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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시베이션 및 절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ECVD)법에 의해 증착된 무기막과 웨이퍼 간 본딩

접착제로 이용하는 유기 박막 적층면의, 열 순환에 의한 잔류 응력 및 본딩 결합력의 효과를 4점 굽힙 시험법과 웨이

퍼 곡률 측정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무기막으로는 산화 규소막(SiO
2
)과 산화 질화막(SiN

x
)이, 유기 박막으로는 BCB

(Benzocyclobutene)가 이용되었다. 이를 통해, 열 순환 동안 무기막과 유기막 사이에서의 잔류 응력과 본딩 결합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모델식을 개발하였다. 최대 온도 350 및 400oC에서 수행한 열 순환 공정에서, PECVD 산화 질화막

과 BCB로 구성된 다층막에서, 본딩 결합력은 첫 번째 순환 공정 동안 감소한다. 이는 산화질화막 내 잔류인장응력의

증가가 다층막의 잔류응력에 의해 변형되는 에너지 및 본딩 결합력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모델식의 예측과 일치하며,

PECVD 산화 규소막내 잔류 압축 응력의 감소가 다층막의 잔류응력에 의해 변형되는 에너지 및 본딩 결합력 상승을

이끄는 산화 규소막과 BCB 구조의 본딩 결합력 결과와 비교된다. 이러한 산화 규소막과 산화 질화막을 포함한 다층

막의 상반된 본딩 결합력은 증착 공정 후 막 내에 형성된 수소 결합이 고온 순환 공정 동안 축합 반응을 통해 더 밀집

되어 인장응력을 형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The effects of thermal cycling on residual stresses in both inorganic passivation/insulating layer that is

deposited b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and organic thin film that is used as a bonding

adhesive are evaluated by 4 point bending method and wafer curvature method. SiO
2
/SiN

x
 and BCB (Benzocy-

clobutene) are used as inorganic and organic layers, respectively. A model about the effect of thermal cycling on

residual stress and bond strength (Strain energy release rate), G
c
, at the interface between inorganic thin film and

organic adhesive is developed. In thermal cycling experiments conducted between 25oC and either 350oC or 400oC,

G
c
 at the interface between BCB and PECVD SiN

x
 decreases after the first cycle. This trend in G

c
 agreed well with

the prediction based on our model that the increase in residual tensile stress within the SiN
x
 layer after thermal

cycling leads to the decrease in G
c
. This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btained for the interface between BCB and

PECVD SiO
2
, where the relaxation in residual compressive stress within the SiO

2
 induces an increase in G

c
. These

opposite trends in G
c
s of the structures including either PECVD SiN

x
 or PECVD SiO

2
 are caused by reactions in the

hydrogen-bonded chemical structure of the PECVD layers, followed by desorption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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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회로 집적 (Wafer-level 3D IC)은 집적회로의 전기 배선 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중의 하나이다[1-5]. 이러한 3차원 회로 집

적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로써, 패턴된 웨이퍼들을 서로 정렬시키

고, 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본딩하며, 기계적/화학적 연삭/연마를 통

해 본딩된 웨이퍼의 이면을 연마하고, 금속패턴 공정을 이용하여 웨

이퍼간 수직 전기배선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1,4,5]. 

이러한 3차원 집적 공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딩 계면

은 높은 본딩 결합력 및 낮은 잔류응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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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시키는 본딩 접착제를 이용한 본딩 공정 개발을 위해

Kwon등 [5,6]에 의해 여러 종류의 고분자 수지들이 계면 접착 물질

로 고려되었고 그 중 Benzocyclobutene (BCB) 수지가 칩 Back-end-

of-the-line (BEOL) 공정 조건에 부합하는 본딩 결합력을 가진 것으

로 판명되어 이 물질을 이용한 웨이퍼 본딩 레시피가 개발되었다

[3,6]. 이러한 BCB는 실제 3차원 회로 집적 공정에서 플라즈마 화

학기상증착법 (PECVD)에 의해 증착된 산화 규소막(SiO
2
) 및 산화

질화막(SiN
x
)을 BEOL 구조의 최 상단부의 패시베이션 막으로 이

용한 웨이퍼들의 본딩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적 물

성이 다른, BCB와 패시베이션 막 사이에 열-기계적 안정성을 유지

하는 것이 전체 적층 구조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

하므로 이러한 유기물(BCB)과 무기물(PECVD 막) 사이의 열-기계

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BCB 수지로 본딩

된 적층된 웨이퍼들은 본딩 후에 고온에서 반복되는 후속 공정들

(예, 구리 금속 배선의 열처리 및 BCB 본딩이 되어있는 본딩된 웨

이퍼 위에 추가적인 웨이퍼 본딩) 을 거치게 되므로 이러한 후속 공

정에 의해 본딩된 웨이퍼들의 열-기계적 안정성이 어떤 영향을 받

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3,6]. 

이러한 고온 열순환공정 진행 동안의 웨이퍼 적층 구조의 열-기

계적 안정성은 본딩 계면에의 본딩 결합력 및 잔류응력의 분석을

통해 평가 가능하다. 이러한 잔류응력 및 본딩 결합력의 변화에 대

한 연구는 그 동안 여러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PECVD 산화

규소막을 포함한 적층 구조에 대해서는 Kwon 등[3,6], Zhang등[7]

및 Thurn등[8]에 의해 행해졌고 PECVD 산화 질화막을 포함한 적

층 구조는 Hughey등[9], Smith등[10], Karabacak등[11]에 의해 진행

되었다. 상기 언급한 문헌들은 대부분 열 순환 공정 동안 PECVD

막의 잔류응력에서의 변화가 그 막의 기계적/화학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나 PECVD 막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의 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본 논문은 상기 논문들과 달리 고온 열 순환 공정동안 무기소재

인 PECVD 산화막들(PECVD 산화 질화막 및 산화규소막)과 유기

소재인 BCB를 포함한 박막 적층 구조에서 J/m2의 단위로 표현되는

본딩 결합력(혹은 변형 에너지 방출율, Strain energy release rate)의

변화를 산화막들의 잔류 응력 및 화학 구조의 변화를 통해 규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열순환 공정 후, 실리콘 웨이퍼

에 증착된 산화막 및 BCB의 잔류 응력은 웨이퍼 곡률 측정법에 의

해 평가되고, 적층 구조의 본딩 결합력은 4점 굽힘 실험을 통해 측

정되었다. 이러한 잔류응력 및 본딩 결합력에 대한 결과들을 바탕

으로 우리는 이 논문에서 유/무기막을 포함하는 관심 계면에서 본

딩 결합력에 대한 열순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화학 반응에 입각

한 모델식을 제안한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본딩 결합력을 시험하기 위해 200 mm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유기/무기막의 두께는, PECVD 산화규소막의 경우

1 µm, PECVD 산화질화막의 경우 170 nm, BCB는 2.6 µm(본딩 접

착용) 및 3 µm(응력 측정용)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산화규소막

은 25W의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전력, 300oC, 0.9 Torr

에서 실란(SiH
4
) 및 아산화 질소(N

2
O)가스를 사용해 증착하였고,

산화 질화막은 25W의 라디오 주파수 전력, 300oC, 0.89 Torr 조

건에서 실란(SiH4), 질소(N2) 및 헬륨(He)가스를 사용해 증착하였

다. 이러한 무기막들의 두께는 리플렉토미터(reflectometer)와 일

립소미터(Ellips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표준 편차는 5%

이내였다.

BCB 수지는(Cyclotene 3022-35, Dow Chemical)는 20 nm 두께

의 접착 촉진제(AP3000, Dow Chemical)와 함께 FlexiFabTM 스핀

코터를 이용하여 코팅 되고 170oC에서 베이크 된다. 그 후, 용도에

따라, 웨이퍼 본딩에 필요한 웨이퍼들은 표준 본딩 공정을 적용하

여 본딩하고, 잔류응력 데이타가 필요한 웨이퍼들은 압착 공정만 제

외한 본딩 공정을 적용하여 공정을 진행시킨다[3-5]. 웨이퍼 본딩은

표준 본딩 공정에 따라 EVG EV501 웨이퍼 본더(EVGroup Inc.,

Austri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는데 표준 본딩 조건은 Kwon등 [5-6]

에 의해 개발된 것을 이용하였다.

PECVD 산화막과 BCB의 잔류응력은 각 층이 코팅된 실리콘 웨

이퍼의 웨이퍼 곡률(Curvature)을 측정해서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잔류응력은 화학반응에 기인한 내부 응력(Intrinsic stress) 및 열팽

창 계수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되는 열응력(Thermal stress)의 합으

로 정의하는데 이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박막에 의해 발생

하는 잔류응력과 곡률 반경(radius of curvature)은 다음 식과 같은

관계가 있다[3,12].

(1)

여기서 Es과 νs는 각각 실리콘 웨이퍼에서의 영률(Young’s Modulus)

및 푸아송 비(Poisson’s ratio)이고, ts와 tf는 각각 실리콘 웨이퍼 및

박막의 두께이다. 또한 R0는 박막 코팅 전 웨이퍼의 곡률반경이고, R

은 박막 코팅 후 웨이퍼의 곡률반경이다. R0와 R을 측정한 후, 잔

류응력 σ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한다.

본딩 결합력(혹은, 변형 에너지 방출율)은 4-점 굽힘 시험법(Four-

point bending method)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세부

적인 측정 방법은 Kwon 등[3,5]에 의해 발표된 방법을 따랐고

Charalambides등[13]에 의해 제안된 다음과 같은 4점 굽힘 실험의

원리가 이용되어 본딩 결합력, Gc가 얻어진다. 

(2)

여기서 E
1
, ν

1
및 E

2
, ν

2
는 각각 프리크랙이 있는 웨이퍼 및 크랙

이 없는 웨이퍼의 영률과 푸아송 비를 나타낸다. 또한 λ는 E
2
(1-ν

1

2)/

E
1
(1-ν

2

2)로 표현되는 유효 탄성계수(Effective modulus), Pc는 평형

하중값, L은 내·외측 핀들 사이의 거리, b와 h는 각각 보 시편의

폭과 전체 두께를 나타낸다. 한편, h는 h
1
+h

2
이며 이 때, h

1
은 프리

크랙이 있는 웨이퍼의 두께를, h
2
는 크랙이 없는 웨이퍼의 두께를

나타내고, hi는 hi= hi/(h1+h2) (i=1,2)로 표현되는 상대두께를 나타낸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본딩 결합력에 대한 결과들은 적어도

3개의시편들을시험 후, 그 값을 평균하여얻었으며 본딩결합력의 표

준편차는 평균값의10% 미만으로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된결과를얻

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본딩 결합력 Gc는 크게 다음의

3종류의 결합력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14-17]. 

Gc = G0 + Gresidual + Gp (3)

σ
Es

1 νs–
------------

ts
2

6tf
------

1

R
----

1

R
0

------–⎝ ⎠
⎛ ⎞=

Gc

3 1 ν
2

2
–( )Pc

2
L2

2E
2
b
2
h
3

--------------------------------
1

η
2

3
----- λ– η

1

3 λη
2

3
3λ

η
1
η
2

η
1
λη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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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0는 소위 점착일(Work of adhesion)이라 불리는 본딩 계

면을 형성하는 물질들의 표면 화학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로 고분자가 포함된 구조에서 이러한 G
0
는 본딩 계면의 결합된 본

드들을 파단하기 위해 필요한 변형 에너지 방출율이다. Gp는 소성

변형 에너지라고 하며 주로 연성물질(여기서는 BCB)의 소성 변형

에 의해 소모되는 변형 에너지 방출율인데, 열순환 공정이 진행될

때, 고분자 물질의 가교(큐어) 반응과 관련 있다. Gresidual은 열처리

공정이나 화학 반응 공정에서 생긴 각 박막 물질들의 잔류응력 및

그 응력의 변화에 의해 변화되는 변형 에너지 방출율로, 주어진 조

건에서 관찰된 잔류응력과 해당 박막의 두께를 곱한 것(단위는 J/

m2) 으로 정의된다[14-17]. Gresidual이 증가한다는 것은 잔류응력과

해당 박막의 두께를 곱한 값이 영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Gresidual

의 감소는 이 값이 영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Gresidual이 증가할수록 Gc는 증가하고 Gresidual이 감소할수록

Gc는 감소하게 된다[16-17].

열순환공정 테스트는 본딩이 완료된 웨이퍼들로부터 일단 직사각

형 형태의 시편을 만들어 열순환 공정을 진행하고, 4점 굽힘 시험

법을 적용하기 위해 보 형태에 맞게 시편을 다시 절단하여 접착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열순환 공정의 조건으로 1,

5 및 10번의 열순환공정 횟수, 350 및 400oC의 순환공정의 최대 온

도변화에 따른 본딩 결합력 및 잔류응력의 변화를 주된 연구인자로

선정하여 고찰하였다[17].

열순환 공정 시험 전후로 PECVD 무기막의 화학적 성질은 Nicolet

MAGNA 560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를 이용하

여 구하였다. 총 512번의 스캔을 거쳐 측정한 모든 피크들의 스펙

트라는 4 cm−
1의 정밀도로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의 적층구조에서 고온 열순환

효과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이 적층된 층에서 본딩 결합력 및 잔

류응력에 대한 고온 열순환의 효과는 Kwon 등 [3,17]에 의해 이미

보고되었다. 이 결과들은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이 적층된 층에

서 본딩 결합력 및 잔류응력에 대한 고온 열순환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이 장에서 다시 간략하게 요약한다. Fig. 1은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이 적층된 층을 포함하는 본딩된 웨이

퍼들의 모식도 및 본딩 결합력, Gc, 이 열순환의 최고온도(350 및

400oC) 및 열순환 횟수(1번, 5번, 10번)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보

여준다. 본딩 구조는 두겹으로 구성된 2.6 µm 두께의 BCB가 1µm

두께로 증착되어 있는 PECVD 산화규소막이 존재하는 두 실리콘

웨이퍼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실험에서, 350 및 400oC

의 열순환 최고온도에서 첫 번째 열순환 공정 후에 본딩 결합력 G
c

는 크게 상승하였고 그 이후의 열순환 공정에서는 변화없이 유지되

는 현상이 측정되었다. 

Thurn등[8] 및 Kwon 등[14,17]에 의해 이미 언급된 것처럼 Fig.

1및 2에서 관측된 소위 첫번째 열순환 효과(The first cycle effect)

를 설명하는데 있어, 식 3에서 언급된 Gc를 구성하는 3가지 인자 중

에서 G
0
 및 Gp는 Gc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만일, 열순

환공정 후에 본딩 결합력 값이 Gp에 의해 변화되었다면, 첫번째 순

환 이후, 반복되는 순환 공정에 의한 BCB의 소성 변형 때문에 본

딩 결합력이 첫번째 순환 후와 값과 상이해야 하나 이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G0는 해당 구조에서 주로 표면의 화학적 구

조를 변화시킬 때 발생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면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인자를 배제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영

향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4,17]. 반면에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잔류응력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값인 Gresidual은 첫번

째 열순환에서의 큰 변화 및 두번째 순환 이후의 거의 변화가 없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Fig. 1에서 나타난 Gc의 변화(첫번째 열순

환에서의 큰 변화 및 두번째 순환 이후의 거의 변화가 없는 현상)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므로 Gc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임

을 알 수 있다. Fig. 2의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다

층막에서의 잔류응력이 변화하는 경향은, 다층막의 두께와 잔류응

력의 곱에 의해 표현되는 Gresidual값의 변화를 의미한다(식 3의 설명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Gc는 열순환 공정이 진행 되는 동안

변화하는 다층막의 잔류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BCB

와 PECVD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다층막에서의 Gc에 대한 잔류

응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위에 적층된 PECVD

산화규소막 및 BCB 를 가진 구조의 잔류응력이 각각 분석되었다

(Fig. 3 및 4). 

실리콘 웨이퍼 위에 증착된 PECVD 산화규소막의 모사도 및 고

온 열순환 동안 산화규소막의 잔류응력 변화는 Fig. 3에 나타난다

[17]. PECVD 산화규소막은 모두 압축응력(Compressive stress)을 나

타내고 두 열순환 최대 온도에서 첫번째 순환 공정 동안 대부분 이

Fig. 1. Diagram of multiple layer structure including PECVD SiO
2

and BCB and its G
c
 value for one, five, and ten thermal cycles

at temperature of 350 and 400oC [17].

Fig. 2. Geometry of BCB and PECVD SiO
2
 deposited silicon wafer

and the effect of peak temperature on residual stress in the

geometry during the thermal cycle [17]: (a) 350oC and (b)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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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되는데 이는 주로 산화규소막의 화학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3.3.

장에서 설명). Fig. 4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BCB 층의 모사

도와 고온 열순환 동안의 잔류응력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압력

을 제외한 웨이퍼 본딩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열처리된 BCB는 모두

인장응력(Tensile stress)을 보인다. 잔류 응력을 측정한 결과, 열순

환 동안 BCB에 의해 발생되는 잔류응력의 변화는 PECVD 산화규

소막에 의해 발생되는 잔류응력의 변화보다 훨씬 적었다[14,17]. 이

러한 실험 결과들을 분석할 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에서 응력 변화에 의한

변형 에너지 방출율, Gresidual, 은 별도로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에서의 변형 에너지 방출율에서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σtotalttotal  σoxide toxide+ σBCBtBCB (4)

여기서 σoxide와 σBCB는 각각 산화규소막과 BCB의 실험적으로 측

정된 잔류응력 값이고, σtotal은 BCB와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적

층 구조의 잔류응력 값이다. 또한 toxide와 tBCB는 각각 산화규소막

과 BCB의 두께이고, ttotal은 적층 구조의 두께이다. 여기서 σoxide

toxide와 σBCB tBCB는 각각 산화규소막과 BCB의 응력 변화에 의한

변형 에너지 방출율(Gresidual)이고 σtotal ttotal는 BCB와 PECVD 산

화규소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에서의 변형 에너지 방출율이다. 이

러한 다층막에서의 변형에너지 방출율에 대한 상관 관계는 Freund

등[18]에 의해 제기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BCB와 산화규소막으

로 구성된 적층된 층의 잔류응력 값 및 Gresidual을 BCB와 PECVD

산화규소막 각각의 잔류응력 값 및 Gresidual과 비교해 보면 PECVD

산화규소막의 열순환 후 상온에서의 잔류응력 감소에 따른 Gresidual

증가가(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 가까워짐) BCB의 열순환 후 상

온에서의 잔류응력 증가에 따른 Gresidual감소(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서 멀어짐) 보다 더 큰 값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을 포함한 다층막에서의 열순환 후 상온에서의 잔류응

력이 감소(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 가까워짐)하고 이에 따라

Gresidual 및 Gc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의 적층구조에서 고온 열순환

효과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의 적층구조에서의 열순환 효과를 연

구하는 것과 같은 접근이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의 적층구조

에서의 Gc값의 변화에 대한 잔류응력에 의한 변형에너지 방출율,

Gresidual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를 위해, BCB 및

PECVD 산화 질화막 각 열순환 공정이BCB 및 PECVD 산화 규소

막의 경우와 같이 진행되었다. Fig. 5는 실리콘 웨이퍼 위의 PECVD

산화질화막의 모사도와 고온 열순환 동안 산화규소막의 잔류응력

변화를 보여준다. PECVD 산화질화막 열순환 공정의 가장 큰 특징

은 열순환이 진행되는 동안 PECVD 산화규소막과 달리 인장 방향

의 응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4]. 350oC의 열순환 온도에서, 열순

환 동안 PECVD 산화질화막의 잔류응력은 25 MPa(5 MPa보다 작은

값에서 30 MPa까지) 상승하고 400oC에서의 잔류응력은 40 MPa(5

MPa보다 작은 값에서 45 MPa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잔류응력

의 증가는 PECVD 산화질화막 내의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다(3.3.

장에서 설명). 식 3에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에서 응력 변화에 의한 변형 에너

지 방출율인 Gresidual이 별도로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에서의 변형 에너지 방출율에서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었듯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

질화막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에서 응력 변화에 의한 변형 에너지

방출율은 별도로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된 BCB와 PECVD 산화질

화막에서의 변형 에너지 방출율에서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이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σSiN과 σBCB는 각각 산화질화막과 BCB의 웨이퍼 곡률 측

≈

σtotal ttotal σSiN
x

tSiN
x

σBCBtBCB+≈

Fig. 3. Geometry of PECVD SiO
2
 deposited silicon wafer and the

effect of peak temperature on residual stress in the geometry

during the thermal cycle [17]: (a) 350oC and (b) 400oC.

Fig. 4. Geometry of BCB spun-on silicon wafer and the effect of peak

temperature on residual stress in the geometry during the

thermal cycle [17]: (a) 350oC and (b) 400oC.

Fig. 5. Geometry of PECVD SiN
x
 deposited silicon wafer and the

effect of peak temperature on residual stress in the geometry

during the thermal cycle: (a) 350oC and (b)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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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에 의해 실험적으로 측정된 잔류응력 값이고, σtotal은 BCB와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의 웨이퍼 곡률 측정법에 의해 실

험적으로 측정된 잔류응력값이다. 또한 tSiN과 tBCB는 각각 산화질

화막과 BCB의 두께 (산화질화막 두께: 170 nm, BCB 두께: 3 µm)

이고, ttotal은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의

두께(3.17 µm의 전체 두께)이다. 식 4에서 처럼 σSiN tSiN과 sBCB

tBCB는 각각 산화질화막과 BCB의 응력 변화에 의한 변형 에너지

방출율 (Gresidual)이고 σtotal ttotal는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에서의 Gresidual 이다. 식 5의 에너지 방정식으로

부터 BCB와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의 잔류응력값 및

Gresidual을 BCB와 PECVD 산화질화막 각각의 잔류응력값 및 Gresidual

과 비교해 볼 때, PECVD 산화질화막의 열순환 후 상온에서의 잔

류응력 증가(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서 멀어짐) 에 따른 Gresidual

감소(식 3의 설명 참조) 및 BCB의 열순환 후 상온에서의 잔류응

력 증가(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서 멀어짐)에 따른 Gresidual 감소

가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을 포함한 다층막의 열순환 후 상온

에서의 잔류응력 증가(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서 멀어짐)에 따

른 Gresidual 및 Gc의 감소(식 3의 설명 참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Gresidual의 변화에 대한 Gc의 영향이 적절한지를 실험적으

로 입증하기 위해 Si/SiNx/BCB/SiNx/Si으로 구성된 샘플 구조에서

4-점 굽힘법을 이용하여 열순환 공정 변화에 따른 Gc를 측정하였고

Fig. 6 및 Table 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적인 측정 결과, 350

및 400oC의 열순환 최대 온도에서 행해진 첫번째 열 순환 공정 후

에, 샘플들의 Gc는 이론적으로 예상한대로 감소하였고 후속 열순환

공정에서 그 값의 변화는 미미했다[14]. 

상기 설명을 요약하면, BCB의 잔류응력 방향이 PECVD 산화질

화막의 잔류 응력 방향과 일치하므로(인장 방향), 고온 열순환 공정

동안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층에서의 잔

류응력은 증가(열순환 후 잔류응력이 영에서 멀어짐)하고 이것은 차

례로 Gresidual 및 Gc에서의 감소를 초래한다. 즉, 위의 본딩 결합력

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는 열순환 후 PECVD 산화질화막의 잔류 인

장 응력에서의 증가가 본딩 결합력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식 5에 의

한 예측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3-3. PECVD 무기막들의 화학 반응 모델

상기 실험결과들로부터 PECVD에 의해 형성된 무기막과 BCB로

구성된 적층된 계면들 ((1) BCB와 PECVD 산화규소막 및 (2)BCB

와 PECVD 산화질화막)에서 잔류응력 및 본딩 결합력에 대한 고온

열순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반응 모델이 제시된다. 여

기서 제안된 모델의 주된 관점은 두 PECVD 무기막들의 열순환 동

안의 화학 반응이 잔류 응력에 의한 변형 에너지 및 본딩 결합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산화규소막을 포함한 계면의 경우, PECVD 증착 후에 원하는 목

적 생성물인 실록산(Si-O-Si) 본드 및 불완전 반응된 실라놀(Si-OH)

본드가 동시에 생성된다. 실라놀 본드에서 -OH기에 의해 차지하는

부피는 실록산 기에 있는 -O- 원자에 의해 차지하는 부피보다 더 크

며 이로 인해 압축 응력이 발생된다[8, 17]. 열순환 공정 동안, 불완

전하게 반응된 두 실라놀 기들 간의 축합반응은 H
2
O 성분의 탈착

(Desorption)을 이끌며 추가적인 실록산 본드의 생성, 산화규소막의

밀집화 및 막 부피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막 부피 감소는 압착응

력 감소(혹은 인장 응력 증가)를 일으킨다. 고온 열 순환 공정 동안

이러한 PECVD 산화규소막의 화학 구조에서의 변화는 FTIR에 의

해 분석되었고 Kwon 등[17]에 의해 그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다.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적층된 계면에서 Gc는

고온 열순환 공정 후에 감소한다. 이것은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PECVD 산화질화막의 열순환 공정 동안 인장 응력의 증가에 의해

Gresidual이 감소했기 때문이다(식 5 및 Fig. 5참조). 이는 열순환 공

정 진행 동안 발생하는 산화질화막의 화학반응에 기인한다. PECVD

산화질화막의 증착 동안, 반응기체들인 실란(SiH4) 와 질소(N2)는

플라즈마에 의해 라디칼 및 이온들을 생성시킨다. 첫째로, SiH4 분

자들은SiH
2
 및 SiH

3
과 같은 SiHn(n<4) 라디칼로 해리되고 해리된

SiH
3
 라디칼의 일부는 Si

2
H

6
 성분을 형성하기 위해 다시 결합한다.

SiH
3
 라디칼의 긴 생존수명(Lifetime) 때문에 증착공정 동안 제일 많

이 생성된다[11]. 둘째로, N
2
 분자들의 경우, 비록 해리 에너지(9.8

eV)가 SiH
4
 분자의 해리 에너지(2.2 eV) 보다 높지만, 일부는 N 라

디칼로 해리된다[10]. 이렇게 산화질화막 증착 공정 동안 생성된

SiH
3
 및 N 라디칼 및 Si

2
H
6
분자들은 고온 열순환 공정을 통해 주로

Si-N 및 Si-H기로 구성되는 산화질화막에서 제거된다. 

이러한 산화질화막의 화학 구조에서의 변화들은 FTIR에 의해 분

석된다. Fig. 7(a)는 막 증착된 상태 (As-deposited) 및 350 및 400oC

의 열순환 온도에서의 열순환 공정 후 PECVD 산화질화막의 FTIR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증착 공정이 진행된 후에, Si-H 및 Si-N 스

트레칭 피크(Stretching peak)들은 각각 2,140 cm−
1 및 840 cm−

1에

서 검출되었다[19]. Fig. 7(b)는 Si-H 스트레칭 피크가 열순환 공정

을 거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FTIR 결과이다. 이러한 결

Fig. 6. Diagram of multiple layer structure including PECVD SiN
x

and BCB and its G
c
 value for one, five, and ten thermal cycles

at temperature of 350 and 400oC.

Table 1. The effects of number of cycles and peak temperatures for multiple layer including SiN
x
 and BCB on bond strength 

Before cycling 350 oC 400 oC

n G
c
 (J/m2) S.D. (J/m2) Cycles n G

c
 (J/m2) S.D. (J/m2) Cycles n G

c
 (J/m2) S.D. (J/m2)

6 39 1.8

1 5 37 1.0 1 5 34 1.2

5 5 37 2.6 5 5 34 1.3

10 5 36 2.5 10 5 3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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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하면, Si-H 본드 피크는 최대 열순환 온도가 높을수록 열순

환 공정 후에 감소하는데 이는 Si-H 본드가 탈착에 의해 감소하여

박막이 더욱 밀집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Si-N 피크 높이는 열순환

공정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이는 이 본드들의 밀집도가 열순환 공

정후에도 일정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열순환 공정동안 Si-H 기들의

밀도가 감소(혹은 FTIR 피크 높이 감소) 하여 박막이 점차 밀집되

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두개의 약한 결합력

을 가진 Si-H 본드들이 고온 열순환 공정동안 2Si-H→Si-Si(s) + H
2

의 화학반응을 겪고 이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 가스는 탈착되고

증착층은 Si-Si 구조로 밀집 된다[9]. 둘째, SiH
3
 라디칼들이 고온에

서 수소 가스와 반응하여 휘발성 강한 실란(SiH
4
)을 형성하고(SiH

3

+ 1/2H
2
 →SiH

4
) 이렇게 생성된 고 휘발 특성의 SiH

4
이 탈착된다

[20]. 세번째는, Si2H6 분자들이 고온에서 SiH4 및 H2 가스로 해리

되면서 휘발성이 강한 SiH4 및 H2가 탈착될 수 있다[21]. 이러한

3가지의 가능한 이유들에 의해, Si-H 본드의 일부는 H2 나 SiH4 성

분이 되며 탈착 된다. 그로 인해 Si-H 본드의 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FTIR에서 고온 열순환 공정 후에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이

것은 차례로 더욱 밀집된 산화질화막 층을만들게 되고 그 층의 부

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부피 감소는 인장응력을 생성

/강화 시키고 Gresidual 및 Gc에서의 감소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화학 반응 모델에서 PECVD 법

에 의해 생성된 두 무기막들은 모두 해리되기 쉬운 불완전 구조인

수소 본드기(산화규소막은 Si-OH기, 산화질화막은 Si-H기)를 포함

하고 있고 이러한 본드기들이 고온 열순환 공정 동안 반응 생성물

들의 탈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수소 본드기들의 탈착은 잔류 인

장응력을 생성(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잔류압축응력의 이완을 초

래하여,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으로 구성된 계면에서는 Gresidual

과 Gc에서의 증가를,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으로 구성된 계면

에서는 Gresidual과 Gc에서의 감소를 초래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기소재인 PECVD 산화막들(PECVD 산화 질화

막 및 산화규소막)과 유기소재인 BCB를 포함한 박막 적층 구조에

서 본딩 결합력 및 잔류응력에 대한 고온 열순환공정의 효과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이 증

착된 실리콘 웨이퍼들이 본딩된 구조에서 본딩 결합력 및 잔류응력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이 적층된 구조

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열순환 공정후에,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에서의 잔류 인장 응력은 증가한 반면에 PECVD

산화규소막의 잔류 압축 응력은 감소하였다. 이미 보고된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이 적층된 본딩 구조에서의 본딩 결합력 Gc 및

잔류 응력에 의한 변형에너지 방출율 Gresidual의 상관관계를 표현하

는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이 적층된 본

딩 구조에서의 Gresidual 및 Gc의 감소를 예측하였고 실제 본딩 결합

력 측정결과 그러한 상관관계가 잘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PECVD 산화규소막 및 산화질화막은 모두 수소 본드된 화학 구

조를 가지는데 이 구조는 고온 열 순환 공정 동안 수증기가 탈착된

다. 이러한 수증기의 탈착은 두 PECVD 막에서 인장응력을 생성/강

화 시킨다. BCB와 PECVD 산화규소막이 적층된 구조에서 축합반

응에 의한 잔류 인장 응력의 증가 (잔류 압축응력의 감소)는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차례로 Gresidual과 Gc에서의 증가를 초래하

였다. 반면, BCB와 PECVD 산화질화막이 적층된 구조에서의 축합

반응에 의한 잔류 인장 응력의 증가는 잔류 응력을 증가시키고 이

는 차례로 Gresidual과 Gc에서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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