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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희생층을 형성 및 식각하여 입체적인 구조물을 구현하는 희생층 

기술은 MEMS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이 단일 물질로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두 물질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구리는 널리 사용되는 희생층 물질이지만 고온 

환경에서 열팽창으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구리 

희생층과 구조층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형성하면 구리 희생층이 팽창하며 주변에 가하는 외력을 완화시켜 

구조물 크랙을 방지할 수 있다. 테스트 공정을 통해 본 기술을 

검증했으며 실제 MEMS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해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본 복층 희생층 기술은 다양한 MEMS 구조물 

제작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희생층, 완충층, 구리, 폴리이미드, MEMS, 이온트랩 
학   번 : 2014-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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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1.1.  MEMS 및 희생층 기술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또는 미세전자제어기술)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론(μm)이나 밀리미터(mm) 크기의 초소형 정밀기계 제작기술을 

의미한다.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 기판을 가공하여 소형화된 

전자회로나 소형 암, 기어, 스프링 등과 같은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MEMS 기술은 잉크젯 프린터 헤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바이오 칩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제작에 응용되고 

있다.  

MEMS 제작 기술은 기판 위에 박막층을 증착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표면 미세가공기술(surface micromachining)과 기판 자체를 

식각하는 벌크 미세가공기술(bulk micromachining) 및 X-ray 

리소그래피와 도금, 플라스틱 금형으로 구조물을 형성하는 LIGA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희생층(sacrificial layer)을 형성 및 식각하여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희생층 기술(sacrificial layer technology)은 표면 미세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희생층 기술은 희생층을 증착 및 

패터닝하는 과정, 구조층(structural layer)을 증착 및 패터닝하는 과정, 

희생층을 제거하여 구조층을 부유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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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sacrificial layer

substrate
sacrificial layer

substrate
sacrificial layer
structural layer

(a) 희생층 증착 및 패터닝

(b) 구조층 증착 및 패터닝

(c) 희생층 제거

substrate
sacrificial layer
structural layer

substrate

structural layer

 

그림 1.1 희생층 공정 기술 

 

1.1.2.  희생층 공정 시 유의사항 
 

희생층 기술로 MEMS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희생층과 구조층에 

사용될 적절한 물질을 선택할 때, 희생층과 구조층의 물성; 희생층의 

식각선택비(etch selectivity); 희생층과 구조층의 증착온도 및 후속 

공정온도;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 경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조층은 좋은 물리, 화학, 기계적 성질을 보유해야 한다. 

파괴강도(breaking strength)와 피로강도(fatigue strength)가 크고 

크리프(creep)가 작아야 하며 내마모성(wear resistance)이 높고 제작 

후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적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구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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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는 폴리실리콘; 비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산화막; 

폴리이미드(polyimide);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금 등의 금속이 있다. 

희생층 또한 좋은 물리적 성질을 보유해야 한다. 구조층과의 

접착력이 좋아 제작 도중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잔류응력이 적어 크랙(cra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희생층 재료로는 폴리실리콘; 비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산화막;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폴리머(polymer), 폴리이미드 등의 유기물;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등의 금속이 있다. 

식각선택비는 서로 다른 막이 식각되는 비율이다. 희생층은 건식 

식각(dry etching) 또는 습식 식각(wet etch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거되는데, 이때 구조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희생층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해서 희생층 및 구조층 물질과 식각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희생층, 구조층 물질을 조합할 때 이들의 증착온도 역시 고려 

대상이다. 증착온도가 높은 물질은 낮은 열 예산(thermal budget)을 

가진 공정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한 증착온도에서 구조층과 

희생층은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림 1.1(c)에 예시된 MEMS 구조물 

제작 시 실리콘 산화막을 구조층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실리콘 

산화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on, PECVD) 방법으로 증착되며 증착온도는 350°C에 달한다. 

이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유기물을 희생층으로 사용하면 낮은 열 

안정성으로 인해 구조층 증착 과정에서 희생층이 분해될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증착온도가 580°C 이상이므로 열 예산이 낮은 

웨이퍼에서는 희생층으로 사용될 수 없다. 

희생층 증착 후 후속 고온공정이 있는 경우 구조층과 희생층의 열 

팽창계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열 팽창계수 차이가 크면 구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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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층이 스트레스를 받아 크랙,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웨이퍼의 열 팽창계수도 포함된다. 실리콘 

관통전극(through silicon via, TSV)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미세 비아 홀을 제작하고 비아 홀 내부에 전도성 물질인 구리를 채워 칩 

내부에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통로를 형성하는 기술로서, 후속 고온공정 

존재 시 구리 비아와 실리콘 기판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실리콘 크랙이나 구리 돌출(protrusion)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a))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경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희생층과 

구조층 증착 후 이들의 표면을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공정으로 평탄화 시키는 경우, 희생층과 구조층 중 

경도가 약한 부분에서 디싱(dish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b))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희생층 공정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복잡한 MEMS 구조물 제작 시 일반적인 

희생층과 구조층 조합에서 벗어나는 조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수하고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Si
SiO2 polyimide

Si Cu

(a) 고온 공정에서 물질간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돌출 현상

(b) CMP 공정에서 물질간 경도
차이로 인한 디싱 현상

 

그림 1.2 반도체 공정에서 열 팽창계수 또는 경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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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논문에서는 희생층과 구조층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후속 공정 

등의 요소들에 제약 받지 않는 희생층 공정 기술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은 단일 희생층을 사용하여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이로써 고온 공정에서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구조층에 발생할 수 있는 크랙 현상이나 연마 공정에서 

구조층과 희생층 간의 경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싱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1.3.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복층 희생층 기술 개발과 이를 MEMS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양자정보처리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플랫폼인 이온 트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서울대와 

SKT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MEMS 이온트랩과 이온트랩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3장에서는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설계 및 개발 과정과 복층 희생층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실제 MEMS 이온트랩 구조물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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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정보 및 이온 트랩 
 

 

2.1.  양자 정보 처리 
 

현재의 반도체 기술은 양자 효과의 일부인 밴드갭(band gap) 

이론과 터널링(tunneling) 이론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양자 효과는 

노이즈로 간주하여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회로 선폭을 감소시킬수록 양자 효과는 

점차 두드러지고 회로 선폭이 실리콘 원자 수준(~0.2 nm)에 도달하면 

양자 효과가 극대화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1) 

 

 

 

그림 2.1 Nano CMOS transistor 

 



 

 7 

양자 정보 처리는 양자 효과를 무작정 피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 방법이다. 양자 정보에서 사용하는 

정보 단위는 양자비트(quantum bit) 또는 큐빗(qubit)이라고 부르며 

양자역학적 물리계를 이용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에서 

정보의 기본단위인 비트가 ‘0’ 또는 ‘1’ 중 어느 한 값만을 취하는 

데 비해 양자비트는 ‘0’과 ‘1’의 중첩상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림 

2.2) 이는 양자 역학의 기본 성질인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을 이용한 것이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다른 입력 상태에 

대해 동시에 연산을 진행하는 양자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계산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양자 정보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복제불가 (no-cloning)의 특징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  

 

 

0 1

cos ,   sin
2 2

ie φ

ψ α β

θ θα β

= +

   = =   
   

 

그림 2.2 Bloch sphere representation of a qu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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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정보 기술의 응용 예로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양자 통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는 광자, 중성원자, 

이온, 초전도체(superconductor), 양자점(quantum dot),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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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온 트랩 
 

2.2.1.  이온 트랩 개요 
 

이온 트랩(ion trap)은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초고진공 3차원 공간에 

전하를 띈 입자를 포획하는 장치이다. 포획된 이온의 최외각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 중 두 개의 상태를 0 과 1  

(또는 ↓ 와 ↑ )로 정의하고 양자비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이온 

트랩에서는 원자의 초미세 구조 기저 상태(ground state)를 0 과 1 로 

정의하는 초미세큐빗(hyperfine qubit, 171Yb+, 137Ba+ 등)과 수명이 긴 

들뜬 상태(exited state)를 1 로, 기저 상태를 0 으로 정의하는 

광큐빗(optical qubit, 40Ca+ 등)을 주로 사용한다.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정전기장(static electric field)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전위(electric potential) 최저점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이온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자기장 또는 진동하는 전기장(oscillating 

electric field)을 추가로 인가해주어야 한다. 정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이온을 포획하는 트랩을 페닝 트랩(Penning trap)이라고 

부르며, 정전기장과 진동하는 전기장을 이용하여 이온을 포획하는 

트랩을 폴 트랩(Paul trap)이라고 부른다. 이온 트랩을 개발한 한스 

데멜트(Hans Dehmelt)(1967)와 볼프강 파울(Wolfgang 

Paul)(1953)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이온 트랩은 모두 폴 트랩을 

지칭한다. 

이온 트랩을 이용하면 원하는 개수의 이온을 한 장소에 장시간 동안 

포획할 수 있다. 또한 포획된 이온들은 전기력(Coulomb force)에 의해 

서로 분리되며,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를 통해 단일 입자의 상태를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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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온 트랩은 양자 정보 처리 기술의 

구현 장치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2.2.2.  이온 트랩의 구조 및 원리 
 

이온 트랩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RF 전극과 두 개의 접지된 전극, 

두 개의 엔드 캡(end cap) 전극으로 구성된다. 그림 2.3(a)와 같이 RF 

전극에 사인파의 전압을 인가하면 사인파의 주기 및 전압, 이온의 

전하량 대 질량비, 전극의 형상에 따라 반경 방향(radial direction, 그림 

2.3(b),(c)의 x, y축 방향)에서 이온을 구속하는 유사 포텐셜 

(pseudopotential)이 형성되고, 이 유사 포텐셜이 최저가 되는 지점, 즉 

전기장이 0인 지점에서 이온이 포획된다. 여기에 엔드 캡 전극에 (+)의 

DC 전압을 가하면 축 방향(axial direction, 그림 2.3(a)의 z축 

방향)으로도 갇힌 구조가 되어 안정적으로 이온을 포획할 수 있다. 



 

 11 

(a) Paul trap 개념도

(b) RF 전극에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기장 (단면)

(c) RF 전극에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기장 (단면)

(d) Innsbruck 그룹의 blade 
type ion trap

RF

DC
End cap End cap

y

x

z

 

그림 2.3 이온 트랩의 개념도 및 사진 (3차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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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에 갇힌 전하를 띈 입자의 운동은 단순 조화 진동(simple 

harmonic oscillation)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이 입자의 운동을 

양자화시켜 진동에 의한 포논(phon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온이 

가진 포논의 상태, 즉 포논의 개수를 외부 상태(external state, 

n )라고 부르고, 이와 대조되게 이온의 최외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내부 상태(internal state, ↓  혹은 ↑ )라고 부른다.  

내부 상태와 외부 상태는 레이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라비 

진동(Rabi oscillation)과 도플러 냉각(Doppler cooling), 사이드 밴드 

냉각(sideband cooling) 등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이 두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 게이트 및 양자 논리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2.2.3.  이온 트랩의 발전 
 

초기의 이온 트랩은 정밀 기계 가공을 통해 3차원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림 2.3) 그러나 2000년대 초 양자정보처리 분야에서 

보다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시키기 위한 이온 트랩 집적화 개념이 

제안되면서 확장가능한(scalable) 이온 트랩 개발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MEMS 공정 기술로 제작한 2차원 구조의 평면 이온트랩(surface 

ion trap)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림 2.4)  

세계적으로 유명한 MEMS 평면 이온트랩 연구 그룹으로는 Sandia 

National Laboratory (SNL) 그룹, Duke 대학 그룹,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그룹,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GTRI) 그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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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face trap 개념도 (단면)

(b) Sandia National Laboratory 
(SNL) 그룹의 surface ion trap

y

x

 

그림 2.4 이온 트랩의 개념도 및 사진 (평면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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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대-SKT 이온 트랩 
 

2.3.1.  B-type / C-type 이온 트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및 제어 연구실 

(Nano/Micro Systems and Controls Lab., 이하 NML)과 SK텔레콤 

Quantum Tech. Lab은 지난 3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로 

MEMS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2.5) 이온 트랩의 

전체적인 형상 및 구조는 SNL 그룹의 평면 이온트랩(그림 

2.4(b))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또한 Yb+ 이온 포획 실험과 12.6 GHz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이온 양자 상태 제어(state manipulation) 실험 등 

기본적인 이온트랩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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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x

(a) 서울대-SKT 이온트랩 도면

(b) 서울대-SKT 이온트랩 칩 패키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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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ail
DC 

electrode

Inner
DC rail

Loading slot

(c) 서울대-SKT 이온트랩 SEM 사진
 

그림 2.5 서울대-SKT 이온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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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4Yb+ ion string trapped by applying RF voltage 
with 340 Vp-p @ 25.4 MHz (포획된 이온 주변의

트랩 이미지는 따로 촬영되어 덧씌워진 것임)

Five 174Yb+ ions

(b) Experimental results of single qubit operation 
using trapped 171Yb+

 

그림 2.6 Yb+ 이온 포획 및 상태 제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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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공정 기술로 제작된 이온 트랩의 구성은 크게 상부, 하부 

전극과 두 전극 사이의 절연층으로 나뉜다. 이온 트랩 제작 또는 이온 

포획 실험 도중 절연층 측벽에 예기치 않은 원자들이 증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자들은 이온 트랩 주변 3차원 공간의 포텐셜 형태를 변형시켜 

포획된 이온의 미세움직임(micromotion)을 유발한다. 이온의 

미세움직임은 포획된 이온의 가열 속도(heating rate)를 증가시켜 

결깨짐(decoherence) 현상을 유발하고 포획된 이온이 이탈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이 보유한 양자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 

평면 이온트랩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극 돌출부(overhang)를 

구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절연층이 지탱하는 전극을 

절연층보다 돌출되게 제작함으로써 (그림 2.7(a),(c)) 포획된 이온에 

노출되는 절연층 측벽 면적을 감소시켜 측벽에 증착된 원자들이 포획된 

이온에게 주는 영향을 줄이고 이온 트랩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다.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습식 식각 공정으로 절연층 

측면을 식각시켜 절연층 언더컷(undercut)이 생기게 하는 방법(oxide 

timed etch method)과 희생층 공정을 통해 희생층 위에 전극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전극이 절연층 보다 돌출되게 제작하는 방법(sacrificial 

layer method)이 있다. 서울대학교 NML은 위의 방법들을 사용한 두 

종류의 이온 트랩을 제작했다. 이들을 각각 B-type, C-type 

이온트랩이라 명명한다. (그림 2.7) 두 이온트랩 칩에 대한 자세한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2.8과 그림 2.9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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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b) B-type 이온트랩 단면 SEM 사진
(oxide timed etch method)

(a) B-type 이온트랩 개념도 (단면)
(oxide timed etch method)

Inner DC rail

SiO2

Al

Ground electrode

Si substrate

RF rail

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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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type 이온트랩 개념도 (단면)
(Cu sacrificial layer method)

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Inner DC rail RF rail DC electrode

Si substrate

(d) C-type 이온트랩 단면 SEM 사진
(Cu sacrificial layer method)

SiO2

Al
Ground electrode

y

x

 

그림 2.7 서울대-SKT 이온트랩 단면도 (B-type, 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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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h) SiO2 dry etching

(j) SiO2 wet etching

(e) SiO2 patterning (backside)

(g) SiO2 patterning (electrode)
/ Al patterning

(i) backside DRIE

(d) SiO2 patterning (via hole)

(a) thermal oxidation (5000 Å)
/ nitride dep. (2000 Å)

(c) PECVD SiO2 deposition (14 μm)

(f) Al deposition (1.5 μm)
/ PECVD SiO2 deposition (1 μm)

(b) Al deposition (1.5 μm)
/ Al & dielectric patterning

 

 

 

 

(k) frontside DRIE

 

그림 2.8 B-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oxide timed et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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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Cu

(a) thermal oxidation (5000 Å)
/ nitride dep. (2000 Å)

(c) PECVD SiO2 deposition (14 μm)

(b) Al deposition (1.5 μm)
/ Al & dielectric patterning

 

(d) SiO2 etch

(h) SiO2 patterning (backside)

(e) Ti/Cu deposition (300Å/1000Å)

(g) CMP

(f) Cu electroplating

(k) Al patterning (l) Backside DRIE

(m) Cu/Ti removal (n) Frontside DRIE

(j) Al deposition (1.5um)(i) SiO2 patterning (via)

 
그림 2.9 C-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Cu sacrificial lay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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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식각 공정을 이용해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은 공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습식 식각의 특성상 식각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어 돌출부 길이를 정밀히 제어하기 어려우며 절연층이 

다층 구조로 이루어졌을 시 절연층 측벽에 톱니형상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7(a),(b)) 반면, 희생층 공정을 이용해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은 공정이 다소 복잡하나 균일하고 정확한 길이의 전극 

돌출부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7(c),(d)) 

전극 돌출부의 길이가 짧다면 절연층 측벽이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전극 돌출부의 길이를 늘일 

수 없다. 돌출부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전극 자체의 

잔류응력과 전압 인가 시 생성되는 정전기력에 의해 전극의 형상이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대칭적인 전기장을 형성하여 이온 

포획을 방해하거나 주변 전극과의 브레이크 다운(breakdown)을 유발할 

수 있다. 

전극 돌출부를 구현함으로써 절연층이 이온에 노출되는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다. 서울대학교 

NML은 절연층 측벽을 도전막으로 패시베이션(passivation)하는 방법을 

통해 절연층의 노출을 완전히 방지하였다. 본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이온트랩을 D-type 이온트랩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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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D-type 이온 트랩 
 

이온 트랩의 포획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획된 

이온을 절연층에 누적된 전하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으로부터 보호하여 

이온의 미세움직임 유발을 억제해야 한다. D-type 이온트랩은 전극을 

지지하는 절연층 공정을 2단계로 진행해 절연층 돌출부를 제작하고 각 

절연층의 측벽을 금속 물질로 패시베이션함으로써 절연층이 이온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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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ype 이온트랩은 밑에서부터 실리콘 기판,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 Si(OC2H5)4) 절연층, 하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Al) 도전막,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 절연층, 상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도전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 

TEOS 절연층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은 각각 실리콘 기판과 

하부 전극,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을 전기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형성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은 두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에 층이 

아래층보다 돌출되도록 설계되었다. 두 절연층의 측벽에는 알루미늄을 

증착했으며 측벽에 증착된 알루미늄은 각각 상부 전극 및 하부 전극과 

이어진다. 

RF 전극에 사인파 전압을 인가하면 이온트랩 주변 3차원 공간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온트랩 정중앙 상단에 유사 포텐셜의 

최저점이 생성되며 이 영역에 이온이 포획된다. 이온 포획 영역 아래의 

실리콘 기판은 수직 방향으로 관통되어 중성원자 주입구(loading 

slot)로 쓰인다. 중성원자를 이온트랩 하부에서 상부 이온 포획 

영역까지 쏘아 올리고 여기에 이온화 레이저를 가하면 중성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이탈하여 이온화되고 트랩에 포획된다. 

그림 2.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 측벽은 

증착된 알루미늄에 의해 포획된 이온 위치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이로써 

이온의 미세움직임 유발을 억제할 수 있고 이온이 보유한 양자정보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D-type 이온트랩의 초기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2.11과 같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하여 TEOS 절연층을 증착하고 하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알루미늄 도전막을 증착 및 패터닝한다. (그림 2.11(a))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절연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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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알루미늄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절연층 측벽을 감싼다. (그림 

2.11(b),(c)) 이어서 구리 도금을 하여 절연층 구조물 사이를 구리로 

채우고 CMP로 표면을 연마 및 평탄화하여 절연층 구조물이 웨이퍼 

표면으로 드러나게 한다. 구리 도금의 시드층(seed layer)으로는 

티타늄/구리 박막을 사용한다. (그림 2.11(d),(e))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하고 이를 첫 번째 절연층 구조물보다 

돌출되도록 패터닝하여 절연층 돌출부를 형성한다. (그림 2.11(f),(g)) 

이어서 알루미늄 도전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두 번째 절연층 표면과 

측벽을 감싸고 식각액(etchant)으로 구리 희생층을 제거한다. (그림 

2.11(h),(i)) 마지막으로 고 종횡비 반응성 이온 식각(deep reactive 

ion etching, DRIE) 공정으로 이온트랩 중앙부 실리콘을 관통하여 

중성원자 주입구를 제작한다. (그림 2.11(i),(j)) 

 



 

 28 

(a) TEOS (2 um) / Al (0.8 um) dep. & 
patterning

(c) Al (0.8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d) Cu electroplating

Substrate Al TEOS SiO2 Cu

(j) BOE & Frontside DRIE

(e) CMP

(b) PECVD SiO2 (10 um) dep. & 
patterning

(f) PECVD SiO2 (4 um) dep.

(g) SiO2 patterning 
(backside & frontside)

(h) TEOS (0.4 um) / Al (1.6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i) Backside DRIE & Cu removal

 

그림 2.11 D-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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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공정 방법으로 D-type 이온트랩을 제작하였으나 

완성된 이온트랩의 형상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절연층 구조물에 수직 방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림 3.1) 

이온트랩 절연층 크랙에 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에 대해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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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연층 크랙 방지를 위한 공정 설계  
 

 

3.1.  절연층 크랙 
 

3.1.1.  절연층 크랙 발생 
 

제작 완료된 D-type 이온트랩의 단면 SEM 사진에는 절연층 

구조물의 수직 방향 크랙이 존재했다. (그림 3.1) 점착성이 있는 

테이프로 간단한 필링 테스트(peeling test)를 진행해보니 일부 

시편에서는 절연층 구조물의 박리가 발생했다.  

단면을 촬영하기 위해 시편 스크라이빙(scribing)을 하는 도중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져 크랙이 발행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시편 

스크라이빙 이전에 시편을 BOE (buffered oxide etch, NH4F : HF = 6 : 

1) 용액에 담가 짧게 옥사이드를 식각해본 결과, 식각 용액이 크랙 

틈새를 파고 들어가 식각하면서 절연층 크랙의 틈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연층 크랙은 스크라이빙을 하기 전 이미 이온트랩 

제작 공정 도중에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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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ail

Si substrate

Loading slot

Inner DC rail

Al

Al

Al

SiO2

TEOS

Oxide crack

 

그림 3.1 절연층 크랙이 발생한 이온트랩 시편 SEM 사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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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와 테스트 공정을 통해 절연층 크랙은 그림 2.11(f)의 

공정 스텝인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 증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리의 열 팽창계수는 실리콘의 6.64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30배이다. (표 3.1) 그림 2.11(e),(f)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D-type 

이온트랩 공정은 CMP 연마 공정을 진행한 뒤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하도록 설계되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증착되는데 증착 온도는 약 

350°C, 증착 두께는 4 μm, 총 공정시간은 약 22분이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PlasmaPro System100, Oxford)를 사용하여 증착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공정온도 때문에 구리는 주변 절연층 구조물에 

비해 크게 팽창한다. 구리는 위로 돌출되려고 하나 절연층 구조물에 

의해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위쪽 방향의 외력을 가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응력(stress)이 절연층 구조물의 파괴강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크랙이 생성된다. (그림 3.2) 

 

표 3.1 구리, 실리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열 팽창계수 비교 (20°C) 

 Cu Si SiO2 

선팽창계수(αL) 
(10-6 K-1) 

17 2.56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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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향으로
구리 돌출

Si Al SiO2 TEOS Cu
 

그림 3.2 고온 팽창으로 인한 구리 돌출 개념도 (단면) 

 
그림 3.1의 절연층 돌출부 아래 부분은 원래 구리 희생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림 3.2 참조) 구조물의 크랙 상태를 보면 구리 

희생층이 아래쪽 절연층 측벽을 안쪽으로 잡아당겨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림 3.2를 보면 구리 희생층과 알루미늄 전극 사이에 얇은 TEOS 

박막이 존재한다. 이는 알루미늄 전극을 식각할 때 사용된 하드 

마스크이며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BOE 용액에 의해 제거된다. 다시 

말해 구리 희생층은 얇은 TEOS 박막과 맞닿아 있다.  

산화구리(CuO, Cu2O)의 음 생성열(negative heat of formation)은 

각각 155.2 kJ/mol, 167.4 kJ/mol 이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음 

생성열은 455.2 kJ/mol 이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표면 위에 증착된 구리는 실리콘으로부터 산소를 가져와 

산화될 수 없다. 고온 환경에서 구리 원자는 단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 또는 TEOS 박막 내부로 확산(diffusion)될 뿐이며 이들과 

반응하여 강력한 결합을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온도가 300°C 이상으로 증가시 구리 내부의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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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yield strength)를 초과해 구리의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이 시작된다. (항복강도는 구리의 두께, 결정(grain) 

크기에 따라 약 200 MPa에서 600 MPa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소성 변형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여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연층 증착 후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갈 때 팽창한 

구리가 수축하며 절연층 측벽을 잡아당긴다는 가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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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절연층 크랙 방지 
 

구리 돌출로 인한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리가 팽창되는 공정 스텝은 공정 온도 350°C의 절연층 증착 

과정이다. (그림 2.11(f)) 절연층을 증착하기 전에 웨이퍼를 장비 

챔버(chamber) 안에서 예열하여 구리 희생층을 충분히 팽창시키고, 그 

위에 절연층을 증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도금과 CMP 공정 사이에 어닐링(annealing)을 진행하여 구리를 미리 

팽창시킨 후 CMP 연마와 절연층 증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열 또는 어닐링을 통해 구리를 미리 팽창시키면 구리가 다시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되었을 때 추가로 돌출되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구리는 계속적으로 팽창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 구리 희생층 내부에 보이드(void)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리 

원자가 절연층 내부로 확산되어 절연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앞선 두 방법에 대해 테스트 공정을 진행하여 검증하였으나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절연층 구조물과 구리 희생층 사이에 제 3의 레이어를 

형성해 이 둘의 완충층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리 희생층이 열팽창으로 

인해 주변에 가하는 외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완충층 

물질은 폴리이미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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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층 희생층 기술 
 

3.2.1.  폴리이미드 완충층 
 

구리 희생층이 열팽창하며 주변 구조물에 외력을 가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크랙이 발생한다. 이런 희생층과 주변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희생층과 구조물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완충층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희생층과 구조물의 완충층이자 제 2의 희생층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연성(ductile) 재료이며 파괴(fracture)되기 전까지 큰 변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D-type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350°C 이상의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증착과 

제거도 용이해야 한다. 

폴리이미드는 기계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이미드 계열 고분자 화합물이다. 내열성이 뛰어나고 400°C까지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연성 재료에 속하며 외력을 받으면 소성 

변형 진행 후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크다. 균열 또한 

천천히 진행된다.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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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Cu

Polyimide

시편을 조각낼 때 연성 특성에 의해
소성 변형 후 파괴된 폴리이미드

 

그림 3.3 폴리이미드의 연성 파괴 (단면 SEM 사진) 

 

초기 완충층의 후보군으로서 테프론(Teflon)과 같은 불소수지가 

거론되었으나 300°C 이하에서 분해(decomposition)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페를린 N(Parylene N) 또한 420°C의 높은 용융점으로 

인해 물망에 올랐으나 청정실 내 증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테스트 웨이퍼를 제작하여 폴리이미드가 350°C의 고온에서 

알루미늄, 구리와 반응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얇은 

TEOS 박막을 증착하고 그 위에 각각 알루미늄과 구리를 증착한 뒤 

폴리이미드를 스핀 코팅한다. 이어서 두 웨이퍼를 350°C 진공 

환경에서 30분간 어닐링한 뒤 폴리이미드를 제거하고 어닐링만 진행한 

대조군과 표면 상태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유사한 표면 SEM 사진을 획득했고 폴리이미드가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뛰어나며 350°C 진공 환경에서 알루미늄 및 구리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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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험을 통해 폴리이미드가 고온에서 실리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도 반응도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폴리이미드는 

85°C로 가열한 Avantor Performance Materials 社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photoresist stripper) J.T.Baker PRS-2000 용액에 넣어 

3~4시간 경과 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실험에는 태원시스켐 社에서 제공한 폴리이미드 TPI-SU1005 제품을 

사용했다.  

 
 

Al

Si

Al

(a) Al (polyimide 증착 및
어닐링 후 polyimide 제거)

(b) Al (어닐링 후)

Cu

Si

Cu

Si

(a) Cu (polyimide 증착 및
어닐링 후 polyimide 제거)

(b) Cu (어닐링 후)

 

그림 3.4 폴리이미드와 Al, Cu간의 고온 반응성 테스트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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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복층 희생층 테스트 공정 
 

앞서 폴리이미드가 열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온에서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및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반응하지 않으며 증착과 제거에 

용이하여 D-type 이온트랩 공정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부터 폴리이미드를 실제로 제 2의 희생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물 크랙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간단한 MEMS 구조물을 제작하여 복층 희생층 기술을 검증하였다. 

(그림 3.5) 본 MEMS 구조물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돌출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 위에 10 μm 두께의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아래층 첫 번째 구조물을 

형성한다. 패터닝에는 Clariant 社의 포토레지스트 AZ 7220을 마스크로 

사용하며 증착 두께는 약 2.5 μm 이다. (2000 rpm, 50 sec)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반도체공동연구소의 AMK P-5000 장비를 사용하여 

식각한다. (그림 3.5(a)) 이어 폴리이미드를 얇게 증착하고 

큐어링(curing)하여 완충층을 형성한다. 폴리이미드는 스핀 코팅으로 약 

1 μm 코팅하고 (5500 rpm, 60 sec), 110°C에서 300°C까지 천천히 

온도를 증가시켜 3시간 동안 큐어링한다. (그림 3.5(b)) 그 다음 두께 

300 Å/1000 Å의 티타늄/구리 시드층을 폴리이미드 박막층 위에 

증착하고 구리를 전기 도금하여 구조물 사이를 채운다. 이어서 CMP로 

표면을 연마 및 평탄화하여 절연층, 폴리이미드 완충층, 구리 희생층이 

표면에 드러나게 한다. CMP 연마 후 절연층 구조물의 타겟 두께는 8 

μm 이다. (그림 3.5(c)) 다시 위층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증착하고 이를 첫 번째 구조물보다 약 8 μm 돌출되도록 

패터닝하여 돌출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3.5(d)) 마지막으로 구리 

희생층과 티타늄/구리 시드층,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순차적으로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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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한다. (그림 3.5(e)) 구리와 티타늄 식각액은 각각 Trensene 社의 

Cu etchant APS-100과 TiW-30 etchant를 사용한다. 

 

 

(a) Deposition & patterning of 
SiO2 layer

(c) Cu electroplating &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d) Deposition & patterning of 
2nd SiO2 layer

(e) Cu / polyimide removal

Si SiO2

Polyimide Cu

(b) Deposition of polyimide layer

 

그림 3.5 복층 희생층 기술로 제작한 MEMS 구조물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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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과는 그림 3.6에 도시되었다. 구리 단일 희생층만 사용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다. 구리 단일 희생층 사용시 D-type 공정으로 제작한 

이온트랩과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크랙이 발생했으나 (그림 3.6(a)) 

폴리이미드를 완충층으로 사용함으로써 크랙 발생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그림 3.6(b),(c)) 이와 같이 고분자 화합물의 연성 특성과 

금속의 경도 특성을 조합한 복층의 희생층을 이용해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물과 희생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구조물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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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

Cu

SiO2 Crack

(a) 구리 단일 희생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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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Cu

Polyimide

SiO2

(b)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사용
(그림 3.5. (d) SiO2 패터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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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

SiO2

(c)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사용
(그림 3.5. (e))

 

그림 3.6 복층 희생층 기술로 제작한 MEMS 구조물 (단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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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ype 이온트랩 공정에서 폴리이미드 단일 희생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폴리이미드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경도 차이 때문이다. 

포토레지스트, 폴리머, 폴리이미드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은 경도가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CMP 연마 과정에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 

비해 접시 모양처럼 움푹 파여버리는 디싱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3.7) 

 

 

TEOS AZ 4620

Si

TEOS와 PR의 경도 차로 인해
CMP 후 디싱 현상 발생

 

그림 3.7 CMP 후 TEOS와 AZ 4620 포토레지스트 간의 단차 발생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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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선된 D-type 이온 트랩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기술을 D-type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했다. D-type 공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림 

2.11(d)-(h) 스텝을 수정했다. (그림 3.8) 구리 희생층을 형성하기 

전에 폴리이미드 희생층을 얇게 코팅하여 구리 희생층과 절연층 

구조물의 완충층으로 사용했다.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제작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테스트 공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의 크랙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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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OS (2 um) / Al (0.8 um) dep. & 
patterning

(c) Al (0.8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Substrate Al TEOS SiO2 Cu

(j) BOE & Frontside DRIE

(e) CMP

(b) PECVD SiO2 (10 um) dep. & 
patterning

(f) PECVD SiO2 (4 um) dep.

(g) SiO2 patterning 
(backside & frontside)

(h) TEOS (0.4 um) / Al (1.6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d) Polyimide dep. / Cu electroplating 

(i) Backside DRIE & Polyimide 
/ Cu removal

 

그림 3.8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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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EOS
Al

SiO2

SiO2

Cu

Polyimide
Al

(a) 두 번째 절연층 식각 전 (그림 3.8(f))

(b) 완성된 이온트랩 (정면)

RF rail

DC 
electrodeLoading

slot

Inner
DC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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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um
Al

Al

TEOS
Al

Al

SiO2
4.4 um

(c) 완성된 이온트랩 (단면)

Si

SiO2

RF rail

Inner
DC rail

Loading slot

 

그림 3.9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제작 결과 (단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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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복층 희생층 기술 개발과 이를 MEMS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희생층과 구조층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후속 공정 

등의 요소들에 제약 받지 않는 희생층 공정 기술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은 단일 물질로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두 물질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본 공정 기술은 서울대-SKT 이온트랩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한 

절연층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고온 공정에서 구리 

희생층이 팽창하여 절연층 구조물에 외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절연층 내부 응력이 절연층 구조물의 파괴강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크랙이 생성된다.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구리 희생층과 절연층 구조물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증착해 금속의 경도 특성과 고분자 

화합물의 연성 특성을 조합한 복층의 희생층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단일 희생층 사용시 구조층과 희생층 간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크랙 현상과 디싱 현상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테스트 공정을 통해 본 기술을 검증했으며 실제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해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복층 희생층 조합은 구조물의 물질과 전후 공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희생층 조합을 선택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복층 희생층 기술은 다양한 MEMS 구조물 제작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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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new sacrificial technology for fabricating 

released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structures. The 

sacrificial layers are frequently used to fabricate complicated 

released structures in MEMS applications, such as sensors, 

actuators, microfluidics, and rf devices. Copper is a widely used 

material in the via microfabrication technologies, and has also been 

used in MEMS applications as a sacrificial layer. However, in using 

copper as a sacrificial material,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arise from ensuing thermal treatments, such as serious damages to 

the main structural layers resulting in breakages. This paper 

develops a new method for protecting the main structures from the 

damages in a copper sacrificial process, using a sandwiched 

polyimide buffer layer. Fabrication results show that the polyimide 

buffer layer successfully isolates the main structures in the MEMS 

ion trap chips from the unwanted stresses from sacrificial material. 

The developed sacrificial process is an excellent technology for 

fabricating complicated MEMS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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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초    록 

 

희생층을 형성 및 식각하여 입체적인 구조물을 구현하는 희생층 

기술은 MEMS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이 단일 물질로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두 물질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구리는 널리 사용되는 희생층 물질이지만 고온 

환경에서 열팽창으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구리 

희생층과 구조층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형성하면 구리 희생층이 팽창하며 주변에 가하는 외력을 완화시켜 

구조물 크랙을 방지할 수 있다. 테스트 공정을 통해 본 기술을 

검증했으며 실제 MEMS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해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본 복층 희생층 기술은 다양한 MEMS 구조물 

제작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희생층, 완충층, 구리, 폴리이미드, MEMS, 이온트랩 
학   번 : 2014-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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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1.1.  MEMS 및 희생층 기술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또는 미세전자제어기술)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론(μm)이나 밀리미터(mm) 크기의 초소형 정밀기계 제작기술을 

의미한다.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 기판을 가공하여 소형화된 

전자회로나 소형 암, 기어, 스프링 등과 같은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MEMS 기술은 잉크젯 프린터 헤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바이오 칩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 제작에 응용되고 

있다.  

MEMS 제작 기술은 기판 위에 박막층을 증착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표면 미세가공기술(surface micromachining)과 기판 자체를 

식각하는 벌크 미세가공기술(bulk micromachining) 및 X-ray 

리소그래피와 도금, 플라스틱 금형으로 구조물을 형성하는 LIGA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희생층(sacrificial layer)을 형성 및 식각하여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희생층 기술(sacrificial layer technology)은 표면 미세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희생층 기술은 희생층을 증착 및 

패터닝하는 과정, 구조층(structural layer)을 증착 및 패터닝하는 과정, 

희생층을 제거하여 구조층을 부유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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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layer

 

그림 1.1 희생층 공정 기술 

 

1.1.2.  희생층 공정 시 유의사항 
 

희생층 기술로 MEMS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희생층과 구조층에 

사용될 적절한 물질을 선택할 때, 희생층과 구조층의 물성; 희생층의 

식각선택비(etch selectivity); 희생층과 구조층의 증착온도 및 후속 

공정온도;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 경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조층은 좋은 물리, 화학, 기계적 성질을 보유해야 한다. 

파괴강도(breaking strength)와 피로강도(fatigue strength)가 크고 

크리프(creep)가 작아야 하며 내마모성(wear resistance)이 높고 제작 

후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적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구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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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는 폴리실리콘; 비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산화막; 

폴리이미드(polyimide);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금 등의 금속이 있다. 

희생층 또한 좋은 물리적 성질을 보유해야 한다. 구조층과의 

접착력이 좋아 제작 도중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잔류응력이 적어 크랙(cra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희생층 재료로는 폴리실리콘; 비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산화막;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폴리머(polymer), 폴리이미드 등의 유기물;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등의 금속이 있다. 

식각선택비는 서로 다른 막이 식각되는 비율이다. 희생층은 건식 

식각(dry etching) 또는 습식 식각(wet etch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거되는데, 이때 구조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희생층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해서 희생층 및 구조층 물질과 식각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희생층, 구조층 물질을 조합할 때 이들의 증착온도 역시 고려 

대상이다. 증착온도가 높은 물질은 낮은 열 예산(thermal budget)을 

가진 공정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한 증착온도에서 구조층과 

희생층은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림 1.1(c)에 예시된 MEMS 구조물 

제작 시 실리콘 산화막을 구조층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실리콘 

산화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on, PECVD) 방법으로 증착되며 증착온도는 350°C에 달한다. 

이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유기물을 희생층으로 사용하면 낮은 열 

안정성으로 인해 구조층 증착 과정에서 희생층이 분해될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증착온도가 580°C 이상이므로 열 예산이 낮은 

웨이퍼에서는 희생층으로 사용될 수 없다. 

희생층 증착 후 후속 고온공정이 있는 경우 구조층과 희생층의 열 

팽창계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열 팽창계수 차이가 크면 구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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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층이 스트레스를 받아 크랙,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웨이퍼의 열 팽창계수도 포함된다. 실리콘 

관통전극(through silicon via, TSV)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미세 비아 홀을 제작하고 비아 홀 내부에 전도성 물질인 구리를 채워 칩 

내부에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통로를 형성하는 기술로서, 후속 고온공정 

존재 시 구리 비아와 실리콘 기판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실리콘 크랙이나 구리 돌출(protrusion)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a))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경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희생층과 

구조층 증착 후 이들의 표면을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공정으로 평탄화 시키는 경우, 희생층과 구조층 중 

경도가 약한 부분에서 디싱(dish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b))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희생층 공정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복잡한 MEMS 구조물 제작 시 일반적인 

희생층과 구조층 조합에서 벗어나는 조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수하고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Si
SiO2 polyimide

Si Cu

(a) 고온 공정에서 물질간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돌출 현상

(b) CMP 공정에서 물질간 경도
차이로 인한 디싱 현상

 

그림 1.2 반도체 공정에서 열 팽창계수 또는 경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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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논문에서는 희생층과 구조층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후속 공정 

등의 요소들에 제약 받지 않는 희생층 공정 기술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은 단일 희생층을 사용하여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이로써 고온 공정에서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열 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구조층에 발생할 수 있는 크랙 현상이나 연마 공정에서 

구조층과 희생층 간의 경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싱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1.3.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복층 희생층 기술 개발과 이를 MEMS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양자정보처리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플랫폼인 이온 트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서울대와 

SKT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MEMS 이온트랩과 이온트랩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3장에서는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설계 및 개발 과정과 복층 희생층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실제 MEMS 이온트랩 구조물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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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정보 및 이온 트랩 
 

 

2.1.  양자 정보 처리 
 

현재의 반도체 기술은 양자 효과의 일부인 밴드갭(band gap) 

이론과 터널링(tunneling) 이론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양자 효과는 

노이즈로 간주하여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회로 선폭을 감소시킬수록 양자 효과는 

점차 두드러지고 회로 선폭이 실리콘 원자 수준(~0.2 nm)에 도달하면 

양자 효과가 극대화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1) 

 

 

 

그림 2.1 Nano CMOS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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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정보 처리는 양자 효과를 무작정 피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 방법이다. 양자 정보에서 사용하는 

정보 단위는 양자비트(quantum bit) 또는 큐빗(qubit)이라고 부르며 

양자역학적 물리계를 이용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에서 

정보의 기본단위인 비트가 ‘0’ 또는 ‘1’ 중 어느 한 값만을 취하는 

데 비해 양자비트는 ‘0’과 ‘1’의 중첩상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림 

2.2) 이는 양자 역학의 기본 성질인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을 이용한 것이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다른 입력 상태에 

대해 동시에 연산을 진행하는 양자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계산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양자 정보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복제불가 (no-cloning)의 특징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  

 

 

0 1

cos ,   sin
2 2

ie φ

ψ α β

θ θα β

= +

   = =   
   

 

그림 2.2 Bloch sphere representation of a qu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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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정보 기술의 응용 예로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양자 통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는 광자, 중성원자, 

이온, 초전도체(superconductor), 양자점(quantum dot),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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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온 트랩 
 

2.2.1.  이온 트랩 개요 
 

이온 트랩(ion trap)은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초고진공 3차원 공간에 

전하를 띈 입자를 포획하는 장치이다. 포획된 이온의 최외각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 중 두 개의 상태를 0 과 1  

(또는 ↓ 와 ↑ )로 정의하고 양자비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이온 

트랩에서는 원자의 초미세 구조 기저 상태(ground state)를 0 과 1 로 

정의하는 초미세큐빗(hyperfine qubit, 171Yb+, 137Ba+ 등)과 수명이 긴 

들뜬 상태(exited state)를 1 로, 기저 상태를 0 으로 정의하는 

광큐빗(optical qubit, 40Ca+ 등)을 주로 사용한다.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정전기장(static electric field)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전위(electric potential) 최저점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이온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자기장 또는 진동하는 전기장(oscillating 

electric field)을 추가로 인가해주어야 한다. 정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이온을 포획하는 트랩을 페닝 트랩(Penning trap)이라고 

부르며, 정전기장과 진동하는 전기장을 이용하여 이온을 포획하는 

트랩을 폴 트랩(Paul trap)이라고 부른다. 이온 트랩을 개발한 한스 

데멜트(Hans Dehmelt)(1967)와 볼프강 파울(Wolfgang 

Paul)(1953)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이온 트랩은 모두 폴 트랩을 

지칭한다. 

이온 트랩을 이용하면 원하는 개수의 이온을 한 장소에 장시간 동안 

포획할 수 있다. 또한 포획된 이온들은 전기력(Coulomb force)에 의해 

서로 분리되며,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를 통해 단일 입자의 상태를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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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온 트랩은 양자 정보 처리 기술의 

구현 장치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2.2.2.  이온 트랩의 구조 및 원리 
 

이온 트랩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RF 전극과 두 개의 접지된 전극, 

두 개의 엔드 캡(end cap) 전극으로 구성된다. 그림 2.3(a)와 같이 RF 

전극에 사인파의 전압을 인가하면 사인파의 주기 및 전압, 이온의 

전하량 대 질량비, 전극의 형상에 따라 반경 방향(radial direction, 그림 

2.3(b),(c)의 x, y축 방향)에서 이온을 구속하는 유사 포텐셜 

(pseudopotential)이 형성되고, 이 유사 포텐셜이 최저가 되는 지점, 즉 

전기장이 0인 지점에서 이온이 포획된다. 여기에 엔드 캡 전극에 (+)의 

DC 전압을 가하면 축 방향(axial direction, 그림 2.3(a)의 z축 

방향)으로도 갇힌 구조가 되어 안정적으로 이온을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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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ul trap 개념도

(b) RF 전극에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기장 (단면)

(c) RF 전극에 (-)전압이
걸렸을 때의 전기장 (단면)

(d) Innsbruck 그룹의 blade 
type ion trap

RF

DC
End cap End cap

y

x

z

 

그림 2.3 이온 트랩의 개념도 및 사진 (3차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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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에 갇힌 전하를 띈 입자의 운동은 단순 조화 진동(simple 

harmonic oscillation)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이 입자의 운동을 

양자화시켜 진동에 의한 포논(phon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온이 

가진 포논의 상태, 즉 포논의 개수를 외부 상태(external state, 

n )라고 부르고, 이와 대조되게 이온의 최외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내부 상태(internal state, ↓  혹은 ↑ )라고 부른다.  

내부 상태와 외부 상태는 레이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라비 

진동(Rabi oscillation)과 도플러 냉각(Doppler cooling), 사이드 밴드 

냉각(sideband cooling) 등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이 두 상태를 

이용하여 양자 게이트 및 양자 논리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2.2.3.  이온 트랩의 발전 
 

초기의 이온 트랩은 정밀 기계 가공을 통해 3차원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림 2.3) 그러나 2000년대 초 양자정보처리 분야에서 

보다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시키기 위한 이온 트랩 집적화 개념이 

제안되면서 확장가능한(scalable) 이온 트랩 개발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MEMS 공정 기술로 제작한 2차원 구조의 평면 이온트랩(surface 

ion trap)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림 2.4)  

세계적으로 유명한 MEMS 평면 이온트랩 연구 그룹으로는 Sandia 

National Laboratory (SNL) 그룹, Duke 대학 그룹,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그룹, 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GTRI) 그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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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face trap 개념도 (단면)

(b) Sandia National Laboratory 
(SNL) 그룹의 surface ion trap

y

x

 

그림 2.4 이온 트랩의 개념도 및 사진 (평면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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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대-SKT 이온 트랩 
 

2.3.1.  B-type / C-type 이온 트랩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및 제어 연구실 

(Nano/Micro Systems and Controls Lab., 이하 NML)과 SK텔레콤 

Quantum Tech. Lab은 지난 3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로 

MEMS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2.5) 이온 트랩의 

전체적인 형상 및 구조는 SNL 그룹의 평면 이온트랩(그림 

2.4(b))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또한 Yb+ 이온 포획 실험과 12.6 GHz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이온 양자 상태 제어(state manipulation) 실험 등 

기본적인 이온트랩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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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x

(a) 서울대-SKT 이온트랩 도면

(b) 서울대-SKT 이온트랩 칩 패키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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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ail
DC 

electrode

Inner
DC rail

Loading slot

(c) 서울대-SKT 이온트랩 SEM 사진
 

그림 2.5 서울대-SKT 이온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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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4Yb+ ion string trapped by applying RF voltage 
with 340 Vp-p @ 25.4 MHz (포획된 이온 주변의

트랩 이미지는 따로 촬영되어 덧씌워진 것임)

Five 174Yb+ ions

(b) Experimental results of single qubit operation 
using trapped 171Yb+

 

그림 2.6 Yb+ 이온 포획 및 상태 제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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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공정 기술로 제작된 이온 트랩의 구성은 크게 상부, 하부 

전극과 두 전극 사이의 절연층으로 나뉜다. 이온 트랩 제작 또는 이온 

포획 실험 도중 절연층 측벽에 예기치 않은 원자들이 증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자들은 이온 트랩 주변 3차원 공간의 포텐셜 형태를 변형시켜 

포획된 이온의 미세움직임(micromotion)을 유발한다. 이온의 

미세움직임은 포획된 이온의 가열 속도(heating rate)를 증가시켜 

결깨짐(decoherence) 현상을 유발하고 포획된 이온이 이탈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이온이 보유한 양자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 

평면 이온트랩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극 돌출부(overhang)를 

구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절연층이 지탱하는 전극을 

절연층보다 돌출되게 제작함으로써 (그림 2.7(a),(c)) 포획된 이온에 

노출되는 절연층 측벽 면적을 감소시켜 측벽에 증착된 원자들이 포획된 

이온에게 주는 영향을 줄이고 이온 트랩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다.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습식 식각 공정으로 절연층 

측면을 식각시켜 절연층 언더컷(undercut)이 생기게 하는 방법(oxide 

timed etch method)과 희생층 공정을 통해 희생층 위에 전극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전극이 절연층 보다 돌출되게 제작하는 방법(sacrificial 

layer method)이 있다. 서울대학교 NML은 위의 방법들을 사용한 두 

종류의 이온 트랩을 제작했다. 이들을 각각 B-type, C-type 

이온트랩이라 명명한다. (그림 2.7) 두 이온트랩 칩에 대한 자세한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2.8과 그림 2.9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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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b) B-type 이온트랩 단면 SEM 사진
(oxide timed etch method)

(a) B-type 이온트랩 개념도 (단면)
(oxide timed etch method)

Inner DC rail

SiO2

Al

Ground electrode

Si substrate

RF rail

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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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type 이온트랩 개념도 (단면)
(Cu sacrificial layer method)

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Inner DC rail RF rail DC electrode

Si substrate

(d) C-type 이온트랩 단면 SEM 사진
(Cu sacrificial layer method)

SiO2

Al
Ground electrode

y

x

 

그림 2.7 서울대-SKT 이온트랩 단면도 (B-type, 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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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h) SiO2 dry etching

(j) SiO2 wet etching

(e) SiO2 patterning (backside)

(g) SiO2 patterning (electrode)
/ Al patterning

(i) backside DRIE

(d) SiO2 patterning (via hole)

(a) thermal oxidation (5000 Å)
/ nitride dep. (2000 Å)

(c) PECVD SiO2 deposition (14 μm)

(f) Al deposition (1.5 μm)
/ PECVD SiO2 deposition (1 μm)

(b) Al deposition (1.5 μm)
/ Al & dielectric patterning

 

 

 

 

(k) frontside DRIE

 

그림 2.8 B-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oxide timed et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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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hermal
oxide Nitride Al PECVD

oxide Cu

(a) thermal oxidation (5000 Å)
/ nitride dep. (2000 Å)

(c) PECVD SiO2 deposition (14 μm)

(b) Al deposition (1.5 μm)
/ Al & dielectric patterning

 

(d) SiO2 etch

(h) SiO2 patterning (backside)

(e) Ti/Cu deposition (300Å/1000Å)

(g) CMP

(f) Cu electroplating

(k) Al patterning (l) Backside DRIE

(m) Cu/Ti removal (n) Frontside DRIE

(j) Al deposition (1.5um)(i) SiO2 patterning (via)

 
그림 2.9 C-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Cu sacrificial lay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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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식각 공정을 이용해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은 공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습식 식각의 특성상 식각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어 돌출부 길이를 정밀히 제어하기 어려우며 절연층이 

다층 구조로 이루어졌을 시 절연층 측벽에 톱니형상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7(a),(b)) 반면, 희생층 공정을 이용해 전극 돌출부를 

구현하는 방법은 공정이 다소 복잡하나 균일하고 정확한 길이의 전극 

돌출부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7(c),(d)) 

전극 돌출부의 길이가 짧다면 절연층 측벽이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전극 돌출부의 길이를 늘일 

수 없다. 돌출부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전극 자체의 

잔류응력과 전압 인가 시 생성되는 정전기력에 의해 전극의 형상이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대칭적인 전기장을 형성하여 이온 

포획을 방해하거나 주변 전극과의 브레이크 다운(breakdown)을 유발할 

수 있다. 

전극 돌출부를 구현함으로써 절연층이 이온에 노출되는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다. 서울대학교 

NML은 절연층 측벽을 도전막으로 패시베이션(passivation)하는 방법을 

통해 절연층의 노출을 완전히 방지하였다. 본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이온트랩을 D-type 이온트랩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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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D-type 이온 트랩 
 

이온 트랩의 포획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획된 

이온을 절연층에 누적된 전하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으로부터 보호하여 

이온의 미세움직임 유발을 억제해야 한다. D-type 이온트랩은 전극을 

지지하는 절연층 공정을 2단계로 진행해 절연층 돌출부를 제작하고 각 

절연층의 측벽을 금속 물질로 패시베이션함으로써 절연층이 이온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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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ype 이온트랩은 밑에서부터 실리콘 기판,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 Si(OC2H5)4) 절연층, 하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Al) 도전막,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 절연층, 상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도전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 

TEOS 절연층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은 각각 실리콘 기판과 

하부 전극,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을 전기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형성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은 두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에 층이 

아래층보다 돌출되도록 설계되었다. 두 절연층의 측벽에는 알루미늄을 

증착했으며 측벽에 증착된 알루미늄은 각각 상부 전극 및 하부 전극과 

이어진다. 

RF 전극에 사인파 전압을 인가하면 이온트랩 주변 3차원 공간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온트랩 정중앙 상단에 유사 포텐셜의 

최저점이 생성되며 이 영역에 이온이 포획된다. 이온 포획 영역 아래의 

실리콘 기판은 수직 방향으로 관통되어 중성원자 주입구(loading 

slot)로 쓰인다. 중성원자를 이온트랩 하부에서 상부 이온 포획 

영역까지 쏘아 올리고 여기에 이온화 레이저를 가하면 중성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이탈하여 이온화되고 트랩에 포획된다. 

그림 2.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층 측벽은 

증착된 알루미늄에 의해 포획된 이온 위치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이로써 

이온의 미세움직임 유발을 억제할 수 있고 이온이 보유한 양자정보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D-type 이온트랩의 초기 제작 프로세스는 그림 2.11과 같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하여 TEOS 절연층을 증착하고 하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알루미늄 도전막을 증착 및 패터닝한다. (그림 2.11(a))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절연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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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알루미늄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절연층 측벽을 감싼다. (그림 

2.11(b),(c)) 이어서 구리 도금을 하여 절연층 구조물 사이를 구리로 

채우고 CMP로 표면을 연마 및 평탄화하여 절연층 구조물이 웨이퍼 

표면으로 드러나게 한다. 구리 도금의 시드층(seed layer)으로는 

티타늄/구리 박막을 사용한다. (그림 2.11(d),(e))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하고 이를 첫 번째 절연층 구조물보다 

돌출되도록 패터닝하여 절연층 돌출부를 형성한다. (그림 2.11(f),(g)) 

이어서 알루미늄 도전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두 번째 절연층 표면과 

측벽을 감싸고 식각액(etchant)으로 구리 희생층을 제거한다. (그림 

2.11(h),(i)) 마지막으로 고 종횡비 반응성 이온 식각(deep reactive 

ion etching, DRIE) 공정으로 이온트랩 중앙부 실리콘을 관통하여 

중성원자 주입구를 제작한다. (그림 2.11(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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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OS (2 um) / Al (0.8 um) dep. & 
patterning

(c) Al (0.8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d) Cu electroplating

Substrate Al TEOS SiO2 Cu

(j) BOE & Frontside DRIE

(e) CMP

(b) PECVD SiO2 (10 um) dep. & 
patterning

(f) PECVD SiO2 (4 um) dep.

(g) SiO2 patterning 
(backside & frontside)

(h) TEOS (0.4 um) / Al (1.6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i) Backside DRIE & Cu removal

 

그림 2.11 D-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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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공정 방법으로 D-type 이온트랩을 제작하였으나 

완성된 이온트랩의 형상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절연층 구조물에 수직 방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그림 3.1) 

이온트랩 절연층 크랙에 관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에 대해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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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연층 크랙 방지를 위한 공정 설계  
 

 

3.1.  절연층 크랙 
 

3.1.1.  절연층 크랙 발생 
 

제작 완료된 D-type 이온트랩의 단면 SEM 사진에는 절연층 

구조물의 수직 방향 크랙이 존재했다. (그림 3.1) 점착성이 있는 

테이프로 간단한 필링 테스트(peeling test)를 진행해보니 일부 

시편에서는 절연층 구조물의 박리가 발생했다.  

단면을 촬영하기 위해 시편 스크라이빙(scribing)을 하는 도중 

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져 크랙이 발행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시편 

스크라이빙 이전에 시편을 BOE (buffered oxide etch, NH4F : HF = 6 : 

1) 용액에 담가 짧게 옥사이드를 식각해본 결과, 식각 용액이 크랙 

틈새를 파고 들어가 식각하면서 절연층 크랙의 틈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연층 크랙은 스크라이빙을 하기 전 이미 이온트랩 

제작 공정 도중에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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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rail

Si substrate

Loading slot

Inner DC rail

Al

Al

Al

SiO2

TEOS

Oxide crack

 

그림 3.1 절연층 크랙이 발생한 이온트랩 시편 SEM 사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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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와 테스트 공정을 통해 절연층 크랙은 그림 2.11(f)의 

공정 스텝인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 증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리의 열 팽창계수는 실리콘의 6.64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30배이다. (표 3.1) 그림 2.11(e),(f)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D-type 

이온트랩 공정은 CMP 연마 공정을 진행한 뒤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을 증착하도록 설계되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증착되는데 증착 온도는 약 

350°C, 증착 두께는 4 μm, 총 공정시간은 약 22분이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막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PlasmaPro System100, Oxford)를 사용하여 증착한다. 

이 과정에서 높은 공정온도 때문에 구리는 주변 절연층 구조물에 

비해 크게 팽창한다. 구리는 위로 돌출되려고 하나 절연층 구조물에 

의해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위쪽 방향의 외력을 가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응력(stress)이 절연층 구조물의 파괴강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크랙이 생성된다. (그림 3.2) 

 

표 3.1 구리, 실리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열 팽창계수 비교 (20°C) 

 Cu Si SiO2 

선팽창계수(αL) 
(10-6 K-1) 

17 2.56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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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향으로
구리 돌출

Si Al SiO2 TEOS Cu
 

그림 3.2 고온 팽창으로 인한 구리 돌출 개념도 (단면) 

 
그림 3.1의 절연층 돌출부 아래 부분은 원래 구리 희생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림 3.2 참조) 구조물의 크랙 상태를 보면 구리 

희생층이 아래쪽 절연층 측벽을 안쪽으로 잡아당겨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림 3.2를 보면 구리 희생층과 알루미늄 전극 사이에 얇은 TEOS 

박막이 존재한다. 이는 알루미늄 전극을 식각할 때 사용된 하드 

마스크이며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BOE 용액에 의해 제거된다. 다시 

말해 구리 희생층은 얇은 TEOS 박막과 맞닿아 있다.  

산화구리(CuO, Cu2O)의 음 생성열(negative heat of formation)은 

각각 155.2 kJ/mol, 167.4 kJ/mol 이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음 

생성열은 455.2 kJ/mol 이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표면 위에 증착된 구리는 실리콘으로부터 산소를 가져와 

산화될 수 없다. 고온 환경에서 구리 원자는 단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 또는 TEOS 박막 내부로 확산(diffusion)될 뿐이며 이들과 

반응하여 강력한 결합을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온도가 300°C 이상으로 증가시 구리 내부의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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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yield strength)를 초과해 구리의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이 시작된다. (항복강도는 구리의 두께, 결정(grain) 

크기에 따라 약 200 MPa에서 600 MPa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소성 변형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여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연층 증착 후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갈 때 팽창한 

구리가 수축하며 절연층 측벽을 잡아당긴다는 가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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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절연층 크랙 방지 
 

구리 돌출로 인한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리가 팽창되는 공정 스텝은 공정 온도 350°C의 절연층 증착 

과정이다. (그림 2.11(f)) 절연층을 증착하기 전에 웨이퍼를 장비 

챔버(chamber) 안에서 예열하여 구리 희생층을 충분히 팽창시키고, 그 

위에 절연층을 증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도금과 CMP 공정 사이에 어닐링(annealing)을 진행하여 구리를 미리 

팽창시킨 후 CMP 연마와 절연층 증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열 또는 어닐링을 통해 구리를 미리 팽창시키면 구리가 다시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되었을 때 추가로 돌출되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구리는 계속적으로 팽창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주변 구조물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 구리 희생층 내부에 보이드(void)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리 

원자가 절연층 내부로 확산되어 절연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앞선 두 방법에 대해 테스트 공정을 진행하여 검증하였으나 절연층 

크랙을 방지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절연층 구조물과 구리 희생층 사이에 제 3의 레이어를 

형성해 이 둘의 완충층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리 희생층이 열팽창으로 

인해 주변에 가하는 외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완충층 

물질은 폴리이미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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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층 희생층 기술 
 

3.2.1.  폴리이미드 완충층 
 

구리 희생층이 열팽창하며 주변 구조물에 외력을 가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크랙이 발생한다. 이런 희생층과 주변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희생층과 구조물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완충층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희생층과 구조물의 완충층이자 제 2의 희생층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연성(ductile) 재료이며 파괴(fracture)되기 전까지 큰 변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D-type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350°C 이상의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증착과 

제거도 용이해야 한다. 

폴리이미드는 기계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이미드 계열 고분자 화합물이다. 내열성이 뛰어나고 400°C까지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연성 재료에 속하며 외력을 받으면 소성 

변형 진행 후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크다. 균열 또한 

천천히 진행된다.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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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Cu

Polyimide

시편을 조각낼 때 연성 특성에 의해
소성 변형 후 파괴된 폴리이미드

 

그림 3.3 폴리이미드의 연성 파괴 (단면 SEM 사진) 

 

초기 완충층의 후보군으로서 테프론(Teflon)과 같은 불소수지가 

거론되었으나 300°C 이하에서 분해(decomposition)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페를린 N(Parylene N) 또한 420°C의 높은 용융점으로 

인해 물망에 올랐으나 청정실 내 증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테스트 웨이퍼를 제작하여 폴리이미드가 350°C의 고온에서 

알루미늄, 구리와 반응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얇은 

TEOS 박막을 증착하고 그 위에 각각 알루미늄과 구리를 증착한 뒤 

폴리이미드를 스핀 코팅한다. 이어서 두 웨이퍼를 350°C 진공 

환경에서 30분간 어닐링한 뒤 폴리이미드를 제거하고 어닐링만 진행한 

대조군과 표면 상태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유사한 표면 SEM 사진을 획득했고 폴리이미드가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뛰어나며 350°C 진공 환경에서 알루미늄 및 구리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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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험을 통해 폴리이미드가 고온에서 실리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도 반응도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폴리이미드는 

85°C로 가열한 Avantor Performance Materials 社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photoresist stripper) J.T.Baker PRS-2000 용액에 넣어 

3~4시간 경과 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실험에는 태원시스켐 社에서 제공한 폴리이미드 TPI-SU1005 제품을 

사용했다.  

 
 

Al

Si

Al

(a) Al (polyimide 증착 및
어닐링 후 polyimide 제거)

(b) Al (어닐링 후)

Cu

Si

Cu

Si

(a) Cu (polyimide 증착 및
어닐링 후 polyimide 제거)

(b) Cu (어닐링 후)

 

그림 3.4 폴리이미드와 Al, Cu간의 고온 반응성 테스트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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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복층 희생층 테스트 공정 
 

앞서 폴리이미드가 열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온에서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및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반응하지 않으며 증착과 제거에 

용이하여 D-type 이온트랩 공정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부터 폴리이미드를 실제로 제 2의 희생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물 크랙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간단한 MEMS 구조물을 제작하여 복층 희생층 기술을 검증하였다. 

(그림 3.5) 본 MEMS 구조물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돌출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 위에 10 μm 두께의 두꺼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증착 및 패터닝하여 아래층 첫 번째 구조물을 

형성한다. 패터닝에는 Clariant 社의 포토레지스트 AZ 7220을 마스크로 

사용하며 증착 두께는 약 2.5 μm 이다. (2000 rpm, 50 sec)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반도체공동연구소의 AMK P-5000 장비를 사용하여 

식각한다. (그림 3.5(a)) 이어 폴리이미드를 얇게 증착하고 

큐어링(curing)하여 완충층을 형성한다. 폴리이미드는 스핀 코팅으로 약 

1 μm 코팅하고 (5500 rpm, 60 sec), 110°C에서 300°C까지 천천히 

온도를 증가시켜 3시간 동안 큐어링한다. (그림 3.5(b)) 그 다음 두께 

300 Å/1000 Å의 티타늄/구리 시드층을 폴리이미드 박막층 위에 

증착하고 구리를 전기 도금하여 구조물 사이를 채운다. 이어서 CMP로 

표면을 연마 및 평탄화하여 절연층, 폴리이미드 완충층, 구리 희생층이 

표면에 드러나게 한다. CMP 연마 후 절연층 구조물의 타겟 두께는 8 

μm 이다. (그림 3.5(c)) 다시 위층 두 번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증착하고 이를 첫 번째 구조물보다 약 8 μm 돌출되도록 

패터닝하여 돌출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3.5(d)) 마지막으로 구리 

희생층과 티타늄/구리 시드층,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순차적으로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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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한다. (그림 3.5(e)) 구리와 티타늄 식각액은 각각 Trensene 社의 

Cu etchant APS-100과 TiW-30 etchant를 사용한다. 

 

 

(a) Deposition & patterning of 
SiO2 layer

(c) Cu electroplating &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d) Deposition & patterning of 
2nd SiO2 layer

(e) Cu / polyimide removal

Si SiO2

Polyimide Cu

(b) Deposition of polyimide layer

 

그림 3.5 복층 희생층 기술로 제작한 MEMS 구조물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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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과는 그림 3.6에 도시되었다. 구리 단일 희생층만 사용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다. 구리 단일 희생층 사용시 D-type 공정으로 제작한 

이온트랩과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크랙이 발생했으나 (그림 3.6(a)) 

폴리이미드를 완충층으로 사용함으로써 크랙 발생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그림 3.6(b),(c)) 이와 같이 고분자 화합물의 연성 특성과 

금속의 경도 특성을 조합한 복층의 희생층을 이용해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물과 희생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구조물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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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

Cu

SiO2 Crack

(a) 구리 단일 희생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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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Cu

Polyimide

SiO2

(b)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사용
(그림 3.5. (d) SiO2 패터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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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iO2

SiO2

(c)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사용
(그림 3.5. (e))

 

그림 3.6 복층 희생층 기술로 제작한 MEMS 구조물 (단면 SEM 사진) 



 

 45 

D-type 이온트랩 공정에서 폴리이미드 단일 희생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폴리이미드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경도 차이 때문이다. 

포토레지스트, 폴리머, 폴리이미드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은 경도가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CMP 연마 과정에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 

비해 접시 모양처럼 움푹 파여버리는 디싱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3.7) 

 

 

TEOS AZ 4620

Si

TEOS와 PR의 경도 차로 인해
CMP 후 디싱 현상 발생

 

그림 3.7 CMP 후 TEOS와 AZ 4620 포토레지스트 간의 단차 발생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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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선된 D-type 이온 트랩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리-폴리이미드 복층 희생층 기술을 D-type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했다. D-type 공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림 

2.11(d)-(h) 스텝을 수정했다. (그림 3.8) 구리 희생층을 형성하기 

전에 폴리이미드 희생층을 얇게 코팅하여 구리 희생층과 절연층 

구조물의 완충층으로 사용했다.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제작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테스트 공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의 크랙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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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OS (2 um) / Al (0.8 um) dep. & 
patterning

(c) Al (0.8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Substrate Al TEOS SiO2 Cu

(j) BOE & Frontside DRIE

(e) CMP

(b) PECVD SiO2 (10 um) dep. & 
patterning

(f) PECVD SiO2 (4 um) dep.

(g) SiO2 patterning 
(backside & frontside)

(h) TEOS (0.4 um) / Al (1.6 um) / 
TEOS (0.4 um) dep. & patterning

(d) Polyimide dep. / Cu electroplating 

(i) Backside DRIE & Polyimide 
/ Cu removal

 

그림 3.8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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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TEOS
Al

SiO2

SiO2

Cu

Polyimide
Al

(a) 두 번째 절연층 식각 전 (그림 3.8(f))

(b) 완성된 이온트랩 (정면)

RF rail

DC 
electrodeLoading

slot

Inner
DC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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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um
Al

Al

TEOS
Al

Al

SiO2
4.4 um

(c) 완성된 이온트랩 (단면)

Si

SiO2

RF rail

Inner
DC rail

Loading slot

 

그림 3.9 개선된 D-type 이온트랩 제작 결과 (단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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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복층 희생층 기술 개발과 이를 MEMS 이온트랩 제작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희생층과 구조층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후속 공정 

등의 요소들에 제약 받지 않는 희생층 공정 기술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희생층 공정은 단일 물질로 희생층을 형성하는 반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희생층 공정 기술은 물성이 서로 상이한 두 물질로 

복층 희생층을 구현하여 희생층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희생층과 구조층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구조층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킨다.  

본 공정 기술은 서울대-SKT 이온트랩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한 

절연층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고온 공정에서 구리 

희생층이 팽창하여 절연층 구조물에 외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절연층 내부 응력이 절연층 구조물의 파괴강도를 초과하게 되면서 

크랙이 생성된다.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구리 희생층과 절연층 구조물 사이에 제 2의 

희생층인 폴리이미드 완충층을 증착해 금속의 경도 특성과 고분자 

화합물의 연성 특성을 조합한 복층의 희생층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단일 희생층 사용시 구조층과 희생층 간의 열 팽창계수 및 경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크랙 현상과 디싱 현상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테스트 공정을 통해 본 기술을 검증했으며 실제 

이온트랩 공정에 적용해 양품 이온트랩 칩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복층 희생층 조합은 구조물의 물질과 전후 공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희생층 조합을 선택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복층 희생층 기술은 다양한 MEMS 구조물 제작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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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ation Method for MEMS Ion 
Trap Device Using Dual Sacrific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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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new sacrificial technology for fabricating 

released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structures. The 

sacrificial layers are frequently used to fabricate complicated 

released structures in MEMS applications, such as sensors, 

actuators, microfluidics, and rf devices. Copper is a widely used 

material in the via microfabrication technologies, and has also been 

used in MEMS applications as a sacrificial layer. However, in using 

copper as a sacrificial material,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arise from ensuing thermal treatments, such as serious damages to 

the main structural layers resulting in breakages. This paper 

develops a new method for protecting the main structures from the 

damages in a copper sacrificial process, using a sandwiched 

polyimide buffer layer. Fabrication results show that the polyimide 

buffer layer successfully isolates the main structures in the MEMS 

ion trap chips from the unwanted stresses from sacrificial material. 

The developed sacrificial process is an excellent technology for 

fabricating complicated MEMS structures. 

 

Keywords : Sacrificial layer, Buffer layer, Copper, Polyimide, MEMS,  

Ion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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