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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온이 공작물 주입 표면에 충돌함으로써 공작물 주입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주입 

체임버(12)는 하나 이상의 공작물이 삽입될 수 있는 체임버 내부를 형성하고 체임버 내부에 근접하는 도전성 내벽부(

22)를 포함한다.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30)는 주입 체임버의 내부 영역으로 신장된다. 도전성 전극(32)은 상기 도전

성 공작물 지지체에 대해 상기 주입 체임버 내에 배치되어, 공작물이 상기 지지체 및 도전성 전도간의 영역(34)에서 

공작물 지지체상에 배치되도록 한다. 가스 분자는 주입 체임버 내로 주입되어, 가스 분자가 하나 이상의 공작물에 근

접하는 주입 체임버의 영역을 점유하도록 한다. 가스 분자는 공작물의 주입 표면 가까이에서 이온화된다. 제어 회로(

100)는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 하나 이상의 공작물, 및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벽부에 대해 도전성 전극을 양의 전위로

펄싱한다. 제어 회로는 이온화된 가스 분자를 하나 이상의 공작물의 주입 표면에 충돌하기 전에 가속시키는 전기장을

제공하는 전압원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이온 주입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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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가스 분자를 주입 체임버내에서 이온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자외선 소스를 포함하는 도 1의 이온 주입 시

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이온 주입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이온 주입 시스템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이온 주입 시스템의 개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특허 출원은 1996년 10월 10일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Pulsed Plate Plasma Implantation System'인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출원 제08/728,000호의 부분 연속 출원이다.

본 발명은 공작물(workpiece)을 이온 플라즈마에 담금(immerse)으로써 및 공작물에 주입시키기 위해 이온을 플라

즈마내에서 가속시킴으로써 공작물을 이온 불순물로 처리하는 이온 주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이온 주입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공작물이 소스로부터의 이온에 의해 처리되는 주입 체임버(i

mplantation chamber)로부터 떨어진 소스 체임버를 포함하는 이온 소스를 사용한다. 소스 체임버에서 방출구(exit o

pening)는 이온을 소스에서 방출시켜, 이들 이온이 정형(shaped), 분석, 및 가속되어 이온빔을 형성하게 한다. 이온 

빔은 진공의 빔 경로(evacuated beam path)를 따라서 이온 주입 체임버로 향하는데, 상기 체임버에서 이온 빔은 하

나 이상의 공작물, 통상적으로 주입 체임버내에 배치되는 원형 웨이퍼에 충돌한다. 이온 빔의 에너지는 웨이퍼에 충

돌하는 이온이 주입 체임버내 웨이퍼를 관통할 정도로 충분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통상적인 응용에서, 웨이퍼들은

실리콘 웨이퍼들이고, 이온들은 웨이퍼를 '도핑'하기 위해 사용되어 반도체 재료를 생성한다. 마스크 및 표면안정화층

을 사용과 함께 선택적으로 주입하면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주입기에 의해 집적회로가 제조되도록 한다. 이 주입 

기술용 장비는 크고, 복잡하고, 값비싸고 저 에너지로 이온을 주입하는 성능이 제한된다.

Conrad에 허여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Plasma Source Ion Implantation'인 미국 특허 제4,7

64,394호는 이온 폭격(ion bombardment)에 의해 타겟(target)을 처리하는 이온 주입 시스템을 개시한다. 3차원 타

켓의 표면으로의 이온 주입은 둘러싸인 체임버내의 타겟에 대해 이온화 플라즈마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플라

즈마가 타겟을 둘러싸는 영역에서 일단 셋업(set up)될 때, 플라즈마로부터의 이온이 이온 빔을 통해 타겟을 스캐닝할

필요 없이 모든 측면으로부터 타겟 오브젝트(object)내로 주입된다. 이 주입은 반복적인 고전압 음의 펄스를 하나 이

상의 타겟 공작물에 인가함으로써 성취된다. 이들 펄스는 이온이 타겟의 노출된 표면으로 주입되도록 한다. 플라즈마

를 셋업하는 '394 특허에 개시된 기술은 중성 가스를 타켓 영역으로 도입하고 나서, 가스를 이온화 방사(ionizing radi

ation)로 이온화한다. Conrad에게 허여된 '394 특허에 개시된 시스템은 공작물에 둘러싸인 영역에서 플라즈마를 셋

업하고 나서, 공작물을 지지하는 전극을 선택적으로 펄싱하여 플라즈마의 대전된 이온을 공작물로 유인한다.

Lieberman에 의한 플라즈마 주입 처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갑자기 음의 전압이 타겟 공작물에 인가될 때, 나노

초내에서 표면 가까이의 전자들이 공작물을 둘러싼 영역으로부터 떨어져 구동되어, 균일한 밀도의 이온 매트릭스 외

장(sheath)이 되게한다. M.A. Lieberman, 'Model of Plasma Immersion Ion Implantation,' J.Applied Physics, 66(

1989) p.2926. 결과적으로, 역이온 플라즈마 주파수(inverse ion plasma frequency)의 시간 크기에서, 외장내의 이

온들은 하나 이상의 공작물로 가속된다. 그것은 타켓 공작물로부터 떨어진 외장 경계를 구동하여, 공작물로 주입되는

보다 많은 이온을 노출시킨다. 보다 큰 시간 크기에서, 안정 상태 이온 공간 대전 상태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약 1센

티미터 두께의 외장이 마이크로초내에서 발생된다. 예를 들어, M.M. Shamim et al, 'Measurement of Electron Emi

ssion due to Energetic Ion Bombardment in Plasma Source Ion Implantation,' J.Applied Physics, 70(1991) p.4

756을 참고하라.

플라즈마내의 전기장은 낮고 이온을 가속시키기 위해 타겟에 인가된 모든 전위는 사실상 외장에 걸쳐서 존재한다. 통

상적으로, 플라즈마로부터 이온이 타겟 표 면에 충돌할 때 2차 전자가 발생된다. 이들 전자들은 외장 양단의 전압 강

하를 통해 타겟으로부터 가속되고 둘러싸인 체임버의 벽에서 종료된다. 2차 방출 계수의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선, 예

를 들어, S.Qin et al, 'The Response of a Microwave Multipolar Bucket Plasma to a High Voltage Pulse with Fi

nite Rise Time,' IEEE Trans. Plas., Sci, 20(1992) p.569를 참고하라.

Conrad에 의해 개시된 바와 같은 어떤 이온 주입 시스템은 타겟 공작물을 상대적으로 음의 전위로 펄싱하는 동안 주

입 체임버를 접지 전위로 유지한다. 반도체 웨이퍼 또는 평평한 패널 표시 기판과 같이, 한 표면에 대해 처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으로 평활한 타겟 공작물에 대해서, 음의 펄스로 된 타겟 이온 주입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온 주입 시스템에서, 타켓 공작물은 통상적으로, 높은 음의 전위로 상승되야 한다. 그것은 공작물의 취급

을 더 어렵게 하고 파라데이 컵(cups) 또는 열량계와 같은 감시 장치(monitoring devices)에 의해 콜렉터를 타겟 공

작물에서 대전시키기 위해 전달된 전위를 감시하는 것을 복잡하게 하는 데, 왜냐하면 상기 장치가 높은 음의 전위를 

받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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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타겟 공작물의 이온 주입을 위한 새롭고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타겟 

공작물이 기준 전위에서 유지되고 공작물의 표면 가까이의 전기장이 공작물 가까이의 도전성 전극을 양의 전압 펄스

로 펄스 싱함으로써 발생된다.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의 펄스의 전극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는 주입 체임버내의 표면적이 감소된다. 주

입에 필요로 된 총 전류는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주입에 필요로되는 총 전력량이 또한 감소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공작물이 주입 체임버의 내부 영역내에서 하나 이상의 공작물을 지지하

는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다. 주입 체임버는 체임버 내부에 근접하는 도전성 내벽부를 포함한다. 도전성

전극은 또한, 주입 체임버내에 배치되고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에 대해 위치된다. 중성적으로 대전된 가스 분자가 주입

체임버로 주입된 후, 이온화되어, 이온화된 가스 또는 이온 플라즈마가 공작물의 주입표면 가까이에 형성된다. 본 발

명의 특징에 따르면,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공작물 지지부, 공작물 및 도전성 벽부 모두는 기준 전위로 유지된다. 그리

고 나서, 도전성 전극은 상기 기준 전위에 대해서 양으로 되는 펄스로 펄싱되어 전기장을 제공하는데, 상기 전기장에 

의해 가스 분자로부터 형성된 이온은 공작물의 주입 표면을 충돌하기 전에 가속된다.

이온 주입에 요구된 플라즈마 상태의 발생이 공작물의 표면 가까이 또는 그 표면에서의 전기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효과는 상대적으로 양의 펄스로 되지만, 공작물에 직접적으로 대향하지 않는 표면을 실제로 차폐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극은 유전체로 차폐되어, 전극과 관련된 전기장 라인은 펄스가 발생함에 따라 전극

내에서 집중되고 유전체에 근접하는 체임버 내부내에서 집중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유전체는 기준 전위로 유지되

는 케이싱에서 커버될 수 있다.

기준 전위로 유지되지만 타겟 공작물의 표면에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도록 요 구되지 않는 표면을 차폐함으로써, 효율

이 또한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벽부 및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는 유전

체로 차폐됨으로써, 전극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는 주입 체임버내에서 노출된 표면적량을 감소시킨다.

공작물이 접지 전위로 되기 때문에, 개시된 발명은 공작물 지지체 및 공작물의 취급, 기계적인 스캐닝 또는 다른 이동

을 용이하게 하여 이온 주입량의 균일성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은 또한, 도우즈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파라데이 컵 

또는 열량계와 같은 장치가 기준 전위로 유지되기 때문에 타겟 냉각 및 주입 도우즈 감시를 간단하게 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그 외 다른 목적, 장점 및 특성이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일반적으로 평면 공작물이 그 공작물의 이온 처리를 위하여 삽입되는 프로세스 체임버(12)를 포함하는 이온 

주입 시스템(10)의 개략도이다. 개시된 시스템의 한가지 용도는 집적 회로의 제조동안 실리콘 웨이퍼의 이온 주입을 

위한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은 각 웨이퍼를 한 번에 하나씩 프로세스 체임버(12)로 삽입하는 로드록(loadlock)

(20)을 포함한다. 공작물이 프로세스 체임버내로 삽입되고 그 체임버로부터 회수시 개폐되는 밸브(21)를 통해 체임버

(12)내로 배치되고 그 체임버(12)로부터 회수될 때 프로세스 체임버(12)가 감압(대기 압력에 대해)으로 유지하는데 

상기 로드록이 사용된다.

도 1에 도시된 프로세스 체임버(12)는 공작물(14)이 삽입되는 체임버 내부(24)를 한정하는 내벽(22)을 갖는다. 공작

물(14)은 일반적으로 평면 도전성 플래튼(platen) 또는 지지체(30)상으로 배치된다. 플래튼은 예를 들어, 지지될 공작

물의 크기에 따라 어떠한 적절한 크기를 갖는다.

이온화가능한 가스를 매니폴드(manifold) 및 공작물(14)간의 영역으로 주입하는 가스 전달 매니폴드(32)가 공작물 

플래튼위에 이격되어 있다. 이온 플라즈마는 주입 시스템(10)의 동작동안 상기 영역(34)에서 생성된다.

체임버(12) 외측의 가스 공급기(36)는 체임버 벽을 통해 매니폴드(32)로 통과하는 도관(37)을 통해 이온화 가스를 전

달한다. 매니폴드(32)는 도관(37)으로부터 공작물(14)에 직면하는 개구의 어레이(도시안됨)에 이르는 다수의 분기 통

로(diverging passageways)를 한정한다. 양호한 처리 균일성이 매니폴드 및 공작물(14)간의 영역(34)에서 가스 밀

도를 가능한한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얻어진다. 바람직한 매니폴드(32)는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원형이고 매니폴드

(32)의 외부 주변에서 가스 농도를 가능한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격된 개구의 어래이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

여, 공작물(14)이 일반적으로 원형 플래튼(30)의 에지로부터 내부 방향으로 이격된 플래튼(30)상으로 배치되어, 플라

즈마의 전위적으로 불균일한 영역을 피한다. 균일한 주입은 또한, 매니폴드(32) 및 플래튼(30)의 에지의 형상을 적절

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이들 부재의 에지에서 전기장 세기를 제어한다.

가스가 플라즈마 영역(34)으로 일단 들어가면, 가스 분자는 이온화되고(하나 이상의 전자의 스트립(strip)) 양으로 대

전된 원자는 도전성 플래튼이 접지 전위로 유지되는 동안 매니폴드(32)에 인가되는 양의 전하 펄스의 시퀀스에 의해 

공작물(14)을 향해 가속된다. 개시된 실시예에서, 단일 공작물(14)이 플래튼(30)상에서 지지되는 것으로 도시되지만,

다수의 공작물(14)은 또한, 본 발명을 사용하여 동시에 주입될 수 있다.

도 1은 공작물 처리 재료의 농도를 공작물(14)위의 영역(34)에서 생성시키는 데 사용된 상대적인 바이어싱 장치를 도

시한다. 도전성 지지 플래튼(30), 공작물(14), 및 체임버 벽(22) 모두 접지된다. 양의 전압 펄스는, 이온이 영역(34)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에 의해 생성되어 플래튼(30)을 향해 가속되도록 하는 매니폴드(32)에 인가된다.

체임버(12) 외측에 위치된 변조기 회로(100)는 전압 펄스를 매니폴드(32)에 인가한다. 따라서, 매니폴드(32)는 하나

의 전극으로서 동작하고 플래튼(30)은 또다른 전극으로서 동작한다. 다수의 상업적으로 수용가능한 전압원중 어느 하

나가 알맞은 전압 펄스를 공급하는데 적합하다. 일 예로서, 전압원은 스위치 폐쇄시 전압 펄스를 가동시키고 스위치 

개방시 전압 펄스를 정지시키는 고전력 IGFET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펄스(112)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도전성 재료로부터 구성되는 도관(37)에 전기적으로 결합된 도선에 의해 인가된다. 대안적으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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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임버 벽을 통해 통과하는 절연된 도체를 통해 지향되어 매니폴드(32)에 직접적으로 결합된다.

바람직한 변조기 회로(100)는 체임버로 주입된 가스 분자를 이온화하고 하나 이상의 공작물(14)의 주입 표면을 향해 

이온화된 가스 분자를 가속시키는 펄스(112)의 시퀀스를 제공하는 전압원을 포함한다. 펄스(112)의 반복 속도 및 펄

스 지속 기간은 글로우 방전이 발생되고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매니폴드(32)에 인가된 펄스에 의해 영역(34)에서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다. 플라즈마 밀도는 이온화 펄스가 제거된 후 재결합 및 확산으로 인해 밀리초 정도의 시간

에서 감쇠된다. 플라즈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초당 수천 이상의 펄스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 펄스속도에

서, 이온화 및 주입이 각 펄스동안 여전히 발생하지만 낮은 주입속도를 제공한다.

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하나의 실시예에서 플래튼(30) 및 매니폴드(32)는 실리콘에 의해 코팅된 알

루미늄으로 형성된다. 체임버 벽(22)의 적어도 일부 및/또는 플래튼(30)의 비-작동 영역을 예를 들어 석영 등의 알맞

은 절연재료로 라이닝(lining)하면은 전력 소모뿐만 아니라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공작물(14)을 체임버로 삽입하는 로드록(20)은 체임버(12)의 내부가 주입관사이에서 진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

된다. 진공 펌프(140)는 체임버(12) 및 펌프(140)간에 배치된 밸브(142)에 의해 조절되는 체임버 내부를 감압으로 유

지한다.

양의 펄스의 매니폴드(32)와 연관된 전기장 라인은 일반적으로, 매니폴드(32)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는 주입 체임버(

12)내에서 공작물(14)의 표면적을 포함하는 표면적으로 향한다. 효율이 매니폴드 및 전달 도관을 기준 전위로 유지된

절연 유전체(40) 및 도전성 케이싱(42)으로 차폐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상기 차폐는 매니폴드(32)에 직면하지 

않는 양의 펄스로 된 매니폴드(32)의 일 부를 커버하고 그러므로 공작물(14)의 표면 가까이 또는 그 표면에서 전기장

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 매니폴드(32)를 차폐하는 것은 전기장 라인을 매니폴드(32) 및 공작물(14)간의 영역

(34)내에서 집중시키고, 전기장 세기를 체임버(12)의 내부 영역(24)내의 그밖의 모든 곳에서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유전체(40)는 변조기 회로(100)에 의해 구동된 로드를 실제로 감소시키는데 사용함으로써, 변조기 회로(100)에 의해

소모된 전력을 감소시킨다. 케이싱(42)을 가지면, 도관(37)과 연관된 전기장이 유전체(40)내에 포함되고, 가속 이온 

및 전자와 연관된 로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케이싱(42)이 사용되지 않는 다면, 차폐는 여전히 얻어지지만, 덜 효율

적이다. 케이싱(42)이 없으면, 유전체(40)의 외부 표면이 전자 흐름 형태에 의해 접지 전위로 거의 유지되어, 플라즈

마를 형성한다.

도 1a는 이온 생성을 체임버(12)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외선 소스(102)를 포함하는 주입 시스템(10)을 예시한다. 체

임버(12)는 소스(102)로부터 자외선 광의 경로에 대해 투과성인 윈도우(104)를 포함한다. 자외선 광이 체임버(12)내

의 매니폴드(32) 및 플래튼(30)간의 영역으로 통과하고 공작물(14)에 가까운 이온화 영역에서 매니폴드(32)를 통해 

체임버로 들어가는 가스 원자의 이온화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양의 펄스의 매니폴드(32)에 대해 음의 전위로 유지되고 공작물(14)의 표면 가까이 또는 그 표면에서 전기장을 발생

시키는데 불필요한 체임버(12)의 표면적을 차폐시킴으로써 효율성이 또한, 개선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전체(50)는 체임버(12)의 내벽(22)의 일부를 차폐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전체(50)의 내부 표면(51)은 양이온 충돌

함에 의해 매니폴드(32)와 동일한 전압 및 유전체 표면(51)에 남아있는 2차 전자에 의해 양으로 대전된다. 유전체(50

)는 유전체 표면(51)가까이 또는 유전체 표면(51)에서 전기장이 이온 플라즈마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결과

적으로 가스 분자를 이온화하거나 가속하는 영역이 실제로 감소되고 변조기(100)상에 끌어당겨진 대응하는 로드는 

또한 감소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되는 또 다른 이온 주입 시스템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양의 펄스의 매니폴드(32)에 대

해 음의 전위를 갖는 주입 체임버(12)내에서 표면적량을 감소시킨다. 이 실시예에서, 이온 주입 시스템(10)의 부분은 

양의 펄스로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온 소스(60) 및 상기 이온 소스(60)에 전달된 이온화가능한 재료의 소

스(61)는 변조기(100)에 의해 고전위로 양의 펄스된다. 소스(60)는 유도 결합된 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

ma;ICP), 헬리콘(helicon), ECR 또는 마이크로파 소스와 같은 다수의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소스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절연체 판(63) 및 절연체 링(64)은 상대적으로 음의 전위를 갖는 공작물(14)의 표면적으로부터 주입 시스템(

10)의 양의 펄스로 된 부분을 격리시킨다.

변조기(100)상의 로드는 또한, 매니폴드(32)에 대해 음의 전위로 되는 선택된 표면적을 차폐하기 위해 바이어스된 그

리드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그리드(70)는 체임버(12)의 내

벽(22)의 표면에 평행하게 그리고 그 표면으로부터 대략 1cm 떨어져 위치된다. 절연체 스페이서(spacers) 또는 스탠

드오프(standoffs)(71)는 체임버 벽(22)으로부터 그리드(70)를 격리시킨다.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리드(70)는 

내벽(22)에 대해(114)가 음으로 바이어스되어, 이온 폭격에 의해 벽(22)의 표면에서 발생된 2차 전자가 바이어싱 그

리드(70)에 의해 실제로 억압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전압이 인가될 때, 그리드(70)의 표면 가까이의 전기

장 세기는 내벽(22)이 그리드(70)가 없는 경우 보다 몇배 더 높지만, 플라즈마 외장(sheath)이 그리드(70)로부터 떨

어져 확장함에 따라, 외장 경계에서 전기장 세기는 정상 레벨 및 외장 확장 정상 속도로 추정된다. 그리드(70)가 없는 

경우에, 매니폴드(32)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는 양이온 충돌 표면이 2차 전자를 이온에 대해 5배로 높은 전자 계수로 

발생시킨다. 그리드(70)가 있는 경우에, 저 바이어스 전압은 관련된 2차 전자 로드 전류를 감소시키는데 충분하다. 실

제로, 그리드는 전자 방출용 표면적을 감소시킨다. 2차 전자 로드를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된 바이어스 전압이 선택된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약 50 내지 150 볼트의 범위에서 아주 적을 수 있었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가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첨부된 청구항의 정신 또는 범위내에 있는 개시된 설

계로부터 모든 수정 및 변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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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양펄스로 된 전극에 대해 음전위를 갖는 주입 체임버내의 표면적이 감소된다. 주입에 

필요로 된 총전류는 감소되고 따라서 주입용으로 요구된 총전력량이 또한 감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온을 공작물 주입 표면에 충돌시켜 공작물 주입 표면을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a) 하나 이상의 공작물이 삽입될 수 있는 체임버 내부를 형성하고 상기 체임버 내부에 근접하는 도전성 내벽부를 포

함하는 주입 체임버와;

b) 상기 주입 체임버의 내부 영역으로 신장되는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와;

c) 공작물을 상기 지지체 및 상기 도전성 수단간의 영역내의 공작물 지지체상에 배치되도록, 상기 도전성 공작물 지

지체에 대해 상기 주입 체임버내에 배치된 도전성 수단과;

d) 가스 분자가 상기 하나이상의 공작물에 근접하는 상기 주입 체임버의 영역을 점유하도록, 중성 대전된 가스 분자를

상기 주입 체임버 내로 주입하는 수단과,

e) 이온화된 가스가 상기 하나이상의 공작물의 주입 표면 근처에 형성되도록 상기 가스 분자를 이온화시키는 수단과,

f) 상기 이온 주입 체임버의 상기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 및 상기 도전성 벽부를 동일한 기준 전위로 유지시키는 수단 

및,

g) 상기 주입 체임버의 상기 도전성 공작물 지지체, 상기 하나 이상의 공작물, 및 상기 도전성 벽부에 대해 양의 전위

로 상기 도전성 전극을 전기적으로 펄싱하기 위한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어 회로는 전기장을 제공하는 전

원을 포함하며, 이온화된 가스 분자들이 상기 하나 이상의 공작물의 주입 표면에 충돌하기 전에 상기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원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압 펄스를 가동시키고 스위치를 열었을때 전압 펄스를 정지시키는 고체 상태 스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과 관련된 전기장 라인이 유전체를 통과하도록 그리고 상기 전극에 근접해서 상기 이온화된 가스로 통과하

지 않도록 상기 전극을 실제로 차폐하기 위한 유전체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의 외부를 실제로 차폐하기 위한 케이싱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을 상기 양의 전위에 대해 기준 전위로 유지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

면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체임버는 소정 표면적량을 한정하며, 상기 전도성 공작물 지지체는 지지체의 표면을 차폐하기 위하여 유전

체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전극에 대해 음의 기준 전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 

내에서 상기 소정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내벽부의 표면을 차폐하기 위하여 유전체를 더 구비함으로써, 상기 전극에 대해 음의 전

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내에서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이온화된 가스 분자 충돌 및 상기 영역의 표면에 남아있는 2차 전자가 유전체로 하여금 상기 전극의 전위와 거의 동

일한 양의 전위가 되도록 상기 도전성 내벽부의 내부 영역을 차폐하기 위하여 유전체를 더 구비함으로써, 상기 전극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내에서 소정의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 체임버는 이온 소스를 상기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내벽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절연체(63, 64)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이온 소스는 상기 전극의 전위와 거의 동일한 상대적인 양의 전위로 전기적으로 펄싱됨으로써, 상기 전극

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내에서 소정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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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내벽부를 차폐하기 위해 상기 주입 체임버의 도전성 내벽부로부터 이격된 음의 바이어스된 금속 그리드(

70)를 더 구비함으로써, 상기 전극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내

에서 소정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도전성 내벽부에서 발생된 2차 전자가 실질적으로 억제되도록 상기 금속 그리드의 표면을 상대적으로 바이어스하는 

수단을 더 구비함으로써, 상기 전극에 대해 음의 전위를 갖고 상기 이온화된 가스 분자가 주입되는 상기 주입 체임버

내에서 소정 표면적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자외선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공작물 가까이의 상기 주입 체임버의 영역을 통과하도록 하는 자외선 소스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주입 표면 처리 장치.

도면

도면1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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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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