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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IC integration enables the smallest form factor and highest performance due to the shortest and most plentiful

interconnects between chips. Direct metal bonding has several advantages over the solder-based bonding, including lower

electrical resistivity, better electromigration resistance and more reduced interconnect RC delay, while high process temperature

is one of the major bottlenecks of metal direct bonding because it can negatively influence device reliability and manufacturing

yield. We performed quantitative analyses of the interfacial properties of Al-Al bonds with varying process parameters, bonding

temperature, bonding time, and bonding environment. A 4-point bending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The quantitativ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measured by a 4-point bending test shows 1.33, 2.25, and 6.44 J/m2 for

400, 450, and 500oC, respectively, in a N2 atmosphere. Increasing the bonding time from 1 to 4 hrs enhanced the interfacial

fracture toughness while the effects of forming gas were negligible, which were correlated to the bonding interface analysis

results. XPS depth analysis results on the delaminated interfaces showed that the relative area fraction of aluminum oxide to

the pure aluminum phase near the bonding surfaces match well the variations of interfacial adhesion energies with bonding

proc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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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제품의 지속적인 소형화 및 고성능의 추세에 따라

최근 집적회로에서는 더 높은 집적도를 갖는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기술이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2) 3차원

소자 집적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를 DRIE (deep reactive

ion etched)공정 등을 이용하여 웨이퍼에 수직으로 비아

(via) 형성하여 금속과 금속간 또는 층과 층을 전기적, 기

계적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접합 기술이다.2,3) 3차

원 소자 집적을 구현하기 위한 접합 방법으로 금속-솔더

-금속 접합, 금속-금속 직접 접합 등이 있다. 금속-솔더-

금속 접합방법은 금속과 솔더 사이의 계면반응으로 인해

접합부에 조대한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을 형성하여 취성 특성이 커져 기계적 충격에 약해

질 뿐만 아니라 금속간화합물 계면에서 Kirkendall void

결함을 발생시켜 금속 배선의 전기적, 기계적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 하지만 금속-금속 직접

접합의 경우 IMC 및 Kirkendall void 등의 결함이 발생

되지 않아 금속배선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현저히 좋

아지는 장점이 있다. Al은 전기 비저항이 낮고 Cu와 Au

에 비해 가격이 낮아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와 TSV (Through-silicon via) interconnect와 Wafer level

packaging의 배선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4) 하지만, Al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막으로 인해 금속-금속 직접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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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속 접합 계면 결함발생으로 인해 접합강도의 저하

되는 등의 접합특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접합 전 금속 표면 전처리를 통한

산화막 제거를 실시하거나 접합 시 충분한 열처리 공정

이 필요하다고 연구되고 있다.5) 그와 더불어 Al-Al 접합

시 다양한 공정 조건에 따른 계면 신뢰성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소자 배선의 직

접접합기술을 위한 Al-Al 열 압착 접합 시 접합 온도, 시

간, 분위기 등의 공정 변수에 따른 계면접착에너지를 4

점굽힘시험(4-point bending test)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Al-Al 직접 접합에 적합한 최적의 접합 조건을 확

보하였다.

2. 실험 방법

접합 공정 조건에 따른 Al 접합부의 정량적인 계면접착

에너지를 평가하고자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공정

순서는 Fig. 1과 같이 웨이퍼 레벨로 제작하였다. 650 µm

의 6 inch 실리콘 웨이퍼 위에 Al을 1 µm 스퍼터 증착한

후 두 장의 실리콘 웨이퍼의 Al과 Al이 서로 마주보게

정렬하였고, 접합 장비로 이동을 위해 두 장의 웨이퍼를

척(chuck)에 고정 시켰다. 접합 장비(EV Group, EVG520)

에 웨이퍼가 고정된 척을 장착시키고, 접합 시 10-3 Torr

의 진공도에서 60 kN의 압력으로 Al스퍼터 된 실리콘 웨

이퍼를 접합시켰다. 접합 시 공정 조건 변수로 접합온도

400, 450, 500oC, 접합 시간은 1, 4시간, 접합 시 분위기

N2, Ar + H2(4%)에서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험

편은 4점굽힘시험을 위해 3 mm × 30 mm의 크기로 절단

하였고, 웨이퍼에 초기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두 장의 실

리콘 웨이퍼 중 한 장의 실리콘 웨이퍼에 깊이 500 µm

의 노치(notch)를 형성하였다. Al-Al 열 압착 접합부의 단

면 미세구조 관찰을 위하여 집속이온빔(focus ion beam,

FIB) 챔버에 시험편을 장착하였다. Al-Al 열 압착 접합

부를 중심에 두고 너비 20 µm, 깊이 5 µm로 이온 빔을

조사하여 20초간 Al 층을 식각 후, FIB 사진을 통해 미

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접합 공정 조건을 달리하여 제작

된 시험편은 LLOYD Instruments사의 인장시험기에 4점

굽힘시험용 지그(jig)를 설치하여 정량적인 계면접착에너지

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로드 셀(load cell)은 20 N,

로딩 속도는 0.08 µm/s, 핀 간 거리는 5 mm로 하였다. 4

점굽힘시험은 Fig. 2와 같이 단일재료 내부에 생긴 균열

이 진전할 때 필요한 에너지 해방률(G)을 선형파괴역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박막 간 계면접착에너지를 측정하는

파괴역학시험법이다.6) 위와 아래에 각각 4개에 핀의 중

심에 고정된 시험편은 모멘트가 일정한 위쪽 두 개의 핀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균열을 통해 정량적인 계면접착에

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실험은 압축모드, 변위제어로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하중과 변위곡선으로 나타난다.2) 여

기서 일정한 하중 영역을 보이는 구간의 하중 값을 아

래의 유도된 식에 대입하여 정량적인 계면접착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7,8) 

(1)

여기서 v는 기판으로 쓰이는 탄성 재료의 프와송비(실

리콘 웨이퍼: 0.28), E는 탄성계수(실리콘 웨이퍼: 130

GPa), b는 시험편의 너비(3 mm), h는 시험편 두께의 절

반(650 µm)을 의미하며, 모멘트 M은 PL/2이다. P는 하

중과 변위곡선에서 일정한 구간의 하중 값, L은 핀 사이

의 거리(5 mm)를 나타내며, 여기서 측정된 계면접착에너

지의 단위는 J/m2이다. 4점굽힘시험이 완료된 시험편은 전

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energy dis-

persive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파면의 미세구조

를 관찰하였다. 접합 시 공정 조건이 Al 표면 산화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파면을 X선 광전자 분광(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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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sample preparation process of Al-Al bonded

wafers.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4-point bending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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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분석을 하였다. XPS

분석(Thermo Fisher Scientific, Multilab-2000)은 Mg-Kα

(1253.6 eV)을 X-ray원으로 사용하였고, 이때 binding energy

scale은 C 1s의 C-C 결합(284.7 eV)을 기준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l-Al 열 압착 접합 후 Al 접합부의 FIB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은 450oC, 1시간 N2 분위기에

서 열 압착 접합 후 Al 접합부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

과로 Al 본래의 계면이 확연히 관찰되었고 Al과 Al 사

이가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b) 500oC, N2 1시간

분위기에서 열 압착 접합한 시험편의 Al 접합부의 미세

구조 사진으로 중심부에 공공(void)이 관찰되고 계면 접

합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c)은 400oC,

4시간 N2 분위기에서 열 압착 접합한 시험편의 Al 접합

미세구조 사진으로 Fig. 3(a)와 같이 접합이 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3(d)와 (e)는 각각 450, 500oC,

4시간 N2 분위기에서 접합한 시험편의 Al 접합 미세구조

사진이고, Fig. 3(f)는 450, 4시간 Ar + H2 분위기에서 접

합한 시험편의 미세구조 사진이다. Fig. 3(d),(e),(f) 또한

Al 접합부의 미세구조 사진으로 중심부에 공공(void)이 관

찰되고 계면 접합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B 이미지 확인 결과 전체 적으로 Al-Al 접합층 계면

사이에 공공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접합하기 전 실리

콘 웨이퍼 위에 스퍼터 증착된 Al의 표면 산화막 영향

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Al 스퍼터 증착된 두

장의 웨이퍼를 접합시킬 때 Al 산화막이 두꺼울 경우 Al

원자가 다른 원자 층으로 확산할 때 Al 산화막이 두 계

면사이에서 금속 원자 확산의 장벽역할을 하여 금속-금속

접합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9) 이를 설

명해 주듯 Fig. 3의 모든 공공은 Al과 Al 사이 계면 근

방에 존재하고 있다. Fig. 4(a)는 Al-Al 열 압착 접합 시

접합 온도 400~500oC, 접합 시간은 1, 4시간, N2 분위

기에서 접합한 시험편을 4점굽힘실험을 통해 정량적인 계

면접착에너지를 평가한 결과이며 계면접착에너지는 400,

450, 500oC, 1시간 N2 분위기에서 1.33, 2.25, 6.44 J/m2

로 각각 측정되었고. 4시간 N2 분위기에서 3.40, 2.89,

9.53 J/m2로 측정되었다. 계면접착에너지는 FIB 사진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접합 온도가 증가 할수록 계면접

착에너지 값이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로 비추어 보아 Al-

Al 접합층 계면에 생긴 void는 접합 후 다이싱 작업시

시편 바깥쪽에 생긴 다이싱 충격으로 인해 생긴 크랙으

로 판단되어지고 접합된 시편 내부에서는 접합이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5,9) 기존문헌에 따르면 3차원

소자집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접합 후 다음 공정의

진행을 위해 계면접착에너지가 최소 5 J/m2을 넘어야 한

다고 보고되어있다.10) 이를 토대로 Al-Al 접합 온도 500oC

일 경우 Al-Al 접합 계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Al 접합부의 Al 원자들이 Al 표면의 산화막을 깨고 충

분히 확산을 하여 계면접착에너지 값을 증가시킨 것으

로 판단된다. 접합 온도 400oC, 500oC 조건에서 접합 시

접합시간이 1시간보다 4시간 조건에서 계면접착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문헌

에 따르면 비록 접합 시 접합 온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

우 접합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속 원자와 금속 결정이 완

벽하게 접합 되어 금속 확산접합의 특성이 더 좋아진다

고 보고되고 있다.9) 본 실험에서도 실험조건 중 가장 높

은 온도 와 긴 접합 시간인 500oC 4시간 N2 분위기에

서 계면접착에너지가 9.53 J/m2으로 가장 높은 값을 얻

었으며 접합 시간이 길수록 접합 특성이 좋아졌고, ref.

Fig. 3. Effect of Bonding conditions on the cross-sectional FIB

image of Al-Al interface; (a) 450oC, 1 h, N2, (b) 500oC, 1 h, N2, (c)

400oC, 4 h, N2, (d) 450oC, 4 h, N2, (e) 500oC, 4 h, N2 and (f)

450oC, 4 h, Ar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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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structure of delaminated interface bonding conditions; (a) 400oC, 1 h, N2, (b) 500oC, 1 h, N2, (c) 400oC, 4 h, N2 and (d) 500oC,

4 h, N2.

Fig. 4. Interfacial adhesion energy of Al-Al bonded structure as a function of bonding conditions; (a) bonding temperature & time effect

and (b) bonding ga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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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b)

는 Al-Al 접합 시 450oC, 4시간 조건에서 N2, Ar + H2

접합 분위기에 따른 계면접착에너지 값을 나타낸 그래

프이고 계면접착에너지는 N2, Ar + H2 분위기에서 2.89,

1.11 J/m2로 각각 측정되었다. 계면접착에너지는 Ar + H2

분위기보다 N2 분위기에서 약 2배 높은 값이 나타내었

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열 압착 접합 시 접합 분위기가

Ar + H2 분위기에서 접합 시 H2가 금속 표면 산화막과 환

원 반응을 하여 금속 산화막을 제거하여 N2 분위기에서

접합보다 계면접착에너지 값이 더 높게 나온다고 보고되

고 있다.10) 하지만 본 실험에서 계면접착에너지를 구해

본 결과 Ar + H2, N2 분위기 모두 계면접착력에너지가 너

무 낮아 Al-Al 열 압착 접합 시 Ar + H2 분위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Al-Al 시험편을 4점굽힘시험 후

파괴 경로 확인과 파면의 미세구조 관찰을 위해 FE-SEM

분석결과를 Fig. 5(a)~(d)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a)

는 400oC 1시간 N2 분위기 접합한 시험편의 파면 사진

이다. 양쪽 모두 평탄하게 박리가 일어났으며 파면 에 미

세입자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Al 스퍼터

후 표면의 단차로 인해 생기는 형상과 유사하며, 계면

FIB 사진과 계면접착에너지 값이 낮은 것을 미루어 보

아 이는 Al 스퍼터 후 접합 시 Al-Al이 제대로 밀착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합 온도 및 시간이 접합 조건

으로써 부족하여 스퍼터 된 입자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11) Fig. 5(b)는 500oC 1시간 N2

분위기 접합한 시험편의 파면 사진이다. 파면 관찰 결과

노치가 없는 위쪽 웨이퍼의 Al 박막 중 일부가 뜯겨 나

간 모양이 관찰되고 노치낸 아래쪽 웨이퍼에서 금속 박

막에서 뜯겨 나온 Al 박막 모양이 일부 관찰되었다. 이

는 Al-Al 접합온도 500oC 시 Al 표면 산화막을 깨고

충분히 상호 확산을 하여 4점굽힘시험 시 연성 파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c)는 400oC 4시간 N2 분위

기 접합이고, Fig. 5(d)는 500oC 4시간 N2 분위기 접합한

시편의 파면 사진으로 파괴 경로가 각각 Fig. 5(a), (b)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파괴 경로 확인을 위해 EDS 확인

결과 접합 조건과는 상관없이 파면 모두 Al이 검출되어

Al와 Al 계면에서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점

굽힘시험 후 파괴된 Al박막 파면 및 파괴경로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XPS를 통해 파면분석을 실시하였다.

XPS wide-scan spectra 결과 중에서 Al 2p peak spectra

를 가우시안 픽피팅를 실시하여 산화막의 화학 결합을 분

석하였고, 그 결과중 하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그래프의 결과에 의하면 binding energy 72.7 eV12)에서

Al peak이 존재하였고, binding energy 75 eV13)에서 Al2O3

peak이 존재하였다. XPS depth 분석을 통하여 접합 온

도 및 접합 시 분위기의 영향이 Al 산화막 표면 면적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퍼터 시간에 따른 Al

peak과 Al2O3 peak의 가우지안 픽 피팅면적 분율을 Fig.

7, 8 에 나타내었다. Fig 7(a), (b)는 접합 온도 효과를 알

Fig. 6. Curve fitting Al 2p XPS spectra of Al fracture surface at

bonding condition 400oC, 1 h, N2.

Fig. 7. XPS depth profiles of Al fracture surface composition of Al

2p bonding condition; (a) 400oC, 1 h, N2 and (b) 500oC, 1 h,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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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각각 접합온도 400oC, 500oC 1시간 N2 분

위기 접합 시 파면을 XPS depth 분석하였고, Fig. 8(a),

(b)는 접합 시 분위기 효과를 알아보고자 450oC 4시간 N2,

Ar + H2 분위기 접합 시 파면을 XPS depth 분석하였다.

Fig. 7 에서 XPS depth 분석하기 전 Al의 면적분율이

접합 온도 400oC의 경우 20.1%, 500oC의 경우 26.2%가

검출 되었고 XPS 스퍼터 380초 후 Al이 400oC의 경우

57.2%, 500oC의 경우 61.9%로 충분한 확산을 통하여 접

합 온도 500oC 1시간 N2 조건에서 Al2O3 보다 많은 Al

면적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Fig. 8 에서 XPS depth 분

석하기 전 Al의 면적분율이 접합 시 N2 분위기의 경우

26.5%, Ar + H2 분위기의 경우 27.0%가 검출되었고, XPS

스퍼터 380초 후 Al이 N2 분위기의 경우 66.2%, Ar + H2

분위기의 경우 65.7%로 평가되었다. Ar + H2 분위기에서

접합 시 Al 표면 산화막이 H2 환원 분위기에 의해 Al

산화막이 아래와 같이 반응을 한다.14)

Al2O3 + 6H → 2Al + 3H2O  (2)

그러나 본 실험에서 XPS depth 분석 결과 Al-Al 접합

시 Ar + H2 분위기가 Al 표면 산화막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Al-Al 접합시 접합 분위기 보다 접합 온도, 압력 및 시

간이 접합 특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3차원 소자 직접을 위해 접합 온도, 시간 및 분위기

조건에 따른 Al-Al 열 압착 접합 후 정량적인 계면접

착에너지를 평가하기 위해 4점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접

합 온도 400, 450, 500oC, 1시간 N2, 분위기에서 계면접

착에너지는 1.33, 2.25, 6.44 J/m2로 각각 평가되었고, 4

시간 N2 분위기에서 3.40, 2.89, 9.53 J/m2로 평가 되었

다. 4점굽힘시험 후 파면을 분석한 결과 Al-Al 열 압착

접합 시 접합 온도가 높을수록, 접합 시간이 증가할수록

계면접착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500oC 4시간 N2

분위기에서 9.53 J/m2으로 높은 계면접착에너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접합 시 N2, Ar + H2(4%) 분위기에 따른 계

면접착 에너지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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