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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결합부재로 이루어진 복합부재를 파손이나 손상없이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복합부재에 대해서 노즐로부터 

유체를 분사하여, 결합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복수의 부재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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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도 1(b) 및 도 1(c)는 본 발명에 의한 복합부재의 분리방법을 설명하는 개략도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의한 유체를 이용한 복합부재의 분리방법의 일례를 설명하는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일례를 도시한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유체를 이용한 복합부재의 분리방법의 다른 예를 설명하는 개략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의 평면도

도 15는 도 14에 도시한 분리장치의 측면도

도 16은 복합부재를 분리한 상태를 도시한 개략도

도 17은 도 15에 도시한 분리장치의 대기상태의 단면도

도 18은 도 15에 도시한 분리장치의 기판유지상태의 단면도

도 19는 도 15에 도시한 분리장치의 분리동작개시상태의 단면도

도 20은 도 15에 도시한 분리장치의 분리동작종료상태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결합웨이퍼 102: 유체분사노즐

103: 노즐의 수직이동기구 104: 노즐의 수평이동기구

105: 웨이퍼홀더 106:지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합부재의 분리방법 및 분리장치, 분리부재, 그리고 반도체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판의 절연면상에의 단결정실리콘(Si)반도체층의 형성기술은, SOI(Silicon On Insulator)기술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 통상의 Si집적회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벌크Si기판에 의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다수의 이점을 SOI기술을 이용

해서 제조한 소자가 지니므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SOI기술의 이용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유전체분리가 용이하고 고집적화가 가능.

② 방사선내성이 우수함.

③ 부유용량이 저감되어 고속화가 가능.

④ 웰형성공정을 생략가능.

⑤ 래치업을 방지가능.

⑥ 박막화에 의한 완전공핍형 전계효과트랜지스터를 형성가능.

상기 반도체디바이스의 많은 이점을 얻기 위해서, SOI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수십년간 연구되어 왔다. 그러한 공지

의방법중 하나로서는, 단결정 사파이어기판상에 Si를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해 헤테로에피택셜

성장시키는 SOS(Sillion On Sapphire)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성숙된 SOI기술로서 일단 성공적이었으나, Si층과 

사파이어기판과의 계면에서의 격자부정합에 기인한 대량의 결정결함, 사파이어기판으로부터의 알루미늄의 Si층으로

의 혼입, 특히, 기판의 고가화 및 소자의 대형화의 불충분함 등에 의해 그 응용에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사파

이어기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SOI구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 시도는 이하의 2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

될 수 있다.

1. Si단결정기판의 표면을 산화한 후, 이 산화된 막에 창을 형성하여 Si기판의 표면의 일부를 표출시키고, 이 부분을 

시드(seed)로서 이용해서 수평방향의 에피택셜성장에 의해 SiO 2 층상에 Si단결정층을 형성하는 방법(이 경우, SiO 

2 상에 Si층이 퇴적됨).

2. Si단결정기판을 활성층으로서 사용해서 이 층밑에 SiO 2 를 형성하는 방법(이 방법은 Si층의 퇴적이 불필요함).

상기 방법 1을 실현하기 위한 공지의 수법으로서는, 직접 CVD법을 이용해서 단결정Si층을 수평방향에피택셜 성장시

키는방법, 비정질Si를 퇴적하고 열처리에 의해 고체상에 그의 수평방향 에피택셜성장시키는 방법, 비정질 또는 다결

정Si층에,전자빔이나 레이저빔 등의 에너지빔을 수속해서 조사하고, 용융재결정에 의해 단결정층을 SiO 2 상에 성장

시키는 방법 및 막대형상히터를 이용해서 주사자취가 띠형상으로 나타나도록 용융영역을 주사하는 방법(존(zone)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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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재결정법)등을 들 수있다. 이들 방법에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나, 여전히 제어성, 생산성, 균일성 및 품질면에서 많

은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것도 공업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CVD법은 평탄한 막을 형성하도록 희생

산화를 필요로 하고, 또, 고체상성장법은 결정성이 나쁘고, 빔어닐링법은 수속빔주사에 요하는 시간, 빔의 중첩제어 

및 초점조정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중에서, 존용융재결정법이 가장 성숙한 방법으로, 실험적 기본원리에 의한 비교

적 대규모의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소자에 아립계 등의 다수의 결정결함을 잔존시켜, 소수 캐리

어소자를 제작하거나 충분히 우수한 결정을 얻을 수 없었다.

에피택셜성장용의 시드로서 Si기판을 이용하지 않는 상기 방법 2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V자형상 홈이 표면에 이방성에칭된 Si단결정기판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이 산화막상에 다결정 Si층을 Si기판과 

동일한 정도의 두께로 퇴적한 후, Si기판의 이면으로부터의 연마에 의해 이 두꺼운 다결정Si층상에 상기 V자형상홈으

로 둘러싸여 유전분리된 Si단결정영역을 형성하는 방법. 이 방법은 결정성은 우수하나, 다결정Si를 수백㎛두께로 퇴

적하는 공정 및 단결정Si기판을 그의 이면으로부터 연마해서 분리된 Si활성층만을 남기는 공정 등은 제어성 및 생산

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

② Si단결정기판중에 산소이온주입에 의해 SiO 2 층을 형성하는, Si프로세스와 정합성이 우수함으로 인해 현재 가장 

성숙된기술인 SIMOX(separation by Ion- Implemented Oxygen)법. 그러나, SiO 2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0 18

inos/㎠이상의 산소이온을 주입해야만 하므로, 그 주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생산성의 저감 을 초래한다. 또한, 

웨이퍼의 값이 비싸며, 더욱이, 이 방법은 소자에 다량의 결정결함이 잔존하게 되므로, 공업적으로 소수캐리어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충분한 품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③ 다공질Si의 산화를 통한 유전체분리에 의해 SOI구조를 형성하는 방법. 이 방법은, P형 Si단결정기판의 표면상에 

N형 Si층을 프로톤-이온주입(Imai et al., J. Crystal Growth, vol.63, 547(1983)) 또는 에피택셜성장과 패터닝에 의

해 섬형상으로 형성하고, 표면으로부터 Si섬을 둘러싸도록 HF용액속에서의 양극화성(anodization)법에 의해 P형 Si

기판만을 다공질화한 후, 증속산화에 의해 N형 Si섬을 유전체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방법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S

i영역은, 소자제조공정이전에 결정되고 있어, 소자설계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열산화된 별도의 Si단결정기판상에, Si단결정기판을 열처리나 접착체를 이용해서 결합(bonding)하여 SOI구조를 

형성하는 주목받고 있는 방법. 본 발명은, 소자를 위한 활성층을 균일하게 박막화할 필요가 있다. 즉, 수백㎛두께의 Si

단결정기판의 두께를 수㎛이나 그이하정도로 박막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박막화에는 이하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마에 의한 두께감축

2) 선택에칭에 의한 두께감축

상기 1)의 연마에서는 균일하게 박막하는 것이 곤란하다. 특히, 서브㎛정도의 박막화는, 두께편차가 수십%나 되어, 

이균일화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기판 크기의 증가에 따라 균일성화의 곤란도는 더욱 증가된다.

또한, 상기 2)의 에칭은 균일한 박막화에 유효하다고 제안되고 있으나, 다음의 문제가 있다.

·선택비가 기껏해야 10 2 이므로 불충분하다.

·에칭후에 얻어진 표면이 나쁘다.

·이온주입 또는 고농도로 B가 도핑된 Si층상에의 에피택셜 혹은 헤테로에피택셜성장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SOI층

의 결정성이 나쁘다.

또, 결합(즉, 접합)에 의해 형성한 반도체기판은, 반드시 2매의 기판을 필요로 하고, 그중 1매는 거의 대부분이 연마 

및 에칭과정에서 쓸모없이 제거되어 버려지므로, 한계있는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즉, 현재 결합에 의한 SOI제

조방법은, 그 제어성, 막두께 균일성 및 경제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유리로 대표되는 광투과성기판의 결정구조의 무질서성에 의해, 이 기판상에 퇴적된 박막Si층은 상기 

기판의 무질서성을 반영해서 비정질층 혹은 다결정층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고성능소자를 제작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기판의 비정질구조가 비정질이므로, 단순히 Si층을 퇴적하는 것에 의해서는 우수한 단결정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광투과성 기판은, 수광소자인 콘택트센서나 투영형 액정화상표시장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상기 센서나 표시장치에 있어서의 화소의 고밀도화, 고해상도화 및 고정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소의 개선뿐

만 아니라 고성능인 구동조사가 필요하므로, 광투과성기판 상에 각종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결정성의 단

결정층이 필요하게된다.

이러한 SOI기판제조방법중에서, 일본국 특개평 5-21338호 공보에 개시된 바와 같은 다공질층상에 비단결정반도체

층을 형성하고 이 층을 절연층을 개재해서 지지기판상에 이전하는 방법은, SOI층의 두께의 균일성이 우수한 점, SOI

층의 결정결함밀도를 낮은 레벨로 유지하는 것이 용이한 점, SOI층의 표면의 평탄화가 가능한 점, 제작을 위해 값비싼

특수한 사양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및 수 100Å에서 10㎛정도까지의 각종 SOI막두께에 대해 동일한 장치를 

사용가능한 점 등의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또한, 상기 방법과 일본국 특개평 7-302889호 공보에 개시된 방법을 조합함으로써, 즉, 제 1기판상에 형성된 다공질

층위에 비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을 형성하고, 이 비다공질단결정층을 절연층을 개재해서 제 2기판상에 결합하고, 다

공질층에있어서 상기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파괴하지 않고 분리하고, 그 제 1기판의 표면을 평활화하여 재차 다공질

층을 형성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제 1기판을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제조비용의 충분한 삭감 및 제조공

정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파괴하지 않고 분할하는 결합된 기판의 분리방법은 몇가지 있다. 예를 들면, 그중 한가지방법

은, 기판을 결합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당기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결합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전단응력을 

인가하는 방법이다(예를 들면, 결합면과 평행한 면내에서 각각의 기판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원주방향

으로 각각의 기판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킴). 또 결합면에 대해서 상기 수직방향으로 가압하거나, 혹은 분리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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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등의파동에너지를 인가할 수도 있다. 또, 분리영역에 결합기판의 측면으로부터 상기 결합면과 평행하게 박리용

부재(예를들면, 나이프 등의 날카로운 날)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분리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다공질층에 침

투한 물질의 팽창에너지를 이용해도 된다. 또, 분리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다공질층을 결합기판의 측면으로부터 열산

화해서 이 층의 체적을 팽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분리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다공질층을 결합기판의 측면으로

부터 선택에칭하여 해당 기판을 분리해도 된다. 최후로, 분리영역으로서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미소기포, 즉 미소공

동(microcavity)을 얻는 것이 가능한 층을 이용하여, 결합면의 법선방향으로부터 기판에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상기 

미소공동을 포함하는 분리영역을 가열해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결합된 2매의 기판을 분리하는 이들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모두 반도체기판의 제조에 적합하지는 

않다.그 문제점의 하나는, 결합된 반도체기판은 일반적으로 원반형상이며, 또 그 두께가, 예를 들면 0.5∼1.0㎜정도로

얇고,또 결합부분은 지그를 걸 수 있는 비교적 큰 홈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기판의 배향평면부분상에 이 

배향평면부분과 끼워맞춤하는 오목부분을 지닌 지그를 걸고 결합면과 평행하게 해당 기판을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결합기판의 측면에서 결합부분에 만들어진 미소오목부분상에 지그를 걸어 이들 기판을 박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

다. 또 가압에 의한 분리법에서는 매우 큰 압력을 필요로 하므 로 장치의 크기가 대형화되게 된다. 또, 파동에너지법에

있어서, 파동조사법은 결합기판에 파동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고, 또, 분리직

후, 분리된 기판이 서로 부분적으로 접촉하여 손상될 수도 있다. 또, 측면으로부터의 분리법에서는, 기판이 휘어서 그

들의 중앙부분은 분리되지 않은 채 그들의 측면만 박리될 수도 있다. 또한, 박리용 부재를 결합기판의 측면으로부터 

분리영역안으로 삽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박리용 부재의 삽입은 박리용 부재와 기판과의 마찰에 의해 기판사이의 결

합면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한 해결책은 분리영역의 기계적강도를 적절히 저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

판을 결합하기 전에 외부충격에 의해 분리영역이 파손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파손된 분리영

역의일부가 파티클(particle)로 되어 제조장치의 내부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들 종래의 분리방법은 주요한 이점을 지

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기 각종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결합기판을 파괴없이 상호분리하여 분리된 기판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결합기판을 분리하기 

전에 외력이 가해진 경우에도 분리영역이 파손되지 않아 제조장치의 파티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된 분

리방법 및 분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복수의 부재가 상호 결합된 복합부재에 대해 유체를 분사(jet)함으로써 복수의 부재의 결합위치(분

리영역)와는 다른 위치에서 복수의 부재로 분리하는 데 있다.

분리방법에 대해서는, 복합부재는 내부에 분리영역을 지닌 부재라면 어느 것이라도 되나, 반도체기판제조방법에 대

해서는, 복합부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닐 필요가 있다. 즉, 복합부재의 주요한 예로서는,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결합해서 얻은 결합기판을 들 수 있으나, 단, 상기 제 1기판은 그 표면보다도 깊은 곳에 위치된 부분에는 그 표면과 평

행하게분리영역이 층으로서 형성되어 있고, 표면 및 그 보다 얕은 부분에는 분리영역이 없는 반도체기판이다. 즉, 본 

발명을 반도체기판제조방법에 응용할 경우, 분리후에 얻어진 부재는 결합전의 제 1 및 제 2기판과 동일하지 않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분리영역은 제 1기판과 제 2기판사이의 결합계면(접합면)과는 다른 위치에 위치되어 있다. 또

한, 분리공정에 있어서, 기판은 결합계면과는 다른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 분리영역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리영역은, 결합계면보다 먼저 파손되도록 결합계면보다도 기계적으로 취약한 곳이 적합하다. 즉, 분리영역

이 파손되면, 제 1기판의 표면쪽의 특정의 두께를 지닌 부분이 제 2기판상에 결합된 채로 제 1기판으로부터 분리됨으

로써 이부분을 제 2기판에 전사한다. 또, 분리영역은, 양극화성법에 의해 형성된 다공질층이나 이온주입법에 의해 형

성된 층이어도 된다. 이들 층은 미소공동을 다량으로 지닌다. 또, 이 영역은 결정격자에 왜곡이나 결함이 집중되어 있

는 헤테로에피택셜층이어도 된다.

또한, 분리영역은 구조가 다른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다공도(porosity)가 다른

복수의 다공질층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층에 직각인 방향으로 다공도가 변화하는 다공질층으로 이루어진 것이어도 

된다.

예를 들면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절연층을 개재해서 상호 결합하여 구성한 복합부재를 분리함으로써 제 1기판으로

부터제 2기판에 전사된 층은, 절연층상의 반도체층(SOI층)으로서 반도체소자의 제작에 이용되는 부분이다.

분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체의 분사는 고압의 수류를 노즐을 통해서 주입하는 소위 워터제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물

대신에 이 유체로서는 알콜 등의 유기용매, 불산 또는 질산 등의 산, 수산화칼륨 등의 알칼리, 또는 분리영역을 선택적

으로 에칭할 수 있는 액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마입자가 없는 액체로 주로 이루어진 유체가 바람직하다. 또, 공기, 질

소가스, 이산화탄소 또는 희가스 등의 가스로 이루어진 유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분리영역을 에칭할 수 있는 가

스나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유체도 사용가능하다.

상기 분리방법을, 이하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기판제조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즉,

1) 기판상에 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과 비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이 순차 적층된 제 1기판을 준비하는 공정; 상기 제 1

기판과제 2기판을 비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이 안쪽에 위치된 복합부재가 얻어지도록 결합시키는 공정; 및 상기 복합

부재의 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 근방에 유체를 분사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해당 다공질단결정반도체층에 있어서 분리

하는 공정을 구비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또는

2) 단결정반도체로 이루어진 제 1기판의 소정깊이에 이온을 주입하여 미소공동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온주입층을 형

성하는 공정; 상기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절연층을 개재해서 또 상기 제 1기판의 이온주입면이 안쪽에 위치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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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가 얻어지도록 결합시키는 공정; 및 상기 복합부재의 이온주입층 근방에 유체를 분사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기

이온주입층에 있어서 분리하는 공정을 구비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이와 같이 해서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각종 실시예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1(a)내지 도 1(c)는 본 발명에 의한 복합부재의 분리방법을 설명하는 개략도이다.

도 1(a)는 제 1부재(1)와 제 2부재(2)의 결합전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제 1부재(1)는 이 부재의 분리위치인 분리영

역(3)을 안쪽에 지닌다. 층형상의 이 분리영역(3)은 결합면(4a)의 측면에 위치된 층영역(5)보다도 기계적 강도가 낮다

.

상기 두 부재(1),(2)는,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면(4a)이 결합면(4b)에 대면하여 결합계면(14)을 지닌 원반

형상의 복합부재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어 있다. 이 복합부재의 측면(단부면)(6)에 위치된 분리영역(3)의 단부를 향해

서 노즐(8)로부터 유체(7)를 분사하여, 유체(7)가 분사된 분리영역(3)을 제거하거나 붕괴시킴으로써, 도 1(c)에 도시

한 바와같이 복합부재는 분리영역(3)에서 2매의 부재(11),(12)로 분리된다.

분리된 부재(11)의 분리면(13a)상에는 층영역(5)이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제 2부재(2)의 결합면(4b)상에 층영역(5)

이 전사되어 분리된 면(13b)을 표출시킨다.

이와 같이 해서, 제 2부재(2)상에 얇은 층영역(5)을 지닌 부재가 얻어진다.

상이한 재료를 이용해서 제 2부재(2) 및 층영역(5)을 형성함으로써, 이질의 결합을 지닌 부재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특정예로서는, 도체, 반도체 및 절연체를 들 수 있고, 그중 2종을 선택하여 제 2부재(2)와 층영역(5)을 

형성한다.

특히, 제 2부재로서는 실리콘, 석영, 유리 또는 표면상에 절연막을 지닌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영역으로서는 실리콘, 게르마늄실리콘, 탄화실리콘, 아르센갈륨 또는 인인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료의 층영역은 부분적으로 얇은 절연층을 포함해도 된다.

적어도 2매로 분리되는 가장 바람직한 복합부재는, 2매의 반도체기판 또는 1매의 반도체기판과 1매의 절연기판을 결

합해서 얻어지며, 소위 결합기판 혹은 결합웨이퍼라 불린다.

이러한 복합부재의 분리에 의해 우수한 SOI구조의 반도체기판이 제공된다.

결합에 앞서, 분리영역은 결합면을 따라 기판안쪽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영역은, 분사된 유체에 의해 복합부재가 분리영역에서 2매로 분리가능한 동시에 분리영역이외의 다른 영역을 손

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무르면 된다.

특히, 변형을 일으키도록 분리영역안쪽에 복수의 미소공동을 함유시키거나 이종의 이온을 주입함으로써 무르게 할 

수 있다.

미소공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공질체의 구멍이나 이온주입에 의해 발생된 기포로 형성된다. 분리영역은 바람직

하게는 0.1∼900㎛, 더욱 바람직하게는 0.1∼10㎛이다.

본 발명에 의한 분리를 행하는 데 사용된 유체의 흐름 즉, 유체류는 노즐을 통해 유체를 분사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주입된 유체를 고속·고압에서 얇은 빔으로 수속하는 방법으로서는 "워터제트"vol.1, No.1, p.4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유체로서 물을 이용하는 워터제트법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가능한 워터제트법에 있어서는, 고압펌프에 의해

가압된수천 ㎏f/㎠의 고압수를 얇은 노즐을 통해서 분사하여 세라믹스, 금속, 콘크리트, 수지, 고무 또는 목재(단, 그 

재료가 경질인 경우 물에 SiO 2 입자 등의 연마재를 첨가함)를 절단하거나 가공하여, 표면층으로부터 도료막을 제거

하거나 부재의 표면을 세정할 수 있다. 워터제트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 왔

다. 즉, 워터제트절단은 주요부재로부터 절단에지를 제거하고, 도료막의 제거 및 부재표면의 세정을 행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였다. 본 발명에 의한 유체의 흐름의 형성방법으로서 워터제트법을 이용할 경우, 결합기판의 측면(단부

면)상의 결합계면을 향해 분사하여 그 측면으로부터 분리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기판의 

측면에 노출된 분리영역과, 이 분리영역근방의 제 1 및 제 2기판의 일부에 대해 워터제트를 분사한다. 다음에, 각 기

판은 손상을 받지않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분리영역이 워터제트에 의해 제거되거나 파손되어 복합부재를 2매의 기판

으로 분리한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 분리영역이 측면에 표출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소정의 얇은 층으로 덮여 있는 경

우에도 워터제트를 사용해서 측면상의 분리영역을 덮고 있는 층을 제거한 후, 그 측면으로부터 노출된 분리영역을 제

거하면 된다.

또, 종래기술에서는 자주 이용되지 않았지만, 2매의 결합된 홈을 지닌 기판의 측면상의 즉, 그들의 주위의 작은 홈부

에워터제트를 분사함으로써, 결합시판을 구조가 취약한 상기 분리영역내의 미소공동이나 구멍을 관통해서 연장시켜 

분리할수도 있다. 이 동작은 절단이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분리영역으로부터 거의 칩이 발생하지 않

고, 워터제트에 의해 분리영역의 재료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도 연마입자를 필요로 하는 일없이, 또 분리에 의해 얻

어진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없이 복합부재를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은 절단이나 연마효과가 아니라 유체에 의한 일종의

쐐기효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결합기판의 측면에 오목하거나 좁은 갭이 있고 분리영역에서 기판이 박리되는 방향으

로 워터제트의 분사력이 가해진 경우에 매우 유효하다. 이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상기 결합기판의 측면을 돌

출시키는 것보다는 오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a) 및 도 2(b)는 이 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 및 도 2(b)에 있어서, (901),(911)은 제 1기판, (902),(912)는 

제 2기판, (903),(913)은 분리영역, (904),(914)는 반도체층, (905),(915)는 절연층, (906),(916)은 결합계면, (907)

은 유체의 제트, (908),(918)은 유체에 의해 기판에 인가된 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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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상기 결합기판의 단부의 측면을 오목하게 한 경우에 워터제트가 기판에 가한 힘의 방향을 개념적으로 표시

한것이다. 이 힘은, 오목부가 연장되는 방향, 따라서 결합기판이 박리되는 방향으로 가해진다. 이에 대해서, 도 2(b)는

결합기판의 단부의 측면이 돌출된 경우 워터제트가 기판에 가한 힘의 방향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경우, 결

합기판이 박리되는 방향으로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분리영역의 일부를 초기에 제거할 수 없는 한 기판을 상호 

분리할수 없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 분리영역이 측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소정의 얇은 층으로 덮여 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결합기판의 측면을 오목하게 하면 분리영역의 근방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측면상의 분리영역을 

덮고 있는 얇은 층을 파손한 후 분리영역을 연장·파손하므로 충분한 분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워터제트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기 오목부의 개구폭은 워터제트의 직경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반도체기판의 제조에 본 발명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 1 및 제 2기판의 두께가 각각 1.0㎜보다 작으므로, 결합기판,

즉 복합부재의 두께는 2.0㎜보다 작다. 오목부의 개구폭은 대략 이 값의 절반정도인 것이 보통이므로, 워터제트의 직

경은 1.0㎜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직경 0.1㎜정도인 워터제트는 실용화될 수 있다.

유체를 분사하는 노즐은 원을 포함한 어떠한 형상이라도 된다. 또, 긴 슬릿형상의 노즐도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노즐

을 통해서 유체를 분사함으로써, 얇은 띠형상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워터제트의 각종 분사조건은 분리영역의 종류나 결합기판의 측면의 형상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트압력과 그 주사속도, 노즐의 직경(워터제트의 직경)과 그 형상, 노즐과 상기 분리영역과의 거리 및 유체의 유량 

등이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실제의 분리공정에서는, 결합면을 따라 노즐을 주사하면서 결합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워터제트를 분사하거나 혹

은 워터제트를 고정하고 결합기판을 평행하게 이동시킴으로써 분리를 행할 수 있다. 또, 노즐을 중심으로 부채꼴을 

그리도록 워터제트를 주사해도 되고 또는 종종 결합기판에 배향플랫 혹은 노치를 지닌 웨이퍼와 같은 원반형상인 경

우 회전중심으로서 고정노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기판을 회전시켜도 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결합계면과 동

일면내에 노즐을 설치하는 대신에 각이 진 방향으로부터 워터제트를 분리영역에 대해서 분사해도 된다. 워터제트의 

주사는 이들 방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기타 다른 방법으로 행해도 된다. 워터제트의 직경은 매우 작고 또 

분사방향이 기판표면과 거의 평행하므로, 벡터분해하면, 수천㎏f/㎠의 고압은 좀처럼 기판에는 인가되지 않는다. 또

한, 워터제트는 분리영역을 제외한 결합기판에 단지 수백g의 힘을 인가하므로, 기판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물 대신에, 알콜 등의 유기용매, 불산이나 질산 등의 산, 또는 수산화칼륨 등의 알칼리, 분리영역을 선택적으로 에칭가

능한 액체 등을 이용해도 된다. 또, 유체로서는 공기, 질소가스,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희가스 등의 기체를 이용해도 된

다. 또한, 분리영역을 에칭가능한 가스나 플라즈마도 사용가능하다. 반도체기 판제조공정에 도입되는 복합부재의 분

리방법에 사용되는 물로서는, 불순물금속이나 파티클을 최소량 지닌 순수나, 초순수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저온프

로세스에의해, 워터제트를 이용한 분리후에 기판을 세정해서 불순물금속 및 파티클을 제거하면 된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유체는 기판에 바람직하지 않은 스크레치를 남기지 않도록 연마입자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기판은,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외에, 절연층상의 단결정반도체층을 전자소자 대신에 미세구

조물로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분리장치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101)은 복합부재로서의 결합웨이퍼, (102)는 유체분사노즐, (103)은 상기 노즐(102)의 수직(상하)위치를 조정하는 

수직이동기구, (104)는 상기 노즐(102)의 수평(좌우)위치를 조정하는 수평이동기구, (115)는 웨이퍼의 수평위치를 

조정하는수평이동기구, (105)는 홀더로서의 웨이퍼홀더이다.

(113),(114),(116)은 가이드이다.

도 3에 도시한 장치에 있어서는, 이동기구(103),(104),(115)를 이용해서 노즐(102)를 결합웨이퍼(101)의 분리영역의

단부와 정렬시키고, 해당 결합웨이퍼(101)를 고정시킨 채로 노즐을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노즐(102)로

부터의 고압유체를 결합웨이퍼(101)의 측면상의 분리영역의 단부에 분사함으로써 웨이퍼분리를 행한다.

(106)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다공질 또는 비다공질탄성체로 이루어진 지지재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사용된 분리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사시도이다. 도 4에 있어서, (401)은 분리영역으로서 작

용하는 다공질층을 내부에 지니는 복합부재로서 Si가 일체로 결합된 2매의 반도체웨이퍼, (403),(404)는 진공척을 이

용해서반도체웨이퍼(401)를 흡착·고정하고 동일회전축상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홀더이다. 홀더(404)는 베어링(40

8)에 끼워맞춤됨과 동시에 지지대(409)에 의해 지지되고, 그의 뒤쪽단부는 회전제어모터(410)의 회전축에 직접 결합

되어 있다.따라서, 이 회전제어모터의 제어에 의해 홀더(404)를 어떠한 속도로든 회전시킬 수 있다. 다른 홀더(403)는

베어링(411)에 끼워맞춤됨과 동시에 지지대(409)에 의해 지지되고, 이 홀더(403)의 뒤쪽단부와 지지대(409)사이에 

설치된 압축스프링(412)은 홀더(403)가 반도체웨이퍼(401)로부터 떨어진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반도체웨이퍼(401)를 위치결정용 핀(413)의 오목부에 대응하도록 세트하고 홀더(404)에 의해 흡착·유지한다. 홀더

(404)는 위치결정용 핀(413)을 사용해서 반도체웨이퍼(401)의 중앙부를 유지하여 반도체웨이퍼(401)의 수직위치를 

조정할수 있다. 또, 홀더(403)는 압축스프링(412)에 대해서 반도체웨이퍼(401)를 흡착·유지하는 위치로 왼쪽으로 

이동한다.이 경우, 오른쪽방향힘은 압축스프링(412)에 의해 홀더(403)에 인가되고, 이때 상기 압축스프링(412)의 힘

에 의해 홀더(403)가 웨이퍼(401)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압축스프링(412)에 의해 인가된 복원력과 반도체웨이

퍼(401)를 흡착하기위한 홀더(403)의 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분사펌프(414)로부터 분사노즐(402)에 유체를 공급하여, 분사유체가 안정화될때가지 계속 출력한다. 일단 유체의 흐

름이 안정화되면, 노즐을 이동시켜, 셔 터(406)를 개방해서 분사노즐(402)로부터 유체를 반도체웨이퍼(401)의 두께

의 중심에 대해서 반도체웨이퍼(401)의 측면으로 분사한다. 이때, 회전제어모터(410)에 의해 홀더(404)를 회전시켜 

반도체웨이퍼(401)와 홀더(403)를 회전시킨다. 반도체웨이퍼(401)의 두께방향중심근방에 대해서 유체를 분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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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반도체웨이퍼(401)를 확장시켜 비교적 약한 반도체웨이퍼(401)내의 다공질층을 파괴시켜서, 최종적으로는 2매로

분리시킨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반도체웨이퍼(401)에 유체를 균일하게 인가하고, 반도체웨이퍼(401)를 유지하는 홀더(403)

에 오른쪽방향힘을 가하므로, 분리후에 분리된 반도체웨이퍼(401)끼리 슬라이딩하지 않는다.

또, 반도체웨이퍼, 즉 결합웨이퍼(401)는, 해당 결합웨이퍼(401)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결합웨이퍼(401)의 결합계면(

표면)과 평행하게 노즐(402)을 주사함으로써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합웨이퍼(401)를 회전시키지 않고 

노즐(402)을 주사함으로써 분리시킨 경우, 0.15㎜의 노즐직경에 대해서 2000㎏f/㎠의 고압수가 필요한 반면, 노즐(4

02)을 고정시킨 채로 결합웨이퍼(401)를 회전시켜 분리를 행할 경우에는 단지 200㎏f/㎠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합웨이퍼(401)의 중앙부에 물을 분사함으로써 노즐을 주사하는 방식에 비해서 수압을 확장력으로서 유효

하게 작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압의 저감화에 의해서는 이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파손없이 웨이퍼의 분리를 행할 수 있다.

2) 펌프의 증대된 이용가능용량에 의해 다수의 제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다.

3) 펌프의 크기와 중량을 경감할 수 있다.

4) 펌프 및 배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장치에 순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5) 펌프의 소리, 특히 제트의 소리를 저감하여 방음대책을 쉽게 취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한 웨이퍼유지수단은 홀더(403),(404)를 이용해서 웨이퍼를 양측면으로부터 잡아당기도록 해서 웨이퍼

를 유지하고 있으나, 홀더(403),(404)의 양측면으로부터 웨이퍼를 압압함으로써 웨이퍼를 유지해도 된다. 이 경우, 고

압수는결합웨이퍼(401)를 확장시키면서 진행하여 결합웨이퍼에 미소갭을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2매로 분리시킨다

.

홀더(403),(404)와 결합웨이퍼(401)와의 접촉부가 작을수록, 고압수가 결합웨이퍼(401)를 확장시킬 때 결합웨이퍼(

401)를 더욱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과도한 고압에 의해 초래된 응력집중과 결합웨이퍼(401)의 분리계면에의 

물의 존재는, 결합웨이퍼의 균열을 방지하여 결합웨이퍼가 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이들에 의해 분리가 효

과적으로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홀더(403),(404)와 결합웨이퍼(401)와의 접촉부의 직경이 30㎜이하면, 결합웨이퍼

(401)는, 노즐직경 0.2㎜, 압력 400㎏f/㎠의 조건하에서, 균열되지 않고, 해당 결합웨이퍼(401)의 1회전중에 2매로 

분리될 수 있다.

또한, 홀더(403),(401)와 결합웨이퍼(401)와의 접촉부가 클수록, 고압수가 결합웨이퍼(401)를 확장시킬 때 결합웨이

퍼(401)의 이면을 더욱 견고하게 지지함으로써, 분리동안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홀더(403),(404)와 결합웨이퍼(4

01)와의 접촉부의 직경이 100㎜이상이면, 노즐직경 0.2㎜, 압력 400㎏f/㎠의 조건하에서 균열없이 결합웨이퍼(401)

를 2매로 분리할 수 있다.

홀더(403) 또는 (404)와 결합웨이퍼(401)사이에 파티클 등의 이물이 삽입된 경우, 결합웨이퍼(401)는 더 이상 수직

방향으로 유지되지 않아, 결합웨이퍼(401)의 상부의 수직방향으로부터 노질(402)이 길이 또는 가로방향으로 오프셋

됨으로서, 고압유체를 효과적으로 결합웨이퍼(401)의 분리계면에 대해서 충돌시킬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결합웨이퍼(401)와 접촉하는 홀더(403),(404)의 표면에 다수의 미소돌기부를 형성하여 접촉면적을 최소화함으

로써 가능한 이물의 삽입효과를 줄일 수 있다.

도 4에 도시한 지지장치에서는, 홀더(404)의 회전에 의해 홀더(403)를 회전시키므로, 회전이 정지되는 방향으로 약

간의힘이 작용해서, 결합웨이퍼(401)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분리면에 비틀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홀더(40

3),(404)를 동기에 회전시켜 분리면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하에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204)는 웨이퍼지지대, (205)는 웨이퍼카

세트, (206)은 웨이퍼로딩로보트이다. 동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카세트(205)를 웨이퍼(201)가 수평방향으

로 배치되도록 카세트대(207)상에 설치하고, 웨이퍼(201)를 웨이퍼로딩로보트(206)를 이 용해서 웨이퍼지지대(204)

상에 장전한다. 웨이퍼(201)가 장전된 웨이퍼지지대(204)는 벨트컨베이어 등의 지지대이동기구에 의해서 고압분사

노즐(202),(203)의 위치로 이송되어 간다. 베벨링(bevelling)에 의해 형성된 웨이퍼의 오목부내의 분리영역에 대해서

, 웨이퍼의 양측면에 위치된 유체분사장치의 노즐(202),(203)을 통해서 고압유체를,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분사한다. 이때, 노즐은 고정시켜 놓고,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오목부를 따라 고압유체를 받도록

결합웨이퍼를 수평방향으로 주사시킨다. 필요에 따라, 노즐(202), (203)의 한쪽 또는 양쪽을 이용하면 된다.

이 작업에 의해 웨이퍼를 다공질Si층에서 2분할할 수 있다.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분리된 웨이퍼는 다른 로딩

로브트에 의해 제 1 및 제 2기판으로서 격납된다.

수평제트방식에서는, 웨이퍼를 고정할 필요가 없고, 또, 분리후에도 그 자체의 중량에 의해 웨이퍼지지대(204)로부터

점프해서 나가는 일은 없다. 또, 웨이퍼를 웨이퍼지지대에 장전한 후, 웨이퍼의 상부에 점프방지핀을 설치하고 웨이

퍼지지대(204)로부터 웨이퍼위로 돌출하도록 하거나, 웨이퍼의 상부를 조심스럽게 가압해도 된다.

또한, 복수의 결합웨이퍼를 그들의 표면에 대해서 수직방향으로 놓고 세트한 후, 결합웨이퍼의 하나의 분리영역을 수

평주사에 의해 분리해도 된다. 웨이퍼세트지그를 웨이퍼간격과 동일한 거리에 걸쳐 수직방향으로 순차 이동시켜 결

합웨이퍼의 제 2분리영역을 해당 결합웨이퍼의 제 1분리와 마찬가지로 수평주사를 통해 순차 분리해도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동도면은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워터제트장치의 

노즐과 그의 이동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웨이퍼(301)를 홀더(310)에 의해 유지

해서 수직방향으로 세운다.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오목부에 대해서,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해당 웨이퍼윗쪽에 위치된 워터제트장치의 노즐(302)을 통해서 고압유체를 분사한다. 이 경우, 노즐(3

02) 및 상기 노즐을 평면내에서 발진시켜 부채꼴을 그리도록 하는 지지점(303)을 웨이퍼의 결합면과 동일면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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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킨다. 노즐을 결합웨이퍼의 결합면내에서 발진시켜 이 면내에서 제트류를 발진시킨다. 이것에 의해 결합웨이퍼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결합부내의 오목부나 갭을 따라 고압제트를 이동·분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에 의해 결

합면내에서 노즐을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로보트나 결합웨이퍼를 이동 혹은 회전시키는 보다 기계적으로 복잡한 기구

를 필요로 함이 없이 넓은 분리영역에 대해서 유체를 분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 즉 결합웨이퍼(501)의 주변에 대해서 제트(503)를 분사하는 다른 방법을 도시

한것이다. 결합웨이퍼(501)를 홀더(510)에 의해 고정하고, 노즐(502)을 웨이퍼를 중심으로 회전시켜 결합웨이퍼의 

가장자리전체의 결합부에 대해 제트(503)를 분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결합웨이퍼의 중앙부를 유지하고, 이 결합웨

이퍼(501)주위에 해당 결합웨이퍼와 동심인 레일(도면에 도시생략)을 설치하고, 여기에 고정된 노즐(502)을 레일상

에 슬라이드시켜 결 합웨이퍼(501)주위로부터 결합부에 대해서 제트(503)를 분사시킬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601)은 제 1웨이퍼, (602)는 제 2웨

이퍼, (603)은 결합면, (604)는 유체제트, (605)는 유체제트에 의해 웨이퍼에 인가된 힘의 방향, (606)은 유체제트와 

결합면이 이루는 각이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노즐(611)로부터 분사된 제트의 방향이 웨이퍼의 분리면과 평행한 방

향으로부터 각도α로 경사지도록 노즐(611)과 홀더(610)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웨이퍼는 도 4에 도시한 장치에 의해 유지할 수 있고, 노즐은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치해서 웨이퍼의 측면에 대

해서유체를 분사할 수 있다. 제트(604)가 결합면(603)으로부터 각도α(606)로 경사져 있으므로, 2매의 웨이퍼(601),

(602)에대해 상이한 압력이 가해진다. 도 8에 도시한 예에 있어서, 제트가 경사지는 쪽의 웨이퍼(602)에는 비교적 작

은 힘이 가해지는 한편, 대향웨이퍼(601)에는 보다 큰 힘이 가해진다. 다공질Si가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의 반대쪽에

서 제트를 경사지게 하면, 다공질Si 혹은 미소공동층을 쉽게 파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결합웨이퍼는 제 1웨이퍼(601

)가 다공질Si를 함유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705),(706)은 유체제트장치노즐(702),(70

3)용의 수직구동기구, (707)은 웨이퍼제트장치노즐(704)용의 수평구동기구, (708)은 웨이퍼홀더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홀더(708)는 결합웨이퍼(701)의 양측면을 지지하여 수직방향으로 세우는 데 사용한

다. 이 경우, 배향평면부를 지닌 웨이퍼 의 측면은 위쪽을 향하고 있다. 결합웨이퍼(701)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오

목부나 갭에 대해서,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웨이퍼의 윗쪽이나 측면상에 위치된 복수

개의 제트장치(본 실시예에서는 3개)의 노즐(702),(703),(704)을 통해서 고압유체를 분사한다. 각 노즐의 구성은 도 

3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복수개의 노즐(702),(703),(704)은,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라 고압유체가 이동하

는 방향으로 가이드(711),(712),(713)를 따라 주사시킨다.

이와 같이 해서, 결합웨이퍼는 2분할된다.

1개의 노즐만 사용할 경우, 웨이퍼를 그의 직경에 대응하는 거리에 걸쳐 분리하기에 충분한 고압이 필요하다. 압력이 

단지 웨이퍼를 그의 반경에 대응하는 거리에 걸쳐 분리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웨이퍼는 뒤집어서 그의 반경에 대응

하는 거리에 걸쳐 재차 분리를 행해야만 한다. 복수개의 노즐을 사용하면 각 노즐에 의해 웨이퍼를 단지 그의 반경에 

대응하는 거리에 걸쳐서 분리할 수 있어, 웨이퍼를 재차 뒤집은 후의 해당 웨이퍼에 대한 고압유체의 분사공정을 생

략하여, 단일공정동안에 웨이퍼의 전체면을 분리할 수 있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801)은 복합부재로서의 

결합웨이퍼, (802)는 유체분사용 노즐, (803)은 유체이다.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웨이퍼를 홀

더(811)에 수직방향으로 세운 채로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웨이퍼의 윗쪽 또는 측면상에 위치

된 제트장치의 슬릿형상개구를 지닌 노즐을 통해 서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고압순수

를 분사한다. 상기 슬릿은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하게 위치되어 위치결정되므로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

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직선형상수류가 분사된다. 그때, 복수개의 노즐을,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라 고압유체

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주사시킨다.

또, 웨이퍼의 직경윗쪽의 슬롯의 길이를 증가시키면, 노즐을 주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슬릿형상의 노즐에 의하면, 매우 작은 직경의 1개의 노즐에 의한 것보다 저압하에서 웨이퍼를 분리할 수 있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저압에도 불구하고, 고압유체가 분사되는 것보다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웨이퍼분리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증대시켜 웨이퍼를 쉽게 분리시킬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슬릿형상의 개구를 지닌 노즐뿐만 아니라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노즐(1202)을 이용

해서 밀접하게 일렬로 배치해서 유체를 결합웨이퍼(1201)에 대해서 분사하도록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다.(1211)은 웨이퍼홀더이다.

도 12는 복수의 제트를 이용해서 복수의 웨이퍼를 동시에 분리할 수 있는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분리장치를 도시한 것

이다. 도 12에 있어서의 장치의 기본구성에서는, 도 3의 것과 마찬가지의 성분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웨이퍼(

1001a)는 홀더(1005a)상에 설치하고, 웨이퍼(1001a)의 베벨부에 대해서 노즐(1002a)로부터 분사된 고압유체를 충

돌시킨다. 노즐(1002a)은 베벨부에 대해서 고압유체를 분사하면서 수평이동기구(1004a)에 의해 도면의 지면에 대해

서 수직인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노즐(1002b), 수평이동기구(1004b) 및 홀더(1005b)를 지닌 동도면의 우측에 

있는 장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처리량을 2배로 할 수 있다. 동 도면에서는 2조의 제트장

치를 도시하였으나, 이러한 장치를 3개이상 설치해도 된다.

또한, 고압펌프가 대용량을 지니지 않을 경우, 왼쪽의 고압유체를 분사하면서 우측의 웨이퍼를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행해도 된다. 이것에 의해 단지 1조의 로더 및 언로더로보트만 필요하게 된다.

도 13은 웨이퍼유지수단(1105)상에 웨이퍼(1101a),(1101b),(1101c),(1101d), (1101e)를 설치한 본 발명에 의한 다

른 분리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1조의 노즐이동기구(1103),(1104)에 복수의 노즐(1102a)∼(1102e)이 설치되어 있다.

노즐간격은 웨이퍼고정간격과 마찬가지이다. 또, 유지기구와 노즐이동방법은 도 3에 도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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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을 위해 각 웨이퍼의 중심축을 이용해서, 홀더(1115a)와 (1115b)사이, 홀더(1115b)와 (1115c)사이, 홀더(1115

c)와 (1115d)사이, 홀더(1115d)와 (1115e)사이, 또는 홀더(1115e)와 (1115f)사이에 5개의 웨이퍼를 각각 고정하고,

이들은 모두 수평방향으로 가이드(1114)상에서 이동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동유체공급관 및 노즐수직이동기구의 양자로서 작용하는 가동공급관(1112)은 분배기(1113)를 개재해서 5개의 노

즐(1102a)∼(1102e)에 접속되어 있다.

각 노즐로부터 분사된 유체의 양 및 압력을 노즐대기위치에서 안정화시킨 후, 가이드(1111)를 따라 모든 노즐(1102a

)∼(1102e)을 웨이퍼분리위치로 이동시키고 나서, 가이드(1111)를 따라 더욱 전진시켜 각 웨이퍼를 분리시킨다.

일단 분리를 종료하면, 분사된 유체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분사를 정지하여 각 노즐을 그들의 대기위치로 복원시킨다.

도 10(a) 내지 도 13에 도시한 장치에서는, 웨이퍼용의 홀더를 회전시켜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유체를 분사함으로

써 분리를 행할 수 있다.

도 14 및 도 15는 본 발명에 사용하는 복합부재용의 분리장치를 도시한 평면도 및 측면도이다.

이 분리장치는 회전동기기구를 지녀, 복합부재의 제 1면을 유지하는 제 1홀더와 복합부재의 제 2면을 유지하는 제 2

홀더를 동일한 방향의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복합부재의 한면에만 회전구동력을 인가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은 동기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

이 발생하기 쉽다.

복합부재인 웨이퍼를 웨이퍼전체에 걸쳐 완전히 분리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매우 작은 영역이 분리면어

딘가에 미분리상태로 남는 순간이 있게 되어, 이 매우 작은 미분리영역의 위치에 따라 이하의 2가지 분리모드를 상정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드는, 미분리영역이 분리면의 중앙부에 거의 남는 경우이고, 두 번째 모드는 중앙부이외의 영역에 남는 경

우이다. 도 16은 이들 모드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제 1모드는 웨이퍼의 원주부로부터 그의 중앙부를 향해 균일하게 분리가 진행될 경우나, 분리영역의 중앙부근방의 

강도가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웨이퍼의 한쪽면의 홀더(21)의 한쪽에만 회전구동력이 인가되면, 이 회전에 의해 

매우 작은 미분리영역이 비틀어지거나 분리되게 된다.

제 2분리모드는, 유체분사의 초기공정중에, 웨이퍼의 반경부분에 걸쳐, 또는 신속한 분리에 의해 초래되는 소정의 원

주부분으로부터 길게 균열이 확장될 경우, 혹은 분리면의 중앙부근방이외의 영역의 강도가 높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웨이퍼의 한쪽면의 홀더(21)의 한쪽에만 회전구동력이 인가되면, 이 회전에 의해 전단력을 발생함으로써, 매우 작

은 미분리영역이 분리되게 된다.

이것은, 대향하는 홀더(22)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받지 않고 웨이퍼에 의해 회전될 뿐이므로, 홀더(22)가 유연하게 베

어링에 의해 유지되더라도 홀더(22)의 회전이 정지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틀림이나 전단에 의해 수직방향이외의 방향의 복합력이 분리면에 인가되고, 그 결과 분리면이외의 영역의 

바람직하지 않은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분리할 때, 웨이퍼의 양면을 서로 동기시키지 않고 웨이퍼를 회전구동시킨 경우, 소

정의 분리면이외의 면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거나, 웨이퍼 혹은 활성층이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현상은 수

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지지대(40)상에는, 속도를 제어가능한 속도제어모터(32)를 지지하는 모터지지부(36)와 모터축(31)을 회전지지하는 

1쌍의축지지부(37),(38)가 고착되어 있다.

또한, 상기 지지대(40)상에는, 홀더(21)를 회전지지하는 제 1홀더지지부(33)와 홀더(22)를 회전지지하는 제 2홀더지

지부(34)가 고착되어 있다.

모터축(31)상에 장착된 타이밍풀리(29)와, 홀더(21)의 회전축(23)의 후단부에 장착된 타이밍풀리(25)는 타이밍벨트(

27)에의해 동일 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함께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모터축(31)상에 장착된 타이밍풀리(30)와, 홀더(22)의 회전축(24)의 후단부에 장착된 타이밍 풀리(26)

도 타이밍벨트(28)에 의해 동일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함께 접속되어 있다.

풀리(25),(26)는 동일한 구동반경을 지니고, 풀리(29),(30)는 동일한 구동반경을 지닌다.

타이밍벨트(27),(28)는 동일하다.

속도제어모터(32)로부터의 구동력은 모터축(31)으로부터 각 풀리와 벨트를 경유해서 홀더(21),(22)로 전달되어, 홀

더(21),(22)를 동일타이밍에서 동일방향의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킨다.

도 15에 있어서, (60)은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노즐, (61)은 셔터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노즐과 셔터의 도시는 

단순화하였다.

노즐(60)은 고정지그(도시생략)를 이용해서 지지대(40)상에 고정되어 있고, 또 이 지지대(40)상에는 웨이퍼위치결정

용 부재(35)를 설치하여 노즐(60)과의 정렬을 행한다.

도 17은 분리장치의 웨이퍼를 유지하기 전의 홀더의 부분단면도이다.

홀더(21) 또는 (22)는, 웨이퍼를 실제로 흡착·유지하는 유지부(45a) 또는 (46a); 회전축(23) 또는 (24)과 함께 유지

부(45a) 또는 (46a)를 회전시키는 고정부(45b) 또는 (46b); 및 회전멈추개(41),(42) 또는 (43),(44)의 조립체이다.

가압관(52) 및 가압통로(56)를 통과한 가압가스를 이용해서 유지부(45A)는 회전축(23)으로부터 떨어지는 방향으로 

(도면에서 오른쪽으로) 압축스프링(코일스프링(47))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다.

유지부(45a)의 중앙부근방에 형성된 개구부(OP)는 회전축속의 감압통로(55)와 연통되어 있다. 또 감압관(51)을 개재

해서 개구부(OP)에 접속된 진공펌프(도시생략)를 이용해서, 개구부(OP)내를 진공배기하여 대기압을 감압한다.

홀더(21) 또는 (22)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압관(52)으로부터 도입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회전축(23)에

의해 안내되는, 웨이퍼를 직접 흡착하는 유지부(45a)를 지님으로써 전진(도면에서는 오른쪽)한다. 또, 홀더(2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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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압축스프링(47)에 의해 후진(도면에서는 왼쪽)한다. 유지부(45a)는 회전추멈개(41),(42)를 이용해서 회전축(2

3)과 함께 회전한다. 기본적으로, 홀더(22)는 홀더(21)와 거울대칭이므로, 마찬가지의 기구를 지닌다. 결합웨이퍼(20

)를 홀더(22)상에 위치결정하여 유지할 경우 결합웨이퍼(20)와 노즐(60)을 항상 특정위치에 설정하기 위해서, 전진동

작중에는 홀더(22)보다도 홀더(21)에 강한 힘을 가하는 한편, 후진동작중에는 홀더(21)보다도 홀더(22)에 강한 힘을 

인가하도록 압력을 제어·조절한다.

이 장치의 용도, 즉 본 발명에 의한 복합부재의 분리방법을 이하에 설명한 다. 결합웨이퍼(20)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치결정용 부재, 즉 위치결정대(35)의 노치에 끼워맞춤하도록 세트한다. 다음에, 가압공기를 도입하여 유지부(

45a)를 전진시킴으로써,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홀더(21)가 웨이퍼를 흡착·유지하도록 한다. 홀더(21)는 위치결

정대(35)의 노치상에 결합웨이퍼(20)를 끼워맞춤하여 결합웨이퍼(20)의 중앙부를 유지할 수 있다. 결합웨이퍼(20)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면, 노즐(60)이 결합웨이퍼(20)의 상부와 수직방향으로 위치되어, 결합웨이퍼(20)와 노즐(60)

과의 거리는 10∼30㎜가 된다. 또, 홀더(22)의 유지부(46a)는 전진(도면에서는 왼쪽)하여 결합웨이퍼(20)를 흡착·

유지하고, 유지부(46a)의 가압공기의 공급을 중단한다. 결합웨이퍼(20)는 압축스프링에 의한 힘과 진공흡착력과의 

조합인 도면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정지한다. 압축스프링에 의한 힘은, 유지부(46a)가 필요로 하는 힘

을 초과하여 결합웨이퍼(20)를 흡착하지 못하므로, 감압통로(55) 또는 (57)의 내부의 진공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흡

착력을 제거하여 결합웨이퍼(20)를 떨어뜨리게 된다.

다음에, 분사된 유체가 안정화될때까지 펌프(62)로부터 노즐(60)로 소정시간동안 유체를 공급한다. 일단 유체가 안정

화되면, 셔터(61)를 개방하여 결합웨이퍼(20)의 두께방향중앙부에 대해서 노즐(60)로부터 고압유체를 분사한다. 이

때, 속도제어모터(32)를 회전시켜 홀더(21),(22)를 동기회전시킴으로써 웨이퍼(20)를 회전시킨다. 결합웨이퍼(20)의

두께방향중앙부에 대해서 고압유체를 분사함으로써, 이 고압유체도 분리영역으로 들어가 결합웨이퍼(20)를 확장시

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매로 분리시킨다.

결합웨이퍼(20)에 대해서 고압유체를 균일하게 인가하고, 이 결합웨이퍼(20)를 끄는 방향으로 홀더(21),(22)가 각각 

힘을 인가하므로, 분리편은 서로 떨어져서 슬라이딩이 방지된다.

또한, 도 17 내지 도 20에 도시한 웨이퍼지지수단에 있어서는, 홀더(21), (22)가 웨이퍼로부터 후진하는 방향으로 웨

이퍼가 이들 홀더에 의해 힘을 받으면서 지지되고 있으나, 홀더(21),(22)까 전진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이 압력을 

이용해서웨이퍼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고압유체도 전진하면서 결합웨이퍼(20)를 확장시켜 미소갭을 생

성함으로써, 최후로는 웨이퍼를 2매로 분리시킨다. 이 방법에 있어서, 홀더(21),(22)가 상호 동기하지 않을 경우, 분

리편의 결합면은 슬라이딩에 의해 서로 손상되는 한편, 홀더가 동기회전하면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홀더(21)

,(22)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힘을 인가하면, 홀더(21),(22)에 의한 분리중에 결합웨이퍼(20)를 잡아당겨 후진시켜, 분

리부와 미분리부간의 위치편차량의 차를 발생하여 결합웨이퍼(20)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고압유체가 분사될 경우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홀더(21),(22)에 이들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결합웨이퍼(20)가 균형을 유지하

여 안정적으로 분리될 수있게 된다.

완전히 분리된 웨이퍼에 대해서 고압 또는 대기압유체를 주입해서 후진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개입된 물의 표면장

력을 깨뜨림으로써 웨이퍼를 완전히 2매로 분리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분리장치는 유체를 이용해서 1매이상의 복합부재를 순차 또는 동시에 분리할

수있다. 또, 복합부재는 표면의 법선 방향으로 또는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해도 된다.

또한, 복합부재는 회전 혹은 표면과 평행하게 이동하여 유체를 받거나, 또는 유체의 흐름을 표면과 평행하게 이동시켜

복합부재의 측면에 대해서 충돌시키거나, 복합부재와 유체를 함께 이동시켜도 된다.

(실시예 1)

(1층의 다공질층 및 노즐주사)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또는 N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 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분리층으로도 사용한다. 즉, 1개의 다공질 Si층이 

다기능을 제공한다.

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화수소산(즉,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채로 다공

질Si층의 표면상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 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

장하였다. 성장조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절연층으로서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

다.



등록특허  10-0401448

- 11 -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3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기 위하여, 이 결합기판을 웨이퍼홀더에 의

해 그 양측면으로부터 지지해서 수직으로 세웠다.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상기 웨이퍼위쪽에 

위치된워터제트장치의 0.15㎜노즐을 통해 연마재료가 없는 고압순수를 2000kgf/㎠로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

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분사하였다. 노즐수평구동기구를 이용해서 고압순수가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라 이

동하는 방향으로 노즐을 주사시켰다. 이 경우, 웨이퍼와 홀더가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탄성체 106(예를 들면, 바이톤,

불소고무 또는 실리콘고무)을 사용하면, 웨이퍼가 그의 표면에 대해서 수직방향으로 개방되어, 웨이퍼홀더에 의해 샌

드위치된 다공질 Si층의 부분 에도 고압수가 진입해서 웨이퍼를 분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층,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으로 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만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비다공질 Si단결정이 에칭액에 의해 에칭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고, 이 에칭속도와 다공질층의 에칭속도와의 선택비는

1:10 5 이상이므로, 비다공질층의 에칭된 부분의 양(약 수십Å)은 실제로 무시할 수 있는 두께의 감소에 상당한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surface roughness)를 평가

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0%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상기 프로세스에 재사

용할 수 있었다.

(실시예 2)

(2층의 다공질층 및 노즐주사)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 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2단계의 양극화성을 행하여 2층의 다공질층을 형성

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제 1단계: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5(분)

제 1다공질 Si층의 두께 : 4.5(㎛)

제 2단계:

전류밀도 : 30(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0(초)

제 2다공질 Si층의 두께 : 0.2(㎛)

상기 2층의 다공질 Si층을 형성하고, 저전류에서 양극화성한 표면다공질 Si층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하는 한편, 고전류에서 양극화성한 하부의 다공질 Si층은 분리층으로서 사용하였다. 즉, 각 층에 대해 기능이 부

여되었다. 따라서, 저전류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또, 2층째의 다공질 Si층상에 3층째 이후의 층을 형성해도 된다.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으로 덮

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만을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의 산

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 성장하였다. 성장조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 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3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이때,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분리공

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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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다공질Si층 +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분리층 및 노즐주사)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 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

조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투영비행노정이 에피택셜층/다공질 Si계면, 다공질 Si/기판계면, 또는 다공질 Si층내에 존재하도록 제 1기판

의 표면으로부터 이온주입하였다. 이것에 의해 분리층으로서 작용하는 층이, 상기 투영비행노정에 대응하는 깊이에 

미소공동 또는 집중된 주입이온에 의해 형성된 변형층으로서 형성될 수 있었다.

N 2 플라즈마처리등의 전처리후, SiO 2 층의 표면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층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상호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600℃, 10시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된 결합기판을 도 3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이때,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분리공

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2,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으

로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에피택셜 Si층의 형성후에 이온주입을 행하였으나, 에피택셜성장전에 다공질 Si층중 또는 다공

질 Si/Si기판계면에 이온을 주입해도 된 다.

(실시예 4)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기포층 및 노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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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결정 Si층상에, 절연층으로서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투영비행노정이 Si기판내에 존재하도록 제 1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이온을 주입하였다. 이것에 의해 분리층으

로서 작용하는 층이, 상기 투영비행노정에 대응하는 깊이에 미소공동 또는 집중된 주입이온에 의해 형성된 변형층으

로서 형성될 수 있었다.

N 2 플라즈마처리등의 전처리후, SiO 2 층의 표면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층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상호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600℃, 10시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된 결합기판을 도 3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이때,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분리공

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

으로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 에칭공정은, 남아있는 분리층이 충분히 얇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Si웨이퍼의 표면영역을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분리층을 개재해서 제 2기판에 전사하였으나, 

에피-웨이퍼를 이용해서 에피택셜층을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분리층을 개재해서 제 2기판에 전사해도 된다. 또, 이

하의 방법도 가능하다. 즉, 본 실시예에 의한 이온주입후, 표면의 SiO 2 를 제거하고, 에피택셜층 및 이어서 SiO 2 층

을 형성한 후, 결합공정을 행한다. 다음에, 상기 에피택셜층을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분리층을 개재해서 상기 에피

택셜층을 제 2기판에 전사한다. 후자의 경우, Si웨이퍼의 표면영역도 전사된다.

(실시예 5)

(웨이퍼의 수평배치 및 이동)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한다.

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 

상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

조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5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즉,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

카세트(205)를 웨이퍼(201)가 수평으로 되도록 카세트대(207)상에 설치하였다. 웨이퍼의 측면에 위치된 워터제트장

치의 0.15㎛노즐(202),(203)을 통해, 2000kgf/㎠의 고압순수를,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통한 결합웨이퍼의 결합

영역에 대해서, 이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분사하였다. 이때, 노즐은 고정시켜놓고, 고

압의 순수가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르도록, 결합웨이퍼를 수평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이 동작에 의해, 다공질 Si층을 개재해서 웨이퍼는 2매로 분할되었다. 다 음에 다른 로딩로보트를 사용해서 분리된 웨

이퍼를 제 1 및 제 2기판으로서 격납·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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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일부가 제 2기판으로 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6)

(노즐의 발진)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을 제거한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 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조건

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6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동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웨

이퍼(301)를 수직방향으로 세워놓고,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통해 결합웨이퍼의 결함영역에 대해서, 해당 결합웨

이퍼위쪽에 위치된 워터제트장치의 0.15㎜직경의 노즐(302)을 통해서, 2000kgf/㎠의 고압순수를, 해당 결합웨이퍼

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분사하였다. 다음에, 상기 웨이퍼의 결합면과 동일 평면내에서 부채꼴을 

그리도록 노즐(302)을 발진시켜, 이 면내에 제트류를 발진시켰다.

이와 같이 해서, 다공질 Si층을 개재해서 웨이퍼는 2매로 분할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층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으로 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

지부분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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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4에 따라 분리층을 형성한 웨이퍼를 분리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7)

(웨이퍼의 회전)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조

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2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0

℃,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4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즉, 결합웨이퍼(401)를 수직방향으로 세웠다.

이 결합웨이퍼(401)는 위치결정용핀(413)에 끼워맞춤하도록 세트하고 홀더(404)에 의해 흡착·유지하였다. 결합웨

이퍼(401)를 위치결정용핀(413)에 끼워맞춤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유지한 후, 노즐(402)을 결합웨이퍼(401)의 상부

와 수직이되도록 위치될때까지 이동시켜, 결합웨이퍼(401)와 노즐(402)간의 거리를 15㎜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결

합웨이퍼(401)를 흡착·유지할때까지 홀더(403)를 베어링(411)을 개재해서 진전시켰다(도면에서는 왼쪽으로).

다음에, 연마입자가 없는 물을, 주입된 유체가 안정화될때까지 소정시간동안 물분사펌프(414)로부터 노즐(402)로 공

급하고, 일단 물이 안정화되면, 셔터(406)를 개방하여 결합웨이퍼(401)의 측면의 두께방향중앙부에 대해서 노즐(402

)로부터고압의 순수를 주입하였다. 이때, 홀더(404)를 회전시켜 결합웨이퍼(401)와 홀더(403)를 회전시켰다. 고압수

는 다공질 Si층으로도 진입해서 결합웨이퍼(401)를 확장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2매로 분리시킬 수 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 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2∼4에 따라 분리층을 형성한 웨이퍼를 분리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8)

(대각주입)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하였다.

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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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

조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 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결합웨이퍼를 수직방향으로 세우고,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통한 결합웨이퍼의 결합영역에 대해서, 웨이퍼위쪽에

위치된 워터제트장치의 0.15㎜직경의 노즐을 통해서, 2000kgf/㎠의 고압의 순수를, 결합계면(표면)으로부터 각도 α

경사진방향으로부터 분사하였다.

웨이퍼를 도 4에 도시한 장치에 의해 유지하고, 노즐을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치해서 웨이퍼의 측면에 대해서 유

체를 주입하였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 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

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2∼4에 따라 분리층을 형성한 웨이퍼를 분리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9)

(복수의 분사)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층은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하였다.

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조

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 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9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홀더(708)를 이용해서 결합웨이퍼(701)의 양측면을 유지해서 수직방향으로 세웠다.

웨이퍼(701)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웨이퍼의 위쪽 또는 측면상에 위치된 3대의 워터제트장치의 0.15

㎜직경의 노즐(702)∼(704)을 통해서, 2000kgf/㎠의 고압의 순수를,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

로부터 분사하였다. 이때, 상기 복수개의 노즐을, 고압의 순수가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라 이동하는 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이 동작에 의해, 다공질 Si층을 개재해서 웨이퍼는 2매로 분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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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SiO 2 층,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으로 전사되었다.

제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Si층의 나머지 부분만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2∼4에 따라 분리층을 형성한 웨이퍼를 분리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실시예 5내지 8에 따른 워터제트주입법에 있어서도 복수의 노즐을 이용함으로써 결합웨이퍼를 효과적으로 분리

할 수 있었다.

(실시예 10)

(슬릿분사)

비저항 0.01Ω·㎝의 제 1의 P형단결정 Si기판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상기 다공질 Si는 고품질의 에피택셜 Si층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또 분리층으로서 사용하였다.

다공질 Si층의 두께는 상기 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0.1∼수백㎛이면 된다.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조

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 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한 결합기판을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한 장치로 이용해서 분리하였다.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합웨이퍼를 수직방향으로 세우고,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웨이퍼의 위쪽 또는 측면상에 위치된 워터제트장치의 폭 0.15㎜, 길이 50㎜의 슬릿형상 노즐을 통해서, 800k

gf/㎠의 고압의 순수를,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분사하였다. 상기 슬릿은 결합웨이퍼의

결합계면(표면)과 평행하게 위치되어 있어, 웨이퍼의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에 대해서, 선형상의 수류가 정확히 주

입되었다.또, 복수개의 노즐을, 고압순수가 베벨링에 의해 형성된 갭을 따라 이동하는 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이 동작에 의해, 다공질 Si층을 개재해서 웨이퍼는 2매로 분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원래 제 1기판의 표면상에 형성된 SiO 2 , 에피택셜 Si층 및 다공질 Si층의 일부가 제 2기판으로 전사되었다

.제 1기판의 표면에는 다공질 Si층의 나머지 부분만이 남아있었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형성하였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1시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로, 통상 시판되고 있는 Si기판의 값과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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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택셜층의 표면대신에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산화막을 형성하거나 그 양면에 산화막을 형성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수 있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수소어닐링 또는 표면연마 등의 표면처리를 이용해서, 상기 제 1 또는 제 2기판을 재사용하여 상기 프

로세스를반복할 수 있었다.

실시예 2∼4에 따라 분리층을 형성한 웨이퍼를 분리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11)

(석영기판)

제 2기판으로서 석영제의 광투과성기판을 준비하였다.

결합전에 석영의 표면에 N2플라즈마처리를 실시하고, 400℃에서 100시간 열처리하였다. 다음에, 분리후의 SOI표면

을 평탄화하기 위하여 수소하의 열처리를 1000℃이하, 이 경우에는 970℃에서 4시간 행하였다.

기타 처리는 실시예 1내지 10과 마찬가지이다.

제 2기판으로서 절연재료로 이루어진 투명기판을 사용할 경우, 실시예 1∼10에 있어서의 에피택셜 Si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산화막(절연층)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후에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가 상부에 형성되는 에피

택셜Si층을, 결합계면으로부터 이간해서, 계면내의 불순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 산화막(절연층)을 형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2)

(Si상의 GaAs)

GaAs로 대표되는 화합물반도체로 이루어진 에피택셜층을 형성함으로써 실시예 1∼10을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었

다.

이 경우, 워터제트의 압력은 500∼3500kgf/㎠에서 유지되었고, 노즐의 직경은 0.1㎜이상(결합웨이퍼총두께의 절반)

이었다.

다공질 Si층상에 GaAs에피택셜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CVD법으로 제한되지 않고 MBE법 스퍼터링법 및 액상

성장법등의각종 방법으로 행해도 된다. 또, 이 층의 두께는 수 ㎚∼수백 ㎛이면 된다.

상기 각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온주입층 또는 다공질층용의 선택에칭액은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와의 혼합액

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의 다대한 표면적에 의해, 이하의 용액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을 에칭할 수 있다. 즉,

불산;

불산+알콜;

불산+알콜+과산화수소수;

버퍼드불산;

버퍼드불산+알콜;

버퍼드불산+과산화수소수;

버퍼드불산+알콜+과산화수소수;

불산, 질산 및 아세트산의 혼합액.

기타 공정은 이들 실시예의 각 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다른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13)

(웨이퍼의 회전)

제 1기판으로서 비저항 0.01Ω·㎝의 원반형상의 P형 단결정 Si웨이퍼를 준비하고, 그 표면을 HF용액중에서 양극화

성을 행하였다.

양극화성조건은 이하와 같다.

전류밀도 : 7(mA·㎝ -2 )

양극화성용액 : HF:H 2 O:C 2 H 5 OH= 1 : 1 : 1

시간 : 11(분)

다공질 Si층의 두께 : 12(㎛)

다음에,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중, 400℃에서 1시간 산화했다. 이 산화의 결과, 다공질 Si층의 구멍의 내벽은 열산화막

으로 덮였다. 이 다공질 Si층의 표면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구멍의 내벽상의 산화막은 남긴 채로 다공질 Si층의 표면상

의 산화막만을 제거한 후, CVD법을 이용해서 다공질 Si층상에 단결정 Si를 0.3㎛두께로 에피택셜성장하였다. 성장조

건은 이하와 같았다.

소스가스: SiH 2 Cl 2 /H 2

가스유량: 0.5/180ℓ/min

가스압력: 80Torr

온도: 950℃

성장속도:0.3㎛/min

또한, 절연층으로서 이 에피택셜 Si층상에, 열산화에 의해 절연층으로서 200㎚두께의 산화막(SiO 2 층)을 형성하였

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된 제 1기판이외에, 제 2Si기판으로서 원반형상의 Si웨이퍼를 준비하였다.

이 SiO 2 층의 표면상에 별도로 준비한 제 2Si기판의 표면을 놓고 이들을 서로 접촉시켰다. 다음에 이들 기판을 118

0℃, 5분간 열처리하여 결합하였다.

다음에, 도 14, 15 및 17∼20에 도시한 장치를 이용해서 결합웨이퍼로 이루어진 복합부재의 분리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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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재인 웨이퍼를 위치결정대(35)의 노치에 끼워맞추면서 수직방향으로 세워 위치시켰다.

관(52),(54)으로부터 기압통로(56)에 가압공기를 공급하고,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에 대해 유지부(45a),(46a)를 각각 

전진시켜,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개구부(OP)를 지닌 유지부(45a),(46a)의 유지면

과 맞닿게하였다.

관(51),(53)을 이용해서, 웨이퍼를 유지부(45a),(46a)에 흡착·고정하고, 가압공기의 공급을 정지한 후, 스프링(47),(

48)을 이용해서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의 대향법선방향으로 웨이퍼에 장력을 공급하였다.

셔터(61)를 폐쇄하고, 연마입자가 없는 순수를 펌프(62)로부터 0.15㎜직경의 노즐에 강제로 공급하고, 펌프(62)를 작

동시켜 200kgf/㎠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였다.

위치결정대(35)를 그의 대기위치로 이동시키고 모터(32)에 통전하여 축(31) 및 벨트(27),(28)를 개재해서 회전구동

력을 전달함으로써 홀더(21),(22)를 회전시켰다.

웨이퍼는 웨이퍼유지부(45a),(46b)에 의해 흡착되어있으므로, 홀더(21),(22)와 함께 동시에 동일방향의 동일각속도

로 회전을 개시하였다.

다음에,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셔터(61)를 개방하고, 웨이퍼의 측면의 분리부에 대해서 워터제트를 주입하였다.

분리부의 구멍에 워터제트장치로부터의 물이 주입되면 분리부인 다공질층을 중심으로 웨이퍼가 분리된다.

워터제트의 주입 및 웨이퍼의 회전이 계속되면, 분리에 의해 형성된 갭이 워이퍼의 주변부로부터 회전중심부를 향해

서 점차로 성장하여, 최후로는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를 분리할 수 있었다.

웨이퍼는 도 20에 화살표(TA),(TB)로 표시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므로, 웨이퍼의 회전중심부의 최종분리와 동

시에 도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리된다.

다음에, 물의 강제적인 공급을 중지하고 유지부(45a),(46a)로부터 분리웨이퍼를 제거하였다.

이어서, 제 2기판에 전사된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에 의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했

다. 다공질층 밑의 전사된 단결정 Si층은 에칭되지 않고 남은 반면, 다공질 Si층은 상기 단결정 Si층을 에칭스톱재료

로서 이용한 선택에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얇은 단결정 Si층을 표출시켰다.

즉, 제 2기판의 Si산화막상에 0.2㎛두께의 단결정 Si층을 지닌 제1 SOI기판이 얻어졌다. 이 단결정 Si층은 다공질 Si

층의 선택에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께 측정을 위해,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표면전체의 100점을 측정한 바, 

얻어진 값은 201㎚±4㎚였다.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관찰결과, Si층에는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수소중, 1100℃에서 50분간 열처리를 행하고,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조도를 평가한 바, 50㎛평방영역

의 평균제곱조도는 대략 0.2㎚였다.

또한, 제 1기판상에 남은 다공질 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이용해서 교반하면서 선택에칭하

고, 계속해서 연마등의 표면처리를 행하였다.

연마완료된 제 1기판을 재차 양극화성하여 다공질 Si층을 형성하고, 그위에 비다공질단결정 Si를 성장시켰다. 에피택

셜성장된 비다공질단결정 Si층의 표면을 산화한 후 이 제 1기판의 단결정 Si층의 산화면상에 제 3기판인 별도로 준비

한 Si웨이퍼의 표면을 결합하였다.

상기 공정의 조건은 제 1결함웨이퍼제조공정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했다.

웨이퍼를 전술한 제 1분리법과 마찬가지로 해서 재차 분리하여, 제 3기판의 절연면상에 단결정 Si층을 지닌 제 2 SOI

기판을 얻었다.

상기 처리를 반복해서 제 1기판을 재활용하여 제 3 및 제 4 SOI기판을 제조하였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내부에 분리영역을 지닌 복합부재를, 해당 분리영역이외의 부분을 손상하

거나 파손함이 없이 해당 분리영역을 중심으로 복수개의 작은 부재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종래보다도 고품질의 반도

체기 판을 고수율로 신뢰성있게, 또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부재가 서로 접합되어서 이루어진 복합부재를 분리하는 분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지지하는 지지수단과,

상기 복합부재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부재의 접합위치와는 다른위치에 위치하고, 또한 상기 접합

계면보다 기계적강도가 취약한 분리영역에 고압의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2.
복수의 부재가 서로 접합되어서 이루어진 복합부재를 분리하는 분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지지하는 지지수단과,

상기 복합부재를 분리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부재의 접합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또한 상기 접합계면보다 기

계적강도가 취약한 분리영역에 노즐로부터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수단과,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기 복합부재의 분리면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이동기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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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체를 분사하면서 상기 측면에서 상기 유체가 부딪히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수단은 고압의 수류를 상기 노즐로부터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고정하고, 상기 노즐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유지하는 유지체와, 상기 복합부재의 상기 분리면을 따라서 상기 노즐을 수평이동

시키는 노즐수평이동기구와, 상기 복합부재와 상기 노즐의 수직방향거리를 조정하는 노즐수직이동기구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을 지지점으로해서 부채꼴형상으로 주사하는 기구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복합재료의 주위를 상기 노즐이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복수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10.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을 고정하고 상기 복합부재를 주사해서 상기 수류를 주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

치.

청구항 11.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자전가능하게 지지하고, 이 복합부재를 상기 분리면의 중심을 축으로하여 자전시

키면서 상기 유체를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12.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복합부재의 제 1의 면을 제 1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복합부재를 구성

하고 있는 제 2의 면을 제 2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제 1 및 제 2의 지지체중 한쪽만을 구동수단에 의해 자전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1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복합부재의 제 1의 면을 제 1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복합부재를 구성

하고 있는 제 2의 면을 제 2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제 1 및 제 2의 지지체를 구동수단에 의해 동기시켜서 자전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장치.

청구항 1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복합부재를 그 분리면이 수평으로 되도록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장치.

청구항 15.
복수의 부재가 서로 접합되어 이루어진 복합부재를 분리하는 분리방법에 있어서,

지지수단에 의해 상기 복합부재를 지지하는 지지공정과,

상기 복합부재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부재의 접합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또한 상기 접합

계면보다 기계적강도가 취약한 분리영역에 고압의 유체를 분사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16.
복수의 부재가 서로 접합되어 이루어진 복합부재를 분리하는 분리방법에 있어서,

지지수단에 의해 상기 복합부재를 지지하는 지지공정과,

상기 복합부재를 분리하기 위해 상기 상기 복수의 부재의 접합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또한 상기 접합계면보

다 기계적강도가 취약한 분리영역에 노즐로부터 유체를 분사하는 분사공정과,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기 복합부재의 분리면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이동공정을 가지고,

상기 유체를 분사하면서 상기 측면에 있어서 상기 유체가 부딪히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는 고압의 수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고정하고, 상기 노즐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

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노즐에 대하여 상기 복합부재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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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을 지지점으로하여 부채형상으로 주사하는 기구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를 중심으로하여 상기 복합재료의 측면을 따라서 상기 노즐을 회전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2.
제 16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노즐로부터 유체를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3.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을 고정하고 상기 복합부재를 주사하여 상기 수류를 주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

방법.

청구항 24.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자전가능하게 지지하고, 이 복합부재를 상기 분리면의 중심을 축으로하여 자전시

키면서 상기 유체를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5.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의 제 1의 면을 제 1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복합부재를 구성하고 있는 제 2의

면을 제 2의 지지체에 흡착시키며, 상기 제 1 및 제 2의 지지체중 한쪽만을 구동수단에 의해 동기시켜서 자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6.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의 제 1의 면을 제 1의 지지체에 흡착시키고, 상기 복합부재를 구성하고 있는 제 2의

면을 제 2의 지지체에 흡착시키며, 상기 제 1 및 제 2의 지지체를 구동수단에 의해 동기시켜서 자전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를 상기 분리면이 수평으로 되도록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는 분리면을 제공하는 분리영역을 가진 제 1의 부재와, 제 2의 부재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2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는 분리면을 제공하는 다공질층 또는 이온주입층을 가진 제 1의 부재와, 제 2의 부

재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3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부재는 측면에 오목부 또는 간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청구항 3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는 연마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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