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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ical properties and surface morphology changes of a silicon wafer as a function of the HF concentration

as the wafer is etched were studied. The HF concentrations were 28, 30, 32, 34, and 36 wt%. The surface morphology changes

of the silicon wafer were measured by an SEM (80o tilted at × 200) and the resistivity was measured by assessing the surface

resistance using a four-point probe method. The etching rate increased as the HF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aximum etching

rate 27.31 µm/min was achieved at an HF concentration of 36 wt%. A concave wave formed on the wafer after the wet etching

process. The size of the wave was largest and the resistivity reached 7.54 ohm·cm at an 30 wt% of HF concentration. At an

HF concentration of 30 wt%, therefore, a silicon wafer should have good joining strength with a metal backing as well as good

electr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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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전자산업의 소형화와 경량화 추세에 맞추어 집적 칩이

나 패키지를 적층하는 삼차원 집적화 기술 개발이 차세

대 핵심기술로 중요 시 되고 있다. 모바일이나 테블릿

PC 시장에서는 칩의 소형화와 더불어 경량화 제품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재현성, 신뢰성 및 양산성을 요

구한다.1,2)

실리콘 웨이퍼의 평면 연마 기술에는 wet etching,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mechanical grinding,

dry chemical etching 등이 있으며, CMP는 일반적인 기

술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CMP 기술은 연마 공정 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실리콘 웨이퍼의 수에 제한이

있어 생산성이 낮고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파손

문제와 핸들링의 어려움이 있다.3,4)

식각 메카니즘은 질산과 실리콘이 반응하여 1차적으로

실리콘옥사이드가 생성된다. 그 다음 2차 반응인 불산과

실리콘옥사이드의 분해반응이 시작 되고 1, 2차 반응이

반복된다. 보통 1, 2차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 실리콘 웨

이퍼의 표면형상를 제어 할 수 있다. 표면 형상에 미치

는 변수에는 pH, 식각속도, 식각 온도 그리고 식각용액

의 농도가 있다. 이 중 식각용액의 농도는 표면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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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5-7)

식각용액의 조성은 불산-질산-초산, 불산-질산 조합을 사

용한다. 이 조합에 따른 실리콘 웨이퍼 표면형상은 이

미 연구되어 발표된 바 있다. Schwartz는 각 조성에 따

라 식각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표면형상은 식각용액의

조성으로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10)

Schwartz는 표면 형상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

는데, 특히 웨이퍼 식각 시 불산-질산을 사용한 경우 불

산의 농도가 높으면 웨이퍼의 표면은 wave 형상으로 식

각된다고 하였다.5,8,10) 한편 불산 농도가 일정 이상 증가

하면 반응활성화도가 증가하여 결정방향과 무관하게 식각

되고, 이 때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는 폴리싱 효과가 발

생되고 표면형상에 미치는 불산의 영향은 줄어든다.11-13) 

실리콘 웨이퍼는 식각 후 나타나는 wave의 크기와 정

도에 따라 back metal과의 접합력, 여러 공정 중에 웨

이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이프와의 접착력 등

의 차이가 발생한다. 보호 테이프는 사용 후 반드시 제

거 되어야 하지만 너무 높은 접착력을 가지면 테이프 제

거 시 웨이퍼의 파손이나 핸들링에 문제가 발생 된다.14)

Back metal과의 접합력은 추후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ck metal과 접합력에 미치는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형상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은 찾

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실리콘 웨이퍼 식

각 시 불산의 농도가 웨이퍼의 표면형상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으며, 표면형상에 따른 back metal과의 접합

력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원료 실리콘 웨이퍼 및 식각

본 연구에 사용된 실리콘 웨이퍼는 Czochralski 방법

으로 성장시킨 웨이퍼로써 결정방향이 (111)이고, Boron

이 도핑된 P-type이다. 웨이퍼의 두께는 600 ± 15 µm이

고, 1~10 ohm/cm2의 비저항 값을 가지고 있다. 식각용

액은 불산, 질산, 아세트산이며, 각각의 농도는 55, 60

및 99.85 wt%였다.

실리콘 웨이퍼를 한쪽 면만을 식각 시키기 위하여 웨

이퍼 전면을 내산성 테이프를 붙여 식각용액과 웨이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식각용액의 제조는 다음과 같다. 질

산과 초산을 8 wt.%로 고정하고, 불산을 28, 30, 32, 34

그리고 36 wt.%로 변화시켰으며, 나머지 양을 초순수로

하였다. 각각의 샘플명은 불산 농도에 맞추어 HF28,

HF30, HF32, HF34, HF36로 하였다. 

식각용액을 제조한 후 실리콘 웨이퍼를 식각용액에 디

핑하여 식각하였다. 이 때 식각시간은 10분, 식각온도는

40 oC로 유지하였다. 식각 전·후에 18 MΩ의 초순수로 웨

이퍼를 세정하였으며 건조는 에어건을 이용하였다.

2.2 SEM 관찰

실리콘 웨이퍼의 식각 후 표면과 단면의 형상은 JEOL

사의 FE-SEM(JSM-6500F)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웨이

퍼의 wave 크기를 고려하여 관찰 배율은 × 200배로 하

였다.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 50배에서 단면을

관찰하였다. 두께변화로부터 식각속도를 구하여 Table 1

에 표기하였다. 

Wave 관찰은 표면으로부터 80o 기울여서 × 200배로 관

찰하였다. 200배로 관찰한 이미지로부터 wave의 형태변

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wave의 크기를 정량화를 위해

80o기울여 × 500배로 관찰하였다. 

2.3 Resistivity 측정

실리콘 웨이퍼 비저항 측정은 표면저항측정기(CMT-

SR100N, 창민테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4-포인트

프로브 측정은 양끝 프로브에서 전압인가를 시켜 가운

데 2개의 프로브에서 측정하는 방법인 싱글 배열로 하

였다. 또한 각 웨이퍼마다 다른 전류가 인가되면 측정 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인가는 100

Table 1. Summary of samples and etching conditions.

Etching conditions
Samples

HF28 HF30 HF32 HF34 HF36

Etchant 

(wt.%)

HF 28 30 32 34 36

HNO3 8

CH3COOH 8

H2O 56 54 52 50 48

Etching time (min) 10

Tem-

perature 

(oC)

start 40

finish 42 46 57 60 60

Etching rate (µm/min) 4.81 10.69 21.18 25.94 27.31

Table 2. Resistivity data of samples. 

Number of 

measurement 

Resistivities

Bare HF28 HF30 HF32 HF34 HF36

1 7.24 7.61 8.08 7.58 9.76 9.43

2 7.21 7.86 7.50 7.69 9.57 11.95

3 7.43 8.28 7.32 8.13 10.10 14.29

4 7.59 8.03 8.37 5.13 9.35 14.25

5 7.64 8.01 7.47 8.08 10.93 14.64

6 6.85 8.04 7.39 7.40 10.05 13.96

7 7.00 8.08 7.44 7.47 10.41 13.88

8 7.05 6.53 7.38 8.02 10.82 14.25

Mean 7.25 7.94 7.53 7.71 10.14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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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로 하여 전압강하를 측정하였다. 얻어진 저항 값으로

부터 시료의 면적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면저항을 계산하

였으며, 두께를 곱하여 비저항을 계산하였다.15) 비저항 값

은 각 샘플 당 8회를 측정한 후 최대, 최소값을 제외하

고 얻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Tagle 2에 정리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실험순서를 요약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두께 변화

Fig. 2는 식각 전·후의 웨이퍼 단면을 관찰한 SEM 사

진이다. 단면 이미지로부터 웨이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웨이퍼의 두께 변화는 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615.63

에서 567.50, 508.77, 397.50, 356.27 그리고 342.50

µm로 감소하였다. 두께 변화를 도표화하여 Fig. 3에 나

타내었고, HF32 및 HF34에서 급격한 두께 변화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1에 각 샘플 당 식각 후의 온도변화와 식

각속도를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HF28~

HF36의 식각 후 온도는 42, 46, 57, 60 그리고 60 oC로

증가하였으며, 식각속도는 4.81, 10.69, 21.81, 25.94, 그

리고 27.31 µm/min으로 증가하였다. 

Fig. 1. Flow chart for experiment.

Fig. 2. Cross-sectional images by using SEM (× 50). a) Bare wafer,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3. Thickness change by etc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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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옥사이드 분해는 불산에 의해 일어나며, 이 반

응은 발열반응이다.5) 따라서 Fig. 1에서 불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한 이유는 2차 반응인 실리

콘옥사이드 분해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식각된 모든

샘플은 질산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리콘옥사이드의

생성속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산의 양이 증가

할수록 분해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HF32에서 식각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생성속도와 분해속도가

평형을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HF36에서 식

각속도가 다시 감소하는 이유는 실리콘옥사이드의 생성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3.2 Wave 관찰 및 정량화

Fig. 4는 식각 전·후의 웨이퍼 표면을 관찰한 SEM 사

진이다. 식각된 웨이퍼의 표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으

며, 그레인 크기 변화처럼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HF30 및 H32의 그레인이 가장 컸으며, HF34 및 HF36

의 그레인은 다시 감소하였다. 

Fig. 4에서 그레인 변화는 관찰할 수 있었으나 wave

관찰은 불가능하였고, 단면 SEM 관찰로부터 wave의 형

상 및 사이즈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

다. 따라서 wave의 정보는 80o 기울여서 500배로 관찰

하여 분석하였다.

Figs. 5,6는 식각 전·후의 웨이퍼 표면을 80o 기울여서

Fig. 4. Etched surface images by using SEM (× 200). a) Bare wafer,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5. 80o tilted surface images by using SEM (× 200). a) Bare wafer,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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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0, 500배로 관찰한 SEM 사진이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식각된 시편의 표면에서 wave를 관찰할

수 있었다. Wave는 HF 30에서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

음이 관찰되어 Fig. 4의 표면에서 관찰된 그레인은 웨

이브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F 36은 표면

관찰에서 그레인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wave 크기 또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불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불산의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2차

반응속도가 증가한다. 이 현상은 Schwartz 등이 보고한

wave 형상과 흡사하다. 이렇게 wave가 반복으로 형성되

면 back metal과의 접합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된 보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식각된 웨이퍼와 back metal과의 접합력을 논의하기 위

하여 wave의 크기를 정량화 할 필요가 있다. Wave의 정

량화 방법은 wave의 폭과 깊이로 나타내었다. 한 개의

SEM 이미지에서 총 15개의 wave를 선정하여 wave의

뾰족한 부분의 사이 값은 폭으로, 뾰족한 부분 사이의

중앙부와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한 수직방향으로의 최대

깊이를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다소의 오차를 품고 있

지만 back metal과의 접합력을 예측하기 위한 샘플간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7은 불산 농도에 따른 wave의 크기를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HF30일 때 가장 wave가 크게 측정되었고, 이

후 불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wave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량화한 데이터를 모식화하여 Fig. 8에 나

Fig. 6. 80o tilted surface images by using SEM (× 500). a) Bare wafer,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7. Change of width and depth as a function of etching

condition from SEM images.

Fig. 8. Schematic models for etched surface morphology from

SEM images. a) HF28, b) HF30, c) HF32, d) HF34, and e) H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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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Fig. 9에서 식각 전·후 웨이퍼의 식각면에서 측

정한 비저항값을 나타내었다. 식각된 웨이퍼 가운데 HF30

이 가장 낮은 비저항 값을 보였고, HF30이 후 불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저항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back

metal과의 접합력은 wave의 크기가 가장 크고 비저항이

가장 낮은 HF30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Resistivity(비저항) 측정 결과

Fig. 9는 식각 전·후 웨이퍼의 식각면에서 측정한 비저

항 값을 나타내었다. 각 샘플의 비저항 측정 결과 HF28,

HF30 그리고 HF32가 7.25, 7.94 그리고 7.53 ohm·cm으

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HF34 및 HF36는 10.14

및 13.76 ohm·cm로 점점 비저항이 증가하였다. HF 30에

서 7.54 ohm·cm으로 비저항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표

면 형상 관찰에서도 wave가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일반

적으로, 식각된 웨이퍼의 표면을 탐침법으로 측정한 비

저항 값과 주사전자현미경(약 수백 배)으로 관찰한 웨이

브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저항과 웨

이브의 크기는 반비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측정된, 큰 웨이브를 나타낸 HF30 및

HF32 시편의 웨이브 표면에 매우 미세한 웨이브(sub

wave)가 존재한다면, 시편의 비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설

명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미세한 웨이브의 존

재 및 비저항과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HF30은 wave도 크고, 비저항도 가장 낮기 때

문에 전기적 특성 및 back metal과의 접합력 또한 우수

하여 웨이퍼 슬림화에 가장 적합한 공정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식각 시 불산의 농도가

웨이퍼의 표면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표면

형상에 따른 back metal과의 접합력 향상 가능성에 대

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면형상이 전기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1) 불산의 농도 증가할수록 식각속도와 두께 변화는 증

가하며, HF32 및 HF34에서 가장 큰 두께 감소와 식각

속도 증가를 보였다. 

2) 표면형상 관찰결과 HF30에서 가장 큰 wave를 가

지며, 이후 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비저항 측정결과 불산 농도가 30 wt.%에서 7.54

ohm·cm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불산 농도가

30 %인 HF30이 back metal과 접합력이 좋고, 전기적 특

성도 우수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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