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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the between electrical properties and surface roughness (Ra) of a wet-etched silicon wafer were

studied. Ra was measured by an alpha-step proces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while varying the measuring range

10 × 10, 40 × 40, and 1000 × 1000 µm. The resistivity was measured by assessing the surface resistance using a four-point probe

meth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stivity and Ra was explained in terms of the surface roughness. The minimum error

valu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resistivities was 4.23% when the Ra was in a range of 10 × 10 µm according

to AFM measurement. The maximum error value was 14.09% when the Ra was in a range of 40 × 40 µm according to AFM

measurement. Thus, the resistivity could be estimated when the Ra was in a narrow range.

Key words surface roughness, resistivity, Si-wafer, etching.

1. 서  론

슬림화 식각 기술은 웨이퍼의 두께 감소 및 표면거칠

기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실리콘 웨이퍼는 식각용액

에 따라서 표면형상과 표면거칠기가 다르게 나타난다.1)

표면거칠기는 내마모성, 마찰계수, 접촉저항에 영향을 미

치며 각 특성들을 이용하여 gear, shaft, CAM, clutch,

switching 그리고 connector 등에 사용되게 된다.2)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

되어 왔고, 표면거칠기를 통해 예상되는 연마 제원을 산

출해 내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다.3) 또한 표면거칠기를 이

용하여 열방사율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표면거칠기가 증가하면 열방사율이 증가

하지만 과도한 기공이 존재할 경우에는 열방사율이 저

하된다.4-6) 

실리콘 웨이퍼는 표면거칠기에 따라 back metal의 접

합력 문제, 여러 단계의 공정 중에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이프와의 접착력 문제가 발생한다.7) 따

라서 실리콘 웨이퍼는 표면거칠기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반도체용 웨이퍼의 중요 특성은 전기적 특성이다.

웨이퍼는 얇고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검사는 4개의 프로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일

렬 배열된 표면저항 측정법을 이용한다. 프로브를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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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의 표면에 접촉시켜 비저항을 측정하며, 프로브 배

열방법에 따라 단일 배열8-12)과 이중배열 측정기술이 이

용되고 있다.13-15)

그러나 비저항과 표면거칠기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wet etching에 의한 실

리콘 웨이퍼의 표면거칠기와 비저항과의 관계를 연구하

였으며, 표면거칠기에 따른 비저항의 예측 가능성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한다.

2. 실험 방법

2.1 실리콘 웨이퍼 및 식각

식각용액은 불산농도를 28~36.%까지 2 %씩 증가시켜

제조하였고, 식각시간은 10분, 식각온도는 40 oC로 설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편의 명칭은 불산농도에 따

라 HF28, HF30, HF32, HF34 그리고 HF36으로 명명

하였다.

2.2 AFM(Atomic Force Microscopy)

좁은 영역(10 µm2, 40 µm2)에서의 표면거칠기를 측정은

AFM(XE-100, ParkSystem)을 이용하였다. AFM 측정 시

X-Y축 방향으로 측정범위는 최대 50 µm이고, 분해능은

최대 0.02 nm까지 가능하다. Z축 방향으로는 최대 측정

범위는 12 µm이고, 분해능은 최대 0.01 nm이다. AFM으

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X축으로 256회 측정

된 표면거칠기의 평균값으로 Ra를 표기하였다.

 

2.3 Alpha-step

넓은 영역(1000 × 1000 µm)에서의 표면거칠기를 측정하

기 위해 박막두께측정장비(Alpha-step IQ, KLA Tencor)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 한 방향으로 5회 스캔하였으며, 스

캔거리는 1000 µm였고 스캔속도는 20 µm/sec로 하였다. 

2.4 Resistivity 측정

식각된 실리콘 웨이퍼 비저항 측정은 창민테크사의 표

면저항측정기(CMT-SR100N)를 이용하였다. 4-포인트 프

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싱글

배열과 듀얼배열 측정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방법

은 싱글 배열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구조는 양

끝 프로브에서 전압인가를 시켜 가운데 2개의 프로브에

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동측정방법이 아닌 전류인가를

100 mA로 일정하게 하여 전압강하를 측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각 웨이퍼마다 다른 전류가 인가되면 큰 오차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은 습도, 온도, 시료의 두

께, 시료의 면적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면저항

을 계산한 후 두께를 곱하여 비저항을 계산하였다.14)

표면저항측정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프로브사이의 거

리는 0.1 mm이며 총 프로브거리는 0.3 mm 이다. 측정

범위는 1~2 mΩ/sq, 전압 측정 범위는 0~2 V이다. 싱글

배열은 양끝 프로브에서 전류 IAD를 흘리고, 가운데 2개

의 프로브에서 전압 VBC를 측정하여 저항 RS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그리고, 면저항 Rs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ss = ks× Rs[Ω / sq.] (2)

ks는 비례상수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s = F(D/S) × F(t/S) × F(T) × F(S) (3)

또한 비저항(ρ)은 면저항을 구한 후 시료의 두께를 곱

하여 구하며 식(4)와 같다.

ρ =Rss× t[Ω · m] (4)

비례상수는 F = (D/S) 는 탐침간격 S에 대한 시료크기

D의 보정계수 이며, 원형인 시료와 사각인 시료가 따로

구분되어 보정계수를 사용하게 된다. F = (t/S) 는 탐침

간격 S에 대한 시료 두께 t의 보정계수로써 탐침거리가

1.00 mm일 때 시료의 두께 t가 0.400 mm이면 보정계수

F = (t/S) 는 0.9995가 된다. F = (T) 는 측정 온도에 대

한 보정 계수로서 실리콘 웨이퍼를 비롯한 저항체들은

온도에 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항온에서 일정하

게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측정하였다.13,16)

표면저항기를 측정하여 측정된 면저항으로 샘플의 제

원을 이용하여 비저항을 구하였다. 비저항은 총 8회 측

정하여 최대 및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FM(Atomic Force Microscopy)

Fig. 1 및 2는 AFM으로 관찰된 표면 형상 이미지이

다. Fig. 1은 40 µm2로 측정하여 관찰한 이미지이며, bare

웨이퍼는 그라인딩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HF28부터 HF32까지 그레인이 증가하였

고, HF34 및 HF36에서는 그레인의 크기가 매우 증가

하였다. 10 × 10 µm의 좁은 영역의 이미지는 Fig. 2에서

나타내었다.

3.2 표면거칠기 Ra

Fig. 3과 4는 AFM 결과로부터 얻은 표면거칠기 데이

터 중 보편적인 것 한 개씩을 예를 들어 나타내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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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α-step으로부터 얻은 표면거칠기 데이터 중 한 개

씩을 예로 나타내었다. 불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표면거

칠기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 

Fig. 6에 각 영역에서의 측정된 Ra를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Fig. 6에서 전반적으로 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Ra는 증가하였다. 측정 범위가 넓을수록 Ra도 높게 측

정되었고(1000 µm), 불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좁은 영역

과 넓은 영역에서 측정한 Ra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3.3 Resistivity

Bare 웨이퍼의 비저항은 7.2537 ohm·cm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식각된 시편 중 HF30는 7.5347 ohm·cm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HF28, HF30 및 HF32는 7.9382,

7.5347 및 7.7085 ohm·cm로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고, HF34와 HF36의 비저항은 10.1371과 13.76310 ohm·

cm로 증가하였다.

3.3 표면거칠기 구성요소

Wen 등은 표면에 요철이 존재하는 재료의 표면거칠기

와 열방사율의 관계는 다음 식들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15)

R = (1 + 1.25π 2n2Ra2)−1 (5)

R은 표면거칠기와 비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Ra

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산술평균 거칠기, n은 표면거칠기

프로파일의 중심선과 교차되는 프로파일 교차점의 수이

며 단위 길이 당 수로 표기 된다. Table 2에 측정범위

에 따라 식 (5)의 각 factor들을 정리하였다.

σ는 rms(root-mean-square)거칠기로써 보통 σ ≈ 1.25Ra

의 관계를 갖는다. 한편 표면거칠기 factor와 비저항의 관

계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6)

Wen 등은 식 (5),(6)으로부터 표면거칠기와 열방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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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FM images(40 × 40 µm). a) Bare,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2. AFM images(10 × 10 µm). a) Bare,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Table 1. Measured resistivity data.

Resistivity

(ohm·cm)

Bare HF28 HF30 HF32 HF34 HF36

7.25 7.94 7.53 7.71 10.14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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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비교적 일치함을 보였다. 본 연구팀은 열방사율

과 표면거칠기는 시편의 표면특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식

(5)를 이용하여 표면거칠기와 비저항의 관계에 대하여 계

산하였다. 

식 6에서 ε i 는 식각을 한 각 샘플로부터 얻어진 비

저항 측정값으로, ε k 는 bare 웨이퍼의 비저항 측정값으

로 적용하였다. Ri 는 식각한 각 샘플의 표면거칠기 인

자이며, Rk 는 bare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인자이다. 식 (6)

은 이미 측정된 bare 웨이퍼의 비저항 데이터를 갖고 있

고, 식각된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값을 알 경우 식각된

웨이퍼의 비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Table 3에 위의 계산결과를 정리하였다. 표면거칠기의

측정 범위가 40 µm2 및 1000 µm인 경우 HF34와 HF36

에서 Ra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측정 범위가 10 µm2로 가

장 좁은 경우 HF30에서 표면거칠기가 0.0334 µm로 약

간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HF36에서 0.0990 µm로

증가하였다. Table 3으로부터 얻은 비저항 측정값과 이

론값의 관계를 Fig. 7에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Fig. 7을 보면 실제 측정한 비저항 값과 이론적으로 계

산된 값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측정범위가 달

라도 Ra 값이 크지 않은(bare~HF32) 경우 매우 잘 일치

하여 오차는 최대 4.79 %(1000 µm에서 HF32)이다. Ra

값이 크게 증가하면 오차는 커지게 된다. HF34 및 HF36

의 경우 1000 µm에서 이론값과 실험값의 차이는 25.30

및 41.56 %로 큰 오차를 보였다. 

그러나 Ra 값을 좁은 범위(10 µm2)를 측정한 경우 비

저항 측정값은 이론값과 아주 잘 일치하였고, 최대 오차

는 HF36에서 4.23 %였다. 40 µm2의범위에서 측정한 비저

항 값과 이론값의 차이도 최대 14.09 %로써(HF36) 실험

값에 비교적 일치함을 보였다.

위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

압강하법으로 측정된 비저항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식각

Fig. 3. Surface roughness profiles from AFM(10 × 10 µm). a) Bare,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4. Surface roughness profiles from AFM(40 × 40 µm). a) Bare,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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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웨이퍼의 미세한 범위에서 측정된 Ra 값을 알면 식

5와 6으로부터 비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Ra 값 측

정 시 넓은 범위(즉, 1000 µm)에 걸쳐 측정하면, 아주 미

세한 요철의 측정은 무시될 수 있으므로 거칠기 프로파

일 자체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론값과 실험값의 오

차가 커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Wen 등이 이용한 표면거칠기와 열방사율 관계를 해석

한 식으로부터, 표면거칠기와 표면저항으로부터 얻은 비

저항 값과 관계를 해석한 결과는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열방사율과 표면거칠기가 시편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앞으로 다른 표면특성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전의 보고에서, HF30의 비저항은 7.54 ohm·cm

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표면 형상 관찰에서 얻어

진 wave는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16) 이는 일반적으로 식

각된 웨이퍼의 표면을 탐침법으로 측정한 비저항 값과

주사전자현미경(약 수백 배)으로 관찰한 웨이브의 크기

는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본 연

구에서 HF30과 HF32의 표면거칠기는 모든 측정조건에

서 HF34와 HF36보다 작은 값이 얻어졌고, HF30과

HF32의 비저항 값도 더 작았다. 따라서 식각 웨이퍼 표

Fig. 5. Surface roughness profiles from α-step(1000 × 1000 µm). a) Bare, b) HF28, c) HF30, d) HF32, e) HF34, and f) HF36.

Fig. 6. Surface roughness observed by experiment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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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비저항과 관련된 웨이펴의 표면특성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얻어진 웨이브의 크기를 이

용한 방법보다, 미소영역에서 측정된 표면거칠기와의 연

관성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Wet etching 공정에 의해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이 거

칠어질 때, Ra와 비저항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Ra 값을 좁은 범위(10 µm2)에서 측정한 경우 비저항 측

정값은 이론값과 아주 잘 일치하였고, 최대 오차는 HF36

에서 4.23 %였다. 40 µm2의 범위에서 측정한 비저항 값

과 이론값의 차이도 최대 14.09 %로써(HF36) 실험값에

비교적 일치함을 보였다.

표면저항으로부터 얻어진 비저항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식각된 웨이퍼의 미세한 범위에서 측정된 Ra 값을 알면

비저항을 예측할 수 있었다. 

너무 넓은 영역에서 얻은 Ra 값으로 비저항 값을 예

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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