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1/20

(45) 공고일자   1999년12월01일

(11) 등록번호   10-0232886

(24) 등록일자   1999년09월09일
(21) 출원번호 10-1996-0056895 (65) 공개번호 특1998-0038049
(22) 출원일자 1996년11월23일 (43) 공개일자 1998년08월05일

(73) 특허권자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김영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발명자 이상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1동 17-20 101호

박상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거평아파트 1-511
(74) 대리인 이정훈, 이권희

심사관 :    남승희

(54) SOI 웨이퍼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에스.오.아이.(Silicon On Insulator, 이하에서 SOI라 함) 웨이퍼 제조방법에 있어서, 열산화
막이 형성된 제1웨이퍼와 산소이온 및 수소이온 주입영역이 형성된 제2웨이퍼를 접합시키고 열처리한 다
음,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단면으로 분리하고 별도의 열처리공정으로 상기 제1웨이퍼의 화합적 결
합을 강화시키며 상기 제2웨이퍼의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산화막으로 형성한 다음, 상기 제1웨이퍼와 제2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화시킴으로써 제1, 2 SOI 웨이퍼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두개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두개의 SOI 웨이퍼를 제조할 수 있으며 공정을 단순화시켜 SOI 소자 제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e)도는 종래기술에 따른 SOI 웨이퍼의 제조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제2(a)도 내지 제2(d)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SOI 웨이퍼의 제조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OI 웨이퍼의 제조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31,51 : 제1웨이퍼                      13,53 : 열산화막

15,35,55 : 제2웨이퍼                       17,39,57 : 수소이온 주입영역

19,41 : 산소이온 주입영역                  20 : 제1SOI 웨이퍼

23 : 제2SOI 웨이퍼                           33 : 제1열산화막

37 : 제2열산화막                              59 : SOI 웨이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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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SOI 웨이퍼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두개의 웨이퍼로 두개의 SOI 웨이퍼를 형성함으로써 
SOI 소자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생산성 및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SOI 웨이퍼는 반도체기판위에 절연 역활을 하는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실제사용되는 반도체
기판 예를들어 단결정 실리콘층을 형성하고,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의 상부에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으로 소자의 분리 기술이 용이하고,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여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벌크(bulk) 모스전계효과 트랜지스터(metal oxide semiconduct field effect transistor, 이
하 MOSFET라 함)는 게이트, 소오스, 드레인, 반도체기판의 4-터미널(terminal) 구조인데 비하여, SOI 구
조의 MOSFET는 반도체기판에 대한 콘택 및 관련배선에 대한 연결이 필요없기 때문에 게이트, 소오스, 드
레인의 3-터미널 구조를 가져 칩(chip)의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CMOS를 구현하는 데 있어 웰을 형성하지 않으며, 각각의 MOSFET활성영역이 서로 절연되어 있기 때
문에 래치-업(latch up)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얇은 실리콘박막에 제작되는 SOI 웨이퍼는 소오스/드레인 접합이 필름 두께 전체에 형성되므로, 
소오스/드레인의 면 접합 용량(area junction capacitance)이 거의 없고, 페리미터(perimeter)에 의한 접
합용량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SOI 소자는 벌크 MOSFET에 비해 기속, 저전력 특성을 갖는다.

그 밖에도, 상기 SOI 웨이퍼는 전체적인 아이.씨, 칩(IC chip)의 회로적 요소와 CMOS 회로의 래치-업 사
이에서 발생되는 캐패시터 커플링(capacitive coupling)을 감소시키며, 칩 크기 감소 및 패킹밀도 증가로 
전체적인 회로의 동작속도를 증가시키고 기생 캐패시턴스와 칩 크기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상기 SOI 웨이퍼는 핫일렉트론(Hot electron) 효과감소, 숏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 감소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상기 SOI 웨이퍼는 두 웨이퍼를 붙인 후 하나의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비.이(Bond ＆ Etch, 이하
에서 BE라 함)법과, 반도체기판 상부에 산소 임플란트(oxygen implanted)후 열처리에 의해 베리드 산화막
(buried oxide)과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사이목스(Separation By IMplated Oxygen, 이하에서 SIMOX라 함)
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컷(smart cut)방법을 사용한다.

제1(a)도 내지 제1(e)도는 종래기술에 따른 SOI웨이퍼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스마트 컷 방법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제1웨이퍼(51)과 제2웨이퍼(55)를 준비하고, 상기 제1웨이퍼(51) 상부에 열산화막(53)을 소정두께 
형성한다. (제1(a)도)

그 다음에, 상기 제1웨이퍼(51)에 수소이온을 주입하여 상기 열산화막(53)보다 깊게 수소이온 주입영역
(57)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이온주입공정은 이온주입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10keV∼2MeV로 하고, 도우즈(dose)는 1x10
16∼

10
17
/㎠로 하여 실시한 것이다. (제1(b)도)

그 다음에, 상기 제1웨이퍼(51)을 상기 제2웨이퍼(55)인 베어 웨이퍼(bare wafer)에 접합시킨다. 이때, 
상기 제1웨이퍼(51)의 상부에 형성된 열산화막(53)이 상기 제2웨이퍼(55)의 상부면과 접합되도록 한다. 
(제1(c)도)

그리고, 상기 제1웨이퍼(51)와 제2웨이퍼(55)가 접합된 상태로 400∼600℃정도의 온도에서 열처리하고,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57)이 형성된 부분을 절단하여 상기 제2웨이퍼(55)로 형성된 하나의 SOI 웨이퍼
(59)와 상기 제1웨이퍼(51)로 형성되는 베어 웨이퍼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SOI 웨이퍼(59)는 상기 제2웨이퍼(55) 상부에 열산화막(53)이 형성되고 그 상부에 상기 제1웨
이퍼(51)의 절단된 부분이 접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제1(d)도)

그 다음에, 상기 SOI 웨이퍼(59)를 900℃ 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을 강화시켜 주고, 
CMP 장비를 이용한 터치 폴리싱(touch polishing)을 거쳐 표면 거칠기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후속공정으로 
소자 제조가 용이한 SOI 웨이퍼를 형성하였다. (제1(e)도)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은, 수소이온을 열산화막이 키워진 웨이퍼 상부
에  주입하고  베어  웨이퍼와  접합  열처리하면  수소이온이  된  면이  분리되어  한장의  SOI  웨이퍼가 
생기는데, 이렇게 발생된 SOI 웨이퍼는 표면거칠기가 좋지않아 표면거칠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폴리싱공
정을 실시하고, 분리된 다른 한장의 웨이퍼는 베어 웨이퍼로서 다시 SOI 웨이퍼 제조공정에 재사용한다.

이로인하여, 종래보다 제조공정을 단순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베어 웨이퍼를 재사용하여 SOI 웨이퍼를 형성하여야 하고 SOI 의 대량생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종래의 스마트 컷 방법을 이용하여 두개의 베어 
웨이퍼로 두개의 SOI 웨이퍼를 형성함으로써 SOI 웨이퍼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SOI 웨이퍼의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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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은, 두개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SOI 웨
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웨이퍼 상부에 열산화막을 소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웨이퍼에 산소이온을 이온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웨이퍼에 수소이온을 
이온주입하여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되,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보다 얕게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웨이퍼에 상기 제2웨이퍼를 접합시키되, 상기 제2웨이퍼의 상측을 상기 제1웨이퍼의 열산화막 상부로 
접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접합된 웨이퍼를 열처리하는 공정과,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단면으로 하
여 상기 제1,2웨이퍼를 분리함으로써 제1 SOI 웨이퍼와 산소이온 주입영역이 형성된 하나의 베어 웨이퍼
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SOI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공정과, 상기 베어 웨
이퍼를 열처리하여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산화시킴으로써 산화막을 형성하여 제2SOI 웨이퍼를 형성하
는 공정과, 상기 두개의 SOI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1특징으로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발명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은, 두개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SOI 웨이
퍼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웨이퍼 상부에 제1열산화막을 소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2웨이퍼 상부에 제2열산화막을 소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웨이퍼에 산소이온과 수소이온을 순차
적으로 이온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과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웨이퍼에 
상기 제2웨이퍼를 접합시키되, 상기 제2웨이퍼의 상측을 상기 제1웨이퍼의 상측에 접합시키는 공정과, 상
기 접합된 웨이퍼를 열처리하는 공정과,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단면으로 하여 상기 제1,2웨이퍼를 
분리함으로써 제1SOI 웨이퍼와 산소이온 주입영역이 형성된 하나의 베어 웨이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SOI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공정과, 상기 베어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상기 산
소이온 주입영역을 산화시킴으로써 산화막을 형성하여 제2SOI  웨이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두개의 
SOI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것을 제2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2(a)도 내지 제2(d)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베어 웨이퍼인 제1웨이퍼(11)와 제2웨이퍼(15)를 준비하고, 상기 제1웨이퍼(11)의 표면을 열산화시
켜 열산화막(13)을 소정두께 형성한다. (제2(a)도)

이때, 상기 열산화막(13)은 온도를 900∼1100℃정도의 온도에서 30∼60분 동안 열공정을 실시하여 500∼
10,000Å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그 다음에, 베어 웨이퍼인 제2웨이퍼(15)에 산소이온을 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19)을 형성하고, 상
기 산소이온 주입영역(19)보다 얕게 수소이온을 이온주입하여 수소이온 주입영역(17)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19)은 웨이퍼의 두께에 따라 10keV∼2MeV로 하고, 도우즈는 1x10
12
/㎠∼

1x10
16
/㎠정도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17)은  이온주입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10keV∼2MeV로  하고,  도우즈는 

1x10
16
∼10

17
/㎠정도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한다. (제2(b)도)

그 다음에, 상기 제2웨이퍼(15)의 수소이온 주입영역(17)이 상기 제1웨이퍼(11)의 상부에 형성된 열산화
막(13) 상부에 접합되도록 제1웨이퍼(11)와 제2웨이퍼(15)을 접합시킨다.

그리고, 400∼600℃정도의 온도에서 열처리한다. (제2(c)도)

그 다음에,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17)을 절단하여 제1SOI 웨이퍼(20)로 형성된 제1웨이퍼(11)와 베어 
웨이퍼인 제2웨이퍼(15)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2웨이퍼(15)는 산소가 주입된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기 제1SOI 웨이퍼(20)는 900∼1200℃정도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상기 제2웨이퍼(15)는 1200∼3000℃정도 온도의 질소 또는 산소가스 분위기 하에서 
30∼100분 동안 열처리하여 상기 제2웨이퍼(15) 내부에 형성된 산소이온 주입영역(19)의 산소를 산화시킴
으로써 산화막(21)을 형성하여 SIMOX 와 같은 방법의 제2SOI 웨이퍼(23)를 형성한다. (제2(d)도)

그리고, 상기 제1,2SOI 웨이퍼(20,23)의 표면거칠기를 완화시켜 SOI 웨이퍼를 완성한다.

이때, 상기 제1,2SOI 웨이퍼(20,23)의 표면거칠기는 화학기계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하
에서 CMP라 함) 방법으로 완화시키되, 테이블 속도를 15∼40rpm, 폴리싱 헤드의 빽 압력(back pressure 
of polishing head)을 0∼2psi, 웨이퍼를 눌러주는 폴리싱 헤드의 압력을 0∼9psi로 하여 실시하고, 슬러
리는 KOH계 또는 NH4OH계를 사용한다. (제2(d)도)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베어 웨이퍼인 제1웨이퍼(31)와 제2웨이퍼(35)를 준비하고, 상기 제1웨이퍼(31)와 제2웨이퍼(35)의 
표면을 각각 열산화시켜 제1열산화막(33)과 제2열산화막(37)을 소정두께 형성한다.

이때, 상기 제1,2열산화막(33,37)은 온도를 900∼1100℃정도의 온도에서 30∼60분 동안 열공정을 실시하
여 500∼10,000Å정도의 두께로 각각 형성한다.

그 다음에, 상기 제2웨이퍼(35)에 산소이온과 수소이온을 각각 이온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41)과 수
소이온 주입영역(39)을 각각 형성한다.

이때,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41)은 웨이퍼의 두께에 따라 10keV∼2MeV로 하고, 도우즈는 1x10
12
/㎠∼

1x10
16
/㎠정도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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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39)은  이온주입에너지를  용도에  따라  10keV∼2MeV로  하고,  도우즈는 

1x10
16
∼10

17
/㎠정도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한다. (제3(a)도)

그 다음에, 상기 제2열산화막(37)이 형성된 제2웨이퍼(35)를 제1열산화막(33)이 형성된 제1웨이퍼(31)에 
접합시키되, 상기 제1열산화막(33) 상부에 제2열산화막(37)이 접합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400∼600℃정도의 온도에서 열처리한다. (제3(b)도)

그리고,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제2(d)도와 같은 공정을 실시하여 두개의 SOI 웨이퍼를 형성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SOI 웨이퍼 제조방법은, 하나의 웨이퍼 열산화막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의 웨이퍼에 산소이온 주입영역과 수소 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한 다음, 상기 두개의 웨이퍼를 접
합시키고 열처리한 다음,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단면으로 하여 분리하고 상기 다른 하나의 웨이퍼
를 열산화시켜 두개의 SOI 웨이퍼를 형성함으로써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SOI 웨이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개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웨이퍼 상부에 열산화막을 소
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웨이퍼에 산소이온을 이온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제2웨이퍼에 수소이온을 이온주입하여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되,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
보다 얕게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웨이퍼에 상기 제2웨이퍼를 접합시키되, 상기 제2웨이퍼의 상측을 
상기 제1웨이퍼의 열산화막 상부로 접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접합된 웨이퍼를 열처리하는 공정과,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단면으로 하여 상기 제1,2웨이퍼를 분리함으로써 제1 SOI 웨이퍼와 산소이온 주입
영역이 형성된 하나의 베어 웨이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SOI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공정과, 상기 베어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산화시킴으로써 산화막을 
형성하여 제2SOI 웨이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두개의 SOI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
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막은 온도를 900∼1100℃정도의 온도에서 30∼60분 동안 열처리하여 형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막은 500∼10,000Å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은 10keV∼2MeV정도의 이온주입에너지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 SOI 웨이퍼 형성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은 1x10
16
∼10

17
/㎠정도의 도우즈량으로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형성방법.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은 10keV∼2MeV 정도의 이온주입에너지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 SOI 웨이퍼 형성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은 1x10
12
/㎠∼1x10

16
/㎠정도의 도우즈량으로 형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접합된 웨이퍼의 열처리공정은 400∼600℃정도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 SOI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SOI 웨이퍼의 열처리공정은 900∼1200℃정도의 온도에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SOI 웨이퍼는 1200∼3000℃정도 온도의 질소 또는 산소가스 분위기 하에서 
30∼100분 동안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7-4

1019960056895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공정은 CMP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
퍼 제조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공정은 테이블 속도를 15∼40rpm, 폴리싱 헤드의 빽 압력
을 0∼2psi, 웨이퍼를 눌러주는 폴리싱 헤드의 압력을 0∼9psi로 하고, KOH계 또는 NH4OH계의 슬러리를 사

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13 

두개의 웨이퍼를 이용하여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웨이퍼 상부에 제1열산화막을 
소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웨이퍼 상부에 제2열산화막을 소정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웨
이퍼에 산소이온과 수소이온을 순차적으로 이온주입하여 산소이온 주입영역과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1웨이퍼에 상기 제2웨이퍼를 접합시키되, 상기 제2웨이퍼의 상측을 상기 제1웨이
퍼의 상측에 접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접합된 웨이퍼를 열처리하는 공정과,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을 절
단면으로 하여 상기 제1,2웨이퍼를 분리함으로써 제1 SOI 웨이퍼와 산소이온 주입영역이 형성된 하나의 
베어 웨이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SOI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공정과, 상
기 베어 웨이퍼를 열처리하여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을 산화시킴으로써 산화막을 형성하여 제2SOI 웨이
퍼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두개의 SOI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
법.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막은 온도를 900∼1100℃정도의 온도에서 30∼60분 동안 열처리하여 500
∼10,000Å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은 1x10
16∼

10
17
/㎠정도의 도우즈량을 10keV∼2MeV정도의 이온

주입에너지로 이온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형성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산소이온 주입영역은 1x10
12
/㎠∼1x10

16
/㎠정도의 도우즈량을 10keV∼2MeV정도의 

이온주입에너지로 이온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형성방법.

청구항 17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접합된 웨이퍼의 열처리공정은 400∼600℃정도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제1SOI 웨이퍼의 열처리공정은 900∼1200℃정도의 온도에 실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19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제2SOI 웨이퍼는 1200∼3000℃정도 온도의 질소 또는 산소가스 분위기 하에서 
30∼100분 동안 열처리공정을 실시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청구항 20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공정은 테이블 속도를 15∼40rpm, 폴리싱 헤드의 빽 압력을 0∼2psi, 웨
이퍼를 눌러주는 폴리싱 헤드의 압력을 0∼9psi로 하고, KOH계 또는 NH4OH계의 슬러리를 사용하는 CMP 공

정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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