이온 주입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대량의 평평한 패널 디스플레이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이온 주입 시스템이 본 기술에서 주 개선사

항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이온 주입 시스템은 작업재를 이온 빔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동안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함으로써 처리량

을 향상시킨다. 항목 변수들은 이온 빔의 전류 밀도, 이온 빔 내의 중성 입자들의 수 및 이온 빔 내의 입자들의 질량과 

같 이, 작업재에서 이온들의 주입에 관련된 이온 빔의 특성들을 말한다. 규정된 수의 작업재들의 이온 주입간에 이온 

빔의 전류 밀도를 간헐적으로 측정하는 선행기술에 비해, 본 발명은 작업재의 이온 주입 동안 이온 빔의 측정을 수행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온 빔은 이온 빔 측정치를 구할 때 이온 주입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업재를 지속적으로 

이온 주입할 수 있다.

이들 결과들은 이온 빔을 생성하는 이온 소스와 표적 작업재에 이온 빔을 보내는 전극 어셈블리를 갖는 이온 빔 시스

템으로 이루어진다. 시스템은 또한 처리되고 있는 작업재를 지지하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플랫폼은, 이온 빔의 제 1 

부분이 표적 작업재와 충돌하여 작업재를 처리하고, 이온 빔의 제 2 부분이 작업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도록 이

온 빔에 대해 지향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시스템은, 작업재가 이온 빔의 제 1 부분에 의해 처리되는 동안 이온 빔

의 제 2 부분이 빔 측정 시스템과 충돌하도록 플랫폼에 대해 지향된 빔 측정 시스템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온 주입 시스템은 50 대 1을 넘는 종횡비를 갖는 전극으로부터 리본 빔을 형성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이온 소스는 플라즈마를 수용하는 이온 체임버와 이온 체임버의 벽 내의 개구와 맞물리는 플라즈마

전극을 포함한다. 플라즈마 전극은 슬롯의 폭보다 적어도 50배 더 긴 길이를 갖는 신장된 슬롯처럼 형성되어 있다. 신

장된 플라즈마 전극은 이온 체임버를 떠나는 이온들의 스트림을 형성한다. 부가적으로, 이온 주입 시스템은 플라즈마

전극의 전극 어셈블리 다운스트림을 포함한다. 전극 어셈블리는 이온 빔을 떠나는 이온들의 스트림을 플라즈마 전극

을 통해 작업재를 향해 보낸다. 작업재를 향해 가는 이온들의 스트림은 리본 빔을 형성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리본 빔' 은 신장부(elongation)의 축을 따라 연장된 길이와 신장부 축을 가로지르는 제 2 경

로를 따라 연장된 폭을 갖는 신장된 이온 빔을 포함한다. 리본 빔들은 큰 면적의 작업재를 이온 주입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리본 빔들은 미리 선택된 선량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온 빔을 통한 작업재의 통과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행기술은, 작업재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하여 작업재 위에서 이온 빔이 2개의 

직교 방향을 따라 주사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리본 빔이 적어도 작업재의 한 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를 갖는

다면, 작업재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하여 리본 빔을 통한 작업재의 한 주사만이 필요하다. 작업재는 전형적으로 리본 

빔의 단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주사된다. 100:1의 높은 종횡비를 갖는 전극으로부터 형성된 리본 빔들은 550mm x 6

50mm의 크기 또는 이보다 더 큰 크기의 치수를 가지는 작업재와 같은 커다란 작업재들을 이온 주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100:1의 종횡비를 갖는 리본 빔들은 균일성을 제어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리본 빔을 활용하는 이들 이온 주입 시스템들에서, 본 발명은 이온 빔의 전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빔 경로에 위치된

패러데이 슬롯을 포함할 수 있다. 패러데이 슬롯은 전형적으로, 리본 빔의 신장된 축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 연장

되도록 지향된다. 또한, 패러데이 슬롯은 패러데이 슬롯의 길이가 패러데이 슬롯에서 이온 빔의 짧은 치수를 초과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적절히 지향되면, 패러데이 슬롯이 리본 빔의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개별적인 스트립(stri

p)을 따라 이온 빔의 전체 전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 패러데이 슬롯은 측정되는 특정 스트립을

따라 리본 빔에 의해 발생된 전체 전류의 측정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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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러데이 검출기는 이온 빔 전체를 통해 '핫 스폿(즉, 고전류 밀도 영역)' 을 확인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패러데이 검출기는 이온 빔의 경로 전체를 통해 검출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가동 지지 어셈블리 위에 설치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이온 빔 시스템은 이온 빔의 전류 밀도 내 '핫 스폿(hot spots)' 또는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온 빔

의 길이 또는 폭을 따라 위치된 패러데이 검출기의 어레이(array)를 포함할 수 있다. 이온 빔의 특성 조사는 개시 절차

동안, 작업재 처리 절차 동안, 이온 빔 유지 절차 동안, 또는 개별적인 작업재들의 이온 주입간의 시간 주기 동안 이루

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작업재를 장착하여 이온 빔의 경로를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는 가동 플랫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에 따라, 빔 측정 시스템이 빔 경로 내에 고정되게 위치되어, 작업재가 이온 빔을 통해 이동되는 

동안 빔 변수들이 측정될 수 있다. 가동 플랫폼은, 작업재를 지지하여 이온 빔을 통해 신장될 수 있는 로봇 픽업 아암

을 포함하는 다양한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플랫폼의 다른 실시예는 평행 레일에 설치되는 가동 테이블, 축에 의해 

지지되어 축에 대해 회전하는 휠 및 2 이상의 평행 롤러 둘레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무한 벨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가동 플랫폼 형상은 플랫폼과 기계적으로 연결된 모터를 포함한 다. 모터는 이온 빔을 통하여 플랫폼을 이

동시키도록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모터는 이온 빔을 통하여 작업재를 가변 속도로 이동시키도록 가변 속도로 작동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터 제어기는 빔 측정 시스템과 모터와 결합될 수 있다. 모터 제어기는 빔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의 데이터를 해독하여, 이온 빔의 측정된 변수들에 따라 모터에 대한 모터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모터 제어 신호는 모

터의 속도를 지시하여, 이온 빔에 대한 작업재의 속도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빔 측정 시스템을 형성하는 특정 검출기들을 형성한다. 하나의 그러한 검출기는 이온 빔 내의 

중성 원자들의 수와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중성 빔 검출기이다. 다른 검출기는 이온 빔 내의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빔경로 내에 위치된 질량 분석기이다. 한편, 제 3 검출기는 전류 밀도를 검출하기 위해 이온의 경로에 

위치된 패러데이 검출기이다.

빔 측정 시스템의 부가적인 형상은 어레이로 형성된 다수의 패러데이 검출기를 제공한다. 패러데이 검출기의 어레이

는, 다수의 검출기들이 이온 빔의 단면 영역 내에 위치되도록 이온 빔의 크기에 대한 크기를 갖고 또한 이격된 패러데

이 컵으로 형성될 수 있다. 패러데이 검출기들의 어레이는, 이온 빔의 신장된 축에 평행하게 연장되도록 지향될 수 있

거나, 또는 어레이는 이온 빔의 폭 또는 협소한 방향을 따라 연장되도록 지향될 수 있다. 검출기들의 어레이는 어레이

의 방향에 따라, 리본 빔의 신장된 축 또는 짧은 가로 방향 축을 따라 전류 밀도의 변화를 확인한다. 검출기들의 어레

이는 핫 스폿 또는 다른 비-균일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온 빔 전체를 통한 전류 밀도의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핫 스폿 또는 비-균일성이 검출되면, 핫 스폿과 다른 비-균일성이 보상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빔 측정 시스템이 작업재를 직접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이온 빔의 제 1 부분에 위치된 단속(intermitt

ent) 검출기를 포함한다. 이들 단속 검출기들은 작업재의 다운스트림, 이온 빔의 경로 내에 위치되므로, 작업재들의 

처리간에 이온 빔에만 노출된다. 단속 검출기들은 중성 빔 검출기, 질량 분석기, 또는 패러데이 검출기를 포함할 수 있

다. 이온 빔의 특정 변수들은 모든 상황 하에서 급속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들 변수들은 지속적으로 측정되

고 또한 갱신될 필요가 없다. 단속 검출기들은 이들 인자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온 빔의 제 1 위치 내에 위치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양태는 검출기를 장착하는 가동 지지 어셈블리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가동 지지 어셈블리는

작업재를 처리하는 이온 빔의 제 1 부분을 통해 검출기를 주사시키는 반면, 다른 실시예에서, 가동 지지 어셈블리는 

작업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제 2 부분을 통해 검출기를 주사시킨다. 이와는 달리, 가동 지지 어셈블리는 이온 

빔의 제 1 및 제 2 부분 둘 다를 통해 검출기의 주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가동 검출기는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제 2 부분 내의 핫 스폿을 확인하기 위해 이온 빔을 가로질러 주사할 수 있거나, 또

는 가동 검출기는 작업재의 처리간에 이온 빔의 제 1 부분 내의 핫 스폿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온 빔을 가로질러 주사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이온 빔의 측정에 따라 이온 빔의 변수들을 조절하기 위해 빔 측정 시스템과 결합된 변수 제

어기를 포함한다. 특히, 변수 제어기는 측정된 이온 빔의 변수들에 감응하는 제어 신호들의 세트(set)를 발생시킨다. 

제어신호는 이온 주입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들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예컨대, 변수 제어기는 이온 소스에 전송되어

이온 소스에 공급되는 여기 전력(excitation power)을 수정하는 전력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변수 제어

기는 이온 소스를 향해 가는 흐름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흐름 제어 신호는 이온 소스 내에 이온화가능한 물

질의 흐름률(rate of flow)을 규정한다. 변수 제어기는 또한 전극 어셈블리와 결합되는 전극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제어 신호는 전극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다양한 전극들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들을 어떻게 변경시킬지를 전극

어셈블리에 명령한다.

본 발명은 빔 경로를 따라 연장되는 이온 빔을 생성하는 단계와, 작업재를 처리하기 위한 이온 빔의 제 1 부분과, 작업

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제 2 분분을 형성하기 위해, 작업재를 향해 이온 빔을 보내는 단계들로 된 

방법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작업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부분에서 변수들을 측

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되어 작업재의 처리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온 빔 변수들은 이온 빔의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스트립을 따라 측정되거나, 또는 이온 빔의 길이를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변수들은 이온 빔의 스트립을 따라 이산적인 측정치를 구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다른

양태는 상이한 이온 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패러데이 검출기가 전류 밀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중성 빔 검출기가 이온 빔 내의 중성 원자들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질량 

분석기가 이온 빔 내의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측정된 변수들을 기초로 작업재의 처리를 변경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빔 경로를 통해 

작업재의 이동 속도가 측정된 변수들을 기초로 조절될 수 있다. 다른 양태는 측정된 변수들을 기초로 이온 소스에 공

급되는 여기 전력을 변경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이온화가능한 물질의 선택과 선택된 물질의 흐름률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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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변수들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는 측정된 변수들을 기초로 전극들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경시키는 

것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 및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장점들은 다음의 설명과 첨부도면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도면 전체를 통해 동일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도면은 본 발명의 원리를 보여주고, 상대 치수를 보여

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 주입 시스템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이온 주입 시스템의 일부에 대한 상면도.

도 3은 도 1의 이온 빔 어셈블리와 프로세스 체임버의 단면도.

도 4는 도 1의 이온 주입 시스템을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한 쌍의 레일에 설치된 플랫폼을 가지는 이송 메

카니즘의 상단면도.

도 4A는 도 1의 이온 주입 시스템을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한 쌍의 롤러에 설치된 무한 벨트를 가지는 이송

메카니즘의 상단면도.

도 4B는 도 1의 이온 주입 시스템을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축에 설치된 원형의 플랫폼을 가지는 이송 메카

니즘의 상단면도.

도 5는 중성빔 검출기와 질량 분석기에 대한 대체 위치를 나타내는, 도 1의 이송 메카니즘의 대체 상단면도.

도 6은 패러데이 검출기들의 어레이를 나타내는, 도 1의 이송 메카니즘의 상단면도.

도 7은 영구히 위치된 패러데이 검출기와 가동 패러데이 검출기를 나타내는, 도 1의 이송 메카니즘의 상단면도.

도 8은 도 3의 중성 빔 검출기의 단면도.

도 9는 도 3의 질량 분석기의 사시도.

도 10은 도 3의 제어기와 이온 소스 제어 신호의 도면.

도 11-15는 도 3의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구현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6은 도 3의 제어기를 구현하기 위한 의사코드 리스팅(pseudocode listing)을 보여주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이온 주입 시스템(10)은 한 쌍의 패널 카세트(26), 엔드 이펙터(24), 로드록 어셈블리(12), 프로세스 체임

버(16)를 한정하는 하우징(14) 및 빔 개구(20)를 통해 프로세스 체임버(16)와 연통하는 이온 소스(18)를 포함한다. 

엔드 이펙터(24)는 카세트(26) 내에 적층된 패널(P)을 로드록 어셈블리(12)로 이송한다.

상기 엔드 이펙터(24)는 엔드 이펙터에 전력을 제공하고, 패널 이동의 속도 와 시퀀스를 제어하는 통상적인 구동 및 

제어 메카니즘들에 연결된다. 패널 카세트(26)는 통상적인 구조이고 또한 패널들에 대해 용이한 저장성을 제공한다.

로드록 어셈블리(12)는, 이하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체임버 하우징(14)과 밀봉접촉하도록 로드록 

어셈블리(12)를 위치시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로드록 어셈블리(12)의 바람직한 수직 운동을 제공하는, 선형 베어링 

시스템과 선형 구동 시스템에 연결된다. 선형 구동 시스템은 엄지 나사(lead screw)(22)와 모터 어셈블리(23)를 포함

한다. 모터 어셈블리(23)는 엄지 나사(22)를 구동시켜, 엄지 나사가 대쉬선(dashed lines)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선택

된 수직 위치에 로드록 어셈블리(12)를 위치시키도록 한다. 선형 베어링 시스템은 원형 축(29)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로드록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있는 고정된 선형 베어링(28) 쌍을 포함한다.

이송 어셈블리(translation assembly)는 프로세스 체임버(16) 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송 어셈블리는 기능

및 디자인 면에서 엔드 이펙터(24)와 비슷한 픽업 아암(27)을 포함한다. 픽업 아암(27)은 프로세싱 동안 패널(P)을 처

리한다. 픽업 아암(27)이 초기에 로드록 어셈블리(12)로부터 패널(P)을 제거하면, 픽업 아암은 실질적인 수평 위치(P

1)를 향한다. 이 때, 픽업 아암은 화살표 13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패널을 실질적인 수직 위치(P2)로 수직으로 넘긴

다. 그 다음, 이송 어셈블리는 개구(20)로부터 나오고 이온 소스(18)에 의해 발생되는 이온 빔의 경로를 가로질러 주

사 방향으로, 즉 본 실시예에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패널을 이동시킨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프로세스 체임버 하우징(14)은 전면 하우징부(14A)와 협소한 신장부(14B)를 포함한다. 전면 

하우징부는 로드록 어셈블리(12)로부터 패널(P)의 제거를 수평 위치에서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패널은 화살표 32로 도 2에 표시된 주사 방향을 따라 이동하기 전에, 초기 수평 위치(P1)에서 수직 위치(P2)로 이동

된다. 하우징부(14B)는 패널이 이온 소스(18)에 의해 발생된 리본 빔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주사 방향을 따라

축방향 크기를 갖는다. 체임버부(14B)의 비교적 협소한 폭은 패널이 수직 위치(P2)에 위치될 때만 폭을 따라 패널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세스 체임버(16)의 전체 체적을 감소시킨다. 이 체임버 체적의 감소는 프로세스 체임버의 

신속한 배기(evacuation)를 허용한다. 체임버의 배기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온 주입 시스템(10)

의 전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한다.

상술한 로드록 어셈블리(12)는 체임버 하우징(14)의 전면 체임버 벽(34)에 밀봉되게 연결된다. 로드록 어셈블리(12)

는 로드록 어셈블리(12)의 수직 이동 동안 체임버 벽(34)과 기밀 및 유밀(fluid-tight) 밀봉을 유지한다. 이러한 슬라

이딩 밀봉 구성은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이온 소스(18)는 개구(20)와 함께 프로세싱되는 패널의 작은 치수를 초과하는 긴 치수를 갖는 

리본 빔을 형성한다. 더 상세히 말하면, 이온 소스는 그 길이가 패널의 협소한 치수를 초과하는 리본 빔을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이온 주입 시스템(10)과 관련해 리본 빔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1)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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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상이한 치수의 패널 크기들을 프로세싱 하는 능력; (2) 이온 빔의 샘플 전류에 따라 패널의 주사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균일한 이온 주입 선량을 달성; (3) 이온 소스의 크기가 감소될 수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하기

가 용이함; 및 (4) 이온 소스가 연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 이온 소스의 연속 작동은 시스템(10)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는데, 이는 이온 소스 턴온 및 턴 오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균일한 이온 주입을 이룰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전형적으로 소스의 시작 동작 시에 발생하는 빔 전류 밀도 과도 현상(beam current density

transients)을 포함한다.

도 3은 이온 주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특히, 도 3은 프로세스 체임버(16) 위에 설치된 이온 소스(18)

를 갖는 단면을 나타낸다. 프로세스 체임버(16)는 이온 빔(241) 아래에 작업재(174)를 지지하기 위한 작업재 플랫폼

을 포함한다. 작업재 플랫폼은 이온 빔(241)을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송 메카니즘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상술한 이송 메카니즘은 레일(244)들에 설치된 테이블(242)과 레일(244)들을 따라 테이블(242)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모터(264)를 포함한다.

또한, 도 3은 프로세스 체임버(16)의 하측에 설치된 빔 측정 구성을 나타낸다. 빔 측정 구성은 패러데이 검출기(250),

질량 분석기(255) 및 중성 빔 검출기(262)를 포함한다. 빔 측정 구성은 제어기(262)에 연결되어 제어기와 통신한다. 

제어기(262)는 모터 제어 신호(110)와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2)를 발생시킨다. 제어기는 모터 제어 신호(110)로 모

터(264)의 작동을 제어하고, 이 제어기는 제어 신호(112)로 이온 소스(18)를 제어한다. 모터 제어 신호(110)와 이온 

소스 제 어 신호(112)는 규정된 상태도(state diagram) 또는 함수를 기초로 제어기(262)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제어기는 패러데이 검출기(250), 질량 분석기(255) 및 중성 빔 검출기(260)에 의해 만들어진 측정치들에 

따라 제어 신호(110 및 112)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제어 시스템은 폐루프 시스템이다. 제어 시스템은 이온 빔(241)을 발생시키는 이온 소스(18)와 시작되

는 것이 특징이다. 이온 빔(241)의 변수들은 패러데이 검출기(250), 질량 분석기(255) 및 중성 빔 검출기(260)에 의

해 검출된다. 제어기(262)는 검출기(250, 255, 260)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측정된 이온 빔의 변수들에 

따라 모터 제어 신호(110)와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2)를 발생시킨다.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2)는 이온 소스(18)로 

가고, 이온 빔(241)의 변수들을 수정 및 갱신하는데 사용되어, 이 제어 시스템에서 루프를 폐쇄한다.

패러데이 검출기(250)는 케이지(cage) 내에서부터 전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또한 빔에 수반되는 전자들을 배제시

키는 한편, 이온 빔 전류를 포획하여 측정하는 검출기의 형태이다. 패러데이 검출기들은 범용적으로 이온 주입 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패러데이 검출기는 이온 빔(241)의 한 변수, 이온 주입 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다.

측정된 이온 주입 선량의 레벨은 제어기(262)에 대한 입력으로서 작용한다.

측정된 이온 주입 선량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제어기(262)는 이온들의 적절한 선량이 작업재(174) 내로 주입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측정된 변수에 응답하 여 제어기(262)에 의해 계산된 전체 선량이 원하는 선량의 레벨에 부합하

지 않는다면, 제어기는 이 때 선량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하여 이온 빔을 통과하는 작업재의 속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예컨대, 제어기(262)는 작업재에 도입되는 전체 도펀트(dopant)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재가 이온 빔을 통과해 이

동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어기(262)는 작업재에 도입되는 전체 도펀트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작업재가 이온 빔을 통과해 이동하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측정된 변수에 따라 제어기(262)에 의해 계산된 선량이 원하는 선량의 레벨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어기는 

이온 소스(18)에 의해 공급되는 단위시간당 선량 레벨을 변경시킬 수 있다. 작업재의 특정 속도에서 이온 빔에 의해 

인가되는 선량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작업재에 도입되는 도핑을 증가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작업재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온 빔에 의해 인가되는 도펀트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작업재에 도입되는 전체 도펀트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어기가 작업재에 대해 바람직한 도펀트 레벨, 이온 빔(241)에 의해 발생된 주입 속도와 

주입을 통한 작업재의 속도를 안다면, 제어기(262)는 작업재가 원하는 도펀트의 레벨로 처리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

다.

작업재(174)에 도입되는 도펀트의 레벨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은 작업재에 이온 주입할 때 이온 주입 프로세스 동

안의 작업재(174)의 온도이다. 전형적으로 작업재의 온도는 규정된 임계 온도 레벨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재의 레벨

이 임계 온도를 초과한다면, 작업재는 원치 않은 결함을 야기하는 열응력(thermal stress)을 받게 된다. 입자들이 작

업재를 타격함에 따라 작업재의 온도는 상승한 다. 따라서, 작업재를 타격하는 입자들의 수와 관련 입자들의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작업재의 온도 상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한 양태에서, 제어기(262)는 작업재가 임계 온

도 레벨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 하에서, 제어기(262)는 측정된 이온 빔의 변수

를 기초로 작업재 표면에서 이론적인 온도 상승을 결정하여, 작업재 온도가 작업재의 임계 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이온 주입 시스템(10)을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양태에 따라, 제어기(262)는 패러데이 검출기(250), 질량 분석기(255) 및 중성 빔 검출기(260)

의 측정치를 사용한다. 패러데이 검출기(250)는 작업재를 타격하는, 이온화된 입자들의 비율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지

만, 패러데이 검출기는 중성 이온들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중성화된 원자들을 검출하는

것은 작업재의 온도 상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중성화된 원자들이 이온들과 거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

며 주입 선량이 관련되는 한, 개별적으로 이온들과 등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패러데이 검출기를 타격하는 빔은 중성 

원자들을 포함하고, 이들 원자들은 패러데이 검출기에 의해 검출되지 않아, 작업재의 온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에러

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기(262)는 작업재의 온도 상승을 계산할 때 패러데이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 이온화

된 입자들과 중성 빔 검출기에 의해 측정된 중성화된 입자들 둘 다를 고려한다.

또한, 도 3에 설명된 이온 주입 시스템은 이온 빔(241)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질량 분석기(255)를 포함한다. 질량 분

석기는 이온 빔(241) 내에 포함된 원소들의 종(species)을 식별한다. 이온 빔 내의 종을 식별하는 것은 작업재에 인가

되는 선량의 정확한 궤적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제어기(262)는 또한 작업재의 온도를 결정할 때 이온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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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내의 입자들의 종을 고려한다.

제어기(262)는 검출기(250, 255 및 260)들의 측정된 변수들에 따라 모터 제어 신호(110)와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

2)를 발생시킨다. 모터 제어 신호(110)는 모터(264)와 결합되어 이온 빔(241)을 통한 작업재(174)의 이동 속도를 제

어한다.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2)는 이온 소스(18)와 결합되어 이온 빔(241)의 변수들을 변경시킨다. 작업재의 이송

속도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이온 소스의 변수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제어기(262)는 작업재(174)의 도펀트 레벨을 제어

할 수 있고 제어기(262)는 규정된 온도 범위 내로 작업재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 기술된 이온 주

입 시스템은 원하는 도펀트 레벨로부터 0.5%보다 작게 변화시키는 작업재의 도펀트 레벨을 이룰 수 있다.

도 4는 이온 빔(241) 아래에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재 플랫폼의 상면도를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

재 플랫폼은 2개의 평행한 레일(224A 및 224B)과 레일(224A 및 224B)에 설치된 테이블(242)을 포함한다. 테이블(

242)은 선형 베어링 또는 공기 베어링과 같은, 당업계에 공지된 슬라이딩가능한 마운트(mount)를 사용하여 레일에 

설치될 수 있다. 테이블(242)은, 축(246)을 따라 테이블이 이동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고, 모터(264)(도시되지 않음

)는 축(246)의 방향을 따라 테이블(242)을 구동시킨다.

작동 시에, 제어기(262)는 이온 빔을 통한 작업재의 통과 횟수와, 각각의 통 과 동안 작업재에서 원하는 전체 도펀트

의 레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펀트 레벨을 결정한다. 그 다음, 제어기(262)는 필요한 속도로, 작업재 플랫폼과 이

에 결합된 작업재를 이온 빔을 통해 필요한 통과 횟수로 이동시키도록 모터를 제어한다. 도 4에 도시된 구조는 리본 

빔(241)을 통해 작업재(174)가 전후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도 4A는 이온 빔(241)을 통해 작업재를 이송시키기 위한 다른 구조이다. 작업재 플랫폼은 2개의 평행한 롤러(126A 

및 126B)와 롤러(126A, 126B)를 둘러싸는 무한 벨트(128)를 포함한다. 작업재(174)가 이온 빔을 통과하도록 벨트는

축(246)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모터(264)는 롤러(126B)와 기계적으로 결합되고, 모터(264)는 축(246)을 따라 벨트

(128)를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도 4B는 이온 빔(241)을 통해 작업재를 이송시키기 위한 다른 구조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재 플랫폼은 원형 테

이블(130)이 평면 외부로 돌출하는 축(132)에 설치된 원형 테이블(130)을 포함한다. 원형 테이블은 한 방향(134)으

로 축 둘레를 회전할 수 있다. 모터(264)(도시되지 않음)는 작업재(174)가 리본 빔(241)을 통과하도록 축(132) 둘레

로 원형 테이블(130)을 구동시킨다.

도 4, 4A 및 4B를 더 참조하면, 상술한 이온 빔(241)은 작업재(174) 위에 놓이는 이온 빔의 제 1 부분(120)과, 작업

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제 2 부분(122)을 갖는다. 이온 빔(241)은 작업재(241)의 가장자리들을 지

나 연장되는 부가적인 부분(124)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온 빔은 작업재의 양 가장자리를 지나 5-20 센티

미터 연장된다. 작업재 위에 놓이는 이온 빔의 제 1 부 분(120)은 작업재를 처리하는 반면, 작업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작업재를 처리하지 않는다. 작업재를 지나 연장되는 부분(122 및 124)과 같은 이온 

빔의 부분들은, 오히려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온 소스(18)는 도 4, 4A 및 4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면을 갖는 리본 빔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본 빔은 

한 축을 따라 신장된 이온 빔이다. 리본 빔의 신장부의 축은 도 4에서 248로 표시되고, 축(246)을 따라 작업재(174)

의 이동방향에 수직인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온 스트림의 리본 빔 구조는, 작업재(174)를 처리할 때 이온 빔의 효

율성을 불리하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충분하도록 작업재를 지나 이온 빔의 일부가 

연장되도록 한다. 리본 빔은 작업재의 양 가장자리를 지나 5-20 센티미터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4는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출기 그룹의 위치를 설명한다. 도시된 검출기들은 2개의 패

러데이 검출기(250A 및 250B), 질량 분석기(255) 및 중성 빔 검출기(260)들이다. 위치 122 및 124 내에 패러데이 

검출기(250A 및 250B)들을 위치시키는 것은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전류 밀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준

다. 이에 비해, 이온 빔의 제 1 부분 내에 질량 분석기(255)와 중성 빔 검출기(260)를 위치시키는 것은 검출기(255 및

260)들이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온 빔(241) 아래에 아무런 작업재

가 위치되지 않을 때에만 질량 분석기(255)와 중성 빔 검출기(260)가 이온 빔의 변수들을 검출한다. 따라서, 질량 분

석기와 중성 빔 검출 기들은, 위치되는 것에 따라, 간헐적인 바이어스에서만 작동한다.

상술된 패러데이 검출기(25A 및 250B)는 리본 빔의 폭을 초과하는 길이를 갖는다. 이외에도, 각 패러데이 검출기는, 

리본 빔의 폭에 걸치도록 위치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패러데이 검출기는 리본 빔의 스트립을 따라 리본 빔에 의해

주입되는 전체 전류를 측정한다. 패러데이 검출기는 리본 빔의 폭에 걸치는 스트립상의 리본 빔에 의해 인가되는 전

류를 합하는 적분기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패러데이 검출기는 검출기의 위치에서 빔의 선형 전류 밀도를 측정한다. 

이온 빔(241)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 패러데이 검출기의 크기를 정하고 위치시키는 것은, 작업재가 이온 빔을 통과할 

때 작업재에 인가되는 도펀트의 정확한 측정을 제공한다.

도 5는 모든 검출기들이 리본 빔의 제 1 부분(120) 외측에 위치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실시예 하

에서, 모든 검출기들은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변수들을 측정한다. 이 실시예는, 이온 빔의 모든 변수들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할 때 또는 이온 빔 주입 프로세스에서 엄격한 제약이 존재할 때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도 6은 패러데이 검출기들의 어레이를 가지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들을 나타낸다. 검출기들의 제 1 어레이는 신장축(

248)을 따라 연장되고, 검출기(250A, 250B, 250C, 250D 및 250E)들을 포함한다. 검출기들의 제 2 어레이(250A)와

검출기들의 제 3 어레이(250B)들은 신장축(248)을 가로지르는 축을 따라 연장된다.

검출기들의 제 1 어레이는 전형적으로 슬롯들의 어레이를 포함하고, 각각의 슬롯들은 리본 빔(241)의 폭에 걸려 있다

. 슬롯들의 어레이는 신장축(248)의 길이 를 따라 연장되고, 작업재를 처리하는 이온 빔이 위치로 연장되고, 또한 작

업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는 이온 빔의 부분들로 연장된다. 슬롯들은 배열된 바와 같이, 리본 빔의 길이에 따른 

전류 밀도의 가변성(variability) 측정을 제공한다. 특히, 각 패러데이 슬롯(250A-250D)들은 리본 빔의 길이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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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점에서 작업재에 인가되는 전체 도펀트를 나타내는 이산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패러데이 검출기들의 제 2 어레이(252A)와 패러데이 검출기의 제 3 어레이(252B)들은 리본 빔의 폭을 따

라 전류 밀도의 가변성을 측정한다. 예컨대, 패러데이 검출기의 제 2 어레이(252A)들은 축 248을 가로지르는 축을 따

라 정렬된 다수의 패러데이 컵들을 포함한다. 어레이(252A)를 형성하는 각 패러데이 컵들은 리본 빔의 폭을 따라 연

장되는 지점에서 전류 밀도의 측정치를 제공한다. 검출기들의 어레이에서 측정치들의 관계는 리본 빔(241)의 폭을 따

라 전류 밀도의 가변성을 나타낸다. 또한, 패러데이 검출기의 제 3 어레이(252B)는 다수의 패러데이 컵들을 포함한다

. 252A에서 검출기들의 어레이는 위치에 의해 252B의 검출기들의 어레이와 다르다. 즉, 어레이 252A는 이온 빔의 

제 1 부분(120)에 위치되고, 어레이 252B는 이온 빔의 제 2 부분(122)에 위치된다.

도 7은 리본 빔(241)의 길이를 따라 전류 밀도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실시예를 예시한다. 도 7은 리본 빔

의 신장축(248)을 따라 이동가능한 패러데이 슬롯(250F)을 예시한다. 패러데이 검출기(258)는 축(248)을 따라 패러

데이 검출기를 이동시키는 가동 지지 구성(도시되지 않음)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한 양태에 따라, 패러데이 검출기(2

50F)는 리본 빔의 제 1 부분(120)의 길이를 따라 이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패러데이 검출기(250F)

는 이온 빔(241)의 제 2 부분(122)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패러데이 검출기(250F)는 이온 빔의 제 1 및

제 2 부분 둘 다를 따라, 또한 부분들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도 8은 이온 스트림(241) 내의 중성화된 입자들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중성 빔 검출기의 개략도를 예시한다. 중성 

빔 검출기는 입자(70)들이 통과하는 구멍(63)을 가지는 유입 개구(entrance aperture)(62)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검출기는 전압원(66)에 의해 활성화되는 한 쌍의 편향판(deflecting plate)(64)을 갖는다. 이외에도, 중성 빔 검출기는

편향판(64)을 통과하는 입자들의 수를 측정하기 위한 볼로미터(bolometer)(68)를 포함한다.

작동 시에, 입자(70)들의 스트림은 개구(62) 내의 구멍(63)을 통과한다. 이들 입자들은 편향판(64) 사이를 향해 간다.

편향판들은 이온화된 입자들의 비행 경로선(the line of flight)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구부러지고, 중성 입자들이 직선

을 따라 진행하도록 활성화된다. 이온화된 입자들은 볼로미터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집속되어 측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중성 입자들은 볼로미터를 향해 직선으로 진행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볼로미터(68)는 이온 빔(241) 내의 중성 

입자들을 측정한다.

도 9는 도 3에 도시된 질량 분석기(255)의 개략도이다. 질량 분석기는 입자 스트림(80)이 통과하는 구멍(74)을 갖는 

유입 개구(72)를 포함한다. 또한, 질량 분석기는 자기 편향 갭(magnetic deflection gap)을 형성하는 한 쌍의 분해 자

석(analyzing magnet)(76)과 입자 검출기(78)를 포함한다. 코일 쌍에 의해 편향 갭에서 자기장이 발생된다. 코일들은

편향 갭에 정적인 균일한 자기장을 생성하기 위하여 전력원(power source)에 의해 활성화된다.

작동 시에, 입자들의 스트림(80)은 구멍(74)을 통해 자기 구성에 들어가, 원형 궤적을 통해 자기 편향 갭에서 생성된 

자기장에 의해 편향된다. 입자(80)들의 편향은 입자들의 질량과 자기장에 따른다. 그러므로, 선택된 그룹의 입자들만

이 자기장에 의해 분해 자석을 나오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방향이 바뀐다. 자석 구성(76)을 나오는 이들 선택된 입

자들은 입자 검출기(78)에 의해 검출된다. 반면에 선택되지 않은 입자들의 종들은 검출기(78)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집속된다. 따라서, 질량 분석기는 선택된 질량을 갖는 이온 빔 내 입자들의 농도를 결정하는 구성을 제공한다.

도 10은 도 3의 제어기(262)와 이온 소스 제어 신호(112) 간의 상호작용을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이온 소스 제어 신

호(112)는 전력 신호(114), 흐름 신호(116), 전압 1 신호(118), 전압 2 신호(120) 및 전압 3 신호(122)를 포함한다. 

제어기(262)는 패러데이 검출기(250), 중성 빔 검출기(260) 및 질량 분석기(255)로부터 수신된 입력 신호들에 따라 

출력 신호(114, 116, 118, 120 및 122)를 발생시킨다.

또한, 도 10은 제어기(262)에 의해 발생된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는 이온 빔 주입 시스템(10)의 구성요소를 예시한다.

특히, 도 10은 플라즈마(84)를 수용하기 위한 이온 체임버(82)와 플라즈마(84)를 여기시키기 위한 이그니터(ignitor)(

86)를 예시한다. 이온화가능한 재료를 유지하기 위한 컨테이너(88)는 도관(conduit)(92) 을 통해 이온 체임버(82)에 

연결된다. 컨테이너(88)에서 이온 체임버(82)로 이온화 가능한 재료의 흐름은 밸브(90)에 의해 제어된다. 이외에도, 

플라즈마 전극(94), 추출 전극(96), 억제 전극(98) 및 접지 전극(100)을 포함하는 전극 세트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

이그니터(86)는 당업계에 공지된 전자 소스 또는 플라즈마 이니쉬에이터(initiator)를 나타낸다. 예컨대, 이그니터(86

)는 쿼츠 플레이트(quartz plate)를 통한 에너지 전달을 투영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력원이거나 또는 이온 체임버에 

전자들을 방출하는 텅스텐 필라멘트일 수 있다. 이그니터(86)에 의해 출력되는 전력이 선택될 수 있다. 특히, 제어기(

262)는 전력 신호(114)에 의해 이그니터(86)와 결합된다. 제어기(262)는 전력 신호(114)를 통해 이그니터에 의해 출

력되는 전력을 제어하여, 플라즈마 체임버(82)를 떠나는 이온 스트림의 전류 밀도를 수정한다.

밸브(90)는 이온 체임버(82) 내에서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도입을 제어하고, 밸브(90)가 선택될 수 있다. 제어기(262)

는 흐름 신호(116)에 의해 밸브(90)와 결합되어 밸브를 제어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밸브(90)를 제어함으로써 이온 

체임버내에서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흐름률을 제어한다. 이온 체임버 내에 도입되는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양과 유형을

제어함으로써, 제어기는 이온 소스에서 플라즈마 상태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라, 제어기(262)는 전압 제어 신호(118, 120 및 122)를 통해 전극(94, 96, 98 및 100)에 대

한 제어를 실행한다. 특히, 플라즈마 스트림은 플라즈마 전극(94)을 통해 이온 체임버(82)를 떠난다. 그 다음, 이온 스

트림은 이 때 지향되어 추출 전극(96), 억제 전극(98) 및 접지 전극(100)을 포함하는 이온 빔 어셈블리에 의해 가속된

다. 3개의 가변 전압 공급원은 전극(94, 96, 98 및 100) 사이의 전압들을 조절한다. 예컨대, 전압 공급원 102는 플라

즈마 전극(94)과 추출 전극(96) 사이에 전압을 바이어스하고, 전압 공급원 104는 추출 전극(96)과 억제 전극(98) 사

이에 전압을 바이어스하고, 전압 공급원 106은 억제 전극(98)과 접지 전극(100) 사이에 전압을 바이어스한다. 제어기

(262)는 전압 조절 신호(118, 120 및 122)를 통해 전압 공급원(102, 104 및 106)을 제어하여, 전극(94, 96, 98 및 1

00)에 대한 제어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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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94, 96, 98 및 100)들에 인가되는 전압들을 제어함으로써, 제어기는 플라즈마 체임버(82)를 떠나는 이온 빔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전압 공급원(102, 104 및 106)들은 전형적으로 플라즈마 전극, 추출 전극 및 억제 전극이 접지 

전극에 대해 선택된 전압에 있도록 조절된다. 접지 전극은 전형적으로 0 V로 조절되고, 억제 전극(98)은 -3 kV가 되

도록 조절되고, 추출 전극은 90 kV가 되도록 조절되고, 플라즈마 전극은 전형적으로 95kV가 되도록 조절된다. 제어

기는 플라즈마 체임버(82)를 떠나는 이온 스트림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압 공급원의 전압들을 그들의 정상값(normal 

value)으로부터 멀어지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제어기(262)는 리본 빔의 폭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압들을 조절할 수 

있다, 리본 빔의 폭을 수정함으로써, 이온 스트림의 밀도는 작업재를 가로질러 전개될 수 있거나 또는 작업재 상에 더 

집중될 수 있다. 이온 스트림의 폭 조절은 작업재 표면에서의 온도 상승률 을 제어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재 표면의 최대 온도가 조절될 수 있다.

도 11-15는 제어기(262)의 구현을 예시한다. 특히, 도 11-15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명

령들을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흐름도를 설명한다. 상술된 흐름도는 제어기(262)를 실행하는 명령들을 범용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작업재에 대한 선량 제어는 2개의 식으로 제어된다. 하나는 서브-선량(sub-dose)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작업재의 온도 상승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식은 빔의 속성들과 관련된 다수의 변수들, 온도 모

델, 주사 속도, 서버-주입의 수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양태에서, 최적의 생산성을 일으키게 되는 변수들의 조합

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브-주입의 수, 서브-주입당 주사의 수, 주사 속도 및 전류 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변

수들은 이온 주입 동안 일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브-선량(Di)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때 D는 전체 선량이고, N p 는 통과 서브-주입의 수이고, N s 는 서브-주입당 주사의 수이고(2로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V s 는 주사 속도이다. N p 를 풀기 위하 여,

작업재 온도 상승(초기 상태 이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항목 알파(α)는 코어 온도 상승에 대응하고, 항목 베타(β)는 표면 온도 상승에 대응한다.

식 1과 2는:

식 2로부터, 주어진 선량에 대해 서브-주입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사 속도는 최소가 되어야 하고 전류 밀도는 

최대가 되어야 한다. 식 4로부터, 작업재 온도는 주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전류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

소한다. 그러므로, 제어기(262)의 목적은 온도 상승의 제한과 전류 밀도, 주사 속도, 또는 서브-주입의 횟수에 부여된

다른 제한들과 일치하는 최대 전류 밀도와 최소 주사 속도로 작동되게 되는 것이다.

선량 제어 제약으로 인해, 선량 제어 식은 폐형(closed form)으로 해결될 수 없다. (어떠한 제약 경계에 종속되지 않

는) 내부 해(interier solution)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서브-주입이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반복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복 절차는 규정되어야 할 개시값을 필요로 한다. 식 1로부터, 주 제어 변수

(서브-주입의 횟수, 빔 전류 밀도 및 주사 속도)들은 모두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식 3과 5로부터, 온도 

상승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브-주입(서브-선량)의 횟수가 빔 전류 밀도 또는 주사 속도의 개시값으로부

터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도 11-15는 상이한 주제어 변수들이 고정된 상황 하에서 제어기(262)의 

흐름도를 설명한다. 흐름도는 제어기(262)가 이온 주입 시스템(10)에 대한 초기 주 제어 변수들을 어떻게 확립하는가

를 설명한다. 이들 변수들은 패러데이 검출기, 중성 빔 검출기 및 질량 분석기로부터 획득된 데이터 측정치에 따라, 시

스템(10)의 작동 동안 갱신 및 수정될 수 있다.

도 11은 전류 밀도가 사용자에 의해 고정된 상황 하에서 제어기(262)에 대한 흐름도를 설명한다.

제어기(262)는 전류 밀도가 고정되는 실행 블록(136)에서 프로세싱을 시작한다. 초기화 루틴은 서브-주입 카운트가 

1에 설정되는 블록 138로 진행한다. 블록 140에서, 주입 서브-선량은 이온 빔을 통한 통과의 최대수로 나뉘어진 최

대 선량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블록 142에서, 작업재 온도 상승은 상술된 바와 같이, 식 5에 따라 상수 그룹(a group 

of constants)으로 곱해진 서브-선량과 동일하게 되도록 설정된다. 블록 142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144로 진행

한다. 판단 블록 144에서, 온도 상승이 허용된 최대 온도 상승보다 낮다면 흐름도의 제어는 실행 블록 146으로 진행

한다. 그렇지 않고, 온도 상승이 허용가능한 최대 온도 상승보다 낮지 않다면, 블록 160으로 제어가 진행한다.

블록 146에서, 주사 속도는 상술된 바와 같이, 식 2에 따라 설정된다. 블록 146 후에, 논리적 흐름은 판단 블록 148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148에서,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보다 낮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프로세스는 판

단 블록 154로 진행한다.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속도보다 큰 것으로 판명되면, 제어는 실행 블록 150으로



등록특허  10-0438646

- 10 -

진행한다.

실행 블록 150에서, 제어기(262)는 해(solution)가 주어진 현재 변수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제

어는 제어기(262)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실행 블록 

15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154에서, 제어기(262)는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하는지를 결정한다.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156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156에서, 제어기(262)는 제어 변수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에 도달한다. 따라서, 제어기(262)는 주어진 전

류 제어 변수들로 주입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실행 블록 158에서, 제어기(262)는 주어진 현재 변수들에서 해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제어기(2

62)는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

를 증가시키게 된다. 실행 블록 158 이후에, 제어는 실행 블록 160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160에서, 제어기(262)는 서브-주입 카운터를 1씩 증분시킨다. 블록 160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16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162에서, 현재 서브-주입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보다 적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14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 서브-주입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164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164에서, 제어기는 주어진 변수들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해가 없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제어는, 실현가능한 

해를 이루기 위하여 제어기가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는 실행

블록 166으로 진행한다.

도 12는 주사 속도가 사용자에 의해 고정된 상황 하에서 제어기(262)에 대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제어기는 주사 속도가 설정되는 실행 블록 270에서 시작한다. 시스템의 초기화는 서브-주입 카운트가 1에 설정되는 

실행 블록 272로 진행하고 서브-선량이 최대 주사 횟수로 나뉘어진 최대 선량에 설정되는 실행 블록 274로 진행한다

. 블록 274 이후에, 제어는 작업재 온도 상승이 식 3에 따라 설정되는 블록 276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76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278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278에서, 제어기는 작업재 온도 상승이 허용가능한 최대 온도 상승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온도 상승이 허용가능한 최대 온도 상승보다 낮다면, 제어는 판단 블록 280으로 진행한다. 그렇

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294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80에서, 전류 밀도는 식 1에 따라 결정된다. 실행 블록 280 이후 에, 제어는 판단 블록 28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282에서, 제어기는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292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92에서, 제어기는 

실현가능한 해를 얻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증가시킨다.

판단 블록 284에서, 제어기는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제어기가 계산된 전

류 밀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 논리적 제어는 제어기가 제어 변수들의 결정을 완료하는 실행

블록 286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보다 낮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288

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88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행 블록290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90에서, 제

어기는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

를 감소시킨다.

판단 블록 278 다음에 오는 실행 블록 294에서, 서브-주입 카운터는 1 증분된다. 실행 블록 294 이후에, 논리 흐름은

판단 블록 296으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296에서, 서브-주입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보다 낮다

면, 제어는 블록 274로 진행한다. 현재 서브-주입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298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298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어는 실행 블록 300으

로 진행한다. 실행 블 록 300에서, 제어기는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주입 카운트를 증

가시키거나 또는 주사 속도를 감소시킨다.

도 13은 주입 횟수가 사용자에 의해 고정된 상황 하에서 제어기(262)에 대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제어기는 허용가능한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를 설정하는 실행 블록 302에서 그 초기화를 시작한다. 블록 304에서, 

제어기는 현재의 선량이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로 나뉘어진 최대 선량과 동일하도록 설정한다. 실행 블록 304 이후

에, 제어는 주사 속도가 계산되는 실행 블록 306으로 진행한다. 주사 속도가 계산된 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308로 진

행한다.

판단 블록 308에서, 제어기는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주사 속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제어는 판단 블록 314로 진행한다.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10 및 312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312)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현가능

한 해를 이루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횟수를 감소시킨다.

판단 블록 314에서, 제어기는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주사 속도가 허용가

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2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16 및 3

18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18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현가능한 해를 이루기 위하여 허용

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최대 서 브-주입의 횟수를 증가시킨다.

실행 블록 320에서, 식 2에 따라 전류 밀도가 계산된다. 실행 블록 320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321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21 이후에, 제어기는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전류 밀도

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제어는 판단 블록 326으로 진행한다.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22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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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블록 322에서, 제어기는 주어진 변수들에서 지금까지 해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다. 실행 블록 324에서

, 제어기는 실현가능한 해를 생성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선량의 최대수를 증가

시킨다.

판단 블록 326에서, 제어기는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된 최소 전류 밀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30 및 332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20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어는 실행 블록 322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22에서, 실현가능한 해를 

이루기 위하여 제어기는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주입의 최소 횟수를 감소시킨

다.

실행 블록 328에서, 제어기(262)는 실현가능한 해를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주어진 결정 변수들에서

주입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 14는 어떤 변수들도 사용자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경우로 제어기(262)에 대한 흐름도를 예시하지만, 전류 밀도가 

최대 허용가능한 값으로 초기화된다.

실행 블록 334에서, 제어기는 전류 밀도를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에 설정한다. 실행 블록 336에서, 제어기는 서

브-주입 카운터를 1에 설정한다. 실행 블록 338에서, 서브-선량은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로 나뉘어진 전체 선량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실행 블록 340에서, 작업재 온도 상승이, 상술된 바와 같이 식 5에 따라 계산된다. 실행 블록 340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34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42에서, 제어기는 작업재 온도 상승의 변화가 허용가능한 작업재의 최대 온도 상승보다 작은지를 판단한

다. 온도 상승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56으로 진행한다. 온도가 허용된 온도 범위 내에 

있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44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56에서, 서브-주입 카운터가 증분되고, 제어는 판단 블록 358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58에서, 카운터가 허용가능한 최대수의 카운트보다 작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38로 진행한다. 그러나,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수의 카운트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60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60에서, 제어기는 해가 주어진 현재 변수들에서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가능하게 되도록 허용가능한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감소시

킨다.

실행 블록 344에서, 제어기는 식 2에 따라 주사 속도를 판단한다. 실행 블록 344에서, 제어기는 판단 블록 346으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46에서, 제어기는 주 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주사 속도

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제어는 판단 블록 35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48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48에서, 제어기는 이온 주입 프로세스에 대해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주사 속도를 허용가능한 최

대 주사 속도에 설정하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증가시킨다.

판단 블록 350에서, 제어기는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주사 속도가 허용가

능한 최소 속도보다 낮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5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54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52에서, 제어기는 해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여, 따라서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허용가

능한 최대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감소시킨다.

실행 블록 354에서, 제어기는 실현가능한 해를 결정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제공된 결정 변수들로 이온 주입 프로세

스를 실행한다.

도 15는 어떤 변수들도 사용자에 의해 고정되지 않은 경우로 제어기(262)에 대한 흐름도를 예시하지만, 주사 속도가 

최대 허용가능한 값으로 초기화된다.

실행 블록 362에서, 제어기는 주사 속도를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와 동일하도록 설정한다. 이후, 실행 블록 364

에서 제어기는 서브-주입 카운터를 1에 설정한다. 실행 블록 366에서, 제어기는 서브-선량을 허용가능한 최대 서브-

주입 카운트로 나뉘어진 전체 선량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실행 블록 368에서, 제어기는 식 3을 기초로 작업재 온도 

상승을 판단한다. 실행 블록 368 이후에, 논리 흐름은 판단 블록 370으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70에서, 제어기는 작업재 온도 상승이 허용가능한 최대 작업재 온도 상승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작업재

온도 상승이 허용된 최대 온도 상승을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9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온도 상승이 허

용가능한 최대 온도보다 낮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72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72에서, 제어기는 식 2를 기초로 전류 밀도를 계산한다. 실행 블록 372 이후에, 제어는 판단 블록 374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74에서, 제어기는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전류 밀도

가 허용가능한 최대 전류 밀도보다 낮다면, 제어는 판단 블록 376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8

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76에서, 제어기는 계산된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산된 전류

밀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86으로 진행한다. 전류 밀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

도보다 낮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78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78에서, 제어기는 주어진 현 변수들에서 해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제어는 실현가능한 해를 구

하기 위하여 제어기가 허용가능한 최소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허용가능한 최대 주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블

록 380으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74로부터 진행되어 오는 실행 블록 382에서, 제어기는 주사 속도 를 계산한다. 제어기는 식 2를 기초로 

주사 속도를 계산한다. 주사 속도를 계산한 후에, 논리 흐름은 판단 블록 384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84에서, 제어기

(262)는 주사 속도가 허용가능한 최소 주사 속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주사 속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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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86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88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86에서, 제어기는 용인할 수 있고 또한 실현할 수 있는 해를 구한다. 따라서, 제어기는 주어진 결정 변수

들로 이온 주입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실행 블록 388에서, 제어기는 실현가능한 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현가능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서브-선량을 감소

시키거나 또는 주사 속도를 감소시킨다. 실행 블록 388 이후에, 제어는 실행 블록 390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90에서, 서브-주입 카운터가 증분되어, 제어는 판단 블록 392로 진행한다.

판단 블록 392에서, 카운터가 허용가능한 최대수의 카운트보다 작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66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카운트가 허용가능한 최대수의 카운트를 초과한다면, 제어는 실행 블록 394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94에서, 제어기는 주어진 결정 변수들에서 실현가능한 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어는 실행 블록 

396으로 진행한다. 실행 블록 396에서, 해가 실현가능하게 되도록 제어기는 허용가능한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를 증

가시킨다.

도 16은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라, 제어기(262)를 실행하기 위한 의사코 드 리스트(psuedocode list)를 예시한다. 

도 l6에 도시된 시스템은 도 11-15에 구현된 것과는 다르다.

의사코드 리스트는, 작업재의 서브-주입당 최소 선량과 작업재의 서브-주입 당 최대 선량을 계산하고 변수들을 판독

함으로써, 제어기가 그의 초기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사코드 리스에 사용된 식은,

서브-선량

서브-주입 동안 기재 온도 상승

V scan 에 대해 풀면:

의사코드의 추가 라인에서 확인된 항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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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단계 이후에, 제어기는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와 서브-주입의 최대 횟수 사이에서 서브-주입의 각 횟수에 대

한 최고의 처리량을 계산한다. 서브-주입 의 횟수에 대한 처리량과 같은 제어기의 결정을 기초로, 제어기는 주 제어 

세팅의 최고 조합을 결정한다. 주 제어 세팅의 바람직한 조합을 결정한 후에, 제어기(262)는 바람직한 세팅의 조합으

로 작업재 처리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상기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은 상기에서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를 이탈함이 없이 상기 구성에서 특정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첨부 도면에

도시되거나 또는 상기 설명에 포함된 모든 사항들은 설명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지 제한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청구범위들은 본원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모든 일반적이고 또한 특정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본 발명의 범

위에 대한 모든 진술들은 청구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작업재에 이온 빔을 보냄으로써 작업재를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빔 경로를 따라 연장되는 이온 빔(241)을 생성하기 위한 이온 소스(18),

상기 작업재에 이온 빔을 보내기 위한 전극 어셈블리(94, 96, 98, 100),

상기 작업재를 장착하기 위한 플랫폼(242, 128, 130)으로서, 이온 빔의 제 1 부분(120)이 상기 작업재를 처리하고 이

온 빔의 제 2 부분(122)이 상기 작업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연장되도록 지향되는 상기 플랫폼, 및

상기 작업재의 처리와 동시에 이온 빔의 제 2 부분에 대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빔 측정 수단(250, 255, 2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높은 종횡비를 갖고 신장부의 축을 따라 연장되는 리본 빔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94)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은 전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빔 경로에 위치되고, 신장부의 축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 연장되

는 패러데이 슬롯(25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데이 슬롯은 리본 빔의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스트립을 따라 리본 빔의 전체 전류 밀도를 측정하도록, 상기 

경로에 따른 상기 패러데이 슬롯(250)의 길이는 리본 빔의 폭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재가 빔 경로를 통해 전진하도록, 상기 플랫폼이 이동될 수 있고 상기 빔 측정 수단이 이동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은 상기 작업재를 지지하기 위한 픽업 아암을 포함하고, 상기 픽업 아암은 빔 경로를 따라 신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은:

한 쌍의 실질적인 평행 레일들(244a, 244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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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일들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테이블(24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은:

지지축(132), 및

상기 지지축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휠(1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은:

한 쌍의 실질적인 평행 롤러들(126a, 126b), 및

상기 롤러들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된 무한 벨트(12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폼은 이온 빔을 통해 상기 작업재를 가변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터(24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 및 상기 모터와 결합된 모터 제어기(262)를 더 포함하고, 상기 모터 제어기는 측정된 이온 빔의 변

수들에 따라 상기 모터에 대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은 이온 빔 내의 중성 원자들을 측정하기 위해 빔 경로에 위치된 중성 빔 검출기(2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은 이온 빔 내의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빔 경로 내에 위치된 질량 분석기(25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은 전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빔 경로에 위치된 패러데이 검출기(2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데이 검출기(250)는 상기 작업재의 가장자리를 지나 영구적으로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데이 검출기는 어레이의 길이를 따라 전류 밀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어레이를 형성하는 다수의 패러데

이 컵(252)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빔 측정 수단은 이온 빔의 제 1 부분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빔 경로에 위치된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

기는 중성 빔 검출기(260), 질량 분석기(255) 및 패레데이 검출기(250)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가 이온 빔의 제 1 및 제 2 부분을 통해 이동하도록 상기 검출기를 장착하는 가동 지지 어셈블리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어레이의 길이를 따라 이온 빔의 전류 밀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어레이를 형성하는 다수의 패러데

이 검출기(250a, 250b, 250c, 250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따라 제어 신호들의 세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빔 측정 수단과 결합된 변수 제어기(262)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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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수 제어기는 이온 소스와 결합되고, 상기 제어 신호들의 세트는 이온 소스에 대한 여기 전력을 변화시키기 위

한 전력 신호(1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변수 제어기는 이온 소스와 결합되고, 상기 제어 신호들의 세트는 이온 소스로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흐름을 변

경시키기 위한 흐름 신호(11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변수 제어기는 전극 어셈블리와 결합되고, 상기 제어 신호들의 세트는 전극 어셈블리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경시

키기 위한 전극 신호(118, 120, 12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 소스는 리본 빔 형태의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장치는,

리본 빔을 통해 작업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상기 플랫폼과 연결된 모터(264), 및

상기 빔 측정 수단 및 상기 모터와 결합되고, 측정된 리본 빔의 변수들에 따라 모터에 대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모터 제어기(26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장치.

청구항 25.
지향된 이온 빔으로 작업재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빔 경로를 따라 연장되는 이온 빔(241)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이온 빔의 제 1 부분(120)이 상기 작업재(174)를 처리하고, 상기 이온 빔의 제 2 부분(122)이 작업재의 가장자

리를 지나 연장되도록 상기 작업재에 이온 빔을 지향시키는 단계,

상기 작업재(174)의 처리와 동시에 상기 이온 빔(241)의 제 2 부분(122)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되어 작업재의 처리를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 단계는 높은 종횡비를 가지며, 신장부의 축을 따라 연장되는 리본 빔의 형태로 이온 스트림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 재 처리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리본 빔의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스트립을 따라 전체 전류 밀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신장부의 축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 전류 밀도의 이산 측정치를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기 이온 빔의 제 1 및 제 2 부분 중 적어도 하나에서 중성 원자들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이온 빔의 제 1 및 제 2 부분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이온 빔의 제 1(120) 및 제 2 부분(122)들 중 적어도 하나 에서 전류 밀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2.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재에 이온 빔을 지향시키는 단계 이전에, 이온 빔의 제 1 부분(120)의 변수들을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3.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단계는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된 속도에서 빔 경로를 통해 상기 작업재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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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절 단계는 상기 작업재의 처리 동안에 상기 작업재를 이동시키는 속도를 변경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5.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단계는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되어 이온 소스에 대한 여기 전력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단계는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되어 이온 소스에 대해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청구항 3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 단계는 상기 측정된 변수들에 기초되어 전극 어셈블리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재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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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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