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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및 이에 따라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

요약

반도체  웨이퍼  제작과정에서  수행하는  도너킬링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가열로에서  적어도  900℃  
이상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이상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단결정성장시  결정격자내로  유입
된  초기산소의  산소석출물  성장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산소석출물을  용이하게  억제하여  반도체소자의  수율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반도체  웨이퍼  제작과정의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2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형성된  특정의  웨이퍼들에  대하여  반도체  DRAM공정을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산소석출물밀도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3은  종래의  방법에  따라  형성된  특정의  잉곳들에  대하여  반도체  DRAM공정을  수행한  후  초
기산소농도에  따른  기판누설전류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4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형성된  웨이퍼를  사용하여  반도체  DRAM공정을  수행한  후  초기산소
농도에  따른  Bin 1 수율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5는  반도체  DRAM에서  굿일드(good yield)를  얻기  위한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소정의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6은  웨이퍼에  대하여  각  온도조건하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7은  고전  핵생성이론에  의해  계산한  핵크기에  따른  핵생성수의  온도의존성을  개념적으로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도8은  열처리온도를  900℃로  고정한  후  어닐링시간에  따라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9는  열처리온도를  1000℃로  고정한  후  어닐링시간에  따라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11-1

1019960060025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및  이에  따라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웨이퍼 제작과정에서  단결정성장시  결정내에  존재하는  침입형  산소의  
도너로서의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도너킬링(donor  killing)공정에서의  열처리방법  및  
이  열처리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반도체  웨이퍼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초고집적회로는  단결정의  반도체  웨이퍼상에  고밀도의  디바이스를  집적시킨  것으로서, 이
러한  VLSI  제작을  위한  반도체  웨이퍼의  일반적인    제작과정을  도1을  참조하여  실리콘  반도
체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원료물질로부터 단결정을 성장시킨다.  단결정 성장과정은 쿼차이트(Quartzite)등의   원료물질을  
복잡하며  다단계의  정제과정을  통하여  다결정 실리콘으로 형성시킨 후, 초크랄스키(Czochralski; C
Z)법이나 용융대역(Float  Zone; FZ)법을  사용하여  단결정  잉곳(Ingot)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단결정  잉곳이  성장된  후에는  일련의  복잡한  형상화공정과  폴리싱공정을  수행하여  반도체장치의  
제조에  적당한  물질인  웨이퍼가  형성되며,  이러한  일련의  공정을  웨이퍼링(wafering)이라  한다.

즉,  상기  단결정  잉곳은  통상  표면이  거칠게  형성되기  때문에  트리밍공정을  수행하여  적정한  
형상과  크기로  표면을  다듬질한다. 트리밍된  잉곳은  그  길이방향을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랫(Flat)이  X-레이에  의해  검지된  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며(Orientation  Flattening), 특
정한  형상을  가지며  잉곳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잉곳에칭(ingot etching)이  수행되고, 잉곳
으로부터 실리콘 슬라이스를 만들기 위해 절단공정을 수행한다(slicing). 이러한  슬라이싱공정은 슬라이
스의  결정방향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주의깊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특정  두께로  슬라이싱
된  각  실리콘  슬라이스의 가장자리를  라운딩처리(edge  rounding)하여  추후  웨이퍼의  취급편리를  
도모하며,  후속되는  반도체소자  제조과정에서  웨이퍼  가장자리에  막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이어서, 상기  슬라이스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알루미늄과  글리세린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슬라이스를  래핑(Lapping)함으로써  그  평탄도를 증진시킨다. 이어서  앞서의  형상화작업  등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물을  화학적으로  에칭하여  제거한다(slice  etching). 

이어서, 도너킬링(donor  killing)이라는  열처리공정을  수행한다.  도너킬링  열처리는  일반적으로  
가열로(thermal  furnace)에서  수행하는  경우  약 600 내지 650℃에서  30분간  수행하며,  RTA(Rapid  
Thermal  Annealing)장비에서  수행하는  경우  약 700 ℃에서  30초간  실시한다.  도너킬링작업을  수
행하는  목적은  잉곳성장 후 실리콘  단결정의  격자 사이에  존재하는  침입형 산소(interstitial 

oxygen)가  O
+
 또는

 
O
-
 등으로  대전되어  결정격자내에서  일종의  도너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속되는  

불순물주입등  웨이퍼의  전기적  조절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침입형  
산소에  기인한  현상은  통상  500℃  이상의  열처리를  수행하면  없어진다.

이어서, 열처리된  슬라이스의  표면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폴리싱한  후,크리닝한다.  크리닝된  
웨이퍼는  그  결함이나  방향성등이  검사되어지고, 그  합격품에  대하여는  패키징되어  보관  및  출
고된다.

한편, 종래의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실리콘  단결정성장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불순물은 산소이며, 

전형적으로는  그  농도가  5×10
17
 내지 1×10

18
 atoms/cm

3
(또는 10 내지 20 ppma)범위로  존재한다. 이러

한  결정성장과정에서  도입된  초기산소(initial  oxygen; Oi)는  주로  원자적으로  용해되어  격자의  
칩입형자리를  차지하며, 확산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저온에서  용해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특성
으로  인하여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실리콘  웨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석출물  형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초기산소로부터  성장된  산소석출물은  반도체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서  웨이퍼의  각  칩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EDS(Electrical  Die 
Sorting)공정이나  패키지의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거  또는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도2는  종래의  일반적인  도너킬링공정이  수행된  특정의  웨이퍼들에  대하여  반도체  DRAM공정을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산소석출물밀도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상기  측정대상  웨이퍼  #1  내지  #6은  각기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단결정성장시켜  제작된  실리콘  
웨이퍼로서  각기  특정  웨이퍼  제조회사의  제품들이다.  이들  각  측정  웨이퍼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인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공정  중  게이트  옥사이드  모듈  형성후의  것으로서, 
이들  각  웨이퍼에  대하여  DRAM의  액티브영역내에  존재하는  산소석출물(oxygen precipitate)  밀도
를  LST(Laser  Scattering  Tomography)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산소석출물의  분포는  
200  내지  400 ??m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도2로부터  산소석출물  밀도는  각  웨이퍼  모두  초기산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리콘  단결정성장시  결정내로  도입된  초기의  칩입형  산소가  산소석출물
의  핵생성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도3은  특정의  잉곳들에  대하여  웨이퍼  제작이  이루어진  후  이들  각  웨이퍼에  대하여  반도체  
DRAM공정을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기판누설전류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이들  측정은  기판전압을  20V로  고정하여  각  잉곳  #1 내지  #6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도3으로
부터  초기산소농도가  높은  잉곳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기판누설전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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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기산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산소석출물  발생이  증가하여  반도체기판의  누설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4는  반도체  16M DRAM공정이  완료된  웨이퍼에  대하여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Bin 1 수율의  관계
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Bin 1 수율(yield)이라함은  반도체  웨이퍼상에  특정의  디바이스를  구현한  후에  웨이퍼상의  각  
칩의  전기적  특성검사를  행하는  EDS(Electrical  Die  Sorting)공정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Bin 1 
테스트(소위  prime good)를  통과한  수율을  나타낸다.

도4로부터  Bin 1 수율은  초기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4의  실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보오
차함수(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의  관계로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도4로부터  Bin 1 
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초기산소농도가  12.50 ppma(parts  per  million  atoms) 이상이  될  
때이다. 

도5는  종래의  일반적인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체  DRAM에서  양호한  수율(good 
yield)을  얻기  위한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Oi)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상기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는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스펙트로미터로 측정하였
으며, 열처리  조건은  가열로에서  700℃  하에서  20시간  열처리한  후  연속하여  1000℃에서  10시
간  열처리를  한  후,  열처리  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Oi)를  측정한  결과그래프이다.

도4와  도5의  관계로부터  Bin 1 수율은  변곡점인,  초기산소농도  12.50 ppma 부근에서  급격히  떨어
지며, 이에  대응하여  초기산소농도가  12.50 ppma  이상이  되는  경우  산소석출물의  농도차(△Oi)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Bin 1 수율이  35 % 이상  매우  높게  유지되는  초기산소농도  12.50 
ppma  이하에서는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매우  안정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장에서는  디바이스의  굿일드(good  yield)를  얻기  위하여  반도체  
웨이퍼  자체의  초기산소농도가  12.50 ppma 이하로  관리되도록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웨이퍼의  초기산소농도를  허용치, 예를  들어  12.50 ppma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반도체  단결정성장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고가의  단결정성장  장치가  요구
되어져  반도체  웨이퍼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었다.

또한  아무리  정밀한  단결정성장  장치라  할지라도  결정성장시  유입되는  초기산소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초기산소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한다고  하더라도  각  웨이퍼에  
대한  초기산소농도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여  웨이퍼의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단결정성장시  결정격자내에  유입된  침입형  산소가  산소석출물로  석출
되어  이들이  웨이퍼상에  후속되어  형성되는  반도체소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
체  웨이퍼  열처리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도체  단결정성장시  결정격자내에  유입된  침입형  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이들  초기산소가  반도체소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반도체  단결정성장시  결정격자내에  유입된  침입형  산소에  대한  정밀
한  제어없이도  간단한  방법으로  이들  초기산소가  반도체소자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반도체  웨이퍼의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양호한  반도체소자를  구
현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반도체  웨이퍼의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산소석출물이  억제된  반
도체  웨이퍼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은,  단결정성장된  반도
체결정을  단위  웨이퍼로  제작할  때  결정내에  함유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  열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에  포함된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소정의  열처리  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건을  900℃  이상으로  유지하고,  20 분  
이상  수행하는  것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열처리  시간은  20 분  내지  2시간이  바람직하다.

상기  열처리  온도조건을  1000℃로  고정하고, 열처리  시간을  적어도  10분  이상동안  수행하여  석
출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는, 단결정성장된  
반도체결정으로부터  제작되는  반도체  웨이퍼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에  포함된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소정의  열처리  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초기산소농도가  10  내지  20  ppma  범위내에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5  ppma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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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에서  상기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수율관리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이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종래에  반도체소자에서  수율저하의  주요인이  되던  산
소석출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사용하던  반도체  웨이퍼  형성과정중  단결정성장시  
초기산소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미  단결정성장시  일
정한  농도로  유입된  초기산소의  농도에  관계없이  이들  초기산소의  핵생성  및  핵성장을  억제하
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산소석출물의  발생 및  성장을  온도  및  시간이  제어된  열처리과정
을  통하여  제어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기본개념이  반도체  단결정성장시  결정내로  유입되는  초기산소의  농도를  억제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반도체  웨이퍼의  결정내의  침입형  위치에  존재하는 초기산소가  반도체소자  제
조과정에서  산소석출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열처리방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
문에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열처리의  온도  및  시간조건의  최적화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반도체  웨이퍼링과정에서  처럼  반도체  단결정은  웨이퍼  단위로  슬라이싱된  
후  오염물  제거를  위한  슬라이스  에칭이  수행된다.  이후  각  웨이퍼는  초기산소의  도너역할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너킬링공정이라는  열처리를  수행하게  되며,  본  발명은  이러한  도너킬링공정
의  최적조건을  구현하는  것이다.

먼저,  상기  도너킬링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샘플링된  각  웨이퍼들을 가열로(thermal  furnace)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온도조건을  달리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상기  온도조건은  각기  650℃, 
800℃, 900℃, 1000℃, 1100℃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열처리시간은  동일기준을  위하여  모두  30분
간  실시하였다. 열처리가  수행된  상기  가열로는  반도체  제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
로서, 기본적으로  가열부,  온도제어부, 가스공급부, 웨이퍼  로딩부등을  구비하며, 횡형로  또는  종
형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웨이퍼는  실리콘  반도체이며,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단결정성장된  
것을  사용하였다.

도6은  상기  열처리가  수행된  각  웨이퍼들에  대하여  DRAM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후  초기
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Oi)를  FTIR  스펙트로미터로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상기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는  열처리과정에서  성장된  산소석출물의  밀도에  비례한다.  

도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후  측정된  모든  웨이퍼는  초기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Oi)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도조건이  650
℃  또는  800℃인  경우와  900℃, 1000℃, 및  1100℃인  경우에는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
차의  특성이  구분되어진다.  즉, 도4  및  도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in 1 수율이  양호하게  유
지되기  위한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인  경우로서, 도6에서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는  2 ppma 이하로  되는  열처리  온도조건은  900℃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도7은  이상의  실험  데이터들을  고전  핵생성이론에  의해  계산한  핵크기에  따른  핵생성수의  온
도의존성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7의  가로축은  산소석출물의  핵크기를  나타내며, 세

로축은  산소석출물의  핵생성수를  나타내고, 가로축의  N
*
는  임계핵크기를  나타낸다. 산소석출물의  

핵크기가  임계핵크기  이하가  되면  핵생성에도  불구하고  핵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7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너킬링의  온도조건이  800℃ 이하인  경우에는  임계핵크기  
이상이  되는  핵들이  존재하여  산소석출물이  핵성장하는  반면에  온도조건이  9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기산소에  따른  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핵성장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가  적어도  900℃ 이상이  되면  산소석출물의  발생  및  성장이  억제되어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도너킬링공정의  시간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가열로의  온도조건을 900 ℃와  1000℃로  
한  후  열처리시간을  변화시킨  후  각  웨이퍼에  대하여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측
정하였다.  

도8은  열처리온도를  900℃로  고정한  후  어닐링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열처리를  수행한  각  웨이퍼
들에  대하여  DRAM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
물의  농도차를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며,  도9는  열처리온도를  1000℃로  고정한  후  어닐링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열처리를  수행한  각  웨이퍼들에  대하여  DRAM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한  후   
초기산소농도에  따른  열처리  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를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도8로부터,  도너킬링의  온도조건을  900℃로  한  경우에는  적어도  20분  이상  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열처리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측정결과에서는, 
특히  초기산소농도가  11.00  내지 15.00 ppma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열
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ppma 이하로  양호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9로부터,  도너킬링의  온도조건을  1000℃로  한  경우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열처리를  수
행하는  경우  열처리전후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도  특히  초기산소농도가  11.00  내지 15.00 ppma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ppma 이하로  양호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11-4

1019960060025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소자에서는  산소석출물의  발
생이  억제되어  열처리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어  반도체소자의  수율
이  매우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산소석출물의  발생을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이하로  억
제하여  반도체소자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단결정성장된  반도체결정을  단위  웨이퍼로  제작할  때  결정내에  함유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에  포함된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소정의  열처리  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
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건을  900℃  이상으로  유지하고,  20 분  이상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온도조건을  1000℃로  고정하고, 열처리  시간을  적어도  10분  이상동안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은  실리콘  반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반도체는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단결정성장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반도체  웨이퍼  제작과정에서  잉곳성장  후  결정내에  존재하는  침입형  산소
(interstitial  oxygen)에  의한  도너역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도너킬링공정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도너킬링공정을  수행한  웨이퍼에  대하여  폴리싱처리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에  대한  열처리는  가열로(thermal furnace)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방법.

청구항 9 

(정정) 단결정성장된  반도체결정으로부터  제작되는  반도체  웨이퍼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에  포함된  초기산소농도에  관계없이  소정의  열처리  전후의  산소석출물의  농도차
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0 

(정정)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산소농도가  10  내지  20  ppma  범위내에서  상기  산소석출물의  농도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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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정정)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산소농도가  보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5  ppma  범위내에서  상기  산소석출물의  농도
차가  2 ppma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결정은  실리콘  반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반도체는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단결정성장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는  제작과정중에  가열로에서  900℃  이상으로  소정  시간동안  열처리되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가열로내에서  900℃  하에  20분  이상동안  열처리되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반도체  웨이퍼.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는  가열로내에서  1000℃  하에  10분  이상동안  열처리되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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