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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특성을 갖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은 단

결정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일면에 절연층이 형성된 제2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실리콘

층 상에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불순물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과 상기 제2 기판상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을 접촉하도록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제1 기판내의 상기

불순물 이온 주입영역을 벽개하는 단계; 및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상에 잔류하는 상기 실리콘층을 씨닝하여 스트

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결정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일면에 절연층이 형성된 제2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실리콘층 상에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불순물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과 상기 제2 기판상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을 접촉하도록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제1 기판내의 상기 불순물 이온 주입영역을 벽개하는 단계; 및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상에 잔류하는 상기 실리콘층을 씨닝하여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판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산화물층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 범위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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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형성하는 온도는 500 내지 900 ℃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이온은 수소이온이며, 30 KeV 이하의 저전압으로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에피택시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

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의 가장자리에서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을 수직방향의 하측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상측방향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가압하여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이온 주입영역을 벽개하는 단계에서, 열처리는 400℃ 이하의 저온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벽개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1차 수소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

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벽개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

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등록특허 10-0676827

- 3 -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습식 식각 단계 후에, 상기 식각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2차 수소 열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 식각하는 단계는, NH4OH, H2O2 및 H20의 혼합용액을 식각액으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두께는 10 내지 50 nm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제1항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판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산화물층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

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두께는 10 내지 50 nm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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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표면 거칠기는 0.1 내지 0.5 nm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과 접촉하는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은 그 접촉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두께까지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23.

청구항 제1항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상에 게이트절연층을 개재하여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게이트전극의 양 측벽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

자.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두께는 10 내지 50 nm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과 접촉하는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은 그 접촉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두께까지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은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까지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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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스트레인드 에스지오아이

(Strained SGOI; Silicon Germanium On Insulator) 웨이퍼의 제조방법,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웨이퍼 및 반도체 소자

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인 실리콘 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벌크 실리콘 기판에서의 접합분리(junction isolation)는 적당한 정

도의 도핑 수준과 디멘젼하에서 ±30 V 정도의 공급전압하에서 접합 파괴(junction breakdown)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전

압의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합분리는 감마선에 의해 pn접합에서 발생되는 과도 광전류(transient

photocurrent)에 기인하여 고방사능 환경하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pn접합 대신에 절연물로서 소자의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는 분리기술인 SOI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SOI 기판에서 제작되는 회로는 벌크 실리콘 기판내에 제작

되는 회로와 비교하여 제작과정 및 결과 구조가 단순하여 칩사이즈를 작게할 수 있으며, 칩사이즈의 감소와 더불어 기생

캐패시턴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회로의 동작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SOI 기술로서는, 사파이어상에 헤테로 에피택셜 실리콘층을 성장시키는 SOS(Silicon On Sapphire) 기술, 실리콘

기판내에 산소이온을 주입한 후 어닐링시켜 매몰된 실리콘산화층을 형성시키는 SIMOX(Separation by IMplaneted

OXygen)기술, 표면에 절연층이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웨이퍼와 다른 웨이퍼를 접착시킨 본딩 SOI(Bonding SOI) 기술등

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본딩 SOI 기술을 이용한 예로서, 소위 유니본드(UNIBOND)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위 "스마트-컷

(Smart-Cut)" 공정 기술이 잘 알려져 있다. 스마트-컷 공정 기술은 수소 이온을 본딩되는 웨이퍼중의 하나에 이온주입하

여 미세한 버블층을 형성한 후 열처리에 의해 이 버블층을 중심으로 웨이퍼를 벽개시키는 기술이다.

한편, III-V족 화합물 반도체 및 IV족 혼합물 Si-Ge에서 스트레인드층 헤테로구조를 갖는 광전자 소자 및 전자 소자에 현

저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종접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HBT), 공명 터널링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LED)와 같은

Si1-xGex/Si 스트레인드층 소자의 훌륭한 광전자적 성질과 고속이라는 성능은 에피택셜 성장 및 열 공정 동안에 구조적 완

전성의 유지 여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소자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종구조는 일반적으로 준안정적이며

(metastable), 고온에 노출되는 동안에 Si1-xGex/Si 계면에서 부적합 디스로케이션의 도입을 통하여 느슨(relax)해지려고

한다. (D.C. Houghton씨의 논문 "Strain relaxaion kinetics in Si1-xGex/Si heterostructures" (J. Appl. Phys. Vol.70,

No 4, 15 August 1991, pages 2136-2151) 참조).

도1 내지 도5는 전술한 스마트-컷 공정에 의해 스트레인드 에스지오아이(Strained Silicon Germanium On Insulator) 웨

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낸 공정단면도들이다.

도1을 참조하면, 실리콘기판(10)의 한 표면상에 그레이디드 실리콘저머늄층(graded SiGe, 12) 및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

(buffered SiGe, 14)이 형성된 제1 기판을 준비한다. 상기 그레이디드 실리콘저머늄층(12)은 약 1.0 내지 1.5 ㎛ 이하의

두께로 형성되며, 내부에 저머늄의 농도가 실리콘기판(10)의 표면과 접하는 부분에서 0 %로 시작하여 버퍼드 실리콘저머

늄층(14)과 접하는 부분에서 설정치, 예를 들어 10%, 20%, 30% 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버퍼드 실리콘

저머늄층(14)은 약 0.4 ㎛ 이하의 두께로 형성되며, 그 내부의 저머늄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공된다.

도2를 참조하면, 상기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수소이온을 주입하여 버퍼드 실리콘저너늄층(14)

내에 수소이온 주입영역(15)을 형성한다.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15)을 경계으로 상측으로 노출된 부분을 제1 버퍼드 실

리콘저머늄층(14a), 그레이드 실리콘저너늄층(12)과 접하는 부분을 제2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b)으로 구분한다.

도3을 참조하면, 실리콘기판(20)의 하나의 표면상에 실리콘옥사이드층(22)이 형성된 제2 기판을 준비한 후, 상기 제1 기

판의 제1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b)과 상기 제2 기판의 실리콘옥사이드층(22)이 접하도록 제1 기판과 제2 기판을 접합

시킨다.

도4를 참조하면,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수소이온 주입영역(15)을 벽개하여 제1 기판 및 제2 기판을 분리한다. 따라

서 상기 분리 공정에 의해 제2 기판은 실리콘옥사이드층(22) 상에 제1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이 잔류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76827

- 6 -



도5를 참조하면, 벽개된 상기 제1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벽개면을 평탄하게 한 후, 표면상에 스트레인드 실리콘

층(16)을 성장시켜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한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제조한다.

도6 내지 도8은 도5의 종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저머늄의 농도에 따른 버퍼드(buffered) 실리콘저머늄층(14a)

의 표면상태를 보여주는 AFM 사진들이다.

도6은 저머늄의 농도가 10%인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표면을 나타내는 AFM 사진이며, 쓰레딩 디스로케이션

(threading dislocation)이나 크로스해치 패턴(cross-hatch pattern)이 형성되지 않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

으나,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0.38 nm 정도가 된다.

도7은 저머늄의 농도가 20%인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표면을 나타내는 AFM 사진이며, 구멍처럼 보이는 위치에

쓰레딩 디스로케이션이 형성되며, 가로 및 세로 방향의 무늬를 갖는 크로스해치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 양호하지 않은 상태

를 보여주며,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4.1 nm 정도가 된다.

도8은 저머늄의 농도가 30%인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표면을 나타내는 AFM 사진이며, 역시 구멍처럼 보이는 위

치에 쓰레딩 디스로케이션이 형성되며, 크로스해치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 양호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며,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4.6 nm 정도가 된다.

도9는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제거 두께에 따른 쓰레딩 전위 밀도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의 제거 두께는 상온에서 세코(secco) 에칭을 통하여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

(14a)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된 두께를 나타내며, 실리콘저머늅층내에서 저머늄의 농도가 각기 10 %, 15% 및 20%인 경우

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도9를 참조하면, 저머늄의 농도가 10%인 경우에는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 내에 쓰레딩 전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

지만, 저머늄의 농도가 15% 및 20%인 경우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내에 쓰레딩 전위가 상당한 량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16)과 접촉하는 버퍼드 실리콘저

머늄층(14a) 내에 상당한 밀도의 쓰레딩 전위와 크로스-해치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그 위에

에피택셜법에 의해 성장되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16)도 매우 불량하게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제1 기판의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 내에 존재하는 쓰레딩 전위와 크로스-해치 패턴으로 인하여 제2 기

판과의 접합시 제1 기판의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14a)와 제2 기판의 실리콘옥사이드층(22)과의 접합이 양호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성장시키는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쓰레딩 전위 또는 크로스-해치 패턴 등의 결함이 없는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한 반도체 웨이

퍼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한 반도체 웨이퍼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웨이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은, 단

결정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일면에 절연층이 형성된 제2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실리콘

층 상에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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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이온 주입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과 상기 제2 기판상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을 접촉하도록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제1 기판내의 상기

불순물 이온 주입영역을 벽개하는 단계; 및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상에 잔류하는 상기 실리콘층을 씨닝하여 스트

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2 기판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산화물층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산화 공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범위내인 것이 바람직하

며, 상기 제1 기판에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형성하는 온도는 500 내지 900 ℃ 범위내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리

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은 에피택시법에 의해 성장하며,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는 스트레

인드 실리콘저머늄층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불순물 이온은 수소이온이며, 30 KeV 이하의 저전압으로 주입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을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의 가장자리에서 상기 제1 기판

과 상기 제2 기판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결합하는 것,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을 수직방향의 하측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상측방향으로 접촉면적을 증가

시키면서 가압하여 결합한다.

한편, 상기 불순물 이온 주입영역을 벽개하는 단계에서, 열처리는 400℃ 이하의 저온에서 수행하는 것이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써멀 버짖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벽개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1차 수소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벽개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습식 식각, 예를 들어 NH4OH, H2O2 및 H20의 혼합용액을 식각액으로 사용하

여 습식 식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습식 식각 단계 후에, 상기 식각된 실리콘층의 표면을 2차 수소 열처리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는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스트레인드 실리콘

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웨이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 웨이퍼에서, 상기 제2 기판에 형성된 상기 절연층은 실리콘산화물층이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기판

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이며,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

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범위내이며,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두께는 10 내지 50

nm 범위내이며,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표면 거칠기는 0,1 내지 0.5 nm 범위내이다. 한편,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

층과 접촉하는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은 그 접촉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두께까지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층일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전술한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스

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상에 게이트절연층을 개

재하여 형성된 게이트전극; 및 상기 게이트전극의 양 측벽에 대응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두께는 10 nm 내지 200 nm 범위내이며, 상기 제

1 기판에 형성된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내의 저머늄의 농도는 10 내지 40 원자% 범위내이며, 상기 스트레인드 실

리콘층의 두께는 10 내지 50 nm 범위내이며, 상기 스트레인드 실리콘층과 접촉하는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은 그

접촉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두께까지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층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소오스/드레인영역은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에 설명되는 실시예들은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되는 실시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서 제공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에 있어서, 어떤 층이나 영역들의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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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되어진 것으로, 도면상의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의 "상부"에 있다

고 기재된 경우, 상기 어떤 층이 상기 다른 층 또는 기판의 상부에 직접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되어

질 수도 있다.

도10 내지 도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내는 공정단면도들이

다.

도10을 참조하면, 제1 실리콘기판(50) 상에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이 형성된 제1 기판을 준비한다. 상기 제1 기판

은 결합 웨이퍼(bonding wafer) 혹은 소자 웨이퍼(device wafer)라고도 불린다. 상기 제1 실리콘기판(50)은 단결정 실리

콘 기판이며, 상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은 에피택셜 성장법에 의해 성장시킨다. 단결정 실리콘의 격자상수는

5.431Å이며, 실리콘저머늄의 격자상수는 5.646Å이기 때문에 실리콘과 실리콘저머늄과의 부정합(mismatch)는 약

4.1%가 된다. 따라서 제1 실리콘기판(50)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임계두께(critical thickness)까지는 실리콘과 실리콘저

머늄과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 영역이 되며, 임계두께 이상의 두께에서는 스트레인이 해소되어 평

행 격자상태인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 영역이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에서 저머늄의 농도를

다양하게 포함시켰으며, 예를 들어 저머늄의 농도가 약 20% 정도인 경우 스트레인드 실리콘저머늄 영역은 약 30 nm 전후

가 되며, 이러한 스트레인드 상태를 넘어 리랙스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적어도 이러한

임계두께 이상으로 성장시키며, 본 실시예에서는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의 두께는 약 200 nm 이하로 하였다.

도11을 참조하면, 제1 기판에 대하여 저전압의 불순물이온, 예를 들어 수소이온을 주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소이온의

주입에너지는 약 25 KeV 정도의 저전압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소 도즈량은 약 6 x 1016 cm-2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 아래의 소정 위치, 즉 제1 실리콘기판(50)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깊이에 투영비정

거리(Rp)를 갖는 수소이온 주입영역(54)가 형성되며, 이를 경계로 제1 실리콘기판(50)은 최종 웨이퍼에서 제거되는 제거

실리콘기판(50a) 및 잔류하는 잔류 실리콘기판(50b)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도11에서는 수소이온 주입영역(54)를 점선으로 표시하였지만, 수소이온 주입영역은 수소이온들이 일정한 폭을 갖고 분포

된 영역을 의미한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수소이온 주입에너지는 예시적인 것이며, 수소이온 주입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Rp 값도 증가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후속되는 열처리 공정에 의해 수소이온 주입영역이 벽개되는 경우 벽개된 표면

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Rms 값도 증가하게 된다.

도12를 참조하면, 제2 실리콘기판(60)한 표면에 적어도 절연층, 예를 들어 실리콘옥사이드층(62)이 형성된 제2 기판을 준

비한다. 제2 기판은 기준 웨이퍼 혹은 핸들링 웨이퍼(handling waf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기 절연층은 통상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산화 공정을 수행하여 제2 실리콘기판(60))의 표면에 산화막, 즉 실리콘옥사

이드층(62)을 형성한다. 실리콘옥사이드층(62)은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매몰 산화층(Buried Oxide Layer; BOX

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수십 내지 수천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서로 접촉하게 될 제1 기판의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의 표면과 제2 기판의 실리콘옥사이드층(62)의 표면을

SCI 등의 표준 세정액으로 세정하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한 후 이들 두 기판을 웨이퍼를 접착시킨다. 도12에서는 제1 기

판과 제2 기판이 상하에 위치하여 서로 수평식으로 접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수평식 이외에도 바람직하게는 제1

기판과 제2 기판이 수직 접착식으로 접착할 수도 있다.

접착 방식은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과 실리콘 옥사이드층(62)의 적어도 일부가 먼저 접촉되면서 그 접촉면적이 한

쪽 방향(수직 접착식에서는 수직 상방향)으로 증가하면서 접착되도록 한다. 이는 리랙스도 실리콘저머늄층(52)의 표면과

실리콘옥사이드층(62)의 표면이 모두 굴곡이 있다는 점과 실리콘기판(50, 60)이 탄성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압하면서 접착함으로써 접촉 표면이 평탄해지면서 이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수분등의 보이드 성분을 외측으로 밀어

내어 제거하면서 접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착면에서의 보이드가 현저히 감소되어 접착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실시예에서의 접착은 상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두 웨이퍼는 친수성(hydrophillic) 조건하에서 수소결

합에 의해 상호 접착될 수 있다.

도13을 참조하면, 저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수소이온 주입영역(54)을 벽개(cleavage)하여 제거 실리콘기판(50a)을 제

거하고, 잔류 실리콘기판(50b)을 제2 기판으로 이전시킨다. 본 실시예에서 벽개 열처리는 약 400℃ 정도의 온도 이하에서

적어도 약 1분 이상 수행한다. 벽개 과정은 열처리 동안에 수소이온 주입 영역내의 버블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충분한 블리

스터(blister)가 형성되고 이들이 전파되면서 플레이크(flake)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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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은 벽개를 위한 열처리 온도와 벽개면의 Rms 값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으며, 예를 들어 열처리

온도가 450℃인 경우 Rms값은 약 3.15 nm이며, 열처리 온도가 550℃인 경우 Rms값은 약 10.9 nm이며, 열처리 온도가

650℃인 경우 Rms값은 약 14.5 nm이며, 열처리 온도가 750℃인 경우 Rms값은 약 25.0 nm 이상이 되고, 또한, 열처리 온

도가 550℃에서 벽개면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고 열처리 온도의 증가와 함께 디스로케이션이 성장 및 응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벽개면에서의 디스로케이션은 후속되는 벽개면에 대한 습식 식각시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디

스로케이션의 발생과 벽개면에서의 Rms 값을 고려하여 벽개 공정시 열처리 온도는 45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출원의 발명자들은 벽개 공정시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의 아웃-디퓨젼이 활발히 일어나며, 따라서, 벽

개 공정시 충분한 블리스터의 발생과 플레이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수소이온 도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벽개 공정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 도즈량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Rms가 나빠지게 되지만,

저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수소이온의 아웃-디퓨전이 낮아 작은 수소이온 도즈량으로도 충분히 벽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도13 및 도14를 참조하면, 저온 열처리로 수소이온 주입영역(54)를 벽개한 후, 벽개된 잔류 실리콘기판(50b)을 소정의 두

께로 씨닝(thinning)한다. 이러한 씨닝의 결과 잔류 실리콘기판(50b)이 소정의 임계 두께 이하로 얇아지면서 잔류 실리콘

기판(50b)에 스트레인이 발생하여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이 형성된다. 즉, 제1 기판에서 실리콘기판(50)에 성장되는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에서 실리콘기판(50)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실리콘과 실리콘저머늄과의 격자상수의 부정합

으로 에피택셜 성장되는 실리콘저머늄층에 스트레인인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된 스트레인은 도13, 14에서와 같이 역으로

잔류 실리콘기판(50b)의 두께가 임계 두께 이하로 되면 잔류 실리콘기판에 스트레인을 유발시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50c)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씨닝 공정은 화학기계적 연마(CMP) 공정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본 실시예에서는 공정의 간소화와 표면 거

칠기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소 열처리와 습식 식각을 조합하여 수행하였다.

즉, 벽개면의 표면에 대하여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공정으로서, 수소 분위기하에서 열처리 온도는 1100 ℃ 이상에

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하였다. 수소 열처리에 따라 잔류 실리콘기판(50b)의 Rms 값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계속하여,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한 후 벽개된 잔류 실리콘기판(50b)의 표면에 대하여 습식 식각을 수행한다. 식각액은

NH4OH : H2O2 : H20 = 0.5 : 1 : 5인 식각액을 사용하였으며, 식각온도는 65 내지 100℃의 범위에서 수행하였으며, 식각

시간 및 식각두께는 원하는 최종적으로 소자형성영역이 될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의 두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발명의 식각액을 선택한 이유는 식각속도가 낮고 식각후 식각두께의 균일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얇은 스트레인드 실

리콘층(50c)을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습식 식각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 본 명세서에서 실리콘층의 두께에 따라 잔류 실리콘기판과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일부 혼용해서 사용한다)의 표면에 대하여 2차 수소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표면 거칠기를 매우 양호하게 한

다. 2차 열처리 공정은 전술한 1차 열처리 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도15 내지 도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의 제조과정에서 도13에서 실리콘기판(50)상에

성장되는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에 대한 저머늄의 SIMS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도15는 저머늄의 농도가 8 %(이하 at%)인 경우이며, 도16은 10 %인 경우이며, 도17은 14 %인 경우이며, 도18은 18 %인

경우를 나타낸다. 각 그래프로부터 저머늄의 농도는 두께에 따라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도19 내지 도2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리랙스드(relaxed) 실리콘저머늄층(52)의 표

면상태를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19는 저머늄의 농도가 8 %인 경우이며, 도20는 저머늄의 농도가 10 %인 경우이

며, 도21는 저머늄의 농도가 14 %인 경우이며, 도22는 저머늄의 농도가 18 %인 경우를 나타내며, 모든 경우 표면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즉, 도7 및 도8에서 나타난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버퍼드 실리콘층에서 나타나

던 쓰레딩 전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크로스-해치 패턴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23 내지 도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표면상태를 보여

주는 AFM 사진들이다. 도23은 저머늄의 농도가 8 %인 경우로서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0.15 nm를 나타내며, 도24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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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늄의 농도가 10 %인 경우로서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0.19 nm를 나타내며, 도25는 저머늄의 농도가 14 %인 경우로서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0.21 nm를 나타내며, 도26은 저머늄의 농도가 18 %인 경우로서 표면 거칠기인 rms값이 0.455

nm를 나타낸다. 즉, 도6 내지 도8에서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의 표면 거칠기에 비하여 본 발명의 모든 경우

표면 거칠기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도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도14 참조)에서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상에 스트레인

드 실리콘층(50c)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7에서 (a)는 실리콘 격자와 격자상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리콘의 격자상수는 5.431Å이며, (c)는 저머늄의 격자와 격자상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격자상수

는 5.646Å이며, (b)는 실리콘 격자에 저머늄이 포함된 격자와 그 격자상수를 나타내며, 실리콘과 실리콘저머늄과의 부정

합(mismatch)는 약 4.1%가 된다. (d)는 실리콘저머늄층상에 형성된 실리콘층이 실리콘저머늄층의 격자상수 보다 작기 때

문에 실리콘저머늄층과 실리콘층이 접하는 부분에서 인장 스트레인(tensile strain)이 X 및 Y 방향 모두 발생되는 것을 보

여준다. 즉 도14에서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임계 두께 까지 스트레인이 발생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도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의 형성을 위한 저머늄 농도

및 임계 두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용한 그래프이다. 본 그래프는 여러 온도에서 실리콘저머늄층상에 스트레인드 실리

콘층을 형성하기 위한 임계 두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술한 D.C. Houghton씨의 논문 "Strain relaxaion kinetics in

Si1-xGex/Si heterostructures" (J. Appl. Phys. Vol.70, No 4, 15 August 1991, pages 2136-2151)의 도13을 인용한 것

이다. 도13의 각 그래프(이론치 또는 실험치)에서 그래프를 경계로 우측 상단은 리랙스드 상태(relaxed state)를 나타내

며, 좌측 하단은 스트레인드 상태(strained state)를 나타낸다. 따라서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 상에 스트레인드 실

리콘층(50c)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저머늄층에서 저머늄의 농도(혹은 성장 온도도 고려)에 따라 실리콘층의 두께를

임계 두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도2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즉 도14에 대응하여

제2 실리콘기판(60)상에 실리콘옥사이드층(62)이 약 200 nm로 형성되며, 실리콘옥사이드층(62) 상에 리랙스드 실리콘저

머늄층(52)이 약 110 nm 로 형성되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 상에 스트레인드 실리콘층(50c)이 약 50 nm의 두께

로 형성된 것을 나타낸다. 도29로부터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52)에 쓰레딩 전위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위에

양호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도3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소자로서, 모스(MOS) 트랜지스터

의 일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즉, 본 발명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 대하여 소자분리영역(76), 예를 들어 트렌치 소

자분리영역을 형성한 후 게이트산화막(70)을 형성하고 게이트전극물질을 형성한 후 패터닝하여 게이트전극(72)을 형성하

고, 게이트전극 패턴을 이온주입 마스크로 불순물이온을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영역(74)을 형성한다. 소오스/드레인영역

(74)의 깊이는 설계된 바에 따르며 실리콘옥사이드층(62)의 표면에 이르도록 깊게 주입할 수도 있다. 도30은 본 발명의 스

트레인드 SGOI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스 트랜지스터를 나타내지만, 본 발명은 보다 다양한 반도체 소자

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상술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되는 특허청구

범위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업자라면 다양하게 변형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로 실리콘저머늄층상에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별도로 성장시키는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씨

닝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공정이 단순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품질 및 표면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우수한 특성을 갖는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내지 도5는 종래의 스트레인드 에스지오아이(Strained SG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낸 공정단면도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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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 내지 도8은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저머늄의 농도에 따른 버퍼드(buffered) 실리콘저머늄층의 표면상

태를 보여주는 AFM 사진들이다.

도9는 종래의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버퍼드 실리콘저머늄층의 제거 두께에 따른 쓰레딩 전위 밀도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도10 내지 도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내는 공정단면도들이

다.

도15 내지 도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깊이에 따른 저머늄의 농도들을 나타내는 그

래프들이다.

도19 내지 도2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리랙스드(relaxed) 실리콘저머늄층의 표면

상태를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23 내지 도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의 표면상태를 보여

주는 AFM 사진들이다.

도2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실리콘저머늄층상에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이 형성되는 것

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에서 스트레인드 실리콘층의 형성을 위한 저머늄 농도 및 두

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3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트레인드 SGOI 웨이퍼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모스(MOS) 트랜지스터의 일 예를 나

타낸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 ; 제1 기판 52 ; 리랙스드 실리콘저머늄층

50c ; 스트레인드 실리콘층 60 ; 제2 기판

62 ; 절연층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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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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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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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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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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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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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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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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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도면25

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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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도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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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9

도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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