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9/84

(45) 공고일자   2000년10월02일

(11) 등록번호   10-0265876

(24) 등록일자   2000년06월19일
(21) 출원번호 10-1997-0017107 (65) 공개번호 특1997-0077749
(22) 출원일자 1997년05월02일 (43) 공개일자 1997년12월12일

(30) 우선권주장 8/643,091  1996년05월0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내셔널 세미콘덕터 코포레이션    클라크 3세 존 엠.

미국  캘리포니아주 95052-8090, 산타 클라라, 2900 세미콘덕터 드라이브
(72) 발명자 반히르 라쉬드

미국 캘리포니아주 95051 산타 클라라 1901 할포드 애비뉴 #232

카비르 아불

미국 캘리포니아주 94086 서니베일 1035 아스터 애비뉴32206
(74) 대리인 박해선, 조영원

심사관 :    민병준

(54) 미세가공된고감도압력센서및음향트랜스듀서

요약

고감도 및 작은 크기의 입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판상에 화학기
상증착법을  사용하여  고농도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층을  형성함으로써  박형의  감지  다이아프램이 

형성된다.    다이아프램은 가동부재로서 다이아프램을 포함하는 커패시터의 용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압력
의 변화를 검출하는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에 결합된다.     얇은 다이아프램은 두꺼운 다이아프
램을 갖는 센서 또는 트랜스듀서보다 작은 크기로 제조될 수 있는 고감도 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1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제조기술에 의해 형성된 종래의 미세 가공된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
듀서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2 내지 도 7 은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의한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
랜스듀서에 사용되는 얇은 다이아프램을 제조하는 공정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3 내지 도 13 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얇은 다이아프램을 사용하여 음향 트랜스듀서를 
형성하는 공정흐름을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기판                  201 : 상부(상면)

202 : 저부(저면)            204 ; 필드 산화물층

210 : 단결정 실리콘층       212 : 폴리실리콘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아키로폰 및 다름 음향 감지장치에 사용되는 압력센서 및 음향 트랜스듀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높은 감도 및 소형의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사용한 압력센서 및 음향 트랜스듀서에 관한 것
이다.

압력센서는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를 검출하거나 가해진 압력의 절대값을 측정하여, 측정된 양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센서는 일반적으로 음향 트랜스듀서의 형태로 사용된다.     
음향 트랜스듀서는 음파에 의한 압력의 번화를 검출하여 그 번화를 가변 전기신호로 번환시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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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트랜스듀서는 전기신호를 압력파로 변환시키는 역감지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음향 트랜스듀서는 인
가된 음파를 재생시키는 제 2 트랜스듀서를 구동시키는 증폭기에 접속되어 마이크로폰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향 트랜스듀서는 인가된 음파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다이아프램을 사용한다.     다이아프램은 
2-플레이트 커패시터의 1 개의 플레이트를 형성한다.  다이아프램의 움직임은 커패시터의 플레이트의 간
격을 변화시키게 되어, 커패시터의 용량을 변화시키게 된다.     적절한 회로와 결합하여 사용저부, 용량
의 변화는 가해진 압력에 비례하는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압력센서의 감도는 다이아프램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이는 얇은 다이아프램은 작은 관성을 가지므로 작은 압력변화에 신속하
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랜스듀서의 크기가 다이아프램의 두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
이아프램의 두께의 감소는 더 높은 감도와 소형의 장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도 1 은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된 제조기술에 의해 형성된 종래의 미세 가공된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
듀서(100)의 측면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트랜스듀서(100)는 압력파의 입사를 위한 어퍼처
(104)로 에칭되는 실리콘 기판(102)으로부터 형성된다.     이 압력파는 다이아프램(106)에 충격을 주어 
압력파에 의해 가해진 압력의 변화에 응답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다이아프램(106)은 2-플레이트 커패
시터의 1 개의 플레이트를 형성한다.     제 2 플레이트는 다이아프램(106)의 상부에 배치된 미도시의 천
공전극(perforated electrode)에 의해 형성된다.     다이아프램(106)의 움직임은 2-프레이트 커패시터의 
용량을 변화시켜 가변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향 트랜스듀서용의 다이아프램(106)의 제조에는 주로 2 가지 방법
이 있다.     제 1 방법은 보론 가스계 도핑공정(boron gas phase doping process)에서 일어나는 확산 메
커니즘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에칭 스토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도핑된 p+ 층을 생성하기 위하여 소
오스 가스로서 3 염화붕소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1 ㎛ 보다 큰 두께를 갖는 다이아프램 막을 섕성할 
수는 있지만, 더 앎은 막을 형성하는데는 유용하지 않다.     이는 이 방법에 의해서는 1 ㎛ 보다 작은 
두께의 고농도 도핑된 막을 재성장시킬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 1 에 나타낸 형태의 다이아프램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제 2 방법은 박막에 보론이은을 주입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압력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이 미국특허 제 5,332,469 호(1994.07.26, 발명의 
명칭 'Capacitive Surface Micromachined Differential Pressure Sensor')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다이아프램의 형성방법은 보론이온의 주입으로 인해 다이아프램의 휨 및 균열을 야기하게 되므로 
매우 얇은 다이아프램을 제조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센서 및 음향 트랜스듀서용의 다이아프램을 형성하는 방법들은 1 ㎛ 보
다 작은 두께의 다이아프램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들 방법은 현재 사
용되는 장치들에 비해 증대된 감도와 감소된 크기를 갖는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이들 현재 사용되는 센서 다이아프램의 형성방법들에 있어서의 또 다른 단점은 기생 
역바이어스 p+n 다이오드(도 1,108)를 형성하게 되어 기판으로부터 다이아프램(106)을 절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치를 동작시키는데 소요되는 전력을 증대시키고 2-플레이트 커패시터의 응
답도를 감소시키게 되어, 센서의 감도를 둔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의 단점들을 극복한 고감도 및 소형의 압력센서 및 음향 트랜스듀서가 요구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고감도 및 소형의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
법은 화학기상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기판상에 고농도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층을 성장시킴으로써 박형의 감
지용 다이아프램을 형성하는 데 기초한다.     이 다이아프램은 가동부재로서 다이아프램을 포함하고 있
는 커패시터의 용량변화에 의한 압력변화를 검출하는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에 결합된다.     박
형 다이아프램은 두꺼운 다이아프램을 갖는 트랜스듀서에 비해 더 작은 장치에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 및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의 종래기술의 음향 트랜스듀서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치에서는 센서의 다이아프램을 
가능한 한 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음의 2 가지 과제 - (1) 장치의 감도증대, (2) 장치의 
크기 감소 - 를 실현함으로써, 더 작은 장치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박형 다이아프
램의 제조방법은 상기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후술하는 공정순서에 의하여 이들 단점을 극
복하였다.     그 결과물은 현재 이용되는 장치들에 비해 더 작은 크기로 축소될 수 있는 고감도 압력센
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이다.

도 2 내지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용의 박형 다이아프램을 제조하는 공정
순서를 나타낸다.     도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의 제조는 실리콘기
판(200)에서부터 시작된다.     통상, 기판(200)은 결정방향 <100>을 갖는 N 또는 P 형 실리콘으로 구성
되며, 그 저항율은 5 내지 10 ohm/cm 이다.     기판(200)이 P 형인 경우, 다이아프램은 N형 웰에 형성된
다.     후속 공정단계를 위해 기판(200)이 적절한 표면을 갖도록 이중으로 연마될 수도 있다.     기판
(200)의 상부(201) 및 저부(202)에 0.6 내지 1 ㎛두께의 필드산화물층(204)이 형성된다.

반도체 산업에 공지된 표준 포토리소그라피법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기판(200)의 
상부(201)에 필드산화물층(204)을 페터닝한다.     BHF 화학작용에 기초한 습식 산화물 에칭공정을 이용
하여 필드산화물층(204)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도 2 에 나타낸 산화물 패턴을 형성한다.     기판(20
0)의 상부의 산화물층을 에칭하는 동안, 기판(200)의 저부(202)이 보호됨을 주목해야 된다.     상부
(201)에서 산화물이 제거된 영역(206)은 추가 가공되어 장치의 접촉부로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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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200)의  상부의  산화물층을  에칭한  다음,  동일한  포토리소그래피법을  이용하여  기판(200)의 저부
(202)에 필드산화물층(204)을 패터닝한다.     습식 산화물 에칭공정을 이용하여 산화물층(204)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도 2 에 나타낸 산학물 패턴을 형성한다.     기판(200)의 저부의 산화물층을 에칭하는 동
안, 기판(200)의 상부(201)이 보호됨을 주목해야 된다.     이들 산화물 에칭공정의 결과물의 구조를 도 
2 에 나타낸다.

다음으로, 1OO 내지 115O ℃ 에서 붕소 질화물 또는 BCl 3  를 이용한 깊은 보론 확산공정을 수행한다.     

이 공정은 영역(206)에 깊은 p+ 보론 확산영역(208)과 기판(200)의 저부(202)의 피복되지 않은 영역을 형
성하게 된다.     그 후, 기판(200)의 상부(201)에 포토레지스트 층(미도시)을 스핀증착한다.     이 층
은 후속공정 동안에 상부(201)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후, 기판의 저면(202)상의 잔존 필드산화
물(204)을 제거하기 위해 에칭이 수행된다.     그러면, 기판(200)의 상부(201)에 이전에 증착된 포토레
지스트 층이 제거되게 된다.     그 결과구조를 도 3 에 나타낸다.

그 후, 마스크를 이용하여 기판(200)의 상부(201)의 산화물층(204)을 페터닝한 다음, 기판을 피복하고 있
는 산화물층(204)의 부분(다이아프램이 되는 부분)을 제거한다.     도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층
(210) 또는 실리콘-게르마늄층(212)을 기판(200)의 상부(201)에 증착한다.     증착된 층은 압력센서 또
는 음향 트랜스듀서로서 기능하게 되는 박형의 고농도 도핑된 p+ 층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이 실리
콘 또는 실리콘-게르마늄층은, ASM Epsilon E2 리엑터(아리조나주 피닉스의 ASM 제조) 등의 절절한 단일 
웨이퍼 에피텍셜 증착(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성장될 수 있다.

실리콘 소오스 가스로서 SiH4 또는 SiH2C12, 보론 소오스 가스로서 B2H6 를 이용하여 보론이온을 1 ×1O
20
 

이온/cm
3
 의 농도로 도핑한다.     증착공정은 기판(200)에서 필드산화물(204)이 피복되지 않은 영역에 단

결정 실리콘층(210)을 성장시키는 한편, 필드산화물(204)이 피복된 영역에 다결정 실리콘층(212)을 성장
시킴으로써 최적화된다.     다결정 실리콘층(212)은 단결정 실리콘층(210)으로부터 형성된 다이아프램에 
전기적인 접촉부를 제공하는네 사용된다.     따라서, 한 단계의 공정에 의해 단결정 실리콘층에 접촉부 
및 박형의 다이아프램 양자를 형성할수 있게 된다.     이는 콘택층(접촉부)을 형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추가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콘택(접촉부)의 형성의 공정순서의 복잡함을 저감시키게 된다.     이 증착법
은 단결정 실리콘층(210)의 두께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0.02 내지 1 ㎛ 범위의 두께를 갖는 다이아프
램을 제조할 수 있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이아프램으로 사용될 고농도 도핑된 p+ 층은 실리콘 또는 실리콘-게르마늄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실리콘-게르마늄이 사용된 경우, 막에서의 게르마늄의 함량을 변경함으로써, 증착된 박
형의 층내의 번형력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는 가해진 압력에 대한 다이아프램의 응답성을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이아프램의 휨현상을 제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다이아프램을 고농도로 
도핑함으로써, 단결정 실리콘층이 기판의 후면 가장자리 부분(다이라프램이 압력파에 의해 층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퍼처의 형성에 이용됨)을 에칭하는데 있어서 에칭 스토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러
한 공정들의 결함에 의해 다이아프램의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포토리소그라피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결정 실리콘층(212)의 소요 정도를 규정한다.     C12 기재 

화학작용을 이용한 Triode 리엑터에서의 반응성 이온에칭(RIE) 공정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충(212)의 
잔존부분을 제거한다.     그 결과구조물을 도 5 에 나타낸다.     이 다결정 실리콘층(212)을 이용하여 
단결정 실리콘층(210)과의 격리 접촉부를 형성함으로써 센서 또는 트랜스듀서의 다이아프램으로 형성되게 
된다.

다음으로, 기판(200)의 상부에 저온 산화물층(LTO,214)을 증착한다.     이 LTO 층(214)은 0.25 내지 0.7 
㎛ 의 두께를 가지며 화학기상증착 공정에 의해 증착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6 에 나타낸다.

그 후, 포토리소그라피 마스크를 이용하여 접촉부(216) 및 단걸정영역(210)에 대응되는 LTO 층(214)의 부
분을  규정한다.      이들  LT0  층(214)  부분은  BHF  학학작용에  기초한  습식  에칭공정을  이용하여 
제거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7 에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접촉부(216)는 센서의 다이아
프램과의 전기적인 접촉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현 시점에서는 전술한 공정에 의해 센서 다이아프램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층 또는 
실리콘-게르마늄층이 형성된다.     이 구조물은 추가 가공된 후 압력센서 또는 음향 트랜스듀서를 형성
할 수도 있다.     압력센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판(200)의 후면을 에칭하여 압력파의 입사를 위한 
어퍼처를 형성해야 한다.     기판(200)을 약 105 ℃에서 마스크를 이용하여 후면으로부터 EDP 에칭공정
을 행할 수도 있다.     고농도 도핑된 p+ 영역(208)은 에칭되지 않고, 저농도 도핑된 영역은 에칭공정에 
의해 제거된다.     그 후, 장치에 제 2 접촉부를 형성함으로써 압력센서가 완성된다.     이 접촉부는 
도 7 의 구조물의 상부에 제 2 실리콘 기판을 본딩결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센서의 다이아프램
(210)이 충격에 의한 압력파에 응하여 움직이므로, 다이아프램과 제 2 기판에 의해 형성된 커패시터의 커
패시터 플레이트의 간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 간격변화가 커패시터의 용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압
력파가 감지되게 된다.     제 2 접촉부의 또 다른 형성방법은 천공전극 또는 금속시드층을 형성하는 공
정순서에 따르며,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설명한 공정순서와 등등한 다른 방법
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 2 접촉부를 형성한 후, 압력센서 구조물이 밀봉 및 테스트된다.

산화물층의 상부에 다결정 실리콘층이 존재하므로, 압력파의 입사를 위한 어퍼처의 형성에 이용되는 후면
에칭이 종래기술의 공정순서의 경우에 비해 에칭 마스크의 배열에 덜 민감하다.     이는 다른 공정순서
에서와는 달리 측방향의 과다한 에칭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이아프램의 두께 및 크기
가 더욱 정밀하게 제어됨으로써 더욱 민감한 소형장치를 형성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어퍼처 에칭공정을 에칭 마스크의 배열에 충분히 둔감하게 하기 위하여, 산화물층(204)의 두께가 센서의 
다이아프램(210)의 두께보다 층분히 컬것이 요구된다.

도 8 내지 도 13 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형성된 박형 다이아프램을 이용한 음향 트랜스듀서를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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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순서를 나타낸다.     도 7 의 구조물을 추가가공한 다음, 희생 포토레지스트 또는 저온 박막층
(218)을 증착한다.     이 층은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패터닝된다.     이 포토레지스트 층을 
에칭하여 도 8 의 구조물을 형성한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포토레지스트 또는 저온 박막층
은 단결정 영역(210)의 상부에 걸쳐서 잔존한다.     그 후, 금속시드층(220)을 기판(200)의 상부에 스퍼
터링한다.     통상적으로, 이 금속시드층(220)은 금-니켈-바나듐 합금, 티타늄-니켈 합금 또는 은으로 
구성된다.     결과 구조물을 도 8 에 나타낸다.     금속시드층(220)은 트랜스듀서용 제 2 전극의 형성
을 위한 기저부가 된다.

그 후, 기판(200)에 포토레지스트 층(222)을 스핀증착한다.     다단계의 스핀증착을 이용하여 포토레지
스트의 두께가 약 25 ㎛ 가 될 때 까지 포토레지스트층(222)을 증착한다.     포토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이용하여 트랜스듀서의 천공 브리지 전극 또는 백플레이트(backplate)를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플레이팅 
영역을 규정한다.     그 후, 이 포토레지스트 층을 선택적으로 현상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9 에 
나타낸다.

그 후, 이 포토레지스트 층(222)과 두게가 거의 동일한 금 또는 은의 층(224)을 기판(200)에 플레이팅 처
리하여 이전 공정단계에서 제거된 포토레지스트층(222)의 부분을 자리메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금/은 층(224)은 펄스도금 공정에 의해 약 20 ㎛ 두께로 된다.     이 금/은 층(224)은 2-플레이트 커패
시터의 1 개의 플레이트로 기능하는 천공 브리지 전극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10 에 나타낸다.

그 후, 이 포토레지스트 층(222)의 잔존부분을 적절한 레지스트 제거액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그 후, 
금/은 층(224)에 의해 피복되지 않은 금속시드층(220) 부분을 HNO3/HF 화학작용에 기초한 습식에칭을 이용

하여 제거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11 에 나타낸다.

다음으로, 적절한 레지스트 제저액을 이용하여 저온 박막층(218) 또는 레지스트의 희생층을 제거한다.     
이로 인해, 단결정 실리콘층(210)과 금/은 층(214) 사이에 개구가 형성된다.     이 개구는 단결정 실리
콘층(210)과  금/은  층(214)으로부터  형성된  커패시터의  2  개의  플레이트간의  간극으로서  기능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12 에 나타낸다.

다음으로, 후면으로부터 기판(200)을 에칭함으로써, 음파가 트랜스듀서에 입력되어 다이아프램에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퍼처(226)가 형성되게 된다.     이 기판의 에칭은 약 105 ℃에서 EDP 에칭공정에 
의해 수행된다.     KOH 또는TMAH 에 기초한 에칭공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에칭공정에 의해 고농
도 도핑된 p+ 영역(208)은 에칭되지 않고, 저농도 도핑된 영역은 제거된다.     그 결과 구조물을 도 13 
에 나타낸다.     그 후, 이 트랜스듀서 구조물은 패키지되어 테스트된다.

도 1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음향 트랜스듀서(228)는 고농도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층으로부터 
형성된 박형의 다이아프램(210)을 포함한다.     어퍼처(226)를 통하여 음향 압력파가 트랜스듀서(228)에 
입사된다.     이 음파는 다이아프램(210)에 충격을 주어 다이아프램을 진동시킨다.     이 진동은 금/은 
층(224)으로 구성된 천공전극과 다이아프램(210)으로부터 형성된 2-플레이트 커패시터의 플레이트간에 변
위를 야기한다.     이 플레이트간의 번위는 용량을 변화시키게 되어, 측정가능한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용량의 변화는 가해진 압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접촉부(216)는 센서의 다이아프램(210)과의 격리 접
촉영역을 다결정 실리콘층(212)에 제공한다.     이 접촉영역은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추가로 금속층
을 증착하여 콘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 사용한 용어나 표현들은 설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도시 및 기술된 특징과 동등한 용어를 배제
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범주내에서 각종의 번형이 가능한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상에 화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 고농도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
층을 형성하여 박형의 고감도 다이아프램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 박형의 감지 다이아프램을 포함하고 
있는 커패시터의 용량변화를 가해진 압력변화에 따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및 소형의 음향 트
랜스듀서 또는 압력센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면 및 저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의 상면에 형성되며 1 ㎛ 이하의 두께를 갖는 단결정 실리콘 다이아프램,

상기 기판의 저면에 형성되어 상기 다이아프램에 연장되는 어퍼처, 및

상기 기판의 상면에 배치되어 상기 다이아프램에는 전기접속되며 상기 기판으로부터 절연된 콘택을 포함
하며,

상기 단결정 실리콘 다이아프램은,

상기 기판의 상면에 필드산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필드산화물층을 마스크 처리하여 상기 기판의 상면에 다이아프램 영역을 규정하는 단계,

상기 다이아프램 영역으로부터 상기 필드 산화물층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다이아프램 영역내의 상기 기판의 상면상의 단결정 실리콘층을 화학 기상증착법에 의해 성장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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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상기 기판의 상면의 상기 필드산화물층에 의해 피복된 부분상에 다결정실리콘층을 성장시키는 단계;및

상기 기판의 저면을 에칭하여 상기 기판의 저면과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 사이의 기판의 일부영역을 제거
함으로써 상기 기판의 저면으로부터 상기 단걸정 실리콘층으로 압력파가 전파되도록 하는 어퍼처를 형성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트랜스듀서 또는 압력센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과 상기 기판 사이에 개재된 다결정 실리콘층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트랜스듀서 또는 압력센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은 도핑제로 도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트랜스듀서 또는 
압력센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은 실리콘-게르마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트랜스듀서 또
는 압력센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의 상부에서 배치되며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과 절연되며 커패시터 
간극에 의해 이격된 천공전극을 더 구비함으로써, 상기 단결정 실리콘층 및 상기 천공전극으로 구성된 2-
플레이트 커패시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향 트랜스듀서 또는 압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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