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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나노 에스오아이 웨이퍼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나노 에스오아이 웨이퍼

요약

  CMP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두께 균일도가 매우 우수한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웨이퍼

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은,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준비하고,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적어

도 일면에 절연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불순물이온을 저전압으로 주입하여

불순물이온 주입부를 형성한 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절연막과 상기 기준 웨이퍼를 서로 접촉시켜 접착한다. 이어서, 저온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결합 웨이퍼의 불순물이온 주입부를 벽개하고,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

개된 표면을 식각하여 나노급의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한다. 벽개된 표면에 대한 식각은 수소 표면 처리와 습식 식각을 사용

하여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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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SOI, 벽개, 블리스터, 실리콘저머늄층, 에피택시, 이온주입, 플레이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에스오아이(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낸 공정순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나노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단계를 나타낸 공정순서도이

다.

  도 3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각 공정단계를 나타낸 공정단면도들이다.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기준 웨이퍼와 결합 웨이퍼를 결합시키

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나노 SOI 웨이퍼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수소 이온주입 전압과 △Rp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Rp와 Rms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결합 웨이퍼의 벽개를 위한 열처

리온도와 Rms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결합 웨이퍼의 벽개를 위한 열처

리시간과 보이드 수의 관계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도 16 내지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결합 웨이퍼의 벽개

를 위한 열처리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웨이퍼에서의 깊이에 따른 수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웨이퍼의 벽개면에 대한 수소 열

처리시간과 Rms의 관계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실험에서 측정한 실리콘에 대한 식각시간과 평균

식각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결합 웨이퍼 12 ; 실리콘산화막

  14 ; 수소이온주입부 16 ; 실리콘저머늄층

  20 ; 기준 웨이퍼 80 ; 받침대

  82a, 82b ; 웨이퍼 지지대 84a, 84b ; 웨이퍼 압착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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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에스오아이(SOI; 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SOI 웨이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소자형성영역의 두께를 나노급(nano scale)인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및 그에 따라 형성된 나노

SOI 웨이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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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로서, 도 1은 종래의 스마트

-컷 공정기술을 이용한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낸 공정순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후속 공정에 의해 서로 접착되는 기준 웨이퍼(base wafer)와 결합 웨이퍼(bond wafer)를 준비한다

(S10). 기준 웨이퍼는 SOI 웨이퍼를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핸들링 웨이퍼(handling wafer)라고도 하며, 결

합 웨이퍼는 후속 공정에 의해 반도체소자의 채널이 형성되는 웨이퍼로서 소자 웨이퍼(device waf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어서, 단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결합 웨이퍼에 대하여 열산화 공정을 수행하여 결합 웨이퍼의 표면에 산화막, 즉 실

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S12). 실리콘 산화막은 SOI 웨이퍼에서 매몰 산화층(Buried Oxide Laye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 필요에 따라 수십 내지 수천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결합 웨이퍼에 대하여 고전압의 수소이온을 주입한다(S14). 수소이온의 주입에너지는 약 125 KeV 정도의 고전

압 에너지를 사용하며, 수소도즈량은 약 6 x 1016 cm-2정도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실리콘 산화막 아래의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깊이에 투영비정거리(Rp)를 갖는 수소이온 주입부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기준 웨이퍼와 결합 웨이퍼를 세정하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한 후 이들 두 웨이퍼를 수평적으로 접착시킨다

(S16). 접착 방법은 기준 웨이퍼를 수평으로 뉘어 놓인 채 그 위로 실리콘 산화막이 형성된 결합 웨이퍼의 부분을 수평적으

로 평행하게 위치시킨 후 상온에서 전체 웨이퍼의 표면이 동시에 접촉되도록 하부방향으로 결합 웨이퍼를 내려놓으면서

두 웨이퍼를 접착시킨다. 이때 두 웨이퍼는 친수성(hydrophillic) 조건하에서 수소결합에 의해 상호 접착된다.

  이어서, 고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수소이온 주입부 부분을 벽개 (cleavage)한다(S18). 열처리는 질소 분위기하에서

약 550℃ 정도의 온도하에서 약 1시간 정도 수행한다. 벽개 과정은 열처리 동안에 수소이온 주입부 부분의 버블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충분한 블리스터(blister)가 형성되고 이들이 전파되면서 플레이크(flake)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벽

개후 결합 웨이퍼의 잔류하는 실리콘층 표면의 Rms(root mean square roughness) 값이 약 100 내지 120 Å 정도가 되

며, 잔류하는 실리콘층의 두께가 약 9000 Å 정도가 된다.

  이어서, 실리콘층의 벽개면에 대하여 화학기계적 연마(CMP) 공정을 수행한다(S20). CMP 공정은 반도체소자의 채널이

형성되는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편, SOI 웨이퍼에 형성되는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 고속화 및 저전력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SOI 웨이퍼에서 반도

체소자가 형성되는 소자형성영역(또는 채널영역)의 두께는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메몰옥사이드층(BOX)의 두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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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실리콘 SOI의 소자형성영역(채널영역)의 두께가 약 1000 nm 이상이 되는 두꺼운

SOI(Thick SOI) 웨이퍼로는 MEMS, 센서들, 포토다이오드, 바이폴라 전력소자등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마

이크로 디스플레이 또는 부분공핍 (Partially Depleted) CMOS 등은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약 50 내지 1000 nm의 얇은

SOI(Thin SOI) 웨이퍼로도 생산할 수 있지만, 완전공핍(Fully Depleted) CMOS, 나노 CMOS 소자 또는 단전자 소자 등은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약 50 nm 이하의 나노 SOI 웨이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스마트-컷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

생된다.

  첫째), 종래에는 결합 웨이퍼의 수소이온 주입부를 벽개한 후 벽개된 표면을 평탄화하고, 원하는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될 때까지 CMP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도체소자의 제조공정에서 CMP 공정은 공정단가가 매우

비싸고 공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CMP 공정에 따른 웨이퍼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께 편차가 매우 크며, CMP 실시시 크

랙(crack)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수소이온을 결합 웨이퍼내에 이온주입할 때 고에너지 전압하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가 매

우 커지게 되며, 따라서 후속 벽개 공정 후에 실리콘층의 두께가 약 9000 Å 정도로 두껍게 잔류하기 때문에 소자형성영역

이 약 50 nm(500 Å) 이하가 되는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에는 CMP 공정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아니라 연마되는 실

리콘층의 소모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종래의 수평 접착 방식에 의하면 접착면에서 보이드 등의 결함이 매우 많

이 발생하여 취약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CMP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두께 균일도가 매우

우수한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간의 접착면에 보이드의 발생을 억제하여 웨이퍼의 접착력을 향상시

킨 나노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나노 SOI 웨이퍼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은,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준

비하고,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적어도 일면에 절연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불

순물이온을 저전압으로 주입하여 불순물이온 주입부를 형성한 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절연막과 상기 기준 웨이퍼를 서로

접촉시켜 접착한다. 이어서, 저온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결합 웨이퍼의 불순물이온 주입부를 벽개하고, 상기 기준 웨이

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식각하여 나노급의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한다.

  한편, 상기 결합 웨이퍼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이며, 상기 결합 웨이퍼에 절연막을 형성하기 이전에, 상기 절연막이 형

성되는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에 실리콘저머늄층을, 바람직하게는 에피택시 공정에 의해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결합 웨이퍼에 형성된 절연막은 열공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산화막일 수 있다.

  상기 불순물이온은 수소이온이며, 상기 수소이온은 저전압, 예를 들어 30 Kev 이하의 저전압 하에서 주입하며, 상기 이

온주입된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Rp)가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가까운, 예를 들어 1000 내지 4000 Å의 범

위내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투영비정거리는 이온주입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접착하는 것이 접촉면에서의 보이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며, 예를 들어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를 수직방향의 하측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상

측방향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가압하여 접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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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합 웨이퍼의 불순물이온 주입부를 벽개하는 단계는 400℃ 이하의 저온에서 열처리하여 수행하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이 30 내지 40 Å이 되도록 하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결합 웨이퍼를 벽개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잔류하는 두께는 3000 Å이하가 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식각하여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기준 웨이퍼와 결합된 상기 결

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한 후, 상기 습식 식각된 결합 웨이퍼의 표면에 대하여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여 이루

어진다. 상기 기준 웨이퍼와 결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

개된 표면에 대하여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기에

효율적이며,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에 대하여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한다.

  상기 기준 웨이퍼와 결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는, NH4OH, H2O2 및 H20의 혼합용액

을 식각액으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식각속도가 낮고 식각두께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상기 다른 목적에 따른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 SOI 웨이퍼는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두께

는 50 nm 이하이며,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표면의 Rms 값은 2 Å 이하가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저전압으로 수소이온을 주입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Rp)가 작아지는 동시에 주입된 수

소이온 주입부의 분포를 좌우하는 △Rp의 값도 작아지며, 이는 후속되는 수소이온 주입부의 벽개 공정시 벽개된 표면의

Rms값이 작게 되어 CMP 공정없이 벽개 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와 습식 식각 공정만으로도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촉면적을 확대하면서 접착하기 때문에 접착면에서의 보이드의

발생수를 줄여 양 웨이퍼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저온에서 벽개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벽개된 표면의 Rms값이 작아져 CMP 공정없이 벽개 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와 습식 식각 공정만으로도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저온에서 벽개 공정을 수행하

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아웃-디퓨젼(Out-diffusion)의 량이 작으며 따라서 충분한 블리스터(blister)와 플레이크(flake) 현

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수소이온 주입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소이온 도즈량의 증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생산단가가 줄어

든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벽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벽개면의 Rms 값이 현저히 감소하여 원하는 나

노급 SOI 웨이퍼의 표면거칠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습식식각 공정 이전에 미리 벽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습식 식각공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벽개면에 대하여 CMP 공정없이 습식 식각으로 표면 식각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식각 두께를 균

일하게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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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

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에 있어서, 어떤 층이나 영역들의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

해 과장되어진 것으로, 도면상의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의 "상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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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순서도이며, 도 3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단면도들이다. 전술한 도 1의 종래 기술과 차

이점을 위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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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후속 공정에 의해 서로 접착되는 기준 웨이퍼(base wafer,20)와 결합 웨이퍼(bond

wafer,10)를 준비한다(S30). 기준 웨이퍼(20)는 SOI 웨이퍼를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일명 핸들링 웨

이퍼(handling wafer)라고도 하며, 결합 웨이퍼(10)는 후속 공정에 의해 반도체소자의 채널영역(소자형성영역)이 형성되

는 웨이퍼로서 소자 웨이퍼(device waf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어서, 예를 들어, 단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결합 웨이퍼(10)의 적어도 하나의 표면에 절연막을 통상의 다양한 방법

에 의해 형성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산화 공정을 수행하여 결합 웨이퍼(10)의 표면에 산화막, 즉 실리콘 산화막(12)을

형성한다(S32). 실리콘 산화막(12)은 SOI 웨이퍼에서 매몰 산화층(Buried Oxide Layer; BOX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수십 내지 수천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으나, 나노 SOI 웨이퍼에서는 수십 내지 수백 Å 정도, 예를 들

어 20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도 3에서는 결합 웨이퍼(10)의 상부 표면에만 실리콘 산화막(12)이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열산화 공정에 의해

노출된 결합 웨이퍼(10)의 전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12)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런 상태를 유지하거나 결합 웨

이퍼(10)의 한 표면에만 실리콘 산화막(12)이 잔류하도록 나머지는 제거할 수도 있다.

  이어서, 결합 웨이퍼(10)에 대하여 저전압의 불순물이온, 예를 들어 수소이온을 주입한다(S34). 본 실시예에서는 수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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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따라서, 실리콘 산화막 아래의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깊이에 투영비정거리(Rp)를 갖는 수소이온 주입

부(14)가 형성되며, 이를 경계로 결합 웨이퍼(10)는 일응 소자형성부(10b)와 제거부(10a)로 구분하기로 한다. 도 4에서는

수소이온 주입부(14)를 점선으로 표시하였지만, 수소이온 주입부는 수소이온들이 일정한 폭을 갖고 분포된 영역을 의미한

다.

  본 발명자들은 불순물이온 주입 에너지와 투영비정거리(Rp) 및 △Rp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시뮬

레이션 조건으로서, 수소이온 주입의 샘플은 200Å의 실리콘산화막이 형성된 실리콘기판으로 하였으며, 수소이온 도즈량

은 6 x 1016 cm-2 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표 1.

 주입에너지(KeV)  10  20  30  50  75  100  150  200

 Rp (nm)  180.8  299.4  389.6  542.4  718  900  1300  1780

 △Rp(nm)  55.9  73.1  81.5  91.5  99.3  106.6  120.3  129.5

  표1에 따르면, 수소이온 주입에너지(acceleration Voltage; Vac)의 감소에 따라 투영비정거리(Rp)는 거의 비례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Rp 값도 이온주입 에너지의 감소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온주입 전압이 50 KeV 이하, 특히 30

KeV 이하에서는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도시한 도 12를 참조하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도 12에서

가로축은 수소이온 주입에너지(Vac)이며, 세로축은 △Rp 값을 나타낸다.

  나아가, 본 발명자들은 △Rp 값과 Rms 값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이온 주입 직후 SIMS로 △Rp 값을 측정하였

으며, 수소이온 주입부(14)의 벽개 공정후 Rms 값(10 ㎛ X 10 ㎛)을 AFM으로 측정하여 표2에 나타내었다.

  

표 2.

 주입에너지 (KeV)  26  42  45.2

 △Rp 값 (nm)  77  87  88

 Rms 값 (nm)  3.16  5.72  6.55

  표2에 따르면, 수소이온 주입에너지(Vac)의 증가에 따라 △Rp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Rms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Rp 값과 Rms 값의 변화관계를 도 13에 도시하였다. 도 13에서 가로축은 △Rp 값이며, 세로축은 Rms 값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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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 및 도 13으로부터, 수소이온 주입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투영비정거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Rp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Rms 값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실험결과

를 토대로 후술하는 나노급 SOI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이온 주입에너지를 30 KeV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도 2, 도 5,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면, 기준 웨이퍼(20)와 결합 웨이퍼(10)를 세정하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

한 후 이들 두 웨이퍼를 수직적으로 접착시킨다(S36).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수평 접착식과 달리 기준 웨이퍼(20)와 결합

웨이퍼(10)의 실리콘 산화막(12)의 적어도 일부가 먼저 접촉되면서 그 접촉면적이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면서 접착되도록

한다. 이는 기준 웨이퍼(20)와 결합 웨이퍼(10)의 표면이 모두 굴곡이 있다는 점과 실리콘 웨이퍼가 탄성체라는 점을 고려

하여 한쪽방향으로 가압하면서 접착함으로써 접촉 표면이 평탄해지면서 이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수분등의 보이드 성

분을 외측으로 밀어내어 제거하면서 접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착면에서의 보이드가 현저히 감소되어 접착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준다.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착 방법을 설명하면, 기준 웨이퍼(20)와 결합 웨이퍼(10)를 각기 비스듬한

경사면을 갖는 웨이퍼 지지대(82a, 82b)에 안착시킨다. 이때 각 웨이퍼 지지대(82a, 82b)는 받침대(80)상에 고정되며, 각

웨이퍼 지지대(82a, 82b)의 경사면에는 웨이퍼의 형상에 대응하는 적절한 크기와 깊이를 갖는 안착부들(도시안됨)이 형성

되어 각 웨이퍼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웨이퍼 지지대(82a, 82b)의 중앙부에는 각 웨이퍼(10,20)들을 후

면으로부터 가압하여 압착할 수 있는 웨이퍼 압착봉(84a, 84b)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 8에서 도 10과 같은 순서로 기

준 웨이퍼(10)와 결합 웨이퍼(20)를 가압하여 접착시키게 된다.

  본 발명에서의 기준 웨이퍼(20)와 결합 웨이퍼(10)의 접착은 상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두 웨이퍼는 친수

성(hydrophillic) 조건하에서 수소결합에 의해 상호 접착된다.

  이어서 도 2 및 도 6을 참조하면, 저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수소이온 주입부(14) 부분을 벽개 (cleavage)한다(S38).

본 실시예에서 벽개 열처리는 약 400℃ 정도의 온도 이하에서 적어도 약 1분 이상 수행한다. 벽개 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

이 열처리 동안에 수소이온 주입부 부분의 버블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충분한 블리스터(blister)가 형성되고 이들이 전파되

면서 플레이크(flake)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에서 결합 웨이퍼(10)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은 30 내지

40 Å 정도의 범위로 유지되며, 벽개후의 소자형성부(10b)의 두께는 약 3000 Å 정도가 되었다.

  본 발명자들은 벽개를 위한 열처리 온도와 Rms 값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실험을 하였다. 실험 조건으로서, 수소이온 주

입에너지는 28.5 KeV이며, 수소이온 도즈량은 5 x 1016 cm-2 으로 설정하였다. TEM으로 측정한 실험 결과를 도 14에 나

타내었다.

  도 14에서 가로축은 열처리 온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Rms 값(n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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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550℃에서

벽개면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고 열처리 온도의 증가와 함께 디스로케이션이 성장 및 응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벽

개면에서의 디스로케이션은 후속되는 결합 웨이퍼(10)의 소자형성부(10b)의 습식 식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디스로케이션의 발생과 벽개면에서의 Rms 값을 고려하여 벽개 공정시 열처리 온도는 450℃ 이하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 15는 벽개 공정시 열처리시간과 벽개면에서의 보이드 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열처리온도는 450℃ 이하에서

수행한 것이며, 샘플은 각기 이온주입 에너지가 25 KeV 및 80 KeV로 수행한 것이며, 열처리시간은 10분, 20분 및 40분

동안 수행한 것이다.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벽개 공정을 저온에서 열처리하여 수행하여도 열처리시간이 짧을수록 보

이드의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도 16 내지 도 19는 벽개 공정시 열처리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수소 농도의 변

화를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측정 조건으로서 이온주입 에너지는 26 KeV이며, 수소이온 도즈량은 5 x 1016 cm-2

으로 설정하였다. 도 16은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그래프이며, 도 17은 450 ℃에서의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그래프

이며, 도 18은 650℃에서의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그래프이며, 도 19는 750℃에서의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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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 내지 도 19의 결과로부터, 결합 웨이퍼(10)에 대한 벽개 공정시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의 아웃-디

퓨젼이 활발히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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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에서와 같이 Rms가 나빠지게 되지만, 저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수소이온의 아웃

-디퓨전이 낮아 작은 수소이온 도즈량으로도 충분히 벽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하여 도 2를 참조하면, 저온 열처리로 결합 웨이퍼(10)의 수소이온 주입부(14)를 벽개한 후, 벽개된 소자형성부

(10b)의 표면에 대하여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한다(S40). 수소 분위기하에서 열처리 온도는 1100 ℃ 이상에서 적어도 1

분 이상 수행하며, 수소 열처리 후 소자형성부(10b)의 Rms 값은 30 내지 40 Å에서 10 Å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도 20은 벽개된 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 시간과 표면의 Rms 값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열처리 온도는

1135 ℃에서 수행한 결과이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Rms 값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계속하여 도 2를 참조하면,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한 후 벽개된 소자형성부(10b)의 표면에 대하여 습식 식각을 수행한

다(S42). 식각액은 NH4OH : H2O2 : H20 = 0.5 : 1 : 5인 식각액을 사용하였으며, 식각온도는 65 내지 100℃의 범위에서

수행하였으며, 식각시간 및 식각두께는 원하는 최종 소자형성영역(도7의 10c)의 두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나노급 SOI

의 경우 소자형성영역(10c)의 두께가 50 nm이하가 되도록 식각을 계속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식각액을 선택한 이유는 식각

속도가 낮고 식각후 식각두께의 균일도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도 21은 3개의 실리콘 샘플에 대한 본 발명의 식각공정을 수행한 후 식각시간에 따른 평균식각두께를 측정한 결과 그래

프이다. 그래프로부터 식각시간에 따라 평균식각두께가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최종적

인 소자형성영역(10c)의 두께는 식각시간의 조절에 의해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계속하여 도 2를 참조하면, 벽개면에 대한 식각 공정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식각된 소자형성영역(10c)의 표면에 대하

여 2차 수소 열처리 공정을 수행한다(S44). 2차 열처리 공정은 전술한 1차 열처리 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2차

열처리 공정 수행 후 소자형성영역(10c)의 Rms 값은 나노급 SOI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2Å이하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나노 SOI 웨이퍼에 대한 단면도로서, 도 7의 웨이퍼와 비교하여 실리콘 산

화막(12)과 소자형성영역(10c) 사이에 실리콘저머늄층(16)이 형성된 점만 다르고 동일하다. 제조방법은 실리콘저머늄층

(16)의 형성단계를 제외하고 전술한 도 7의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과 동일하다. 즉, 도 2를 참조하면, 결합 웨이퍼

(10)의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12)을 형성하기 전에 에피택시 공정에 의해 결합 웨이퍼(10)의 표면에 실리콘저머늄층(16)을

형성하며, 결합 웨이퍼(10)에 대한 수소이온 주입시 수소이온 주입부가 실리콘저머늄층(16) 아래에 형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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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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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저전압 이온주입에 의해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Rp)가 작아지고 동시에 △Rp의 값도 작아지게 되

어 벽개 공정시 벽개된 표면의 Rms값이 작게 되어 CMP 공정없이 벽개 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와 습식 식각 공정만으로

도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촉면적을 확대하면서 접착하기 때문에 접착면에서의 보이드의

발생수를 줄여 웨이퍼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저온에서 벽개 공정을 수행하여 벽개된 표면의 Rms값이 작아져 수소 열처리와 습식 식각 공정

만으로도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할 수 있으며, 수소이온의 아웃-디퓨젼(Out-diffusion)의 량이 작아 낮은 수소이온

도즈량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생산단가가 줄어든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벽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에 의해 벽개면의 Rms 값이 현저히 감소하여 원하는 나노급 SOI 웨

이퍼의 표면거칠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습식식각 공정 이전에 미리 벽개면에 대한 수소 열처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때

문에 습식 식각공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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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결정 실리콘으로 된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적어도 일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수소 이온을 30 Kev 이하의 저전압으로 주입하여 수소 이온 주입부를 형

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절연막과 상기 기준 웨이퍼를 서로 접촉시켜 접착하는 단계;

  400℃ 이하의 저온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결합 웨이퍼의 수소 이온 주입부를 벽개하는 단계; 및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에 대하여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을 감소시키는 단계; 및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50 nm 이하가 될 때까지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벽개

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에 형성된 절연막은 열공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산화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주입된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Rp)는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1000 내지 4000

Å의 범위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의 가장자리

에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접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온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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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를 수직방향

의 하측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상측방향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가압하여 접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이 30 내지 40 Å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를 벽개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잔류하는 두께

는 3000 Å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습식 식각된 소자

형성영역의 표면에 대하여 2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웨이퍼와 결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는, NH4OH, H2O2

및 H20의 혼합용액을 식각액으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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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1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 SOI 웨이퍼.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두께는 50 nm 이하이며,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표면의 Rms 값은 2 Å 이하가 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

청구항 21.

  단결정 실리콘으로 된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에 실리콘저머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실리콘저머늄층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에 수소 이온을 30 Kev 이하의 저전압으로 주입하여 수소 이온 주입부를 형

성하는 단계;

  상기 결합 웨이퍼의 절연막과 상기 기준 웨이퍼를 서로 접촉시켜 접착하는 단계;

  400℃ 이하의 저온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결합 웨이퍼의 수소 이온 주입부를 벽개하는 단계; 및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에 대하여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을 감소시키는 단계; 및

  나노급 소자형성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두께가 50 nm 이하가 될 때까지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벽개

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나노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저머늄층은 에피택시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

조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상기 실리콘저머늄층 상에 형성된 상기 절연막은 열공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산

화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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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주입된 수소이온의 투영비정거리(Rp)는 상기 결합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1000 내지

4000 Å의 범위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의 가장자

리에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접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온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와 기준 웨이퍼를 접착하는 단계는, 상기 결합 웨이퍼와 상기 기준 웨이퍼를 수직방

향의 하측의 적어도 일부분을 접촉시킨 후 순차적으로 상측방향으로 접촉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가압하여 접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의 Rms 값이 30 내지 40 Å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를 벽개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준 웨이퍼와 접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잔류하는 두

께는 3000 Å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웨이퍼의 소자형성영역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습식 식각된 소

자형성영역의 표면에 대하여 2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

조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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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수소 열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1100℃ 이상의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웨이퍼와 결합된 상기 결합 웨이퍼의 벽개된 표면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는, NH4OH, H2O2

및 H20의 혼합용액을 식각액으로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용액의 비는 NH4OH : H2O2 : H20 = 0.5 : 1 : 5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 식각 단계의 온도는 65℃ 내지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 21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 SOI 웨이퍼.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두께는 50 nm 이하이며, 상기 소자형성영역의 표면의 Rms 값은 2 Å 이하가 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 SOI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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