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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요약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웨이퍼를 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의 블록도.

제2a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시스템에  의해  얇아지기  전의  양호한  웨이퍼를  도시하는 단면
도.

제2b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시스템에 의해 얇아진 다음의 양호한 웨이퍼를 도시한 단면도.

제3도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수단,14 : 웨이퍼,

16 : 두께 프로필 데이타 변환수단,18 : 위치 맵,

20 : 시스템 제어기,22 : 물질 제거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정의  프로필에  따라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어된  방식으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
서,  다음의  설명은  이  시스템의  특정한  응용예인  반도체  구조물의  한  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다만 
이 반도체 응용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반도체  소자는  확산법,  에피택셜  층  성장법,  이온  주입법  또는  이러한  기법들의  조합에  의해 
고저항 반도체 물질 층, 일반적으로 실리콘 층 내에 주로 제조된다.

상기  일반적인  구조는  수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양호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몇가지  결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고저항 실리콘의 작지만 소정의 전도성에 의하여 전하 손실 경로
(charge  leakage  path)가  발생하고,  이에  의하여  달성  가능한  회로가  제한된다.  즉,  수백  볼트의 전
위  하에서  동작하는  소자는  단지  수  볼트에서  동작하는  소자와  동일한  소자  칩  상에  제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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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한, 상기 전하 누설 경로는 소자 밀도와 비트 저장 수명 면에서 달성 가능한 회로를 제한한다.

능동  소자층(active  device  layer)  근방의  벌크  실리콘  웨이퍼(bulk  silicon  wafer는)는 방사선
(radiation)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즉,  메모리  소자에서,  강한  방사선에  대한  노출에  의하여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기 얇은 능동 소자층이 입사 방사선을 대부분 투과시키는 반면,  상기 
능동  소자층보다  훨씬  두꺼운  하부  웨이퍼(underlying  wafer)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을  흡수한다. 상
기 입사 방사선에 대한 높은 흡수에 의하여 전기 캐리어가 발생하고,  상기 캐리어가 상기 능동 소자
층으로 이동하여 논리 에러 및/도는 메모리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하여,  벌크 실리콘이 아닌,  절연체에 의해 지지되는 매우 얇은 반도체 층 내에 상기 능동 소
자층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은 본 기술분야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일반적으로 SOI(silicon-on-insulator)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SOI에  대한  연구는  실리콘-온-사파이어(silicon-on-sapphire)기판내에  회로를  생성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상기  프로세스는  웨이퍼  표면에  대응하는  결정  방향이  실리콘과 가
장  가능한  격자  정합(the  best  possible  lattice  match)을  표시하도록  방향  설정된  단결정  사파이어 
웨이퍼로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단결정 실리콘 막이 상기 표면 상에 에피택셜 성장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사파이어와  실리콘  사이에  상당한  격자  부정합(lattice 
mismatch)이  남는다.  따라서,  이러한  소자는  비교적  높은  결합  밀도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실리콘 온사파이어 기판은 표준 실리콘 웨이퍼에 비해 파괴되기 쉽고 상당히 고가이다.

따라서,  실리콘  막을  실리콘  웨이퍼  상에  생성시키고,  그  사이에  실리콘  이산화물  층  또는  실리콘 
질화물층과 같은 절연물 층을 배치하는 시도가 행해졌다.

상기 방법 중 초기에 시도된 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ZMR(zone-melt recrystallization)이라고 
부른다.  상기  기법에서는  다결정  실리콘  막이  열적으로  산화된  실리콘  웨이퍼  표면  상에  증착된 다
음,  상기  실리콘  막의  재결정을  감소시키도록  상기  실리콘  막과  웨이퍼를  국부적으로  가열한다. 이
에  의한  최종  막은  단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그레인(grains)으로  구성된다.  실리콘과  절연체  사이의 
많은 격차 부정합으로 인해,  상기 최종 막은 전형적인 고품질 벌크 실리콘보다 상당히 높은 결함 밀
도와 불규칙적인 표면을 가지므로 불량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SOI  분야에서의  최근  개발된  방법은  SIMOX(separation  by  implanted  oxygen)이다.  이  기법에서는, 
산소  이온을  웨이퍼  표면  아래로  3000Å  내지  4000Å  사이의  영역에  주입함으로써  벌크  실리콘 웨이
퍼 내에 매입 산화물 층(buried  oxide  layer)을  형성한다.  이에 의하여 산화물 상에 얇은 실리콘 층
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상기 얇은 실리콘 층은 물리적·전기적으로 상기 벌크 웨이퍼와 분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웨이퍼는  불순물  레벨이  높아  소자  성능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벌크  실리콘보다 
훨신  더  불순물  레벨이  높다.  또한,  상기  매입  산화물  층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응결물을  함유하여, 
고품질  열적  실리콘  이산화물  층보다  더  낮은  파괴  전압(breakdown  voltage)  레벨을  야기한다. 
또한,  완성된  SIMOX웨이퍼의  비용은  종래의  벌크  웨이퍼보다  약  100배나  비싸고  절연체  웨이퍼  상에 
접합된 실리콘보다도 약 10배나 비싸다.

가장  최근에,  SOI  웨이퍼는  2개의  표준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전형적으로,  한 
표준  웨이퍼는  열적으로  산화되어  양  표면  상에  약  1μm의  실리콘  이산화물  층을  제공한다.  그 
다음,  상기  산화된  웨이퍼는  나머지  표준  실리콘  웨이퍼의  폴리싱된(polished)  표면에  접합된다. 그
후  접합된  조립체는  비접합  표면에  가해진  일련의  기계적  그라인딩  및  화학·기계적  폴리싱  단계에 
의해  얇아진다.  박막화  공정은  현재  필수적으로  표준  기계적  그라인딩  및  폴리싱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단계에서는  물질이  웨이퍼의  모든  표면  지점으로부터  동시에  제거되고,  즉  전체  웨이퍼의 연마
성  제거(abrasive  removal)가  최소한  웨이퍼  자체  만한  크기의  폴리싱  기구로  행해진다.  상기 프로
세스는  소자가  형성될  수  있는  웨이퍼의  평탄한  상부면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부 웨치퍼
(base  wafer)의  배면과  그라인딩/폴리싱  랩(grinding/polishing  lap)  사이의  경계면을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상기 프로세스는 상기 기부 웨이퍼의 배면과 상기 랩이 초기에 매우 평탄하고,  그 경
계면이 미립자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

공교롭게,  이러한  웨이퍼는  표면  양단에  수  μm의  피크-대-골  비평판성을  나타낸다.  또한,  박막화 
과정  동안  미립자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전체  웨이퍼  그라인딩  및  폴리싱 프로
세스에서는,  폴리싱  기구가  폴리싱되는  웨이퍼  연부(edge)를  지날  때의  압력에  의한  기계적  폴리싱 
기구의  변형에  의해  연부  롤오프(edge-rolloff)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접합된  웨이퍼  상의 
절대적으로  평탄한  상부면의  생성은  하부  산화물  또는  웨이퍼  접합부에  소정의  두께  변화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실리콘  막  두께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전체  표면  그라인딩  및 폴리
싱 기법의 사용은 결과적인 박막화된 웨이퍼의 최종 두께 플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기술의 상술한 결점을 극복하는,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웨이퍼의  소정의  프로필에  따라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웨이퍼로
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에 의해 본 발명의 목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10;  제1도)는  웨이퍼(14)표면의  두께  프로필 데
이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12),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시스템  제어기(20)내에  저장된  체재 시
간  대  위치  맵(dwell  time  versus  position  map;  18)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16),  및  웨이퍼(14)가 
소정의  두께  프로필을  갖도록  맵(18)에  따라  웨이퍼(14)의  표면(24)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
단(22)를  포함한다.  여기에  사용된  웨이퍼라는  용어는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균질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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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웨이퍼 또는 기판 상의 박막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10)은  하나  이상의  웨이퍼(14)를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
(12)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26),  물질을  제거한  후  웨이퍼(14)의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하기 위
한  수단(28),  및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22)로부터  하나  이상의  웨이퍼(14)를  수송하기  위한 수
단(30)을 또한 포함한다.

이후로,  본  발명의  시스템(10)은  SOI  웨이퍼로  얇게  하기  위한  시스템(10)의  응용을  고려하여 기재
된다.  이러한  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에  단면으로  도시된  전형적인  웨이퍼(14)는  예를  들어 실리
콘  이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등과  같은  절연물  층(36)에  의해  실리콘  막(34)에  격리되어  부착된 시
리콘  지지  기판(32)를  포함한다.  접합된  실리콘  웨이퍼는  다수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  기판(32)의  표면(38  및  40),  절연체(36)의  표면(42  및  44)  및  실리콘 막
(34)의  하부면(46)은  평탄하지  않다.  실리콘  막(34)의  상부면(48)은  종래의  화학  기계적  폴리싱 기
법을  이용하였을때와  같이  평탄하게  보인다.  따라서,  제2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법만으
로 사용하여 얇아진 실리콘 막(34)는 명백히 그 두께 프로필이 균일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리콘  막(34)로부터  균일하지  않으나 일반적
으로  약  5μm  정도의  두께로  초기에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종래의  전체(gross)  기법이 사용
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실리콘  막(34)는  초기에  평균  두께가  약  200μm인  실리콘  웨이퍼이다.  일반적으로, 피
크-대-골  사이의  거리는  약  10μm  정도이지만  50μm정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래의  화학·기계적 
폴리싱  기법이  사용되어  너무  얇아서  사용될  수  없는  막  지점을  야기시키지  않고서  실리콘  막(34)의 
두께를 약 3μm 내지 5μm 사이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전형적인  웨이퍼(14)는  실리콘  막(34)의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하는  수단(12)에 
전달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수단(12)는  한  점씩  표면  각  점의  두께를  백색  광  간섭  패턴(white 
light  interference  pattern)으로부터  계산하는  간섭계이다.  한편,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
(12)는  타원계,  고주파 음파 장치 또는 전면 간섭계일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적용  분야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적용된다.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12)를  선택하기 위
한  일차적인  기준  중의  하나는  동작  파장(operatig  wavelength)이  막  또는  웨이퍼  물질의  투명도 범
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OI  웨이퍼의 경우,  백색 광 간섬 측정법은 다수의 점들
이 신속하게 측정되어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전하 결합
식  소자  배열에  응용하는  경우,  레이저  전달(laser  transmission)은  프리  스탠딩(free  standing) 실
리콘 막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소정의  경우에,  실리콘  막(34)의  두께  프로필은  실리콘  막(34)의  전체  상부면(48)에  걸쳐서 결정된
다.  이것은  두께  프로필  측정  장치와  웨이퍼(14)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간섭  측정  비임(interferometric  beam)이  웨이퍼(14)를  가로질러  래스터  주사(raster 

scanning)될 수 있고, 또는 웨이퍼(14)가 고정된 간섭 측정 장치에 대해 이동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  막(34)의  각  지점의  두께를  나타내는  초기  프로필  데이타가  변환  수단(16)에 
의해  처리되어  실리콘  막(34)의  전체  상부면(48)에  대한  체재  시간  대  위치  맵(18)을  생성한다. 제3
도와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물질  제거용  수단(22)는  제거될  실리콘  막(34)에서의 웨
이퍼 표면 두께 변화보다 작은 에칭 자국(etching footprint)을 갖는 플라즈마 에칭 퍽(puck)이다.

상기  변환  수단(16)으로의  입력  데이타는  최소한  3가지  요인,  즉  측정된  초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 
요구되는  최종  막  두께  프로필  데이타,  및  플라즈마  에칭  퍽의  공간  물질  제거율  패턴(spatial 
material  removal  rate  pattern)을  포함한다.  상기  공간  물질  제거율  패턴이  특정  막  물질에  대해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재  시간  대  위치  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물질에  대하여  경험에 
기초하여 측정을 행한다.  측정된 초기 막  두께 프로필 데이타와 요구되는 목표 막  두께 프로필은 실
리콘 막(34)로부터 제거될 물질 두께의 두께 에러 맵을 제공하다.  한 예로,  상기 두께 에러 맵은 요
구되는  최종  두께를  측정된  초기  두께에서  일일이  감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최종  막 
두께가 균일하도록 요구되는 특정 응용예에 있어서,  물질 두께 에러 맵은 초기 막  두께 프로필에 상
수를 감한 값이다.

소정의  막  두께  프로필은  측정된  초기  막  두께  프로필  데이타와  목표  막  프로필  데이타로부터 얻어
진  물질  두께  에러  맵으로  특정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변환  수단(16)은  적절한 
입력,  출력,  메모리 및 다른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산술 논리 장치와 균등일 수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시스템  제어기(20)은  기계  제어  연산(machine  control  operations)에 이
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컴퓨터 제어기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18)이  상기 두께 에러 맵으로부터 계산된다.  체재 시간 맵
은  상기  플라즈마  제거  퍽이  특정  목표  막  두께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막  표면(34)  상의  각각의 
특정 위치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체재 시간 맵의 계산은 플라즈마 에칭 퍽의 고간 물
질 제거율을 사용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체재 시간 맵은 막 두께 에러 맵 상에서 푸리에 디콘벌
루션  이론(Fourier  Deconvolution  Theorem)의  공지된  2차원의  신속한  푸리에  변환  구현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상기  체재  시간  맵은  시스템  제어기(20)에  의해  사용되어  장치의  변환  메커니즘에  명령 
셋을  발생시킨다.  상기  명령은  플라즈마  퍽의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18)을  실행하도록  소정의 
경로  내에서  실리콘  막(34)  상의  플라즈마  퍽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고,  이로써  목표  막  두께 
프로필을  제공한다.  제3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계  명령들은  실리콘  막(34)를  갖는 웨
이퍼가 플라즈마 퍽 아래로 이동되도록 제2도와 관련하여 후술되는 x-y단의 운동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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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제거하는  수단(22)는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보
조  화학적  에칭  챔버를  포함한다.  이러한  챔버의  기본  동작은  Optical  Figuring  by  Plasma  Assisted 
Chemical  Transport  and  Etching  Apparatus  Therefor.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1987년  5월  26일자로 찰
스  비.  자로윈(Charles  B.  Zarowi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668,366호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상기 특허의 원리 및 기법은 본 발명에 참조로 사용된다.

한  실시예에서,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물질  제거  수단(22)는  플라즈마  소오스(52)가  내부에 배
치되어  있는  진공실(50)을  포함한다.  진공실(50)은  한  실시예에서  테이블(56)상에  배치된  웨이퍼 지
지물(54)를  더  포함한다.  양호하게,  웨이퍼  지지물(54)의  온도는  고온  효과를  방지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상기  플라즈마  소오스(52)  및  테이블(56)은  이들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제어될  수  있도록 
배열된다.  제3도에  도시된  진공실(50)에서,  테이블(56)은  소오스(52)에  대하여  이동  수단(58)에 의
해  2개의  직교  방향,  즉  웨이퍼(14)의  x와  y평면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이러한  이동  수단(58)은  본 
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한  것  같다.  또한,  진공실(50)은 선정
된 진공이 이곳을 경우하여 진공실(50)내부에 설정될 수 있는 포트(59)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얇아질  웨이퍼(14)는  웨이퍼  지지물(54)상에  위치설정된다.  양호하게, 플
라즈마  소오스(52)는  높이  조정  수단(60)  및  경사  조정  수단(62)가  제공되지만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한  실시예에서,  높이  조정수단(60)은  플라즈마  소오스(52)와  웨이퍼(14)  사이의  거리를 제어
하기  위해  회전  될  수  있는  외부로  뚤어진  연장부(64)를  플라즈마  소오스(52)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 높이 조정 수단(60)은 진공실(50)의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벨로우즈(66)으로 둘러싸인다.

경사  조정  수단(62)는  플라즈마  소오스(52)의  연장부(64)에  부착된  브래킷(bracket;  72)의 플랜지
(flange;  70)을  통해  끼워진  다수의  제어  나사(68)을  포함한다.  플랜지(70)은  나사가  테이블(56)에 
대하여  플라즈마  소오스(52)를  기울어지게  하여  진공실(50)에  압력을  가하도록  진공실(50)  외부에 
배치된다.

양호하게,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소오스(52)는  리세스(recess;  76)이  테이블(54)에 
가까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플라즈마  격납  부재(74)를  포함한다.  상기  리세스(76)은  플라즈마 챔
버를  한정한다.  플라즈마  격납  부재(74)는  플라즈마용  공급  가스가  플라즈마  챔버에  제공될  수 있도
롤  플라즈마  가스유입  개구부(78)을  더  포함한다.  또한,  플라즈마  격납  부재(74)는  플라즈마  격납 
부재(74)  내부의  전극  쌍양단에  플라즈마  가스  배출을  설정하기  위해  RF  에너지  공급수단(80)을 포
함한다.

웨이퍼(14)를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12)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26)  및  웨이퍼(14)를  물질 
제거  수단(22)로부터  수송하기  위한  수단(30)은  1개  이상의  웨이퍼  홀더(80;  제1도)를  포함할  수 있
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웨이퍼  홀더(80)은  종래의  반도체  웨이퍼  카세트이고,  종래의  자동식 카세
트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달되어 제거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한  후  웨이퍼(14)의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
하는  수단(28)은  상기  수단(12)에  사용된  것과  형태와  동일한  형태이다.  요구에  따라,  동일한  측정 
장치가 물질제거 전·후에 웨이퍼(14)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시스템(10)은  물질  제거를  실행하기  위한  플라즈마의  사용이  유발하는  표면밑 손상
(subsurface  damage)이  무시할  정도이고  고유하게  자연평활(self-smoothing)되는  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제조시에  사용되는  후속  리소그래픽(lithographic)  공정이 향상된
다.  또한,  상기 무시할 정도의 표면밑 손상 및 자연 평활 조건은 상당한 물질 제거율에서 유지될 수 
있다. 사실, 수직 실리콘 제거율이 분당 50μ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공정들이 개발되어 왔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에 대해 설명되었지만,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본  발명의 원리 및 
정의를  벗어나지  않고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만 제한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하는 수
단,  상기  웨이퍼의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웨이퍼로부터  물질을 제
거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맵이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로부터  발생되고,  상기  물질  제거 수단
이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에 따라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이  전  표면  간섭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개  이상의  웨이퍼를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  결정  수단에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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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  제거  수단과  떨어져서  1개  이상의  웨이퍼를  수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이  상기  선정된  프로필을  갖고  있는  표면을  나타내도록 
상기  발생  수단이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선정된  프로필  데이타에서  감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  제거  수단이,  상기  웨이퍼를  수신하기  위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플라즈
마  화학  에칭  챔버,  플라즈마를  상기  챔버  내에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에  따라  상기  플라즈마의  체재  시간  및  위치를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청구항 8 

SOI  웨이퍼를  얇게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  상의  절연체  상에  배치된  실리콘  막의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실리콘  막의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을  발생시키는  수단  및 상
기  막으로  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맵이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로부터 발생
되고,  상기  물질  제거  수단이  상기  체재  시간대  위치  맵에  따라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체재  시간  대  위치  맵이  상기  선정된  프로필을  갖고  있는  표면을  나타내도록 
상기  발생  수단이  상기  두께  프로필  데이타를  선정된  프로필  데이타에서  감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막이  상기  절연체에  대해  균일한  두께로  얇아  지도록  상기  선정된 프
로필 데이타가 일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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