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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 패드와 Sn3.5Ag 솔더와의 접합 계면 관찰
Joint Microstructure between Cu/Ni pad and Sn3.5Ag s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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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 패키지 기술은 외부로부터 전자 부품을 

보호하고 열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현대 전자

기기들의 고성능, 고밀도, 다기능화, 소형화 등의 

요구에 따라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칩과 칩 또는 칩과 기판의 접합기술로는 

솔더 범프를 활용한 플립칩 본딩 기술이 많이 이용

되어왔다. 하지만, 솔더 범프를 활용한 접합방법

은 범프간 피치(pitch)가 미세해짐에 따라 인접합 

범프 간의 연결(bump bridging)을 유발하여 140㎛ 

이하의 피치에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프구조가 필요시 되는데, Cu pillar bump와 Sn 

cap bump의 구조는 적은 양의 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합 범프간의 연결이 발생하지 않아 

미세 피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특히 주목

받고 있다.1,2) 하지만 기존 솔더 범프 구조에 대비하

여 적은 양의 솔더를 사용하는 Cu pillar bump 

구조에서는 접합부 계면에 금속간화합물

(Intermetallic Compound)과 커켄달 보이드

(Kirkendall Void)의 형성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와 같이 Cu/Sn/Cu 범프 구조에서의 금속간화합

물과 커켄달보이드의 형성과 성장은 신뢰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솔더 범프 기술에 비해 Cu pillar 

bump와 Sn cap bump 구조에서의 솔더 접합부의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속간화합물을 컨트롤하기 위해

서 Sn의 다양한 Impurity 원소들을 첨가하여 그에 

대한 미세구조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러

한 연구들 또한 솔더 범프, 솔더 볼에 대하여 국한

되어 있다.5) 미세 범프 형성을 위해서는 전해도금

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해도금으로는 3, 4원계 

등 다양한 조성의 Sn 범프를 형성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3Sn 금속간

화합물과 커켄달보이드 형성을 억제하고자, 

Cu/Sn/Cu 범프 구조에서 Cu 패드 위에 얇게 Ni을 

스퍼터링으로 증착시킨 후 접합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Sn3.5Ag 범프와 Sn3.5Ag + Ni의 접합 

계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할 칩과 보드는 Si wafer 위에 Photo 

lithography 공정을 통하여 제작하였으며, Cu 

pillar bump와 Sn3.5Ag cap bump 형성은 전해도금

을 이용하였다. Cu pillar bump와 Cu pad의 높이는 

각각 약 12, 6㎛로 형성하였으며, Sn3.5Ag cap 

bump의 높이는 약 10㎛로 형성하였다. 접합 시 

Sn3.5Ag 솔더 범프의 미량의 Ni 첨가를 위해서 

Cu pad 위에 스퍼터를 이용하여 Ni을 얇게 증착하였

다. 이 때, Ni의 두께는 Sn3.5Ag bump의 질량대비 

0.1wt%, 약 9nm를 증착하였다. 계면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각각의 샘플은 150℃에서 50, 100, 

300, 500h 동안 aging test를 실시하였고, 단면 

폴리싱 후 Sanning Electron Microscopy(SEM)에 

의해 접합 계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Fig.1은 Sn3.5Ag와 Cu/Ni 패드의 접합 후 단면 

SEM 분석 결과이다. Fig.1 (a), (b)는 Cu 패드 

위에 Sn3.5Ag cap bump를 접합하였고, (c), (d)는 

Cu/Ni 패드 위에 Sn3.5Ag cap bump를 접합하였다. 

SEM 이미지에서와 같이 Cu/Ni 패드의 경우 Cu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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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ross-section image by SEM of Joint 
microstructure. (a), (b) Sn3.5Ag on Cu pad, (c), (d) 
Sn3.5Ag on Cu/Ni pad 

에서보다 초기 금속간화합물의 두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구조 또한 일반적인 Cu6Sn5

의 Scallop-type이 아닌 needle-like (=colum-

nar)로 바뀐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미세구조 

변화를 보았을 때, 스퍼터를 이용하여 얇게 증착시

킨 Ni이 Sn3.5Ag 범프 내부로 확산되어서 impurity

의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Ni 첨가한 시편에서 IMC 성장속도가 빠른 것은 

Ni을 첨가하여 reflow를 할 때 Cu6Sn5의 grain 

size가 작아지고, 작은 grain 구조는 grain boun-

dary diffusion을 야기하여 더 큰 IMC layer 형성

을 가져온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해도금으로 형성하기 힘든 3원
계 미세 솔더 범프 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퍼

터를 이용하여 접합 후 솔더 범프 내로 impurity를 

첨가하여 금속간화합물과 커켄달보이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Cu/Ni 패드에서 접합하

였을 때 솔더 내에 Ni를 첨가하였을 때와 같은 

효과를 관찰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전해도금으로 

형성하는 Sn 범프에 다양한 impurity를 첨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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