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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OI웨이퍼제조방법및그방법에의해제조된SOI웨이퍼

요약

SOI 웨이퍼 제조법에서,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최소 하나의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웨이퍼내에 미소 기포층(봉입층

(enclosed layer))을 형성하기 위하여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하나의 상부 표면에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이 주입

되며; 이온-주입된 표면이 산화막을 통해 다른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과 밀착되도록 이온-주입된 실리콘 웨이퍼는 다른 실

리콘 웨이퍼위에 겹쳐지며;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소 기포층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다. 상기 방법에서, 이렇게 얻은 SOI 웨이퍼의 박리된 표면의

결함층(defect layer)은 기체상 에칭을 통하여 200 nm 이상의 깊이로 제거한 다음, 경면 연마(mirror polishing)가 수행된

다. 따라서, 얻어진 SOI 웨이퍼는 매우 낮은 수준의 결함을 가지며 높은 두께 균일도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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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SOI-웨이퍼 제조 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 및 2B는 PACE(plasma assisted chemical etching)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증기상 에칭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

며, 여기서 도 2A는 사시도이며, 도 2B는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나타난 방법에 의해 제조된 SOI 웨이퍼의 박리된 표면에서의 결정 결함층과 결함 피트(pits) 밀도와의 관계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방법(스마트-컷(smart-cut) 방법)에 따라 제조된 SOI(silicon on insulator) 구조를 갖는 웨이퍼의 표면 처리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SOI 구조를 갖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산소 이온을 고

농도로 실리콘 단결정내에 주입시킨 다음,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SIMOX(separation by

implanted oxygen)이다. 다른 방법은 2개의 거울-연마된 실리콘 웨이퍼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함께 결합한 다음, 웨

이퍼중 하나를 박막화하는 방법이다.

SIMOX 방법에서, 소자 활성 영역이 되는 SOI층의 두께는 산소 이온 주입시 가속 전압 조정을 통해 결정하고 제어할 수 있

다. 따라서, SIMOX방법은 높은 두께 균일성(이하 "두께 균일성(thickness uniformity)"라 함)을 갖는 얇은 SOI층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그러나, SIMOX법은 매립된 산화막의 신뢰성, SOI층의 결정화도, 및 1300℃ 이상의 온도

에서의 열처리 필요성 등에 관해 많은 문제점들을 갖는다.

한편, 웨이퍼 결합법에서는, 2개의 거울-연마된 실리콘 단결정 웨이퍼중 최소 하나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접착제를 사용

하지 않고 함께 결합한 다음 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처리(전형적으로 1100 ~ 1200℃에서)시키며; 이어서, 웨이퍼를

박막화하기 위해 웨이퍼중 하나를 연삭하거나 습식 에칭시킨후, 그 표면을 거울-연마하여 SOI 층을 형성한다. 따라서, 매

립된 산화막의 신뢰성이 높으며, SOI 층의 결정성이 좋다. 그러나, 박막이 기계적 가공 방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물

인 SOI 층의 두께 및 그 균일성에 한계가 있다.

웨이퍼 결합법에서는, 실리콘 웨이퍼가 함께 결합될 뿐 아니라, SOI 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리콘 웨이퍼가 SiO2, SiC,

Al2O3 등의 절연 웨이퍼에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최근, 대중의 관심은 새로운 SOI 웨이퍼 제조 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즉,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소위 스마트-컷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2개의 실리

콘 웨이퍼중 최소 하나의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웨이퍼내에 미세 기포층(봉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2개의 실리콘 웨

이퍼중 하나의 표면으로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들을 주입하고; 이온-주입된 표면이 산화막을 통하여 다른 실리콘

웨이퍼과 밀착하도록 이온 주입된 실리콘 웨이퍼를 다른 실리콘 웨이퍼에 겹치며;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세 기포층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하고; 열처리를 다시 수행하여 박막

과 다른 웨이퍼를 견고하게 결합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다(일본 특허 공개 제 5-211128 참조). 또한, 이 방법에서는,

박리의 결과로 형성된 표면(이하 "박리면(delaminated surface)"이라 한다)은 거울형 표면을 가지기 때문에, SOI 층이 높

은 두께 균일성을 갖는 SOI 웨이퍼를 비교적 쉽게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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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의 최종 단계에서는,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키고 결함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터치 연마(touch polishing)라 부르

는, 극소량의 스톡(stock) 제거용 경면 연마(70 ~ 100nm)를 직접 행한다.

그러나, H. Gassel 등(J.Electrochem. Soc., 140, pp 1713, 1993)에 의해 개시된 4단계 Secco-에칭에 따라 아직 터치 연

마하지 않은 SOI 층을 평가하면, SOI 층에서의 결정 결함층의 두께는 약 200nm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함층은 수소 이온

주입시 발생된 변형 및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함층은 터치 연마에 의해 제거된 스톡의 양이 200nm 이상으로 증가되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웨이퍼 전체 표면에 걸친 스톡 제거의 균일성이 저하되어, SOI 층의 두께 변화가 증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SOI 층의

두께가 작을 경우, 두께 변화 증대는 반도체 소자에 큰 역효과를 일으켜서 제품 가치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와 결합시키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방법을 통해 얻은 박리된 표면속에 깊이 존재하는 결정

결함층을 확실히 제거함으로써, 양호한 두께 균일성 및 높은 결정성을 갖는 SOI 웨이퍼를 비교적 용이하게 비교적 저비용

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최소 하나의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웨이퍼내에 미소

기포층(봉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하나의 상부 표면으로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들을 주입

시키며; 이온-주입된 표면이 산화막을 통하여 다른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과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실리콘 웨이퍼를 다

른 실리콘 웨이퍼위에 겹치고;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소 기포층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

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으며, 이렇게 얻은 SOI 웨이퍼의 박리된 표면의 결함층을

기체상 에칭을 통하여 제거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웨이퍼가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가 박리됨으로써 SOI 웨이

퍼를 얻는 방법에 따라 SOI 웨이퍼를 재조할 경우, SOI 웨이퍼의 박리면에 두꺼운 결정 결함층이 형성된다. 이와같은 결함

층을 제거하는데 증기상 에칭(vapor-phase etching)이 효과적이다. 증기상 에칭을 통하여, 다량의 스톡이 제거되는 경우

에도, SOI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면서 결정 결함층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웨이퍼내에 미소 기포층(봉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들을 실리콘 웨이퍼의

상부 표면으로 주입시키며; 이온-주입된 표면이 절연성 웨이퍼와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절연성 웨이퍼상에

겹치게 하고;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세 기포층을 박리 평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 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으며, 이렇게 얻은 SOI 웨이퍼의 박리면에서의 결함층은 증기상 에칭을 통

하여 제거하는 SOI 웨이퍼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

이퍼를 얻는 방법은 실리콘 웨이퍼가 함께 결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가 SiO2, SiC, Al2O3 등의 절연체 웨이

퍼에 직접 결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결함층은 증기상 에칭에 의해 200 nm 이상의 깊이까지 제거되는 것이 좋다.

결합층이 200 nm 이상의 깊이로 제거되면, 결함층은 확실하게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SOI층이 균일한 두께를 갖는 SOI

웨이퍼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증기상 에칭에 의해 처리된 표면은 그후 경면 연마 처리된 다.

결정 결함층이 증기상 에칭을 이용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확실하게 제거된다 하더라도, 표면 처리동안 헤이즈(HAZE)라 하

는 표면 거칠기가 새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 거칠기는, 필요하다면, 경면 연마,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터치 연

마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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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은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 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

이퍼를 얻는 방법으로 제조된 SOI 웨이퍼의 박리된 표면에 있는 결정 결함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아주 낮은

수준의 결함과 양호한 두께 균일성을 갖는 SOI 층을 갖는 SOI 웨이퍼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

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SOI 웨이퍼의 SOI 층의 표면의 결정 결함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기상

에칭을 수행한다. 따라서, SOI 층의 막두께는 균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SOI 층의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키기 위하

여 거울 연마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 균일한 두께, 감소된 표면 거칠기, 아주 낮은 수준의 결함 및 높은 결정성의 SOI

층을 갖는 SOI 웨이퍼를 비교적 용이하고 싼 비용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로 하여 기술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대한 기술은 2개의 실리콘 웨이퍼가 함꼐 결합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

도 1은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다른 웨이퍼에 결합하고 그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으

며, 부가적으로 증기상 에칭 단계(vapor-phase etching step)와 터치 연마 단계(touch polishing step)를 포함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도이다. 이 방법은 공정 단계의 순서가 서로 다른 2개의 다른 방법(방법 A 와 방법 B)으

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방법 A를 기술한다.

방법 A의 단계 1에서는, 소자 사양에 맞는 2개의 경면-연마된 실리콘웨이퍼 20 및 21을 제조한다.

방법 A의 단계 2에서는, 웨이퍼중 최소 하나(이 경우에는 웨이퍼 20)를 열산화시켜 이들의 표면에 약 0.1 ~ 2.0μm의 두께

는 갖는 산화막 30을 형성한다.

방법 A의 단계 3에서는, 다른 실리콘 웨이퍼 21의 한 표면에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들을 주입시켜 이온 주입의 평

균 깊이에 상응하는 위치의 표면에 평행하게 신장하는 미소 기포층(봉입층)40을 웨이퍼내에 형성한다. 주입 온도는 25 ~

450℃가 바람직하다.

방법 A의 단계 4에서는, 이온-주입된 표면이 웨이퍼 20의 산화막 30과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웨이퍼 21을 다른 웨이퍼

20에 겹친다. 청정 분위하에 실온에서 2개의 웨이퍼의 표면이 서로 밀착할 경우, 웨이퍼들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부착한다.

단계 5에서는, 봉입층 40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상부 웨이퍼부 28이 하부 SOI 웨이퍼 10(SOI 층25, 매립 산화층 26,

및 기판 웨이퍼 27로 구성됨) 으로부터 박리되는 박리용 열처리가 수행된다. 즉, 비활성 기체 분위기하에 약 5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가 수행되면 결정 재배열 및 기포 응집이 발생하여 하부 SOI 웨이퍼로부터 상부 웨이퍼부를 박리시킨다.

그 후 박리된 상부 웨이퍼부 28이 제거된다.

단계 6에서는, 단계 4에서 부여된 결합력은 소자 공정용으로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결합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 단계 4에서 서로 밀착하도록 한 웨이퍼들에 열처리를 가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열처리는 비활성 기체 분위기

하에서 1050 ~ 1200℃에서 30분 ~ 2시간동안 수행한다.

대안으로서, 단계 5에서 박리된 상부 웨이퍼부 28이 하부 SOI 웨이퍼로부터 제거되지 않도록, 단계 5에서의 박리를 위한

열처리 및 단계 6에서의 결합을 위한 열처리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안으로, 단계 5 및 6을 위해 단일 열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단계 7에서는, 증기상 에칭을 통하여, SOI 층 25의 표면인 박리면 50의 결정 결함층을 제거하고 SOI층 25의 두께를 균일

하게 만든다. 이 단계는 도 2A와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기상 에칭을 수행하기 위하여 RF 플라즈마 16이 공동 12내에

서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PACE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단계 5-6-7의 순서는 5-7-6으로 변경할 수 있

다.

PACE 방법은 건식 에칭의 한가지 형태이다. 먼저, SOI 웨이퍼 10의 SOI층의 두께 분포를 측정한다. 공동 12가 SOI 웨이

퍼 10 상에서 이동될 때, 공동 12의 이동 속도는 두께 분포에 따라 조절되므로, 각 부분이 플라즈마 16에 노출되는 동안의

시간이 조절된다. 결과로서, 표면에서의 에칭 제거량이 조절되므로, SOI층의 표면 결합층이 제거되면서, SOI 웨이퍼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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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 충의 두께가 균일하게 만들어진다. 플라즈마 16은 RF 전압을 RF 전원 15로부터 SOI 웨이퍼 10의 위아래에 위치한 전

극 13 및 14에 인가함으로써 공동 12내에 국부적으로 발생된다. 공동 12는 SOI 웨이퍼 10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지지된다.

본 발명은 SOI 층 25의 표면인 박리면 50의 결정 결함층을 제거하고, SOI층 25의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증기상

에칭 단계를 수행하는 PACE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이 PACE 방법의 여러 조건을 주의깊게 결정함으로써 성취되었다.

특히, 기체상 에칭은 200 nm 이상의 깊이까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온 주입에 의해 유도된 표면 결함, 표

면 손상 등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기체상 에칭은 다량의 스톡이 제거되는 경우에도, SOI층의 두께 균일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결정 결함층을 제거하고 두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계 8은 단계 7에서의 증기상 에칭 동안 발생된 표면 헤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터치 연마 단계이다. 필요하다면, 기체상-

에칭된 표면은 5 ~ 15 nm로, 바람직하게는 약 10 nm로 경면-연마된다.

상기한 방법에 의해, 높은 두께 균일성을 갖는 SOI층 25를 갖는 고품질의 SOI 웨이퍼 10이 제조된다.

이하 방법 B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 방법을 기술한다. 방법 B의 단계 1에서는, 소자 사양에 적합한 2개의 경면-연마된 실

리콘 웨이퍼 22 및 23을 제조한다. 방법 B의 단계 2에서는, 웨이퍼중 최소 하나(이 경우에는 웨이퍼 23)를 열산화시켜 이

들의 표면에 약 0.1 ~ 2.0μm의 두께를 갖는 산화막 31을 형성한다. 방법 B의 단계 3에서는,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

온들을 웨이퍼 23의 산화막 31로 주입시켜 웨이퍼내에 이온 주입의 평균 깊이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표면에 평행하게 신장

하는 미세 기포층(내포층) 41을 형성한다. 주입 온도는 25 ~ 450℃가 바람직하다. 방법 B의 단계 4에서는, 웨이퍼 23의

이온-주입된 표면 또는 산화막 31이 실리콘 웨이퍼 22의 표면과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웨이퍼 23을 실리콘 웨이퍼 22

상에 겹친다. 청정 분위기하의 실온에서 두 웨이퍼의 표면들이 서로 접촉될 경우, 웨이퍼들은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접착된다.

이어서, 단계 5 ~ 8에서는, 방법 A에서와 동일한 처리 방법들을 수행함으로써 결정 결합없이 균일한 두께를 갖는 SOI 층

을 갖는 SOI 웨이퍼를 얻는다.

실시예

다음으로,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기술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실시예)

지름 150mm를 갖는 28개의 경면-연마된 실리콘 웨이퍼들(전도형 : p형; 비저항: 10Ω·cm)을 제조하였다. 이들 웨이퍼들

을 도 1에 나타낸 방법 B의 단계 1 ~ 6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두께 870nm를 갖는 SOI층을 갖는 14개의 SOI 웨이퍼들을

얻었다. 이 방법에 사용된 주요 공정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a) 매립된 산화막의 두께 : 400 nm;

b) 수소 주입 조건 : H+ 이온, 주입 에너지: 150 keV, 주입량: 8 x 1016/cm2; c) 박리용 열처리 조건 : N2 기체 분위기하,

500℃에서 30분간; 및

d) 결합용 열처리 조건 : N2 기체 분위기하, 1100℃에서 2시간.

이와같이 제조된 SOI 웨이퍼들중, 12개의 SOI 웨이퍼들을 SOI층이 90nm, 140nm, 190nm, 290nm, 490nm 또는 680nm

(6 종류)의 깊이로 에칭되도록 PACE 방법에 따라 2개를 한 번에 증기상 에칭 처리하였다. 이어서, 각 SOI 층의 표면에서

결함 피트의 밀도(이하 "결함 피트 밀도"라 함)를 측정하기 위하여 4-단계 Secco-에칭에 따라 선택적인 에칭을 수행하였

다. 그 측정 결과를 도 3에 나타내었다. 도 3에서, 가로축은 SOI층의 스톡 제거 두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결함 피트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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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도 3은 SOI 층이 동일한 깊이로 제거된 2개의 웨이퍼의 평균 값을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기체상 에칭 처리

를 하지 않은 2개의 남아있는 웨이퍼들을 4단계 Secco-에칭법에 따라 그 결함 피트 밀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역시 도 3에 나타내었다.

도 3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SOI층의 스톡 제거량이 약 200nm까지 증가함에 따라, 결함 피트의 밀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SOI 층의 스톡 제거량이 200nm 이상으로 증가하면, 밀도는 실제로 변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남아있

다. 따라서, 결함층이 최소한 200nm의 깊이로 에칭되면, 극도로 낮은 수준의 결함을 갖는 SOI층을 갖는 SOI 웨이퍼를 얻

는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실시예는 단순한 예이며, 청구항에 기술된 것과 실제로 동일한 구조를 가

지며 유사한 작용과 효과를 제공하는 것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위에서 가술한 것들은 2개의 실리콘 웨이퍼들이 결합되어 SOI 웨이퍼를 얻는 경우에 촛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본 발명은 실리콘 웨이퍼가 절연체 웨이퍼에 결합되는 경우; 이온-주입

된 웨이퍼가 이들에 결합되는 경우; 및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가 박리되어 SOI 웨이퍼를 얻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고도의 두께 균일성과 높은 결정성 및 흠결 수준이 극도로 낮은 얇은 SOI층을

갖는 SOI 웨이퍼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최소 하나의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웨이퍼내에 미소 기포층(봉입층)을 형성하기 위해 2개의 실리콘 웨이퍼중 하나의 상부 표면에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

이온 주입된 표면이 산화막을 통해 다른 실리콘 웨이퍼와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실리콘 웨이퍼를 다른 실리콘 웨이퍼상

에 겹치는 단계;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소 기포층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렇게 얻은 SOI 웨이퍼의 박리면에서의 결함층을 증기상 에칭을 통해 제거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

청구항 2.

웨이퍼내에 미소 기포층(봉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리콘 웨이퍼의 상부 표면에 수소 이온 또는 희유 기체 이온들을 주

입하는 단계;

이온-주입된 표면이 절연성 웨이퍼와 밀착하도록 이온-주입된 웨이퍼를 절연체 웨이퍼 위에 겹치는 단계; 및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소 기포층을 박리면으로 사용하면서, 이온-주입된 웨이퍼의 일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OI 웨이퍼를 얻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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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렇게-얻은 SOI 웨이퍼의 박리면의 결함층을 증기상 에칭을 통해 제거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층은 증기상 에칭에 의해 200nm 이상의 깊이로 식각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층은 증기상 에칭에 의해 200nm 이상의 깊이로 에칭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기상 에칭에 의해 처리된 표면은 나아가 경면 연마(mirror polishing) 처리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증기상 에칭에 의해 처리된 표면은 나아가 경면 연마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

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증기상 에칭에 의해 처리된 표면은 나아가 경면 연마로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

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증기상 에칭에 의해 처리된 표면은 나아가 경면 연마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SOI 웨이퍼 제조 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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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등록특허 10-0562437

- 8 -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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