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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판들의 면들 중 적어도 한 면 상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산화가능한 물질층으로 구성된 작용층(6)을 포함하
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 혹은 광전자 부품용의 상기 기판들(1)의 처리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각 기판(1)의 어떤 표면 두께에 걸쳐 상기 작용층(6)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제거하기 위한 제1 희생 산화 단계,

상기 제1 희생 산화 단계(100)가 행해진 면을 연마하는 단계(200), 및

상기 연마된 면(17) 상에 상기 작용층(6)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다시 제거하기 위한 제2 희생 산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마이크로 전자 부품 및/또는 광전자 부품들의 제조를 위한 기판 처리 공정 분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은 이 공정에 의해 얻어진 기판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전체가 반도체(예를 들면 실리콘으로 된)로 되어 있거나 전체가 절연물(예를 들면 석영)로 되어 있거
나 혹은 반도체 혹은 절연층들의 적층으로 구성된 기판 처리 공정 분야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이를테면 이들 기판의 준
비에서 다소 앞선 단계들에서 부품들 혹은 구성부품을 포함하는 기판들 등, 층이 피착된(예를 들면 에피택셜층) 기판 
혹은 비균질 구조를 포함하는 기판들일 수 있다.

이들 기판들 중 적어도 일 면의 표면으로부터 어떤 깊이에 걸쳐,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 면 상에 형성되는 부품을 구성
하는 물질층이 존재한다. 이 층을 이하 " 작용 층(working layer)" 이라고 표기한다.

이 작용층의 질 및 특히 예를 들어 거칠기 면에서 이 작용층의 질이 부품의 질을 결정한다.

이러한 작용 층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WO99/53528 문헌에서는 작용 층의 표면
을, 회전축이 이 표면에 평행한 롤러로 연마하는 연마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마의 결과로, 연마된 층 밑의 물
질층 내에 이를테면 가공 경화 결함(work hardening defects)과 같은 결함이 야기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거칠기에 대해서 그리고 결함 밀도에 대해서 작용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은 기판들의 면들 중 적어도 한 면 상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산화가능한 물질층으로 구성된 작용층을 포함하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 혹은 광전자 부품용의 상기 기판들의 처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 기판의 어떤 표면 두께에 걸쳐 상기 작용층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제거하기 위한 제1 희생 산화 단계,

상기 제1 희생 산화 단계가 행해진 면을 연마하는 단계, 및

상기 연마된 면 상에 상기 작용층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다시 제거하기 위한 제2 희생 산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에 의해 본 발명에 따라 달성된다.

결함이 포함하는 물질층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칠기를 가진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어떤 두께에 걸쳐 존재할 때, 제1 희생 
산화 단계에 의해서, 상기 결함 포함 층의 상기 두께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함 포함 층이 반드시 완전히 제거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닌 상기 제1 희생 산화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에 가
해진 표면의 거칠기를 충분히 감소시키거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한다. 제1 희생 산화 단계는 원하는 거칠기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마 단계에 의해 유용하게 보완된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31412

 
연이은 제2 희생 산화 단계에 의해서, 제1 희생 산화 단계와 유사하게, 특히 연마 단계에 의해 결함이 유발된 층 및/또
는 결함 포함 층의 나머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때 연마된 표면으로부터 시작하여, 기판의 표면의 
거칠기는 제2 희생 산화 단계 후에, 만족스럽게 되고 마이크로 전자 혹은 광전자 응용에서 작용층의 사용에 양립될 수 
있다.

연마에 의해 발생된 대다수의 결함이 발견되는 층은 일반적으로 100Å보다 큰 두께를 갖는다. 결국, 400Å 내지 100
0Å 범위의 두께에 걸쳐, 제2 희생 산화 단계에 의해 물질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희생 산화 단계 및 연마 단계의 조합으로 구성됨을 알 것이다. 이들 각각의 단계는 과도하게 높은 
밀도의 결함을 포함하는 작용층의 일부분의 제거에 관여하고, 특히 제2 희생 산화 단계는 연마 단계에 의해 발생된 결
함의 수선에 관여한다.

    
이 공정은 연마만에 의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제2 희생 산화는 연마에 의해 결함이 야
기된 영역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연마의 다른 유해한 영향을 제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초기에 비교적 두꺼운 결함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긴 연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적으로 긴 연마로 인해 두께의 균일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제거할 물질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연마 단계가 더 길어지게 됨에 따라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제거할 두께가 150 내지 200 nm에 이를 
때의 경우이다. 또한, 긴 연마는 공정의 수행을 느려지게 하여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제1 희생 산화 단계는 고 
밀도의 결함을 포함하는 작용층의 부분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칠기를 감소시키는 데 필
요한 것에 연마를 제한시킴으로써, 제1 희생 산화 단계에 의해 상기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다. 더구나, 필요로 된 연마
를 감소시킴으로써, 연마에 의해 발생되는 결함이, 작은 규모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희생 산화에 의해서 그리고 연마에 의해서 물질층을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단계
들의 특정의 조합에 의해서, 향상된 질의 작용층, 즉 감소된 밀도의 결함을 가지며 또한 최적화된 표면 거칠기를 갖는 
작용층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균일한 기판 두께와 최적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이를테면 실리콘과 같은 산화가능한 물질로 된 작용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채용된
다.

이 경우, 제1 희생 산화 단계는 이 결함 포함 물질층의 두께의 적어도 일부에 걸쳐 산화가능 물질을 산화하는 단계와, 
이와 같이 하여 산화된 물질층을 환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2 희생 산화 단계는 연마 단계에 의해 결함이 도입된 물질층의 어떤 두께에 걸쳐 상기 산화가능 물질층을 산화하는 
단계와, 이와 같이 하여 산화된 물질층을 환원하는 단계를 효과적으로 포함한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연마 단계 전 및/또는 후에 기판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효과적으로 포함한다.

    
기판을 어닐링하는 단계가 연마 단계 전에 수행된다면, 제1 희생 산화 단계의 산화 단계는, 이 어닐링 단계의 종료 전에, 
어닐링의 적어도 일부 동안 기판의 나머지를 보호하는 산화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화층은 기판의 나머지를 어
닐링의 유해한 영향, 이를테면 어떤 반도체가 비산화 분위기(질소, 아르곤, 진공, 등) 하에 어닐링될 때 이 반도체의 표
면에서 관찰되는 피팅(pitting) 현상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피팅 현상은 특히 실리콘이 배어(bare) 상태, 즉 산화막
이 전혀 피복되어 있지 않을 때의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반대로, 어닐링은 산화에 의해 야기된 결함을 수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판을 어닐링하는 단계가 연마 단계 후에 수행된다면, 제2 희생 산화 단계의 산화단계는 제1 희생 산화에 대해 기술된 
바와 동일하게 기판의 나머지를 보호하는 산화층을 어닐링 단계 종료 전에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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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쉽게 산화할 수 있는 물질로 된 작용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채용된다. 다음 설명에서 특히 
청구항에서 " 산화가능" 이라는 것은 소위 산화가능 물질이 쉽게 산화가능한지 아니면 쉽게 산화가능하지 않는지에 관
계없이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본 발명이 다른 면, 목적 및 잇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에 관련하
여 살펴보고 본 설명을 참조로 하여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a 내지 도 1f는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1 실시예 의한 처리 중 기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단면도로 도시되었
음).

도 2는 주입된 원자의 밀도와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의 대안이 되는 형태 중 하나에 의해 준비된 기판에 주입에 의
해 발생된 결함의 밀도를, 주입 중 충격이 된 표면에 관한 거리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공정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한 공정의 맥락에서 산화단계가 행해진 기판(1)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한 공정의 제2 희생 산화단계 중에 기판의 변화를 나타낸 도면이다(사시도로 도시됨).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2 실시예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한 공정에 따라 제2 희생 산화 단계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기판 상의 용량성 구조의 형성을 
도시한 도면이다(단면도).

도 8은 세코(Secco) 기술로 알려진 기술에 의해 처리 중에, 단면도로 도시된, 기판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한 기술에 의해 드러난 표면 결함 밀도를, 이 기술의 제1 단계 후의 층의 두께의 함수로서 나타낸 도
면이다.

도 10은 도 6에 의해 기술된 공정의 제2 희생 산화 단계 중에 기판의 에지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으로서 알려진 기판 제조 공정으로 특정되나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이 공정의 맥락에서 본 
발명을 이하 상세히 기술한다.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를 들면 FR 2,681,472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이것은 기판들의 면들 중 한 면 상에 반도체 층 혹은 반도체 박막을 포함하는 기판들의 제조를 위한 공정이다.

이 공정의 대안이 되는 형태 중 한 형태에 따라서,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은,

- 반도체 웨이퍼 면 밑의 주입 영역에 원자들을 주입하는 단계;

- 주입이 행해진 웨이퍼의 면을 이재(backing) 기판에 밀착시키는 단계; 및

- 주입이 행해진 표면과 주입영역 사이에 놓인 웨이퍼의 부분을 상기 이재 기판으로 옮기고 상기 이재 기판 상에 반도
체 박막 혹은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기 주입영역 레벨에서 웨이퍼를 클리빙(cleave)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원자 주입" 이라는 용어는 물질층에 원자 혹은 이온 종들을 최대 농도로 도입시킬 수 있는 원자 혹은 이온 종들의 어
떤 충격(bombard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최대라는 것은 충격된 표면에 관한 소정의 깊이이다. 원자 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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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종들은 최대값의 에너지로 물질층에 도입된다. 물질층 내 원자 종들의 주입은 이온 빔 주입기, 플라즈마 분위기 내 
주입기,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클리빙" 이라는 용어는 물질층 내에 주입되는 종들이 최대 농도로 혹은 이 최대값
에 가깝게 주입된 물질층의 어떤 쪼개짐(fracture)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쪼개짐은 주입된 물질층의 결정학적인 
평면을 따라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정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SOI라고도 알려진, 절연체 상의 실리콘층을 준비한다.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에 따라 SOI층을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안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주입면 상의 실리콘 웨이퍼를 절연 산화층으로 피복하고 옮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리
콘으로 만들어진 이재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절연층이 피복된 이재 기판이나 완전히 절연된 이재 기판(예를 들면, 석영)에 옮겨지게 되는 완전
히 반도체로 된 반도체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반도체 웨이퍼 상의 절연체를 갖추고 이 웨이퍼 층을, 역시 절연체가 피복된 이재 기판에 혹은 완
전히 절연된 기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전술한 모든 경우에, 클리빙하여 옮긴 후에 이재 기판의 표면으로 층이 옮겨진 SOI 구조가 얻어지며, 이 층의 자유 표
면은 클리빙 표면에 해당한다. 이때, 본 발명에 따라서, 이 클리빙 표면의 거칠기와 옮겨진 층 내 결함밀도를 감소시키
는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잇점이 있다.

이들 결함은 여러 가지 기술(발명자 이름을 따라 " 라이트(Wright)" , " 세코(Secco)" , " 심멜(Schimmel)" 기술들 
등으로서 알려진)에 의해 알아 낼 수 있다. 세코 기술에 의해 드러나는 결함만을 이후에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몇몇의 실시예를 SOI 구조를 준비하는데 적용된, 구체적이지만 한정하는 것은 아닌 스마트-컷
(등록상표) 공정의 배경하에서 이하 기술한다.

이러한 SOI 구조를 도 1a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실리콘으로 된 이재기판(2), 산화 실리콘으로 된 절연층(
4) 및 이재기판(2) 상에 실리콘 박층(6)을 포함하는 기판(1)으로 구성된다.

    
절연층(4)은 이재기판(2)과 박층(6) 사이에 개재되어 있다. 이 절연층(4)은 이재기판(2) 및/또는 박층(6)을 산화하
여 만들어 수 있다. 박층(6)을 클리빙하고 이재기판(2)으로 옮긴 후에, 이 박층(6)의 자유 표면은 줄이고자 하는 거칠
기를 보이는 클리빙 표면(8)에 해당한다. 더구나, 어떤 두께에 걸쳐, 박층(6)은 이 클리빙 표면(8)으로부터 결함영역
(12)을 나타낸다. 이들 결함들은 원자 주입 단계에서, 그리고 클리빙(예를 들면, 물질층을 쪼개는 것)함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이들 결함은 도 1에 삼각형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들을 이하 주입 및 클리빙 결함(21)이라 칭한다. 주입 및 클
리빙 결함(21)의 발생에 대해서 도 2에 도식적으로 예시하였다. 어떤 에너지로 주입되는 원자들,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들은 주입면(10)에 관하여 어떤 깊이(Rp)로 표면 근처에 주입된 물질층에 분포하게 된다. 이 표면은 주입면(10)에 관
하여 거리 x의 함수로서 물질층 내 주입된 원자의 농도 N(x) 프로파일에서 최대값에 해당한다. 면(10)으로부터 거리 
Rp에 놓여진, 상기 최대값으로 주입된 원자들의 농도 N(x)의 분포는 표면의 어느 측 상의 어떤 거리에 걸쳐 이 표면으
로부터 점차 감소한다. 예를 들면, 300 nm로 수소의 주입에 있어서, 이 거리는 Rp의 어느 측에서 대략 80nm이다. 그
러나,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입면(10)부터 깊이 x의 함수로서 결함 밀도 D(x)는 이 주입면(10)에 관하여, 거리 
Rp보단 작은 거리 De에 놓여 있다.
    

원하는 두께를 갖는 최종의 박층(6)을 유지하면서 높은 결함밀도 D(x)를 나타내는 물질의 양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 
종래 기술의 공정들에 관련하여 채용될 때의 경우보다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 동안 보다 큰 에너지로 원자들을 주
입하는 것이 본 발명의 맥락에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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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짐은 주입된 면(10)부터 거리 Rp에 놓인 표면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결함(15, 21)은 이재기판(2)
으로 옮겨진박층(6) 내에서 발견된다. " 근처" 라는 것은 거리 Rp에 놓인 깊이의 어느 측에 대략 똑같이 분포된 영역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신에 쪼개짐은 주입면(10)과 이 주입면(10)으로부터 거리 Rp에 놓인 표
면 사이에 놓인 부분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신에, 주입면(10)에 관하여, 주입면(10)으로부터 깊이 Rp에 
놓인 표면을 넘어 놓인 부분에서 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도 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리빙 및 옮긴 후에, 주입면(10)
은 매립된 상태에 있게 되고 클리빙 표면(8)은 자유표면이 된다. 이에 따라 클리빙 표면(8) 근처에 놓인 결함 영역(1
2)에서 주입 및 클리빙 결함(21)이 발견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라서, 이것은 도 3에 공정 흐름도에 나타낸 단계들을 포함한다. 이 공정은 제1 
희생 산화 단계(110)와, 이에 이어 연마 단계(200), 이에 이어 제2 희생 산화 단계(300)를 포함한다. 각각의 희생 산
화 단계(100, 300)는 산화단계(110, 310) 및 이에 이은 환원 단계(120, 320)로 나뉘어 진다.

    
각각의 산화 단계(110, 310)는 700℃ 내지 1100℃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화(110, 310)는 건식 
과정 혹은 습식 과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건식 과정에 의해서, 산화(110, 310)는 예를 들면 산소 가스 하에서 기판
을 가열함으로써 수행된다. 습식 과정에 의해서, 산화(310, 320)는 수증기로 채워진 분위기에서 기판(1)을 가열함으
로써 수행된다. 건식과정 혹은 습식과정에 의해서, 산화 분위기에는 이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알려진 종래의 방법들에 
따라 염화수소산이 채어질 수도 있다.
    

습식과정은 결정구조에 이를테면 스택킹 폴트(stacking faults), " HF" 결함(" HF" 결함은 불화수소산 조(bath) 내에
서 SOI 구조를 처리한 후 이 SOI 구조의 매립된 산화층 내에 데코레이티브 할로(decorative halo)에 의해 드러난 결
함에 부여된 명칭이다) 등의 결함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각각의 환원 단계(120, 320)는 용액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용액은 예를 들면 10 혹은 20%의 불화수
소산 용액이다. 1000 내지 수 천 옹스트롬의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판(1)을 몇 분 동안 이러한 용액 내에 담그
어 둔다.

이어서 기판(1)에 연마 단계(200)를 행한다. 이 연마(200)는 이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공지된 기술에 따라 화학-기
계식 과정에 의해 수행된다.

연마(200) 후에, 기판(1)에 제2 희생 산화(300)를 행한다. 이것은 제1 희생 산화(100)와 유사하다. 각각의 희생 산
화 단계(100, 300)와 함께 연마(200)는 물질층 및 특히 결함 포함 물질층을 제거하에 기여한다.

이러한 공정 동안에 기판(1)의 변화를 도 1a 내지 도 1f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전술한 제1 산화 단계(10) 후에, 산화층(14)이 클리빙 표면(8) 근처에 형성된다(도 1b). 이 산화층(14)을 보다 상세
히 도 4에 도시하였다. 두께 E0 인 이 산화층(14)은 산화된 실리콘에 상응하는 것보다 체적이 크다. 클리빙 표면(8) 위
치의 표시를 도 4에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절연층(4)과 산화층(14) 사이에 잔류한 실리콘 박층(6)의 두께 E 1 와 상기 
산화층(14)의 두께 E0 와의 합은 산화하기 전에 실리콘 박층(6)의 두께 E2 보다 큼에 유의한다.

제1 산화 단계(110) 후에, 산화층(14) 제거를 목표로 한 환원 단계(120)를 기판(1)에 적용한다.

제1 희생 산화(100)의 결과로, 결함영역(12)은 대부분 제거되나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제1 희
생 산화(100)에 의해 클리빙 표면(8)의 초기 거칠기가 감소될지라도, 거칠기는 여전히 너무 크게 남아있다(도 1c).

이에 따라 기판(1)에 연마단계(200)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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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마(200)에 의해서 박층(6)의 자유 표면의 거칠기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마 단계(200)의 결과로, 거칠기는 매우 낮다. 원자 현미경으로 측정하였을 때, 거칠기는 1Årms 정도이다(rms는 " 
자승 평균 평방근" 의 약어임).

그러나, 화학-기계식 연마는 물질층의 어떤 깊이에 걸쳐, 연마된 표면(17) 밑에 가공 경화 결함(15)을 야기한다.

    
가공 경화는 예를 들면 기판(1) 상에 연마 패드의 압력, 이 패드의 마모 등과 같은 파라미터의 변화에 좌우된다. 가공 
경화 결함(15)은 현미경(예를 들면, 원자 현미경) 검사로 표면에서, 세코형 표시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결정 결함들
의 정렬들로 구성되는 스크래치 형태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마에 의해 발생된 이들 가공 경화 결함(15) 외
에, 아직도 주로 주입 및 클리빙 결함(21)이 남아있다. 이들 결함을 모두 함께 도 5에 도시하였다. 연마에 의해 발생된 
가공 경화 결함(15)은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제1 희생 산화(100) 및 연마(200)에 남아있는 주입 및 클리빙 결함(21)
은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
    

이어서 연마(200)로 인해 발생된 결함(15)과 클리빙 후에 박층(6)의 남아있는 주입 및 클리빙 결함(21)을 포함하는 
물질층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판(1)에 제2 희생 산화(300)를 행한다(도 1d 및 도 1f).

이 제2 희생 산화(300)는 제1 희생산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마된 표면부터 시작해서, 환원 단계(320) 후의 박층(
6)의 자유 표면은(도 1f) 만족할만한 거칠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1 실시예의 결과로, 박층(6)에 결함농도가 크게 감소된 SOI구조의 기판(1)이 얻어진
다.

도 6에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2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의 희생 산화는 기판(10)의 어닐링 단계(130, 330)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1 실시예와 같이, 이 제2 실시예를 SOI 구조의 제조에 적용되는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
과 더불어 이하 기술한다.

" 어닐링" 이라는 용어는 작용층(6)의 물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어떤 열적 조작을 나타낸다. 이 어닐링(130, 3
30)은 일정 온도 혹은 가변온도에서 수행되는 열 처리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어닐링(130, 330)은 예를 들면 두 개
의 값 사이의 온도 내에서 온도를 점차 증가시키거나, 두 온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순환 반복하는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어닐링(130, 330)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1000℃보다 큰 온도에서, 특히 대략 1100-1200℃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어닐링(130, 330)은 비산화 분위기 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르곤, 질소, 수소 등을 포함
하거나 이들 가스가 혼합된 혼합가스를 포함할 수 있다. 어닐링(130, 330)은 진공 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 결국, 어닐
링(130, 330) 동안 박층(6)의 나머지를 보호하고, 전술한 피팅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희생 산화(100, 300)
의 산화 단계(110, 310)는 어닐링 단계(130, 330) 전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잇점을 제
공하는 대안이 되는 형태에 따라서, 산화는 어닐링(130, 330)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시작하여 이 어닐링이 끝나
기 전에 종료한다.
    

기판(1)의 제조 및 준비를 위한 공정 중 선행 단계들 동안에 박층(6)에 발생된 결함의 수선(repair)은 기판(1)을 어닐
링(130, 330)하는 단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특히, 어닐링 단계(130, 330)는 각각의 산화층(14)의 형성 단계 중
에 박층(6)에 발생된 이를테면 스택킹 폴트, HF 결함, 등의 결정 결함들이 이러한 어닐링에 의해 수선되게 하는 시간
동안 및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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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닐링 단계(130, 330)는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 중에 옮겨진 박층(6)과 이의 이재기판(2) 간 본딩 인터
페이스를 강화시키는 잇점을 또한 나타낸다.

박층(6) 내 잔류한 결함 밀도는 여기서, 도 6에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대안 형태에 의해 기판(1)의 처리 후 다
시 크게 감소된다.

특히 제2 희생산화(300)에 의한 전기적 특성의 향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적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희생산화(300)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기판들(1)의 박층(6)의 자유표면 상에 용량성 
구조들을 형성하였다.

양쪽 경우, 용량성 구조는 게이트 산화층을 가장한 것이다. 이것은 박층(6)의 자유표면 상에 형성되는 절연 산화층(1
1) 및 이 절연 산화층(11) 상에 배치된 전극(13)으로 구성된다.

    
이들 용량성 구조들에 대해 측정된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 무결함" 물질층, 즉 주입이나 클리빙이 행해지지 않은 물질
층 상에 형성한 용량성 구조들에 대해 측정된 것과 비교하였다. 이때, 제2 희생 산화(300)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50nm
의 산화층을 형성하여 제거하는 제2 희생산화(300)가 행해진 SOI 구조 상에 형성된 용량성 구조들은 " 무결함" 물질
층 상에 형성한 용량성 구조보다 파괴(브레이크다운)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200nm의 산화층을 형성하여 제거
하는 제2 희생 산화(300)가 행해진 SOI 구조 상에 형성한 용량성 구조는 " 무결함" 물질층 상에 형성한 용량성 구조의 
것에 비견되는 파괴(브레이크다운) 빈도를 나타냄을 알았다. 파괴 빈도라는 것은 전술한 용량성 구조에, 테스트 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통상의 사용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빈도를 갖고 브레이크다운이 관측되는 사실을 포괄한다. 
즉, 200nm의 산화층을 형성하고 제거하는 제2 희생 산화(300)가 행해진 물질층 상에 형성된 용량성 구조가 파괴되는 
것은 " 무결함" 물질 상에 형성되는 용량성 구조가 파괴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충분한 두께의 물질층을 제거하는 어닐링(330)을 포함한 제2 희생 산화(300)의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이 행해진 
후 박층(6)은 더 이상 결함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기술에 숙련된 자에게 공지된 세코형 용액에 의해 결함밀도를 표시하여 결함밀도를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0
00Å의 산화 실리콘 상에 2000Å의 실리콘으로 구성된 SOI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세코형 용액으로 결함을 표시하는 
표준기술을 도 8에 도시하였다. 이것은,

- 결함 부위에 대응하는 구멍(19)이 절연층(4) 상에 개방될 때까지 박층(6)으로부터 1100 내지 1900Å의 실리콘을 
에칭하기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는 물질층 내 결정 결함에서 이 박층(6)을 선택적으로 에칭하기 위해서 세코형 용액 내
에 기판(1)을 12 내지 23초 동안 담그는 것으로 구성되는 단계 A;

- 상기 단계에서 형성된 구멍(19)을 절연층(4) 내에서 넓힘으로써 이들 구멍을 에칭하기 위해서 불화수소산 용액에 
기판(1)을 담그는 것으로 구성되는 단계 B;

- 박층(6)의 나머지를 제거하고 이재기판(2) 안으로 구멍(19)이 이어지게 세코형 용액에 기판(1)을 다시 담그는 것
으로 구성되는 단계 C;

- 절연층(4)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불화수소산 용액에 기판(1)을 다시 담그는 것으로 구성되는 단계 D를 포함한
다.

이재기판(2)에 남게 된 구멍들(19)은 현미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충분 크다.

단계 A 후에 남게 된 박층(6)의 두께는 전술한 기술에 의해 결함밀도의 판정이 두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잘 
제어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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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공정에 따라 어닐링(330)을 동반한 제2 희생산화(300)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기판(1) 
상에 단계 A 후에 남은 박층(6)의 두께의 함수로서 표시된 구멍(19)의 카운트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점은 단계 A 후의 박층(6)의 두께마다 현미경으로 결정된 결함밀도에 대응하므로, 박층(5)의 두께가 얇을수록 보다 많
은 결함이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층(6)의 전체 두께에 걸쳐 일정한 한 분량의 결함들에 의한 밀도에 대해
서, 대응하는 곡선은 단계 A 후의 박층(6)의 두께에 대해 큰 값들쪽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쪽의 곡선은 3650Å의 옮겨진 박층(6)을 가진 기판(1)에 대해 어닐링을 함께 한 희생산화를 행하고(650Å의 박층
을 제거) 전술한 세코 기술 처리 전에, 연마를 행하여(950Å의 박층(6)을 제거) 2050Å의 박층(6)이 되게 한 기판에 
대해 수행된 측정에 대응한다. 단계 A 후의 박층(6)의 두께에 대해 낮은 값쪽으로 급격한 이동이 이 곡선에서 관찰된
다. 이것은 연마(200)에 의해 유발된 표면 결함을 나타낸다.

    
아래쪽 곡선은 4300Å의 옮겨진 박층(6)을 가진 기판(1)에 대해 전술한 세코 기술 처리 전에, 어닐링을 함께 한 제1 
희생산화(100)(650Å의 박층을 제거)와, 이에 이은 연마(200)(950Å의 박층(6)을 제거)와, 2050Å의 박층(6)이 
되게 어닐링(300)을 함께 한 제2 희생산화(650Å의 박층(6)을 제거)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이 행해진 기판
에 대해 수행된 측정에 대응한다. 위쪽 곡선에서 나타나는 단계 A 후의 박층(6)의 두께에 대해 낮은 값 쪽으로 급격한 
이동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판(1)이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이 행해진 후에 작용층(6) 내 연마(200)에 
의해 야기되는 결함(15)을 더 이상 없다. 아래쪽 곡선의 베이스 레벨은 위쪽의 곡선의 베이스 레벨 미만의 크기의 대략 
1 자리수에 놓여 있음에 유의한다. 이것은 주입과 클리빙에 의해 비롯된 잔류 결함은 본 발명에 따른 공정에 의해 보다 
잘 제거되었다는 사실로 돌릴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이 행해진 기판(1)에 대해 측정된 세코 결함의 표면 밀도는 존속된 박층(6) 두께의 전체 범위에 
걸쳐 5 x 102 cm-2 미만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에 의해 SOI 기판(1)을 준비하는 경우, 5 x 10 2 cm-2 보다 큰 세코 결함의 표면
밀도에 상응하는 결함밀도를 포함하는 연마(200)에 의해 발생된 결함을 포함하는 실리콘층은 박층(6)이 예를 들면 낮
은 결함밀도를 가진 실리콘 박층을 가진 기판에서 비롯된 것일 때 제2 희생 산화(300)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수소 하에 어닐링된 실리콘, 혹은 소위 " 저(low) COPs(" Crystal Originated Particles" 의 약어)" 실리
콘, 즉 저밀도 " COPs" 이 결함의 실리콘, 혹은 저 수순의 " COPs" 결함을 가진 FZ 혹은 CZ 실리콘으로 된 에피택셜 
성장된 박층의 실리콘에 의해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얻어질 것이다.

    
의외로, 더욱이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2 실시예에 따라서, 절연체(4)를 형성하는 매립 산화층 및 박층(6)의 
소위 " 에지 폴(edge fall)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에지 폴 현상은 매립 산화층 및 박층(
6)으로부터 비롯되는 분진(debris) 및 입자들의 탈거에 의해 제2 희생 산화(300)를 포함하지 않는 종래 기술의 스마
트-컷(등록상표) 유형의 공정들에 의해 준비되는 SOI 기판들(1)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절
연체(4)를 형성하는 매립 산화층과 박층(6)이 제1 희생 산화(100) 후에 기판(1)의 에지에 가까운 곳에서 경사상의 
외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들 층(4, 6) 각각의 끝부분, 특히 옮겨진 박층(6)의 끝부분은 이들 기판(1) 상에 전자부
품 혹은 광전자 부품의 제조시 각종의 기술적 단계들 동안 기판(1)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희생산화(300) 후에, 특히 박층(5)의 끝부분에, 절연층(4)을 형성하는 매립 
산화층에 이어진 산화물이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지의 절연체(4)를 형성하는 매립 산화물로부터 부서지기 쉬
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박층(6)의 에지에 끝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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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1 및 제2 실시예는 " 스마트-컷(등록상표)"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SIO의 박층(6)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적용에 관계된 것이다. 특히, 4000Å의 산화 실리콘으로 된 절연층(4) 상에 대략 
2000Å의 실리콘으로 된 박층(6)으로 구성되는 SOI 구조에 본 발명의 적용하는 맥락에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제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두께의 박층(6)을 얻기 위해서는 70 내지 100 keV 범위의 에너지로 수소 원자를 주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두꺼운 층(6)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원자를 보다 깊게, 즉 보다 높은 에너지로 주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들이 보다 깊게 주입되면 될 수록, 층(6) 내에 이들 원자 농도의 분포가 더욱 퍼지게 
될 것이며 주입에 관계된 결함 밀도도 더 퍼지게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에 의해 제거될 결함 포함 물질층의 두
께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급한 두께는 결코 제한이 없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다른 적용의 맥락에서 채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하지의 
물질층의 질을 유지하면서 표면층을 제거하고자 할 때마다 유용하다. 어닐링 단계(130, 330)을 포함하는 공정의 실시
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닐링은 상기 하지 물질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선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예로서 실리콘의 경우를 취함으로써 위에 기술되었지만 위에 개시된 것은 실리콘 이외의 물질들, 
특히 다른 반도체 물질들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각의 희생 산화가 기판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실시예의 예를 앞에 기술하였다. 그러
나, 희생 산화들 중 단지 하나만 어닐링 단계를 포함한다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의 다른 구현 예들에 따라서, 단지 제1 혹은 제2 희생 산화만이 전술한 것과 유사한 어
닐링 단계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들의 면들 중 적어도 한 면 상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산화가능한 물질층으로 구성된 작용층(6)을 포함하는 마이크
로 전자 부품 혹은 광전자 부품용의 상기 기판들(1)의 처리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각 기판(1)의 어떤 표면 두께에 걸쳐 상기 작용층(6)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제거하기 위한 제1 희생 산화 단계(100),

상기 제1 희생 산화 단계(100)가 행해진 면을 연마하는 단계(200), 및

상기 연마된 면(17) 상에 상기 작용층(6)을 구성하는 물질층을 다시 제거하기 위한 제2 희생 산화 단계(300)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희생 산화 단계(100)는 결함 포함 물질층의 두께의 적어도 일부에 걸쳐 상기 산화가능 물질
층을 산화하는 단계(110)와, 이에 따라 산화된 물질층을 환원(deoxidation)하는 단계(1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3.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희생 산화 단계(300)는 상기 연마 단계(200)로 결함들이 유발된 물
질층의 어떤 두께에 걸쳐 상기 산화가능 물질층을 산화하는 단계(310)와, 이와 같이 산화된 물질층을 환원하는 단계(
3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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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희생 산화 단계(100, 300)는 상기 기판(1)을 어닐링하는 단계(130, 33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각각의 희생 산화 단계(100, 300)의 각각의 산화 단계(110, 310)는 상기 어닐링 단계(130, 330) 
종료 전에, 상기 기판(10)의 나머지를 보호하는 산화층(14)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6.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00Å보다 큰 두께, 바람직하게는 400Å 내지 1000Å의 두께에 걸쳐, 상기 제
2 희생 산화 단계(300)에 의해 물질층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7.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의 면 밑의 주입 영역에 원자들을 주입하는 단계, 주입이 행해진 
웨이퍼의 면을 이재기판(2)에 밀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이재기판(2)에 상기 웨이퍼 부분을 옮기고 상기 이재기판 상
에 박층 혹은 반도체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기 주입 영역의 레벨에서 상기 웨이퍼를 클리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연
이어 이 박층 혹은 반도체층에 상기 제1 및 제2 희생 산화 단계(100, 300)와 연마 단계(200)가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8.

전술한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층(6)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5 x 10 2 cm-2 보다 큰 세코(Secco) 결함의 표면밀도에 대응하는 결합 밀도를 포함하는 실리콘층은 
상기 제2 희생 산화 단계(300)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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