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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마이크로 기둥 구조물 위에 인듐 범프 배열을 형성하는 공정을 제안한다. Benzocyclobutene (BCB) 평탄화와

etch-back 공정을 통하여 매우 협소한 마이크로 기둥 위에 인듐 범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단파장 적외선을 감지용 320×256 포맷의 하이브리드 카메라 센서 제조에 대한 자세한 공정 과정을 소개한다. 다

양한 공정을 거친 BCB 필름의 shear strength는 quartz crystal microbalance 방법으로 측정하여 추출하였다. BCB 필름

의 shear strength는 인듐 범프보다 103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작된 SWIR 카메라 센서로부터 측정된 암전류의

분포는 제안한 인듐 범프 형성 공정이 매우 민감한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구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A formation process of indium bump arrays on micro-pillar structures is proposed. The space to form indium

bump on the narrow structures can be secured applying the benzocyclobutene (BCB) planarization and its etch-back

process. We exhibit a detailed overview of the process steps involved in the fabrication of 320×256 hybrid camera sensor

for short-wavelength infrared (SWIR) detection. The shear strength of the BCB, which has undergone the different

processes, is extracted by quartz crystal microbalance measurement. The shear strength of the BCB is three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that of the indium bump itself. The measured dark current distribution of the fabricated SWIR

camera sensor indicates the suggested process of indium bumps can be useful for embodying highly sensitive infared

camera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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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듐 범프(Indium bump) 기술은 다양한 성능의 칩들을

주 회로기판에 직접 연결하는 접합 방식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1-6) 플립 칩 혼성화(Flip-chip hybridization)를 통

하여 효율적인 비용으로 microelectronics 및 photonics 분

야 등에 다 기능의 플랫폼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특

히 하이브리드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초

점면 배열(Focal plane array, FPA) 검출소자와 판독 집적

회로(Read-out integrated circuit, ROIC) 간의 인터커넥트

(Interconnect)로써 인듐 범프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 인

듐 범프의 극저온 안정성, 열 및 전기 전도성, 자체 접착

특성 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1-3) 또한 인듐 범프는

화합물 반도체로 이루어진 FPA 검출소자와 실리콘 기반

ROIC의 연결에 있어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 때문에 발생

하는 응력을 줄여준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적외선 센서

제작에 필요한 인듐 범프의 직경은 5~30 m 범위인데,

이러한 짧은 연결은 작은 인덕턴스를 제공하여 높은 주

파수에서 작동하는 센서에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적외선 FPA 센서 기술은 더 높은 해상도를 갖는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작은 픽

셀 피치를 갖는 구조가 필요하고 각 픽셀의 양자효율과

응답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자의 볼륨이 작아지는

기술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7,8) 센서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직형 나노와이어 또는 수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픽셀을 제작하게 된다면 픽셀 전극 위에 인

듐 범프를 형성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되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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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C 칩과의 인터커넥트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매

우 작은 볼륨의 고감도 FPA 소자를 검출부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신

뢰성, 재현성, 균질성을 갖는 새로운 인듐 범프 배열 제

조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nGaAs/InP 이종접합 포토트랜지스터

에피탁시(Epitaxy) 샘플을 이용하여 5 m 지름의 기둥 구

조를 갖는 FPA 픽셀들을 제작한 후, Benzocyclobutene

(BCB) 평탄화 공정을 통하여 픽셀 전극 위에 10 m 이

상의 지름을 갖는 인듐 범프를 형성하는 공정을 제안한

다. ROIC 칩과 플립 칩 본딩을 통하여 1~3 m 파장에 해

당되는 단파장 적외선 (Short-wavelength infrared, SWIR)

을 감지하는 320×256 하이브리드 센서의 readout 전류 분

포를 확인함으로써 인터커넥트의 효율성을 확인해본다.

2. 실험방법

2.1 마이크로 기둥 구조의 픽셀

3 inch 포토트랜지스터 에피탁시 웨이퍼9)에서 1.0×1.5

cm2 면적으로 자르고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이용

하여 ultrasonic 세척을 진행한다. 포토리소그라피를 통하

여 320×256 형태의 5 m 지름을 갖는 원형의 전극패턴

을 현상한 후, e-beam evaporator를 통하여 Ti/Pt/Au (20/30/

150 nm) 다층금속막을 전극으로서 증착한다. 금속전극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InGaAs capping, InP emitter,

InGaAsP grading, InGaAs base 층 등을 acid 기반의 습

식식각 공정으로 제거한다. Fig. 1(a)는 약 5 m 지름의

기둥 구조를 갖는 한 픽셀 소자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다. 마지

막으로 InGaAs collector 층은 빛의 흡수층으로서, 28×28

m2 면적을 갖는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패터닝한 후

습식식각 공정을 진행하면 정사각형태의 mesa 구조를

얻을 수 있다. Fig. 1(b)의 SEM 사진은 완성된 포토트

랜지스터 타입의 320×256 FPA 검출소자의 일부분을 보

여준다.

2.2 BCB 평탄화와 etch-back 

FPA 검출소자의 평탄화 공정에는 B-staged BCB 단량

체 (CYCLOTENE™ 3000)를 적용한다.10) BCB는 30초 동

안 5000 rpm 속력으로 스핀코팅 후 250oC 온도의 질소환

경으로 조작된 오븐에서 3 시간 동안 curing한다. Fig. 2(a)

는 BCB curing 후의 마이크로 기둥 구조를 갖는 픽셀들

의 SEM 단면도이다. 평탄화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까이 배치된 기둥 구조의 측면을 관찰하였는데 그림에

서 보듯이 완벽한 평탄화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픽셀의 금속 전극을 드러내기 위하여 etch-

back 공정을 진행한다. Reactive ion etching (RIE) 장비를

이용하여 CF6/O2 chemistry (10/50 SCCM), RF power 100

W, 6 분 동안 BCB를 식각하게 되면 Fig. 2(b)의 SEM 사

진과 같이 픽셀의 전극 부분이 노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2.3 Under bump metallization (UBM)

UBM 공정은 인듐 범프와 전극패드 사이의 우수한 전

기적 연결을 제공함과 동시에 범프와의 높은 접착력을 유

도한다.11-13) 또한 FPA 검출소자 또는 ROIC 픽셀소자로

인듐 범프로부터의 원치 않는 확산을 제한하는 장벽기능

도 한다. 따라서 UBM은 플립 칩 패키지의 신뢰성을 위

한 필수적인 공정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FPA와 ROIC

각 각의 샘플에 대표적인 UBM 조합으로서 Ti/Ni/Au (20/

30/100 nm) 다층금속막을 e-beam evaporator로 증착한다.

Fig. 2(c)는 FPA 픽셀 전극위로 UBM이 증착된 현미경 사

진을 보여준다. 

2.4 인듐 전기도금 (Electroplating)

인듐 범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FPA 검출소자 칩과

ROIC 칩 각각의 픽셀들 위에 인듐을 쌓는 공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도금 방법을 이용하여 인듐을

성장한다.13-15) 첫 단계는 인듐 성장을 위한 seed층으로

서, sputter 장비를 활용하여 각 샘플의 전면에 70 nm 두

께의 Au 층을 코팅한다. 다음에는 AZ 9260 포토레지스

트를 코팅하고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하여 전극패드

위치를 정확히 정렬된 10 m 지름의 원모양으로 오픈하

Fig. 1. The SEM images of (a) the 5-m-diameter micro-pillar structure and (b) a part of the fabricated 320×256 FPA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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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듐의 선택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전기도금의 전

해질 용액으로 indium sulfamate plating bath (Indium

Coporation©)를 사용하고 anode에는 4N 순도의 얇은 바

형태를 띠는 인듐 금속을 연결하고 cathod에는 패터닝된

샘플을 연결한다. 5 V의 전압을 인가하고 2분 동안 인듐

을 성장한다. 성장이 끝난 후 포토레지스트와 Au seed 층

은 각각 아세톤과 시안화 칼륨 용액에 의하여 제거된다.

Fig. 3(a)는 FPA 시료 위에 선택적 성장된 인듐 기둥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기둥의 높이는 포토레지스트 높

이와 유사한 10 m 이며 인듐이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

높이를 넘는 과도한 overflow 현상없이 최적화된 조건에

서 성장됨을 확인하였다.

2.5 Reflow와 플립 칩 본딩

인듐 기둥 구조를 반구형 모양의 범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reflow 공정을 진행한다. 737NVF (Qualitek®) flux

oil 용액에 165oC 환경에서 약 3.5분 동안 시료들을 담가

두면 인듐 산화층이 flux에 의해 제거되고 반구형의 인

듐 범프가 형성된다. Fig. 3(b)와 (c)는 FPA 검출소자 시

료와 ROIC 시료 각각에 형성된 인듐 범프의 SEM 사진

을 보여준다. 인듐 범프의 높이와 지름 모두 약 10 m로

측정되었다. 형성된 범프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표면

에 인듐 산화층이 재생되며, 이는 인터커넥트의 안정성

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듐 범프를 형성한 시료들

은 즉시 플립 칩 본딩 과정을 진행한다. 본딩 장비의

bottom holder와 top holder에 각각 FPA 검출소자와 ROIC

시료를 진공에 의하여 고정한다. 각 holder 사이에 두 시

Fig. 3. The SEM images of (a) the indium columns grown by the

electroplating and the formed indium bump arrays on (b)

the FPA detector pixels and (c) the ROIC pixels after the

reflow process. 

Fig. 2. The SEM images of (a) the cross-sectional pixels after the

BCB coating and curing and (b) the exposed pixel

electrode after the etch-back process. (c) The microscopic

image of the FPA detectors after the U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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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표면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CCD가 결합된 현

미경이 있으며, CCD로부터 송출되는 두 시료의 표면은

분할된 화면을 통하여 동시에 관찰되면서 시료들의 align

key 패턴을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다. 정렬이 완료되면

현미경이 제거되고 두 시료가 접합되는 순간 20 Kgf의

bonding strength로 가해지며 180oC 온도에서 두 시간 동

안 annealing을 한 후 상온으로의 자연냉각을 진행한다.

플립 칩 본딩이 종료되면 SWIR 검출용 320×256 하이브

리드 카메라 센서가 완성된다.

3. 결과 및 고찰

인듐 범프 인터커넥트의 기계적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 shear strength를 확인하였다. 전기도금 방법으로 성장

한 인듐 범프의 shear strength는 reflow 공정 횟수에 따라

의존적이지만 대략적으로 10~11 MPa 범위에 존재한다

.12) FPA 검출소자 시료 경우에 인듐 범프는 BCB 위에

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BCB 자체의 shear strength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포토트랜지스터 에피탁시 시료 위에

BCB를 스핀 코팅한 후 FPA 검출소자 제작 조건과 동

일하게 curing과 etch-back 공정을 실시한다.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측정법을16,17) 이용하여 BCB

의 shear strength를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1, 3, 10 시

간 동안 curing한 각 각의 샘플들의 shear strength의 변화

는 거의 없었고 etch-back 공정 또한 BCB의 기계적 특성

에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측정한 BCB

의 shear strength는 인듐 범프보다 약 103배 높기 때문에

BCB 층으로 인하여 연결된 두 칩이 분리될 확률이 더 낮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는 3시간 curing과 etch-back

공정을 겪은 BCB 필름의 시간에 따른 density-shear

modulus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500분 후에 1.54×109 Pa·g/

cm3 수치에 포화되고 이 후에도 일정한 modulus 값이 보

임을 관찰하면서 BCB 필름의 기계적 견고함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제작한 SWIR 카메라 센서의 286 frames 조건

에서 측정한 평균 암전류(Dark current) 분포를 보여준

다. 측정 온도 240 K와 6 V의 인가전압 시 측정된 평균

암전류는 7.80×10-10 A이다. 카메라 센서를 제작하기 위

한 모든 공정의 미성숙성으로 인해 그림에서 보듯이

100×100 이상의 픽셀들만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최적화된 공정조건을 확보하게 되면 인듐

범프 보다 작은 크기의 어떤 검출소자도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제조법을 통하여 매우 감도 높은 하이브리드 센서

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Submicron에서 수 micron 크기의 픽셀 위에 인터커넥

트를 위한 인듐 범프 형성이 가능한 제조 방법을 제안하

Table 1. The measur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CB film cured during the different time at 250oC.

Sample #
Curing time

(hr)
Etch-back

Areal mass

(g/m2)

Density-shear moduls

(Pa·g/cm3)

Shear strength

(GPa)

1 1 No 5.08 1.61×109 1.68

2 3 Yes 5.75 1.54×109 1.61

3 10 Yes 5.73 1.62×109 1.69

Fig. 4. The measured density-shear modulus over time for the

BCB film undergone by the 3 hours curing and the etch-

back.

Fig. 5. The dark current distribution of the whole pixels for the

SWIR 320×256 camera sensor measured at 286 Hz of the

frame rate, 240 K of the temperature, and 6 V of the

operating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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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BCB 평탄화와 etch-back 공정을 통하여 수 십

micron의 지름을 갖는 인듐 기둥을 픽셀 위에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Curing과 plasma 공정을 겪은

BCB의 shear strength는 인듐 범프 자체보다 103 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패키징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제시한

공정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된 SWIR 검출용 320×256 하

이브리드 카메라 센서의 암전류 분포를 측정하였다. 공

정의 성숙도를 향상시키게 되면 매우 감도 높은 하이브

리드 적외선 카메라 센서 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다른 응용 분야로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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