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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후 비정상 AlxOy 층 형성에 의해 발생된 불량 연구

( A Study on Failures by Abnormal AlxOy Layer after P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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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Pressure Cooker Test (PCT) 실시 후 발생한 불량의 원인 규명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소자의 PCT 처리 후 알루미늄 배선과 소자 층들 사이의 층간박리와 알루미늄의 화학  구성 변화 등의 불량이 발생되었다. 

다양한 물리 , 화학  찰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 진행한 결과 알루미늄 패드에서 알루미늄의 손실이 발생하 고, 

AlxOy(Al2O3 는 Al(OH)3)) 층이 비정상 으로 형성됨을 찰하 다. 알루미늄 손실과 AlxOy 층 형성의 원인은 식각 공정 시 

공 되는 F, Cl 가스와 침투된 수분의 반응에 의한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roceeded research for failures of semiconductor device stressed by Pressure Cooker Test(PCT). 

After PCT stress, we found various failures such as delamination between aluminium line and device layers and chemical 

composition transition of aluminium. We have executed the analysis us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observation 

equipments. There were the main failures that aluminium loss of aluminium pad is occurred and AlxOy(Al2O3 or Al(OH)3)) 

layer is formed abnormally. The primary cause of the failures is reaction of supplied fluorine or chlorine gases and 

infiltrated moisture during etching process.

      Keywords : Pressure Cooker Test(PCT), aluminium loss, AlxOy layer, chemical composition transition,

                  fluorine and chlorine gases, etching process, infiltrated moisture

Ⅰ. 서  론

최근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기 한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반도체 소자는 

각 공정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소자의 신뢰성(reliabil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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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소자의 특성  신

뢰성은 량 생산되는 반도체 소자의 수율(Yield) 등을 

높이는데 매우 요하며 이는 결과 으로 제조비용의 

감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자의 신뢰성 검사를 해 일반 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검사방법으로는 PCT(pressure cooker test)와 

uHAST(unbiased highly accelerated Temperature and 

humidity stress test)등의 방법[2] 등이 있다. PCT와 

uHAST은 온도 조건은 별다른 차이 이 없으나 검사 

시 습도 조건의 차이 이 있다. PCT는 100%의 상 습

도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하므로 습도에 더 요성을 두

는 검사법이고 uHAST는 불포화상태의 압력에서 검사

를 수행하므로 온도에 더 요성을 두는 검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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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100%의 상  습도를 갖는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PCT 검사를 채택하여 소자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 그 문제 을 해결하는데 그 목 을 둔

다. PCT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양산되어 매되어 극

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 신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신뢰성이 향상되면 소자의 비용 감효과[3]를 기

할 수 있다.

소자와 속 배선들 사이의 각 층들은 여러 계면

(interface)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소자의 특성은 이 계

면들 에서 연층과 속층, 속 배선과 wire 

bonding ball 계면 양상에 따라 향을 크게 받는다[4].

PCT 검사에서 불량이 난 경우에 소자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소자의 각 층의 불균일한 

화학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변색(discolor)[5], 물리  

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층간박리(delamination)[6], 특

정 층의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

(corrosion)[7], 그리고 물리․화학  향에 의해 발생하

는 손(crack)[8] 등이 존재한다. 이들 실패양상의 원인

에 한 분석  해결 방안들이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1,3,8]. 이러한 불량 양상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도체 공정  속화 공정 이 에서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소자의 속화공정(metallization)  패

키징(packaging)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 [9].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패키지까지 완료된 시료에 

해 PCT를 진행한 후 PAD 주 에 변색, 부식, 손상 

등의 불량들을 발견하고 불량 발생에 한 직 인 원

인을 악하고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공정에 의해 제조된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공정을 

용한 시료(sample)를 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PCT 

검사를 수행한 후 발생된 불량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각 시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량들의 분석을 

하여 물리 , 화학  장비를 이용하 고, 찰된 각 

증상에 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실패 원인들

을 없애기 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반도체 소자의 신뢰

성 향상  비용 감효과를 기 하고자 한다.

Ⅱ. 실험방법 

실험을 한 시료 제작은 도핑된 게이트 폴리실리콘

에 CVD 기법을 이용한 WSix를 증착하는 표  

CMOS 공정을[10] 채택하여 진행하 다. 먼  얇은 트

치(Shallow Trench) 소자 분리 기술( Device Isol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소자 간 분리를 실행 한 후 

CMOS 웰(Well)을 형성하 다. 후속공정으로 게이트 

모듈(Module) 공정을 진행하 는데, 게이트 산화막은 

두 가지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먼  열산화막(Thermal 

Oxidation)을 형성한 후 라즈마 질화(Plasma 

Nitriding) 공정을 추가하 다. 이는 붕소(Boron)의 침

투를 막기 한 과정이다. 게이트 막 형성 후 도핑 되지 

않은 폴리 실리콘을 증착하고 도핑으로 NMOS 지역은 

인(phosphorus), PMOS 지역은 붕소를 이온 주입하

다. 그리고 불순물의 활성화를 해 후속 열처리 공정

을 진행했다. 뒤이어 양 지역에 CVD WSix와 하드마스

크(Hardmask) 공정을 진행하고, 게이트 패터닝(Gate 

Patterning)과 게이트 식각(Gate Etching)을 진행하고 

800 oC 열처리 공정을 하여 식각 시 받은 라즈마 손

상 회복과 게이트 측벽 보호를 해 재 산화막

(Re-Oxidation) 공정을 진행하 다. 재 산화막 공정을 

통해 게이트 폴리실리콘과 WSix 두 개의 박막 측면이 

산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은 게이트 재 산화막 공정

이 게이트 형성 후 첫 번째 열  처리라는 사실이다. 즉 

WSix에 함유된 로린이 이 공정을 통해 확산과정이 

이루어진다. 후속 공정으로 게이트 스페이서(Gate 

Spacer) 형성  소스/드 인(Source/Drain) 공정을 진

행하 고, 불순물 활성화  확산을 해 RTA(Rapid 

Thermal Annealing)를 용하여 1000 oC 20  동안 어

닐링(Annealing) 공정을 진행하 다. 마지막 공정으로 

속화 공정을 진행하 다. PCT 검사는 온도 120℃의 

조건과 상 습도 100%의 고압의 조건에서 시료를 노출

시켜 48시간, 96시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PCT 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불량 사례들을 알아보기 해 다

양한 측정 장비를 사용하 다. 먼  표면에서 나타나는 

변색(discolor), 부식(corrosion), 손상(crack) 등을 찰

하기 해 투과 자 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자주사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등을 사용하 으며 단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각 층의 구성을 찰하기 해 질량분

석계(mass spectrometer),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 FIB)등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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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칩에서 발생되는 M2 PAD 주변의 변색

Fig. 1. Discolor around M2 PAD on the chip.

Ⅲ. 실험결과 및 토의

1. PCT 후 발생한 불량(fail)의 양상 및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림 1은 보호(passivation)까지 진행된 하나의 칩

(chip)에서 미경을 이용하여 M2 PAD 주변의 변색

상을 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앙은 칩 체

를 나타낸 것이고, 주변은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을 확

한 것이다. 측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AD부 와 

주변 역의 부식  M2 line 손상에 의한 변색이 발생

하 다. 이는 하부 층(layer)의 구조  변화가 생겨 변

색이 측된 것으로 단 할 수 있고, 구조  변화의 원

인은 박막들의 화학 인 성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

측 할 수 있다.

반면, PCT를 통과한 시료는 하부 층에 별다른 구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화학  성분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할 수 있다.

하부 층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

기 해서 미경(microscope)과 SEM을 이용한 단면

을 찰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변색이 일어난 부분의 평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b)

는 변색의 원인이 하부 층의 구조  변화와 연 성이 

있는지 찰하기 해 단면을 찰한 것이다. 찰결과

평면에서 찰된 변색은 화학성분 변화에 의한 단순한 

상이 아니라 보호(passivation oxide layer, PO)층 으

(a)                           (b)

그림 2. IMD 층의 (a) 변색, (b) 층간박리

Fig. 2. (a) Discolor and (b) Delamination of IMD Layer.

로부터 층간 연막(inter metal dielectric oxide, IMD)

까지 손상에 의한 층간 연막에서의 층간박리

(delamination)   손(crack) 상이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손  박리 상은 PCT에서 외부로부

터 주입된 기체의 물리  압력  속 층과의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은 소자의 표면  수직  구조의 변화를 더 

세 하게 측정하기 해서 SEM을 이용하여 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a)는 와이어 본딩 볼(wire 

bonding ball)과 속 패드(metal pad) 합부를 평면

으로 찰한 것으로 배율이 낮은 상태로 촬 한 것

이기에 손상된 부분을 정확히 찰할 수 없었다. 그림 

3(b), (c)는 속 패드 부가 주 앉은 구조를 배율을 

높여 촬 하여 나타낸 것이다. 찰결과 모서리부분에

서 속 패드가 완 히 소실된 부분이 찰되었고(그

림 3(b)), 일부에서는 속 패드가 완 히 소실되지 않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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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량 지역의 표면  수직  구조

Fig. 3. Surface and vertical structures of failed area.

(a)                      (b) 

(c)

그림 4. PCT 불량 사례 (a) 변색, (b) 부식, (c) 손상

Fig. 4. PCT failed cases.

(a) discolor, (b) corrosion, (c) crack.

았으나 배리어 메탈(barrier metal)이 드러나거나 상부

의 속들이 뒤엉켜 그 인(grain)이 생기기도 하 다

(그림 3(c)). 그림 3(d)는 속  연 층의 구조를 수

직 으로 찰하기 해 단면을 촬 하여 나타낸 것이

다. 종합 으로 찰한 결과 속 패드 주변의 변색

상은 M2 PAD가 주 앉은 구조로 인해 모서리(edge)

부분에서 보호 층(passivation layer) 으로 M2가 사

라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는 앞서 언 한 PCT(pressure cooker test)에

서 발생한 불량(fail) 사례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배율이 낮은 사진에서는 단순히 변색 상만 찰되었으

나(그림 4(a)), 배율을 높여 확 하여 찰하니 변색의 

원인은 결국 패드의 손상  화학  부식에 의한 것임

을 알 수 있었고(그림 4(b)), 손상이 심한 부분은 심지

어 손이 된 것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4(c)). 결과

으로 본 연구의 목 은 PC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량(변색, 부식, 손상)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없앰으로써 패키지(package)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함이다.

2. PCT 실패(fail) 분석 결과

PAD와 PAD 주변을 심으로 M2 손실  손상의 

발생 원인이 본딩시 본딩 와이어 볼의 크기와 상

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와이어 본딩 

볼이 크면 M2 주변 보호막의 모서리에 충격을 주어 

물리  변형이 발생하고 후속 화학  반응을 용이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어 본딩 볼의 크기와 상

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손(crack)이 있는 

(a)                     (b)

그림 5. 손상 유무와 본딩 볼 크기의 상 계

(a) 수직 방향 볼 크기 (b) 수평 방향의 볼 크기

Fig. 5. Correlations between bonding ball size and 

crack (a) vertical ball size and (b) horizontal ball 

size.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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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불량 지역의 물리  구조

(a) 평면  (b) 단면

Fig. 6. Physical structures of failed area.

(a) plan view (b) cross sectional view.

시료와 손이 없는 시료의 수직 , 수평  볼의 크기

를 측정하여 각 경우에 해 그림 5(a), (b)에 나타내

었다. 그림 5에서 원에 있는 일부의 시료를 제외하면 

부분의 시료에서 손과 본딩 볼 크기와는 상 계

가 없음을 측할 수 있다. 

보다 정 한 구조  찰을 하여 TEM을 사용하

여 PCT 불량이 발생된 PAD 부 의 단면을 촬 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a)는 소자의 표면을 촬

한 것이고, 그림 6(b)는 PAD의 단면을 촬 한 것이다. 

그림 6(a)로부터 PAD Al 층의 상부에 비정상 인 층

이 성장되어 균열 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6(b)에서는 PAD Al의 기 두께가 7000Å에

서 약 1000Å의 소실되었고, 비정상 인 층의 두께는 

략 8000Å으로 두껍게 성장되었음을 찰 할 수 있

었다.

비정상 인 층의 성분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FIB로 

제작된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 다. 그림 7(a)는 성분 

분석에 사용된 단면을 TEM을 이용하여 촬 한 것이

고 그림 7(b)～(d)는 여러 화학 성분 분석을 진행하여 

그  가장 많은 성분이 검출 된 원소들 기 으로 나

타내었다. 측된 주성분은 알루미늄(Al), 실리콘(Si), 

(a)                        (b)

(c)                        (d)

그림 7. 불량 지역의 화학  성분 분석

Fig. 7.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of failed area.

(a)                      (b)

(c)

그림 8. polishing으로만 제작된 불량 시료의 평면  단

면 분석

Fig. 8. Plan and cross sectional analysis of failed 

sample fabricated only by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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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O)성분이었다. 성분 분석 결과 상부의 비정상 인 

층은 Al과 O로 구성되어 있는 AlxOy 층임을 알 수 있

고, SiO2 층(passivation)은 비교  양호하게 분포되어 

배리어 메탈(barrier metal)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었다.

AlxOy 층이 시편 제작 후 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지, PCT에서 발생한 것인지 생성원인을 명확히 하기 

해 불량이 발생한 소자에 해 오직 연마(polishing)

만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단면  성분분석을 하여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미경으로 표면 찰시 남아있는

EMC(epoxy molding compound)에 을 맞추면 하

부 층을 제 로 찰할 수 없었으나(그림 8(a)), 을 

하부 층에 맞추어 조 한 결과 하부의 AlxOy 층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8(b)).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해 FIB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AlxOy 층을 발

견 할 수 있었다(그림 8(c)). 

3. PCT AlxOy 층의 생성 메커니즘

일반 으로 구리(Cu)와 알루미늄(Al)을 비롯한 속

의 불량은 수산화기(OH-)와 속의 화학  반응에 생

성[2]되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Al   OH →AlO  HO (1)

Cu  OH →CuO  HO (2)

의 반응식에 근거하여 PCT  uHAST 등의 신뢰

성 검사에서 Au-Al 결합(bond)과 유사한 속 간 결

합에서 부식 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손상

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찰되었던 AlxOy 층을 생성시킬 수 있

는 이온으로는 불소(F)와 염소(Cl)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M2 PAD 식각에 염소(Cl) 가스를 사용하 고, 

repair 식각에 불소(F) 가스를 사용하 다. 식각 공정에

서 사용되는 이들 두 이온들은 특히 수분에 쉽게 반응

이 일어날 수 있다. 두 이온에 의한 AlxOy 층의 생성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가진다.

F  AlF HO→AlOH HF↑ (3)

Cl  AlCl HO→AlOH HCl↑ (4)

 식으로부터 M2 PAD 식각에 사용된 염소(Cl) 가

스 는 repair 식각에 사용된 불소(F) 가스가 침투된 

수분과 반응하여 AlxOy 층이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식각 공정 시 사용되는 염소 

 불소 가스의 주의 깊은 조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추가 연구는 M2 PAD 식각과 Repair 식

각 공정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 시키면서  PCT 불량

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 설정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 검사를 해 

PCT를 수행하고 발생된 불량을 분석하고 근본 인 원

인 규명에 해 연구하 다. PCT 후 발생된 불량은 변

색, 부식, 손상이 발생되었다. 와이어 본딩 볼의 크기와 

PCT 불량은 상 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불량 분석

을 해 물리 , 화학  방법을 사용하 고, 그 결과 불

량의 직 인 발생원인은 비정상 인 AlxOy 층의 형성 

때문이었다. 비정상 인 AlxOy 층의 형성 원인은 PCT 

수행 시 침투되는 수분과 식각 공정 시 공 되는 불소

(F)  염소(Cl) 이온 잔류물과의 화학반응에 의한 것이

고, AlxOy 층으로 인해 Al의 손실이 발생하여 IMD의 

부식과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층간 개방(open) 는 단

락(short) 상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에서 M2 PAD 알루미늄의 그 인 경계면(grain 

boundary)의 부식이 심할수록 불량률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 고 불량률이 높은 시료에서는 부식뿐만 아니라 

손상까지 발견되었다. 불량률을 낮추기 해서는 속 

층 식각 시 공 되는 불소  염소 가스의 주의 깊은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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