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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미세기전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희생 층을 제거하여 미세기전 구조물을 부양시키는 단계에서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되는 희생층과 접촉된 미세기전 구조물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친수성 표면으로 구성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미세기전 구조물, 부양, 점착, 산화규소 희생층, 불산 기상식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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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의하여 불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산화규소 희생층을 제거시 점착 문제가 발생하는 미세 기

전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미세 기전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미세 기전 구조물의 단면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기전 스위치의 단면도와 평면도.

도 5a 내지 도 5i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기전 스위치의 제작과정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도 6 및 도 7은 친수성층을 형성한 미세기전 스위치와 친수성층이 형성되지 않은 미세기전 스위치의 평면 SEM(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사진과 3차원 형상 분석 장비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본 발명은 미세기전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희생층을 제거하여 미세기전 구조물을 부양시키는

단계에서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될 희생층과 접촉된 미세기전 구조물의 적어도 일부

를 친수성 표면으로 구성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을 개시한다.

미세기전 소자들은 통상적으로 표면 미세가공법(surface micromachining), 즉 구조층(structural layer)과 희생층의 반복

적인 증착 및 선택적 식각 공정을 통하여 미세기전 구조물(micromechanical structures)을 형성한 후, 희생층만을 제거하

여 공간(air-gap)을 형성함으로써 미세기전 구조물을 부양(release)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미세기전 구조물은 부피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과 인접한 표면과 비교적 좁은 간격을 갖기 때문에 표면간 힘(interfacial

forces)과 그에 따른 점착 현상에 취약하다. 희생층을 제거하여 미세기전 구조물을 부양시키는 단계에서 점착 현상이 발생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은 소자의 특성 및 수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참조문헌; Tas et

al.,“Stiction in surface micromaching”, J. Micromech. Microeng., vol. 6, pp. 385-397, 1996, Maboudian et al.,

“Critical Review: Adhesion in surface micromechanical structures”, J. Vac. Sci. Technol. B, vol. 15, no. 1, pp. 1-

20, Jan/Feb. 1997.]. 특히, 미세기전 구조물을 부양시키기 위해 희생층을 식각할 때, 물이 발생하는 경우 미세기전 구조

물의 점착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희생층으로 산화규소 희생층을 사용하고 불산으로 희생층을 식각하는 가

장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산화규소 희생층을 불산에 의하여 화학적 식각공정으로 제거하는 경우, 사용하는 불산의 상태에 따라 액상 식각(liquid-

phase etching) 공정과 기상식각(vapor-phase etching)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액상식각 공정 보다 나중에 개발된 기

상식각 공정은 1) 점착 문제의 발생이 적고, 2) 액상식각 공정시 후속으로 수반되는 증류수 세정(de-ionized water rinse)

및 건조(drying) 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생산성이 높고, 3) 가격이 비싸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고순도 불산을 소량만 사용

하므로 생산 원가가 낮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산업적 유용성이 훨씬 크다.

불산 기상식각 공정은 일반적으로 반응 기체인 불산 기체와 화학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수증기 또는 알코올 기체를 혼합

하여 사용하는데[참조문헌; U.S. Patent 6,238,580 B1, filed on 12/1999, Cole et al., U.S. Patent 2002/0058422 A1,

filed on 12/2000, Jang et al.], 높은(100℃) 기화점을 갖는 수증기 보다 낮은(64.5℃) 기화점을 갖는 메탄올이 점착 문제

방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이 사용한다.

한편, 산화규소 희생층이 불산 기체와 반응하면 수학식 1과 같이 불화규소(SiF4)와 물(H2O)이 생성된다. 이때, 낮은(-

94.9℃) 기화점을 갖는 불화규소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는 반면, 높은(100℃) 기화점을 갖는 물의 경우 일정량(x)은 수증기

상태로 배출되지만, 나머지량(2-x)은 응축(condensation)되어 액체 상태로 잔류한다.[참조문헌; Helms et al.,

“Mechanisms of the HF/H2O vapor phase etching of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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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SiO2(s) + 4HF(g) ㅡ> SiF4(g) + xH2O(g) + (2-x)H2O(L)

이하,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의하여 불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산화규소 희생층을 제거시 점착 문제가 발생하는

미세 기전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들이다.

기판(11) 위에 산화규소 희생층(22)과 외팔보(cantilever) 형태의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이 형성된 시편에 불산 기상

식각 공정을 진행하면, 산화규소 희생층(22)은 제거되어 공간(air-gap, g)이 형성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친수성을 갖는 재

료로 형성되는 기판(11)과 미세기전 구조물(31a,31b) 표면에는 액상의 물이 θc <90도의 접촉 각도를 갖는 섬(island, 24)

형태로 형성되며, 일부는 서로 맞닿아 기판(11)과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을 연결하는 물기둥(water bridge, 25)을 형

성한다. 이때, 물기둥에 의해 기판과 미세기전 구조물 사이에는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되는 모세관 힘(F)이 작용한다.

수학식 1

여기서, g는 물기둥의 높이 또는 공간의 두께, γla는 공기 중에서 물의 표면장력, A는 고체와 물의 접촉 면적, 그리고 θc는

고체 표면에서의 물의 접촉각도 이다. 여기서 θc <90도이므로 모세관 힘은 + 값, 즉 인력(attractive force)으로 작용한다.

이 모세관 인력이 미세기전 구조물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 즉 탄성계수 보다 크게 되면,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은

기판(11)쪽으로 휘어져서 일시적으로 점착되게 된다. 그 후 액상의 물이 모두 증발되어도 기판(11)과 미세기전 구조물

(31a,31b) 사이의 공간(g)이 없어져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반 데르 발스의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영구적으로

점착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판 및 미세기전 구조물 표면에 잔류하는 액상의 물은 미세기전 구조물이 기판 등의 하부 구조물에 점

착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참조문헌; Offenberg et al., “Vapor HF etching for sacrificial oxide removal in surface

micromaching”, Electrochemical Soc. Fall Meet., vol. 94, no. 2, pp. 1056-1057, Oct. 1994, Lee et al., “Dry

release for surface micromachining with HF vapor-phase etching”, J. MEMS, vol. 6, no. 3, Sep. 1997.]. 액체 상태

의 물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판 온도를 증가시키고, 반응 압력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는 산화규소의 식각 속도를

급격히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미세기전 소자 제조시 희생층을 불산 식

각 공정으로 제거할 때 잔류하는 물에 의해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부구조물과의 공간 두께(g)가 얇고, 탄성계수가 작은 미세기전 소자를 높은 생산성을 갖도록 제

조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일측면은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부양되는 미세기전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미세기전 구조물은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

정되는 일측부; 및 상기 일측부와 연결되며 상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

되는 타측부를 구비하되,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이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형 표면 사이에서 물기둥을 형성하기 않도록 강한 친수성을 갖는 친수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

니다.

바람직하게,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어느 하나이다.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상기 상부 표면 및 상기 대향 표면과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의 접촉 각도

가 5 ~23도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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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부 표면은 상기 하부 구조물에 추가로 형성된 친수성층의 표면일 수 있고, 상기 대향 표면은 추가로 형성

된 친수성층의 표면일 수 있다.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은 서로 같거나 다른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친수성층은 예컨대 희생층이 산화규소 희생층인 경우 불산 기체에 의해 식각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친수성층은 알루미늄, 티타늄, 산화알루미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하나인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은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구조물 상의 소정 영역에 희생층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정되는 일측부와, 상기 일측부와 연결되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되는 타측부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희생층을 제거하여 상기 타

측부를 부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희생층을 제거할 때,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이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

향 표면 사이에서 물기둥을 형성하지 않도록 강한 친수성을 갖는 친수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

조물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희생층의 식각은 불산(HF) 반응가스와 알코올류(CH3OH, C2H5OH 등) 촉매가스, 그리고 촉매가스를 운반하는 가스

(N2, Ar 등)를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25-45 ℃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희생층의 제거를 통하여 부양된 미세기전 구조물에 있어서,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 상기 하

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정되는 일측부; 및 상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되는 타측부를 구비하되,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 중 적어도 하나의 일영역에는 알루미늄, 티타

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어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친수성층을 더 포함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을 제공한다.

이하, 도 2a 내지 도 2c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기전 구조물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미세 기전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본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은 희생층의 제거를 통하여 부양되는 미세기전 구조물로서, 상부에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

(11)의 상부 표면에 일측부(31b)가 고정되고,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타측부(31a)가 부양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때, 하

부 구조물(11)의 상부 표면과 이에 대향하는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의 대향 표면은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이 면들을

서로 연결하는 물기둥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강한 친수성 표면으로 구성된다.

하부 구조물(11)의 친수성 표면은 하부 구조물 자체의 표면 일수도 있고, 하부 구조물(11) 상에 추가로 형성된 제1 친수성

층(41)의 표면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의 친수성 표면도 그 자체의 표면일 수도 있고, 추가로

형성된 제2 친수성층(42)의 표면일 수 있다. 한편, 상부 표면과 대향 표면은 서로 같거나 다른 물질의 친수성 표면으로 구

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추가로 형성된 친수성층은 두께가 5-100 nm인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

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또는 산화코발트 박막 형태로 형성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하부구조물(11)이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면 하부구조물(11) 자체가 친수성 표면을 갖는 것이 된다.

한편, 도 2a 내지 도 2c에는 하부 구조물(11)의 제1 친수성층(41)과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의 친수성층(42)이 모두 추

가적으로 형성한 경우를 예로 도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도 3에는 하부 구조

물(11)의 상부에 친수성층(41)만이 추가적으로 형성된 구조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하면, 희생층(22)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응축된 액상의 물이 상기 강한 친수성 표면층 위에서 적절히 작

은 접촉각도를 갖는 넓고 낮은 섬 형태(24)로 형성되어 물 기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하부구조물(11)과 미세기

전 구조물(31a,31b) 사이에 모세관 힘이 작용하지 않고, 액상의 물이 증발하여도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은 하부구조물

(11)로부터 일정한 간격(g)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점착 현상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상기 수학식 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θc <90도이므로 모세관 힘은 + 값, 즉 인력(repulsive force)으로 작용하게 되는

데 본 발명에 의하면, 원천적으로 물기둥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의 점착현상을 방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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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부 구조물(11)의 표면과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의 대향 표면에 형성된 액상의 물의 θc 가 90도 초과의 접촉 각

도를 갖도록 하는 경우 수학식 1에 의해 인력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즉, 하부구조물의 표면과 미세기전 구조물(31a,31b)

을 연결하는 물기둥에 의해 작용하는 모세관 힘은 - 값, 즉 척력(repulsive force)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액상의 물이 증

발하여도 미세기전 구조물(31a,31b)은 하부구조물(11)로부터 일정한 공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미세기전 구조물은 정

상적으로 부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의 접촉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물의 표면과 미세기전 구조물의 대향 표면을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재료로 형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수성 재료로는 self-assembled monolayer (SAM), fluorocarbon (FC) 등과

같은 폴리머(polymer) 재료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료들은 다른 재료와의 접착력이 좋지 않고, 열적 안정성이 낮으

며, 산화 분위기에서 소수성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미세기전 소자 제조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기전 소자에서 기판 및 미세기전 구조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재료, 즉 규소(Si), 질화규소

(Si3N4), 금(Au), 알루미늄(Al) 등은 친수성 재료이다.

산화규소 증착후 불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제거한 경우 측정된 친수성을 갖는 물질들의 접촉각도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은

물의 접촉각도가 17도, 티타늄은 8도, 크롬은 23도, 산화알루미늄은 5도로 매우 강한 친수성을 갖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희생층은 산화규소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산화규소(thermal oxide, thermal CVD oxide, PECVD

oxide, SOG, sputtered oxide, evaporated oxide 등), 인(P)이 첨가된 산화규소(PSG), 그리고 붕소(B)와 인(P)이 첨가된

산화규소(BPSG)를 채용할 수 있다.

제거되는 희생층을 산화규소로 이용하는 경우 불산 기상식각 공정은 불산(HF) 반응가스와 알코올류(CH3OH, C2H5OH

등) 촉매가스, 그리고 촉매가스를 운반하는 가스(N2, Ar 등)를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25-45 ℃의 온도에서 진행

한다. 이 경우, 규소(Si), 금(Au), 등의 친수성 재료는 불산 기체에 의해 화학적으로 식각되지 않으며, 산화규소 증착후 불

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제거한 경우 측정된 물의 접촉각도는 대략 50~80도 사이이다. 이와 같은 물의 접촉각도는 하부 구

조물의 표면과 미세기전 구조물의 대향 표면을 접착시키는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 상기 미세기전 구조물이 적용가능한 소자 중 미세기전 스위치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기전 스위치의 단면도와 평면도이다. 본 미세기전 스위치는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으로 구동되는 저항식(resistive) 고주파(radio frequency, RF) 미세기전 스위치이다.

미세 기전 스위치는 기판(111) 위에 형성되는 입력단과 출력단이 분리된 형태의 신호선(112), 신호선(112)의 양쪽에 형성

되는 접지선(113), 접지선 중 하나로 형성되는 하부전극(114), 바이어스 전극(115)과 바이어스 전극(115) 위에 형성되는

포스트(121)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화규소 희생층(미도시)과 포스트(121)에 의해 한쪽 끝이 기판(111)에 고정되며 신호

선(113) 및 하부전극(114)으로부터 일정한 두께의 산화규소 희생층(미도시)을 두고 형성되는 외팔보 형태의 이동판(132)

과, 그 위에 하부전극(114)과 대칭되도록 형성되는 상부전극(133)과, 이동판(132)의 고정되지 않은 끝에 신호선(112)의

개방부(open gap)와 대칭되도록 형성되는 접촉패드(134)으로 구성된다.

한편, 예컨대 금으로 형성된 하부전극(113)의 윗면의 적어도 일부에 알루미늄(Al) 또는 티타늄(Ti)의 제1 친수성층(141)

이 형성되고, 규소로 형성된 이동판(132)의 밑면에는 산화알루미늄(Al2O3)의 제2 친수성층(142)이 형성된다. 알루미늄과

티타늄은 모두 하부전극(113)인 금과 같이 전도성을 갖는 금속 재료이고, 산화알루미늄은 규소와 같이 절연성이 우수한

재료이므로 상기 친수성층 형성이 스위치의 동작특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 친수성층(141)과 제2 친수성층(142)은 산화규소 희생층을 불산 식각공정으로 식각할 때 생성된 물이 제1 친수성 층

(141)과 제2 친수성층(142)을 서로 연결하는 물기둥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정전구동형 저항식 고주파 미세기전 스위치의 동작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이어스 전극(115)에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면 바이어스 전극(115)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부전극(133)과 접지 상태의

하부전극(114) 사이에 정전기력이 발생하고, 이 정전기력에 의해 상부전극(133)과 이동판(132)이 기판(111)쪽으로 휘어

지게 되며, 그 결과 접촉패드(134)가 분리된 신호선(112)의 입력단 및 출력단과 동시에 접촉하여 서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신호는 전달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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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위치의 응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구동전압이 요구되므로 하부전극(114)와 상부전극(133)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바이어스 전극(115)에 인가한 전압을 차단하면, 휘어져있던 이동판(132)과 상부전극

(133)이 탄성복원력(elastic restoring force)에 의해 펴지게 되고, 그 결과 접촉패드(134)가 신호선(112)으로부터 탈착되

어 신호는 차단된다.

한편, 정전구동형 저항식 고주파 미세기전 스위치 제조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기판(11)은 절연성 갈

륨비소(semi-insulating GaAs)로, 신호선(12)과 접지선(13) 및 접촉패드(34)는 전도성(electrical conduction)이 우수한

금(Au)으로, 그리고 이동판(32)은 불산 기상식각 공정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우수한 절연성(electrical insulation)을 갖

는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은 규소(undoped-silicon, Si)로 형성한다. 그리고, 바이어스 전극(15), 포스트(21)와 상부 전극

(33)은 전도성(conducting) 금속 재료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5a 내지 도 5i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기전 스위치의 제작과정의 일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GaAs 기판(111) 상에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RF(Radio

Frequency) 스퍼터링(sputtering), 전자빔 증착(e-beam evaporation) 등의 공정을 사용하여 산화규소 희생층(122a)을

증착한다. 다음으로, 산화규소 희생층(122a) 상에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층(Photo-Resist:123)을 코팅하고, 광 리소그라

피 공정을 사용하여 소정의 영역(즉, 신호선, 접지선 및 바이어스 전극 영역)을 규정하는 패터닝한 후, RIE(Reactive Ion

Etching)법을 사용하여 산화규소 희생층(123)을 식각하여 기판(111)을 노출시킨다.

도 5c를 참조하면, 전자빔 증착법(E-beam evaporation법)을 사용하여 Au 전극층(112,113,114,115)을 증착한 후, 리프

트 오프(lift-off)법을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층(Photo-Resist:123)과 그 위에 형성된 Au 전극층(112,113,114,115)을 동

시에 제거함으로써 식각된 산화규소(SiO2) 트랜치 패턴 안에 Au 전극층(112,113,114,115)을 형성한다. 이때, Au 전극층

(112,113,114,115)과 GaAs 기판(111) 사이에는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Ti층(미도시)을 형성할 수 있다.

도 5d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층(123)의 코팅 및 패터닝 공정을 접지선113)의 일부 영역(즉, 하부전극(114) 영역)을 규

정한 후, Ti (또는 Al, Cr 등) evaporation 및 lift-off 공정을 사용하여 친수성 표면을 갖는 제1 친수성층(141)을 형성한다.

도 5e를 참조하면, 기 형성된 산화규소층(122a)에 새로운 산화규소층을 형성하여 산화규소 희생층(122)이 형성되도록 하

고,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코팅 및 패터닝, 산화규소층의 선택적 식각, Au층 증착과 리프트 공정을 사용하여 포스트(121)를

형성한다.

도 5f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코팅 및 패터닝 공정을 사용하여 신호선(112)과 접촉패드(134)가 중첩되는 영역을 규정

한 후, 일정한 두께의 산화규소 희생층(122)을 식각하여 홈 형상(H)을 형성한다.

도 5g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코팅 및 패터닝 공정을 사용하여 소정 영역을 규정한 후, 전자빔 증착(e-beam

evaporation) 및 lift-off 공정을 사용하여 강한 친수성을 갖는 Al2O3의 제2 친수성층(142)과 실리콘의 이동판(132)을 형

성한다

도 5h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코팅 및 패터닝 공정을 사용하여 소정 영역을 규정한 후, 전자빔 증착(e-beam

evaporation) 및 lift-off 공정을 사용하여 Au 상부전극(133) 및 접촉패드(134)를 형성한다.

도 5i를 참조하면, HF 기상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산화규소 희생층(122)을 제거한다. 불산 기상식각 공정은 불산(HF) 반응

가스와 알코올류(CH3OH, C2H5OH 등) 촉매가스, 그리고 촉매가스를 운반하는 가스(N2, Ar 등)를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25-45 ℃의 온도에서 진행한다. 이때 산화규소 희생층(122)의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기 이동판(132)

과 Au 상부전극(133)에는 에칭 홀(미도시)을 형성할 수 있는데, 도면에서는 도시하지 않았다.

(비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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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미세기전 스위치를 실제 제작하여 미세 구조물의 점착여부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도 6 및 도 7은 친수성

층을 형성한 미세기전 스위치와 친수성층이 형성되지 않은 미세기전 스위치의 평면 SEM(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사진과 3차원 형상 분석 장비(3D surface profiling system)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들이

다. 친수성층이 형성된 미세기전 스위치는 상기 도 4를 참조로 설명한 미세기전 스위치와 구조가 동일하다.

도 4a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제작조건을 설명한다. 기판(111)은 절연성 갈륨비소, 신호선(112)과 하부전극(114)은 0.5㎛

두께의 금 박막, 이동판(132)은 0.3㎛ 두께의 규소 박막, 상부전극(133)은 0.9㎛ 두께의 금 박막으로 형성하였다. 그리고,

산화규소 희생층(122)의 두께는 하부전극(114)과 이동판(132) 사이에서 0.5㎛로 매우 얇게 형성하여, 스위치가 낮은 구

동전압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0.45㎛ 두께의 금 박막으로 형성된 하부전극(114)의 윗면에 0.05㎛ 두께의 알루미늄으

로 제1 친수성층(141)을 형성하였으며, 0.25㎛ 두께의 규소 박막으로 형성된 이동판(132)의 밑면에 0.05㎛ 두께의 산화

알루미늄으로 제2 친수성층(142)을 형성하였다.

도 6의 하부도면은 상기 미세기전 스위치를 실제로 제작한 후, 불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산화규소 희생층을 제거한 상태에

서 3차원 형상 분석 장비로 관찰한 결과이다. 하부전극(114)의 표면에서 상부전극(133) 표면까지 높이는 2.0~5.1㎛로 제

2 친수성층(142)과 이동판(132), 그리고 상부전극(133)의 삼중층으로 형성된 외팔보 형태의 미세기전 구조물의 두께 1.2

㎛ 보다 크다. 이는 상기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상기 미세

기전 구조물이 휘어져 있는 것은 잔류응력에 의한 것으로 본 발명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친수성층이 형성되지 않은 미세기전 스위치는 상술한 친수성층이 형성된 미세기전 스위치에서 제1 및 제2 친수성층을 제

외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도 7의 결과를 참조하면, 기판(111) 및 하부전극(114)의 표면에서 상부전극(133) 표면까지 높이

는 1.2㎛로 이동판(132)의 두께인 0.3㎛와 상부전극(133)의 두께 0.9㎛의 합과 같다. 이는 이동판(132)과 그 위에 형성된

상부전극(133)의 이중층(bi-layer)으로 형성된 외팔보 형태의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자들은 미세기전 스위치 점착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조 재료들에 희생층을 형성한 후 식각 공정

으로 제거한 경우 표면에서 물의 접촉각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갈륨비소는 물의 접촉각도가 19도로 강한 친수성을 갖

는 반면, 규소와 금은 물의 접촉각도가 각각 57도와 62도로 약한 친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불산 기상식각 공정으로 산화

물 희생층 제거시 갈륨비소 기판과 규소 이동판 사이, 금 하부전극(114)과 규소 이동판(132) 사이, 그리고 금 신호선(132)

과 금 접촉패드(134) 사이에서 물기둥이 형성되기 쉽다. 특히, 상대적으로 간격이 좁고, 면적이 넓은 규소 이동판(132)과

금 하부전극(114) 사이에서 물 기둥 형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스위치의 점착 현상은 이동판(132)과 금 하부전극(114) 사

이에서 생성되는 물 기둥에 의해 작용하는 모세관 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반면에 알루미늄은 물의 접촉각도가 17도, 티타늄은 8도, 산화알루미늄은 5도로 매우 강한 친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재료들은 불산 기상식각 공정 조건하에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므로 거의 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 6에 도시된 미세

기전 스위치는 불산 기상식각 공정에 의한 산화규소 희생층 제거시 산화규소 희생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체의 표면들이

모두 강한 친수성이므로 액상의 물 기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점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희생층의 제거를 통하여 부양되는 미세기전 구조물에서, 희생층을 제거하는 단계시

미세기전 구조물이 점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하부구조물과 미세기전 구조물 사이의 간격을 작게 할 수 있어 우

수한 특성을 갖는 미세기전 구조물을 높은 수율로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부양되는 미세기전 구조물에 있어서,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정되는 일측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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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측부와 연결되며 상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되는 타측부

를 구비하되,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희생층 제거

시 생성된 물이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형 표면 사이에서 물기둥을

형성하지 않도록 강한 친수성을 갖는 친수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어느 하나인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상기 상부 표면 및 상기 대향 표면과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의 접촉 각도가 5 ~23도 범위

인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부 표면은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로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부에 형성되는 제1 친수성층의 표면인 미

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5.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표면은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로 상기 타측부 하부에 형성되는 제2 친수성층의 표면인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6.

제4 항 또는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은 동일한 재료 또는 서로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7.

제4 항 또는 제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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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친수성층은 5-100 nm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8.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구조물 상의 소정 영역에 희생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정되는 일측부와, 상기 일측부와 연결되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되는 타측부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희생층을 제거하여 상기 타측부를 부양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희생층을 제거할 때,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이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 사이에서 물기둥을 형성하지 않도록 강한 친수

성을 갖는 친수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층은 thermal oxide, thermal CVD oxide, PECVD oxide, SOG, sputtered oxide 또는 evaporated oxide인 산

화규소, 인(P)이 첨가된 산화규소(PSG), 또는 붕소(B)와 인(P)이 첨가된 산화규소(BPSG)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층의 식각은 불산(HF) 반응가스와 알코올류 촉매가스, 그리고 촉매가스를 운반하는 가스를 포함하는 혼합가스

를 사용하여 25-45 ℃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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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는, 상기 상부 표면 및 상기 대향 표면과 상기 희생층 제거시 생성된 물의 접촉각도가 5 ~ 23도 범위

인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부 표면은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로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부에 형성되는 제1 친수성층의 표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표면은 상기 강한 친수성 재료로 상기 타측부 하부에 형성되는 제2 친수성층의 표면인 미세기전 구조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희생층의 제거를 통하여 부양된 미세기전 구조물에 있어서,

상부 표면을 갖는 하부 구조물;

상기 하부 구조물의 상기 상부 표면의 일영역에 고정되는 일측부; 및

상기 희생층의 제거를 통해 상기 상부 표면과 대향하는 대향 표면을 갖고 부양되는 타측부를 구비하되,

상기 상부 표면과 상기 대향 표면 중 적어도 하나의 일영역에는 알루

미늄, 티타늄, 크롬, 철, 코발트, 산화알루미늄, 산화크롬, 산화철,

산화코발트 중 어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친수성층을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친수성층은 5-100 nm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기전 구조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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