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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 빔을 이용한 MEMS 소자 패키징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MEMS 기술에서의 패키징은 기기를 배치하고 다른 외부환경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브래그 픽에서 최대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이

용하여 MEMS 소자 패키징에 사용되는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하여 신뢰성과 소형

화에 유리한 MEMS 패키징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MEMS 패키징은 MEMS 기술로 제작된 소자 및 부품을 상용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MEMS 패키징은 공정치수나 구성 요소가 마이크로 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정 및 성능 평가 인자 등이 기존의 IC(Integrated Circuit) 

기술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 또한 표준화된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진

공 패키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MEMS 패키징의 신뢰성은 MEMS 소자

의 장기 신뢰성 및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MEMS 패키징 기술 개발이나 마이크로 용접 

방법 개발은 국내⋅외에서 연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성자빔이 물질에 

조사 될 때 그 에너지를 표면이 아닌 벌크 역 즉, 브래그 픽의 위치에서 최대로 전달된

다는 고유특성을 이용하여 MEMS 소자의 장기 신뢰성과 소형화에 유리한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MEMS 소자 패키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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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yrex glass와 Si wafer 접합 및 접합 특성 분석 

  - Pyrex/Si wafer 접합 메커니즘 규명

  - Pyrex/Si wafer 접합 최적조건 산출

  ■ 비파괴 마이크로 접합 방법 개발

  - 다양한 재료에 양성자 빔을 에너지 대역별로 조사하여 접합 특성 확보 및 특성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MEMS 패키징의 wafer-bonding 방법 개발을 위해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본딩 온도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양성자 빔의 에너지 보다 양성자 빔의 전

류를 증가시켜 접합면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Pyrex glass와 Si wafer의 이종접합 실험을 통해 pyrex glass의 두께가 1 mm일 경우, 

13 MeV-10 ㎂, pyrex glass의 두께가 0.5 mm인 경우 8 MeV-20 ㎂인 양성자 빔에서 성

공적인 접합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으며 전자빔 용접으로 접합된 pyrex/Si wafer와 접합 

특성을 비교하 다. 

  - 양성자 빔을 이용한 wafer-bonding 기술의 응용 가능성 확인 및 관련 데이터 확보

  - 양성자 빔을 이용한 local heating 기술 확보 및 이를 이용한 기술 특허 출원

  - 양성자 빔 조사 시간에 따른 계면온도 변화에 관한 연구논문 1편 국제학술지 게재

  - 연구관련 학술발표 4회(국내 : 2, 국외 : 2)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결과로 개발된 waffer-bonding 기술은 MEMS 소자의 패키징 기술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접합 후 비드나 크랙 등이 적고 공정이 단순하여 비파괴 마이크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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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양성자빔의 spot size를 나노크기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Nano 수준의 미세 구조물의 제조 및 패키징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MEMS 패키징 기술

  - 비파괴 마이크로 용접 기술

  - Ⅲ-nitride 박막의 lift-off 기술

  - SOI, GOI 웨이퍼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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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Wafer-bonding techniques are key issu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devices. The anodic bonding method and the  wafer 
direct-bonding method are well-known major techniques for  wafer bonding. Due to the anodic 
bonding method includes high voltage processes above 1.5 kV, the MEMS devices can be 
damaged during the bonding process or malfunctioned while long-term oper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the  wafer direct-bonding method includes a high temperature processes above 
1000 ℃, temperature-sensitive materials and integrated circuits will be damaged or degraded 
during the bonding processes. Therefore, high-temperature bonding processes are not applicable 
for fabricating  or packaging devices where temperature-sensitive materials exist. During the 
past few years, much effort has been undertaken to find a reliable bonding process that can 
be conducted at a low temperature. Unfortunately, these new bonding processes depend highly 
on the bonding material, surface treatment and surface flatness.
  In this research, a new packaging method using proton beam irradiation is proposed. While 
the energy loss caused in an irradiated material by X-rays or electron beams decreases with 
the surface distance, the energy loss caused by proton beams has a maximum value at the 
Bragg peak. Thus, the localized energy produced at the Bragg peak of the proton beams can 
be used to bond pyrex glass on a silicon wafer, so the MEMS damage is expected to be 
minimized. The localized heating caused by as well as the penetration depth, or the proton 
beam has been investigated.
  The energy absorbed in a stack of pyrex glass/silicon wafers due to proton-beam irradiation 
was numerically calculated for various proton energies by using the SRIM program. The 
energy loss was shown to be sufficiently localiz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pyrex glass 
and the silicon wafer.
  Proton beam irradiation was performed in the common environment of room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using 8, 13 MeV of proton beam energy, current ranging from 1 ㎂ 
to 20 ㎂. which proton beam energy is transported to maximum in bonding interface when 
thickness of pyrex glass is 0.5, 1 mm. The size of Si wafer and the pyrex glass were 1 cm 
x 1 cm respectively. Thickness were 650 ㎛-(Si) and 1 mm-(Pyrex). In our experiments, pyrex 
glass to Si wafer bonding are successfully achieved without extra heating or electr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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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은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브래그 픽에서 최대 에너지를 전달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MEMS 소자 패키징에 사용되는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하여 

신뢰성과 소형화에 유리한 MEMS 패키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는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어 반도체에서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을 통한 불순물 주입(doping), 기계 분야에서는 양성자 표면처

리에 의한 기계강도 향상, 광소자에서의 기판(substrate) 절단 또는 표면연마(surface 

polishing) 기술, 군사용으로는 폭약 감지시스템, 의학용으로는 양전자방출단층촬 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그리고 표면 원자 또는 분자구조를 변형시키는 나

노가공기술 등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연구 중에 있다.

  본 과제는 양성자 가속기의 또 다른 응용분야로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패키징에 사용되는 웨이퍼 본딩 기술과 마이

크로 용접기술에 적용하고자 한다.

  MEMS 패키징은 MEMS 기술로 제작된 소자 및 부품을 상용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MEMS 패키징에 소요되는 가격은 MEMS 소자 가격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MS 패키징은 기존의 반도체 패키징이나 IC

의 패키징과는 다르다. 즉 MEMS 소자의 경우 다이싱 공정이나 와이어 본딩 공정 중에 

구동하는 MEMS 기계 구조물이 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또한 표준화된 반도체 패키징에

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진공 패키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MEMS 패키

징의 신뢰성은 MEMS 소자의 장기 신뢰성 및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

한다.

  현재 MEMS 패키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직접 접합(SDB:Si-wafer Direct Bonding) 

기술은 웨이퍼 표면을 10 Å 이하의 거칠기를 갖도록 표면 전처리를 실시한 후 실온에서 

수소 결합이나, 반데르발스 결합을 유도한 후, 1000 ℃ 이상의 고온 열처리 공정을 수행

하여 완전한 본딩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MEMS 소자의 금속전극들이 고온 열처리 공

정에 의해 열화 되는 현상들을 초래하며, 양극접합(Anodic Bonding) 기술은 1500 V 이상

의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MEMS 소자들의 전기적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기판에 



- 2 -

대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브래그 픽에서 최대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이용하

여 MEMS 소자의 장기 신뢰성과 소형화에 유리한  wafer-bonding 기술이 필요하다. 

   전자빔이나 X-ray는 물질에 조사될 때 조사되는 물질의 표면에서 최대 에너지를 전달

하고 bulk 역에서 exponential 하게 감소하지만 양성자 빔의 경우 최대 전달 깊이에 생

기는 브래그 픽에서 최대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양

성자 빔의 특성은 본 과제의 중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그림 2는 본 과제에서 개발

한 양성자 빔을 이용한 MEMS 패키징 공정의 개념도이다.  

  이제까지 가장 정 한 용접기술로 알려진 전자빔 용접(electron beam welding)의 경우 

용접 특성이 뛰어난 반면, 다층 구조를 갖는 이종물질의 용접 시 표면 bead를 제거하기 

위해 연마를 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를 이용한 용접의 경우 에너지

가 bulk 역에서 최대를 이루므로, 용접 시 표면에 bead가 생기는 문제점이 없다. 따라

서, 표면 연마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균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3

은 전자빔에 의한 용접과 양성자 빔을 이용한 용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Depth dose deposit of various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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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양성자 빔을 이용한 MEMS 패키징 공정의 개념도

(1) 모재 A 용접 :

(2) 1차 Polishing :

(3) 모재 B 용접 :

(4) 2차 Polishing :

모재 A

모재 B

Welding bead

Welding plane

Welding plane

(1) 모재 A 용접 :

(2) 1차 Polishing :

(3) 모재 B 용접 :

(4) 2차 Polishing :

모재 A

모재 B

Welding bead

Welding plane

Welding plane

그림 3. 전자빔 용접과 양성자 빔 용접의 비교

(이종물질의 단면 접합 용접)

 



- 4 -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MEMS 패키징 기술과 이를 활용한 비파괴 마이크로 접합 기

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문헌조사를 통한 양성자 조사량 및 조사조건 결정

- 용접과 본딩을 위한 pyrex, Si 웨이퍼 등의 조사용 시료 확보

- 국내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양성자 조사실험 수행

- 양성자 빔 에너지 대역별 침투 depth 측정 및 분석

- Pyrex glass와 Si-wafer 접합 및 접합 특성 분석

- Pyrex/Si-wafer 접합 메커니즘 규명

- Pyrex/Si-wafer 접합 최적조건 산출

- 다양한 재료에 양성자 빔을 에너지 대역별로 조사하여 접합 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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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MEMS의 마이크로 패키징 동향

  기판 접합이 초기부터 응용되어 온 분야는 압력 센서의 패키징이다. 일례로 그림 4에 

KEC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용 MAP(Manifold Absolute Pressure) 센서를 나타내었는데, 

센서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을 유리 기판과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Wafer Level 

Packaging)한 다음에 이를 칩 단위로 절단하여 마운팅한다. 이때 유리 기판은 실리콘센서

와 패키지간의 응력을 완화시키며, 절대압 센서에 있어서 진공 공동(vacuum cavity)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할 경우, 다수의 센서를 동시에 

접합 및 패키징 할 수 있으므로 동작 신뢰성 향상과 함께 제조비용의 대규모 절감이 가

능하다.

그림 4. 실리콘-유리 접합을 이용한 압력 센서의 웨이퍼 수준 패키징 

그림 5. 웨이퍼 수준 패키징된 CMOS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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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 Michigan/Delphi Delco Electronic System(USA)에서 개발중인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회로가 집적화된 압력 센서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는 정전열 접합을 이용하여 웨이퍼 수준 패키징되었으며, 회로가 집적

화된 실리콘 기판과 가공된 유리 기판간의 공간이 기준 압력의 설정과 회로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일례로 Lucas NovaSensor사는 SDB 방법을 적용하여 압력 센서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압력용 공동 형성 → SDB에 의한 기판 접합 → 다이아프램 형성을 위

한 가공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센서는 공동의 깊이를 낮게 하여 소자를 과잉 압력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고, 칩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동의 형성 모양에 의해 다이아프

램의 크기 및 모양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판 접합의 응용도는 매우 다양한데, 3장의 실리콘 기판에 대해 다층 기판 

접합 공정을 사용하여 가속도 센서의 제조와 패키징을 이룬 예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는 구조물의 구동 범위 설정, 과잉 동작의 저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다

층 접합 공정은 센서만이 아니라 잉크젯 프린트 헤드나 생의학적 소자, 

micro-TAS(Total Analysis System) 등을 위한 마이크로 유체 시스템의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일례로 20층의 기판을 접합하여 제조한 마이크로 화학 반응기도 보고된 바 있

다.

  미소 유체제어 시스템(microfluidic system)의 경우,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채널과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펌프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층 기판 접합을 이용한 조립 및 패

키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6. 다층 기판 접합이 적용된 실리콘 가속도 센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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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층 기판 접합이 적용된 미소 유체제어 시스템

  그림 7에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Sweden)에서 연구되고 있는 압전 액츄에이터

를 이용한 마이크로 펌프를 제시했다. 이것은 실리콘 기판을 가공한 다음에 유리 기판 및 

압전체를 접합하여 입출력부와 구동부로 이루어진 펌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Univ. 

Cincinnati(USA)에서 개발된 바이오용 유체 시스템도 함께 제시했는데, 채널 및 펌프의 

제작에 실리콘과 유리 등의 다층 접합이 유용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Sensant사에서 개발 중인 의료 상을 얻기 위한 초음파 센서 어레이로서 

표면형 봉 기술이 적용된 일례이다. 즉,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질화막과 금속 전

극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있고, 이 구조물의 내부는 진공 봉되어 진공 공동(vacuum 

cavity)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가변 용량형 커패시터로서 작용하는데, 초음파

에 대해 기계적인 진동을 함으로써 마치 작은 드럼들을 연상케 한다.

그림 8. 표면형 진공 봉된 초음파 센서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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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자 빔을 이용한 MEMS 소자 패키징 기술 동향

  - 국내․외 에서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용접과 MEMS 패키징 기술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음.

  - 이는 이종접합이나 MEMS 패키징 등 초정 을 요구하는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어 있

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양성자가 재료 속에서 에너지를 잃으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

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이상의 시장확대 문제, 연구 data 확보 등이 해결되면, 소규모 양성자 가속기 시장도 

열릴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기술적 추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웨이퍼 본딩 기술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가속화되어지고 있지만, 양성자빔을 이용한 웨이퍼 본딩 기술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본 과제를 통해 양성자빔을 이용한 웨이퍼 본딩 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술적 진입장벽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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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론적 접근방법

  1. SRIM program을 이용한 최대 에너지 전달 깊이

  여러 가지 세라믹 또는 금속 물질에 대해 양성자 빔을 20 MeV로 조사하 을 때, 에너

지가 최대로 전달되는 침투 깊이를 SRIM program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하 다.

  그림 9와 같이 pyrex의 경우 약 2.3 mm의 최대 에너지 전달 깊이를 갖으며, 알루미늄

은 약 2.1 mm의 침투 깊이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어 bulk 역에서의 용접이 충분히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l2O3 Pyrex H2O Al Cu Fe Ag Au Graphit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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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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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금속, 세라믹에 대한 양성자 침투 깊이

(양성자 에너지 = 20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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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극접합(anodic bonding) 이론

  양극접합은 Si/Pyrex glass 기판에 열과 pyrex glass 쪽에 음(-)극을 그리고 Si에는 

(+)전압을 인가해줌으로서 pyrex glass 내부의 Na2O가 계면에서 Na
+이온으로 다음과 같

이 이온화된다.

                                     Na2O                →             2Na + +  1
2

O2 +  2e                    

                                 Na2O  +   H          →    2Na +  +  OH

  그림 11은 양극접합 시 Si/Pyrex glass 계면특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a)는 전압이 인가된 직후 pyrex glass와 Si의 계면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glass와 air 

gap의 용량 C는 식 (1)로 주어진다.

Cs =  
K 0

Xg

,      C0 =  0

X0
 (1 )

  여기서, K는 glass의 유전상수, ∈0는 진공의 유전율, Xg는 glass의 두께, X0는 

Si/Pyrex glass 사이의 gap이다. 이때 인가전압 Va는 Cg<<C0 이기 때문에 전위차의 대

부분은 glass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pyrex glass와 Si 계면에서는 glass 막 쪽에 움직일 

수 없는 음 전하들만 남아서 두 기판과 몇 ㎛의 air gap 사이에 두고, 그림 11 (b)와 같

은 공간전하 역을 형성하게 된다. 분극 된 층에 걸린 전압 Vp는 Poisson's 방정식에 의

해서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Vp =  
NX 2

p

2K 0

 (2 )

  여기서, Vp는 분극전압, N은 분극된 역의 전하 도, Xp는 분극된 층의 두께이다. 단

위면적당 분극전하 도 N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s =  NXp  (3 )

  이때 이온화된 Na 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하여 Na으로 석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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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e− → Na 

  Na 이온의 이동과 전압인가에 의해 발생한 pyrex glass와 Si 사이의 정전기력은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P =  0
E 2

2
 =  

N 2
s

2 0

 (4 )

  여기서, Ns = ∈0E이고, E는 gap에서의 전기장이다. 따라서 정전기력은 식 (2), (3), (4)

에 의해서 분극전압, 전하 도, 유전상수의 함수로서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VpNK  (5 )

  결과적으로 Si쪽으로 공급된 양전하들과 glass의 공간전하 역의 음전하들 사이의 정

전기력에 의해 Si-O-Si의 원자성 공유결합을 다음과 같이 형성한다.

그림 10. Si-O-Si 원자성 공유결합

  이때 정전기력은 그림 11 (c)에서와 같이 Va ≒ Vp일 때 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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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양극접합 메커니즘

  양극접합에서는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glass가 사용된다. 예를들어 pyrex 

#1729는 높은 strain point와 낮은 알칼리 이온농도 때문에 SOI 소자 응용에 매우 유용하

며, Pilkington's CMZ glass의 스펙트럼 전달 특성은 solar cell covers로 우수하다. 또한 

일반적인 고온처리공정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anneal point의 glass가 요구된다. 아래의 표는 양극접합에 사용되는 다양한 glass의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양극접합에 사용되는 glass의 특성

Oxided Si 1729 glass 7740 glass 7059 glass Quartz

Exp. Coeff. Match to Si Ralative Excellent Good Marginal Poor

Na+ Content Very low Low<0.01% High - 5% Low Very low

Sub. Size 3-6" Dia. Limited Large Large Limited

Max. Process Temperature 1200 ℃ 800 ℃ 500 ℃ 6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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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Pyrex #7740 glass의 화학조성

Component SiO2 B2O3 Na3O Al2O3 K2O Fe2O3 etc

Ratio(%) 80.90 12.70 4.00 2.30 0.04 0.03 0.03

  3. 실리콘 웨이퍼 직접 접합 방법

   

  실리콘 웨이퍼 직접 접합인 SDB는 매우 깨끗하고 평단한 두 표면간에 존재하는 인력

(attractive force)에 의존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표면처리-초기 접촉(접합)-열처리 

과정(surface preparation-contacting-annealing process)을 거쳐 이루어지며, 특히 매우 

평탄하고 균일한 표면(10 Å 이하의 표면 거칠기, 4인치 웨이퍼 기준 5 mm 이하의 bow)

이 요구되며, 아울러 비접촉 역(non-contacted area, void)을 제거하기 위해 class #10 

규모의 청정 환경이 필요하다. 접합 메커니즘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SDB의 메커니즘은 온도 역별로 그림 12에 보인 바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2. 온도에 따른 SDB 메커니즘 

  먼저, 상온에서 300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는 기판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 수소, OH 

기, H2O 분자들을 가교(bridge)로 하여 두 기판 간에 수소결합(hydrogen bonding, Van 

der Waals bonding)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초기 접합이 발생한다. 이때의 결합 구조는 

<Si-(O, H, OH, H2O)-(O, H, OH, H2O)-Si>이다.

  다음으로, 300 ℃∼700 ℃의 범위에서는 탈수화 반응에 의해 H2O 분자들이 결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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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탈되어 외부로 확산되고 주로 OH 기들에 의한 수소 결합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

리콘 기판의 탄성적인 변형이 일어나 미접촉 역들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주로 Si-OH-Si로 이루어진 결합 구조를 갖는다.

  700 ℃∼1000 ℃의 범위에서는 H2O분자뿐만 아니라 수소도 결합으로부터 이탈되어 외

부로 활발히 확산되며 따라서 산소 원자들이 접합 계면에 존재하는 결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리콘 기판의 탄성적인 변형이 더욱 활발해져 보다 강한 접합이 형성되어 

Si-O-Si 결합 구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1000 ℃ 이상의 온도에 서는 산소 원자들이 실리콘 내부로 확산되며, 계면

에 실리콘 산화막이 존재 할 경우 산화막의 점성 흐름이 발생하여 잔류한 틈들을 메운다. 

즉, 접합 계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실리콘의 내부 및 외부로의 확산을 통하여 대부분 소

멸되고, 아울러 탄성 변형, 산화막의 점성 흐름 등이 발생하여 완전한 접합을 이루게 함

으로서 Si-Si 결합 구조가 완성된다.

그림 13. SDB의 초기 접합 과정 

  그림 13에 SDB의 초기 접합 과정을 보 는데, 화학적을로 사전 처리한 두장의 실리콘 

기판을 맞닿도록 하고 가장자리에 스페이서를 끼워 넣으면, 초기 접합이 기판의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가장자리로 전파되면서 포획된 공기 층을 밖으로 어

내게 된다. 이렇게 초기 접합된 기판 쌍은 후 열처리를 위해 고온 전기로 내로 이송된다.

  이러한 SDB 공정은 이미 상용화되어 SOI(Silicon-On-Insulator) 기판이나 마이크로 압

력 및 가속도 센서 제조와 패키징 등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완적으로 연구되

고 있는 내용들은 봉된 공동 구조(sealed cavity structure) 형성/진공화 및 응용, 저온 

SDB 공정, 그리고 비실리콘 재료들의 접합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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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적 접근방법

 1. 실험적 접근방법

  파이렉스 유리는 열팽창계수가 실리콘과 비슷하여 wafer-bonding 후에도 접합 경계면

에 존재하는 잔류 응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MEMS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파이렉스 유리의 두께에 따라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브래그 픽이 파이렉스

와 실리콘 웨이퍼 계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양성자 빔의 전류를 웨이퍼 본딩에 필요한 온

도를 갖도록 조절하여 본딩하 다.

 그림 14. 실험방법 순서도 

 

 2. Pyrex/Si wafer-bonding을 위한 최대 에너지 전달 깊이 계산

  MEMS 패키징에 사용되는 pyrex/Si 웨이퍼 본딩 실험을 위해 1 MeV-45 MeV의 양성

자 빔 에너지 대역별 pyrex glass의 최대 에너지 전달 깊이를 SRIM program을 이용하

여 모의 실험한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실험을 위해 준비된 pyrex의 두께가 0.5, 1 

mm 이므로 pyrex/Si wafer의 본딩 계면에 양성자 빔의 최대 에너지 전달 깊이를 맞추려

면 약 8.5, 13 MeV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림 16은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13 MeV일 때 

침투 깊이별 에너지 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자 빔이 조사되는 pyrex glass의 표면에서의 energy loss는 0.75 eV/Å이고, 브래그 

픽에서의 energy loss는 약 3.9 eV/Å 정도로 pyrex glass의 표면에서 보다 브래그 픽의 

위치에서 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은 본 과제에 중

요한 기술적 장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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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에너지 대역별 Bragg peak 위치 

  그림 16. 빔 에너지 13 MeV일 때 에너지 전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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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성자빔 타입 계산

  양성자빔 조사를 위한 시편으로 두께 1 mm, 1cm x 1cm 크기의 빔 조사 면적을 갖는 

pyrex glass 와 Si wafer를 다음과 같이 준비한 후 pyrex glass의 비열과 도를 이용하

여 조사에 필요한 양성자빔의 spec을 계산 하 다.

  ■ Pyrex glass의 비열 : 0.75 J/g℃

  ■ pyrex glass의 도 : 2.23 g/㎤

  ■ Pyrex glass 1x1x0.1 ㎤ 부피의 질량 : 0.0223 g

     - 1 g : 0.223 g = 0.75 J : X

     - X = 0.167 J/unite mass℃

  ■ pyrex glass를 850 ℃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 0.167 x 850 = 142 J

  ■ 12 MeV H
+ 양성자의 에너지

     - 12 x 106 x 1.65 x 10-19 = 1.98 x 10-12 J

  ■ 142 J = 1.98 x 10-12 J x 70 x 10
12 ions/㎠

  ■ 12 MeV, 10
13 ions/㎠, 7 sec                그림 17. Cap 모양의 pyrex sample

  4. Sample preparation

  Pyrex glass는 열팽창계수가 실리콘과 비슷하여 wafer-bonding 후에도 경계면에 존재

하는 잔류 응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MEMS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8은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wafer-bonding 실험을 위해 준비 한 시편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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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에 사용된 pyrex glass와 Si wafer.

  5. 양성자빔에 의한 본딩 온도 측정

  양성자빔의 조사에 따른 본딩 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본딩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최적의 

본딩 조건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본딩 온도 측정을 측정 할 것이다. 다음과 같

은 공정을 통해 빔의 에너지 전달 특성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9. 접합면의 온도 측정 방법

  6. Bragg peak 위치측정 방법

  SRIM(Stopping and Range of Ions in Matter)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브래그 픽의 

위치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MS-20 Tissue와 GaF 필름을 사용하여 검증하여 보

았다. GaF 필름은 양성자 빔이 조사되면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므로 pyrex glass의 뒷면

에 0.2 mm 두께의 GaF 필름을 여러 장 놓고 pyrex glass의 두께에 따라 적절히 조절된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첫 번째 GaF 필름만 파란색으로 변하도록 브래그 

픽의 위치를 조절하 다. 



- 19 -

그림 20. MS-20 tissue를 이용한 브래그 픽 위치측정방법 

  7. 양성자 빔 profile 측정

  조사되는 양성자 빔의 샘플에 대한 조사선량 균일도와 빔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GaF 필름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의 profile을 분석하 다.

  양성자 빔의 exit window에서 60 cm 떨어진 곳에서 5 ㎂의 빔 전류로 60초 조사한 후

의 GaF 필름 사진을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빔의 크기는 지름 16 

cm 이 다. 빔의 크기가 시편의 크기보다 커 빔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므로 시편의 위

치를 빔의 exit window에서 15 cm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여 빔의 크기가 4 cm가 되도록 

조절하 다. GaF 색의 도를 이용하여 vertical beam profile을 gauss 함수를 이용하여 

피팅 한 그래프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 22에서 시편에 대한 조사선량이 균일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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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양성자 빔 exit window에서 60 cm 떨어진 곳에서 

조사된 GaF film 

GaF film

16 cm

GaF film

16 cm

그림 22. Vertical bea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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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양성자 빔 조사방법

  양성자 빔 조사는 원자력 의학원의 MC-50 cyclotron을 이용하 다. 양성자 빔의 에너

지를 30 MeV로 튜닝하여 Al sheet와 air를 degrader로 사용하여 브래그 픽이 접합 계면

에 위치하도록 조절하여 대기중에서 조사하 다. 양성자 빔 조사 조건과 방법에 대학 개

략도와 사진을 그림 23, 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3. 양성자 빔 조사 조건 및 방법 개락도 

Exit 
window

Al

Al = 3.2 mm

Pyrex
glass

Silicon
wafer

Pyrex glass = 0.5 mm
Silicon wafer=0.64 mm

Air = 150 mm

-30 MeV로튜닝
- Al sheet 전에너지: 28.1 MeV
- Al sheets = 3.2 mm (2+1+(0.1*2))

Exit 
window

AlAl

Al = 3.2 mm

Pyrex
glass

Silicon
wafer

Pyrex glass = 0.5 mm
Silicon wafer=0.64 mm

Air = 150 mm

-30 MeV로튜닝
- Al sheet 전에너지: 28.1 MeV
- Al sheets = 3.2 mm (2+1+(0.1*2))

그림 24. 양성자 빔 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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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접합 특성 분석 방법

  본딩 실험 후 본딩 특성에 대한 분석방법은 접합 비파괴 분석방법과 

파괴 분석방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Non-destructive Methods

   - Visual inspection

   - Imaging : IR transmission, ultrasonic, X-ray topography

■ Destructive Methods

   - Cross-sectional analysis using SEM or TEM

   - Defect etching a cross-sectioned sample

   - Bond strength measurement techniques

     ▪Pressure burst test

     ▪Tensile-shear test

     ▪Knife-edge test 

                                                           그림 25. 비파괴 분석방법

그림 26. 접합 파괴 분석 방법

제 3 절 연구내용

  1. 접합 최적 조건 산출을 위한 SRIM 시뮬레이션

  -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pyrex glass에서의 Bragg peak 위치 조사

  - 양성자 빔의 에너지 전달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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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본딩 온도 측정

 

  - pyrex glass 뒷면의 온도 측정을 통한 접합 계면 온도 조사

  - 양성자 빔 조사에 따른 본딩 계면의 온도 측정을 통한 빔 전류 제어

  3.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본딩 실험

  - 샘플 고정 방법에 따른 접합 특성 분석

  - 접합을 위한 최적조건 산출 및 메커니즘 규명

  

  

표 3.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MEMS 소자 패키징

 기술 개발

 - Pyrex glass와 Si-wafer 접합 및 접합 특성 분석

 - Pyrex/Si-wafer 접합 메커니즘 규명

 - Pyrex/Si-wafer 접합 최적 조건 산출

2차년도
 비파괴 마이크로 접합 

 방법 개발

 - 다양한 재료에 양성자 빔을 에너지 대역별로 조사

   하여 접합 특성 확보

제 4 절 연구결과

  1.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본딩온도 측정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본딩 면의 온도와 양성자 빔의 에너지와 전류의 상관관계와 접

합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그림 27과 같이 실험을 하여 본딩 온도를 측정 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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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은 두께 1 mm인 pyrex glass의 뒷면에 최대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13 MeV로 고정하고 빔의 전류를 각각 200 ㎁, 1 ㎂, 10 ㎂로 변화시켜가며 조

사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를 측정한 것이다.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전류에 대해 빔 조사 시작 후 초기 20초 후에 온도가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31은 10 ㎂로 전류를 고정하고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각각 13 MeV, 

30 MeV로 하여 조사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를 측정한 것이다. 양성자 빔의 에너지 보다 

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본딩 면의 온도는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성자 빔의 에

너지는 본딩 면에 최대 에너지를 가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본딩 면의 온도는 물질에 따

라 빔 전류와 시간으로 조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는 두께 0.5 mm

인 pyrex glass에 에너지 8 MeV, 전류 20 ㎂인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측정한 접합계면

의 온도변화 그래프이다.  

그림 27. Thermocouple을 이용한 용접면의 온도측정 방법

그림 28. 13 MeV, 200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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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3 MeV, 1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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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3 MeV, 10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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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30 MeV, 10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그림 32. 8 MeV, 20 ㎂의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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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yrex glass와 Si wafer의  이종접합 

  그림 33은 본딩 온도 측정을 위한 실험 중 양성자 빔의 조사에 의해 melting 된 pyrex 

glass의 사진이다. 양성자 빔 조사 조건은 에너지 13 MeV, 빔 전류 10 ㎂로 이 조건에서 

pyrex glass와 Si wafer의 접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부분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열팽창계수가 달라져 부서질 수도 있으므로 접합 

시 급격히 전류를 올리는 것보다 약간의 워밍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33. 양성자빔 조사 후 pyrex glass의 사진

  그림 34는 양성자 빔이 물질에 조사 될 때 표면이 아닌 bulk 역에서 최대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을 이용하여 pyrex glass와 Si wafer를 접합 시킨 사진이

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성자 빔이 조사된 pyrex glass 표면의 손상 없이 접합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접합 조건은 13 MeV 10 ㎂로 접합면의 온도가 pyrex glass의 용

융점 보다 낮은 온도에서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정전기적 압력과 열에너지 전

달 만으로도 접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빔의 전류를 증가 시켜 접합면의 

온도가 증가하여 pyrex glass의 용융점 위로 올라가면 접합면이 녹아 붙어 완전한 접합

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 35는 0.5 mm 두께의 pyrex glass와 Si wafer를 접합한 후 FE-SEM으로 단면

을 촬 한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접합된 시편사진과 비교한 결과 pyrex와 Si wafer가 

잘 본딩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접합은 8 MeV - 20 ㎂의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대

기 중에서 10분 동안 조사하여 본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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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접합된 pyrex glass와 Si wafer 접합 사진

   

             그림 35. 접합된 시편의 FE-SEM 단면과 경계면 확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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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접합된 시편의 FE-SEM 단면과 경계면 확대 이미지

3. 전자빔 용접과 특성 비교분석

  양성자 빔을 이용한 pyrex/Si wafer의 접합 특성을 전자빔 용접과 비교하기 위하여 

pyrex glass와 Si wafer를 전자빔을 이용하여 접합시킨 사진을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그

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빔이 조사된 pyrex glass의 표면이 심하게 파손되고 bead가 

생겼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빔 용접을 이용하여 진공을 요구하는 MEMS 패키

징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7. 전자빔 용접을 이용하여 접합된 pyrex/Si wafer 접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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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최종 목표 

    양성자 빔의 고유특성(브래그 픽에서 최대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MEMS 소자 패키징에 사용되는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하여 신뢰성과 소형화에 유

리한 MEMS 패키징 기술의 제공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내용

  - Pyrex glass와 Si-wafer 접합 및 접합 특성 분석

  - Pyrex/Si-wafer 접합 메커니즘 규명

  - Pyrex/Si-wafer 접합 최적 조건 산출

  나. 평가의 착안점 

  

주요 예상 결과물 가중치(%) 평가 착안점 및 척도

MEMS 패키징 : wafer-bonding 기술 

학술 발표 및 논문 발표

70

30

접합 성공 여부

학술 발표 1회 이상 및 논문 발표

 1건 이상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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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달성도(%) 내                  용

MEMS 소자 패키징 

기술 개발
100

 - wafer-bonding 기술개발 

  ㆍlocal heating을 위한 Bragg-peak 시뮬레이션

  ㆍ접합을 위한 시편 홀더 설계 및 제작  

  ㆍ접합계면 온도 측정 및 온도 콘트롤 기술 개발

 - pyrex/Al 이종 접합 기술 개발

  ㆍpyrex glass와 Al 시편 접합

 - 논문 발표 4회 및 논문 게재 1회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평가의 착안점 자체평가

접합 성공 여부  접합성공에 따라 100 % 목표 달성

관련 학술 발표 및 논문 발표 관련 논문 1편 및 학술 발표 4 회로 100 % 목표 달성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wafer-bonding 기술을 개발하 다. 이 기술의 관

련 분야로 마이크로 용접 분야와 MEMS 소자의 패키징 분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파괴 마이크로 용접 기술은 이제까지 가장 정 한 용접기술로 알려진 전자빔 

용접의 다층 구조를 갖는 이종물질의 용접 시 표면 bead를 제거하기 위해 연마를 해야 

하는 단점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MEMS 패키징에 사용되는 wafer bonding 기술로 잘 

알려진 직접 접합 방법과 양극접합 방법의 문제점인 고온열처리로 인한 열화현상과 고전

압으로 인한 MEMS 소자의 장기 신뢰성 저하 등의 단점을 해결 할 수 있어 경제적, 산

업적 측면에서 해당분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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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결과로 개발된 wafer-bonding 기술은 MEMS 소자의 패키징 기술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접합 후 비드나 크랙 등이 적고 공정이 단순하여 비파괴 마이크로 용접 

기술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양성자 빔의 spot size를 나노크기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Nano 수준의 미세 구조물의 제조 및 패키징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1. 양성자 빔을 이용한 마이크로 용접 기술 

  양성자 빔을 이용한 마이크로 용접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층막 구조에서 용접 후 polishing 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용접 고정이 단순화

  - 내부에서만 용접되어 금속 표면의 미세한 거칠기가 유지

  - Nano 수준의 미세 구조물 용접에 응용

  - 기존의 2차원적 MEMS 소자를 3차원적으로 구현 가능

  2. 양성자 빔을 이용한 MEMS 패키징

  - 미세 MEMS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보호 덮개를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정확하

고 쉽게 테두리를 용접하여 내부 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부 소자가 외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억제 한다. 그림 25는 MEMS 소자를 이용하여 DNA를 분석하기 위한 

bio-chip을 나타낸 것이다. 이 bio-chip은 DNA 정보를 갖고 있는 혈액의 유전자 정보가 

강한 외부 전기장에서 shift되는 차이를 이용한 제품으로 외부오염을 막고, 제품의 보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yrex 재질의 상하부 덮개를 완전히 폐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양성자 빔을 이용한 용점은 pyrex에 주는 damage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완

전히 격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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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양성자 빔 용접을 이용한 bio-chip  폐

(MEMS 소자의 상, 하부 pyrex cover 용접)

3.양성자 빔을 이용한 Ⅲ-nitride 박막의 lift-off 방법

  기존의 Ⅲ-nitride LED 광소자의 경우 사파이어 기판 위에 수평적으로 p형 및 n형 전

극을 형성시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열방출이 어렵고 외부양자효율이 

낮을뿐더러 전기전도성이 낮은 사파이어의 한쪽 면에만 소자를 형성시키게 되므로 고집

적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Ⅲ-nitride 박막을 사파이어로

부터 분리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를 이용할 경우 계면에 도달하는 레이저빔의 최대에너지를 얻기 위해 파장의 길이를 조

절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사파이어 표면에서의 광 손실을 줄이기 위해 표면을 매우 정

하게 연마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양성자 빔을 이용할 경우 양성자 빔의 

에너지에 따르는 사파이어의 저지능을 통해 단지 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투과

깊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별도의 연마공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양

성자빔을 이용하여 lift-off 공정을 구현 할 경우 고품질의 Ⅲ-nitride 기판 제작을 위한 

대체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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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양성자 빔을 이용한 lift-off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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