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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가 구리-구리 직접 본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구리 박막의 표면 산화층을 환원시킬 수 있었음을 GI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플라즈마 파워가 크고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길수록 환원력 및 표면 거칠기 관점에서 효과적이었다. DCB를 이용한 계면 결합 에너지 측정에서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300oC에서 본딩한 경우 양호한 계면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었으나, 본딩 온도가 낮아질수

록 계면 결합 에너지가 낮아져 200oC에서는 본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습식 전처리의 경우 250oC 이상에서 본딩한 경

우 강한 결합력을 보였으며, 200oC에서는 낮은 계면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tmospheric hydrogen plasma treatment on Cu-Cu direct bonding. Hydrogen

plasma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surface oxide layer of Cu thin film, which was confirmed by GIXRD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larger plasma input power and longer treatment time were effective in terms of reduction and surface

roughness. Th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was measured by DCB test and it was observed to decrease as the bonding

temperature decreased, resulting in bonding failure at bonding temperature of 200oC. In case of wet treatment, strong Cu-

Cu bonding was observed above bonding temperature of 2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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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ternet of thing (IoT),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의 바탕에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싼 가격에 쓸

수 있게 하는 반도체 집적화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

안 선폭 미세화와 웨이퍼의 대형화에 기대온 반도체 집

적화 전략이 최근 경제적, 물리적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

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Extreme ultraviolet

(EUV)1)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미세화 전략 외에도

FinFET,2) monolithic 3D3) 등 새로운 반도체 구조의 고민

과 더불어 fan-out wafer level package (FOWLP),4) hetero-

geneous integration,5) 2.5D interposer6)과 같은 새로운 패키

지 기술을 통한 성능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

히 패키지 기술을 통한 반도체 성능 향상은 기존의 FAB

공정을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새로운 패키지 기술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은

큰 데이터 전송량과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배선 기술이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늘어난

많은 I/O를 수용하기 위해 마이크로 범프와 미세 배선 제

조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배선 길이를 줄여 전

송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FOWLP,7) 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 (EMIB)8) 등 다양한 구조가 제안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 개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

는 기술로 저온 구리-구리 본딩 기술을 들 수 있다. 미세

배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리 기둥 범프(Cu Pillar Bump,

CPB)의 적용이 불가피한 가운데, 폴리머를 포함한 다양

한 절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온에서 구리 범프

를 본딩하는 기술9)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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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계 또는 3원계 합금 형성을 통한 저온 본딩 효과와

범프 표면 거칠기의 보완을 위해 구리 범프 위에 Sn,10-13)

Mn14) 등을 추가하는 transient liquid phase (TLP) 또는

solid-liquid interdiffusion (SLID) 본딩 기술은 기존 3D 적

층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불활성 기체와의 충돌로 본

딩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본딩 표면 원자

를 활성화 시키는 surface activated bonding (SAB)15)도 저

온 구리 본딩 기술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절연층과

구리 배선의 열팽창 계수 차이를 이용하는 direct bond

interface (DBI)16)은 CIS 분야 등에서 상용화가 이루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접착층의 삽입 없이 표면 처

리, 특히 본딩 전 플라즈마 전처리를 통해 본딩 온도를 낮

출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구리 본딩 표면의 산화막 제거 및 저온 본딩에 대

한 선행 연구17)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

으로 플라즈마 전처리한 접합 계면에 대해 정량 및 정성

적 분석을 함으로써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가 본딩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상압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구리산화물의 환원 실험

을 위해 8인치 (100) 실리콘 웨이퍼 위에 Ti 50 nm\Cu 500

nm 박막을 스퍼터링 법으로 증착한 후 다이싱 장비를 이

용하여 10 mm × 40 mm 크기로 시편을 준비하였다. 균

일한 구리 산화막의 형성을 위해 진공 산화로를 이용하

여 300oC에서 산소 20 sccm을 흘리면서 3시간 동안 산화

시켰다. 구리 산화 시편을 Fig. 1에 나타낸 상압 플라즈마

장비(APP; MyPL Auto-200)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파워

(150 W, 200 W, 250 W)와 노출 횟수(20, 40, 60 사이클)를

변화시켜가며 수소 플라즈마에 의한 환원정도를 실험하

였다. 이 때 수소 가스로는 포밍 가스(forming gas, Ar 95%/

H2 5%)를 이용하였다. 구리 박막의 산화 및 환원정도는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표면 거칠기의 변화는 원자 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딩 접착력 실험을 위해 환원 실험에서 구한 250 W,

60 사이클의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조건을 이용하여 웨

이퍼 레벨로 본딩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딩용 웨이퍼로

는 8인치 (100)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전면에 Ti

50 nm\Cu 500 nm 박막을 형성 한 웨이퍼 한 종과 리프트

오프 법을 이용하여 double cantilever beam (DCB) 측정

용 예비 균열(pre-crack) 패턴을 형성한 웨이퍼 한 종, 총

두 종류의 웨이퍼를 준비하였다. 두 종류의 웨이퍼 모두

FAB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여 자연산화 시킨 후 본딩

직전에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또는 습식 전처리를 진행

하였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는 포밍 가스를 이용

하여 250 W, 60 사이클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플라즈마

헤드의 속도는 10 mm/s 이었다. 플라즈마 전처리와의 비

교군으로 황산을 이용한 습식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1% H2SO4 용액으로 1분간 전처리하였다. 웨이퍼 레벨 본

딩은 SUSS Microtech사의 SB 8e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으며, 본딩 온도는 300oC, 250oC 및 200oC의 세 조건

을 실험하였으며 각각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본딩 접

착력 향상을 위해 본딩 단계 이후 바로 이어서 동일 온도

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본딩 압력은 본딩

온도와 상관없이 700 kPa로 고정하였으며, 열처리 중에

는 30 kPa의 압력을 가하였다.

본딩한 웨이퍼는 DCB 접착력 테스트를 위해 다이싱

장비를 이용하여 10 mm × 50 mm 크기로 절단하였으며,

각 시편은 한쪽 끝에 15 mm의 예비 균열을 갖고 있다.

DCB 시험을 통해 구리-구리 계면 접착 에너지를 측정하

였으며, 박리 계면에 대한 관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구리

-구리 본딩 계면에서 박리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였다. 아

울러 초음파 탐상 검사(scanning acoustic tomography, SAT)

를 이용하여 접착면의 공공(void) 여부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상압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구리 산화물의 환원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진공로에서 구리 박막을 산화시

켜 산화구리 박막을 준비하였다. 산화구리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침각 X-선 회절 분석(grazing incidence

XRD, GIXRD)을 진행하였으며 Cu Kα (λ = 1.54056Å) X-

선을 1.5°의 입사각으로 조사하여 4°/min 스캔속도로 측

정하였다. Fig. 2(a)에 나타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2θ =

36.4° 및 61.3° 근방에서 Cu2O (111)와 Cu2O (200) 피크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리 박막이 산화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Cu 피크도 여전히 관찰되

고 있어 500 nm 두께의 구리 박막이 모두 산화되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리가 산화 될 때는 Cu → Cu +

Cu2O → Cu2O → Cu2O + CuO → CuO의 순으로 산화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8], 본 실험에 산화한 경우는 Cu

와 Cu2O가 공존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Fig. 1. Atmospheric pressure plasma system (a) sample stage (b)

plasma shower head, and (c) direction of plasma shower

hea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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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구리의 산화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세한 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

으나 4 point probe를 이용한 면저항 측정 결과로부터 약

150 nm 정도의 구리산화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산화구리의 환원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250 W 파워를 인가한 상압 수소 플라

즈마에 20, 40, 60 사이클 동안 노출한 구리 산화 시편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처리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Cu2O 피크의 높이가 낮아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길

어지면서 구리 산화막이 지속적으로 환원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리가 구리 산화

막의 제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반응식은 다

음 식과 같다.19)

Cu2O(s) + H2(g) = 2Cu(s) + H2O(ads) (1)

구리-구리 직접 본딩의 경우 본딩 계면에서 구리 원자

의 자기확산(self-diffusion)에 의해 본딩이 진행되기 때문

에 본딩 계면에 충분한 자기확산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본딩 면의 원자 수준에서 실제 접촉 면적은

본딩 면의 미세 표면 거칠기(micro surface roughness)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가능하면 평형한 본딩 면을 형성하

여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자기확산의 관점에서 유리

하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리가 구리 박막의 표면 거칠

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플라즈마 처리 후

AFM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root mean square average

roughness)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정리하였

다. 먼저 구리의 표면 거칠기는 증착 상태에서 3.19 nm이

었으나 산화되었을 때, 즉 플라즈마 사이클이 0일 때 9.3

nm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구

리 표면은 산화되는 것만으로도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본딩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

화된 구리 표면을 수소 플라즈마로 환원 처리하면 초기

에는 플라즈마 에칭 효과로 인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

나 플라즈마 처리가 지속됨에 따라 거친 부분이 우선 깎

여나가게 되어 표면 거칠기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250

W의 경우 60 사이클 후에는 초기 표면 거칠기보다 낮아

지게 된다. 플라즈마 파워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

면 플라즈마 파워가 낮을수록 표면 거칠기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플라즈마 파워 250 W에서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구리 표면 거칠기의 변화 모

습을 Fig. 4에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면

거칠기가 낮을수록 확산에 유리하여 높은 계면 본딩 에

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50 W, 60

사이클을 전처리 조건으로 하여 본딩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구리 본딩 계면의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 DCB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측정에 사

용한 시편의 구조는 Fig. 5(a)와 같다. 한쪽은 실리콘 시

Fig. 2. GIXRD analysis of as-oxidized and H2 plasma treated Cu

thin films; (a) GIXRD patterns of as-oxidized Cu speci-

men, and (b) Cu2O (111) peaks behavior with H2 plasma

cycle.
Fig. 3. The dependence of Cu surface roughness on H2 plasma

input power and number of plasma treatme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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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전면에 Ti 50 nm\Cu 500 nm의 박막이 형성되어 있으

나, 다른 한쪽에는 15 mm 길이의 예비 균열을 제외한 영

역에 Ti 50 nm\Cu 500 nm 박막층을 형성하였다. DCB 테

스트에서는 예비 균열을 통해 본딩 계면으로 균열이 전

파될 때 응력-변형을 측정하여 계면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며,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300oC에서 본딩한

시편의 DCB 측정 예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Fig. 5(b)

의 그래프로부터 계면 결합 에너지(interfacial adhesion

energy)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7)

 (2)

Pc: critical value

a: crack length

b: beam width

h: half of beam thickness

E': plane strain modulus of the specimen

250 W, 60 사이클의 조건으로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

리 후 250oC와 300oC에서 본딩 및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

의 계면 결합 에너지를 Fig. 6에 정리하였다. 200oC에서

본딩한 시편의 경우 DCB 테스트 시편 준비 과정에 모두

계면이 분리될 정도로 본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00oC에서 본딩한 시편의 경우

1.79±0.73 J/m2의 비교적 양호한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었

으나 250oC에서 본딩한 시편은 0.55±0.24 J/m2로 낮은 결

합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와

의 비교를 위해 1% H2SO4 용액으로 습식 전처리한 시편

G
12Pc

2a2

E'b2h3
----------------- 1 0.64

h

a
---+

 
 

2

=

Fig. 5. DCB test for H2 plasma treated Cu-Cu bonding; (a)

schematic diagram of DCB test sample, and (b) an

example of DCB test for Cu-Cu bonding at 300oC after

H2 plasma pre-treatment.

Fig. 4. Surface roughness of H2 plasma treated Cu with plasma input power of 250 W and various treatment cycles. It was measured

by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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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Fig. 7(a)와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300oC와 250oC

에서 본딩한 시편은 계면에서 분리가 되지 않아 계면 에

너지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0oC에서 본딩한

시편은 Fig. 7(c)와 같이 계면에서 분리가 되었으며 0.54

±0.04 J/m2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DCB 테스트에

서 계면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계면의 결합 에너지가 매

우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습식 전처리의 경우

250oC 이상에서 본딩한 경우 벌크 실리콘의 강도보다 높

은 결합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oC 본

딩 시편에서 관찰된 0.54 J/m2의 결합 에너지는 일반적으

로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계면 에너지인 1 J/m2 보다

[20] 낮은 값으로, 본딩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급격하게

본딩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CB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및 습식 전처리 후 본딩한 시편의 계면 상태를 SAT를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8(a)에 나타난 것과 같이 300oC

에서 본딩한 시편의 경우 본딩이 이루어진 검은색 부분

이 계면이 떨어져 있는 흰색 부분보다 압도적으로 넓은

것으로 관찰되어, 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양호한

본딩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50oC에

서 본딩한 경우 전체적으로 양호한 본딩을 나타내는 습

식 전처리와 달리 플라즈마 처리한 시편의 경우 국부적

으로만 본딩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Fig. 8(b)).

200oC에서 본딩한 경우 플라즈마 및 습식 전처리 모두 본

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웨이퍼 레벨

로 본딩을 진행하는 경우 국부적으로 본딩이 불량한 경

우도 있기 때문에 시편 간에 다소 편차가 발생할 수 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DCB 테스트 결과와 SAT 결과는 유

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 플라즈마 또는 습식 전처리를 통해서 표면의 산

화층을 제거했음에도 본딩 온도가 내려갈 경우 계면 결

합 에너지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은 확산의 온도 의존

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확산계수는 다음 식

으로 표시할 수 있다.21)

(3)

D
0: pre-exponential factor

ΔH: activation enthalpy of diffusion

T: absolute temperature

kB: Boltzmann constant

위 식과 같이 확산계수는 온도에 지수 함수적으로 의

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경우 계면에서의 원자의 확

산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효

과적인 본딩을 위해서는 온도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본

D D
0
exp

H
kBT
--------–

 
 =

Fig. 7. Wet treated Cu-Cu bonding specimens after DCB test; (a) 300oC not open, (b) 250oC beam broken, and (c) 200oC.

Fig. 6. Interfacial adhesion energy as a function of bonding

temperature.

Fig. 8. SAT images of Cu-Cu bonding interface with H2 plasma

treatment; (a) 300oC, (b) 250oC, and (c)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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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계면에서 원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박막 표면에 원자를 활성화 할 경우 낮은 본딩 온

도에서 효과적인 본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상압 플라즈마는 대기압의 특성으로 인해 플라즈마

내의 이온을 이용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진공 플라즈마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소를

이용한 환원 효과뿐만 아니라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4. 결 론

상압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를 이용하여 구리-구리 직접

본딩을 수행하였다. 상압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구

리 박막의 표면 산화층을 환원시킬 수 있었으며, 플라즈

마 파워가 크고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길수록 환원력 및

표면 거칠기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상압 수소 플

라즈마 전처리 후 구리-구리 직접 본딩을 한 경우 본딩 온

도가 낮아질수록 계면 결합 에너지가 낮아져 200oC에서

는 본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상압 수소 플라즈마

의 경우 표면 산화층의 환원을 통한 확산 방지층의 제거

에는 효과적이나 표면 원자의 활성화를 통한 저온 본딩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공 수

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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