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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이한 결정 격자(crystal lattice)를 갖는 두 기판이 서로 접합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process for device fabricat

ion)이 개시된다. 이 방법에서, 제 1 기판의 결정 격자 구조와 유사한 결정 격자를 갖는 재료층이 제 2 기판의 표면 상

에 형성된다. 이 층의 두께는 대략 1nm 내지 대략 2nm이다. 이 재료층은 다음으로 제 1 기판의 표면에 접합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의 광 검출기 디바이스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디바이스의 개략적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중간 구조의 개략적 측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디바이스 205 : 실리콘 기판

210 : 스택 220 : InGaAs 층

225 : InP 층 230 : SiO  2 층

235 : 윈도우 240 : p-n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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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n-콘택트 310 : 확산 장벽층

312 : Ⅲ-Ⅴ 기판 315 : 디바이스 층

320 : 골드 층 325 : 실리콘 기판

330 : 실리콘 기판 표면 335 : 홈

340 : 식각 저지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바이스 제조 방법(process for device fabrication)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이한 결정 격자(crystal la

ttice)를 갖는 두 개의 결정 기판(crystalline substrate)이 서로 접합되어 있는 광 검출기 디바이스(photodetector de

vice)에 관한 것이다.

소정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은 서로 상이한 결정 격자를 갖는 두 개의 웨이퍼를 서로 접합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Ⅲ-Ⅴ족 결정 기판(예를 들어, 인듐 갈륨 비소 기판(InGaAs))은 p-i-n 광검출기를 제조하기 

위해 실리콘 결정 기판에 접합된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호킨스 에이(Hawkins, A.) 등의 '  Appl. Phys. letter. ,(Vo

l. 68:26)'에 3692∼3694(1996) 쪽의 'Silicon heterointerface photodetector'(이하 호킨스 등의 건이라고 칭함)에 

기술되고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Ⅲ-Ⅴ족 기판은 멘델레예프 주기율 표(Mendeleev Periodic Table)

의 Ⅲ족 원소 중 하나와 이 주기율 표의 Ⅴ족 원소중 하나로 이루어진 반도체 화합물이다.

호킨스 등의 건에서는 인화 인듐(indium phosphide : InP)의 InGaAs 기판 표 면에 실리콘 웨이퍼가 직접 융화되 애

벌랜치 광검출기 디바이스(avalanche photodetector device) 제조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호킨스 등의 건의 방법에

서, InGaAs 표면은 유기 금속 화학 기상 증착(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 MOCVD)에 의하여 InP 기

판 상에 성장된다. 실리콘 웨이퍼의 접합 표면(bonding surface)은 이 표면에 샬로우 p-형(shallow p-type)이 주입

된 n+ 기판 상에 성장된 에피택셜 실리콘 층(epitaxial silicon layer)이다. 접합 이후에, InP 기판은 실리콘 기판에 부

착되어 있는 InGaAs 층만을 남기고 순착적으로 제거된다. 이 접합은 20분 동안, 650℃의 온도로, H  2 대기 상태에서

두 기판 표면을 함께 가압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결과물로 나온 디바이스(10)의 에피택셜 층들을 도 1에 도시한다. 도면에는 최상부의 에피택셜 층으로부터 시작하

여 옴믹 콘택트(ohmic contact)로 사용되는 p+ 도핑된 InGaAs 층(20)이 존재한다. 하부층(20)은 광자 흡수(photon 

absorption) 용으로 사용되는 진성 InGaAs 층(25)이다. 이 층(25)은 붕소(boron : B)가 주입된 n-형 실리콘인 층(30

)에 부착된다. 이 층(30)은 검출기를 위한 증배 영역(multiplication region)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전술한 구조를 형성한 이후, 에피택셜 층(20, 25)은 에칭되어 분리된 디바이스(isolated device)를 형성한다. 디바이

스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Au/Zn(금/아연)의 패터닝된 금속층(60)이 층(20) 상에 형성되며, 마스크에 의하여 피복되

지 않은 층들(20, 25)의 일부 부분은 에칭되어 없어진다. 층(60)은 상부의 p-형 콘택 트(p-type contact)이다. 에칭 

이후에, 층들(20, 25)의 나머지 영역의 측벽 상에 유전층(70)이 형성된다. n-형 금속 콘택트 층(80)은 실리콘 기판(3

0)의 노출된 부분(85) 상에 형성된다.

호킨 등의 건으로부터 이 디바이스는 빠른 속도, 높은 이득 동작 등을 위한 전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디바이스의 품질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실리콘-InGaAs 인터페이스의 품질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이한 두 

표면들 사이에 양질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서로 상이한 결정 격자 구조(crystal lattice structure)를 갖는 두 개의 웨이퍼를 서로 접합하기 위한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제 1 결정 구조를 갖는 제 1 기판이 제 2 결정 격자 구조를 갖는 제 2 기판에 접합되

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내용에서, 대략 0.1%를 초과하는 격자 상수 차이는 상이한 결정 격

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제 2 결정 격자 구조에 대응하는 결정 격자를 갖는 재료의 에피택셜 층을 제 1 기판의 제 1 표면 

상에 성장시킨다. 다음, 제 1 기판의 제 1 표면은 제 2 기판에 접합된다. 이와 달리, 제 1 결정 구조에 대응하는 재료의

에피택셜 층은 제 2 기판의 제 1 표면 상에 성장된다. 다음, 제 2 기판의 제 1 표면은 제 1 결정 구조를 갖는 제 1 기판

에 접합된다.

에피택셜 층의 두께는 대략 1nm 내지 대략 2nm 정도이다. 이 에피택셜 층 은 MOCVD와 같은 통상적인 기법에 의하

여 기판 상에 성장된다. 에피택셜 층의 목적은 접합 인터페이스에서의 제 1 기판과 제 2 기판 간의 격자 오정합을 줄

이는 데 있다. 에피택셜 층으로 선택되는 재료는 에피택셜 층이 접합되는 기판의 표면과 동일한 재료라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광검출기 디바이스에서, 실리콘 기판을 Ⅲ-Ⅴ족 기판, 예를 들어, InP 기판 상에 형성된 InGaAs 디

바이스 층에 접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InGaAs의 에피택셜 층이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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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실리콘 에피택셜 층이 InP 기판의 InGaAs층의 표면 상에 성장된다. 두 실시예에서, 에피택셜 층의 두께는 

대략 1nm 내지 2nm이다.

에피택셜 층이 제 1 또는 제 2 기판 중 하나 상에 성장된 이후, 이 두 기판은 함께 접합된다. 통상적인 기법들(가령, 두

표면을 함께 가압하면서, 웨이퍼를 산소를 함유하지 않은 대기(가령, H  2 )의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기법)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로 나온 접합 구조가 함께 광검출기 디바이스로 형성된다면, 제 1 기판 또는 제 2 기판 중 하나

의 벌크는 이 기판들이 함께 접합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에칭되어 제거된다. 제거된 기판 상에 형성된 단지 하나 이상

의 이산 층(discrete layer)들은 다른 기판에 접합된 채로 남아 있다.

기판들 중 하나의 벌크가 에칭되어 제거되기 전에, 일단 서로 접합된 기판이 온도의 큰 변동(즉, 100℃ 미만의 변동)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효과적이다. 제 1 기판과 제 2 기판 사이의 열 팽창율(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

오정 합되어 두 기판이 함께 접합되는 경우, 이 기판들은 온도 변동에 따라 매우 상이한 변동량으로 확장 또는 수축되

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의 큰 변동은 피해야만 한다. 따라서, 접합된 기판이 큰 온도 변동에 노출되는 경우, 이 상이한 

확장 변동량은 기판 내에 변형(strain)을 유도하여 이 기판에 크랙(crack)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이러한 변형들은 기판들이 서로 접합되기 전에 또는 이 접합된 기판들이 냉각되기 전에, Ⅲ-Ⅴ족

기판 위에 형성된 층들만을 남기고 Ⅲ-Ⅴ족 기판의 벌크를 제거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nGaAs 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InP 기판의 경우에 있어서, 이 InP 기판은 디바이스 층(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InGaAs 층)들만을 남겨

두고 에칭되어 제거된다. 원하는 InGaAs 또는 InP 층(들)을 확실하게 남겨두기 위하여, 식각 저지층(etch stop layer

)이 InP 기판 상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식각 저지층으로는 InAlAs 및 InGaAs가 적절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각 서로 상이한 결정 격자 상수(crystal lattice constant)를 갖는 두 개의 결정 기판(c

rystal substrate)들을 접합(bond)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기판들을 서로 접합하는 것과 관련한 하

나의 문제는 두 기판들 간의 격자 오정합(mismatch)으로 인해 접합점(bond)에 인접한 영역의 기판에 변형이 유도된

다는 것이다. 또한, 격자 오정합으로 인하여 제 1 기판의 접합된 표면 상의 원자(atom)들 모두가 제 2 기판의 접합된 

표면 상의 원자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일치하지 않는 원자들을 '뎅글링 본드(dangling bond)'로 지칭된다. 

이들 뎅글링 본드는 인터페이스의 상태, 결함 및 트랩(trap)을 생성한다. 이들 인터페이스의 상태, 결함 및 트랩이 존

재하면, 디바이스 성능에 악영향이 미친다.

본 발명에서, 제 1 기판을 제 2 기판에 접합하기 전에, 다른 기판의 결정 격자와 매우 근접하게 유사한 결정 격자를 갖

는 재료층을 제 1 기판 또는 제 2 기판 중 하나의 기판 상에 성장시킨다. 성장층(grown layer)과 성장층이 성장되는 

기판 사이의 격자 오정합(mismatch)으로 인하여 성장층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어하기 위하여, 성장층의 두께는 대

략 1nm내지 2nm 내에서 유지된다.

상이한 결정 격자를 갖는 결정 기판들은 서로 접합되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형성하는 데, 이 디바이스의 일 예로는, 

애벌랜치 광검출기 디바이스(avalanche photodetector device)가 있다. 애벌랜치 광검출기 디바이스에서, 기판으로

는 광을 흡수하고 캐리어(carrier)를 발생시키는 Ⅲ-Ⅴ족 기판을 사용한다. 캐리어가 실리콘 기판에서 증식되어 이 

디바이스에 의해 발생된 전기 신호를 증폭시킨다. 본 명세서에서 편의상, 제 1 기판은 실리콘 기판으로, 제 2 기판은 

Ⅲ-Ⅴ족 기판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이한 결정 격자들을 갖는 두 표면 간의 접합(bonding)에 관한 것이

므로, 본 발명은 이들 특정 재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애벌랜치 검출기의 하나의 예를 도 2에 도시한다. 도 2에 도시한 디바이스(200)는 n+의 실리콘 기판(205) 상에 형성

된다. 패터닝된 스택(patterned stack)의 재료는 디바이스(200)를 형성한다. 패터닝된 스택은 n- 의 실리콘(215) 층

이며, 이 층상에 n-의 InGaAs 층(220), InP 층(225), 이산화 실리콘(silicon dioxide : SiO  2 )층(230) 및 p-형의 금

속층(250)(가령, 골드-베릴륨 합금(gold-beryllium alloy))이 형성되어 있다. 스택(210)의 SiO  2 층(230) 내에 소정

의 윈도우(window)(235)가 형성되며, 아연(zinc)이 스택 내부로 확산되어 p-n 접합(240)을 형성한다. n-콘택트(250

)는 알루미늄(aluminum)이다. 당업자라면, 애벌랜치 검출기에 사용되는 다른 구조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소자는 InP 기판 상에 하나 이상의 InGaAs 및 InP 층을 형성함으로써 마련된다. 하나 이상의 InGaAs 및 InP(

또는 다른 적절한 Ⅲ-Ⅴ족 재료) 층들을 디바이스 층들이라 한다. InGaAs 층들이 InP 기판 상에 형성되기 이전에, 식

각 저지층(etch stop layer)이 InP 기판 상에 형성되어, 후에 InP 기판 식각시에 돕는다. 당업자라면, 식각 저지에 사

용되는 적절한 재료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식각 저지 재료로는 InGaAs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InGaAs 또는 InP 층들은 통상적인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InP 기판 상에 성장된다. 전

형적으로, InGaAs 또는 InP 층들은 대략 0.05㎛ 내지 5㎛의 두께를 갖는다. InGaAs 층들이 기판 상에 형성된 이후에,

기판은 500℃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어 InGaAs 층 내에 비소(arsenic)가 공핍(deplete)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점에 

있어서, 분자선 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 : MBE)에 의한 실리콘의 성장이 500℃ 이하의 온도에서 성취되

며, InGaAs 표면 상에 형성하는 산화 비소 및 기본적인 비소도 제거하기 때문에, 실리 콘이 InGaAs 층 상에 성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착에 앞서, InGaAs 표면을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먼저, InGaAs 층의 표면 상에 있는 소정

의 잔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또는 다른 유기물(organic)을 제거하기 위하여 InGaAs 층은 적절한 용해제(solut

ion)로 세척된다. 예를 들어, 이 표면은 인산(phosphoric acid) 및 과산화물(peroxide)(가령, H  3 PO  4 : H  2 O  2 : 

H  2 O = 1 : 1 : 38 체적비)의 수성 용해제(aqueous solution) 내에서 에칭된 후 다시 수성 불화 수소 산(aqueous hy

drofluoric acid)에 에칭된다. 다른 통상적인 습식 에칭 방법들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세척 이후에, InGaAs 표면은 

실질적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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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nP/InGaAs 기판은 실리콘 MBE 챔버(chamber) 내에 놓여지며, InGaAs 표면 상에서 1 nm 내지 2nm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층이 성장된다. Si-피복 기판(Si-coates substrate)은 실질적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지되

면서 실리콘 기판과 접합될 이 장치로 이송된다. Si-피복 기판과 실리콘 기판은 홀더(holder) 내에 놓여 함께 가압된

다. 기판은 기준 기압 아래로 유지되면서, H  2 환경에서 대략 450℃의 온도내지 대략 700℃의 온도로 가열된다. 20

분 후에, 이 두 기판들은 서로 접합된다. 다음, 이 웨이퍼들은 냉각되며, 이 접합된 기판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통상

적인 기법(즉, 에칭, 추가적인 디바이스 층들의 증착, 금속 콘택트들의 증착, 개개의 디바이스들을 형성하기 위한 층들

의 패터닝 등)을 통해 애벌랜치 광검출기를 형성시킨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접합하기 전의 두 표면들 중 하나의 표면을 패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패터닝은 표면들이 

함께 가압되는 경우, 기체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불규칙한 표면(irregular surface)을 제공한다. 패턴의 일 예로

는 대략 1㎛ 내지 50㎛의 선폭과 기판 내부로의 패턴의 깊이가 대략 0.1㎛ 내지 1㎛인 일련의 라인들 및 공간이 적합

하다. 패터닝된 표면이 박막 층(thin layer)이 성장되는 표면인 경우, 이 표면은 박막 층이 그 위에 형성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패터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 기판 및 제 2 기판이 서로 접합되어 있는 경우, 두 기판들 간의 열 팽창율(coefficient of ther

mal expansion)의 오정합 때문에, 이 접합된 기판들을 큰 온도 변화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접합 구조가 큰 온도 변화에 노출되기 이전에, 기판들 중 하나의 벌크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두 

기판들의 표면이 서로 접합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한 기판의 벌크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디바이스가 애벌랜치

광 검출기가 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 디바이스 층이 전형적으로 Ⅲ-Ⅴ 기판 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Ⅲ-Ⅴ 기판

의 벌크는 제거되며, 따라서, 디바이스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 것은 디바이스 층들이 형성되는 기판의 벌크이다.

이 디바이스 층들이 실리콘 기판과 접합되기 이전에 디바이스(가령, InGaAs) 층으로부터 Ⅲ-Ⅴ족(예, InP) 기판의 벌

크를 에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속하는 초박막 디바이스 층(very thin device layer)들의 처리가 실질적인 문제

가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 문제는 처리 기판(handling substrate)을 디바이 스 층에 접합하여 디바이스 층 및

처리 기판(handling substrate)의 접합된 조합들로부터 Ⅲ-Ⅴ족 기판의 벌크를 에칭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다음, 이 

디바이스 층은 다른 기판(예, 실리콘 기판)에 접합되며, 이후에, 처리 기판이 제거된다. 이 실시예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처리 기판 및 다른 기판들은 서로 접합된 후 냉각되므로, 처리 기판과 그리고, 이 처리 기판이 접합되는 

기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열 확장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 실시예에서, 확산 장벽층(310)은 Ⅲ-Ⅴ 기판(312)의 디바이스 층(들)(315)(예, InP 기판 상에 형성된 I

nGaAs 층들) 상에 형성된다. 확산 장벽 층으로 쓰이는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티타늄 같은 금속을 쓰는 것이 적합하

다. 당업자라면 확산 장벽층에 쓰이는 적합한 두께를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두께는 대략 2nm 내지 대략 100nm 정

도가 적합하다. 골드 층(gold layer)(320)은 확산 장벽층(310) 상에 형성된다. 골드가 선택된 이유는 내성(malleabilit

y)과, 광검출기 디바이스를 만드는 현재의 기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만족시키는 다른 금속들도 

적절한 것으로 고려된다. 골드 층(320)의 두께는 대략 0.25㎛ 내지 대략 3㎛이다. 실리콘 기판(325)은 실온(room te

mperature) 에서 골드 층(320)에 가압된다. (도 3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실시예에서, 골드 층(320)은 실리콘 기판 상

에 증착되고 이 두 골드 층들은 함께 가압되어 접합된다.) 대략 30 ㎏/mm  2 의 힘이 실리콘 기판(325)을 골드 층(32

0)에 부착시키기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부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골드 층과 접촉하 고 있는 실리콘 기판(

325)의 표면(330)은 홈(335) 또는 다른 구조로 패터닝될 수 있으며, 이는 표면(330)의 몇몇 일 부분들이 실리콘 표면

(330)의 다른 일부분보다 골드 층(320) 내로 더 깊이 침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과 골드 사이에 적절한 접

합을 얻기 위해 실리콘 기판의 패터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Ⅲ-Ⅴ 기판(312)의 벌크는 에칭되어 제거된다. 식각 

저지층(340)은 Ⅲ-Ⅴ 기판(312)의 벌크와 Ⅲ-Ⅴ 기판(312)상에 형성된 디바이스 층(들)(315) 사이에 삽입되어, 디바

이스 층들(315)이 에칭되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구조가 형성된 이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과 접합된다. 예를 들어, 대략 1nm 내지 2nm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층은 디바이스 층의 표면 상에서 성장된다. 다음, 실리콘 표면은 실리콘 기판에 접합된다. 실리콘 핸들(handle

)은 실리콘 에칭제(eachant solution)에 핸들을 담금으로써 또는 실리콘을 에칭하는 통상적인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

거된다. 골드 층 및 소정의 식각 저지층도 제거된다.

디바이스 층들이 실리콘 기판과 접합하기 전에 기판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디바이스 층들이 실리콘 기판에 접

합되기 이전에, 반데르발즈의 힘(Van der Waals' force)를 사용하여 접합된 표면을 유지하는 것이다. 서로 접합되어

야 하는 이 표면들(예를 들어,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된 InGaAs 디바이스 층 및 박막 InGaAs 층)은 세척되어 물리적

으로 접촉된다. 이 표면들은 서로 반데르발즈의 힘에 의하여 유지된다. Ⅲ-Ⅴ 기판의 벌크는 다음 에칭에 의하여 제거

된다. 건식 에칭 또는 습식 에칭 중 어떠한 방법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건식 에칭 방법 의 일 예로는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 : RIE)이 적합하다. RIE가 사용되는 경우, Ⅲ-Ⅴ 기판은 그 위에 식각 저지층(예, InGaAs 

또는 InAlAs)을 형성함으로써 디바이스 층들에 에칭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습식 에칭 방법의 일 예로는 수성 HCl

을 분무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습식 식각 저지층으로는 InGaAs가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서로 상이한 결정 격자 구조를 갖는 각각의 웨이퍼인 두 개의 웨이퍼를 서로 접합

하는 방법에서 변형으로 인하여 유도되는 크랙을 방지하고 이와 같이 제조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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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결정 격자를 갖는 제 1 단결정 기판과, 상기 제 1 결정 격자와는 상이한 제 2 결정 격자를 갖되, 그 상부에 적어

도 하나의 단결정 디바이스(device) 층이 형성된 제 2 단결정 기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판 중 하나의 기판 상에,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판 중 다른 기판의 결정 격자를 

갖는 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재료층은 대략 1nm 내지 2nm의 두께를 가짐—와,

상기 재료층을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판 중 다른 기판에 접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단결정 기판에 접합된 상기 디바이스 층을 남기면서,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결정 기판은 실리콘 기판이며,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은 그 상부에 적어도 하나의 Ⅲ-Ⅴ족 층을 갖는 Ⅲ-

Ⅴ족의 단결정 기판인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Ⅲ-Ⅴ족 기판은 인화 인듐(indium phosphide) 기판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Ⅲ-Ⅴ족 디바이스 층은 인듐-갈

륨-비소(indium gallium arsenide) 및 인화 인듐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층은 Ⅲ-Ⅴ족 재료층인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Ⅲ-Ⅴ족 재료층을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에피택셜 성장시키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층은 상기 재료층을, 상기 재료층의 결정 격자와 일치하는 결정 격자를 갖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

판 중 다른 기판의 표면에 가압함으로써,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판 중 다른 기판에 접합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층은 상기 제 1 또는 제 2 단결정 기판 중 다른 기판의 표면에, 실질적으로 산소를 함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략 450℃ 내지 대략 700℃의 온도 범위로 가압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바이스 층이 제 1 단결정 기판에 접합되기 이전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층으로부터 제거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기판 상에 식각 저지층(etch stop layer)이 형성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바이스 층은 상기 식각 저지층 

위에 형성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저지층은 인듐-갈륨-비소의 층 및 인듐-알루미늄-비소(indium aluminum arsenide)의 층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바이스 층 위에 확산 장벽층(diffusion barrier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확산 장벽층 위에 골드 층(gold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적어도 하나의 층으로부터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을 제거하기 전에 상기 골드 층에 실리콘 기판을 접합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골드 층에 접합되는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비평탄(non-planar) 구조를 갖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두 표면은 그 두 표면이 반데르발즈의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 하여 함께 유지되기에 충분한 힘으로 함

께 가압되며,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의 벌크를 에칭으로 제거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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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결정 기판은 실리콘 기판이고, 상기 제 2 단결정 기판은 그 상부에 적어도 두 개의 Ⅲ-Ⅴ족 층이 형성된 

Ⅲ-Ⅴ족의 단결정 기판이며, 상기 Ⅲ-Ⅴ족 층 중의 하나는 상기 Ⅲ-Ⅴ족 기판의 에칭이 제 2 Ⅲ-Ⅴ족 층으로 진행하

는 것을 저지하는 디바이스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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