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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재료를 도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자층 증착방법(ALD방법)으로 도핑될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

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하나 이상의 증착층 또는 증착층의 일부를 증착하고, 상기 도펀트층의 본래의 구조가 도핑된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제공하도록 변하는 방식으로, 도펀트로 도핑된 상기 재료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핑될 재

료는 바람직하게는 유리, 세라믹, 중합체, 금속 또는 이들로 만든 복합물이고, 도펀트로 코팅된 재료의 처리는 기계적, 화

학적, 조사(radiation) 또는 열처리이며, 그 목적은 굴절률, 흡수력, 전기적 및/또는 열 전도성, 색깔, 또는 기계적 또는 화학

적 내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자층 증착방법(ALD방법)으로 도핑될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하나 이상의 증착층 또는 증

착층의 일부를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층의 원래의 구조가 도핑될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얻도록 변경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기 재료를 도펀

트로 도핑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균일한 고체 또는 비결정질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입자류 또는 다공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유리, 세라믹, 중합체, 금속 또는 이들로 만든 복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재료는 광 섬유 또는 광 평면 도파로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공성 유리 재료 또는 유리 블랭크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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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 또는 유리 블랭크는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OVD (Outside Vapour Deposition),

VAD (Vapour Axial Deposition), MCVD (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PCVD (Plasma Activat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DND (Direct Nanoparticle Deposition) 및 졸-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는 석영 유리, 인 유리, 불화유리 및/또는 황화유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9.

제 5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는 게르마늄, 인, 불소, 보륨, 주석 및/또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재료로 일부 또는 전체가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0.

제 5 항 내지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을 원자층 증착방법(ALD방법)으로 증착하는 단계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유리 재료층이 적어도 빈 유리 블랭크가 상기 ALD 방법의 반응기처럼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장치 내에서 실질적으로 MCVD방법으로 유리 튜브와 같은 빈 유리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의 특정 표면 영역이 1 m2/g 보다 크고, 바람직하게는 10 m2/g보다 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 m2/g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도펀트 증착층이 상기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도핑된 상기 재료의 표면상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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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 개의 상기 층들은 다른 도펀트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펀트로 코팅된 재료의 처리는 기계적, 화학적, 조사(radiation) 또는 열처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상기 도펀트가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는 -OH, -OR, -SH, 및/또는 -NH1-4의 그룹에서 선택되고, R은 탄화수소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

핑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사선으로 도핑될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도핑되는 재료의 상기 표면 상에 작용기를 가하는 것, 또는 상기 도핑될 재

료의 표면 상에 활성기를 형성하는 적절한 기체 또는 액체로 그 표면을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를 고온에서 수소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도핑될 재료의 표면상에 작용기를 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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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수소 처리의 결합으로 상기 도핑될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도핑될 재료의 표면상에 작용기들을 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도핑될 재료 내에서 작용기들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상기 도핑될 재료의 표면상의 도펀트의 양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1.

제 12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상기 층들의 증착 사이에, 도핑될 재료의 상기 표면을 불활성 가스로 세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재료 내의 OH기의 수는 상기 세정으로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캐리어의 표면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상기 캐리어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5.

제 1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음의 처리 동안, 상기 도펀트는 용해, 확산 또는 상기 도핑될 재료와 일부 또는 전부가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

료 도핑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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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음의 처리 동안, 상기 도펀트는 상기 도핑될 재료의 중간체의 일부로서 남아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7.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음의 처리 동안, 상기 도펀트는 도핑될 재료와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된 구조의 일부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복합재료 또는 복합물이고, 다음의 처리 동안 ALD 방법으로 제공된 상기 도펀트는 반응하여, 상기 도

핑될 재료의 다른 지점에서 다른 합성물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29.

제 1 항 내지 제 2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의 특성은 상기 확산,용해, 혼합, 도펀트와의 반응 때문에 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0.

제 1 항 내지 제 2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의 새로운 특성은 변경된 굴절률, 흡수력, 전기적 및/또는 열 전도성, 색깔, 또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내구

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1.

제 1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펀트는 첨가물, 보조 물질, 필러(filler), 채색 물질, 또는 복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펀트는 열, 빛 또는 전기전도성의 보조 물질, 강화 물질, 가소제, 안료 또는 소결 첨가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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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유리 블랭크의 클래딩, 유리 블랭크의 코어, 광전도체, 실리콘 웨이퍼, 초경 합금, 표면 도핑의 구조물 또는 복합물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4.

제 5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가 다공성 유리 재료일 때, 에르븀,이테르븀, 네오디뮴 및 세륨과 같은 희토류 금속, 보륨 및 알루미늄과

같은 보륨계의 물질,게르마늄, 주석 및 이산화규소와 같은 탄소계의 물질, 인과 같은 질소 그룹 물질, 불소와 같은 불소계

물질, 및/또는, 은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로 일부 또는 전부가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 도핑 방법.

청구항 35.

원자층 증착방법(ALD방법)으로 도펀트층 또는 도펀트층의 일부가 도핑될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

면 상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도펀트로 도핑된 재료는 상기 도펀트층의 본래의 구조가 상기 도핑된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얻도록 변경되는 방

법으로 더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37.

제 35 항 또는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균질한 고체 또는 비결정질의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38.

제 35 항 내지 제 3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입자류 또는 다공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39.

제 35 항 내지 제 3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유리, 세라믹, 중합체, 금속 또는 그것들의 복합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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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재료는 광 섬유 또는 광 평면 도파로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다공성 유리 재료 또는 유리 블랭크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1.

제 39 항 또는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 또는 유리 블랭크는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OVD (Outside Vapour Deposition),

VAD (Vapour Axial Deposition), MCVD (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PCVD (Plasma Activat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DND (Direct Nanoparticle Deposition) 및 졸-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2.

제 39 항 내지 제 4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는 석영 유리, 인 유리, 불화 유리 및/또는 황화 유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3.

제 39 항 내지 제 4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유리 재료는 게르마늄, 인, 불소, 보륨, 주석 및/또는 티타늄을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재료로 일부 또는 전부가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4.

제 39 항 내지 제 4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유리 튜브와 같이 빈 유리 블랭크이고, 내부면 상에 상기 빈 유리 블랭크의 적어도 일부가 ALD 방법으

로 반응기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이, 원자층 증착방법(ALD방법)으로 적어도 하나의 증착층이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증착되기 전에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유리 재료층이 MCVD방법으로 증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5.

제 35 항 내지 제 4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의 특정 표면 영역은 도핑 전 또는 후에, 1 m2/g보다 크고, 바람직하게는 10 m2/g보다 크고, 가장 바람직

하게는 100 m2/g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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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항 내지 제 4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도펀트 증착층이 상기 원자층증착방법으로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에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

된 재료.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증의 적어도 일부는 다른 도펀트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8.

제 35 항 내지 제 4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도펀트로 코팅된 상기 재료의 처리는 기계적, 화학적, 조사 또는 열 처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49.

제 35 항 내지 제 4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상기 도펀트가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작용기들은 -OH, -OR, -SH, 및/또는 -NH1-4의 그룹에서 선택되고, R은 탄화수소 그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

료.

청구항 51.

제 35 항 내지 제 5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를 조사 처리하거나 또는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에 활성기를 형성하는 적절한 가스 또는 액체와 반응

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작용기들은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에 더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는 고온에서 수소로 상기 도핑된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에 가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공개특허 10-2007-0032957

- 9 -



청구항 53.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는 상기 도핑된 재료를 조사와 수소 처리의 결합으로 처리함으로써,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에 가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4.

제 51 항 내지 제 5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상의 도펀트의 양은 상기 도핑된 재료의 작용기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5.

제 46 항 내지 제 5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의 표면은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증착된 층들의 증착 사이에 불활성 기체로 세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재료 내의 OH기의 수는 상기 세정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7.

제 35 항 내지 제 5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캐리어의 표면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될 재료는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캐리어의 표면상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59.

제 35 항 내지 제 5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음의 처리동안, 상기 도펀트는 용해, 확산 또는 상기 도핑된 재료와 일부 또는 전부가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

핑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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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제 35 항 내지 제 5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그 다음의 처리동안, 상기 도펀트는 상기 도핑된 재료의 중간체 상 구조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

료.

청구항 61.

제 35 항 내지 제 6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그 다음의 처리 동안, 상기 도펀트는 상기 도핑된 재료와 반응하여 상기 생성된 구조의 일부로서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복합재료 또는 복합물이고, 이후의 처리동안 ALD 방법으로 제공된 상기 도펀트는 반응하여 상기 도핑

된 재료의 다른 점에서 다른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3.

제 35 항 내지 제 6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의 특징은 확산, 용해, 혼합 또는 도펀트의 작용에 의해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4.

제 35 항 내지 제 6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의 새로운 특성은 변경된 굴절률, 흡수력, 전기적 및/또는 열 전도성, 색상, 또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내구

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5.

제 35 항 내지 제 6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펀트는 첨가제, 보조 물질, 필러, 착색 물질, 또는 그 복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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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펀트는 열, 빛 또는 전기적 전도성의 보조물질, 강화물질, 가소제, 안료 또는 소결 첨가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

핑된 재료.

청구항 67.

제 35 항에 있어서,

유리 블랭크의 클래딩, 유리 블랭크의 코어, 광전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구조, 초경합금, 표면 도핑 또는 합성물 재료를 만

드는 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8.

제 39 항 내지 제 4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재료는, 에르븀,이테르븀, 네오디뮴 및 세륨과 같은 희토류 금속, 보륨 및 알루미늄과 같은 보륨계의 물질, 게

르마늄, 주석 및 이산화규소와 같은 탄소계의 물질, 인과 같은 질소계의 물질, 불소와 같은 불소계의 물질, 및/또는 은을 포

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로 일부 또는 전체가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69.

제 35 항 내지 제 6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섬유 블랭크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70.

제 35 항 내지 제 6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광 섬유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71.

제 35 항 내지 제 7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섬유 블랭크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72.

제 35 항 내지 제 7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광 섬유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핑된 재료.

청구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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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도핑하는 장치로서, ALD방법을 이용하여 도핑될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

나의 증착층 또는 그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ALD방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장치.

청구항 74.

제 73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도펀트층의 본래의 구조가 도핑된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제공하도록 변하는 방식으로, 도펀트로 도

핑된 상기 재료를 처리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장치.

청구항 75.

제 73 항 또는 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MCVD 방법을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장치.

청구항 76.

제 75 항에 있어서,

상기 MCVD 및 ALD 방법을 위한 수단은 ALD 방법 수단으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 증착층을 증착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유리 재료층이 유리 튜브와 같은 빈 유리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MCVD 방법 수단으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장치.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빈 유리 블랭크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ALD 방법에서 반응기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료도핑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서문에 의한 재료 도핑방법 및 청구항 34의 서문에 의한 도핑 재료 및 청구항 71의 서문에 의한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특히 도펀트(dopant)의 양이 매트릭스(matrix) 재료의 양에 비해 현저히 작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재료의 도핑과 관련된다.

만약, 도펀트의 양이 매트릭스 재료양의 1%이하, 1‰이하, 또는 1ppm 이하라면, 종래의 방법으로 균질한

(homogeneous) 도핑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균질한 도핑이 가진 문제점들은 도핑 될 재료의 양이 매트릭스 재료량의 1-

10%, 또는 10%일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은 그 후 균질한 도핑이 비합리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균질한 도핑은 재료가 사용될 때, 재료의 특성이 재료로 만들어진 소자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매우 크고 제어 불가능

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도핑은 예를 들면, 향상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재료를 만들 때 이용될 수 있다. 재료의 도핑은 또한 재료에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창조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의 예들은 전도성, 유전성, 강도, 단단함 및 용해성이 있다. 또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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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에서, 매트릭스 재료 내의 제어된 도펀트의 분포는 이러한 특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특히 소량

이 매우 정확하게 도핑 될 필요가 있을 때, 및 동시에 존재하는 몇 개의 도펀트가 이용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료기술

분야에서 신규하고 단순하며 유리한 재료 도핑 방법이 제어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로 된다. 제어된 분포는 예

를 들면, 균질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는 재료 내에 어떤 소정의 불순물 분포도 나타낼 수 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도펀트로 재료를 도핑함으로써 새로운 특성들이 재료에 제공된다. 코팅은 화학적 및 물리적 내구

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코팅은 코팅될 재료 및 서로 결합할 도펀트의 성능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코

팅은 새로운 조성을 형성하지 않고, 코팅과 캐리어는 그 자체의 층으로 남아있다. 또한, 탄성률은 기재의 것과 보통 다르

다. 예를 들면, 세라믹 코팅의 탄성률은 종종 기재의 것보다 더 높다. 부하 하에서 생성된 변형은 기재에 비해 약한 코팅에

서 보다 높은 응력이 된다. 코팅은 부하를 지탱(carry)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이는 코팅의 쪼개짐 및 깨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코팅을 표면 재료의 일부로 도핑함으로써, 상기한 쪼개짐이 없이 코팅재와 기재의 특성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도핑은 기재의 융해 또는 소결 이전에 행해질 수 있다. 이것의 예는 금속과 카바이드(carbide)를 파우더 형태로 혼합

하여 단단한 금속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분쇄기 내에서 분쇄하여 행해진다. 파우더 혼합물은 그 후 형상으로 압축

하고, 최종 형상으로 소결함으로써 처리된다. 이 파우더 야금 방법으로 행해진 도핑은 또한 구조 세라믹, 초전도체 및 다른

유사한 제품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료가 분쇄기, 분쇄 펠릿 및/또는 분쇄 액체에 의해 오염된다는 것

이다. 또한, 소량의 불순물을 평탄하게 도핑하는 것은 어려우며, 분쇄기 내에서의 분쇄는 재료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

재료 도핑의 하나의 특정 분야는 1) 블랭크로부터 끌어낸 광섬유의 특성이 처리 계수에 의존하는 동안, 다공성 유리 블랭

크의 형성, 2) 다공성 유리 블랭크로부터 도펀트 제거, 3) 고체 유리 블랭크 및/또는 일부 고체 유리 블랭크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소결, 및 마지막으로 4)광 섬유로 유리 블랭크를 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섬유의 생산이다.

유리재료 및 중합체, 금속 및 세라믹 재료 및 그들의 복합 재료를 다양한 도펀트로 도핑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재료를 용해하

고, 그 용해물에 도펀트를 첨가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배합 유형이 가지는 문제는 이러한 재료들의 용해물이 종

종 매우 점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도펀트의 균질한 혼합이 높은 혼합 능률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혼합 능률은

특히 중합체 재료를 이용할 때 재료의 전단(shearing)을 야기할 수 있는 높은 절단력을 생성한다. 그 후 재료의 원래의 특

성은 불가역적으로 변하고, 최종 결과는 예를 들면 기계적인 내구성 측면에서 재료의 약화가 될 수 있다. 혼합은 또한 오염

을 야기한다.

도핑된 다공성 유리 재료는 예를 들면 광섬유 및 광평면 도파로와 같은 광도파로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광 도파로는 광 출

력의 전달에 이용되는 소자를 나타낸다. 광 블랭크는 광 섬유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CVD (Chemical Vapour Deposition)

, OVD (Outside Vapour Deposition), VAD (Vapour Axial Deposition), MCVD (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PCVD (Plasma Activat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DND (Direct Nanoparticle Deposition) 및 졸-

겔 방법과 같은여러가지의 광 블랭크 생산방법이 있다.

CVD, OVD, VAD, 및 MCVD 방법들은 증착 단계에서 실온에서 높은 증기압을 가진 초기 재료를 이용하는 것에 기초한다.

상기한 방법들에서, 액체인 초기 재료들은 캐리어 가스로 기화되고, 이는 반응에서 가스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액

체 및 가스원에 의해 생성된 초기 재료 수증기는 반응영역에 전달되어 가능한 정확하게 혼합된 수증기로 혼합되고, 수증기

원(raw)재료는 산소 화합물 또는 산소를 포함한 단일물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한다.

형성된 산화물 입자는 응집 및 소결에 의해 증착되고, 다공성 유리층이 생성된 유리입자로 형성되는 수집면 상에 위치한

다. 이 다공성 유리층은 또한 고체 유리로 소결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서 사용된 초기 재료는 예를 들면 석영 유리, 4염화

규소 SiCl4의 주요 원재료일 수 있고, 굴절률을 증가시키는 초기 원재료 GeO2, 사염화게르마늄 GeCl4, 및 유리의 점성을

감소시키고 소결을 촉진하는 초기재료 P2O5, 옥시시염화인(phosphoroxytrichloride) POCl3이 있다.

상기한 CVD, OVD, VAD, 및 MCVD 방법이 가진 문제는 희토류 금속으로 도핑된 광섬유를 만드는 데 쉽게 사용될 수 없

다는 것이다. 희토류 금속은 실온에서 충분히 높은 증기압을 가진 실제적인 화합물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기재로부터 증

착된 도핑되지 않은 섬유 블랭크는 섬유 블랭크가 소결되기 전에 도펀트를 포함하는 용해액에 적셔지는, 용해도핑방법이

라 불리는 방법이 희토류 금속으로 도핑될 광 섬유(RE 섬유)의 생산을 위해 개발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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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지의 방법은 고체인 초기 재료가 충분한 수증기압에 도달하도록 가열되는 핫 웰(hot well)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러나, 문제는 이르게 반응하는 초기 재료 없이 반응 영역 앞에서 가열된 초기 재료 수증기를 다른 초기 재료 수증기로 도핑

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재료의 혼합비는 만들어진 막의 특성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전체의 증착 표면 영역 상에서 처리

하는 동안 정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졸겔 방법으로 광 섬유 블랭크를 만드는 것이 알려져 있다. 졸겔방법에서, 초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알콕사이드

(alkoxide) 또는 금속의 알콕사이드염이다. 초기 재료는 초기 재료가 중합하여 졸을 형성한 용매에 가수분해된다. 용매가

졸로부터 증기화 됨에 따라, 그것은 고체 재료로 겔화된다. 마지막으로, 겔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용매 및 다른 유기물의

잔여물은 제거되고, 겔은 그것의 최종형태로 결정화한다. 이 방법으로 행해진 순도는 보통 광 섬유에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펀트는 재료가 도펀트를 포함하는 용해액에 담가지는 다양한 용해 방법을 이용하여 고체 재료 입자

또는 다공성 재료의 표면상에 도핑 될 수 있다. 그 후 상당히 평탄한 도펀트층이 재료 표면상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 방

법으로는 재료의 표면상에서 충분히 균일하고 정확한 도펀트 분포를 얻을 수 없다. 용해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섬유의 특성

은, 섬유의 특성이 섬유 블랭크 및 섬유 블랭크들 사이에서 변화하고, 이는 방법의 재현성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이는 생

산가 다공성 재료 표면으로의 액체의 침투, 다공성 재료의 표면상에 염 부착, 재료로의 가스 침투, 염 반응, 도핑 등과 같이

몇몇 다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반응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불충분한 재현성은 산출률

(yield)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이는 생산비용이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노입자직착법(DND)이라 불리는 방법은 도핑된 광 섬유의 생산 및 유리 염색을 위해 개발되었다. 용해액 도핑 방법에 비

해, 이 방법은 액체 원재료를 이 방법에 사용되는 반응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여기서, 유리입자들은 불

꽃 반응기에 도핑된다. 이 방법은 도핑 될 유리 입자들이 용해 도핑에 의해 생성된 것에 비해 보다 나은 품질의 유리 블랭

크를 생성한다. 그러나, 입자들이 가스 흐름의 움직임을 따르기 때문에 나노입자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다른 블랭

크 생산 방법에 의해 증착된 다공성 블랭크를 도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거나, 그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신규하고, 간단하며 유리한 재료 도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좋은 재현성을 가진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서 도핑 될 재료의 특성은 생산 할당량에 관계없이 균일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가능한

균일한 품질과 정확하게 제어된 특성을 가지는 도핑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원자층 증착법 (ALD)으

로 도핑된 재료의 표면 및/또는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 증착층 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의 표면상에 도펀트 증착층의 일부를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의 특징부에 따른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도핑된 재료의 표

면상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서, 도펀트층 또는 도펀트층의 일부가 ALD방법으로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34의 특징부에 따른 도핑된 재료로 달성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ALD방법으로 도핑 될 재료의 표면상 및

/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 증착증 또는 도펀트 증착층의 일부를 제공하는 ALD방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71의 특징부에 따른 장치로 달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종속항에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이점은 도펀트층이 매트릭스 재료의 모든 표면상에, 도펀트의 층 두께가 정확하게 제어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두께가 매트릭스 물질의 모든 표면상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간극의 내부면 상에도 증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점은 도핑이 좋은 재료 효율을 가지고 만약 필요한 경우 높은 농도(집중도)로 제어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은 ALD(원자층 증착)방법이 매트릭스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 상에서 균질한 도펀트 도

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이용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ALD방법은 표면에 의해 제어되는 증착에 기초하고, 여기서

초기 재료는 한번에, 및 다른 시간에 매트릭스 재료의 표면상으로 유도되고, 서로 분리된다.

충분한 양의 초기 재료는 표면의 유효한 결합점을 이용하기 위해, 표면으로 오게 된다. 각각의 초기 재료의 펄스(pulse) 후

에, 매트릭스 재료는 가스상 (phase)에서 증착을 방해하는 여분의 초기 재료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로 세정

된다. 하나의 초기 재료의 화학적으로 흡수된 단층의 반응물은 그 후 표면 상에 남아있다. 이 층은 그 다음 초기 재료와 반

응하여, 원하는 재료의 특정 부분 단일층을 형성한다. 충분히 완전하게 반응한 후에, 이 제2 초기 재료의 여분은 불활성가

공개특허 10-2007-0032957

- 15 -



스로 세정되고, 그 후 반응은 주기적으로 포화된 표면 반응에 기초하며, 즉 표면은 증착을 제어한다. 또한, 표면은 매트릭

스(화학흡착)에 화학적으로 결합된다. 실제로, 이것은 막이 모든 표면상, 특히 다공의 내부면에서조차 동등하게 증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핑에서, 이는 매우 균일한 분포를 의미한다. 원하는 재료층의 두께는 주기를 필요에 맞게 반복함으로써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기는 또한 예를 들면, 반 주기를 사용하여 반 주기만이 실행되고, 증착층의 반만이 재

료로 도핑되는 하는 것과 같이, 불완전하게 남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주기의 일부는 어느 한 주기의 일부가 될 수 있

다. 도핑에서, 이것은 도펀트 함량의 매우 정확한 "디지털" 제어를 의미한다. 프로세스 동안에 초기 재료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오버랩된 막 및/또는 다른 방식으로 도핑된 막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제1 초기재료

만을 이용하여 충분한 도핑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출원에서, ALD방법은 종래의 ALD방법 및/또는 본 기술분야에

서 숙련된 자에게 알려진 응용 및/또는 수정을 의미한다. 상기 방법 또는 그 일부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도펀트층은 도펀트

증착층으로 언급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ALCVD방법으로도 알려진 ALD방법은 CVD(화학기상증착법)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예를 들면 증가된 온도, 압력제어, 가스원, 액체원, 고체원 및 가스 세척기를 이용한다. 동일한 기술이 또한 MCVD

프레폼(preform) 생산장치에 이용되나, 예를 들면 ALD 및 MCVD에서는 다른 방법이 이용된다. 종래의 CVD방법과 비교

해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이 종래의 방법에서는 초기 재료가 그것들이 반응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섞여서 그 후 서로 반

응한다는 것이다.

혼합물의 균질성 및 증착된 표면의 다른 면 위의 균일한 분포는 제작되는 막의 두께 및 구조에 중요하다. 이것은 스프레이

페인팅(spray-painting) 및 그에 관련된 균일 문제와 비교될 수 있다. 종래의 CVD 방법과 달리, ALD 방법에서는 증착이

표면에 의해 제어되는 연속적인 화학 반응에 기초하며, 막의 두께가 정확한 수의 도펀트 증착층을 증착함으로써 제어된다.

종래의 CVD방법과 비교하여 ALD 방법의 일반적인 이점은 아날로그 기술 대 디지털 기술의 이점에 대비될 수 있다. 또한,

ALD는 매우 반응적인 초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종래의 CVD방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유형

의 초기 재료의 예는 ALD처리에서 TMA(trimethylene aluminium)과 물의 사용이다. 이 초기 재료들은 상온에서 미리 서

로 강하게 반응하고, 이는 종래의 CVD에서 그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MA를 이용하는 이점은 고효율

로 고품질의 Al203 막을 생산하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같이 택일적인 Al 초기 재료를 사용할 때, 진공 반응기로 행할

필요가 있는 초기 재료가 반드시 가열(보통 160℃)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방법의 사용은 단지 전체 반응 주기의 이용에 한정되지 않고, 단지 제2 초기 재료의 공급이 적절한 세트의 첨가제를 생성

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도 또한 이용될 수 있다. 화학흡착된 층은 그 후 다음 처리에 이용된다.

상기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도핑된 재료를 도펀트층이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증착된 표면 또는 그 표면의 일부 상에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ALD 방법으로 도핑된 상기 재료의 특성들은 이 방법에서 사용되는 초기 재료 및 제어 파라미터에 의

해 매우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 후, 종래의 기술에 비해, 그 응용 영역에서 상당히 뛰어난 특성을 가진 도핑된 재료들

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유리 재료를 도핑하기 위해, 예를 들면, 다공성의 광섬유, 섬유 블랭크, 평면 도파로, 또는 상기 방법을 만드

는데 사용되는 다른 유리 재료 또는 블랭크와 같은 상기한 방법의 응용 영역과 관련된다. 도펀트층은 그 후 원하는 증착층

이 다공성 유리 재료의 모든 표면 위에 형성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재료의 모든 표면, 즉 간극의 안에도 증

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도핑된 유리 재료는 생성된다.

도펀트는 에르븀, 이테르븀, 네오디뮴 및 세륨과 같은 희토류 금속을 포함하는 물질, 보륨과 알루미늄과 같은 보륨계 물질,

게르마늄, 주석 및 실리콘과 같은 탄소계 물질, 인과 같은 질화계 물질, 불소와 같은 불소계 물질, 및/또는 은, 및/또는 다공

성 유리 재료를 도핑하는데 적합한 다른 물질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물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리 블랭크와 같은 도핑될 다공성 유리 재료는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OVD (Outside Vapour

Deposition), VAD (Vapour Axial Deposition), MCVD (Modifi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PCVD (Plasma

Activat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DND (Direct Nanoparticle Deposition) 및 졸-겔 방법 또는 다른 유사한 방

법과 같은 종래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방법들에 의해, 예를 들면 단지 기재로 증착된 도핑되지 않은 다공성 유

리 재료는 저장되고, 그 후 본 발명에 따른 필요한 도핑이 되며, 그 후에 예를 들면 광 섬유로, 종래의 단계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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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유리 재료가 만들어질 때, 다공성 유리 재료가 다공성 유리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에

작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용기는 도펀트가 부착할 수 있는 OH기, OR기(알콕시화물 기), SH기,

NH1-4기, 및/또는 종래의 도펀트에 반응하는 다른 작용기들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응용에서, 작용기들은 도펀트층의 증착

동안에 도펀트가 반응하는 수산기이다.

다공성 유리 재료의 표면상에서 작용기의 수를 제어함으로써, 다공성 유리 재료의 표면 상의 도펀트의 양을 제어할 수 있

다.

수산기는 수소가 존재하는 유리 재료 내에 형성되고, 여기서 Si-H와 Si-OH 기가 형성된다. 수산기와 같은 작용기는 특히

고온에서 유리 재료를 수소, 수소 및/또는 수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가스 및/또는 액체로 유리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다공성

유리 재료의 표면상에 첨가될 수 있다. 작용기들은 또한 예를 들면, 전자기적인 조사(radiation) 또는 γ선으로 유리 재료를

처리하고, 그 후 및/또는 그 전에, 수소, 특히 수소 및/또는 수소화합물을 포함하는 기체 및/또는 액체 물질로 처리함으로써

더해질 수 있다. 조사된 영역은 또한 다른 유사한 물질로 다공성 유리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상

에 작용기를 형성하도록 처리될 수 있다.

다공성 유리 재료를 ALD 방법으로 도핑하면, 예를 들면 수산기와 같은 작용기들은 도펀트가 작용기과 반응하기 때문에,

유리 블랭크와 같은 다공성 유리 재료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필요하다면, 도핑된 다공성 유리 재료는 잔존할 수 있

는 작용기들과 다른 도펀트들을 제거함으로써 도핑 후에 세정 될 수 있다. 이것의 예는 광 섬유 블랭크로부터 OH 함유량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OH기에 의한 물 피크(water peak)에 의해 야기된 신호 감쇠를 경감시킨다.

하나의 응용에서, 다공성 유리 재료는 석영 유리, 즉 이산화규소(SiO2)이다. 유리 재료는 또한 B2O3, GeO2, 및 P4O10과 같

은 다른 유리 형성 산화물이 될 수 있다. 다공성 재료는 또한 인(phosphor)유리, 불화유리, 황화유리 및/또는 다른 종래의

유리 재료가 될 수 있다.

한 응용예에서, 다공성 유리 재료는 게르마늄, 인, 불소, 보륨, 주석, 티탄, 및/또는 어떠한 유사 물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

의 물질로 일부 또는 전체가 도핑된다.

다공성 유리 재료의 요구되는 특정 표면 영역은 다공성 재료가 만들어질 때, 입자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제공된다. 증착되

는 질량/부피 흐름은 예를 들면 1부터 100 g/min와 같이 높을 때, 유리 입자는 수집면에 달라붙기 전에 예를 들면 서브미

크론 또는 마이크론 사이즈와 같이 커진다. 입자들간의 간극은 그 후 마이크로미터의 크기 범위에 있다. 질량/부피 흐름이

더 작아지면, 1부터 100nm 크기의 입자들은 수집 표면에 증착될 수 있고, 그들 사이의 간극의 크기는 더욱 작아진다. 입자

크기는 또한 다공성 유리 재료의 증착 동안에 처리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제어될 수 있다. 하나

의 응용예에서, 다공성 유리 재료의 특정 표면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1 m2/g,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m2/g, 이고 가장 바

람직하게는 > 100 m2/g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다공성 유리 재료가 증착될 때, 그것은 광 도파로와 같이 원하는 최종 제품을 얻기 위해 종래의 단계들로

더욱 처리될 수 있다. 유리 재료가 도핑된 후에, 그것은 고체, 비-다공성 유리 재료로 소결될 수 있고, 이는 도펀트가 유리

재료로 용해된다. 고체로 소결된 유리 재료는 더욱 처리되어, 예를 들면 광 섬유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전의 방법은 본 발명의 도핑된 도파로, 광 섬유 및 섬유 블랭크, 또는 이들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유리재료, 또는 택일적

으로 도핑된 어느 유리 재료를 생성한다.

하나의 도핑 응용예에서, 도핑된 광 섬유를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MCVD 방법을 본질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응용예의 방법은 또한 현존하는 MCVD 장치를 향상시키도록 응용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MCVD방법을 이용하는 광 섬유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재료를 원하는 도펀트로 도핑하는 것은 알려진 방법에 비해 균일한 품질과 보다 나은 재현성을 가지고 매우

정확하게 행해진다. 본 응용예에 의하면, ALD 방법으로 도핑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층을 증착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유리 재료층은 ALD 방법에서 적어도 빈 유리

블랭크의 일부가 반응기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채 내에서 유리 튜브와 같은 빈 유리 블랭

크의 내부면 상에 MCVD방법으로 증착된다. 즉, 이 응용에서, 도펀트 증착층이 빈 유리 블랭크가 ALD 방법에서 반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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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ALD방법으로 유리 블랭크의 표면 또는 그 일부의 표면위에 증착된 후에 적어도 하나의 다

공성 유리 재료층이 빈 유리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MCVD방법으로 제공된다. MCVD 방법의 단계들 및 ALD 방법의 단계

들 모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장치에서 수행되나, 예를 들면 수정된 MCVD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몇가지 알려진 택일적인 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 다공성 유리

재료는 광 섬유 또는 필요한 다른 최종 물품의 생산에서의 사용을 위한 저장을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으

로, 다공성 유리 재료를 원하는 도펀트로 도핑하는 것은 알려진 방법에 비해 균일한 품질과 보다 나은 재현성을 가지고 매

우 정확하게 행해진다. 본 발명은 또한 다공성 유리 재료를 증착하는데 사용되는 ALD 방법으로, 도펀트는 정확하게 원하

는 양이 증착될 수 있고, 도펀트층의 두께는 제어된 방식으로, 하나의 유리 재료로부터 다른 것까지 일부의 원자층의 정도

로 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본 발명은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Sn 증착을 허용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정확하고 조정가능한 방법이 재료의 손실 없이 다공성 유리 재료를 정확하게 원하는 유형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재료를 도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 증착층을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

에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하는 단계 및 그 후 도펀트층의 원래 구조를 도핑된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얻도록 변경되

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팅된 재료를 도펀트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찍이, ALD 방법은 활성면(예를 들면, 효소) 및 박막(예를 들면, EL 디스플레이)을 생산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 방법들

에서, 막은 재료의 표면상에 증착되고, 원하는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 기재된다. 이 방법에서, 도펀트는 재료의 표면상에 증

착된 막의 필수적인 표면의 화학적 특성 또는 필수적인 물리적 특성을 재료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재료의 표면

상에 준비된 박막 또는 막 결합물의 구조는 변경되고/거나, 그 이후의 처리동안 적어도 일부가 파괴되며, 여기서 그 구성요

소들은 기재와 함께 새로운 화합물 재료를 형성한다. 그 이후의 처리동안 도핑된 이 재료의 특성은 확산(diffusion), 혼합

(mixing), 또는 도펀트/물질의 반응에 의해 변화한다. 도핑된 재료의 변한 특성은 예를 들면 굴절률, 흡수력, 전기적 및/또

는 열적 전도성, 색상, 또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내구성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한 OH기와 같은 원치 않는 합성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 처리동안, 도펀트는 재료와 함께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매우 균질한 도핑된 재료가 생성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

에서는, 도펀트가 그 다음 처리동안 도핑될 재료와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용해되거나 혼합된다. 도핑될 재료 내의 도핑은

완전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확산으로 도핑은 1부터 10μm와 같이, 기재 및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상의 광 전도체의 적절

한 깊이까지 달성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다음의 처리동안, 도펀트는 도핑된 재료의 중간체(intermediate) 상 구조의 일부

로 남는다. 소망하는 도펀트층은 그 후 도핑될 입자류 재료의 표면상에 증착되고, 그 후 처리동안, 입자류 재료는 균일한

구조로 소결되며, 여기서 입자류 구조는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입자들간에는 구속하는 중간체 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증

착된 도펀트층으로 형성된다. 상기 중간체 상은 또한 ALD방법을 통해 재료에 반드시 도입되는 것은 아닌 소결체와 관련된

다른 보조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ALD 방법에 의해 증착된 막은 또한 소결의 첨가제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도펀트는 다음의 처리 동안 도핑될 재료와 반응하여, 생성된 구조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화합물

을 형성한다. 그러나, 도핑될 재료는 복합물 재료 또는 그 화학적 조성이 전체적으로 균질하지 않은 복합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처리동안 ALD방법으로 증착된 도펀트는 도핑될 재료의 다른 지점에서 반응하여 다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LD방법으로 증착된 첨가제는 복합물 상을 형성하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 물질은 전체 첨

가제를 받지 않지만, 조성의 일부는 다른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후의 처리는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 조사 또는 가열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리는 예를 들면, 재료를 소결 또는 융해 및

재결정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입자들 또는 다공성 재료는 고체 구조가 된다. 그러나, 가열 처리에서, 재료는

반드시 융해될 필요가 없으며, 도펀트층이 이것과 도핑되고/거나 반응하는 금속 또는 다른 물질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핑

되거나 확산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의 유형의 일례는 땜납 조인트(joint),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 표면

상의 기능적인 그룹으로서의 분리 등과 같이 하나의 재료를 다른 재료에 부착할 때, 플루다이저(fluidizer) 또는 중간체 물

질로서 도펀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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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으로, 또한 재료 표면의 특정 부분상에 도펀트층을 증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 도펀트층이 재료

의 소정의 지점에서만 형성된다. 소정의 도핑된 패턴/영역은 예를 들면, 재료를 소정의 패턴/영역으로 조사하고, 상기 재료

를 작용기가 형성되거나 미리 처리된 패턴/영역으로부터 제거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재료 상에 형

성될 수 있다. 이 처리 후에, 도펀트층은 ALD 방법으로 증착될 수 있고, 얻어진 생산물은 그 후 재료의 원하는 특성을 얻도

록 처리될 수 있다.

충분한 도핑량을 얻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으로 ALD 전체 주기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ALD 전체 주기

대신, 제1 초기 재료만이 공급되고, 그 후 세정이 행해진다. 제2 초기 재료의 공급 및 그 여분의 세정은 끝내진다. 이것은

제1 순환(round)동안, 도펀트를 함유한 충분한 화합물이 작용기들에 결합되고, 이 경우 다음 순환에서 새로운 작용기를 형

성하고 새로운 층을 증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응용에서, 도핑동안 발생하는 확산이 예를 들면 산화물보다 이온

으로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익하다. 또한, 중간체 상을 형성할 때, 다른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선택을 제공할 수 있

다. 처리 시간이 또한 경감되고, 이는 가스 확산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다공성 재료에 대해 특히 중요하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도핑될 재료는 다공성 또는 입자류 재료이고, 그것의 특정 영역은 1 m2/g보다 크고, 바람직하게

는 10m2/g보다 크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m2/g보다 크다. 도핑될 재료는 또한 균일한 고체 또는 비결정질

(amorphous) 재료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핑될 재료는 캐리어의 표면 상에 있다. 이 경우, 도핑 될 재

료는 원자층 증착방법으로 캐리어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으로 데려올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도핑될 재료는 예를 들면, 유리, 세라믹, 중합체, 금속 또는 이들로 만들어진 복합물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의 재료는 도펀트가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반응기들은 바람직하게는 이하의 그룹들에서 선택

된다.: -OH, -OR, -SH, 및/또는 -NH1-4, 여기서 R은 탄화수소이다. 본 발명에 따른방법의 실시예에서, 작용기는 조사에

의해 재료를 처리 또는 표면이 재료의 표면상에 활성기를 형성하는 수소와 같은 적절한 가스 또는 액체와 반응하도록 함으

로써, 도핑될 재료의 표면에 가해진다. 이온화 조사 또는 비이온화 조사를 생성하는 소스(source)는 조사에 사용될 수 있

다. 조사에 더해, 표면의 지점의 개수는 예를 들면 열처리 및 수소 처리와 같은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도핑될

재료의 표면상의 불순물의 총량은 그 후 도핑될 재료의 작용기의 수를 제어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도펀트는 첨가제, 보조 물질, 필러(filler), 착색 물질 또는 도핑된 재료의 다른 첨가제가 될 수 있다. 도

펀트는 특히 열, 빛 또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인 보조 물질, 강화 물질, 가소제(plasticizer), 안료 또는 소결 첨가제가 될 수

있다.

본 방법에서, 초기 재료는 한번에 하나씩 매트릭스 재료의 표면에 데려온다. ALD방법에서, 초기 재료 펄스(pulse) 후에,

하나의 초기재료의 반응 제품의 화학흡착된 단일층이 재료의 표면상에 남는다. 이 층은 그 다음 초기 재료와 반응하여, 원

하는 도펀트의 특정 부분의 단일층을 형성한다. 초기 재료가 고동(pulse)한 후에, 매트릭스 재료는 바람직하게 불활성 가

스로 세정된다. 도펀트층의 두께는 필요한 만큼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정확하게 제어된다. 이에 따라, 도펀트의 합성은 서

로에 대해 다른 초기 재료의 펄스의 수를 변경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예를 들면 광 섬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이 유리 블랭크를 도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의

예는 SiO2 매트릭스에 알루미늄으로 섬유를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에르븀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유리 블랭크는

ALD 처리 전에 고체로 소결되지 않은 다공성의 유리 파우더로 만들어진다. 이 후에, 약 100 nm 의 유리 파우더 입자보다

작은 것으로 만들어진 이 프레폼은 ALD 방법으로 화합물 입자인 박막의 표면 상에 제1 증착에 의해 하나 이상의 도펀트가

도핑된다. 그 후의 단계는 소결로, 매우 균일하게 분포된 도펀트들이 초기 재료와 확산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고전압 레이저에 사용되는 섬유 구조체 내에 이트륨 산화물을 도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코어 도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형성된 박막은 파괴되고, 그 조성은 기재와 함께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 혼합 재료의 일반적인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들은 기재와 도펀트 막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ALD방법은 표면의 화학적 성질을 제어하

거나 또는 물리적 막을 형성하는 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균형이 맞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가 그것으로 형성되는 완전

히 새로운 방법에 이용된다. 이 방법은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과 같은 유리 재료가 아닌 다른 물질에도 또한 이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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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방법으로, 유리 블랭크의 클래딩은 예를 들면, ALD방법을 이용하여 제어된 방법으로 불소로 도핑될 수 있다. 이것

은 예를 들면, 클래딩이 코어보다 굴절률이 반드시 작아야만 할 때 필요하다.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행

해질 수 있으나, 그것은 ALD 방법으로 높은 함유량과 재료를 줄여주는 제어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소

합성물 SiF4 또는 SiCl3F는 그 후 산소 화합물 및/또는 염소 화합물과 택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법은 도핑 또는 격리에 의해 실리콘 웨이퍼 상에 광학 채널, 광학적 및 전기적 능동 및 수동 구조 및 다른 대응

되는 응용물을 만들 때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도펀트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고, 그것은 원소 또는 화합물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펀트는 에르븀, 이테르븀, 네오디뮴 또는 세륨과 같은 희토류 금속, 보륨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보륨 그룹의 물질, 게르

마늄, 주석 및 실리콘과 같은 탄소 그룹의 물질, 인과 같은 질소 그룹의 물질, 불소와 같은 불소 그룹의 물질, 또는, 은, 또는

도핑 재료에 적합한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으로 도핑될 재료는 유리, 세라믹, 중합체, 금속 또는 그것들의 복합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처리가능한 세라믹은 예를 들면 Al2O3, Al2O3 SiC 단결정, Al2O3-ZrO2, Al2TiO5, AlN, B4C, BaTiO3,

BN, CaF2, CaO, 포스테라이트(posterite), 유리 세라믹, HfB2, HfC, HfO2, 수산화인회선(hydroxylapatite), 근청석

(cordierite), LAS (Li/Al 규산염), MgO, 멀라이트 (mullite), NbC, Pb 지르콘산염/티탄산염, 자기(porcelain), Si3N4, 사

이알론 (sialon), SiC, SiO2, 스피넬(spinel), 스테아타이트(steatite), TaN, 공예 유리, TiB2, TiC, TiO2, ThO2, 및 ZrO2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세라믹들도 될 수 있다.본 발명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상 안정화 물질로 작용하는 이트륨(Y)을 이

산화지르코늄(ZrO2) 내에, 또는 소결을 위한 보조 물질 및 그 후에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알루미늄(Al2O3)을 질화실리콘

(Si3N4) 내에 도핑할 수 있고, 여기서 산화알루미늄은 소결을 위한 보조물질로서, 이후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세라믹에 기

초한 실리콘 질화물은 구조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재료 그룹을 형성한다. 여기서, 몇개의 양호한 특성들이 성공적으로 결

합하고, 그 때문에 재료는 요구되는 응용에 사용될 수 있다. 고온-압력하에 형성된 Si3N4는 세라믹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열 왜곡 점의 하나를 가진다. 그것의 열 팽창은 작고, 열 전도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동시에 높은 열 충격(thermal

shock) 및 높은 부하를 가지고 응용물에 적합하게 그것들을 만든다. 사이알론은 각 재료의 많은 좋은 특성들을 결합한

Si3N4 및 Al2O3 혼합물로 만들어진 부가 그룹이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이 특성들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중합체들의 예는 단백질, 다당류 및 고무와 같은 천연 중합체, 열가소성 및 열 경화성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 중합체, 및 합

성 및 천연 엘라스트로머 (elastomer)들이 있다. 종래의 중합체 합성물에서, 필러들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 레벨로

분포된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필러 분포를 나노미터 수준까지 할 수 있고, 여기서 중합체의 기계적 및 다른 특성들의 상

당한 향상이 가능하다. 나노필러들로 도핑된 중합체를 생산하는 것은 몇개의 다른 응용에 대해 신규한 나노 합성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속은 Al, Be, Zr, Sn, Fe, Cr, Ni, Nb, 및 Co와 같은 금속, 또는 그들의 합금이 될 수 있다. 도핑은 금속에 원하는 특징을

부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금속의 구조는 수정 격자이고, 금속의 온도가 녹는점에 도달하면, 격자 구조는 파괴된

다. 도펀트는 금속 격자 내의 기재의 원자를 치환하거나, 또는 원자들 사이의 간극에 정착될 수 있다. 동일한 크기의 원자

들을 서로 치환하고, 작은 원자는 중간체 위치에 정착한다. 많은 합금들의 특성은 열 처리로 향상될 수 있으며, 낮은 도펀

트 함유량이라도 마이크로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도펀트는 금속의 표면상에 매우 균질하게

도핑될 수 있고, 그 후 예를 들면 열로 처리하는 동안, 도펀트는 금속의 마이크로구조와 섞일 수 있다. 합금은 3개의 방법으

로 형성될 수 있다.: a) 합금 원자가 치환 용해를 형성하면서 수정 격자 내의 "정상(normal)" 위치에 정착한다, b) 합금 원

자가 격자간 용해를 형성하면서 격자간 위치에서 정착한다, 또는 c) 합금 원자의 크기가 기본 원자에 비해 달라서, 아무런

치환이나 격자간 용해를 형성하지 않고, 그들 내에서 기본 금속과 합금을 가지고 새로운 상, 즉 미립이 합금 내에서 형성된

다. 금속을 도핑하는 본 발명에 따른방법의 사용의 예는 알루미늄 매트릭스에 산화알루미늄(Al2O3) 을 도핑하는 것이다.

도핑될 재료는 또한 3-BeO-Al2O3-6-SiO2, ZrSiO4, Ca3Al2Si3O12, Al2(OH)2SiO4, and NaMgB3Si6O27(OH)4와 같은 실

리콘 또는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금속이 될 수 있다.

도핑될 금속은 또한 SiO2, B2O3, GeO2, 및 P4O10과 같은 종래의 유리 형성 산화물로 만들어진 유리 재료가 될 수 있다. 도

핑될 유리 재료는 예를 들면 인 유리, 불화유리, 황화유리, 기타 등등과 같이 이전에 도핑된 재료일 수 있다. 유리 재료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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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마늄, 인, 불소, 보륨, 주석, 티탄 및 또는 유사 물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로 도핑될 수 있다. 유리 재료의 예는

K-Ba-Al-인산염, Ca-메타인산염(metaphosphate), 1-PbO-1 ,3-P2O5, 1-PbO-1 ,5-SiO2, 0,8-K2O-0,2-CaO-

2,75-SiO2, Li2O-3-B2O3, Na2O-2- B2O3, K2O-2-B2O3, Rb2O-2-B2O3, 결정유리, 소다 유리 및 붕규산염 유리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준비된 재료는 또한 제3 생성물 또는 재료가 만들어질 때 중간체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의 예는

ALD 방법으로 도핑될 수 있는 클래딩과 결합하기 전에 ALD 도핑으로 코어 블랭크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른 예는 파우더

화된 입자를 도핑하고, 그 후 그들과 매트릭스 재료의 혼합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유리 블랭크의 코어와 클래딩, 광전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구조, 초경합금(hard metal), 표면도핑

또는 복합물 재료를 만들 때 이용될 수 있다.

상기한 바에 따라, 본 발명은 도핑된 유리 재료와 같은 도핑된 재료에 관한 것으로, 상기한 방법의 다른 특징에 따라 준비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재료를 도핑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장치는 원자층 증착법(ALD방법)으로 도핑될 재료의 표면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 상에 적어도 하나의 도펀트 증착층을 제공하기 위한 ALD 방법용 수단을 포함한다. 장치는 또

한 도펀트층의 원래의 구조를 변경하여 도핑된 재료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도펀트로 도핑된 재료를 처리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장치는 또한 ALD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블랭크 및/또는 그 일부 또는 부분들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증착층의 증착 전에, MCVD 방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MCVD 방법수단은 빈 유리 블랭크의 적어도 일

부가 ALD 방법의 반응기로서 작용하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치 내에서 유리튜브와 같은 빈 유리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유리 재료층을 증착하도록 사용된다.

방법은 또한 그 다음 처리 단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재료를 보다 쉽게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의 예는 침전물

제거(sludge casting)이고, 침전물 제거에 적절한(침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공간배치 안정화(steric stabilization)와 같은)

좋은 처리 방법 및 표면 화학적 재료가 산화알루미늄을 위해 수년동안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질화 규소를 처리하는 것

이 필요할 때, 적절한 물질 및 공식 파라미터가 이를 위해 발견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요구되는 작업이다. 얇은 산화알루

미늄층이 질화규소 상에 증착되면, 그 표면은 산화 알루미늄과 같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공식들 및 표면-활성 물질

은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산화 알루미늄은 또한 소결을 위해 소망의 보조 물질이고, 그 양 및 분포는 동일한 처리

단계 내에서 제어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다른 가능한 요구되는 보조 물질은 또한 표면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것

과 그 기재 사이에 첨가될 수 있다.

방법은 유리병을 내부에서 착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ALD 방법의 표면 제어 증착은 병(또는 유사한 형상)의 내

부면 상에 보조 물지을 도핑하는데 이용된다. 방법에서, 적절한 유리-염색 화합물이 병 안에 증착된다. 그 후, 온도를 높임

으로써 그것은 내부면의 구조로 확산된다. 결과는 유리 표면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색상 및 유사한 깊은 광택이다. 이것

은 예를 들면 향수병을 만들거나 또는 제품의 눈에 띄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 1: ALD방법으로 Al2O3/Er2O3로 도핑된 유리 블랭크를 만들기

본 발명의 목적, 즉 다공성 유리 재료를 도핑하는데 ALD 방법의 사용은 광 섬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다공성 유리 블랭크

의 표면상에 Al2O3/Er2O3층을 증착함으로써 연구되었다.

다공성 유리 블랭크는 공지의 졸-겔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유리 블랭크는 또한 다공성 유리 블랭크 제작을 위한 다

른 기존의 방법을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다공성 유리 블랭크는 SiO2 블랭크이다.

다공성 유리 블랭크를 졸-겔 방법으로 만들 때, 유리 블랭크는 200 ppm(중량당)보다 큰 수산기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ALD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수산기의 수는 조사 후에 유리 블랭크를 수소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증가된다. 처리 후에, 수산

기의 수는 1000 ppm이다.

유리 블랭크가 만들어진 후에, Al2O3/Er2O3층은 ALD 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 상에 증착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초기 재료들이 Al2O3를 위한 초기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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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X3, 여기서 X는 F, Cl, Br, 또는 I,

X3Al, 즉 유기금속 화합물, 여기서, X는 H, CH3, CH3CH2, (CH3)2CH2 등.

AlX3, 여기서, X는 에톡시드(etoxide), 이소프로팍사이드(isopropoxide), 2,2,6, 6-테트라메틸헵타네디온

(tetramethylheptanedione), 아세틸아세토네이트 (acetylacetonate) 또는 N, N-디알킬라세타미데네이트

(dialkylacetamidenate)와 같은 산소 또는 질소로부터 배위결합된 리간드이다.

또한, 리간드가 상기한 것들의 결합(combination)인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초기 재료는 에르븀에 대한 초기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ErX3, 여기서 X는 F, Cl, Br, I, 또는 질산염,

Er(X)3 또는 Er(X)3Z, 여기서 X는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 이상과 배위결합된 리간드이다.: 2,2,6,6-테트라메틸록타네디

온(tetramethyloctanedione), 2,2,6,6 -테트라메틸헵타네디온(tetramethylheptanedione), 아세틸라세토네이트

(acetylacetonate), 기타 등등 및, Z 는 예를 들면 테트라글림(tetraglyme), 피리딘(pyridine)-N-옥사이드(oxide), 2,2'-

비피리딜(bipyridyl), 또는 1 ,10-페난트롤린(phenantroline),또는 유사한 중성 리간드,

X3Er 또는 X3ErZ, 여기서 Z는 C5Z5 (Z = H 또는 R)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유사한 η1-, η5-, 또는 η8-배위결합된 리간

드, 및 Z 는 중성 리간드,

ErX3, 여기서 X는 예를 들면, 알킬시릴라미도(alkylsilylamido) 또는 N,N-디알킬아세타미데네이트

(dialkyacetamidenate)인 질소를 통해 배위결합한 리간드.

증착에서, 알루미늄과 에르븀 초기 재료를 위한 제2 초기 재료로서, 물, 과산화수소, 산소, 오존 및 다양한 금속 알콕시드들

과 같이 산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초기 재료로서 (CH3)3Al 및 Er(thd)3(thd=C11H20O2)를 이용한다. 물과 오존이 초기 산소 재료로서 사용된다.

300℃의 온도가 증착에 사용된다. 증착 설정은 Er(thd)3/O3 및 (CH3)3Al/H2O간의 펄스비를 1:0 및 0:1 사이에서 변경함

으로써 행해진다.

ALD 방법에 의한 증착은 두 단계를 포함한다. 첫번째는, Al2O3층이 (CH3)3Al 및 H2O을 초기 재료로서 이용함으로써 유

리 블랭크의 표면상에 증착되고, 그 후 Er2O3층이 초기 재료로서 Er(thd)3 and O3를 이용함으로써 유리 블랭크의 표면 상

에 증착된다. 주기는 충분한 두께의 층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ALD 방법은 Al2O3/Er2O3로 도핑된 다공성 유리 블랭크를 만드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도핑될 물질들간의

비율 뿐만 아니라 보통의 Er 블랭크에 필요한 양은 낮은 주기의 수에 의해 ALD 방법에 제공된다. 이 방법은 처리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다.

또한, Al2O3도핑은 굴절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래에 이용되는 값비싼 GeO2 도핑을 대신하여 굴절률을 높이는 데 이용되

는 것이 알려져있다.

도핑 후에, 확산력이 간극들과 유리 블랭크의 표면의 집중비를 균일하게 하고, 동시에 균일하게 Al2O3- 및 Er2O3-로 도핑

된 다공성 블랭크를 형성하는 동안, 남아있는 OH 그룹들은 제거되고, 다공성 유리 블랭크는 밀봉된다.

이 후에, 산화실리콘 클래딩이 블랭크 주위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블랭크와 클래딩은 소결된다. 결과는 섬유로부터 이

끌어낸 빈 섬유 블랭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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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MCVD와 ALD 방법으로 Al2O3/Er2O3-로 도핑된 유리 블랭크 만들기

유리 재료를 도핑하는데 있어 본 발명의 ALD/MCVD 방법의 이용은 ALD와 MCVD 방법의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되

었다. 연구에서, Al2O3/Er2O3층은 다공성 코어 부분이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증착될 때의 단계에서 광섬유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블랭크의 내부면 상에 도핑된다.

유리 블랭크는 이미 알려진 MCVD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방법에서, 합성의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 튜브는 튜브

가 회전되는 유리 선반(旋盤)에 고정된다. 사염화규소(Silicontetrachloride) SiCl4, 포스포록시클로라이드(

phosphoroxychloride) POCL3, 및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silicontetrafluoride) SiF4 는 가스 챔버로부터 회전 연결부

재를 통해 튜브 내로 도입된다. 튜브는 석영 유리 버너(burner)로부터의 수소-산소 불꽃으로 가열된다. 수소-산소 불꽃에

의해 생성된 뜨거운 지점에서, 원재료는 반응하여 불소 및 인으로 도핑된 석영 유리 입자를 형성한다. 열 영동

(thermophoresis) 때문에, 이 입자들은 튜브의 내부면 상에서 가스 흐름 방향을 따라 흘러가서 그 위에 부착된다. 수소-산

소 버너가 또한 흐름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뜨거운 불꽃은 부착된 입자를 투명한 유리층으로 소결한다. 이 후에, 버너

는 재빨리 석영 유리 튜브의 회전 연결부재의 끝단으로 되돌아가고, 제2 유리층이 충분한 수의 유리층이 완성된 섬유의 클

래딩 영역을 형성하도록 증착될 때까지 증착, 등이 된다.

튜브 내에서 발생한 반응에 의해 생성된 유해한 가스들은 매연(soot) 박스를 통해 가스 집진기(scrubber)로 이르게 된다.

이 다음에, 튜브에 들어가는 가스 글로(glow)는 사염화규소 SiCl4만이 튜브 내로 이르게 되도록 변경된다. 수소-산소버너

로의 버너 가스의 흐름은 산화규소 유리 입자의 형성이 계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뜨거운 부분의 온도가 감소되도록 경감

되지만, 유리 튜브는 다공성 유리층을 소결시키는데 충분하게는 가열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는 예를 들면 수소-산소 버너를 빠르게 움직혀서, 튜브가 소결에 필요한 온도까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

명하다. 실험 동안, 재료의 공급속도(feed rate)과 버너의 이동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증착되느 다공성층의 입자 크기, 결과

적으로 입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다공성 유리 재료를 이후의 ALD 증착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음이

예기치않게 발견되었다. 충분한 다공성 유리층이 증착되어, 충분한 양의 물질이 광 섬유의 코어를 위해 얻어진다.

효과적인 ALD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수산기들이 유리 블랭크를 조사함으로써 다공성 블랭크에 첨가되고, 방사 후에 그것

을 수소로 처리한다. 처리 후에, 수산기의 수는 1000ppm이다.

다공성 층을 만든 후에, Al2O3/Er2O3층이 ALD 방법으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표면상에 증착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

공성 층이 증착된 내부면 상에서 석영 유리 튜브가 ALD 처리에 필요한 반응기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법은,

다공성 블랭크 유리 처리 선반으로부터 떼어낼 필요가 없고, 도펀트에 매우 민감한 유리 블랭크가 처리 동안 깨끗하게 남

아있다.

ALD 증착을 위해, 플로우(flow) 시스템으로부터 MCVD 가스의 흐름은 중단되고, ALD 증착을 위해, 가스들은 플로우 시

스템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본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는이 플로우 시스템이 분리되거나 결합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MCVD 증착에서 이용되는 수소-산소 버너는 튜브의 근처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하여 가열 오븐이 튜브의 내부 온도를

약 300℃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튜브 주위에 배치될 수 있다.

밀봉 부재는 ALD 증착에 필요한 마이너스 압력이 빨아들여짐을 통해 석영 유리 튜브의 가스 집진기측에 실장된다.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 매연 박스는 형상으로 도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초기 재료들이 Al2O3를 위한 초기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

AlCl3/H2O (100부터 660℃),

AlCl3/Al(OEt)3 또는 Al(OPr)3(300, 400℃),

AlCl3, Al(OEt)3, Al(OPr)3/다양한 알코올 (300부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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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2AlCl/H2O (125부터 500℃),

(CH3)3Al/H2O (80부터 600℃),

(CH3)3Al/H2O2 (실온부터 450℃),

(CH3CH2)3Al/H2O (600부터 750℃),

(CH3)3Al/Al(OPr)3(300℃),

(CH3)2(C2H5)N :AlH3/O2 플라즈마(100부터 125℃).

예를 들면, 다음의 초기 재료들이 에르븀을 위한 초기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ErX3, 여기서 X는 F, Cl, Br, L 또는 질산염,

Er(X)3 또는 Er(X)3Z, 여기서 X는 예를 들면, 다음의 것 중 하나와 산호를 통해 배위결합된 리간드: 2,3,6,6,-테트라메틸

렉타네디온(tetramethylectanedion), 2,2,6,6-테트라메틸헵타네디온(tetramethylheptanedion), 또는 아세틸아세토네이

트(acetyl acetonate), 및 Z는 예를 들면 테트라그글림(tetraglyme), 피리딘 (pyridine)-N-옥사이드, 2,2'-바이피리딜

(bipyridyl), 또는 1 ,10-페나트롤린 (phenantroline), 또는 유사한 중성 리간드,

X3Er 또는 X3ErZ, 여기서 X는 C5Z5 (Z = H or R),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유사한 η1-, η5-, 또는 η8-배위결합된 리간드, 및

Z는 중성 리간드,

ErX3, 여기서 X는 질화물을 통해 예를 들면 알킬실리라미노 또는 N,N-디알킬라세타미드네이트(dialkylacetamidenate)

와 배위결합된 리간드.

이 테스트에서, (CH3)3Al 및 Er(thd)3(thd=C11H20O2)가 초기 재료로서 사용된다. 산소 초기 재료는 물과 오존이다.

300℃의 온도가 증착에 사용된다. 증착 설정은 Er(thd)3/O3 및 (CH3)3Al/H2O간의 펄스사이의 펄스비를 1:0 부터 0:1 사

이에서 변경함으로써 행해진다.

ALD방법으로 도핑하는 것은 2단계를 포함한다. 첫째로, Al2O3 층이 (CH3)3Al 및 H2O를 초기 재료로서 이용하여 유리 블

랭크의 표면상에 증착되고, 그 다음 Er2)3층이 Er(thd)3 및 O3를 초기 재료로서 이용하여 유리 블랭크의 표면에 증착된다.

이 주기는 충분한 두께의 층이 얻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ALD 방법은 Al2O3/Er2O3-로 도핑된 다공성 유리 블랭크의 생산에 효율적인 방법임이 발견되었다. 전형적인 Er 블랭크에

요구되는 양 및 도핑된 재료들의 비율은 낮은 주기 수를 이용하여 ALD방법으로 얻어진다. 이 방법에서, 처리 시간과 비용

은 적다.

또한, Al2O3도핑은 종래에 이용되는 값비싼 GeO2도핑 대신에 굴절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ALD 도핑 후에, 장치는 그것의 원래 설정으로 돌아가고, 잔존하는 OH기들은 염소 처리에 의해 제거되며, 이 후 다공성 유

리층들은 투명한 유리층으로 소결된다.

끝으로, 블랭크와 클래딩은 붕괴되고, 즉 튜브 블랭크는 튜브가 붕괴될 때까지 가열된다. 결과는 깨끗한 블랭크가 섬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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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는, 본 발명의 기본 아이디어가 많은 다른 방법들로 실행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 및 그 실시예는 상기 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항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예 3: 예 2의 ALD 증착

본 발명의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행해진 이 실험에서, ALD 방법으로 특별한 섬유 블랭크, 특별한 예비적 성형품이 알루

미늄과 에르븀으로 도핑된다. 이 실험에서, (1*Er(O3 + 1*A/H2O)주기의 10순환이 첨부된 처리값으로 실행되고, 이후의

결과값이 얻어진다.

초기 프레폼:

간극률: 58%

매연층의 두께 29um

온도 300℃

펄스 시간 TMA+물+ER(thd3)+O3 모두 5분

대응하는 세정 시간 5분

압력 2 mbar

얻어진 농축도 Er/(Er+Al+Si)=0.038 (mol/mol) Er/Al = 1.28.

이 테스트에서 얻어진 특별한 섬유 블랭크의 농도는 응용에 충분한 것 이상이며, 따라서 보다 작은 펄스의 수로도 정확한

도핑을 실행한다. 예는 다공성 재료를 위한 처리 작업을 나타내고, 그것은 낮은 주기수에서도 충분한 도핑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처리는 또한 이전에 사용된 주입(impregnation)방법에 비해 매우 빠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사용되는 초기 재료 및 기재에 따라, 도핑이 아닌 다른 재료 변경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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