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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se days,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devices become the crucial sensor components in

mobile devices, automobiles and several electronic consumer products. For MEMS devices, the packaging determines the

performance, reliability, long-term stability and the total cost of the MEMS devices. Therefore, the packaging technology

becomes a key issue for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of MEMS devices. As the IoT and wearable devices are emerged

as a future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the MEMS sensor keeps increasing. However, MEMS devices should meet

several requirements such as ultra-miniaturization, low-power, low-cost as well as high performances and reliability. To

meet those requirements, several innovative technologies are under development such as integration of MEMS and IC

chip, TSV(through-silicon-via) technology and CMOS compatible MEMS fabrication. It is clear that MEMS packaging

will be key technology in future MEM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recent development trends of the MEMS

packaging. In particular, we discussed and reviewed the recent technology trends of the MEMS bonding technology, such

as low temperature bonding, eutectic bonding and thermo-compression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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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패키지와는 달리 구동하는 구조체를 보호해야

하는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 패키

지는 MEMS 소자 제조비용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

요한 부분이며, MEMS 소자의 신뢰성에 매우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센서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의

원가 구성은 전공정(칩 제조), 후공정(패키징, 조립) 및 시

험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비를 기준으로 한 원

가 구성은 전공정(칩제조)에 70%, 후공정 (패키징, 조립)

에 8%, 시험평가의 22%로 구성된다. 그러나 MEMS 경

우, 후공정의 원가 구성이 50% 이상이다. 2010년 Yole의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패키징을 포함한 시험평가 분야의

비용이 MEMS 센서의 생산 단가의 50%를 넘는다는 보

고가 있다. 국내에서는 MEMS 소자의 패키지를 전문적

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센서

를 만든 후 패키지의 개발이 미흡하여 센서 개발에 실패

하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도체 패키지에 비하여 MEMS 패키지 개발이 어

려운 이유는 MEMS 소자는 성능 향상과 동작의 안정성

을 위하여 진공 패키징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1), 또한 신

호의 입출력을 위해서는 패키지 구조의 내부와 외부간의

신호 연결(feedthrough)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센서 소자 중에서 진공 패키징을 필요로 하는 소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gyroscope sensor), 레조네이터(resonator),

적외선 센서인 볼로메터(bolometer)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자가 진공 패키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구조물이 높

은 주파수로 구동할 때 발생하는 공기의 저항에 의한 댐

핑 효과를 최소화하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최

근에는 MEMS 센서의 초소형화 및 MEMS 소자와 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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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를 통합하는 복합 패키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초

소형 및 복합 MEMS 패키지가 충분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패키지를 설계, 제조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IoT (Internet of things),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센

서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박 단소하고 다양

한 기능을 하나의 부품에 구현하여, 다기능 혹은 시스템

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고집적 센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미 모바일 기기, 스

마트 카를 중심으로 한 지능형 응용플랫폼에 센서의 다

기능, 고집적, 초소형 모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센서를 융복합화 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SiP (system in package), WLP (wafer

level packaging), 3 차원 (3-D) 패키징, TSV (through-

silicon-via), interposer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센서 패키지 기술은 TSV 기술을 이용한 3-

D WLP (wafer level package) 기술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특히 전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한된

면적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칩들의 집적을 통하여 유

연한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

으며, 이런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칩들

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3차원 소자 집적 기술이 하나의 해

결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MEMS 센

서 및 MEMS 패키지 기술의 국내외 산업 및 기술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MEMS 패키지의 핵심 기

술인 MEMS 본딩 기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 한다.

2. MEMS 패키지의 산업 및 기술 동향

세계 MEMS 시장은 2012년 11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210억 달러 규모로 매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MEMS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

이스 분야에서의 꾸준한 수요 증가가 주요한 성장 동력

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MEMS 센서 시장은 2012년

1,005억 원에서 2017년 2,01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서 MEMS 센서의 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MEMS 센서 시장의

2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oT,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 및 증강현실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센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MEMS 시장 및 기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에 요구가 증대되고 있

는 가스센서, 화학 센서, 온습도 센서 등 환경 센서 시장

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및 컨슈머 분야의 MEMS 소자의 이슈 및 중요도는 저가

격화, 초소형화 및 초전력의 MEMS 소자를 개발하는 것

이며, 자동차 MEMS 센서의 경우는 고성능, 고신뢰성 및

저가격화이다. MEMS 소자의 단가(ASP, average sale

price)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 $ 1.0에서 $ 0.7이

되었고, 향후 2020년에는 $ 0.5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

고 있어 MEMS 소자의 저가격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저가격화의 기술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하

여 300 mm 웨이퍼를 이용한 MEMS 소자의 제작이 검토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MEMS 분야에 최소 15 억불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MEMS 파운드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MEMS 센서 기술의 중요한 경향은 센서의 집

적화 및 복합화(integration)이다. Fig. 1은 MEMS 센서의 집

적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부터 다양한 MEMS 소

자가 집적화된 MEMS 복합 센서(combo sensor)가 전체

MEMS 센서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및 지자기 센서 (magnetometer)

가 직접화된 6축 혹은 9축 관성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s)가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MEMS 센서의 집적화

를 통하여 MEMS 센서의 크기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최근의 Bosch사의 3축 가속도 센서의 경우 크기가

1.2 × 1.5 mm2로 초소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MEMS

센서의 크기는 곧 1 mm2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MEMS 소자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크기도 마이크로

미터 영역에서 나노미터 영역이 되고 있어, 자연적으로

MEMS에서 NEMS (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 가령 MEMS 가속도 센서에서 사용되고 있

는 정전용량형(capacitive) comb drive의 구조물에서 comb

과 comb 사이의 간격이 이미 80 nm가 되었다. 또한 MEMS

소자의 집적화에 따라 MEMS 센서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인 TSV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Fig. 2는 Cu TSV 기술

이 적용된 Bosch사의 가속도센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MEMS 소자 하부에 있는 ASIC 칩에 TSV 기술이 적용되

Fig. 1. Market trends of MEMS combo sensor and discrete MEMS

senor (Source: 2013 IHS Consumer & Mobile MEMS

market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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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최근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FOWLP (fanout wafer level package) 기술이 MEMS 소

자에 적용될 가능성도 많다.

3. MEMS bonding 기술

MEMS 본딩 혹은 접합에 사용되는 공정은 매우 다양

하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접합(direct bonding)

공정과 중간층(intermediate layer)을 사용하는 접합공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접합공정은 공정이 단순하며 접

합 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이종 재료를 접합하는 경

우에는 각 재료들의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의 차이에 의한 열응력이 증가함으로써

웨이퍼의 휨(warpage)이 발생하여 소자의 신뢰성 혹은 성

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간층을 사용하는 접합공정은

다양한 기판의 접합이 가능하고, CTE의 영향을 많이 줄

일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접합 온도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접합 시 MEMS 소자의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

정이 복잡하고 접합강도는 낮은 편이다. MEMS 접합은

접합온도, 기판의 재질, 진공 혹은 밀봉 패키지의 여부,

반도체 공정과의 호환성 등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공정

을 선택하여야 한다. 직접 접합공정으로 퓨전 본딩(fusion

bonding) 및 anodic bonding이 있으며, 중간층을 사용하는

접합공정으로 glass frit bonding, eutectic bonding, diffusion

bonding 및 adhesive bonding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접합 공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용 사례 및 향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3.1. Direct bonding 기술

Direct bonding(직접접합) 기술은 1960년도 초에 개발된

이래 많은 발전과 더불어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Direct bonding 기술은 접착제나 중간 삽입층

(intermediate layer)을 사용하지 않고 두 표면 사이의 접합

력을 향상시켜 두 표면을 접합하는 기술로서 주로 실리

콘과 실리콘을 직접 접합하는 공정이며, 퓨전 본딩(fusion

bonding), 웨이퍼 본딩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진다.3) Direct

bonding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으로는 silicon on

insulator (SOI) 웨이퍼 제작 공정이며, MEMS 소자 공정,

반도체 적층 공정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

도체 패키지의 일종인 3-D TSV 공정에도 활용되고 있으

며4,5), 동종 기판이 아닌 이종 기판의 접합에도 많이 활용

되고 있다. Lehman 등 6)은 gallium arsenide (GaAs)와 실

리콘 기판을 direct bonding 기술을 이용하여 약 140oC에

서 접합을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Direct bonding은 실리콘의 표면 처리 상태에 따라 친수

성 표면(hydrophilic surface) 또는 소수성 표면(hydrophobic

surface)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법은 표면 처리된 실리콘을 상온에서 접촉시켜 Van der

Waals 힘으로 접합시키고, 고온에서 어닐링(annealing) 하

여 접합부를 형성시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친수성

접합을 위해서는 표준 RCA 세정 후에 바로 접합을 행함

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수성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접합

이전에 불산에 담그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리콘 표면은

두께 1 nm 정도의 자연 산화막(native oxide)인 SiO2 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플라즈마 혹은 습식처리를 통해

친수성으로 바꾸어 주면 실리콘 표면에는 −OH 기가 붙

어있게 된다. 표면 처리가 끝난 기판을 상온에서 접촉시

키면 Van der Waals 또는 수소결합(hydrogen bond)에 의

해 자발적으로 접합되며(spontaneous bonding), 이를

silanol 접합이라고 한다.3) 이러한 초기접합은 접합력은

Fig. 2. Bosch MEMS accelerometer chip with TSV in ASIC chip.

(Source: Yole report 2014).

Fig. 3. SEM image of silicon to silicon direct bonding.



12 좌성훈·고병호·이행수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7)

작지만, 두 기판의 위치를 고정시키기에 충분하다. 이후

고온에서 어닐링 공정을 진행하면 dehydration이 발생하

여 수소는 수증기로 제거되며,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는 siloxane (Si-O-Si)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기판이 접

합된다. 어닐링 과정에서 가열 온도는 접합 강도에 큰 영

향을 준다. 온도가 300oC 이하에서는 초기접합에 의한 접

합 강도와 유사하다. 300oC에서 dehydration이 시작하여

수증기가 발생하며, 접합 강도가 증가하지만, 일정한 접

합 강도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못한다. 800oC의 온도에서

접합 강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며, 1000oC에서 접합

강도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900oC 이상의 높은 온도

에서는 MEMS 소자 및 반도체 소자의 배선 및 소자의 파

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Fig. 3은 실리콘 기판을

direct bonding 공정에 의하여 접합한 접합부의 단면의 사

진이다. 열처리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실

리콘 표면이 높은 표면 에너지 혹은 본딩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플라

즈마 활성화 본딩(plasma activation bonding)7), 진공 본딩 8)

등이 개발되었다. 주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표면에너지

를 증가시키거나, 플라즈마의 이온 충돌(ion bombardment)

에 의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를 통하여 접합 강도를 증가

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플라즈마 기술은 저

압 플라즈마 활성화 (low-pressure plasma activation) 방법

이 Sun 등 9)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접합

의 결과, 기존 접합에 비하여 접합 강도가 약 40% 증가하

고, 접합 온도도 400oC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10) 한편

Tan 등11)은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공정을 이용하여 결함이 없는 direct bonding 기

술을 개발하였고, 432 mJ/m2의 접합 강도와 접합 온도

300oC의 direct bonding 공정을 달성하였다. 

3.2. Anodic bonding 기술

Anodic bonding 기술은 유리와 실리콘처럼 산화될 수

있는 재질의 웨이퍼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이미 1950 년

대에 이론적인 근거를 정립하였으며12), 고신뢰성과 높은

수율로 인하여 MEMS 접합공정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 또한 anodic bonding은 다른 접합 방법에 비하여 공정

이 비교적 단순하다. Anodic bonding은 borosilicate 유리

또는 Pyrex 유리에 함유된 Na 원소의 이동에 의해 접합

이 이루어진다. Na 원소는 이온 상태로 유리 내부에 산재

되었으며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Fig.

4와 같이 anodic bonding의 개념도에서 유리는 음극, 실리

콘은 양극에 연결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전기장을

인가하면 Na 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하며, 음이온인 산소

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동된 이온 중에 양(+)의 이

온 즉, Na 이온은 전자와 결합되어 유리 표면에 석출된

다. 한편 산소 이온(O2-)은 실리콘 기판과 결합하여 공유

결합 (covalent bond)의 치밀한 산화실리콘(SiO2)층을 형

성한다. 접합공정 진행 시 이온의 움직임(mobility)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열을 가해주면 접합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접합 온도는 유리의 용융점보다 낮은 glass-

softening 온도 부근에서 접합을 진행한다. 고온 분위기일

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할수록, 접합 시간이 길수록 접

합력은 강해진다. 이외에 안정적인 접합 조건으로 웨이

퍼의 온도 균일성, 웨이퍼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일성 및

평탄도 등이 있다. Anodic bonding은 중간재(interlayer)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접합하기 때문에 기판 재료들의 CTE

차이에 의해 큰 휨 및 열응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따라

서 유리 기판의 경우 CTE가 실리콘과 흡사한 Corning

#7740 (Pyrex) 유리가 개발되어 있다. 물론 기판은 금속,

실리콘, 폴리실리콘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odic

bonding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 외에도 접합력

이 매우 크고, 투명한 기판의 사용이 가능하여 광소자 패

키징에 유리하고, 진공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anodic bonding에서 borosilicate 유리를 사

용할 경우 약 400oC의 접합 온도가 필요하다. 400oC의 온

도는 대부분의 MEMS 소자 공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뢰성과 다른 공정과의 호환성 측면에

서 그 이하의 온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anodic

bonding 공정의 온도를 낮추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리튬(Li)이 포함된 유리를 사

용하는 것으로 가령 Asahi Glass사의 SW-YY 유리가 있

다. Li가 포함된 유리를 사용할 경우 온도를 260oC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

판 표면을 Ar, N2, O2 등의 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친수성

을 높임으로서 접합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재 온도

를 200~300oC 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14) 한편 anodic bonding은 고전압 및 비교적 높은 온도

에서 접합이 되어 고전압으로 인한 소자의 파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nodic bonding은 부분적으로

CMOS-compatible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집적

화된 압력 센서에 사용이 되었다. 가령 metal–oxide–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MOSFET)는 anodic

bonding에 의하여 손상이 되지는 않는다.15) 왜냐하면 게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anodic bo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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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와 전극이 pn junction을 통하여 기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shielding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MOS capacitor는 전압이 800 V가 되었을 때 손상이 발

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6) 한편 접합 공정 중에 borosilicate

유리에서 석출되는 Na 이온은 CMOS 공정에 큰 이슈가

되는 오염원이다.17) 그러나 소자 자체에 대해서는 pn

junction은 주로 back-end-of-line (BEOL) 막과 보호막

(passivation layer)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다. 

3.3. Glass frit bonding 기술

Glass frit bonding 기술은 납 성분을 주로 가지는 유리

가루를 바인더와 혼합하여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것을 스

크린 프린팅, 토출(extrusion)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합

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고 약 450oC 정도의 온도에서 접

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hermetic 밀봉을 필요로 하

는 다양한 MEMS 소자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glass frit을 상판(cap wafer)에 스크린 프린팅한 후, 어닐

링 공정을 진행 한다. 그 후 glass frit의 softening 온도(대

략 350~450oC) 까지 가열하여 상판과 하판을 접합하게

된다. Glass frit bonding은 주로 MEMS 가속도 센서 패키

지에 사용되었으며, 그 사례의 하나가 Fig. 5의 Bosch

CMB381 가속도 센서이다. Glass frit bonding 공정은 약

120oC의 온도에서 기판들의 유기물질들을 모두 제거한

후, 약 340oC의 glazing 공정을 통하여 glass frit에 있는 유

기물들을 모두 제거한다. 그 후 약 440oC의 온도에서 glass

frit을 용융시킨다. 마지막으로 450oC에서 상판과 하판을

정렬한 후 접합이 최종적으로 진행된다. Glass frit bonding

은 다양한 기판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판 재료들 간의 열

팽창에 의한 신뢰성 문제도 비교적 적다. 또한 매우 우수

한 접합력과 접합부 표면이 거칠어도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스크린 프린팅 공정의

한계로 인하여 패키지 접합부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한계

가 있다. 즉 일반적인 스크린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접합

부의 폭의 한계는 대략 150 µm이다. 최근 MEMS 소자의

초소형화가 진행되면서 접합부의 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

다. 따라서 향후 glass frit bonding의 사용은 줄어들 전망

이다. 한편 glass frit에 있는 납 성분이 향후 유렵이나 일

본 등의 규제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스크린 프린팅 시에 접합부 밖으로 glass frit들이 밖으

로 나올 수 있는 등 비교적 지저분한 공정으로 반도체 공

정 라인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4. Eutectic bonding 기술

Eutectic bonding 기술은 낮은 융점의 금속 박막을 사용

하여 웨이퍼 또는 칩들을 저온에서 접합시키는 기술이다.

가령 주석(Sn)과 납(Pb)의 용융점은 각각 231.9oC, 327.4oC

이지만, 이 2 개의 재료들을 접합하는 온도, 즉 공정접합

(eutectic bonding) 온도는 183oC로 낮아지게 된다. Eutectic

bonding은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을 형성

하면서 접합이 이루어지며 Cu/Sn, Au/Sn, Au/Si 및 Sn/Pb

등의 재료가 접합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1은

eutectic bonding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그 재료들의 공정

접합 온도 및 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Eutectic bonding

은 접합 표면의 상태에 비교적 영향이 적으며, 접합 강도

가 우수하고, 진공 패키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접합 공정에서의 온도 및 압력 분포에 매우 민감하여, 접

합 시에 균일한 온도 및 압력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glass-frit bonding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

다. 그러나 공정접합의 온도는 사용되는 금속의 용융점

보다 낮기 때문에 최근에 저온 접합 기술로서 MEMS 패

키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접합 박막의 두께가 얇

고, 접합부 폭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glass-frit bonding 대신 최

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Song 등 18)은 Au-Sn eutectic bonding 기술을 사용하여

Fig. 6과 같이 RF MEMS 패키지를 제작하였으며, 이때 접

합부의 폭은 70 µm, 패키지의 크기는 1 × 1 mm2이었다. 접

합 시 박막의 조성은 Au 80 wt%, Sn 20 wt% 이었다. 공

정 접합온도는 약 280oC이였으며, 접합부의 전단 강도는

75 MPa로 충분한 접합 전단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최

Fig. 5. Top view of the Bosch acceleration sensor CMB381. Chip

size is 2.0 × 1.3 mm2.

Table 1. Various eutectic materials and eutectic bonding composition

and temperature.

Eutectic 

Type

Eutectic

Composition

Eutectic Temp/

Melting Temp.

Au-ln 0.6/99.4 wt% 156oC

Cu-Sn 5/95 wt% 231oC

Au-Sn 80/20 wt% 280oC

Au-Ge 28/72 wt% 361oC

Au-Si 97.1/2.9 wt% 363oC

Al-Ge 49/51 wt% ~4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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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MEMS와 ASIC 칩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고자 하

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반도체 공정에 호환성이 있으며,

표준 CMOS 청정실 환경에서 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

는 공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Al-Ge

(aluminum-germanium) eutectic bonding 기술이 관심을 받

고 있는데 Al-Ge bonding 기술의 장점은 Al, Ge 물질의

CMOS 호환성 및 두 기판 사이에 전기적 통로(electrical

path)로 사용될 수 있고, 쉽게 패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Fig. 7은 Al-Ge eutectic bonding된 접합부의 단면을 보

여주고 있다.19) Al과 Ge의 조성비는 49:51 wt%이며

eutectic bonding 온도는 약 420oC 이였다. Al과 Ge 박막

에 존재하는 오염 및 알루미늄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

여 HF BOE 용액을 사용하였다. 접합 공정 시에 최대

40 kN의 압력이 필요하였다.

Fig. 8은 Al-Ge eutectic bonding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된 Bosch 사의 3축 자이로스코프이다. 칩의 크기는

2.6 × 2.0 mm2 이며 접합부의 폭은 130 µm 이다. 최근에

접합부의 폭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Fig. 9는 Bosch사의

combo 가속도 센서이며, Al-Ge 접합부의 폭은 70 µm 이

다. Eutectic bonding은 저온 본딩이 가능해 칩 및 센서의

안전성이 우수하며, 특히 이종 기판 간의 접합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종 기판 접합의 경우, 기

판 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기판의 휨 현상이 매

우 크다. 따라서 이종 기판의 접합의 경우 저온 eutectic

bonding이 많은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5. Metal diffusion bonding 기술

Metal diffusion bonding 기술은 thermo-compression

bonding이라고도 하며, 금속 박막 표면을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금속 원자들의 확산(diffusion)에 의해서 접합하는

기술이다. 본딩 재료로 여러 가지 금속이 사용될 수 있으

며, 주로 Au-Au 20), Cu-Cu 21) or Al-Al 22) 등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2에 각 접합 재료의 접합온도 및 물성이 나타

나있다. Metal diffusion bonding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접합

시 발생하는 금속 산화막이며, 발생된 산화막이 접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화막의 방지 혹은 제거하는 기술이 필

요하다. 특히 Al-Al bonding의 경우 알루미늄 산화막이

매우 hard 하기 때문에, 저온과 저 압력의 접합 공정으로

는 알루미늄 산화막을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다. Au-Au

bonding은 전술한 3개의 접합 재료들 중에서 접합온도가

Fig. 6. RF MEMS package using Au-Sn eutectic bonding technology.
18)

Fig. 7. Cross-section SEM image of the bonded interface section

with void-free eutectic Al-Ge alloy at the bond interface.19)

Fig. 8. Top view of the Bosch consumer gyroscope sensor CMG130.

Fig. 9. BMA 355 combo sensor manufactured by Bosch using Al-

Ge eutectic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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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oC로 가장 낮은 접합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Au-Au

bonding은 Au 박막이 증착된 기판 표면을 충분히 밀착시

키고, 기판에 전달된 고온의 열에너지에 의해 확산된 Au

입자들이 표면에서 결합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초기에 증착된 Au 박막의 표면 거칠기가

중요하며, 큰 힘의 압력을 인가하여 표면의 morphology

를 극복하여 충분한 밀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또한 Au 원자들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적

합한 열에너지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Au-Au bonding

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Al-Al Cu-Cu bonding 등의 다

른 금속 bonding과는 달리 산화가 적게 발생하여 산화막

제거를 위한 표면 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Au는 가격이 비싸고, 표준 CMOS 청정실 환경에서

오염문제로 인하여 사용을 꺼리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근 Cetintepe 등 23)은 Au-Au

thermocompression bonding 기술을 사용하여 RF MEMS

switch를 개발하였다. Fig. 10은 Au-Au bonding을 이용한

MEMS 패키지의 개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Cu-Cu bonding은 비교적 가격이 낮고, 매우 우수한 전

기적 전도성과 기계적인 안정성 및 구리 산화막이 wet

etching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u는 표

면에 두꺼운 Cu 산화막이 존재한다. 따라서 접합을 위해

서는 Cu 산화막 아래에 있는 Cu 원자가 Cu 산화막을 뚫

고 다른 Cu 층으로 확산이 되어야하는데, 실제 Cu 산화

막은 400oC이하의 온도에서는 충분한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 받지 못함으로 추가적인 전·후 공정 처리 없이는 완

벽한 접합을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Cu-Cu

bonding의 경우 먼저 Cu 표면의 산화물 및 오염물질을 제

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기판 또는 칩을 정렬하

고 300~400oC로 가열한 상태에서 2~4 kN의 압력을 가해

접합을 한다. 이때 진공 또는 가스 분위기에서 접합을 하

며 가스 분위기는 불활성 또는 환원 가스 분위기를 사용

한다. 접합 후 일반적으로 400oC 내외에서 열처리를 시

행하여 접합 강도를 향상 시킨다. MEMS 혹은 ASIC 칩

의 안전성 및 손상 방지를 위해서는 300oC 이하의 공정

온도가 필요하고, Cu-Cu bonding 전·후의 추가적인 공정

처리를 통해 접합 온도를 낮추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Tan 등 24)은 alkane-thiol의 self-assembled monolayer

(SAM) 표면처리를 이용하여 접합 온도를 250oC까지 저

하시켰으며, Fig. 11은 Cu-Cu bonding 접합부의 전자현미

경 단면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최근 MEMS 패키징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

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MEMS 센서가 많이 활용

이 되면서 모바일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MEMS 패키징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MEMS 소자

의 저가격화 및 초소형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

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가령 300 mm 웨이퍼의 사

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300 mm 웨이퍼의 사용이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있지만, MEMS와

ASIC 칩이 통합되고, 가격 저하의 장점이 있다. 특히

300 mm 웨이퍼 공정이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MEMS 관련 대기업이 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으로 가스

센서, 화학 센서, 온습도 센서 등 환경 센서의 확대 가능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EMS bonding 기술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센서의 크기가 가능한 작

아야 되기 때문에 접합부의 폭이 큰 glass frit bonding 기

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반도체 공정과의 호환성

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t metal diffusion bonding technologies.

Material Al-Al Au-Au Cu-Cu

Temperature(oC) 450 ~300 250/300

Resistivity(µΩcm) 2.67 2.20 1.69

Melting Point(oC) 660.4 1064.4 1083

CTE (× 10-6/K) 23.5 14.1 17.0

Thermal Conductivity(W/mK) 237 318 401

Fig. 10. SEM cross-sectional view of Au-Au thermocompression

bonding.23)

Fig. 11. Formation of surface oxide presents a barrier for grain

growth across the bonding interfac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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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게 되면서 throughput 및 반도체 공정과의 호환

이 가능한 패키지로 변경되어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주

로 금속을 이용한 eutectic bonding이나 저온 접합으로서

plasma bonding 기술 혹은 반도체와의 호환성이 큰 Al-Ge

thermocompression bonding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특히

밀봉 특성이 좋고, 접합 온도가 낮은 저온 접합 공정의 필

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향후 MEMS 소자의 성공의 핵심

요소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통하여 고성능 및 저가격

을 추구하고, 새로운 센서 분야로의 개척이 필요하다. 특

히 웨어러블 및 IoT 기술의 핵심은 센서이며, 이러한

MEMS 센서의 성능, 가격,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MEMS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는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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