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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vacuum hermetic sealing technique ensures excellent performance of MEMS resonators. For the high vacuum hermetic

sealing, the customization of anodic bonding equipment was conducted for the glass/Si/glass triple-stack anodic bonding process. Figure

1 presents the schematic of the MEMS resonator with triple-stack high-vacuum anodic bonding. The anodic bonding process for vac-

uum sealing was performed with the chamber pressure lower than 5 × 10-6 mbar, the piston pressure of 5 kN, and the applied voltage

was 1 kV. The process temperature during anodic bonding was 400 oC. To maintain the vacuum condition of the glass cavity, a getter

material, such as a titanium thin film, was deposited. The getter materials was active at the 400 oC during the anodic bonding process.

To read out the electrical signals from the Si resonator, a vertical feed-through was applied by using through glass via (TGV) which

is formed by sandblasting technique of cap glass wafer. The aluminum electrodes was conformally deposited on the via-hole structure

of cap glass. The TGV process provides reliable electrical interconnection between Si resonator and aluminum electrodes on the cap

glass without leakage or electrical disconnection through the TGV. The fabricated MEMS resonator with proposed vacuum packaging

using three-layer anodic bonding process has resonance frequency and quality factor of about 16 kHz and more than 40,000, respec-

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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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EMS 기술과 프로세스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낮고

크기가 소형이고 가격대가 낮은 고성능 MEMS 공진기를 이용

해서 휴대기기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중축 MEMS 자이로센서 구조가 소형화되고 경제적인 가격대로

수 mm²면적의 단일 패키지 속에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합함

으로써 휴대기기의 MEMS 자이로 센서 채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센서가 작아짐으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하나의

센서로 모듈화하여, 다양한 6축 관성센서에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1-6]. MEMS 관성센서에서 자이로 센서는 오래 전부

터 해운, 우주, 산업용 로봇공학, 자동차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에 사용돼 왔다. 최근 10년간 모바일용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이로 센서의 크기에 고신뢰성

초소형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키징 기술이 매

우 중요하며, 웨이퍼레밸 패키징(WLP)방법을 적용한 자이로 센

서의 제작이 필수이다. 웨이퍼레벨 패키징에 필요한 본딩은

Eutectic, Anodic, Fusion 본딩기술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 본딩

은 기판 및 접합 소재, 정렬, 접합온도 등에 따라 최종 수율이

좌우된다. 

자이로 센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은 Si MEMS부의

형상의 구현 및 센서 내부의 높은 진공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진공 웨이퍼레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MEMS자이로 센서를

제작하여, 센서내부의 고진공도를 측정하기 위해 Resonator 특

성인 공진주파수에서의 Quality Factor값을 확인하여 성능을 확

인하여왔으나[7-10], 내부 진공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

법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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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바일용 MEMS 공진기의 성능면에서

우수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자, SOG(Si on Glass)웨이퍼를

적용하고, 공진기 내부를 고진공화하기 위해 Cap 웨이퍼는 Glass

웨이퍼를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고수율의 진공접합이 가능하도

록 Glass-Si-Glass의 세가지 기판을 고진공상태에서 동시에 접

합이 가능한 3중접합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련의 웨이퍼레

벨 패키징 공정을 8인치 웨이퍼에서 제작을 한 후 웨이퍼 레밸

에서의 Q factor와 진공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성 평가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고성능 MEMS 공진기 구조 설계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MEMS공진기 구조 개념도이다.

구조물을 유리층-실리콘층-유리층의 샌드위치 구조 위에 외부와

전기적 연결을 하는 금속층으로 구성된다. 유리층은 각각 진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cavity)과 관통 구멍(hole)이 제작된

기판과 실리콘 구조물의 가공을 위한 희생층 기판의 역할을 한

다. 실리콘 층은 MEMS 공정을 이용하여 구조물이 형성되는 층

이다. 이러한 MEMS 공진기는 일반적으로 Si 구조물이Comb 구

조, 혹은 Ring 구조가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이

진공상태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감지

하는 센서이다.

2.2 고성능 MEMS 공진기 구조 설계

MEMS공진기의 구조를 Si wafer에 구현하고, Si 구조물의 구

동을 위한 Gap형성하기 위해 SOG(Si on Glass)를 적용하여 구

현을 하였다. Si과 Glass를 Anodic Bonding공정을 이용하여, 접

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6kHz대역의 중심 주파수에서의 공

진을 이용하기 위해 Si 두께를 150 um두께로 설계를 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Si wafer 와 Boro-33 Glass wafer와의 Anodic

본딩 후, Si Grinder장비를 이용하여, Si wafer의 두께 150 um

를 구현하였으며, 그 이후, Deep Reactive Ion Etching(DRIE)공

정을 이용하여, Si Ring 구조를 형성하였다.

Si 구조물의 부유(Gap)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HF(4:1)용액을

이용하여, Si 구조의 하부의 Glass 층을 에칭하여, 형성하였다.

이로써, SOG wafer 부분의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그 이후, 공

진특성을 높이기 위해 Si구조 층이 형성된 SOG wafer를 Cap

wafer로 덮어, 내부를 고진공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Cap wafer를 Glass(BORO-33)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Cap wafer 내부의 고진공화를 위해 아웃개싱 컨트롤(제거) 기술

(Getter 증착 기술)이 필요하다.

Fig. 1. Concept of MEMS resonator structure

Fig. 2. Process Flow of MEMS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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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ap wafer내부의 아웃개싱의 흡착을 위한 Getter

물질을 Ti박막을 Cap 내부 천정의 증착으로 형성하였으며, 이

는 E-beam evaporator 장비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Getter의 활

성화는 본딩 시 가해지는 온도(350
o
C)를 통해 실시하였다.

Fig. 2(a)는 위에서 서술한 공정 기술의 공정도이다. MEMS공

진기는 금속 패키징. 세라믹패키징, 웨이퍼레밸 패키징 등 다양

한 형태의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생

산과 패키징 비용 절감 및 초소형화를 위해 웨이퍼레밸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여 MEMS공진기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

한 웨이퍼레밸 패키징 기술은 앞에서 언급한 공정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작된 SOG에 구현된 구조 웨이퍼와 센서 내부의 진

공도를 유지시키기 위해Cap 웨이퍼를 제작하여, 웨이퍼레밸로

본딩이 가능한 챔버에서 진공도를 1 × 10-6mbar에서 Anodic

Bonding법으로 접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Anodic

본딩 조건은 400V의 전압을 인가하여, 350
o
C 1000N압력으로

접합시간 30분으로 공정을 진행하였다. Fig. 3은 고진공 웨이퍼

레밸 Anodic 본딩시 진행된 각각의 공정조건 Flow Chart이다.

그래프에서 붉은색 전압을 200V, 300V, 400V씩 단계로 인가하

면서, Si과 Glass과의 계면에서의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

류의 증가를 통해 접합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전압인가와 동시

에 접합이 진행될때의 챔버내부의 진공도가 10
-6
mtorr수준을 확

인할 수가 있었다. 

고진공으로 패키징된 공진기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

스들로 인하여, 고진공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현상을 Getter

재료를 패키징된 공진기 내부 흡착시켜 고진공을 유지하는 기

술이 최근에 적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EMS 소자에 많

이 적용하고 있는 Ti박막을 Getter재료로 선정하여 Cap Wafer

내벽에 증착시켜 고진공을 유지하였다. Fig. 4는 고진공 웨이퍼

레밸 본딩 후 Cap 웨이퍼 방향에서 Glass를 투과하여 형성된 Ti

Getter형상을 본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Ti Getter는 SUS재질의

Shadow Mask를 이용하여 E-beam evaporator 장비로 증착을 하

였으며, 약 500 nm의 두께로 증착하으며, Cap wafer 내부에 정

확히 증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키징된 공진기의 구동을 위해서 센서내부와 패키징된 외부

와의 전극의 연결공정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

직배선연결방식(Vertical Feed Through)을 적용하여 공정개발을

하였으며, Cap wafer재질이 Glass이므로 VFT공정을 Sand Blast

방법을 적용하여, Cap 내부의 공진기와 연결을 하였다. Glass

두께가 두꺼우면, Sand Blast 공정의 특성상 75도 경사로 Hole

이 형성되어, 결국 센서 전체의 면적이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기 때문에 Cap wafer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고진공 웨이퍼 레

밸 본딩 후 Cap wafer를 Grinding하여 두께를 줄였으며, 그 이후,

센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VFT의 Via공정을 진행하였다. Via

형성 후, Metal 은 Al을 Sputtering법으로 증착을 하였으며, Via

내부와 PAD와의 단차 패터닝을 위해 Photo-Lithography를 Spray

coating공정을 적용하여 공정을 그림 Fig. 2(c)와 같이 진행하였

다. Fig. 5는 MEMS 공진기 단면도 (a) 이고, Fig. 5(b) 는 제작

된 MEMS공진기의 광학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Via 형성이 Si wafer 면과 닿아 있으며, Al 전극이 경

사면에 단선없이 고르게 패터닝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Anodic Bonding Conditions

Fig. 4. Photo of Ti Getter Formation

Fig. 5. (a) Cross-Sectional structure and (b) Photo of Vertical Feed-

Through (VFT) of MEMS re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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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MEMS공진기의 SEM 이미지

이며, 이를 통한 Glass/Si/Glass의 3중 접합구조에서, Si 구조물

에서의 Gap형성, Glass Cap구조 모양 및 Vertical Feed Through

용 Al Metal PAD형상 등의 공진기 전체이미지를 SEM으로 확

인할 수가 있었다. Fig. 6(b)는 본 연구에서 8인치 웨이퍼에서

제작된 MEMS 공진기의 전체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웨이퍼레벨 진공 패키지의 성능 측정

제작된 MEMS 공진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중심주파수에

서의 Quality Factor 값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Q값은 주기

적 진동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손실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데 그

값은 수식(1)과 같이 전체 에너지를 손실량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1)

관성센서는 일반적으로 2차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개념은 수식(2)와 같다. 이러한 시스템을 평형방정식으로 유도

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m은 공진자의 질량, b는 감쇠계수, k는 스프링계수, x는 변위

그리고 F는 힘이다. 이 식은 질량 m으로 양변을 나누어서 아래

와 같이 표현되고

(3)

여기서 감쇠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감쇠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시스템은 경감쇠 시스템이 되고 이

때 Q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Fig. 7은 8인치 웨이퍼 레벨 공진기의 특성 평가 환경을 나타

내는 모식도이다. Dynamic signal Analyzer (HP35670A)를 이

용하여 구조물의 주파수응답특성을 측정하고 이 때 얻은 감쇠

계수 값을 Q값으로 환산한다. 진공도에 변화가 생기면 감쇠계

수 값이 변화하게 되고 역시 Q값도 변화하게 된다. 감쇠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패키지 내부의 진공도와 온도에 의한 구

조재료의 영향이 있다. 본 시험에서는 온도의 영향을 배제하므

로 Q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공기에 의한 감쇠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결과로 진공도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특성 평가 시료는 Probe-station의 진공 (~10e-5 수준)

상태 이거나, 진공 패키징 한 상태이다. CV converter 는 소자

특성에 맞게 특수 제작한 일종의 amplifier 이다. DC Power supply

로 일정한 전압 +5V을 인가한 상태에서 Signal Analyzer 로

Frequency sweep 을 진행하였다.

Frequency sweep 조건은 Fig.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enter

frequency 를 16.0 또는 16.5 kHz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소자

설계의 목표값이다. Span frequency 는 2회에 걸쳐 범위를 좁혀

나간다. 1차로 Center frequency 기준으로 ±500 Hz 범위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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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파수 범위를 찾고, 2차로 Center frequency 기준으로 ±50

Hz 범위에서 보다 정확한 공진 주파수 지점을 찾는다. 이 때 찾

은 공진 주파수(peak frequency)에서의 Damping coefficient(ζ)

를 산출해낸다. 산출한 Damping coefficient 으로 Q factor 를 계

산하여 얻는다. Q factor(Q) 계산식은 Q=1/2ζ 이다. Fig. 8(b)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공진 주파수에서의 Q값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Fig. 9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8인치 웨이퍼상에서 제작된 MEMS

공진기의 특성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웨이퍼내에서의 붉은색은

중심 주파수를, 초록색은 Q-Factor값을 나타낸다. 수율은 chip의

Q factor 확인 여부에 따라서 양불 판정을 정의하였다. 총 chip

550개 중에서 Q factor 확인은 293개로, 53%의 수율을 확인하

였고, Q factor 10k 이상은 279개로 51%의 수율을 확인하였다.

3.2 웨이퍼레밸 패키징된 공진기의 내부 진공도와 Q-

Factor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고진공 웨이퍼레밸 패키징 공정이 적용된 MEMS

공진기의 내부 진공도를 예측하기 위해 진공챔버를 이용하여,

각 진공도 별로 Q-factor값을 측정하여, Fig. 10과 같이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Q값이 10,000이상이면, MEMS 공진기 내부의

진공도가 10 mTorr이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20,000이상

의 Q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센서내부의 진공도를 1 mTorr이하

로 유지하여야 가능함을 알 수가 있었다.

4.  결 론

웨이퍼레벨 고진공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MEMS 공진기의

설계와 제조, 웨이퍼레벨에서의 Q-factor의 측정 및 웨이퍼 레

밸의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고

성능 MEMS 공진기는 향후 고사양의 자이로센서 적용이 필요

한 드론급의 민수 및 군수분야에 적용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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