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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센서는 기판과,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기판 상에 위치된 다이아몬드 층과, 다이아몬드 층 상에 배열된 한 쌍의 표면

전극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층은 그 표면에 존재하는 검출 영역을 갖고, 검출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역을 갖고, 서브 영역은 그 위에 놓인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커버 층을 갖는다. 자외선 센서를 제

조하기 위한 방법은, 기판 상에서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이아몬드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다이아몬드 층 상에 한 쌍의 표

면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다이아몬드 층의 표면에 놓인 검출 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역 상에 산화물 또는 불화물

로 만들어진 커버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서브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다이아몬드 층, 서브 영역, 산화물, 불화물, 표면 전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외선 센서를 도시한 평면도.

도2는 자외선 센서를 도시한 개략적인 측면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자외선 센서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 개략적인 도면.

도4는 수평축이 조사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이 출력을 나타내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의 반응성의 변화와 비교예의 자외

선 센서의 반응성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5는 플레이트 구조를 갖는 공지된 자외선 센서를 도시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6은 공지된 수직 자외선 센서를 도시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실리콘 웨이퍼

2 : 절연 다이아몬드 층

11 : 전원

13 : 자외선 광

14 : 자외선 센서

17 : 컴퓨터

18 : 셔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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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태양 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외선 광을 검출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필름을 포함하는 자외선 센서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고 배향성 다이아몬드 필름을 포함

하는 자외선 센서와 그러한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자외선 센서[예를 들면, 일본 미심사 특허 공개 공보 제5-335613호 및 제11-248531호; 박막 다이아몬드로

부터의 UV 광검출기(Photodetectors from Thin Film Diamond); 1996년 Phys. Stat. Sol, (a), Vol. 154, pp. 445-454;

다이아몬드 UV 광검출기(Diamond UV photodetectors); 직접 수광 적용예를 위한 감도와 속도(sensitivity and speed

for visible blind application);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재료(Diamond and Related Materials), 1998년 vol. 7 pp. 513-

518; 고 UV 가시 분별력을 갖는 다결정체 다이아몬드 광전도성 장치(Polycrystalline diamond photoconductive device

with high UV visible siscrimination), Phys. Lett., 1995, Vol. 67, pp 2117-2119]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다이아몬

드 필름은 높은 온도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내구성 및 폭넓은 대역 갭을 갖는 반도체 요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낮은 비용

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는 센서를 제조하는 데 유용하다. 다이아몬드 필름을 포함하는 반도체 센서는 좁은 대역 갭을 갖는

파장 필터 및 실리콘 필름 등을 포함하는 공지된 센서 장치와 비교하여 내구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 또한, 반도체 센서는

복잡한 회로를 포함할 필요가 없고 광 튜브 등을 포함하는 공지된 센서와 비교하여 크기와 중량면에서 보다 작다는 이점을

갖는다.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문헌에서 개시된 자외선 센서는 증착 공정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필름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각각은 예를 들면 그 위에 배열된 한 쌍의 전극을 포함한다. 도5는 동일 평면 구조를 갖는 공지된 자

외선 센서(100)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공지된 자외선 센서(100)는 예를 들면 Al2O3 등으로 만들어진 절연 기

판(101)과, 그 위에 위치된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과,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 상에 놓인 금 등으로 만들어진

한 쌍의 인터 디지털 전극(103, interdigital electrode)을 포함한다.

자외선 센서(100)가 광에 의해 조사될 때, 전자 정공 쌍(electron-hole pairs)이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 내에서 발

생된다. 인터 디지털 전극(103)은 바이어스 전압이 인터 디지털 전극(103) 사이에 인가된다면 전기 신호를 출력하도록 전

자와 정공을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광 전도체라 칭하는 그러한 타입의 자외선 센서는 광에 의해 조사되지 않을 때 전기적

으로 절연성이지만 광에 의해 조사될 때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된다.

상기 설명된 각각의 공지된 자외선 센서에서,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필름은 전극 사이에 노출된다. 따

라서, 200 nm 이하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 광과 같은 짧은 파장의 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지된 자외선 센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제1 문제점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 합성물이 짧은 파장의 광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조사 중 분해되고 분해된 생성물이

센서의 표면에 부착된다는 점이다. 센서 표면에 분해된 생성물의 부착은 입사 광의 양을 감소시켜서 검출되는 신호의 강도

를 약화시킨다. 제2 문제점은 습기가 강한 자외선 광에 의해 조사된다면 센서 표면 상에 흡수된 습기가 이온 내부로 해리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온은 전극 사이에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용이하게 그리고 느리게 센서 상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

문에 전기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우, 센서의 출력이 자외선 조사의 시작 또는 종료에서 몇 백초 이상으로 변경되

기 때문에, 광의 강도에 상응하는 출력은 얻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미심사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제11-248531호 내에 개시된 자외선 센서는 질소와 같

은 불활성 가스와 대체되는 공기에 의해 기밀하게 밀봉된 패키지 내에 위치되고, 여기서는 주위 공기의 역효과는 생략된

다. 그러나, 그러한 밀봉된 패키지의 사용은 제조 단계의 수를 증가시키고 광학 구성 요소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이는 제

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미리 패키지의 내부 표면 상에 흡수된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실

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은 패키지 내에 반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패키지 내에 오염을 일으키는

데, 이는 몇몇 경우에서 특성의 저하를 일으킨다. 센서에 대해, 밀봉된 패키지는 패키지 내부로 자외선 광을 도입하기 위

해, 자외선 투과성 글라스 또는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윈도우를 갖는다. 윈도우가 몇몇 경우에서 자외선 광을 흡수하기 때

문에, 얻어진 출력은 자외선 광의 파장에 종속된 밀봉된 구조를 갖지 않는 센서보다 작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광 다이오드 타입 센서는 쇼트키(schottky) 또

는 pn 접합부로 인한 공핍 층(depletion layer)을 포함한다. 이러한 타입의 센서는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공핍 층이 솔리드

다이오드(solid diode)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란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이점과 높은 전기장이 공핍 층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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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특성이 얻어질 수 있다는 이점과 그 외 이점을 갖는다. 그러한 그러한 쇼트키 또는 pn 접합부

는 임의의 다이아몬드 필름 내에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따라서 임의의 다이아몬드 필름을 포함하는 광 다이오드 타

입 센서는 사용될 수 없다.

다음에, 전도성 기판과, 그 위에 위치된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과, 층 상에 놓인 전극을 포함하는 수직 자외선 센서가 공

지되어 있다. 도6은 공지된 수직 자외선 센서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6을 참조하면, 수직 자외선 센서(104)는

낮은 저항성을 갖는 실리콘 등으로 만들어진 전도성 기판(105)과, 그 위에 위치된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과 약 200

Å의 두께를 갖고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 상에 놓인 금 등으로 만들어진 전극(106)을 포함한다. 수직 자외선 센서

(104)에는, 바이어스 전압이 전도성 기판(105)과 전극(106) 사이에 인가된다.

수직 자외선 센서(104)는 유기 합성물 및 그 위에 흡수된 습기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결정질 다이아

몬드 층(102)이 증착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면,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이 전도성 기판(105)에 매우 근접하게 존재하

는 높은 밀도의 입자계를 가짐으로써 높은 밀도의 결정 결함을 갖기 때문에 수직 자외선 센서(104)는 충분하지 못한 특성

을 갖는다. 결정 결함 밀도는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그 후방 표면을 폴리싱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제조 비용을 매우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대량 생산을 위한 센서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수직 자외선 센서(104)는 전극(106)이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결정질 다이아몬드 층(102) 상에 놓이고 자외선 광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낮은 검출 효율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긴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는 균일한 반응성을

갖고 낮은 비용으로써 제조되는 자외선 센서를 제공하고, 또한 자외선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외선 센서는 기판과,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기판 상에 위치된 다이아몬드 층과, 다이아몬드 층 상에 배열된 적어도 한 쌍

의 표면 전극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층은 그 표면 상에 존재하는 검출 영역을 갖고, 검출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

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역을 갖고, 서브 영역은 그 위에 놓인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절연 커버 층을 갖는다.

검출 영역은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이아몬드층 표면의 전체 영역이며, 서브 영역은 검출 영역 중에서 표면 전극으로부터

다이아몬드층이 노출된 영역이다. 검출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역을 갖는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도록, 발명자는 신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이아몬드 층의 노출된 섹션이 산화물 층 또는 염화물 층

으로써 커버될 때,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이 커버된 섹션에 거의 부착되지 않고 따라서 센서는 균일한 반응성을 갖는다는 것

을 알았다. 본 발명에서는, 산화물 층 또는 불화물 층이 전극으로써 커버되지 않은 검출 영역의 서브 영역 상에 위치된다.

따라서,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이 다이아몬드 층의 노출된 섹션에 부착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산화물 층은 바람직하게 알루미나, 실리카, 티타니아 및 지르코니아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한다. 염화물 층은 바람직하게 적어도 하나의 염화칼슘 및 염화마그네슘을 포함한다. 이는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이 다이아

몬드 층의 전기 특성을 저하시키고 그 자외선 투과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방지한다.

자외선 센서에서, 다이아몬드 층은 바람직하게 (100) 표면과 단일 방향으로 배향되고 인 플레인(in-plain) 방향이 서로와

정렬된, (100) 표면에 배열된 결정 입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층은 고 배향성 다이아몬드 층으로 공지되어 있고 여기서는 성

장 방향이 서로와 정렬되고 인 플레인 방향이 또한 서로와 정렬된 결정 입자를 갖는 다결정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층으

로서 한정한다. 다이아몬드 층은 부드러운 (001) 패싯이 배열된 특징적인 표면을 갖는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층은 일반적

인 다결정질 층과 비교하여 그 표면에 존재하는 결정 결함의 수가 보다 작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층은 공지된 것보다 큰

차수의 운반체 이동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외선 센서는 공지된 자외선 센서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검출 성능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자외선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절연 커버 층이 예를 들면 스퍼터링 공정, 증착 공정, 레이저 절

제 공정 또는 화학적 증착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다르게는, 절연 커버 층이 진공 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형

성될 수도 있다. 이는 자외선 센서가 안정성을 갖게 한다. 다이아몬드 층은 기상 성장 공정(Vapor growth process)에 의

해 형성된 다결정질이 바람직하다. 이는 높은 제어성을 갖는 다이아몬드 층이 용이하게 제조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이 다이아몬드 층의 노출 영역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층은 다이아몬드 층의 자외선 투과성 및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균일한 반응성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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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외선 센서는 지금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1은 도면 부호 10으

로 나타낸 자외선 센서를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도2는 자외선 센서(10)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도1 및 도2를 참

조하면, 자외선 센서(10)는 기판(1)과,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그 위에 위치된 절연 다이아몬드 층(2)과, 절연 다이아몬드 층

(2) 상에 배열된 한 쌍의 제1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b)과, 그 위에 제1 단자(4a) 및 제2 단자

(4b)를 갖는 기밀한 시일부와 같은 금속 장착부(5)를 포함한다. 기판(1)과, 절연 다이아몬드 층(2)과, 제1 및 제2 인터 디

지털 전극(3a 및 3b)은 다이아몬드 요소를 형성하고 그러한 순서대로 금속 장착부(5) 상에 배치된다. 제1 및 제2 인터 디

지털 전극(3a 및 3b)은 예를 들면 금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와이어(6)와 제1 및 제2 단자(4a 및 4b)에서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으로부터 노출된 표면 영역을 갖고, 자외선 센서(10)는

표면 영역 상에 놓인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커버 층(7)을 추가로 포함한다.

자외선 투과성 및 내구성의 관점에서, 특히 커버 층(7)은 바람직하게 알루미나, 실리카, 티타니아 및 지르코니아를 포함하

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 또는 적어도 하나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불화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산화

물 및 불화물이 매우 적은 양의 자외선 광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 센서(10)는 기밀하게 시일되는 방식으로 패키지

내에 위치된 센서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감도를 갖는다. 이러한 재료는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이 손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외선 센서(10)는 높은 내구성을 갖는다.

커버 층(7)은 파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임의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고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5 n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다. 자외선 광의 흡수를 최소화하도록, 그 두께의 상한 제한은 바람직하게 200 nm 이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 nm

이하이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커버 층(7)에 의해 흡수된 자외선 광의 양은 공지된 자외선 센서의 패키지 내에 위치된

윈도우에 의해 흡수된 자외선 광의 양보다 매우 적다. 따라서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입사된 자외선 광의 양은 많고

이는 출력을 증가시키게 한다. 또한, 커버 층(7)의 두께(d)는 바람직하게 다음의 방정식에 의해 한정된 상수 A의 홀수배와

같다.

A = (λ/2) × [1 / (2 × n)] (1)

여기서 λ는 측정된 광의 파장을 나타내고, n은 파장 λ를 갖는 광이 입사되는 커버 층(7)의 굴절률을 나타내고, d는 커버 층

(7)의 두께를 나타낸다. 이는 간섭으로 인한 반사를 방지하여 자외선 센서(10) 상으로 입사되는 광의 강도를 상승시킨다.

상기 구성을 갖는 자외선 센서(10)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부터 설명된다.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공지된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CVD 공정이 제어성 면에서 뛰어나고 플라즈마

를 사용하여 높은 재생산성으로 낮은 비용으로써 다이아몬드 층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상업적 생산의 관점에서

화학적 증착(CVD)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바람직하게 (100) 표면 및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

결정 입자를 갖는다. 고배향성인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넓은 의미로 다결정질 층으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다

결정질 층과 비교하여 그 표면에 존재하는 보다 낮은 밀도의 결정 결함을 갖는다. 이는 결정 입자의 성장 방향이 서로와 정

렬되고, 그 인 플레인(in-plain) 방향이 또한 서로와 정렬되고 부드러운 (001) 패싯이 배열된 특징적인 표면을 절연 다이아

몬드 층(2)이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일반적인 것보다 큰 차수의 운반 이동성을 갖고, 이는 보다

우수한 검출 특성의 달성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기판(1)은 바람직하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이 고 배향성으로 될 때

(001) 표면을 갖는다.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은 금, 백금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일반적인 전도성 금속 또는 전도성 다이아몬드

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은 증착 공정, 스퍼터링 공정, 이온 도금 공정 또는 CVD 공

정과 같은 공지된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자외선 센서(10)에는,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이 절연 다이

아몬드 층(2) 상에 배열된다. 본 발명은 그러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자외선 센서(10)는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배열

된 한 쌍의 임의의 전극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전극은 바람직하게 인터 디지털 형상 또는 서로와 마주하는 긴 부분을

갖는 생선 뼈 형상을 갖는다. 이는 자외선 광을 검출하기 위한 영역을 증가시켜서, 감도를 강화시킨다. 자외선 광을 측정하

기 위해, 특히,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은 바람직하게 1 내지 50 ㎛의 폭을 갖고 1 내지 50 ㎛의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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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된 전극 핑거를 갖는다. 자외선 센서(10)는 한 쌍의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그

러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자외선 센서(10)는 두개 이상의 전극 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는 자외선 센서(10)가 자외선

광의 분산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임의의 하나의 전극이 결함을 갖는 지의 측정이 수행될 수 있게 한다.

커버 층(7)은 공지된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스퍼터링 공정, 이온 도금 공정 또는 CVD 공정과 같은 진

공 공정으로써 형성된다. 특히,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스퍼터링 공정 및 CVD 공정은 이러한 공정이 표면 상에 흡수된 습기

및 다른 합성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커버 층(7)이 형성되기 전, 그러한 흡수된 습기 및 다른 합

성물은 샘플을 충분히 가열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성을 갖는 자외선 센서(10)의 작동이 다음에 설명된다.

자외선 센서(10)에는,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이 검출기로서 기능하고 바이어스 전압이 제1 인터 디지털 전극(39)과 제2 인

터 디지털 전극(3b) 사이에 인가된다.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입사된 자외선 광은 그 안에 운반체(전극 또는 정공)를

발생시킨다. 운반체는 제1 인터 디지털 전극(3a)과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b) 사이에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으로써 생성된

전기장에 의해 이동되고 그 후 제1 인터 디지털 전극과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에 의해 수집되어 전기 신호가 출

력으로서 검출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외선 센서(10)에서는,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커버 층(7)이 다이아몬드 요소의 표면

상에 놓이기 때문에,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은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의 노출된 영역에 부착되는 것이 방지되고, 따라서 자외

선 센서(10)는 안정된 반응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써 형성된 고 배향성 다이아몬드 층 또는 다결정질 다이

아몬드 층을 포함하는 이러한 타입의 자외선 센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적용예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자외선 센서는 자외선 광, 진공 자외선 광 또는 초자외선(deep ultraviolet)을 사용하는 산업을 발전시키

는 데 상당히 공헌할 것이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의 자외선 센서는 자외선 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자외선 센서는 자외선 광 보다 짧은 파

장을 갖는 X 레이 및 연 X 레이(soft X-ray)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자외선 광을 측정하는 것

과 동일한 이점이 얻어질 수 있다.

[실시예]

도2에 도시된 자외선 센서(10)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자외선 센서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준비되고 그 후 본 발명의 실시예

의 샘플로서 사용된다. 낮은 저항성을 갖는 (001) 실리콘 웨이퍼(1)가 준비되고 그 후 메탄 플라즈마와 수소 플라즈마의

혼합물에 노출되어, 웨이퍼 표면은 카본화된다. 바이어스 전압은 메탄 플라즈마와 수소 플라즈마의 혼합물 내의 최종 웨이

퍼(1)에 인가되어, 다이아몬드 핵은 에피택셜 성장(epitaxial growth)에 의해 웨이퍼(1) 상에 형성된다. 웨이퍼(1) 상으로

의 바이어스 전압의 인가는 정지되고 다이아몬드는 (100) 다이아몬드 표면이 주로 형성되는 조건 하에서 메탄과 수소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15시간 동안 웨이퍼(1) 상에 증착되어, 고 배향성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이 웨이퍼 상에 형성된

다. 절연 다이아몬드 층(2)은 (100) 표면과 약 10 ㎛의 두께를 갖고 그 결정 입자는 단일 방향으로 배향된다. 절연 다이아

몬드 층(2)의 (100) 표면에 배열된 결정 입자는 3 내지 5 ㎛의 크기를 갖는다.

최종 웨이퍼(1)는 중크롬산(bichromic acid)으로써 세척되어, 웨이퍼(1) 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카본화된 구

성 요소가 제거된다. 최종 웨이퍼(1)는 황산으로 린스되고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된다. 인터 디지털 전극의 패턴은 포토리

소그래픽 공정에 의해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형성되고, 백금은 자전관 스퍼터링 공정(magnetron sputtering

process)에 의해 최종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증착되고, 그 후 한 쌍의 제1 및 제2 전극(3a 및 3b)은 리프트 오프 공

정(lift-off process)에 의해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형성된다.

저항제는 최종 절연 다이아몬드 층(2) 상에 형성되고, 그 후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에 의해 패터닝되어, 패드 섹션 상에 위치

되는 저항제의 일부가 잔류하게 한다. 알루미늄 타켓은 아르곤과 산소의 가스 혼합물 내에서 스퍼터닝되어, 50 nm의 두께

를 갖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커버 층(7)이 형성된다.

최종 웨이퍼(1)는 칩으로 절단되어, 요소가 준비된다. 한 쌍의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을 각각 포함하는 요

소는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및 3b)이 배열되지 않은 요소의 면이 기밀한 시일부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상응하는

TO-5 타입의 기밀한 시일부에 각각 고정된다. 기밀한 시일부는 각각의 금 와이어(6)로써 제1 및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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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b)에 각각 결합된 상응하는 제1 단자(4a) 및 제2 단자(4b)를 각각 갖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설명된 자외선 센서와 동

일한 구성을 갖는 자외선 센서가 얻어진다. 비교예의 샘플로서 사용되는 자외선 센서는 커버 층(7)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기 설명된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를 준비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 의해 준비된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준비된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와 비교예의 자외선 센서는 광이 입사될 수 없는 측정 박스 내에 각각

위치된다. 자외선 센서 내에 생성된 암전류(dark current)는 바이어스 전압이 자외선 센서에 인가되는 동안 피코암메터

(picoammeter)에 의해 측정된다. 상기 측정은 얻어진 암전류가 커버 층(7)의 존재에 독립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으며 약

100 pA이고, 즉 이러한 자외선 센서의 누출 전류는 실제 사용에서 충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와 비교예의 자외선 센서에 대해, 자외선 광에 대한 반응성이 평가된다. 도3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시스템은 조사를 위한 광원(12)을 포함한다. 광원(12)은 하마마츠 포토닉스 케이.

케이(Hamamatsu Photonics K. K.)에 의해 제조된 타입 L7293, 중수소 램프(deuterium lamp, L2D2 램프)를 포함하고,

하마마츠 포토닉스 케이. 케이에 의해 제조된 타입 엠-4518, 전원(11)에 연결된다. 반응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15 V

의 바이어스 전압이 각각의 자외선 센서(14)의 제1 인터 디지털 전극(3a)과 제2 인터 디지털 전극(3b) 사이에 인가되고,

광 조사에 의해 발생된 전류는 증폭기(15)에 의해 증폭되고 그 후 디지털 멀티미터(16)로써 전압으로 변환되고, 전압은 컴

퓨터(17) 내에 저장된다. 특히, 자외선 광(13)은 자외선 광(13)의 강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셔터(18)를 개방함

으로써 300분 동안 자외선 센서(14)에 인가되어, 전압의 변화가 컴퓨터(17) 내에 기록된다.

도4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의 반응성의 변화와 비교예의 자외선 센서의 반응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4에서,

수평축은 조사 시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수직축은 출력을 나타낸다. 도4에 도시된 출력은 디지털 멀티미터(multimeter,

16)로써 측정된 전압에 상응한다. 도4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는 커버 층(7)을 갖지 않는 비교예의 자

외선 센서와 대조되게 긴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반응성을 갖는다. 또한,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는 비교예의 자

외선 센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감도를 갖는다. 이는 알루미늄 층이 감도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자외선 센서가 다결정질인 절연 다이아몬드 층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와 동일한

구조의 자외선 센서가 준비된다. 평가는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절연 다이아몬드 층이 (001) 배향 대신에 랜덤 배향을 갖기

때문에 고 배향성 다이아몬드 층을 포함하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보다 낮은 감도를 자외선 센서가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러나, 자외선 센서는 절연 다이아몬드 층이 다결정질이고 이로써 큰 표면 영역을 갖기 때문에 반응성에서 안정성을

매우 증가시킨다.

또한, 다음에는 자외선 센서가 실리카, 티타니아, 지르코니아, 불화 마그네슘(magnesium fluoride) 또는 불화 칼슘

(calcium fluoride)으로 만들어진 커버 층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자

외선 센서가 준비된다. 평가는 실시예의 자외선 센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외선 센서가 긴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안정

된 반응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긴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는 균일한 반응성을 갖고 낮은 비용으로써 제조되는 자외선 센서가 제공되고,

습기 및 유기 합성물이 다이아몬드 층의 노출 영역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층은 다이아몬드

층의 자외선 투과성 및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균일한 반응성을 갖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위치되어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이아몬드 층과,

상기 다이아몬드 층 상에 배열된 적어도 한 쌍의 표면 전극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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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이아몬드 층은 그 표면에 제공된 검출 영역을 갖고, 검출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된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

역을 갖고, 서브 영역은 그 위에 놓인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절연 커버 층을 갖는 자외선 센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은 알루미나, 실리카, 티타니아 및 지르코니아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인 자외선 센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화물은 적어도 불화 칼슘 및 불화 마그네슘 중 적어도 하나인 자외선 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아몬드 층은 다결정질인 자외선 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아몬드 층은 (100) 표면과, 단일 방향으로 배향되고 인 플레인 방향이 서로와 정렬되는, 상기

(100) 표면에 배열된 결정 입자를 갖는 자외선 센서.

청구항 6.

제1항에 따른 자외선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방법이며,

기판 상에 검출기로서 기능하는 다이아몬드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다이아몬드 층 상에 적어도 한 쌍의 표면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다이아몬드 층의 표면에 존재하는 검출 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 영역 상에 산화물 또는 불화물로 만들어진 절연 커버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서브 영역은 표면 전극으로부터 노출되고,

절연 커버 층은 스퍼터링 공정과, 증착 공정과, 레이저 절제 공정 또는 화학적 증착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제조 방법.

청구항 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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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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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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