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E(ob)(x,y): 물체빔 에너지의 실수 진폭

E(ref)(x,y): 기준빔 에너지의 실수 진폭

φ(ob)(x,y): 물체표면의 거칠기에따른 임의위상

φ(ref)(x,y): 기준빔의 임의 위상

φ(x,y): φ(ref)(x,y)-φ(ob)(x,y)
I(ref)(x,y): 기준빔의 세기

I(ob)(x,y): 물체빔의 세기

IA: 변형전 스페클의 모니터 상의 세기

IB: 변형후 스페클의 모니터 상의 세기

f: 프린지의 수

d: 대상체의 변형량

α: 물체빔의 입사각

β: 물체빔의 반사각 (1-D out of-plane)
    제2 물체빔의 입사각 (1-D in-plane)
σth,s: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된 기판의   

      열응력

σth,f: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박막의   

       열응력

αs,αf:기판과 박막의 열팽창계수

ts,tf:기판과 박막의 두께

Ms,Mf:기판과 박막의 이축 탄성계수

1. 서 론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구조물에 

적용되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소재의 신뢰성에 

ESPI를 이용한 MEMS용 소재의 열팽창 계수
온도 의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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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hich causes the micro failure at the interfacial state of thin films 
is necessary to consider for proper designing MEMS.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CTE) of SiO2 and Si3N4 film was investigated. Thermal strain induced by mismatch 
of CTE between substrate and thin film continuously measured with resolution-improved electronic 
speckle pattern interferometry(ESPI). The thermal stress induced by mismatch of CTE derivate through 
thermal strain.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thin film were calculated with the general equation 
of CTE and thermal stress in thin films, and it confirmed that  CTE of SiO2 changed  from 0.25×10-6

/℃ to 1.4×10-6/℃ with temperature increasing from 50 to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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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마이크로 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과 분석

기법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다. 최
근에는 MEMS 구조물의 적용범위가 다양화되어 

고온 센서 등의 분야에 응용될 뿐만 아니라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이나 이종소재간의 열팽창계수

의 차이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어 MEMS 
소재의 특성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기계적 특성 평가법은 실험이 상온상태에

서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온에 적용되는 

소재의 특성 평가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온도 상

승에 따른 비파괴 평가법의 하나로 레이저가 물

체에 조사될 때 나타나는 스페클 패턴(speckle 
pattern)의 상호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미소변위를 

측정하는 ESPI(Electronic Speckle Pattern 
Interferometry) 시스템은 이러한 마이크로 신뢰성 

평가기술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체의 변형을 비접촉, 비파

괴적인 방법을 통해 레이저가 조사되는 면적 전

체를 실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ESPI는 다른 

비파괴적 평가법과는 달리 특별한 시편 준비과정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독일, 프랑

스,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기, 
교량 등의 대형 구조물에서부터 전자부품과 같은 

미세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벌크 재료의 적용이 산업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마이크로 

재료에의 적용은 초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

계이다. cantilever beam 등의 새로운 시편 디자인

을 통해  열팽창 계수를 측정하거나 wafer 단위

의  곡률을 측정하여 박막의 평균 stress를 측정

하는 기존방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ESPI를 wafer 조각 시편에 적용하여 마

이크로 소자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계수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2. ESPI를 이용한 열변형 측정

2.1 ESPI의 기본원리

ESPI 시스템은 레이저가 물체에 조사될 때 물

체 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저 스페

클(speckle)의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미소 변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Fig. 1과 같이 레이저 광원을 

출발한 빔은 스플리터(beam splitter)를 통과하면서 

기준빔(reference beam)과 물체빔(object beam)으로 

나뉜다. 측정 대상체에 조사되는 물체빔은 대상

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CCD 카메라로 입사되면

서 기준빔과 간섭을 일으킨다. 이렇게 측정된 상

은 CCD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다. 대상체가 변형

을 일으키면 물체빔의 반사 경로가 미세하게 변

하여 기준빔과의 간섭에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

서 변형 후의 상을 저장하여 이미 저장된 변형 

전의 상과 비교하면 위상차에 의한 프린지 패턴

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분석하면 대상체의 상대

적인 변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1(a)는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향으로 변형을 일으

키는 대상체의 측정이 가능한 면외변위 측정용 

ESPI 시스템의 광학계 구성을 나타낸다. Fig. 1(b)
는 레이저 조사방향과 수직인 변형을 일으키는 

대상체의 측정이 가능한 면내변위 측정용 ESPI 
시스템을 나타낸다. 면내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면외변위 측정의 경우와는 달리 두 개의 물체

빔이 대상체에 조사되는데, 이 중 하나는 기준빔

의 역할을, 다른 하나는 물체빔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상체의 변형 방향에 따라 알맞은 광학

계를 구성하여 측정해야 한다.
Fig. 1과 같은 장치 구성에서 물체빔은 식 (1)

과 같이 표현된다.

E (ob) (x,y)= E (ob)
0 (x,y)e

φ
( ob)
(x,y)     (1)

또한 물체빔과 정렬되어 있는 기준빔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 ( ref) (x,y)= E ( ref)
0 (x,y)e

φ ( ref)(x,y)     (2)
이 두 파동이 중첩되어서 식 (3) 같은 방사 강

도 관계가 형성되어 기준빔의 세기(I(ref))와 물체

빔의 세기(I(ob))에 의해 모니터 상의 세기(IA)가 

결정된다.  

IA(x,y)= |E ( ob)(x,y)+E( ref) (x,y)|
2

= I
( ob)
(x,y)+I

( ref)
(x,y)

+2 I
( ob)
(x,y)I

( ref)
(x,y) cosψ(x,y)

(3)

식 (3)의 ψ(x,y)=φ (ob)(x,y)-φ ( ref) (x,y)은 확

률론적인 위상 차를 기록한 후 디지털로 저장된 

패턴이다.
변형으로 인한 위상만큼 바뀐 다음에는 방사 

강도식이 식 (4)와 같이 변형된다.
I B(x,y)= I

( ob) (x,y)+I ( ref) (x,y)

+2 I ( ob)(x,y)I ( ref ) (x,y) cos [ψ (x,y)+Δφ( ob) (x,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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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상 처리기법에 의해 IA(x,y)에서 실시

간으로 IB(x,y)가 차감된 결과는 식 (5)와 같이 유

도된다.
( IA-IB)(x,y)= 2 I ( ob)(x,y)I( ref) (x,y)

[ cos ψ-cosψcosΔφ+ sinψ sinΔφ]

= 4 I
( ob)
I
( ref)
sin[ψ+

Δφ
2
]sin

Δφ
2

  (5)

모니터 상에는 식 (5)의 방사 강도가 실시간으

로 표시된다. 식 (5)에서 첫 번째 sine항은 스페클 

노이즈로서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에 해당

하며 두 번째 항은 변위에 따른 간섭 무늬를 생

성한다.

Δφ=2fπ (f는 정수)이면 변형 전후 프린지 패

턴의 세기가 가장 작게 되므로 모니터상에 밝은 

줄무늬로 나타나게 되고 Δφ=(2f+1)π는 반대로 

어두운 무늬를 나타낸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외변형이 발생하

는 경우 경로차 (= d(sinα+ sinβ))가 발생하게 되

고, 위상차 ( Δφ)는 파수와 경로차와 같게 되므로 

식 (6)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Δφ=( 2πλ )×[d( sinα+ sinβ)]       (6)

면외변위의 경우 프린지 수(f)와 변위(d)사이에

는 식 (7)과 같은 직선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고 

이로부터 변위를 평가한다.

   d=
fλ

sinα+ sinβ               (7)

면내변위에서는 Fig. 2(b)와 같은 변위가 형성

되어 광원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동일하게 유지시

킨다면 식 (8)과 같은 프린지 수와 변위의 관계가 

성립된다.

    d=
fλ
2sinα                  (8)

또한 식 (7), (8)과 같이 변위와 프린지 수와의 

선형적 관계를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위상 천이법 (phase shift method)을 도입하였다. 
위상 천이법이란 모니터 상의 프린지의 방사 강

도를 총 256개의 정량적인 phase로 분석하여 각 

방사 강도에 따른 위상의 변화값을 상호 대응시

키는 방법으로서 식 (5)를 연속적인 방사 강도로 

유도한 식으로부터 미지수 I ( ob)(x,y), I ( ref)(x,y), ψ를 

4번의 인위적인 위상변위에 대한 방사 강도로부

터 결정하고 (4단계 위상 천이법, 식 (9)), 이로부

터 식(10)으로부터 위상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다.

I 1(x,y) = I0 (x,y)[1+γcos {φ(x,y)} ]

I 2(x,y) = I0 (x,y)[1+γcos {φ(x,y)+ 12 π}]
I 3(x,y) = I0 (x,y)[1+γcos {φ(x,y)+π}]

I 4(x,y) = I0 (x,y)[1+γcos {φ(x,y)+ 32 π}]
  (9)

φ(x,y)=arctan (
I 4(x,y)-I2 (x,y)

I 1(x,y)-I3 (x,y) )     (10)

다양한 크기의 시스템에 ESPI를 적용하기 위하

여 분해능 및 작업거리 조절 기능을 향상시켰다. 
즉 기존에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벌크재료의 

변형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ESPI를 소형시편과 

더불어 다양한 크기의 시스템의 미소변형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ESPI 보다 최대 20배의 확

대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원거리 렌즈 (×10)와 

초점거리 및 작업거리 (working distance) 조절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줌렌즈 (×2)를 배열하였다. 
그러므로 두 개의 렌즈 배열에 따라 1~20배의 배

율 조절이 가능하며 줌렌즈를 이용하여 최적 초

점거리 선택이 용이하다.

(a)

(b)
Fig. 1 Optical set-up of 1-D (a) out of-plane and 
(b) in-plane E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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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volution of (a) out 
of-plane and (b) in-plane displacements.

2.2 광학용 진공 열챔버

  가열시 공기의 대류로 인한 ESPI 레이저 입사

빔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하여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 (약 10-3Torr)로 유지하고, 챔버 외부에서 레

이저가 입사된 후 시편에 반사되어 나갈 수 있도

록 쿼츠 (quartz) 재질의 지름 214 mm의 광학창

이 있는 광학용 진공 열챔버를 제작 하였다.(Fig. 
3)  또한 온도 조절은 프로그램 타입의 콘트롤러

를 사용하여 ±1℃의 정확도를 가지며, 승온속도, 
유지시간 등의 조절이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Fig. 3 Photo of optical thermal vacuum chamber.

3. ESPI에 의한 CTE의 온도의존성 평가

3.1 열응력을 이용한 열팽창계수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free standing 상태의 길이 변형

을 통한 열팽창계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팽

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열응력을 고려

함으로써 시편 설계 및 제작의 어려움 없이  

wafer 조각시편을 활용하여 열팽창 계수의 변화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팽창계수의 차이

에 의해 발생되는 열변형식으로부터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열응력은 식(11)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박막과 기판간 힘의 평형조건에 따라 기판의 

열응력으로부터 식(13)과 같이 박막의 열응력을 

얻을 수 있다. 

 σth,s=−
Es

1−νs

                          (11)

σth =
Mf (αf − α s )∆T

1 +
tfMf

tsMs

                  (12)

                 

σth,f =− σth,s

ts
tf
=−

Eox (αs − αox )∆T

1 + (Eoxtox )/ (Ests )
1

1 − ν
  

                                          (13)
3.2 열팽창 계수의 온도 및 두께의존성 평가

Etching을 통해 박막이 제거된 시편의 면내변위

를 측정하고 박막이 있는 시편의 면내변위를 측

정한 후 두 값의 차감을 통해 열변형을 구하고 

여기서 얻은 변위 값은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

해 발생된 변위이므로 식(11)을 통해 기판의 열응

력을 얻을 수 있다. 기판의 열응력, nano- 
indentation을 통해 얻은 박막의 탄성계수 값과 식 

(13)을 통해 기판과 박막의 열팽창계수의 차이 값

을 얻을 수 있다.

Fig. 4 The changes of thermal mismatch stress with 
temperature (Si3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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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막의 열팽창 계수 뿐만 아니라 기판인 

Si(100)의 열팽창계수 또한 온도에 따라 변화 하

므로 각각의 온도에 따른 기판과 박막의 열팽창

계수 차이 값과 기판의 열팽창계수 값을 통해 박

막의 열팽창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와 6에 

각각 Si기판에 증착된  Si3N4와 SiO2박막의 온도

에 따른 thermal mismatch stress 결과를 나타내었

다. 두 경우 모두 인장응력이 걸림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Si3N4와 SiO2의 열팽창계수가 모두 Si 기
판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즉 Si 기판의 더 큰 열

팽창에 의해 박막에 인장응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기판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의 변화를 고려한 Si3N4와 SiO2 
박막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의 변화를   그림

5와 7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 The changes of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ith temperature (Si3N4).

Fig. 6 The change of  thermal mismatch stress 
with temperature (SiO2).

Fig. 7 The changes of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ith temperature (SiO2).

 Si3N4의 경우 온도에 따라 뚜렷한 경향을 보

이지 않았으나 SiO2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열팽창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SiO2의 경우 두께가 2500Å SiO2 와 

5000Å SiO2의 온도증가에 따른 열팽창계수가 증

가하는 경향성은 유사하나 두께가 2500Å에서 

5000Å으로 2배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계수가 증

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ESPI를 이용하여 Si3N4/Si, SiO2/Si의 열변형을 

측정한 결과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이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기판의 열팽창 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온도에 

따른 Si3N4, SiO2의 열팽창계수 변화를 평가하였

다. 또한 박막 두께에 따른 열팽창계수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서 잔류응력과 열팽창 계수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박막의 

두께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을 통해 잔류응

력과 열팽창계수의 정량적 관계를 확인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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