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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요약

충분한 품질과 우수한 재현성으로 SOI기판을 제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웨이퍼 등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
절약과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비다공성박막의 적어도 한층이 다공성 Si층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제 1기판(11)의 주표면을 제 2기판(15)의 주표면에 결합하는 공정, 제 1기판(11)과 제 2기판(15)으로 이
루어진 결합기판의 양면에서 다공성 Si층을 노출시키는 공정, 결합기판을 산화시켜 다공성 Si층을 분할하
는 공정 및 다공성 Si층의 분할로 분리된 제 2기판(15)위의 다공성 Si(12)와 산화다공성 Si층(16)을 제거
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략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략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략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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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3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4도는 종래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5도는 종래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6도는 종래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7도는 종래의 다른 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8도는 종래의 다른 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제19도는 종래의 다른 예의 공정을 설명하는 개략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1 : 제 1 Si단결정기판         12 : 다공성 Si층

13 : 비다공성 박막             14 : 절연층

15 : 제 2기판                  16 : 산화다공성 Si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유전체절연물 또는 절연체상에 단결정반도체와 
Si기판상에 단결정 화합물 반도체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단결정반도체층에 형성된 전자소자 및 집적회
로에 적합한 반도체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절연체상에 단결정 Si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SOI(Si  On  Insulator)기술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SOI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소자는, Si집적회로 제조용의 통상의 벌크 Si기판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즉, SOI기술의 이용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이하
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1. 유전체절연이 용이하고 고집적이 가능함

2. 내방열성의 높음

3. 표유용량이 저감되고 동작속도의 향상이 가능함

4. 웰공정을 생략가능함

5. 래치업(latch-up)을 방지가능함

6. 박막구조에 의해 완전공핍형 전계효과트랜지스터의 제조가 가능함.

이들에 해서는 예를 들면 다음의 문헌[Special Issue:"Single-crystal silicon on non-single-crystal 
insulators";edited by G.W,Cullen, Journal of Crystal Growth, volume 63, no 3, pp429-590(1983)]에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기판으로서의 SOI상에 MOSFET의 속도증가 및 소비전력의 저감을 실현하는 많은 보고서가 제
출되어 있다(IEEE SOI conference 1994). SOI구조는 소자의 밑에 절연층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용
하면 벌크 Si웨이퍼상에 소자를 형성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자절연처리를 간단화할 수 있어, 소자처리공정
을 단축할 수 있다. 즉 성능향상 이외에, 웨이퍼비용 미 처리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 벌크 Si상의 MOSFET 
및 IC의 것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완전공핍형 MOSFET는 구동력의 향상으로 인해 속도증가와 소비전력의 감소가 예상된다. MOSFET의 
역치전압(Vth)은 일반적으로 채널부의 불순물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SOI를 사용한 완전공핍형(FD)MOSFET
의 경우에 있어서, 공핍층의 두께도 SOI의 막두께에 의해 영향받는다. 따라서, 규모의 집적회로를 양호
한 수율로 제공하기 위한 SOI의 막두께의 편평도에 해 강한 요구가 있다.

한편, 화합물반도체상의 소자는, Si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높은 성능, 예를 들면 고속동작성, 발광성 
등을 지닌다. 현재, 이들 소자의 부분은 GaAs등의 화합물 반도체기판상에 에피탁셜성장된 층내에 제작
되어 있으나, 화합물반도체 기판은 비싸고, 기계적 강도가 낮으며, 면적웨이퍼의 제조가 용이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점 때문에, 값싸고, 기계적강도가 높으며, 면적 웨이퍼의 제조가 가능한 Si웨이퍼상에 화합물 
반도체를 헤테로에피탁셜성장시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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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구조에 한 주제로 되돌아가, 70년 이래도 SOI기판의 형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초
기단계에  있어서는,  절연체로서의  사파이어기판상에  단결정  Si를  헤테로에피탁셜성장시키는 방법
(SOS:Silicon  On  Sapphire),  다공질  Si의  산화에  의거한  유전체절연에 의해  SOI구조를  형성하는 방법
(FIPOS:Full Isolation by Porous Oxidized Silicon) 및 산소이온 주입법에 많은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FIPOS법은 프로톤주입(Imai et al., J. Crystal Growth, vol 63, 547(1983))이나 에피탁셜성장 및 패터닝
에 의해 P형 Si 단결정 기판의 표면상의 섬패턴에 n형 Si층을 형성하고 P형 Si기판만을 표면으로부터 다
공질화하여 Si섬을 HF용액에서의 양극화성에 의해 둘러싸도록 한 후, n형 Si섬을 향상된 산화에 유전체절
연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자처리이전에 절연된 Si영역이 결정되므로, 소자설계상의 자유도가 제
한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산소이온주입법은 K. 미즈미씨에 의해 최초로 보곤된 SIMOX라 불리는 방법이다. 먼저, Si웨이퍼내에 산소

이온을 10
17
~10

18
/㎠주입한  후,  해당  웨이퍼를,  아르곤-산소분위기에서  1320℃  정도의  고온에서 

애닐링한다. 그결과, 이온주입의 투사범위(Rp)에 응하는 깊이 둘레에 주입된 산소이온은 Si와 결하하여 
산화 Si을 형성한다. 그 경우에, 산화 Si층위쪽의 산소이온주입에 의해 비정질화된 SI층도 재결정화되어 

단결정 Si층을 형성한다. 표면 Si층의 결정결함은 10
5
/㎠정도로 많지만, 산소주입량을 조정함으로서 10

2
/

㎠이하로 충분히 감소되어 거의 4×10
17
/㎠로 된다. 그러나, 표면 Si층 및 매립된 산화 Si층(BOX:Buried 

Oxide)의 막두께는, 산화 Si층의 막품질 표면 Si층의 결정성 등을 유거가능한 주입에너지 및 주입량(즉, 
주입도스)의 좁은 범위 때문에 특정값으로 제한된다. 소정의 막두께의 표면 Si층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산
화나 에피탁셜성장이 필요하였다. 그 경우에 있어서, 막두께의 분포에 이들 공정에 의한 열화가 첨가되므
로, 막두께의 편평도가 열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BOX에 있어서 파이프라 불리는 산화 Si의 잘못형성된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보고되어 있다. 그 원
인의 하나는 주입시의 먼지 등의 오염물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파이프를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 액티브
층과 지지기판 사이의 누설에 의해 소자특성의 열화가 발생한다.

SIMOX의 이온주입에 있어서의 주입량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은 통상의 반도체프로세스에 사용된 이온주입
의 것보다도 크므로, 전용장비를 개발한 후에도 주입시간이 여전히 같다. 소정의 전류량의 이온빔의 래스
터주사에 의해 또는 빔의 확 에 의해 이온주입이 행해지므로, 주입시간의 증가에 의해 웨이퍼의 면적의 
증가가 예상된다. 면적웨이퍼의 고온애닐링에 있어서, 웨이퍼내의 온도분포에 의한 슬립 등의 발생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Si반도체프로세스에서 통상 사용되지 않는 고온, 즉 1320℃에
서의 애닐링은 SIMOX에서 필수불가결하므로, 상기 문제는 장비의 개발을 포함해서 더욱 증 하게 될 염려
가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SOI형성방법은 차치하고, 열산화된 다른 Si단결정기판에 Si단결정기판을 애닐링 또는 
접착제에 의해 결합함으로서, SOI구조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에 해 수년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방
법은 소자의 액티브층을 균일하게 얇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Si단결정기판을 수백 ㎛두께까지 ㎛이
하의 단위로 얇게(즉, 박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박형화에는 이하의 3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1) 연마에 의한 박형화

(2) 국부플라즈마에칭에 의한 박형화

(3) 선택에칭에 의한 박형화

상기 (1)의 연마에 의해 균일한 박형화를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서브 ㎛단위의 박형화에 있서는 
수십%의 편차가 나타나므로, 이 편차를 균일화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 곤란성의 정도는 더욱 증가하
여 웨이퍼의 직경을 더욱 증가시킨다.

상기(2)의 방법은 상기(1)의 연마방법에 의한 해당층을 약 1~3㎛로 강 얇게 하고 전체표면에 걸쳐 막두
께분포를 다점측정하는 것이다. 그후, 이 막두께분포에 의거해서, 수 mm직경에 있어서 SF6등을 사용한 플

라즈마로 해당 층을 주사함으로써 막두께분포를 정정하도록 해당 층을 에칭함으로서, 소망의 막두께로 해
당층을 박형화한다. 이 방법은 약 ±10nm의 막두께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에칭시 기판상에 오염물(입자)이 있다면, 이 오염물이 에칭마스크로 되어 기판상에 돌출부를 형
성한다.

에칭직후 표면은 거칠으므로, 플라즈마에칭의 완료후 접촉연마가 필요하다. 연마량의 제어는 시간관리에 
의해 수행되므로, 연마에 의한 최종막두께 및 막두께 분포의 제어의 열화가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연
마시, 콜로이드질 실리카 등의 접착제가 표면에 직접 닿아 액티브층으로 되므로, 연마에 의한 분쇄층의 
형성 및 작업피로의 도입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웨이퍼의 면적은 더욱 증가하므로, 플라즈마에칭시간도 
그 부분에서 증가하여 웨이퍼면적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또한 처리량의 극도의 하강에 한 문제
점도 생긴다.

상기(3)의 방법은 박형화될 기판에 있어서 선택에칭가능한 막구조를 미리 형성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P형 기판상에 10
19
/㎤이상의 농도의 붕소를 함유하는 P

+
-Si의 박층 및 P형 Si의 박층을 에피탁셜성장 등의 

방법에 의해 적층함으로서, 제 1기판을 얻는다. 이것을 산화막 등의 절연층을 개재해서 제 2기판에 결합

한 후, 제 1기판의 이면을 연마 및 마멸에 의해 미리 박형화한다. 그후, P형 기판의 선택에칭에 의해 P
+
층

을 노출시키고, P
+
층의 선택에칭에 의해 P형 박층을 노출시킴으로서, SOI구조를 온성한다. 이 방법은 마스

자라의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J.Electrochem. Soc. 138, 341(1991)).

선택에칭은 균일한 박형화에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나, 다음의 문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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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선택성은 10
2
이하로 불충분하다.

-에칭후의 표면편평도가 나쁘므로 에칭후 접촉연마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두께의 감소를 초래
하여 막두께의 균일성을 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연마량은 연마시간에 의해 관리되나, 연마속도는 
크게 변하므로 연마량의 제어가 곤란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100nm두께의 매우 얇은 SOI층의 형성시 특
히 문제가 발생된다.

SOI층의 결정성은 고농도의 B도프 Si층상에 이온주입 및 에피탁셜성장 또는 헤테로에피탁셜성장을 이용하
므로 나쁘다. 또 결합면의 표면편평도는 통상의 Si웨이퍼보다도 열등하다.

따라서, (3)의 방법은 상기 문제점을 지닌다.(C.Harendt, et, al., J.Elect. Mater. vol 20, 267(1991), 
H.Baumgrart, et, al., Extened Abstract of ECS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Wafer Bonding, pp-
733(1991);C.E.Hunt,  Extended  Abstract  of  ECS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Wafer  Bonding, pp-
733(1991);C.E.Hunt,  Extened  Abstract  of  ECS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wafer  Bonding, pp-
696(1991)). 또한, 선택에칭의 선택성은 붕소 등의 불순물의 농도차와 그의 깊이방향 프로파일의 급경사
에 크게 의존하므로, 결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온결합애닐링을 행한 경우 또는 결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고온에피탁셜성장을 행한 경우, 불순물농도의 깊이방향분포가 확장되어 에칭선택성을 열화시킨
다. 이것은, 에칭선택성의 향상 및 결합강도의 향상의 양자를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요네하라씨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막두께 및 결정성의 균일성이 우수한 동시에 
배치처리가 가능한 결합 SOI를 보고하였다(T.Yonehara, K.Sakaguchi and N. Sato, Appl. Phys. Lett. 64, 
2108(1994)). 이 방법은 선택에칭의 재료로서 Si기판(41)상에 다공성층(42)을 이용한다. 이 다공질층상에 
비다공성 단결정 Si층(43)을 에피탁셜성장시킨 후 산화 Si층(45)을 개재해서 제 2기판(44)에 결합시킨다
(도 14). 제 1기판은 그의 이면으로부터 연마 등의 방법에 의해 박형화시켜, 기판의 전체면을 가로질러 
다공성 Si(42)를 노출시킨다(도 15). 이와 같이 해서 노출된 다공성 Si(42)를 KOH 또는 HF+H2O2 등의 선택

에칭제에 의해 에칭제거한다(도 16). 이때, 다공성 Si의 벌크 Si(다공성 단결정 Si)에 한 에칭선택성은 
충분히 높은 100,000이다. 따라서, 다공성층상에 미리 성장된 비다공성 단결정 Si층을 막두께의 감소가 
거의 없이 제 2기판상에 남길 수 있으므로, SOI기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SOI의 막두께의 균일성
은 거의 에피탁셜성장에 의해 결정된다. 에피탁셜성장이 통상의 반도체프로세스에 사용되는 CVD방식의 사
용을 허용하므로, 사토씨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의 균일성, 예를 들면 100nm±2%이내를 실현할 수 있다

(SSDM 95). 또, 에피탁셜 Si층의 결정성은 3.5×10
2
/㎠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종래의 방법에 있어서, 에칭선택성은 불순물농도차 및 깊이방향 프로파일에 의존하므로, 농도분포를 확장
시키는 열처리(결합, 에피탁셜성장, 산화 등)의 온도는 약 800℃이하로 크게 규제되었다.

한편, 이 방법의 에칭에 있어서, 에칭속도는 다공성과 벌크간의 구조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열처리의 온
도에 한 규제가 거의 없다. 즉, 약 1180℃에서의 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결합
후의 애닐링은 웨이퍼간의 결합강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결합계면에서 발생하는 공극(틈새)의 수와 크기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차에 의거한 이러한 에칭에 있어서, 에칭처리시 다공성 Si상에 
퇴적된 입자는, 존재한다해도 막두께의 균일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합을 사용하는 반도체기판은 2매의 웨이퍼를 향상 필요로 하며, 그중 한쪽은 부분 연마, 에
칭 등에 의해 쓸모없이 제거되어 버려지므로, 제한된 지구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존방법에 의하면, 결합에 의한 SOI는 제어성, 균일성 및 비용효율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
닌다.

최근, 사카구찌씨등은 상기 결합방법에서는 소모되었던 제 1기판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일본국 
특개평 7-45441(1995)).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공성 Si를 사용하는 결합 플러스 에치백 처리에 있어서, 연마, 에칭 등의 방
법에 의해 제 1기판을 이면으로부터 박형화하여 다공성 Si를 노출시키는 공정 신에 이하의 방법을 채용
하였다.

제 1 Si기판(51)의 표면층을 다공성화하여 다공성층(52)을 얻고, 그위에 단결정 Si층(53)을 형성하고, 이 
단결정 SI(53)과 제 1 Si기판을 다른 제 2 Si기판(54)의 주표면과 함께 절연층(55)을 개재해서 결합한다
(도 17). 그후, 결합웨이퍼를 다공성층에서 분할하고(도 18). 제 2 Si기판측상의 표면에 노출된 다공성 
Si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SOI기판을 형성한다(도 19).

결합웨이퍼의 윤할은, 다공성 Si층을 파괴하는 방법 예를 들면 결합웨이퍼의 면에 수직으로, 또 균일하게 
충분한 장력이나 압력을 인가하는 방법, 초음파 등의 파에너지를 인가하는 방법, 웨이퍼의 측면상에 다공
성층을 노출시키고, 이 다공성층의 일부를 에칭시켜, 다공성층에 면도날의 에지를 삽입하는 방법, 웨이퍼
의 측면상에 다공성층을 노출시키고, 물 등의 액체를 다공성 Si층내로 침투시킨 후, 결합웨이퍼전체를 가
열 또는 냉각시킴으로써 액체를 팽창시키는 방법 및 제 1(또는 제 2)기판에 해서 제 2(또는 제 1)기판
상에 수평방향의 힘을 인가하는 방법중 어느한가지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 방법은 다공성 Si의 기계적강도가, 그의 다공률에 의존하나, 벌크 Si보다도 충분히 약하다는 사상에 
모두 의거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공률이 50%인 경우, 다공성 Si의 기계적 강도는 벌크의 것의 절반인 것
으로 여겨도 된다. 즉 결합웨이퍼에 압축, 장력 또는 전단력이 작용하면 다공성 Si층이 먼저 파괴된다. 
다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공성층은 보다 약한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웨이퍼표면에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힘이 작용된 경우, 반도체기판은 완전히 강체가 아니라 탄
성체이므로, 웨이퍼를 지지하는 방법에 따라 웨이퍼가 때때로 탄성변형되어 힘의 누출에 초래하여, 다공
성층에 힘이 잘 작용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웨이퍼의 측면을 개재해서 면도날 등의 에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의하면 면도날의 두께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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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얇지 않거나 면도날이 충분히 높은 경도를 지니지 않는 몇몇 경우에 있어서 수율이 극히 낮았다. 
또, 면도날이 주변으로부터 균일하게 삽입될 수 없거나 힘이 결합웨이퍼상에 외부로부터 작용된 경우, 결
합면의 결합강도가 다공성 Si층의 강도보다도 약하거나, 국부적으로 약한 부분이 존재하면, 2매의 웨이퍼
가 결합면에서 분할됨으로써,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양호한 재현성을 지닌 충분한 품질의 SOI기판을 제조함과 동시에, 자원절약 및 웨이퍼의 재사용 
등에 의한 비용감소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망되고 있다.

일본국 특개평 5-21128(1993)호에는, 이온주입에 의해 기포층을 형성하고, 그것을 애닐링하여 결정의 재
배열 및 기포의 응집을 초래하고, 그 기포층을 통해서 웨이퍼를 분할하여, 애닐링의 최적화가 용이하지 
않고, 400~600℃의 저온에서 행해지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저온에서의 애닐링은 전술한 바와 
같은 공극의 생성을 억제할 수 없고, 또 일단 생성된 공극은 박형화후 고온에서 다시 애닐링해도 폐기할 
수 없다. 즉, 공극의 수 및 크기의 감소는, 2매의 웨이퍼가 결합상태에서 고온에서 애닐링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며, 박형화후의 고온애닐링은, 접착부의 강도는 증가시키나 공극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이상의 설명은 결합에 의한 SOI기술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하의 이유로부터 투광성기판상
에의 단결층의 형성, 기판상에의 화합물반도체층의 형성 등의 SOI기술에 한 요구도 있다.

상술하면, 투과성 기판은 수광소자인 접촉센서, 및 투사형 액정화상표시소자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센
서 및 표시소자에 있어서 고밀도, 고해상도 및 화소의 고선명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성능구동소자가 필
요하다. 그 결과, 투광성기판상 형성된 소자는 우수한 결정성을 지닌 단결정층을 사용하여 제조할 필요가 
있다. 단결정층의 사용에 의해 화소구동용의 주변회로와 화상처리용의 회로를 화소와 동일한 기판에 내장
시킬 수 있으므로, 칩의 소형화 및 속도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유리로 표되는 투광성 기판은 일반적으로 그의 결정구조의 무질서도를 지니며, 그위에 퇴적된 
얇은 Si층은 기판의 무질서도를 반영하는 비정질층이거나, 기껏해야 다결정층이므로, 고성능소자를 제작
할 수 없다. 즉 다수의 결함을 지닌 결정구조 때문에, 비정질 Si 및 다결정 Si는 장래에 필요하게 될 충
분한 성능을 지닌 구동소자를 제작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이것은, 기판의 결정구조가 비정질이고, 또 Si
층의 간단한 퇴적에 의해 양질의 단결정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화합물 반도체기판은 화합물반도체의 소자를 제작하는데 필수불가결하나, 화합물반도체기판은 비싸
고 면적을 형성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들 이유로부터, Si웨이퍼상에 GaAs등의 화합물반도체를 헤테로 
에피탁셜성장시키는 시도가 행해져, 면적 웨이퍼로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서 성장된 막은, 격자상수와 열팽창계수의 차 때문에 결정성이 나빠, 그것을 소자에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재료로서 반도체기판을 유효하게 사용가능한 동시에 자원절약과 비용절감을 적
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양호한 결정성을 지닌 막을 제조하는 방법 및 반도체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
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행한 바 다음의 발명을 하였다. 즉, 본 발명
에 의한 제 1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은, 비다공성 박막의 적어도 한 개의 층이 다공성 Si층을 개재해서 
형성된 Si기판인 제 1기판의 주표면을 제 2기판의 주표면에 결합하는 공정과; 상기 제 1기판과 제 2기판
으로 이루어진 결합기판의 측면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Si층을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결합기판을 산화
시킴으로써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 상기 결합기판을 분할하는 공정과;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의 
결합기판의 분할에 의해 분리된 상기 제 2기판상의 다공성 Si와 산화다공성 Si층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구
성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이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제 2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은, 비다공성박막의 적어도 한 개의 층이 다공성 Si층
을 개재해서 형성된다. 동시에 상기 다공성 Si층이 그의 측면에서 노출되어 있는 Si기판인 제 1기판의 주
표면을 제 2기판의 주표면에 결합하는 공정과; 상기 제 1기판과 제 2기판으로 이루어진 결합기판을 산화
시킴으로서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 상기 결함기판을 분할하는 공정과;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의 
상기 결함기판의 분할에 의해 분리된 상기 제 2기판상의 다공성 Si와 산화다공성 Si층을 제거하는 공정으
로 구성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이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제 3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은, 상기 제 1 또는 제 2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중의 
하나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의 상기 결합기판의 분할에 의해 분리된 상기 제 1기판상의 다
공성 Si와 산화 다공성 Si층을 제거한 후, 해당 제 1기판을 결합전의 제 1기판의 원료로서 재사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제 4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은, 상기 제 1 또는 제 2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중
의 하나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Si층에 있어서의 상기 결합기판의 분할에 의해 분리된 상기 제 1기판상의 
다공성 Si의 산화다공성 Si층을 제거한 후, 해당 제 1기판을 결합전의 제 1기판의 원료로서 재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제 5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은, 상기 제 1 내지 제 4의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중
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의 2개의 주면의 각각상에 다공성 Si층을 개재해서 적어도 한층의 
비다공성 박막을 형성하고, 상기 제2기판을 상기 2개의 주면의 각각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다공성 Si의 향상된 산화를 활용하여 웨이퍼의 주변으로부터 다공성 Si층을 산화시킴으로서, 
다공성 Si의 체적팽창이 중심으로부터 주변까지 보다 커진다. 이것에 의해 다공성 Si가 주변으로부터 균
일하게 쐐기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내압이 다공성층에만 작용하여, 웨이퍼의 전체면을 가로질러 다공성 
Si층에 있어서 웨이퍼를 분할한다. 이것에 의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반도체기
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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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층구조를 지닌 결합기판의 경우에 있어서, 외압에 의해 다공성 Si에서 분할하는 방법이 적용된 경
우 및 기판이 낮은 강도를 지닌 계면이나 부분적으로 약 한 영역을 지닌 경우, 기판은 그 약한 부분에서 
분할된다. 이에 해서, 본 발명에 의하면, 균일성이 우수한 통상의 Si-IC법의 하나의 공정인 산화를 이
용함과 동시에, 다공성 Si의 고속산화성, 다공성 Si의 체적팽창 및 다공성 Si의 무름성을 결합해서 다공
성 Si층에만 내압이 작용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웨이퍼를 양호한 제어성으로 다공성 Si층을 개재해서 분할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제조방법의 사용에 의해 다공성기판부의 제거후 제 1 Si기판을 재사용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이 제 1 Si기판은 그의 기계적 강도의 점에서 사용불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수회 재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Si기판의 제거시 면적에 걸쳐 다공성층을 통한 분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해
서 제거된 제 1 Si기판은, 표면이 거칠어 그의 표면 편평도가 허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표면을 평탄화한 
후 또는 잔류다공성층을 제거한 후, 제 1기판으로서 또는 다음의 제 2기판으로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이 표면평탄화처리는 통상의 반도체프로세스에 있어서 사용되는 연마, 에칭등의 방법이면 되나, 수소를 
함유하는 분위기에서 애닐링해도 된다. 이 애닐링의 적절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서, 표면을 평탄화하여 국
부적으로 원자스텝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제 1 Si기판으로서 반복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이 제 1 Si기
판은 그의 기계적강도의 점에서 사용불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수회 재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공성 층을 개재해서 일괄해서 면적의 분할이 허용되므로, 종래 제 1기판을 제거하
여 다공성 Si층을 노출시키는데 중요했던 연마, 마멸 및 에칭공정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어, 공정을 줄일 
수 있다. 또, 분할위치는, 다공성층에 있어서 투사범위를 지니도록 희가스, 수소 및 질소중 적어도 한 개
의 원소의 이온주입을 미리 행함으로써 다공성 Si층내의 제한된 깊이에서 한정될 수 있어, 제 2기판측상
에 남아있는 다공성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다공성층은 에칭선택성이 높지 않은 에칭
제로 균일하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결합기판의 제조에서는 연마 및 에칭에 의해 한면으로부터 
제 1 Si층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제 1 Si층의 양면을 각각의 지지기판에 해당 
양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해서, 본 발명에 의하면, 표면층을 제
외한 제 1 Si기판은 그 로 유지되고, 결합, 분할 및 박형화에 의해 제조된 두 기판은, 제 1 Si기판의 양
면을 주표면으로서 사용함과 동시에 지지기판을 각각의 면에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제 1 Si기판의 도움으
로 동시에 제조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분할후의 제 1 Si기판을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 Si기판의 제거시 다공성층을 개재해서 일괄해서 면적을 분할 가능하므로 
공정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또 극도로 우수한 결정성을 지닌 동시에 면적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편평한 Si단결정층 또는 화합물반도체 단결정층 등의 비다공성박막을 제 2기판에 해 양호한 
수율로 전사할 수 있다. 즉, 절연층상에 형성된 Si단결정층을 지닌 SOI구조를 양호한 막두께의 균일성으
로 또 양호한 수율로 얻을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면적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편평한 동시에 극히 우수한 결
정성을 지닌 Si단결정기판을 사용해서, 그의 한쪽 표면으로부터 액티브층에 이르는 부분을, 해당 표면에 
형성된 Si 또는 화합물반도체 액티브층을 남긴 채 제거함으로써 절연체상에 결함수가 현저하게 저감된 Si
단결정층 또는 화합물반도체 단결정층이 제공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투명기판(투광성기판)상에 단결정웨이퍼와 동등한 우수한 결정성을 지닌 Si 또는 
화합물 반도체단결정층을 얻는데 있어서 생산성, 균일성, 제어성 및 비용의 점에서 우수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현저하게 우수한 에칭선택성으로 선택에칭을 행함으로
써, 면적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편평한 동시에 극도로 우수한 결정성을 지닌 Si단결정 또는 화합물 반도
체단결정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다공성 Si층의 제거는 다공성 Si가 낮은 기계적 강도와 막 한 면적을 지니므로 연마스
톱퍼로서 단결정층을 사용한 선택연마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SOI구조의 규모집적회로 제조용의 값비싼 SOS 또는 SIMOX를 신할 수 있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다공성 Si상에 양호한 결정성을 지닌 단결정 화합물 반도체층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경제
적으로 우수하고 면적인 절연기판상에 반도체층을 전사할 수 있으며 상기 문제점이었던 격자상수와 열
팽창계수의  차를  억제하는  동시에  절연기판상에  양호한  결정성을  지닌  화합물  반도체층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적어도  결합기판의  외면의  한쪽측면에  산화에  의한  분할전에(또는  가능한  한 
결합전에)Si보다도 열팽창계수가 적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산화시의 온도에서 Si가 더욱 팽창하기 쉽게 
되어, 결합웨이퍼의 주변영역에서 웨이퍼 박리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하여 산화에 의한 쐐기효과의 발생을 
용이하게 한다.

또, 이온주입시 표면상의 오염물의 존재 때문에 주입층이 없는 영역을 형성할 경우에 있어서, 다공성층자
체의 기계적강도가 벌크 Si의 것보다도 작으므로, 다공성층에 있어서 박리가 발생하여 비다공성 단결정 
Si층에 해 균열 등의 손상없이 결합된 2개의 기판을 분할할 수 있다.

이온주입영역은 게터링효과를 지니므로, 금속불순물은, 만약 존재한다면 이온주입영역에 의해 
게터링되고, 그후 불순물을 지닌 이온주입영역은 결합된 2개의 기판을 분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따
라서, 이것은 불순물오염에 해 유효하다.

또, 본 발명에서는 이온주입과 양극화성을 결합함으로써 측면의 다공률을 적게하고 중심부의 다공률을 크
게 함으로써, 측면의 체적팽창을 크게 하고 중심부의 강도를 낮춰 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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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다공성 Si층은 다공성 Si의 향상된 산화을 활용해서, 웨이퍼의 주변으로부터 산화시킨
다. 다공성 Si의 체적팽창은 중심부로부터 주변을 향해 증가하므로, 본 발명은 다공성 Si가 마치 주변으
로 균일하게 쐐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 경우, 내압은 다공성 Si층에만 작용하고, 웨이퍼는 
전체면에 걸쳐서 다공성 Si층에서 분할된다. 이것에 의해 이미 설명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반도체기
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의 기본으로서 산화에 의한 분할의 원리에 해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3에 있어서, (11)은 제 1 Si단결정기판, (12)는 다공성 Si층, (13)은 비다공성박막, (14)는 절연
층, (15)는 제 2기판, (16)은 산화다공성 Si층이다. 도 1 내지 도 3에서는 제 2기판의 표면상에 절연층을 
형성한 실시예를 예시하였으나, 제 1기판상에 또는 제 1 및 제 2기판의 양쪽상에 형성해도 된다. 또 기판
의 어느쪽에도 절연층을 형성하지 않은 Si p-n접합부상에 GaAs경우도 있다. 도 1은 산화직전의 결합기판
을 도시한 것이다. 다공성 Si의 측면은 노출되어 있다. 다공성 Si의 측면은 통상 비다공성 박막에 의해 
덮여있어, 결합후나 전체 측면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이 결합기판을 산화하면, 다공성 Si의 막 한 표
면적 때문에 다공성 Si의 측면으로부터 향상된 산화가 개시된다. Si가 SiO2로 되면 체적은 2.27배 팽창된

다. 따라서, 다공률이 56%이하이면 산화다공성 Si층의 체적은 팽창된다. 위치가 웨이퍼의 중심에 가까울
수록, 산화의 정도가 낮으므로, 웨이퍼의 측면부근의 산화다공성 Si층의 체적팽창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크게 된다. 이것은 웨이퍼의 측면으로부터 다공성 Si층으로 쐐기가 구동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며, 
다공성 Si층에만 내압이 작용하므로, 다공성 Si에 있어서 기판을 분할하도록 힘이 작용된다. 또한 웨이퍼
의  주변에서  산화가  균일하게  진행되므로  결합웨이퍼는  웨이퍼의  주위로부터  동등하게  분할된다.  그 
결과, 웨이퍼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분할된다. 이 산화공정은 통상의 Si-IC처리에서 사용되는 공정
이므로, 날카로운 공구의 주의 깊은 삽입 등의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합기판은 다층구조를 지니므로, 강도가 낮은 계면이나 국부적으로 약한 영역을 지닌 경우, 외압에 의해 
다공성 Si에서 분할하는 방법은 약한 부분에서의 분할을 초래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통상의 Si-IC처리의 
우수한 균일성을 지닌 하나의 공정, 즉 산화를 이용하고, 다공성 Si의 향상된 산화성, 다공성 Si의 체적
팽창 및 다공성 Si의 무름성을 조합해서 다공성 Si층에만 내압을 작용시킴으로써, 다공성 Si층에 있어서 
양호한 제어성으로 웨이퍼를 분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상기 방법에 의해 분리된 제 1 Si기판으로부터 나머지 다공성 Si 및 산화 다공성 Si
층을 제거한 후, 제 1 Si기판은 그의 표면편평도가 불충분하다면 표면평할화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제 1 
Si기판은 제 1 Si층으로서 또는 다음의 제 2기판으로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표면평활화처리는 통상의 반도체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연마, 에칭 등의 방법이면 되나, 수소를 함유하는 
분우기에서 에닐링해도 된다. 이 애닐링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기판을 평탄화하여 원자스텝을 국
부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수소를 함유하는 분위기에서의 애닐링은 예를 들면 H2 100%, 1100℃, 2시간; 

H2/Ar=20/80, 1150℃, 1시간; 또는 H2 100%, 1050℃, 2시간 등의 조건하에서 행하면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공성층을 개재해서 일괄해서 면적의 분할이 허용되므로, 종래 제 1기판을 제거하여 
다공성 Si층의 전체면을 노출시키는데 중요했던 연마, 마멸 및 에칭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정을 줄일 
수 있다.

분할된 기판을 제 1기판으로서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 제 1기판은 기계적강도의 점에서 사용불가능
하게 되기 전까지 수회재사용할 수 있다.

또, 종래의 결합기판의 제조에서는 연마 및 에칭에 의해 제 1 Si기판을 그의 한쪽 측면으로부터 연속적으
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제 1 Si기판의 양면을 각각의 지지기판에 해당 양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서, 본 발명에 의하면, 표면층을 제외한 제 1 Si기판은 그
의 원상태로 유지되므로, 제 1 Si기판의 양면을 주표면으로서 사용함과 동시에 이들 양면을 각각 지지기
판에 결합함으로써, 결합, 분할 및 박형화에 의해 제조된 기판을 하나의 제 1 Si기판으로부터 동시에 제
조할 수 있어, 공정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분할 후의 제 1 Si기판을 재사용할 수 있
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면적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편평한 동시에 결정성이 극히 
우수한 Si단결정기판을 사용하고, 또 그 한 표면으로부터 액티브층에 이르는 부분을, 해당 표면에 형성된 
Si 또는 화합물 반도체 액티브층을 남긴채로 제거함으로써 절연체상의 결함의 수가 현저하게 저감된 Si단
결정층이나 화합물반도체단결정층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투명기판(투과성기판)상에 단결정웨이퍼와 동등한 우수한 결정성을 지닌 Si 또는 화합
물 반도체 단결정층을 얻는데 있어서 생산성, 균일성, 제어성 및 비용의 점에서 우수한 반도체기판의 제
조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SOI구조의 규모집적회로 제조용의 값비싼 SOS 또는 SIMOX를 신할 수 있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는 다공성 Si상에 양호한 결정성을 지닌 단결정화합물 반도체층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으로 우수하고 면적인 절연기판상에 반도체층을 전사할 수 있으며 상기 문제점이었던 격자상수와 열팽
창계수의 차를 억제하는 동시에 절연기판상에 양호한 결정성을 지닌 화합물 반도체층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다공성 Si층의 제거는, 다공성 Si가 낮은 기계적강도와 막 한 표면적을 지니므로 연마스
톱퍼로서 단결정층을 사용한 선택연마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온주입과 양극화성을 결합함으로써 측면의 다공률을 적게하고, 중심부의 다공률을 크게 
함으로써 측면의 체적팽창을 크게하고 중심부의 강도를 낮춰 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적어도 결합기판의 외면의 한쪽 측면에 산화에 의한 분할 전에(또는 가능한한 결합전
에)Si보다도 열팽창계수가 적은 재료의 층을 형성함으로써, 산화시의 온도에서 Si가 더욱 팽창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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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결합웨이퍼의 주변영역에서 웨이퍼 박리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하여 산화에 의한 쐐기효과의 발생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에서는 웨이퍼의 주변으로부터 균일하게 행해진 다공성층의 상기 향상된 산화 및 체적팽창에 의해 
전술한 각종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울리르(Uhlir)씨  등은  1956년도에  반도체의  전해연마에  한  연구과정중에  다공성  Si를 발견하였다
(A.Uhlir, Bell Syst. Tech. j., vol. 35, 333(1956)). 다공성은 Si는 HF용액에서 Si기판을 양극화성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우나가미씨 등은 양극화성시의 Si의 용해를 연구함과 동시에, HF용액중의 Si의 양
극반응은  정공을  필요로  하고,  그  반응은  다음과  같음을  보고하고  있다(T.Unagami,  J.  Electrochem, 
Soc., vol. 127, 476(1980)).

Si+2HF+(2-n)e
+
 → SiF2+2H

+
+ne-

SiF2+2HF → SiF4+H2

SiF4+2HF → H2SiF6 

또는 

Si+4HF+(4-λ)e
+
 → SiF4+4H

+
+λe

-

SiF4+2HF → H2SiF6

여기서, e
+
 및 e

-
는 각각 정공 및 전자를 나타낸다. 또 n 및 λ는 각각 Si의 1원자를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정공의 수이며, n〉2 또는 λ〉4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다공성 Si가 형성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상기로부터, 정공을 포함하는 P형 Si는 다공성 Si로 변화될 수 있으나, n형 Si는 불가능하다. 이 다공성 
Si형성시의 선택성은 나가노씨 등 및 이마이씨에 의해 검증되었다(Nagano, Nokajima, Anno, Onaka, and 
kajjwara,  tachnical  research  report,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IEICE),  vol.  79,  SSD  79-954P(1979))  및  (K.Imai,  Solid-state  Electronics  vol.  24, 
159(1981)).

그러나, 고농도로 도핑된 n형 Si를 다공성 Si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다른 문헌도 있으며(R.P.Holmstron 
and J.Y.Chi, Appl,Phys. Lett., vol. 42,386(1983)). 이것에 의해 P형과 n형간의 차이에 집착함이 없이 
다공성 Si형성을 실현가능한 기판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다공성 Si는 HF용액중에서의 Si기판의 DID극처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이 다공성층은 직경이 거의 

10
-1
~10nm인 구멍이 약 10

-1
~10nm간격으로 배치된 스펀지형상구조를 지닌다. 그의 밀도는 HF용액의 농도를 

50~20%범위에서  변경시키거나  전류밀도를  변경시킴으로써,  단결정  Si의  밀도  2.33g/㎤에  비해서 
2.1~0.6g/㎤범위로 변경시킬 수 있다. 즉, 다공률은 변경가능하다. 다공성 Si의 밀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결정 Si의 것의 절반이하이지만, 단결정성은 유지되고, 또 다공성층상에 단결정 Si층을 에피탁셜성장시
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000℃이상의 온도에 의해 내부의 구멍의 재배열을 초래하여, 향상된 에칭
의 특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Si층의 에피탁셜성장은 분자선 에피탁셜성장, 플라즈마강화 CVD, 
저압 CVD, 광원조 CVD, 바이어스스퍼터법, 액상성장 등으로부터 선택된 저온성장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호막이 저온산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공성층의 구멍벽에 걸쳐 미리 형성된 경우 고온성장도 가능하다.

다공성층안쪽에 많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공성층의 밀도는 절반이하로 감소된다. 그 결과, 표면
적은 체적이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그의 화학적 에칭속도는 통상의 단결정층의 에칭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된다.

다공성 Si의 기계적강도는, 다공률에 의존하지만 벌크 Si의 것보다도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다공률이 50%이면, 기계적 강도는 벌크의 절반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결합웨이퍼에 압축, 장력 
또는 전단력이 작용할 경우, 다공성 Si가 먼저 파괴된다. 다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공성층은 보다 약한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수소나 헬륨의 이온을 벌크  Si에 주입한 후, 애닐링을 실시하면, 수 nm~수십nm의 직경을 지닌 미소 구멍

이 주입영역에 있어서 10
16-17

/㎤의 밀도로 형성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예를 들면, A, Van Veen, C.C. 
Griffioen, and J.H.Evans, Mat. Res, Soc. Symp. Proc. 107(1988, Material Res. Soc. Pittsburgh, Penn 
Sylvania)P.449). 최근 금속불순물의 위치의 게터링시 미소구멍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되었다.

V. 라이네리 및 S.U.캄파사노씨는 벌크 Si에 헬륨이온을 주입하고, 애닐링하여 구멍을 형성한 후, 기판내
에 홈을 형성하여 구멍의 측면을 노출시켜서 산화시켰다. 그 결과, 구멍은 선택산화되어, 매립된 산화 Si
층을  형성하였다.  즉,  그들은  이와  같이  해서  SOI구조의  형성에  해  보고하였다(V.Raineri,  and 
S.U.Canpisano, Appl. Phys. Lett. 66(1995)P.3654).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표면 Si층과 매립된 산화 Si
층의 두께를, 구멍의 형성 및 산화시의 체적 팽창에 의해 도입된 응력의 이완의 양자를 행할 수 있는 것
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의 형성이 선택산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판의 전체면에 거쳐서 
SOI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구멍의 형성은, 용융반응기의 제 1벽에 관련된 연구의 일부에 
있어서 이들 구멍의 팽창 및 박리와 함께, 금속으로의 가벼운 원소의 주입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보고되어 있다.

제 2기판은, 예를 들면, Si기판, 상부에 산화 Si막이 형성된 Si기판, 석영기판(실리카유리)이나 유리기판 
등의 투광성 기판 및 금속기판으로부터 선택해도 되나, 특히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1기판상의 다공성 Si층상에 형성된 박막은, 예를 들면 금속박막 및 카본박막 뿐만 아니라 비다공성 단
결정 Si 및 GaAs나 InP등의 화합물반도체로부터 선택해도 되나,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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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막을 전체면에 형성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지 않고, 패터닝프로세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에칭해도 된
다.

Si의 결합웨이퍼는 고온에서 산화하는 동시에 틈새의 감소를 위해 고온에서 애닐링하는 이점을 지닌다.

이하,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해 설명한다.

[실험 1]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Si 단결정기판(21)을 먼저 준비하고,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비다공성 박
막(23)과 그 바로밑의 다공성 Si층(22)이 그 주면의 가장 바깥층위에 형성된다. 비다공성박막(23)과 다공
성 Si층(22)을 제조하는 절차는 다음의 절차로부터 선택되는 하나이다.

(a)양극처리에 의해 다공성 Si층(22)을 형성하고 비다공성 박막(23)을 형성함.

(b)다공성 Si층(22)과 비다공성박막(23)을 동시에 형성하기 위하여 기판에 희가스, 수소, 및 질소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성분의 이온을 주입함.

(c)(a)에 부가해서, 또 다른 영역을 다른 다공률로 하기 위하여 희가스, 수소 및 질소로부터 선택된 적어
도 하나의 성분의 이온을 기판에 주입함.

비다공성박막(23)은 단결정 Si, 다결정 Si, 아몰퍼스 Si 또는 금속막, 화합물반도체박막, 초전도박막등으
로 부터 임의로 선택된다. 또는 MOSFET의 디바이스등도 형성될 수 있다. 또, 결합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
스 상태가 활성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이류로부터 가장 바깥층으로써 SiO2의  형성이 바람직하다

(SiO2가 항상 준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투과형전자현미경에 의해 주입층을 관찰하면, 무한수의 마이크

로 공동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입이온의 충전상태에 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가속에너지는 
투사영역이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깊이와 일치하도록 설정된다. 형성되는 마이크로 공동의 크기 및 밀도

는 주입량에 따라 다르지만, 밀도는 략 1×10
14
/㎠이상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

15
/㎠ 이상이며, 더

욱 바람직하게는 10
15
/㎠이다. 만일 투사영역이 깊게 설정되도록 요구된다면, 이온주입의 채널링을 가해도 

된다. 주입후에, 경우에 따라서 애닐링이 행해진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기판이 실온에서 제 1
기판의 표면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이루어진다. 그후, 양극결합, 프레싱, 또는 애닐링, 또는 그 조합에 의
해 결합을 강화하여도 된다.

만일, 단일 단결정 Si가 침착되면, 단결정 Si의 표면위에 열산화등과 같은 방법으로 산화된 Si를 형성하
고 그것을 제 2기판에 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기판은 Si, Si기판상에 산화된 Si막을 형성하므로
써 얻어진 기판, 수정 등의 투광기판, 사파이어등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으나,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요점은 접착되어야할 표면이 충분히 편평해야한다는 것이다. 2개의 기판을 사이에 절연박판을 가진 3
개의 판의 적층구조로 접착해도 된다. Si보다 더 작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재료층을 산화에 의한 스플릿전
에(또는 결합전에도 가능)결합기판의 외표면의 적어도 한쪽에 형성해도 된다. 산화중의 온도에서 Si는 더 
쉽게 팽창되고 결합웨이퍼의 주변부 부근에서 웨이퍼의 껍질 벗겨지는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한다. 다
공성 Si층의 측면은 결합후에 비다공성 박막(21)을 에칭하는 방법, 결합전에 그것을 에칭하는 방법 중 어
느한 방법에 의해 노출되어지며, 측면에 비다공성 박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합기판은 측면의 다
공성 Si가 산화되어 더욱 산화가 강화된다(도면에서 (25)는 산화된 다공성 Si를 나타낸다). 그후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측면 다공성 Si의 체적팽창은 다공성 Si층의 껍질을 벗기도록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해
서, 마침내 다공성 Si층(22)에서의 기판을 분할하게 한다(도 7). 제 2기판쪽은 다공성 Si 22+산화된 다공
성 Si 25/비다공성 박막(예를 들면 단결정 Si층)/제 2기판(24)의 구조를 가진다.

또, 다공성 Si(22) 및 산화된 다공성 Si(25)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산화된 다공성 Si(25)는 불산 용액
으로 에칭된다. 비다공성 박막이 단층의 Si로 이루어지면, 다공성 Si(22)만이, 통상의 Si에칭제, 다공성 
Si의 선택적에칭용 에칭제인 불산, 알콜(에틸알콜, 이소프로필 알콜등)과 과산화수소중 적어도 하나를 불
산에 부가하므로써 얻어진 혼합용액, 완충불산 및 알콜과 과산화수소중 적어도 하나를 완충불산에 부가해
서  얻어지는  혼합용액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에칭제로  무전해  습식화학적에칭에  의해 
에칭되고, 그에 의해 제 1기판의 다공성층에 미리 형성막을 제 2기판에 남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공
성 Si의 넓은 표면적 때문에 통상의 Si에칭제로도 다공성 Si만을 선택적으로 에칭할 수 있다. 
택일적으로, 다공성 Si(22)가 연마스톱퍼로서 비다공성 박막층(23)을 사용해서 선택적 연마에 의해 다공
성 Si(22)만을 제거한다.

화합물 반도체층이 다공성층위에 형성될 때, 다공성 Si(22)만이 화합물 반도체보다 더 빠른 Si에칭률을 
가진 에칭제로 화학적으로 에칭되고, 이에 의해, 제 2기판상에 얇은 단결정 화합물 반도체층(23)을 남겨 
형성한다. 택일적으로, 연마 스톱퍼로써 단결정화합물 반도체층(23)을 사용해서 선택적 연마를 함으로써 
다공성 Si를 제거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반도체기판을 나타낸다. 비다공성 기판박막, 예를 들면, 단결정 Si박막
(23)이 제 2기판(24)상의 웨이퍼의 전체영역에 걸친 넓은 영역에 얇고 편평하며 균일하게 형성된다. 만일 
절연기판이 제 2기판으로써 사용되면,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반도체기판은 유전체 아이솔레이션 전자장
치의 제조의 관점으로부터 역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 1 Si단결정기판(21)으로써, 또는 잔류 다공성 Si 및 산화된 다공성 Si층이 제거된 후에 다음의 제 2기
판(24)으로써 또는 표면이 평탄화된 후에 만일 그 표면평탄도가 허용되지않을 정도로 거칠면, 제 1 Si단
결정기판(21)을 재사용할 수 있다.

[실험 2]

도 9~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예 1에 기술된 상기 스텝이 2개의 제 2기판을 가진 제 1기판의 양표면
에 가해지고, 그에 의해 2개의 반도체기판을 동시에 제조한다.

도 9~13에 있어서, (31)은 제 1 Si단결정 기판, (32)는 제 1 Si단결정기판(31)의 양주면에 형성된 다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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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층, (33)은 다공성 Si층(32)에 형성된 비다공성 박막, (34) 및 (35)는 제 2기판, (36)은 산화된 다공성 
Si층이다.

제 1 Si단결정기판(31)으로써 또는 잔류 다공성 Si가 제거된 후에 다음의 제 2기판(34)(또는 
(35))으로써, 또는 표면이 평탄화된 후에 표면평탄도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면 제 1 Si단결정 기
판을 재사용할 수 있다.

지지기판(35)(35)은 동일한 조건(재료, 두께 등)일 필요는 없다.

양면상의 비다공성 박막(33)은 동일한 조건(재료, 두께등)일 필요는 없다.

[예]

본 발명의 예를 기술한다.

[실시예 1]

625㎛의 두께 및 0.01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 1(100)단결정 Si기판을 준비하
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하였다.

양극처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산소분위기에서 1시간동안 400℃에서 산화되었다. 이 산화는 다공성 열산화막의 가공의 내벽을 
덮게 한다. 단결정 Si가 CVD(화학적 증착법)처리에 의해 다공성 Si에 0.15㎛두께로 에피탁셜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 1/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min

또, 100nm의 SiO2층을 열산화에 의해 이 에피탁셜 Si층의 표면에 형성하였다.

이 SiO2층의 표면이 놓여지고 위에 500nm의 SiO2층을 가진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과 접촉되었다. 표면의 

접촉후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 Si층이 다공성 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 웨이퍼의 측면위를 에칭

하므로써 노출되었다.

결합웨이퍼가 1000℃에서 피로산화되고, 1시간 후에 다공성 Si층내에서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었
다. 분리된 표면을 관찰한 결과, 웨이퍼측면의 다공성 Si가 SiO2로 변화된 반면, 그 중심부는 거의 원래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후, 제 2기판위에 남아있는 다공성 Si와 산화된 다공성 Si층을 49%의 불산 및 30%과산화용액의 혼합용
액내에서 교반에 의해 선택적으로 에칭하였다. 단결정 Si가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에칭정지재료로써 
단결정 Si를 가지고, 다공성 Si와 산화된 비다공성 Si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완전히 제거하였다. 에칭

제에 의한 비다공성 Si단결정의 에칭률은 상당히 낮고, 그에 한 다공성층의 에칭률의 선택율은 10
5
이상

이었다. 비다공성층의 막두께는 감소는 그 에칭량이 실제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작았다(약 수십 옴스트
롱).

즉, 단결정 Si층이 Si산화막상에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걸친 100개의 점에서 측정하였고, 막두께의 균
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 그것은 1시간동안 수소내에서 1100℃로 애닐링 되었다. 원자력현미경으로 표면의 거칠음을 평가하였

고, 영역 50㎛
2
에서의 평균평방거칠음은 상업적으로 유효한 Si웨이퍼의 것과 동등한 략 0.2nm이었다. 투

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Si층에 새로운 결정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양호한 결정성이 유
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예는 에피탁셜 Si층의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제 2기판의 표면에도 산화막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를 나타내었지만(즉, 양기판에 산화막이 형성된 예), 산화막이 한 기판에 형성되었거나, 어느한 
기판에도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피탁셜 
Si층의 가장 바깥층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이 결합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 상태가 홀성층으로부터 떨
어져 분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사실상, 후속하는 실시예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여기서 어떤 경우란, 산화막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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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에 형성되었던 경우, 산화막의 기판의 어느 하나에 형성되었던 경우, 산화막이 어느 기판에도 형성되
어 있지 않았던 경우다. 그리고, 또한 비다공성박막의 최외층(에피탁셜 Si층)전면의 산화막의 형성이, 결
합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상태가 활성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시예 2]

625㎛의 두께 및 10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직경의 제1(100)단결정기판이 준비되었고, 
열산화에 의해 그 표면전체에 100nm의 SiO2층이 형성되었다. 50KeV의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주표면이 수

소이온이 1×10
17
/㎠로 주입되었다. 이렇게해서 수소거품에 의해 표면밑에 거의 0.5㎛의 깊이로 다공구조

가 형성되었다.

이 SiO2층의 표면이 Si기판(제 2기판)위에 놓여져서 그와 접촉하게 되어 500nm의 SiO2층을 가진 Si기판이 

별체로 준비되었다. 이 표면들의 접촉후에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이 다공성Si의 가장자리를 노출

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1시간후에 다공성Si층내에서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리되었
다. 이 분리된 표면은, 중앙부가 원래의 상태 그 로인 것이 발견되었고,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후, 다공성Si와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산화된 다공성Si층은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용액의 혼합용액
내에서 교반에 의해 선택적인 에칭처리를 받았다. 단결정Si는 에칭처리되지 않고 남았으며, 에칭정지재료
로서의 단결정Si에 의하여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이 선택적으로 에칭처리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으며, 그에 한 다공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을 10
5
이상

이나 되었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작아서 그 에칭량은 실제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이 Si산화막상에 0.5㎛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는 전
체면의 100개점에서 측정되었으며, 막두께의 균일성은 ±3%이내였다.

또한 이것은 1시간 동안 수소내에서 1100℃로 애닐링처리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되
었으며,  50㎛평방영역의  루트평균방거칠음은  약  0.2nm이었으며,  이것은  상용의  Si웨이퍼의  그것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Si층에는 어떤 새로운 결정결함도 생기지 않아, 양호한 결정
성이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3]

625㎛의 두께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이것은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를 받았다. 양극처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 산화에 의해, 열산화막이 형성되어 다공성
Si의 기공의 내벽을 덮었다.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에 단결정Si가 0.15㎛의 두께로 에피탁셜
하게 성장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min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min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 에피탁셜Si층의 전표면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180KeV의 가속전압을 인가해서 주표면에 수소이온을 1×10
16
/㎠로 주입했다.

이 SiO2층의 표면이 Si기판(제 2기판)위에 놓여져서 그와 접촉하게 되어 500nm의 SiO2층을 가진 Si기판이 

별체로 준비되었다. 이 표면들의 접촉후에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이 다공성 Si의 가장자리를 노출

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1시간후에 다공성 Si층의 수소이온주입의 투사
범위에 응하는 위치에서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 분리된 표면은 중앙부가 원래의 상태 
그 로 인것이 발견되었고,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후, 다공성Si와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산화된 다공성Si층은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용액의 혼합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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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반에 의해 선택적인 에칭처리를 받았다. 단결정Si는 에칭처리되지 않고 남았으며, 에칭정지재료로
서의 단결정Si에 의하여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이 선택적으로 에칭처리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으며, 그에 한 다공층의 에칭율의 선택도는 10
5
이상

이나 되었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작아서 그 에칭량은 실제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이 Si산화막상에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는 전
체면의 100개점에서 측정되었으며,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이내였다.

또한 이것은 1시간 동안 수소내에서 1100℃로 애닐링처리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되
었으며, 50㎛평방영역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약 0.2nm이었으며, 이것은 상용의 Si웨이퍼의 그것과 같았
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Si층에는 어떤 새로운 결정결함도 생기지 않아, 양호한 결정
성이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4]

625㎛의 두께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이것은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를 받았다. 양극처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3(분)

다공성 Si의 두께: 3(㎛)

다공성: 15(%)

또한,

전류밀도: 30(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3(분)

다공성 Si의 두께: 10(㎛)

다공성: 45(%)

또한,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3(분)

다공성 Si의 두께: 3(㎛)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 산화에 의해, 열산화막이 형성되어 다공성
Si의 기공의 내벽을 덮었다.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에 단결정Si가 0.15㎛의 두께로 에피탁셜
하게 성장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min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min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 에피탁셜Si층의 전표면에 형성되었다. 

 이 SiO2층의 표면에 Si기판(제 2기판)위에 놓여져서 그와 접촉하게 되어 500nm의 SiO2층을 가진 Si기판이 

별체로 준비되었다. 이 표면들의 접촉후에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이 다공성Si의 가장자리를 노출

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1시간후에 다공성 Si층내에서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더 높은 다공률을 가진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이 취약부로부터 분리가 개시
되었다. 이 분리된 표면은 중앙부가 원래의 상태 그 로 인것이 발견되었고,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후, 다공성Si와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산화된 다공성Si층은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용액의 혼합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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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반에 의해 선택적인 에칭처리를 받았다. 단결정Si는 에칭처리되지 않고 남았으며, 에칭정지재료로
서의 단결정Si에 의하여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이 선택적으로 에칭처리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체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으며, 그에 한 다공층의 에칭율의 선택도는 10
5
이상

이나 되었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작아서 그 에칭량은 실제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이 Si산화막상에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는 전
체면의 100개점에서 측정되었으며,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이내였다.

또한 이것은 1시간 동안 수소내에서 1100℃로 애닐링처리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되
었으며,  50㎛평방영역의  루트평균방거칠음은  약  0.2nm이었으며,  이것은  상용의  Si웨이퍼의  그것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Si층에는 어떤 새로운 결정결함도 생기지 않아, 양호한 결정
성이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5]

625㎛의 두께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이것은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를 받았다. 양극처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 산화에 의해, 열산화막이 형성되어 다공성
Si의 기공의 내벽을 덮었다.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에 단결정Si가 0.15㎛의 두께로 에피탁셜
하게 성장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min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min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 에피탁셜Si층의 전표면에 형성되었다.

  이 SiO2층의 표면이 Si기판(제 2기판)위에 놓여져서 그와 접촉하게 되어 500nm의 SiO2층을 가진 Si기판

이 별체로 준비되었다. 이 표면들의 접촉후에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이 다공성Si의 가장자리를 노

출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에 중심부가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을 나

타내는 분리면을 관찰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이상이었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는 전
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되었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과
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
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
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6]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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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속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
공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
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수소이온은 150KeV의 가속전압이 인가된 상태로 웨이퍼의 주변10mm를 제외한 주요표면의 영역에서 1×

10
16
/㎠로 주입되었다. 이러한 수소이온의 주입은 주변부의 낮은 다공성과 중심부의 높은 다공성을 실현할 

수 있어, 산화공정에서 주변부의 부피팽창이 더크게 된다. 따라서, 중심부는 강도가 더 약하게 되고 따라
서 벗기기 쉽게 된다. 이러한 SiO2층의 표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층을 가

지는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위에 놓여지고 그것과 접촉하게 된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

셜Si층은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0.7시간후 다공성Si층에 수소이온주입의 투사범위에 응하는 위
치에서 완전히 두 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화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

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
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
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실시예 7]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속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
공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
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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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러한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SiO2층의 표

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층을 가지는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위에 놓여지

고 그것과 접촉하게 되고, 그후 그들은 산소플라스마에 노출되었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

셜Si층은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산소플라스마처
리는  결합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이  산소플라즈마에  노출된  후  약  1시간동안  300℃에서  더욱 
가열되고, 서로서로상에 포개놓여지고, 그리고 서로서로와 접촉되면, 결합강도는 훨씬더 높게 된다.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0.7시간후 다공성Si층에 완전히 두 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화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

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
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
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 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
과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8]

두께 625㎛와 10Ω·㎝의 비저항을 가진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었고,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그것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수소이온은 25KeV의 가속전압이 인가된 상

태로 주요표면속으로 1×10
17
/㎠로 주입되었다. 이것은 수소거품에 의해 표면아래 거의 0.3㎛의 깊이에서 

다공성구조의 형성을 초래했다. 이러한 Si2층의 표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

층을 가지고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위에 놓여지고 그것과 접촉하게 되고, 그후 그들은 질소플라스마에 
노출되었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은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웨이퍼의 측

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질소플라스마처리는 결합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이 질소플라즈마에 
노출된 후 약 1시간동안 300℃에서 더욱 가열되고, 서로서로상에 포개놓여지고, 그리고 서로서로와 접촉
되면, 결합강도는 훨씬더 높게 된다.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드라이산화되었고, 두시간후에 다공성Si층
에서 완전하게 두 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화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

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3%였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안 수소
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서의 루
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전
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 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
과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9]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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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속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
공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
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러한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수소이온은 180KeV의 

가속전압이 인가된 상태로 웨이퍼의 주요표면속으로 5×10
16
/㎠로 주입되었다. 그 다음 측면 속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이 다공성Si층을 노출하기 위하여 제거되었다. 

이러한 SiO2층의 표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층을 가지는 Si기판(제 2기판)

의 표면위에 놓여지고 그것과 접촉하게 되고, 그후 그들은 질소플라스마에 노출되었다. 질소플라스마처리
는 결합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이 질소플라스마에 노출된 후 약 1시간동안 300℃에서 더욱 가열되고, 
서로서로상에 포개놓여지고, 그리고 서로서로와 접촉되면, 결합강도는 훨씬더 높게된다.

결합웨이퍼는 900℃에서 열산화되었고, 2시간후 다공성Si층에 수소이온주입의 투사범위에 응하는 위치
에서 완전히 두 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

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
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
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
음은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서의 루트평균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 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
과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10]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속에서 양면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 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양면양극처리는 각각 
11분동안 페이스바이페이스로 실행되었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2(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속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
공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
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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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각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SiO2층의 표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층을 가지는 두 개의 Si기판(제 2기

판)의 각 표면위에 놓여지고 그것과 접촉하게 되었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은 다공

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1시간후 다공성Si층에 완전히 3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
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두 개의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과산
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
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
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
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
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 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
과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11]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속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
공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
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러한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수소이온은 180KeV의 

가속전압이 인가된 상태로 주요표면속으로 1×10
16
/㎠로 주입되었다. SiO2층의 표면은 개별적으로 준비된 

석영기판(제 2기판)의 표면위에 놓여지고 그것과 접촉되었고, 그후 각 표면은 질소플라스마에 
노출되었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은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합웨이퍼의 측

면상에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질소플라스마 결합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이 더욱 질소플라스마에 노
출된 후 약 1시간동안 300℃에서 가열되고, 서로서로상에 포개놓여지고, 서로서로와 접촉하게되면, 접착
강도는 훨씬 더 높게된다.

결합웨이퍼는 700℃에서 저온산화되었고, 10시간후 다공성Si층에 수소이온주입의 투사범위에 응하는 위
치에서 완전히 두 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과산화물용액
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고 남아있고, 에칭정지재
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에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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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도로 낮았고 다공층에칭율의 선택도조차도 10
5
 또는 그 이상이었

다. 따라서, 비다공층의 막두께의 감소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약 
수십옹스트롬).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의 단면관찰은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양호한 결정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에피탁셜Si층의 표면상에 산화물막을 형성함이 없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저융점유리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시에, 제 1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또한 그후에 49%의 불화수소산과 30%의 수소
과산화물용액의 혼합물용액속에서 교반하여 선택적인 에칭을 하였다.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고, 에칭정지재료로서의 단결정Si로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따라서,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층형성스텝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었다.

 [실시예 12]

두께 625㎛와 0.01Ω·㎝의 비저항을 가지는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이 준비되
었고, HF용액내에서 양극처리되었다. 양극처리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1시간동안 산소분위기에서 400℃로 산화되었다. 이러한 산화가 열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기공
의 내벽을 덮게했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공정에 의해 다공성Si상에서 두께 0.15㎛로 에피탁셜하게 
성장되었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100nm의 SiO2층이 열산화에 의해 이러한 에피탁셜Si층의 표면위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SiO2층의 표

면은 그위에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준비된 500nm의 SiO2층을 가지는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위에 놓여지

고 그것과 접촉하게 된다. 표면접촉후,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은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한 결

합웨이퍼의 측면상에서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다.

결합웨이퍼는 1000℃에서 열산화되었고, 1시간 후 다공성Si층에 완전히 2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었다. 분리
면은 웨이퍼쪽면의 다공성Si가  SiO2로 변경되었던 동안 중심부는 거의 그것의 최초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그후, 제 2기판쪽에 남겨진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연마스토퍼로서 
단결정Si로 선택적인 연마를 했다. 단결정Si는 연마없이 남겨졌고, 연마정지의 재료로서 단결정Si를 가지
고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연마되어 완전히 제거되었다.

즉, 단결정Si층은 Si 산화물막상의 0.1㎛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 Si층의 막두께는 
전체표면에 걸쳐서 100개점에서 측정되었고,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그것은 1시간동
안 수소속에서 1100℃에서 애닐링되었다. 표면거칠음은 원자력 현미경으로 평가되었고, 영역 50㎛평방에
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이었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Si웨이퍼의 그것들과 같았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의 단면관측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지 않음을 확인되어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되어 있다.

[실시예 13]

두께 625㎛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
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하며,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은 산소분위기의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을 형성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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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는다. 단결정GaAs는 MOCVD(금속유기화학증착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1㎛
로 에피탁셜성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TMG/AsH3/H2

가스압: 80Torr

온도: 700℃

GaAs층의 표면은 별개 제작된 Si기판(제 2기판)의 표면에 접하여 그위에 놓여있고, 그후, 결합웨이퍼의 
측면위의 에피탁셜층을 에칭으로 제거함으로서 다공성 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시키면, 다공성Si층내에서, 1시간후 2개의 기판으로 완전 분할된다. 분
할된 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산화된 Si를 HF로 제거한 후에 에틸렌디아민
+피로카테콜+물(비율, 17㎖:3g:8㎖)로 110℃에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GaAS가 에칭됨없이 남아있고, 에칭
정지재료로서 단결정GaAs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된 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정GaAs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단결정GaAs층이 Si위에 두께 1㎛로 형성된다.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GaAs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지지기판으로서 산화막을 지닌 Si기판을 사용하여 절연막위에 GaAs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제 1기판측위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
로 교반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Si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
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나 산화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즉,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공성층형성공정으로 다시 도입될 수 있다.

[실시예 14]

두께가 625㎛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하며,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
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AlGaAs는 MBE(분자비임에피타시)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0.5㎛로 
에피탁셜성장한다. 

AlGaAs층의 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유리기판(제 2기판)의 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되고, 그후, 결합웨이퍼의 
측면의 에피탁셜층을 에칭제거함으로서 다공성 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700℃에서 저온산화시키면, 다공성Si층내에서 10시간후 2개의 기판으로 완전분할되며, 분리
된 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는 SiO2로 변

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0%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해서 선택에칭하면, 단결정AlGaAs는 에칭됨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AlGaAs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 AlGaAs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

로, 비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
론).

즉, 유리기판위에 두께 0.5㎛의 단결정 AlGaAs층이 형성된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AlGaAs층내에 도입되어 있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잔류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제거한 후, 제 1 Si단결정기판표면을 거울면으로 연마하고, 그후, 제 1 
Si단결정기판으로서 제 1기판을 다시 사용한다.

[실시예 15]

두께 62㎛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
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한다.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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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의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0.15㎛로 에피탁셜성
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에피탁셜Si층표면에 해 열산화로 100nm의 SiO2층을 형성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제 2기판)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된

다.

또, 결합웨이퍼의 양쪽외면에 Si3N4를 저온에서 0.5㎛두께로 증착시키고, 결합웨이퍼의 측면상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을 에칭제거함으로서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이 방법으로 Si3N4를 형성하

면, Si는 Si3N4보다 쉽게 팽창하므로, 웨이퍼의 주변영역에서 웨이퍼박리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산

화에 의한 웨지효과발생을 쉽게해준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0.8시간후에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
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뒷면의 Si3N4층은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 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1㎛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동시에, 제 1기판측위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반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Si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
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 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즉, 단결정Si의 제 1기판은 다
공성 층형성공정으로 다시 도입될 수 있다.

[실시예 16]

두께가 62㎛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한다.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의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0.15㎛로 에피탁셜성
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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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에피탁셜Si층표면에 해 열산화로 100nm의 SiO2층을 형성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제 2기판)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된

다. 표면은 접촉시킨 후, 결합웨이퍼의 양측위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을 에칭하여 

제거함으로서,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1시간후에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
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 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1㎛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동시에, 제 1기판측위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반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Si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
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 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연마후, 제 1기판을 이때의 제 
2기판으로서 공정에 도입할 수 있다.

[실시예 17]

두께가 62㎛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용액으로 양면양극처리를 행한다.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양면양극처리는 각각 11분씩 면 면
으로 행한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2(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법에 의해 각각의 다공성Si층에 두께 0.15㎛로 에피탁셜성
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각각의 에피탁셜Si층표면에 해 열산화로 100nm의 SiO2층을 형성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2개의 Si기판(제 2기판)의 각표면과 접하

여 놓이게 된다. 표면접촉후, 결합웨이퍼의 양면위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 Si층을 에칭하여 제거함

으로서,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1시간후에  3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
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 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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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1㎛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동시에, 제 1기판측위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반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Si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
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 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연마후, 제 1기판을 이때의 제 
2기판중의 하나로서 공정에 도입할 수 있다.

  [실시예 18]

두께가 62㎛이고 비저항이 10Ω·cm이고, 열산화에 의해 표면에 100nm의 SiO2층이 형성되어 있는, p형 또

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 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한다. 주요면에 100KeV의 가속전압을 인가하면서, 헬

륨이온을 1×10
17
/㎠로 주입한다. 그 결과, 헬륨기포에 의해 표면아래 0.5㎛근처깊이에서 다공성구조가 형

성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제 2기판)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된

다. 표면과 접촉한 후, 결합웨이퍼의 양표면위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을 에칭제거함으로서, 다

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1시간후에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
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5㎛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게의 균일성은 ±3%이내이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실시예 19]

두께가 62㎛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한다.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의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0.15㎛로 에피탁셜성
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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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피탁셜Si층표면에 해 열산화로 100nm의 SiO2층을 형성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제 2기판)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되

며, 그후, 펄스전압±500V, 사이클 100msec를 인가하여 결합강도를 보다 향상시킨다. 또한, 결합웨이퍼의 
양쪽위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을 에칭제거함으로서 다공성Si의 모서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1시간후에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
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 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1㎛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동시에, 제 1기판측위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반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한다. 단결정Si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아있게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
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 다공성Si층이 선택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즉, 단결정Si의 제 1기판을 다
공성 층형성공정으로 다시 도입될 수 있다.

[실시예 20]

두께가 62㎛이고 비저항이 0.01Ω·㎝인 p형 또는 n형 6인치 직경의 제1(100)단결정Si기판을 제조하고, 
HF용액으로 양극처리를 행한다. 양극처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류밀도: 7(mA·cm
-2
)

양극처리용액: HF:H2O:C2H5OH=1:1:1

시간: 11(분)

다공성 Si의 두께: 12(㎛)

다공성: 15(%)

이 기판을 산소분위기의 400℃에서 1시간동안 산화시킨다. 이 산화는 열적으로 산화된 막이 다공성Si의 
기공의 내벽을 덮게 만든다. 단결정Si는 CVD(화학증착)법에 의해 다공성Si상에 두께 0.15㎛로 에피탁셜성
장한다. 성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스가스: SiH2Cl2/H2

가스유속: 0.5/180ℓ/분

가스압: 80Torr

온도: 950℃

성장율: 0.3㎛/분

또한, 에피탁셜Si층표면에 해 열산화로 100nm의 SiO2층을 형성한다.

SiO2층표면은, 별도로 제작된, SiO2층이 500nm로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제 2기판)표면과 접하여 놓이게 된

다. 다음, 결합강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결합기판에 해 수직으로 실온에서 1000kg/㎠의 압력을 인
가한다. 또한, 결합웨이퍼의 양면의 100nm의 SiO2층과 에피탁셜Si층을 에칭제거함으로서 다공성Si의 모서

리를 노출시킨다.

결합웨이퍼를 1000℃에서 피로산화하면, 다공성Si층에 있어서 0.8시간후에 2개의 기판으로 완전히 분할되
고, 분할된 표면을 관찰하면, 중심부는 거의 부분 원상태 로 남아있는 반면, 웨이퍼측면의 다공성Si는 
SiO2로 변화되어 있다.

그후, 제 2기판측에 남아있는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49%불산과 30%과 산화수소의 혼합용액으로 교
반하여 선택에칭하면, 단결정Si는 에칭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되고, 에칭정지재료로서 단결정Si에 의해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완전히 제거된다.

에칭제에 의한 비다공성Si단결정의 에칭율은 극히 낮고, 다공성층의 에칭율의 선택율은 10
5
이상이므로, 비

다공성층의 막두께 감소는 작게되어 이들의 에칭량은 실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략 수십옹스트론).

즉, Si산화막위에 두께 0.1㎛의 단결정Si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정Si층의 막두께를 전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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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0개점에서 측정한바, 막두께의 균일성은 101nm±3nm이었다.

또한, 이것을 수소내 1100℃에서 1시간동안 애닐링하고, 표면거칠음을 원자력현미경으로 평가한 바, 50㎛
평방영역에서의 루트평균평방거칠음은 략 0.2nm으로, 이것은 상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Si웨이퍼와 동
등하다. 

투과형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측한 결과, 새로운 결정결함이 Si층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수한 결정성이 유지된다.

상술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다공성Si상의 에피탁셜성장은 MBE법, 스퍼터법, 액상성장법 등을 포함하는 
각종방법뿐만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CVD법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또한, 다공성Si의 선택에칭용액은 40%
불산과 30%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에만 한정되지는 않아, 불산과 알콜(에틸알콜, 이소프로필알콜, 등)의 
혼합용액, 완충된 불산과 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 또는 완충된 불산과 알콜의 혼합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
다. 또, 다공성Si는, 거 한 표면적에 의해 불산, 질산 및 아세트산의 혼합용액으로 선택에칭할 수 있고, 
혼합액의 혼합비는 임의에 따라 적의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정은, 상술한 실시예에 기재한 조건에 한정되는 것없이 각종조건하에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공성Si층을 통해 비다공성박막의 적어도 1층이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인 제 1기판의 주요면을 제 2기판
의 주요면에 결합하는 공정;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으로 이루어진 결합기판의 측면에 상기 다공
성Si층을 노출하는 공정; 상기 다공성Si층내의 상기 결합기판을 상기 결합기판을 산화시켜서 분할하는 공
정; 및 상기 다공성Si층내 상기 결합기판의 분할로 분리된 제 2기판위의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제
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다공성Si층을 통해 비다공성박막의 적어도 1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다공성Si층이 이들의 측면에서 노
출되어 있는 Si기판인 제 1기판의 주요면을 제 2기판의 주요면에 결합하는 공정;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으로 이루어진 결합기판을 산화시켜 상기 다공성Si층내 상기 결합기판을 분할하는 공정; 및 상기 
다공성Si층내 상기 결합기판의 분할로 분리된 상기 제 2기판위의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공성Si층의 상기 분할로 분리된 제 1기판상의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
을 제거한 후, 상기 제1기판용 원료로서 제 1기판을 결합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공성Si층의 상기 분할로 분리된 제 1기판상의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
을 제거한 후, 상기 제 2기판용 원료로서 제 1기판을 결합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비다공성박막층을, 다공성Si층을 통해, 상기 2개의 주표면의 
각각에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이 결합해 있는 2개의 주표면각각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다공성박막은 단결정Si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
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다공성박막은 산화된 Si층과 단결정Si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다공성박막은 단결정화합물반도체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
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판은 Si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판은, 산화된 Si막이 결합되는 주표면상에 적어도 형성되어 있는 
Si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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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판은 광투명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의 2개의 주표면에 각각 결합된 상기 제 2기판은, Si기판, 결합되는 주표
면에 적어도 산화된 Si막이 형성되어 있는 Si기판 및 광투명기판에서 선택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의 한쪽주표면에 결합된 제 2기판과 이들의 다른 주표면에 결합된 제 2기
판은 각각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 2기판의 주표면이 덮여있는 방향으로의 플래트닝공정을 상기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을 제거한 후에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플래트닝공정은 수소를 함유하는 분위기에서 애닐링인 것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의 제거는, 불산, 불산, 완충된 불산에 적어
도 하나의 알콜 및 과산화수소용액을 첨가한 혼합용액, 및 완충된 불산에 적어도 하나의 알콜 및 과산화
수소용액을 첨가한 혼합용액중의 하나에 담금으로서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의 제거는, 화합물반도체에 해 다공성Si의 에칭율이 
빠른 에칭제로 다공성Si를 선택적으로 화학에칭함으로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
법.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Si와 산화다공성Si층의 제거는 스톱퍼로서 상기 비다공성박막을 
사용하여 층을 연마함으로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의 상기 제 2기판의 결합은 기판을 서로 밀착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의 결합은 양극결합프레스, 애닐링,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공성Si층위의 비다공성박막의 형성은, Si기판을 양극처리하여 다공성Si를 
형성하고, 그후, 상기 다공성Si상에 비다공성박막을 형성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공성Si층위의 비다공성박막의 형성은, 희가스, 수소 및 질소의 적어도 하
나의 원소의 이온을 Si기판에 주입하여 이들 표면에서 일정깊이로 다공성층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공성Si층위의 비다공성박막의 형성은, Si기판을 양극처리하여 다공성Si층
을 형성하고, 그후, 상기 다공성Si층위에 비다공성박막을 형성한 다음, 비다공성박막을 통하여 희가스, 
수소, 질소의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이온을 상기 다공성Si층에 주입하여 상기 다공성Si층에서 이들의 투
사범위를 지니도록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처리는 HF용액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기판의 산화전에, Si보다 열팽창계수가 적은 재료의 층을 상기 결
합기판의 외부표면의 적어도 하나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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