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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전기적 핀 리드 구조 및 브레이징 기술은 결합 피로 또는 파괴 없이 횡적 유연성을 촉진하는 한편 반도체 기판에

잘 부착되는 센서 내의 브레이징 된 리드를 제공한다. 이런 접근의 이점은 단일 공정 단계에서 고온으로 다이어프램(14)에

핀 리드를 브레이징 하고 세라믹 배킹 플레이트에 다이어프램을 씨일하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리드 구조, 브레이징, 피로, 파괴, 반도체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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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출원 제09/620,007호로서, 200년 7월 20일에 초 순수 및 높은 부식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부분 연속 출원이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센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온 안정성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성을 갖는 압력 및/또는 온도 센서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압력 센서는 게이지 압력 또는 절대 압력 중 어느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어 왔다. 이들 용도들 중 많

은 것이 비호의적인 환경에서 압력의 측정을 수반한다. 압력 센서는 용량성 유형 또는 압전 유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알

루미나 세라믹 용량성 센서는 보다 두꺼운 비유연성 세라믹 시트 사이에 개재된 절연 스페이서 링을 갖는 얇은, 사실상 유

연성 세라믹 시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1 얇은 시트 또는 다이어프램은 통상 두께 0.020 인치(약 0.508 mm)로서, 대략

0.005 인치(약 0.127 mm) 내지 0.050 인치(약 1.27 mm)의 두께이다. 보다 두꺼운 세라믹 시트는 0.100 인치(약 2.54

mm)와 0.200 인치(약 5.08 mm) 사이의 두께 범위를 갖는다. 다이어프램의 두께는 다이어프램의 직경에 따른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당업계의 숙련된 자라면 명백할 것이다. 스페이서는 적당한 글래스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라믹

디스크의 대향면(apposed face)은 금, 니켈 또는 크롬 등의 금속에 의해 금속화되어 커패시터의 플레이트를 생성한다. 유

사한 용량성 압력 변환기는 벨(Bell)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4,177,496호('496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496 특허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다른 용량성 압력 변환기가 당업계에서 이용 가능하고 공지되어 있다. 압전 센서는 통상 전압의 변화를 측정

하고 전압 변화를 감지된 압력으로 상호 관련시키는 휘트스톤 브릿지(Wheatstone bridge)를 이용한다. 이런 압력 센서 유

형들 중 어느 하나는 초 순수 환경에서의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비오염 압력 센서에 대한 요구가

있다.

감지 재료의 초 순수 처리는 통상 부식성 유체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제조 공정 시의 감지 재료의 오염에 대한 민감성

(susceptibility)은 제조자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다양한 제조 시스템은 외부 입자, 이온성 오염물 및 제

조 공정 시에 발생한 증기들에 의해 감지 재료의 오염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왔다. 감지 재료의 처리는 자주 부식성 유

체와 직접 접촉되게 수반된다. 따라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입자 없이 처리 장소로 부식성 유체를 이송하는 것은 중

요하다. 처리 장비의 다양한 구성부품은 발생한 입자 및 처리 유체 내로 용해된 이온의 양을 줄이고, 오염 영향물에서 처리

한 화학물질을 격리하기 위해 공통으로 설계된다.

처리 장비는 통상 펌핑 및 조정 스테이션을 통하고 처리 장비 자체를 통하는 공급 탱크로부터 부식성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액체 수송 시스템을 포함한다. 파이프, 펌프, 배관, 모니터링 장치, 감지 장치, 밸브, 피팅 및 관련 장치를 포함하는 액체 화

학물질 수송 시스템은 빈번하게 부식성 화학물질의 효과를 저해하는 가소성 내성재료(resistant)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

장치 등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은 부식성 환경에 신뢰성 있게 견디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처리 유체를 오염시킬 것

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장치 및 감지 장치는 대체 재료를 통합하거나 부식성 유체로부터 격리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이 매우 청결해야 하는 반면, 공정은 자주 침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수반한다. 이러한 것들로 예를 들면, 초산(harsh

acid), 기재(base) 및 용매를 포함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침식성 연마제가 사용되는 공정을 최근에 도입하고 있다. 처

리 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 모두는 이들 연마제의 기계적인 반응에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또한, 처리 장치의 높은 신뢰성은 필수적이다. 어떤 이유로 인한 반도체 또는 조제 라인(pharmaceutical line)의 폐쇄는 손

실이다. 과거에, 압력 변화기는 두꺼운 격리 다이어프램에 의해 분리된 충전액을 통상 채용하여 공정으로부터 센서 자체에

압력을 전달했다. 충전액은 한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격리 다이어프램에 의해 공정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격리 다이어

프램의 실패와 공정 내로 충전액의 상당한 손실은 제품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재시동 작동 전에 시스템을 세정할 필요

가 있다. 격리 다이어프램은 중대한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수용할 수 없는 압력 측정 에러를 유도할 것이다. 설계에서 격리

다이어프램 및 충전액의 생략은 이점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 통상 사용되는 처리 장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니터링 장치, 밸브 장치 및 감지 장치를 구비한다.

이들 장비들은 통상 폐쇄 루프 피드백 관계에 연결되고, 장비의 모니터링 및 제어에 사용된다. 이들 모니터링 장치 및 감지

장치는 또한, 유입될 수도 있는 임의의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감지 장치는 압력 변환기 모듈과, 압력 센서

를 갖는 유량계(flow meter)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압력 변환기 또는 부식성 유체와 직접 접촉하는 유량계의 압력 센서의

일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식성 유체와 직접 접촉하는 압력 센서의 표면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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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재료가 이런 재료를 통해 부식성 유체의 진입 및 배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라믹 재료는

스스로가 쉽게 보다 침식적인 부식 재료에 의해 공격당하는, 다양한 유사 글래스 재료와 함께 접합된다. 따라서, 부식성 재

료와 직접 접촉하는 압력 센서의 부분들은 비다공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슬린(Ghiselin) 등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74,843호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기재에 부착된 단일 크리스탈 사파이어 다

이어프램을 갖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서술하고 있다. 기슬린 등은 사파이어는 글래스 접합 재료, 에폭시 또는 다른 접합 방

법에 의해 부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슬린 등은 글래스 접합 재료에 대한 기술 또는 글래스 접합제로 어떻게 사파이어

와 알루미늄 옥사이드 기재를 부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슬린 특허는 스트레인 점에서 분리하는

저강도 재료로서 글래스를 기술하고 있다. 기슬린 특허는 스트레인 점을 감소하기 위한 기하학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글

래스의 저강도의 결함을 피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헤그너(Hegner) 등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5,954,900호는 알루

미늄 옥사이드 세락믹 부분에 접합하기 위해 글래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다. 헤그너 등의 특허는

알루미나 세라믹에 재료를 결합하는 등의 알루미나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헤스너 등 및 기슬린 등에 의해 기술된 장치

는 400℃ 이하의 효과적인 작동 온도로 제한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헤그너 등 및 기슬린 등의 특허에 의해 기술된

센서의 신뢰성은 400℃를 넘는 온도에서 감소한다. 저융점을 갖는 글래스는 저강도 및 낮은 기계적 안정성을 갖는다. 또

한, 이들 글래스들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접합을 이루는데 문제점들을 갖는다. 이들 모든 특성들은 최적의 반복 가능성 및

이력보다는 낮은 특성을 갖는 압력 센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높은 강도 접합으로 기재에 접합되는 비다공성 표면을 갖는

압력 센서에 대한 요구가 있고, 비다공성 재료와 기재 사이의 접합은 400℃를 넘는 온도에서 안정적이다.

또한, 전자기 및 라디오 주파수 인터페이스(각각, EMI 및 RFI)는 압전 센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도전

성 차폐층은 (휘트스톤 브릿지가 형성되는) 실리콘 층과 사파이어 상에 실리콘의 에피택시 구조(epitaxial construction)

로 인한 사파이어 사이에 직접적으로 위치 선정되지 못한다. 사파이어 외측 상의 도전성 차폐층은, 사파이어의 외측이 부

식성 유체와 접촉하도록 위치 선정될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압력 센서의 비노출 표면 상에 형성된 감지 요소에

EMI 및 RFI가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비오염 압력 센서의 필요가 존재한다.

고온 공정(600℃ 내지 1200℃)에서는 강하고 높은 항복, 안정한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브레이징, 글래싱 및 확산 접합을

통해 사파이어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등의 단일 크리스탈 재료를 다른 단일 또는 다결정 세라믹에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고온 공정이 이용되는 곳에서, 단일 크리스탈 또는 세라믹 기판(통상 실리콘이지만, 또한 갈륨 비화물을 포함할 수 있

음) 상에 반도체 장치에 전기적 연결을 이루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연결에 대한 두 개의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은 1) 와이어 접합 및 2) 도전성 에폭시 결합이다. 와이어 접합으로 금 또는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늄 금속 층은 실

리콘 상에 제1 증착되어야 한다. 고온에서, 금 및 알루미늄 금속 층은 실리콘 내로 빠르게 확산된다. 일단 확산되면, 이들

재료 층들은 접합될 와이어에 대해 적당한 표면을 더 이상 형성하지 않는다.

고온 환경에서 살아남은 금속 필름은 확산 배리어에 의해 수행되는 티타늄 등의 접합층을 이룬다. 고온 공정 동안의 확산

배리어는 몰리브덴, 이리듐, 니오븀, 탄탈룸, 텅스텐 또는 오스뮴 등의 내화성 금속이다. 이들 금속들은 시간에 걸쳐 도전

체와 에폭시 사이에 잔류 산화물을 쌓을 것이다. 압전 센서들에 대해서, 이들은 안정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에폭시를 가하

기 전에 결합부에 미리 세정하는 것은 느리지만, 산화물 층의 형성을 방해하지 못한다. 납땜은 내화성 금속에 또한 부착되

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기판에 핀 또는 납을 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은 각각 도19a 및 도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자리에 핀을 브레

이징 하는 것이다. 특히, 도19a는 기판에 나사 헤드 핀의 종래의 브레이징의 일 예이고, 도19b는 기판에 헤드 없는 핀의 종

래의 브레이징의 일 예이다. 도19a는 그 위에 브레이징 된 핀(210)으로 단일 크리스탈 기판(200)을 설명하는 것이다. 핀

(210)은 기판(200)과 보다 큰 접합 면적을 제공하는 핀 헤드(214) 및 핀 샤프트(212)를 포함한다. 브레이즈(216)는 핀 헤

드(214)의 측면에 가해진다. 얇은 단일 크리스탈 재료 상의 응력 파괴(218)에 걸쳐 도시된 바와 같이, 응력 파괴는 중대한

문제점이 된다. 나사 헤드 핀(214)이 기판(200)의 편평면에 브레이징 될 경우, 기판(200)은 용융된 브레이즈가 고화되고

(또는 응결됨) 접촉됨에 따라 인장 응력을 발생시킨다. 인장 응력은 핀 헤드(214)의 주연에 집중하고, 기판의 파괴를 촉진

한다.

응력 파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기판 결정 재료의 열팽창률과 어울리는 금속을 찾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파이어 등의

크리스탈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팽창률을 갖는다. 보다 심각하게는, 금속은 큰 온도 범위에 걸쳐 일정한 팽창률을 갖지 않

는다. 그것들은 통상 실온에서보다 고온에서 더 빠른 비율로 팽창한다. 실온에서 크리스탈의 온도 계수와 어울리는 합금은

800℃ 또는 900℃에서 더 높은 팽창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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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200) 내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접근은 기판(200)과 헤드 없는 핀(210) 사이의

결합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헤드 없는 핀은 기판(200)과 매우 작은 단면 결합을 형성하도록 돕지만, 새롭게 형성된

결합은 수반되는 제조 단계 동안 핀(전후-화살표 220에 의해 도시됨)의 조작으로부터 높고 국부적인 응력에 민감하다. 이

런 유형의 버트(butt) 결합은 작은 부착 면적 및 정렬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기하학적 구조로 간주된다.

본 발명은 이런 필요 및 다른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재검토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센서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200℃까지 예외적 안정성을 갖고 및 700℃까지 효율적으로

작동 가능한 압력 및/또는 온도 센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압력 센서는 유체 충전 없이 작동되며, 외부 노출 금속 성분

을 갖지 않는다. 압력 센서는 초 순수 환경에서 유체와 직접 접촉되어 위치될 수 있는 비다공성, 비투과성 표면을 포함한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비다공성 표면은 화학적 공격에 비침투성인 단일 결정 사파이어 층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화학 물질 또는 오염 물질은 센서로부터 공정 스트림으로 시간에 걸쳐 추출될 수 없다. 제한 없이, 본 발명의 압력 센

서는 공정 유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해 화학적 비활성 압력 변환기 모듈 또는 유동 미터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며 이들의

고온 플라스틱 하우징에 직접 성형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비다공성 외부 표면을 포함하는 압력 센서를 제공한다. 비다공성 표면은 낮은 확산도 및 낮은 표면 흡수성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압력 센서는 배킹 플레이트과, 비다공성 다이어프램과, 다이어프램의 내면에 인접한

감지 요소와, 배킹 플레이트 및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에 글래싱(glassing)에 의해 접합된 고응력 재료로 된 글래스층을 포

함한다. 배킹 플레이트는 구조에 대한 강성을 제공한다. 배킹 플레이트의 강성은 (도시되지 않은) 하우징으로부터 센서 다

이어프램의 감지 요소로 전달된 응력에 저항한다. 배킹 플레이트가 처리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고온 공정에 기

계적으로 안정하고 이에 적합한 것이 요구된다. 배킹 플레이트의 열팽창율은 감지 다이어프램의 열팽창율과 매우 근접해

야 한다. 열 효과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균형이 큰 경우 상기 2개의 부품간의 접합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

는 제작 과정 중 응력이 발생되게 된다. 당업자들은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이 압전 또는 용량성 유형 센서의 일부로서 각각

그 위에 형성된 휘트스톤 브릿지 또는 도전성 층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제한 없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실리콘층은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의 내면 상에 형성되며, 휘트스톤 브릿지와 같은 스트레

인 게이지가 그 위에 형성된다. 배킹 플레이트는 이를 통해 연장되는 개구를 포함하며, 개구는 감지 요소에 결합된 전기적

리드를 수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비다공성 다이어프램 근처의 압력 변화는 감지 요소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다이어프

램에 대한 압력이 증가 및 감소는 다이어프램의 편향을 발생시키고, 이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을 변경시킨다. 저항의

변경은 다이어프램 근처의 압력과 상호 관련된다.

제한 없이,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은 바람직하게는 사파이어와 같은 화학적 비활성 재료를 포함한다. 사파이어와 배킹 플레

이트 사이의 글래스층은 바람직하게는 고접합 강도 붕규산염 글래스 또는 고접합 강도 및 700℃ 이상 바람직하게는

1000℃ 이상의 용융 온도를 갖는 적합한 알려진 구조로 된 다른 글래스로 제작된다. 다이어프램이 굴곡되는 양은 글래스

층의 두께 및 직경에 의해 제어된다. 글래스층은 0.002 인치(약 0.0508mm)와 0.030 인치(약 0.762mm) 사이 범위인, 바

람직하게는 0.010 인치(약 0.254mm)인 두께 및 0.100 인치(약 2.54mm) 내지 2.0 인치(약 50.4mm) 범위인, 바람직하게

는 0.700 인치(약 17.78mm)인 외경을 갖는다. 다이어프램의 활성 감지 영역은 0.050 인치(1.27mm) 내지 2.0 인치(약

50.8mm)의 범위인, 바람직하게는 0.400 인치(약 10.16mm)일 수 있다. 당업자들은 다이어프램의 두께 및 직경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구성되지 않고, 두께 및 직경이 소정의 적용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더 감소되거나 또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은 배킹 플레이트의 내면과 결합한다. 당업자들은 배킹 플레이

트 및 비다공성 다이어프램이 넓은 범위의 온도를 통해 불필요한 응력을 회피하도록 유사한 열팽창율을 갖는 재료로 구성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압력 센서는 감지 요소가 절대 압력 또는 게이지

압력을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압력 센서는 실리콘 질화물 층 및 실리콘 층과 배킹 플레이트 사이에 위치된 금속화 또는 도전성 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도1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실리콘 질화물 층은 전기 절연체로서 작용하고 금속화 층은 EMI/RFI가 감지 요소(20)에 영

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압력 센서는 비다공성 다이어프램, 실리콘 질화물 층, 금속화 층 및 배킹 플레이트의 층들의 외

부 엣지의 적어도 일 부분에 인접한 코팅, 가스켓 또는 씨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제한 없이, 내산성 에폭시 또는 부식 저항

성 중합체 예를 들면 PTFE(폴리테트라플루로에틸렌), PVDF(폴리비닐이덴플루오라이드), PEEK(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 우레탄, 또는 파랄린 보호가 사용될 수 있으며, 내산성 에폭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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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는 글래스층과 비다공성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다이어프램 상에 형성된 접합 패드를 포함한다. 제한 없이, 접합

패드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티타늄 층 및 확산 배리어를 포함한다. 도핑된 실리콘 박막은 휘트스톤 브릿지를 형성하도록 알

려진 적합한 방법에 의해 접합 패드와 상호 결합한다. 글래스층 및 배킹 플레이트에 윈도우가 형성되어, 접합 패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전기적 리드는 글래스층 및 배킹 플레이트에 형성된 윈도우를 통해 연장되며, 전기적 리드는 접합 패드

에 브레이징 된다. 전기적 리드는 접합 패드에 브레이징 되고, 글래스층은 다이어프램 및 배킹 플레이트에 글래스 된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다이어프램 및 감지 요소는 압전 센서보다는 커패시턴스를 생성하도록 변형된다. 압력이 인가될 때 굴

곡되는 얇은 감지 다이어프램은 감지 다이어프램의 내면에 형성된 용량성 플레이트를 구비하고, 다른 용량성 플레이트는

배킹 플레이트의 내면에 형성된다. 하나의 전기적 리드는 감지 다이어프램의 내면에 형성된 용량성 플레이트에 결합되고,

다른 리드는 배킹 플레이트의 내면에 전기 결합된다. 다이어프램과 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이 압력에 따라 변화되므로 플레

이트의 용량도 변화된다. 이러한 용량의 변화는 알려진 적합한 구조의 전기적 결합된 감지 요소에 의해 검출된다.

본 발명의 장점은 특히 청구범위 및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고려될 때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함으로

써 당업자들에게 용이하게 명백해질 것이며, 상기 도면에서 동일 부호는 여러 개의 도면에 걸쳐 상응하는 부분을 도시한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사시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측단면도이다.

도3은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측단면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측단면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측단면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휘트스톤 브릿지가 그 위에 형성되어 있는 다이어프램의 평면도이다.

도7은 본 발명의 다이어프램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평면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접합 패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평면도이다.

도9는 본 발명의 접합 패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접합 패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1은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2는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3은 압력 변환기 하우징에 위치된 것으로 도시된,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4는 압력 변환기 하우징 내로 성형된 것으로 도시된,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5는 본 발명의 다이어프램의 실시예의 부분 단면 평면도이다.

도16은 본 발명의 다이어프램의 일 실시예의 전기적 개략도이다.

도17은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도18은 센서의 엣지에 인접한 씨일 또는 가스켓을 구비하는,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일 실시예의 부분 단면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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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a는 기판으로 네일 헤드 핀을 브레이징 하는 종래 기술의 일 예에 대한 도면이다.

도19b는 기판으로 헤드 없는 핀을 브레이징 하는 종래 기술의 일 예에 대한 도면이다.

도20은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기판에 브레이징되는 본 발명의 코일 핀 실시예의 부분 측면도이다.

도21은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다이어프램에 브레이징 되는 코일 스프링 리드를 갖는 센서의 분해도이다.

도22a 내지 도22c는 도21의 조립된 센서의 측면도이다.

도23은 본 발명의 코일 스프링 리드의 확대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압력 센서에 대한 개선물을 설명한다. 여기에 상세히 설명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선물

이 병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 또는 예시적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제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의도된다. 본 발명의 압

력 센서는 감지 다이어프램을 구비하는 압전 또는 용량성 센서로서 구성될 수 있다. 감지 다이어프램은 하나의 단일 결정

사파이어로 제작된다. 대안적으로, 감지 다이어프램은 단일 결정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센서(10)는 배

킹 플레이트(12), 감지 다이어프램(14), 배킹 플레이트(12)와 다이어프램(14) 사이의 실리카 글래스 접합부, 및 전기적 리

드(18)를 포함한다(도1 및 도2 참조). 감지 다이어프램(14)의 제작 중, 단일 결정 사파이어로 된 큰 웨이퍼가 사용되어, 많

은 센서가 반도체 기술의 잘 알려진 편평 공정을 이용하여 동시에 제작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사파이어가 전기 절연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파이어가 R-평편을 따라 절단되면, 적당한 두께의 실리콘으로

된 단일 결정 에피택시 막을 사파이어의 상단에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리콘층은 막 반도체 특성을 제공하도록 확

산, 이온 이식, 또는 붕소 또는 인과 같은 원자 종으로 도핑되는 다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식 에너지 및 불순물

농도를 변경시킴으로써 막의 영역 저항값이 조절될 수 있다. 이 막은 전기 저항을 갖는 것 외에 스트레인에 반응하여 그 저

항을 변경시킨다. 이 특성은 압전으로 알려져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감지 다이어프램(14)의 편향은 막을 변형시켜 저항

변경을 일으킨다. 압력 감지 신호는 이 저항 변경으로부터 유도된다.

이온 이식이 실리콘을 도핑하도록 선택되면, 이식 공정 중 막에 형성되는 응력을 제거하는 도핑을 따라 어닐링 단계가 바

람직하다. 어닐링 단계는 또한 불순물 원자를 실리콘층에 걸쳐, 보다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돕는다. 실리콘 패턴(20)은

휘트스톤 브릿지(22)를 형성한다(도6 및 도7 참조). 당업자들은 여러 개의 다른 패턴이 휘트스톤 브릿지(22)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실리콘 레지스터(20)는 표준 사진 석판 기술에 의해 패터닝 될 수 있다. 실리콘 질화물의 절연층(24)(도

8 및 도10 참조)이 화학적 증착에 의해 사파이어웨이퍼의 전체 표면에 도포된다. 사진 석판 레지스트가 전체 웨이퍼에 적

용된다. 윈도우는 저항에 패터닝되어 화학적으로 제거된다. 산 잇천트(acid itchant)는 레지스트의 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밑에 위치된 질화물을 제거한다. 레지스트가 에칭되면, 윈도우(28)는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 연결 지점 또는 접합 패드

(26) 각각 위에서 이들 각각에 인접하여 개방된다. 실리콘 질화물층(24)은 내구성있는 절연층이고, 미세한 실리콘층을 더

욱 보호한다.

금속 접합 패드(26)는 전기적 리드(18)를 휘트스톤 브릿지(22)에 결합하도록 요구한다. 유리 온도에서 실리콘과 합금되기

때문에, 금 및 알루미늄과 같은 반도체 장치에서 일반적으로 접합 패드(26)로 사용되는 금속이 적합하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2개의 금속 층 접합 패드가 구성된다(도10 참조). 무선 주파수(RF) 스퍼터링으로 언급되는 공정을 이용하여, 티타늄

층(30)이 전체 웨이퍼 상에 형성된다. 티타늄은 매우 활성인 금속이고 뛰어난 접합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티타늄은 브레

이즈 재료(34)와의 사이에 확산 배리어(32)를 필요로 한다. 브레이즈 합금(34)은 접합 패드(26)를 핀(18)에 결합시킨다.

확산 배리어(32)가 없다면 브레이즈(34)는 티타늄층(30) 및 얇은 실리콘층(20)과 합금된다. 냉각 시, 이 합금은 표면 장력

에 의해 모이게 되어 실리콘 막을 국부적으로 파괴한다. 확산 배리어(32)는 브레이징 온도(대략 1000℃)에서 합금을 형성

하지 않는 내화성 금속일 필요가 있다. 제한 없이, 니오븀, 텅스텐, 이리듐, 몰리브덴, 탄탈, 백금 및 팔라듐이 이 목적에 적

합하다. 배리어 재료(32)는 막을 통해 연장되는 최소량의 작은 구멍을 갖는 막으로 제작될 수 있어야 한다. 산화물은 브레

이징 온도에서 분해되어야 한다. 니오븀은 확산 배리어로서 잘 기능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니오븀은 탄탈층(30)의 상단

에서 전체 사파이어 웨이퍼(14)에 걸쳐 RF 스퍼터링 된다. 그 후 니오븀층은 알려진 사진 석판 기술을 이용하여 패터닝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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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접합 패드(26)용 금속이 증발 및 스퍼터링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당업자들에게 알려진

방법에 의해 형성되어 패터닝 된다. 접합 패드(26)는 금속이 실리콘층(20)의 일부 위에 위치되지만(도8 참조), 주로 사파

이어 다이어프램(14)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패터닝 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금속화 층이 작은 구멍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브레이즈(34)가 확산 배리어(32)를 관통할 수 있다면, 이는 실리콘과 합금되어 후속적으로 막이 손상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글래싱 및 브레이징 중, 실리카 글래스(16)는 핀으로부터, 접합 패드(26) 금속이 실리콘 패턴(20) 위에 위치되

는 영역으로 브레이즈(34)의 유동을 방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브레이즈(34)는 실리콘 패턴(20) 위에 위치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사파이어 다이어프램(14)이 패터닝 되면, 사파이어 웨이퍼는 사파이어웨이퍼로부터 복수의 사파이어 다이어프램을

분리하는 알려진 다이싱(dicing) 방법을 이용하여 다이싱 된다. 제한 없이, 결정 평면을 따른 스크라이브(scribe) 및 파괴

(fracture), 초음파 기계 가공 또는 레이저 절단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알려진 방법의 사용은 압력

센서 제작을 위해 바람직한 원형 다이어프램(14)을 절단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기적 리드(18)는 접합 패드(26)에 브레이징 되고, 배킹 플레이트(12)는 다이어프램(14)에 글래스 된다. 얇은 배킹 플레

이트(12) 및 웨이퍼는 구멍 또는 경유부(36)를 갖는 세라믹으로 구성된다(도2 참조). 경유부(36)는 배킹 플레이트(12)에

형성되어 접합 패드(26)와 정렬되고, 센서 다이어프램(14)으로부터, 압력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 장치로 전기적 리드(18)의

통로를 제공한다. 게이지 압력 감지가 바람직하다면 환기 구멍(38)이 배킹 플레이트(12)를 통해 구비된다. 일반적으로, 세

라믹은 통상적으로 결합제로서 작용하는 소량의 글래스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함께 소결되는 금속 산화물 분말로 구성된

다. 일반적인 세라믹은 단일 결정 사파이어와 유사한 많은 특성을 갖는 알루미나이다. 알루미나 세라믹의 글래스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로 유지된다면, 2개의 재료의 열팽창 특성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르다.

사파이어 및 알루미나 세라믹 모두에 잘 결합하는 글래스(16)는 유사한 열팽창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붕규산염 글래스

는 이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글래스는 프릿(frit) 접합 재료를 위해 사용되는 글래스보다 훨씬 더 높은

용융 온도를 갖는다. 벌크 실리콘으로 제작되고 60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된 센서는 인접한 영역 내로 불순물 원자가 과잉

확산되는 것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벌크 실리콘 센서는 일반적으로 450℃ 이하의 처리 온도 및 그 후 짧은 행정만으

로 제한된다. 기슬린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4,774,843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세라믹 배킹 플레이트에 대한 사파이어 다

이어프램의 신뢰할 만한 접합은 중요한 문제이다. 글래싱에 사용되는 제안된 고접합 강도 붕규산염 글래스는 저온 저강도

납땜 글래스 또는 글래스 프릿과 다르다. 납땜 글래스는 대략 450℃의 용융 온도를 갖고 보다 낮은 강도이다.

브레이징보다 “글래싱”에 의해 알루미나 세라믹에 사파이어를 접합하기 위해, 실리카 글래스(16)가 배킹 플레이트(12)의

표면 상으로 사전 형성되거나 또는 스크린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실리카 글래스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멀리 유동되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글래스 패턴의 내경이 크게 변화되면 센서(10)의 압력 특성은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또한, 글래싱

공정 중, 접합 패드(26) 상의 브레이즈(34)이 용융되기 전에 글래스(16)가 금속화 된 접합 패드(26) 위로 유동하면, 핀(18)

은 접합 패드(26)로 브레이징 되지 않는다. 글래스의 가열(firing)은 불안정성 또는 글래스 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글래

스 접합에 응력을 남기는 것을 회피하도록 일정한 온도이어야 한다. 또한, 실리카 글래스(16)는 전기적 핀(18)을 위한 개구

부 또는 윈도우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다이어프램(14)과 배킹 플레이트(12) 사이의 실리카 글래스 접합(16)의 두께를 제

어함으로써, 감지 다이어프램(14)은 과잉 압력 중 배킹 플레이트(12) 상에 바닥이 닿게 된다(도4 참조). 따라서, 이 과잉 압

력 정지는 100 이상의 인자만큼 센서(10)의 과잉 압력 용량을 증가시킨다.

PN 연접(junction)은 임의의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도록 사용되고 실리콘 웨이퍼 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특징

부를 격리하도록 사용된다. 실리콘 기판 상에 휘트스톤 브릿지를 간단하게 제조하기 위해 기판 반도체로부터 브릿지를 격

리하도록 PN 연접을 필요로 한다. PN 연접은 매우 유용하지만, 400℃ 이상에서는 빠르게 열화된다. 대부분의 공정에 대

해 30분 이상 동안 450℃에 장치를 남겨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만일 그렇게 되면 파괴된다. 또한, 높은 안정성 접합을

형성하도록 900-1100℃만큼 높은 온도에서 2-6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본 발명의 휘

트스톤 브릿지는 사파이어 다이어프램 상에 직접 형성되기 때문에, 높은 용융 온도(400℃ 이상)의 손상을 야기하는 이들

사이의 PN 연접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PN 연접은 다이어프램 및 백 플레이트의 글래스 접합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저항성 표면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곳에서 실리콘은 완전 에칭된다.

전기적 리드(18)를 접합 패드(26)에 접합하도록 사용되는 브레이즈 합금(34)은 실리카 글래스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용

융되어야 한다. 또한, 브레이즈(34)는 임의의 산화물을 금속층(26)으로부터 제거하도록 그 용융 온도에서 충분히 침식성

이어야 한다. 제한 없이, 적합한 알려진 구조의 여러 개의 구리 브레이즈 합금이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

이 발견되었다. 글래스(16)가 유동하기 전에 브레이즈(34)가 용융될 때, 실리카 글래스(16)가 접합 패드(26) 위로 유동되

면, 이는 브레이즈(34) 및 접합 패드(26) 위로 유동되어 접합 패드 영역에 큰 응력 경감을 제공한다. 제한 없이, 웨스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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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스, 샌 카를로스, 캘리포니아, 모간 어드밴스트 세라믹스 인코포레이티드 부문(Division of Morgan Advanced

Ceramics Incorporated)에 의해 판매되는 Pakusil-15 (팔라듐, 구리, 및 은을 포함함)는 허용 가능하게 브레이징 되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

전기적 리드(18) 또는 핀(18)은 횡단면이 작고 바람직하게는 전성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세라믹 배킹 플레이트(12)에

서 구멍(36)의 기하학에 의해 한정되는 이러한 핀(18) 구조는 바람직한 스트레인 경감 특성을 갖고, 핀(18)으로부터 감지

요소로 응력을 안내하지 않는다. 핀(18)은 니켈 또는 금과 같은 바람직한 브레이즈 및 합리적인 납땜 용량을 갖는 재료로

도금되어야 한다.

반도체 기판에 핀 또는 리드를 브레이징 하는 개선된 방법은 조인트의 기하학을 변경하고, 핀 구조의 형상을 변경하고, 금

속핀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20은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라 실리콘 기판에 브레이징 되는 본 발명의 코일 핀 실시예의 부분

측면도를 도시한다. 코일 핀(250)은 코일 핀 헤드(254)에서 기판(251)에 브레이징 된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 핀(250)의

기부에는 핀의 헤드로서 기능하도록 형성된 단일 원형 코일(254)이 존재한다. 관련된 실시예에서, 스프링이 기판에 장착

된 스프링 부분을 갖는 샤프트의 단부에 형성된다. 다른 관련 실시예에서, 다중 코일 스프링이 제작 및 기판과의 90도 정렬

유지의 용이성으로 인해 리드로서 사용된다. 브레이징 공정의 냉각 단계 동안, 코일 핀(259)은 도19a에 도시된 고체 헤드

핀보다 더 가용성이 있다. 코바르 또는 인바르(Invar)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밀접하게 팽창 계수를 조화시킴

으로써, 10 이상의 인자만큼 응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가지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핀은 길이가 약 0.32 인치(8.128mm)이며, 코일의 외경은 약 0.04 인치(1.016mm)이고, 와

이어 직경은 약 0.008 인치(0.2032mm)이다. 핀의 구조에 관해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와이어 직경이다. 와이어 직경 치

수의 바람직한 범위는 0.001 인치 내지 0.02 인치(0.0254mm 내지 0.508mm)이다. 와이어 구조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설

계 고려 사항은 와이어의 강성이 직경의 4제곱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니켈은 리드에 바람직한 재료이지만 코바르

(KOVAR)도 좋다.

설계에 있어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핀을 기판에 브레이징 할 때 사용되는 브레이징의 두께 및 조성이다. 바람직한 브레

이즈 조성은 은 65%, 구리 20% 및 팔라듐 15%로 구성된다. 다양한 구리-은 조합이 붕규산 유리(borosilicate glass)의 용

융 온도(~ 900 ℃)에 가까운 용융 온도를 얻는데 사용되지만, 사용된 팔라듐의 양은 브레이즈의 용융 온도에 영향을 준다.

조성에 있어서 더 많은 팔라듐이 사용되면, 브레이즈 재료에 대한 용융 온도가 더 높아진다. 또한, 팔라듐은 브레이즈 용융

퍼들(puddle)의 점성을 제어하는데 브레이즈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융 온도에서 은과 구리 모두의 점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박막 유전체를 통해 수평 및 수직으로 인접 구역으로 쉽게 이동하게 된다. 이러

한 동향은 전기적 단락이 초래되고 공정 수율이 낮아진다. 팔라듐은 브레이즈의 점성을 현격히 증가시켜 은과 구리의 이동

동향을 감소시킨다. 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브레이즈 재료는 두께가 약 0.001 내지 0.002 인치(0.0254 내지 0.0508

mm)이다.

본 발명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많은 브레이즈 공정이 있다. 글래싱과 브레이징이 단일 공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속노

공정(belt furnace process)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비용 절감이지만 브레이즈 결합의 기능에 필수

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실시예에서, 니켈은 팽창 계수에는 근접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항복 강도는 낮도록 핀 또는 리드 재료로 사용된다. 팽

창율이 높을 때 기판 결정 구조와 브레이즈 재료의 강도는 와이어의 작은 단면 코일의 강도를 능가할 수 있다. 보상하기 위

해 코일부가 브레이즈 단부에서 뿐만 아니라 회로 보드, 와이어 또는 플렉스 회로(flex circuit)가 부착되는 타단부에서도

결합된다. 금, 백금 및 니켈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가격은 니켈의 가장 낮다.

센서(10) 구조의 모든 재료의 고온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센서(10)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높은 온도(400℃ 이상)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센서(10)는 PFA(일반적 명칭) TEFLON®["Teflon(테플론)"은 이.아이.듀퐁 드네무어 앤

컴퍼니(E.I.DuPont DeNemours and Company)사의 등록 상표임] 등의 고성능 가소성 하우징에 직접 성형될 수 있다(도

14 참조). 이렇게 압력 센서에 성형되어 센서(10) 및 가소성 하우징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씨일(seal)을 제공한다.

도3 및 도4을 다시 참조하여 다이어프램(14)의 가요성이 논의될 것이다. 참조 부호 40으로 표시된 제1 점선은 다이어프램

(14)의 매우 과장된 가요성을 나타낸다. 참조 부호 42로 표시된 제2 점선은 과압으로 인한 다이어프램의 가요성을 나타낸

다(과압 하에 배킹 플레이트(12)가 다이어프램의 가요성에 대해 갖는 정지 효과는 무시함). 이렇게 과도한 가요성은 다이

어프램(14)을 파단 또는 파손시킬 수 있다. 도5는 다이어프램의 외부보다 더 얇은 다이어프램의 중앙부를 가지는 변형된

다이어프램(14)을 도시한다. 통상적으로, 다이어프램의 직경이 감소하면 다이어프램의 두께는 최대 감도를 위해 감소한

다. 다이어프램(14)과 배킹 플레이트(12) 사이의 갭은 글래스 접합(16)의 두께에 의해 제어된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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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글래스 두께는 구조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화된다. 얕은 함몰부(2 내지 5 mils)가 성형시에 세라믹(12)에 형

성된다. 과압 하에서 사파이어는 세라믹(12)의 내면 상의 바닥에 닿게 되어 사파이어 다이어프램(14) 상의 굴곡 강도가 제

한된다.

제한 없이 다이어프램의 통상적인 가요성은 0.01 내지 0.0001 인치(0.254 내지 0.00254mm) 사이이며, 공간은 다이어프

램(14)의 두께 및 직경에 따라 0.02 내지 0.0002 인치(0.508 내지 0.00508mm) 사이일 수 있다. 갭의 크기 단위는 다이어

프램(13)의 두께보다 바람직하게 두 배이다. 다이어프램의 활성 감지 구역은 두께가 0.002 내지 0.05 인치(0.0508 내지

1.27mm)의 범위인 다이어프램에 대해 0.075 내지 2 인치(1.905 내지 50.8mm) 범위일 수 있다. 실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서 웨이퍼 제조시 단결정 사파이어 웨이퍼 두께를 제한한다. 하지만, 단결정 규소와는 달리 화학 처리로 얇은 사파이어 다

이어프램을 형성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 더 얇은 사파이어 웨이퍼로부터 다이어프램을 제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

능하지만, 센서 형성 공정 중에 유도된 높은 열응력은 자체 파괴성 내부 응력을 발생시킨다. 이와 달리, 다이어프램의 감지

영역의 직경을 증가시키면 압력 장치의 감도가 증가된다. 그러나, 다이어프램의 직경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도5에 도시된 변형된 다이어프램(14)은 두꺼운 사파이어 웨이퍼로부터 제조될 때 감지 영역에 가까운 다이어프램의 두께

를 감소시킨다. 박막 공정이 완료된 후에 다이어프램을 얇게하여 좀 더 순응적인 압력 감지 다이어프램이 될 수 있다. 각

장치 주변에 남아 있는 재료의 가장자리는 예를 들어 감지 다이어프램이 압력 센서 하우징과 직접 접촉할 때 필요한 강도

를 제공한다. 얇은 중앙 영역(46)은 필요한 감도를 제공한다. 사파이어 다이어프램(14)은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

된 연마 가공 또는 초음파 가공 등 종래의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 얇아질 수 있다. 이와 달리, 환형 홈(80)은 다이어프램(14)

(도17 참조)의 외측 감지 표면에 형성될 수 있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은 홈의 형상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원형 엣지 및 홈

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홈이 환형이지만, 다른 기하학적 형상도 글래스 접합(16)에 인접한 구역에서 굴곡

강도를 완화시키는데 적절할 수 있다.

도11을 참고하면 본 발명의 압력 센서의 다른 실시예가 배킹 플레이트(12)와 질화 규소층(24) 사이에 개재된 도전층을 갖

는 것으로 도시된다. 도전층(48)은 전기적으로 접지된 것으로 도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기 및 무선 주파수 간접(EMI

및 RFI는)은 차단된다. EMI 및 RFI는 압전 센서(piezoresistive sensor)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파이어

에 규소를 직접 접합하기 위한 소망과 사파이어 상에서 규소의 에피텍시(epitaxial) 구조 때문에, 규소와 사파이어 사이에

도전층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파이어 다이어프램의 외측 상에 도전층을 두게 되면 사파이어 다이어프램의 비다

공성의 화학적 불활 특성을 극복한다. 제한 없이 도전층 또는 금속화층(48)은 니오븀, 텅스텐, 이리듐, 몰리브덴, 탄탈륨,

백금 및 팔라듐 층 또는 EMI 및 RFI를 차폐하는데 알려진 다른 재료의 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금속층(48)은 상기

도전층으로부터 발생되는 EMI 및 RFI로부터 감지 요소를 차폐한다.

도전층(48)은 접지 전위에 있기 때문에, EMI 및 RFI는 도전층(48)에서 0 전위의 정상파(standing wave)를 발생시키게 된

다. 정상파의 조사가 파장이 접지면과 저항 요소 사이의 거리 단위인 주파수 요소를 갖는다면, 심각한 간섭이 초래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반면에, 만약 접지면으로부터 저항 요소까지의 거리가 작다면, 정상파는 압전 요소의 위치에서 무시할만한

진폭을 가지며 어떠한 간섭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EMI 및 RFI 간섭이 1 MHz 내지 1,000 MHz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이러한 주파수 범위에 대한 최소 파장은 0.3m이다. 또한, 접지면과 압전 요소 또는 규소 패턴(20) 사이의 거리는 500

옹스트롱 또는 0.00000005m 단위인 질화 규소층의 두께와 동등하다. 따라서, EMI 및 RFI 차폐의 예상되는 효과는 대략

6,000,000:1이다.

도12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센서(10)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었다. 비다공성 화학적 불활성 압력 센서는 높은 부식성 환경

(caustic environment)에서 압력을 감지하기 위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단결정 사파이어로 구성된 감지 다이어프램

을 가지는 센서는 화학적 공격에 훌륭한 보호를 제공한다. 센서(10)는 1차 및 2차 씨일(52, 54)을 가지는 압력 변환 하우징

(50)(도13 참조) 내에 위치될 수 있다. 만약 1차 씨일이 사파이어 다이어프램의 외부면과 결합되면, 처리 유체는 씨일과 사

파이어만 적신다. 종래의 적절한 구조의 씨일은 처리 유체에 투과성이기 때문에, 일부 처리 유체는 1차 씨일 이상이 된다.

첫 번째 1차 씨일을 스며들어 통과하는 불산(hydrofluoric acid) 등의 매우 침식성 처리 유체는 사파이어 다이어프램(14)

과 세라믹 배킹 플레이트(12) 사이의 결합부를 침식시킬 수 있다. 결합부의 부식으로부터 발생된 오염은 처리 유체에 다시

스며들 수 있다. 본 발명은 결합부를 둘러싸는 센서(10)의 엣지에 적용되는 뉴저지주 해컨색 소재의 마스터 본드 인크.

(Master Bond, Inc.)사에서 판매되는 내산성 에폭시 EP21AR 같은 내산성 에폭시 등의 화학적으로 내성이 있는 폴리머를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에폭시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예를 들어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테플론(TEFLON)으로

만들어진 가스킷 타입의 씨일, 또는 예를 들어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칼레즈(KALREZ)로 만들어진 엘라스토머 타입의 씨

일(84)은 도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센서의 결합부에 대해서 압축될 수 있다. 씨일(84)은 L형 단면을 가지며 센서(10)의 측

면 주변을 감싸고 외부면을 감지하는 다이어프램(14) 상에 감싸질 수 있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은 가스킷 씨일(84)이 하

우징(50)의 일부로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적 차폐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료는 탄소 분말에 혼합하여 전기

적 도전성으로 만들어진다. 도전성 에폭시는 접지에 결합된 도전성 잉크(58)에 의해 전기적 접지에 연결된다.

공개특허 10-2006-0012296

- 9 -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센서는 사파이이어로부터의 화학적 추출과 센서가 사용될 때, 처리 유체로의 화학적 추출을 제

한하기 위해서 (사파이어 표면을 포함하여) 파랄린(Paralyne)으로 코팅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센서는 사파이어 다이어프

램으로부터의 화학적 추출을 제한하기 위해 PFA로 코팅될 수도 있다.

도13을 참조하면, 센서(10)가 유체 포트(10)를 가지는 압력 변환 하우징(50) 내에 위치설정된 것으로 도시되었다. 사파이

어 다이어프램은 1차 씨일 및 2차 씨일(52, 54)를 밀봉한다. 통기구 또는 드레인(62)은 압력 변환 하우징의 외측으로부터

1차 및 2차 씨일 사이의 하우징 내로 연장될 수 있다. 통기구(62)는 씨일들 사이의 압력을 완화하거나, 압력 변환 하우징

(50)을 빠져나가기 위해 1차 씨일을 통해 스며드는 유체를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사파이어 다이어프램(14)을 갖는 본 발

명의 센서(10)는 부식성이 있고, 내용제성이며 측정 가능한 온도 또는 압력 이력 현상이 없는 소정의 가요성을 가지며,

400 ℃이상의 처리 유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압력 센서를 제공한다. 도14를 참조하면, 압력 센서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압력 센서는 가소성 사출 성형 공정 동안 삽입체로서 압력 변환기의 가소성 하우징(50) 내로 성형되어 1차 또

는 2차 씨일의 필요성을 없앤다. 하우징 자체는 센서(10)에 대해서 씨일의 역할을 한다. 압력 센서 및 모듈이 하나인 이러

한 몰드는 제조 비용을 저감시키고, 구조를 단순화하며 압력 변환 모듈의 전체 크기를 줄인다.

도15에 본 발명의 센서(10)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었다. 센서(10)는 다이어프램(14)에 인접한 유체의 압력 및 온도를 모

두 검지할 수 있다. 접합 패드(72)는 접합 패드(26)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시에 센서에 형성된다. 저항기(70)는 글래스 접합

(16) 및 다이어프램(14) 사이에 형성된다. 압력 응력 영역 외측에 저항기를 위치 설정하여 저항기(70)의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 유도 응력은 피할 수 있다. 단결정 규소 저항기(70)의 저항은 확인된 온도 의존성을 가진다. 높은 도핑 농도에

대해서(1019 atoms/cc 이상의 p 도핑), 온도와 저항 사이의 함수는 대략 선형 함수에 근접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저항이 변하면 온도변화는 쉽게 결정될 수 있다.

도16은 센서(10)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며, 휘트스톤 브릿지(22) 저항기는 압력과 온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센서

(10)의 외주연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또한, 휘트스톤 브릿지로 구성된 단결정 규소 저항기의 저항은 확인된 온도 의존성을

가진다. 도16에서 "Rt"로 표시된 저항기(76)는 휘트스톤 브릿지(22)에 전기적으로 결합되지만, 0 온도 계수 구조이다. 금

속 필름 저항기는 일한 요건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제한 없이 저항기(76)는 압력 변환기의 감지 전자부에 위치하며 다이

어프램(14)으로부터 원격으로 위치한다. 저항기(76)의 값은 휘트스톤 브릿지(22) 저항값의 대략 1/2이다. 온도 결정의 정

밀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은 온도가 당업자에게 공지된 데이터 피팅 절차를 따른 다항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휘트스톤 브

릿지(22) 저항이 온도와 변하면 전압(Vt)도 변하게 된다. 브릿지 전체는 전압 분할 회로에서 하나의 저항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전압(Vt)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보정 계획에 대한 온도 신호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전압(Vt)은 휘트스톤 브릿지(22)의 온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특히 규소 저항기가 크게 도핑될 경우 그렇다. 만약

규소 저항기가 적게 도핑되거나 사용자가 온도의 측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원할 경우, 온도는 매트릭스 특성에 의

해 얻어질 수 있다. 다음의 다항식이 사용되는데, 온도(T)는 출력(Vt, Vp)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T=a00 + a01Vt + a02V
2
t + ...+ a10Vp + a11VpVt + a12VpV

2
t + ... + a20V

2
p + ...

계수(axx)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최소 제곱법 절차에 의해 얻어진다. 데이터 피팅 정차를 따라 상기 특성을 이용하면 센서

에 변형률 효과에 대해 보정된 보정 온도 출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단일 센서로부터 압력 및 온도의 동시 측정은 빠른 응

답 시간으로 달성된다. 이와 달리, 만약 온도 출력만을 원한다면 압력 특성은 변형률에 민감하지 않은 축에서 저항기의 레

그를 배향하여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파이어 상에서 R 평면 규소의 최대 변형률 감도는 저항기 요소(45)를 투영된 C-

축에 대한 각도로 배향시켜 얻어지며, R-평면 및 C-축은 결정 기하학적 형상의 밀러 지수(Miller indices)에 의해 정의된

다. 압전은 돌출된 C-축에 평행하게 또는 수직으로 정렬된 저항기 요소에 대해서 0이다. 저항기의 축은 압력 감도 제거하

기 위해 회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센서(10)는 압력 감도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센서(10)에 가까운

온도만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고온 글래스 씨일(700 ℃ 이상)은 더 단단하며 저온 접합 방법(통상 450 ℃ 글래스)보다 적은 이력 현상을 가진다. 그러나,

고온 씰링 공정은 종래의 와이어 접합에 필요한 구조(접합 패드)를 파손하게 된다. 와이어 접합에 대한 종래의 대안은 도전

성 에폭시이지만, 도전성 에폭시는 시간이 갈수록 산화되어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저항이 커지면 센서의 출력이 바

뀐다. 본 발명의 브레이징 공정 및 전기적 리드 구조는 이러한 문제점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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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과 구리는 브레이징 재료로서 사용될 때 효과가 없는데, 규소 또는 규소 기판에 신속히 펴져서 용융된 위치에서 멀리 이

격되어 위치된 전기/전자 구조를 파손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가열 중에 유체 브레이즈 퍼들의 점성을

증가시키고 은과 구리의 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팔라듐이 사용된다.

도21 및 도22a 내지 도22c는 관련된 센서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감지 다이어프램(14A)를 가지는 압전 또는 전기 용량성

센서로서 구성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압력 또는 온도 또는 이 모든)센서(10A)를 도시한다. 감지 다이아그램(14)은 단결정

사파이어 단편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달리, 감지 다이어프램은 단결정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센서(10A)

는 일반적으로 배킹 플레이트(12A), 감지 다이어프램(14A), 배킹 프레이트(12)와 다이어프램(14) 사이에 글래스 접합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700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는)고온의 실리케이트 글래스 수행 플레이트(16A)(바람직하게는 붕

규산 유리) 및 코일 스프링 전기 리드(18A)를 포함한다. 이러한 예시에서, 배킹 플레이트는 이를 관통하며, 리드를 수용하

고, 적어도 하나의 오프셋 통기 개구(38A)를 포함하는 개구(36A)를 가진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사파이어 다아이프램은 직경이 약 0.695 인치(17.653mm)이며, 실리케이트 플레이트(16)보

다 직경이 약간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 형성된 실리케이트 플레이트(16)는 외경이 약 0.71 인치(18.034mm), 내경이

약 0.38 인치(9.652mm)이며, 두께가 약 0.01 인치(0.254mm)이다. 리드를 수용하는 개구(17A)는 직경이 대략 0.05 인치

(1.27mm)이며, 직경이 약 0.545 인치(13.843 mm)(도22a 내지 도22c 참조)인 가상 내측 링 상에 배치된다. 예비 성형된

브레이즈 합금(34A)은 팔라듐, 구리 및 은(Ag 65%, Cu 20%, Pd 15%)으로 만들어진 복합 재료이며, 직경이 약 0.047 +/

- 0.002 인치(1.1938 +/- 0.0508mm)이며, 두께는 약 0.002 +/- 0.001 인치(0.0508 +/- 0.0254mm)이다. 일단 브레

이즈 재료가 리드 상에 용융되면, 당김 강도는 최소 2 파운드이다.

배킹 플레이트(14A)는 9% 알루미늄이며, 직경이 0.71 +/- 0.005 인치(18.034 +/- 1.27mm)이며, 두께는 약 0.24 +/-

0.005 인치(6.096 +/- 1.27mm)이다. 개구(36A)는 직경이 약 0.05 인치(1.27mm)이며, 통기 개구(38A)은 직경이 0.05

내지 0.032 인치(1.27 내지 0.8128mm)로 테이퍼진 직경을 가진다. 테이퍼진 단부는 다이어프램에 인접하게 배치된다.

도22a 내지 도2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센서(10A)의 측면도는 리드(18A)의 약 20%가 배킹 플레이트(12A) 위로 돌출된다.

도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일 스프링 리드(18A)는 바람직하게 길이가 0.32 인치(8.128mm)이며,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게 두 개의 데드 코일부(19A)와 확장형 중간 코일부(19B)로 구성된다. 도22a 내지 도22c에서, 데드 코일부(19A)

는 배킹 플레이트(12A)로부터 그 길이의 약 20%가 돌출한다. 코일은 바람직하게 직경이 약 0.036 내지 0.042 인치

(0.9144 내지 1.0668mm)이다. 니켈은 그 유연성 때문에 코일 스프링 리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바르도 코일 스프링 리드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그 강성 때문에 더 다루기 힘든 재료이다.

관련 실시예에서, 전술된 도23의 코일 스프링 리드 구조는 리드의 가요성이 요구되는 다른 전자 분야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초 기판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센서 제조시 배킹 플레이트와 다이어프램 사이에 바람직한 글래스 접합이 형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센서(10A)의 요소

조립체에 무게가 가해진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무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지며 씰링 표면의 in2 당 약 100g의

무게를 가진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바람직한데, 공정 중에 다른 재료와 반응하지 않지만 무게는 다른 비반응 재료로 만들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게는 바람직하게 배킹 플레이트로부터 돌출된 리드(18A)를 가지는 배킹 플레이트의 일 측에 놓

인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글래스 접합이 형성되며 리드는 조립체 전체를 연속노에 부착시키는 등 단일의 가열/

용융 작업으로 브레이징된다. 관련 실시예에서, 배킹 플레이트와 다이어프램은 우선 서로 글래스 접합된다. 그런 다음, 브

레이즈 재료가 리드를 따라 개구에 놓이며, 약 925 ℃의 브레이징 온도를 겪은 다음, 기판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분당 약

7-10 ℃로) 서서히 냉각되어 전체 작업 시간은 약 2시간이 된다. 공정 시간은 제조되는 센서의 열 질량에 따라 변하게 된

다(예, 센서가 클수록 냉각 시간은 길어진다).

센서 공정의 다른 단계는 바람직하게 무산화 환경에서 글래스 접합 및 브레이징을 형성하는 것이다. 브레이징 공정 중에

존재하는 산소는 반도체 표면의 산화를 유발하여 다이어프램 상의 브레이징된 리드와 감지 요소 사이에 형성될 기계적 및

도전성 결합부를 간섭한다. 한가지 접근 방법은 센서가 형성되는 챔버 내에 산소 대신에 아르곤이나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른 접근 방법은 장치 표면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 고온(약 1050 ℃)에서 진공 브레이징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특허법에 맞추고,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신규한 원리를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이러한 특정 요소들을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특별히 다른 장비 및 장치로

수행될 수 있으며, 장비 및 작업 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변경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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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다공성 외부면을 갖는 센서이며,

개구를 통해서 연장하는 개구를 포함하는 배킹 플레이트와,

다이어프램과,

상기 다이어프램의 내면에 걸쳐 배치된 감지 요소와,

적어도 하나의 개구를 통해 연장하고 상기 다이어프램 상의 감지 요소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리드와,

상기 배킹 플레이트 및 다이어프램에 글래싱에 의해 구성된 글래스층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적 리드는 고온 브레이징 조성으로 상기 다이어프램의 내면에 걸쳐 브레이징을 가하는 코일 헤드를 갖고,

상기 글래스층은 높은 접합 강도 및 700℃ 이상의 높은 용융 온도 모두를 갖고, 상기 다이어프램에 배킹 플레이트를 접합

하고, 상기 코일 헤드는 감지 요소에 브레이징 되는 센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리드는 브레이즈 조성으로서 상기 다이어프램 상의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이

어프램의 팽창 계수와 유사한 팽창 계수를 갖고, 상기 리드는 단일 고온 용융 작동의 적용 후에 냉각되는 센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리드는 니켈 및 코바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와이어로부터 코일 스프링으

로 형성되는 센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즈 조성은 동, 은 및 팔라듐을 포함하는 센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글래스층과 상기 비다공성 다이어프램 사이에 배치된 접합 패드와,

상기 접합 패드에 접근을 제공하는 상기 글래스층 내에 형성된 윈도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기적 리드는 상기 접합 패드에 브레이징 되는 센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 패드는 티타늄층 및 확산 배리어를 포함하고, 상기 다이어프램은 사파이어를 포함하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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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절연 기판 상에 배치된 반도체 요소와 연결되어 사용되도록 구성된 전기적 리드 부재이며,

코일 리드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코일 부재의 일부는 상기 기판 상의 반도체 요소에 브레이징 되도록 구성된 전기적 리드 부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 부재는 전기적 리드 부재의 샤프트의 단부에 위치되고, 상기 반도체 요소에 접합되도록 구성된

코일 스프링 부재를 포함하는 전기적 리드 부재.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 부재는 코일 스프링 부재인 전기적 리드 부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 스프링 부재는 보수의 코일을 포함하고, 단부에서의 코일은 중간부에서의 코일보다 더 근접되

게 이격된 전기적 리드 부재.

청구항 11.

반도체 장치에 전기적 리드를 접합하는 방법이며,

코일 부재를 포함하는 전기적 리드를 형성하는 단계와,

기판 표면 상에 브레이즈 복합 재료를 가하는 단계와,

상기 리드의 샤프트가 상기 기판의 표면과 사실상 수직으로 되도록 브레이즈 재료 및 기판 표면 상에 코일 부재의 일부를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브레이즈 재료가 용융되고 상기 코일 부재가 브레이즈 재료가 냉각될 때 기판 표면에 부착되도록 충분히 고온으로 상

기 브레이즈 복합 재료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코일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는 복수의 코일로 형성된 코일 헤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내에서 응력 파괴를 피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브레이즈 재료를 냉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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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코일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는 전기적 리드 상의 코일 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즈 재료를 가열하기 전에 상기 센서 상에 무게를 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반도체 장치에 전기적 리드를 접합하기 위한 방법이며,

코일 부재를 포함하는 전기적 리드를 형성하는 단계와,

개구를 통해서 연장하는 개구를 포함하는 배킹 플레이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배킹 플레이트 및 기판에 글래싱에 의해 접합되도록 구성되고, 고 접합 강도 및 고 용융 온도 재료를 포함하는 글래스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배킹 플레이트의 개구 내에 브레이즈 복합 재료를 가하는 단계와,

상기 리드의 일부가 상기 배킹 플레이트로부터 돌출되도록 상기 배킹 플레이트 내의 그리고 상기 브레이즈 재료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를 통해서 전기적 리드의 코일 부재를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코일 부재가 상기 기판 에 브레이징 되고 상기 배킹 플레이트와 기판은 함께 글래싱 되도록 충분히 고온으로 상기 브

레이즈 복합 재료 및 글래스층에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리드는 코일 부재 및 샤프트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브레이즈 재료를 가열하기 전에 센서 상에 무게를 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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