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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graphene)은 2004년 실험적으로 발

견된 이후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응용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 

Graphene은 SP2 탄소원자들이 2차원 탄소층

으로 벌집 구조 안정된 육각형 원자 구조와 격

자를 이루고 있으며 이 안정된 원자 구조에 기

인한 기계적, 전기적, 열적, 물리적으로 우수

한 특성들이 보고 된 바 있다 [3,4]. 이러한 gra-

phene의 특성을 이용하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graphene의 제조, 특성의 정밀 측정 연구를 시

작으로 디스플레이, 유연전극, 방열소재, 센서, 

트랜지스터, 캐퍼시터, 복합소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연구들이 제안되고 진행되어 

왔다 [5,6]. 

한편, 최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기

기 및 AI, big data와 같은 고성능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자 패키징(elctronic 

packaging)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자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소자 및 각종의 전

자 부품들을 조립한 일종의 하드웨어적 구조

물 혹은 이를 구현하는 기술로 각 종의 전자기

기와 전자 시스템에서 전자 패키징 기술은 전

기적 신호의 전달과 각 소자와 부품 구동에 필

요한 전원의 원활한 공급, 각종의 반도체 소자

와 부품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반도체 

소자 등에서 발생하는 열의 방출 등을 원활하

게 하여 전자기기와 전자 시스템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자 패키징 

기술은 크게 소자 단위의 1st level, 기판 단위의 

2nd level, 시스템 단위의 3rd level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전자 패키징 기술의 체계의 모식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7].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의 
그래핀 응용 연구

3
Special Theme  첨단 전자패키징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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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자기기와 시스템이 소형화, 고성능

화, 다기능화, 고집적화가 요구되면서 과거의 

단순한 신호의 전달과 전기적 연결 관점, 소자

와 부품의 단순 후 공정 기술에서 벗어나 고집

적 전자기기 및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와 공정 기술, 칩과 기판이나 칩과 칩과의 

접합부 신뢰성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

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graphene

을 이용하여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도 적

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8].

본 기고에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

는 graphene을 이용하여 전자패키징 기술 분

야에서 연구되어 온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2. 본론

2.1 무연솔더 분야로의 응용

전자기기 및 전자 시스템에서 각 각의 능동

소자와 수동소자간의 전기적 신호 혹은 전원

의 전달을 위하여 그림 2 [9]와 같이 다양한 연

결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결 기술 

분야에서 솔더(solder)는 반도체 소자 및 1st 

level 전자 패키지(electronic package), 저항체 

등의 수동소자를 포함하는 각 종의 전자 부품

을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과 같은 기판(substrate)과의 연결(interconnec-

tion) 및 접합하여 2nd level 전자 패키징을 구

현하기 위한 접합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다. 그동안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 2nd level 전

자 패키징을 위하여 Sn-37Pb 솔더가 일반적으

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Pb의 환경오

염과 인체 유해성으로 인한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WEEE (Waste Elec-

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LV (End-of-

life Vehicles) 등과 같은 국제규제에 따라 더 이

상 Pb를 포함하는 솔더소재를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Sn-37Pb 솔더의 Pb

를 대체하는 무연솔더(Pb-free solder) 소재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적으로 활발하게 진

행되어 Sn-3.5Ag, Sn-0.7Cu, Sn-58Bi, Sn-9Zn와 

같이 Sn을 기반으로 하여 Ag, Cu, Bi 등으로 Pb

를 대체하는 2원계 조성의 무연솔더가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2원계 무연솔더를 기반으로 

젖음성(wettabililty) 혹은 퍼짐성(spreadability)

과 같은 공정성(manufacturability) 및 기계적 

강도, 신뢰성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량의 금속 원소 등이 첨가된 3원계, 4원계 등

의 다양한 다원계 솔더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연구되어 왔다 [10-12].

2nd level 전자 패키징은 일반적으로 솔더링

(soldering) 혹은 리플로우(reflow)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여 솔더의 용융과 고체화를 통

해 각 종의 패키지 및 부품과 기판간의 연결 접

합부인 솔더 접합부(solder joint)가 형성되는

데 이러한 공정 중에 솔더 내부에 솔더를 구성

하고 있는 금속들 사이의 확산(diffusion) 반응 

및 솔더 내 금속과 기판 표면처리 금속간의 확

산에 의한 계면반응(interfacial reaction)으로  

솔더 내부와 기판간의 접합부에 금속간화합물

(intermetallic compound, IMC)를 형성하게 된

다. 이 때 형성되는 IMC의 조성(composition), 

형상(morphology), 크기 및 두께 등의 특성들

은 솔더 소재, 기판의 표면처리 소재, 공정 변

수 등에 따라 조성, 형상, 두께 등의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위의 조건들은 솔더 내

부에 형성되는 미세조직(microstructure) 등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솔더 

내부 및 접합부에 형성되는 IMC 및 미세조직

의 특성들은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접합부에 형성

되는 과도한 IMC의 성장은 솔더 접합부의 신

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3-15]. 따

라서, 이러한 IMC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거

나 미세조직을 미세화하여 솔더 접합부의 특

성을 향상시키고자 무연솔더에 세라믹 분말 

혹은 금속 원소를 미량 첨가하여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5-17]. 

Graphene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면서 최근에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도 gra-

phene을 응용하여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

작되었는데 graphene을 첨가하여 graphene 

복합 무연솔더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

근 몇 년 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15,18-29]. 이 

들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Sn-3.0Ag-0.5Cu 등의 조성을 가지는 분말 혹

은 페이스트 등의 무연솔더 소재에 graphene 

nanoplate (GNP), grpahene nanosheet (GNS), 

graphene oxide nanosheet (GONS), graphene 

oxide (GO) 분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gra-

phene을 첨가하여 IMC 성장 거동 및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한 결과들이 주를 이룬다. 표 1에 무연솔더 

그림 1 ▶  Packaging hierarchy [7].

그림 2 ▶  Various interconnections in electronic packagi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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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형성되는 IMC의 조성(composition), 

형상(morphology), 크기 및 두께 등의 특성들

은 솔더 소재, 기판의 표면처리 소재, 공정 변

수 등에 따라 조성, 형상, 두께 등의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위의 조건들은 솔더 내

부에 형성되는 미세조직(microstructure) 등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솔더 

내부 및 접합부에 형성되는 IMC 및 미세조직

의 특성들은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접합부에 형성

되는 과도한 IMC의 성장은 솔더 접합부의 신

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3-15]. 따

라서, 이러한 IMC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거

나 미세조직을 미세화하여 솔더 접합부의 특

성을 향상시키고자 무연솔더에 세라믹 분말 

혹은 금속 원소를 미량 첨가하여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5-17]. 

Graphene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면서 최근에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도 gra-

phene을 응용하여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

작되었는데 graphene을 첨가하여 graphene 

복합 무연솔더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

근 몇 년 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15,18-29]. 이 

들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Sn-3.0Ag-0.5Cu 등의 조성을 가지는 분말 혹

은 페이스트 등의 무연솔더 소재에 graphene 

nanoplate (GNP), grpahene nanosheet (GNS), 

graphene oxide nanosheet (GONS), graphene 

oxide (GO) 분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gra-

phene을 첨가하여 IMC 성장 거동 및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한 결과들이 주를 이룬다. 표 1에 무연솔더 

그림 1 ▶  Packaging hierarchy [7].

그림 2 ▶  Various interconnections in electronic packagi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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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graphene의 적용된 사례를 적용된 

솔더의 조성과 grapnehe의 형태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graphene이 첨가 되

는 경우 솔더 접합부 내의 미세조직이 미세화

되고 IMC의 형성과 성장이 억제된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젖음성, 기계적 특성 등이 향상

된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graphene이 솔더에 첨가

될 경우 미세조직의 미세화와 IMC의 성장이 억

제되는 이유는 첨가된 graphene이 솔더링과 같

은 공정 중에 Cu, Sn과 같은 솔더 접합부를 형

성하는 금속 원자들의 확산을 방해하는 장애

물의 역할을 수행하여 IMC의 성장을 억제하거

나 솔더 내부의 미세조직의 성장을 막게 된다

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graphene으로 인하여 Sn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무연솔더의 기지(matrix)의 팽창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다. 한편, 전자기기 및 전자 시스템이 사용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솔더 접합부의 부식

을 유발할 수 있어 내부식성이 요구 되는데 솔

더에 graphene이 첨가되면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산소의 확산을 방해하여 내부식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도 보고되기도 하

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graphene의 첨가

는 미세조직 미세화 및 IMC 성장 거동 향상 외

에  일레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EM), 반복굽힘시험과 같은 다양한 신뢰성 시

험에 대한 솔더 접합부의 수명을 향상 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무연솔더 분야에서 graphene을 적용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보면 2nd level 전자 패키징에

서 솔더 소재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Sn-3.0Ag-0.5Cu 조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합금의 특성 연구에서부터 

솔더 내부의 미세조직, 기판과의 계면 반응 및 

IMC 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으로 전자 패키징에 적용 될 경우를 고려한 신

뢰성 연구도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graphene이 무연솔더 분야에 

적용 될 경우 솔더 접합부의 다양한 특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솔

더 내에 graphene을 첨가할 경우에 graphene

의 균일 분산의 어려움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가 남아 있다. 

2.2 기판과 배선 표면처리 분야로의 응용

앞서 솔더 접합부에 형성되는 IMC의 조성, 

형상 등의 특성은 솔더 조성 외에 기판 및 접합

부 패드의 표면처리 소재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 PCB와 같은 기

판의 표면처리 소재로 Cu 및 Cu OSP (organic 

solderability perservation)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무연솔더의 주성분인 Sn과 

표면처리 소재인 Cu간의 확산과 계면반응으로 

Cu-Sn계의 IMC가 형성되는데 Cu의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하여 솔더링과 같은 접합공정 동안 

계면에 과도한 Cu-Sn IMC가 생성될 수 있 수 

있고 이 과도한 Cu-Sn IMC는 전자 패키징에서 

접합부의 특성을 저하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0]. 그래서 과도한 IMC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

해서 Cu위에 확산 방지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Ni, Ni(P), Pd, Au, Zn, 플라즈마 등의 추가적인 

표면처리를 하여 Cu의 확산을 지연시켜 IMC

의 성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표면처리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31-37]. 

최근 graphene 첨가 무연솔더와 같이 IMC의 

억제를 위한 기판 표면처리의 방법으로 gra-

phene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38-

41]. 표 2에 graphene을 기판 표면처리에 적용

한 연구 동향의 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보고 된 연구들은 Cu-Sn IMC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Cu 기판위에 폴리머 등의 중간 매개체

를 이용하여 전사(transfer)하는 방법을 이용하

거나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Cu 기판위에 직접 graphene을 증착

하는 방법으로 Cu 기판을 표면처리 한 후 무연

솔더와의 계면 반응과 Cu-Sn IMC 성장 거동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Solder matrix
Type of 

graphene
Research contents Reference

Sn-3.0Ag-0.5Cu

GNP Microstructure, wettability,  
mechanical property

15 

GNS

18 

Interfacial reaction, IMC growth 20

Corrosion 23

Ni-coated GNS
Microstructure, wettability,  

mechanical property, electrical property 
25

GO
EM 24, 27

Bending reliability 28

Sn-5Sb-1Ag GON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19

Sn-58Bi-0.7Zn

GNS

21

Sn-8Zn-3Bi 22

Sn-58Bi 26

Sn-3.0Ag-0.5Cu with epoxy
Microstructure, IMC growth, 

mechanical properties
29

표 1 ▶  Researches on Pb-free solders using graphene.

Solder matrix Substrate
Method of graphene 

deposition
Reference

Sn-3.0Ag-0.5Cu Cu
Transfer

38

Sn-Ag-Cu Cu with nanocone array 39

Sn-58Bi
Cu CVD

40

Sn-3.0Ag-0.5Cu-xNi 41

표 2 ▶  Researches on surface treatment of substrate using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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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graphene의 적용된 사례를 적용된 

솔더의 조성과 grapnehe의 형태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graphene이 첨가 되

는 경우 솔더 접합부 내의 미세조직이 미세화

되고 IMC의 형성과 성장이 억제된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젖음성, 기계적 특성 등이 향상

된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graphene이 솔더에 첨가

될 경우 미세조직의 미세화와 IMC의 성장이 억

제되는 이유는 첨가된 graphene이 솔더링과 같

은 공정 중에 Cu, Sn과 같은 솔더 접합부를 형

성하는 금속 원자들의 확산을 방해하는 장애

물의 역할을 수행하여 IMC의 성장을 억제하거

나 솔더 내부의 미세조직의 성장을 막게 된다

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graphene으로 인하여 Sn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무연솔더의 기지(matrix)의 팽창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다. 한편, 전자기기 및 전자 시스템이 사용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솔더 접합부의 부식

을 유발할 수 있어 내부식성이 요구 되는데 솔

더에 graphene이 첨가되면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산소의 확산을 방해하여 내부식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도 보고되기도 하

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graphene의 첨가

는 미세조직 미세화 및 IMC 성장 거동 향상 외

에  일레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EM), 반복굽힘시험과 같은 다양한 신뢰성 시

험에 대한 솔더 접합부의 수명을 향상 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무연솔더 분야에서 graphene을 적용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보면 2nd level 전자 패키징에

서 솔더 소재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Sn-3.0Ag-0.5Cu 조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합금의 특성 연구에서부터 

솔더 내부의 미세조직, 기판과의 계면 반응 및 

IMC 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으로 전자 패키징에 적용 될 경우를 고려한 신

뢰성 연구도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graphene이 무연솔더 분야에 

적용 될 경우 솔더 접합부의 다양한 특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솔

더 내에 graphene을 첨가할 경우에 graphene

의 균일 분산의 어려움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가 남아 있다. 

2.2 기판과 배선 표면처리 분야로의 응용

앞서 솔더 접합부에 형성되는 IMC의 조성, 

형상 등의 특성은 솔더 조성 외에 기판 및 접합

부 패드의 표면처리 소재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 PCB와 같은 기

판의 표면처리 소재로 Cu 및 Cu OSP (organic 

solderability perservation)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무연솔더의 주성분인 Sn과 

표면처리 소재인 Cu간의 확산과 계면반응으로 

Cu-Sn계의 IMC가 형성되는데 Cu의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하여 솔더링과 같은 접합공정 동안 

계면에 과도한 Cu-Sn IMC가 생성될 수 있 수 

있고 이 과도한 Cu-Sn IMC는 전자 패키징에서 

접합부의 특성을 저하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0]. 그래서 과도한 IMC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

해서 Cu위에 확산 방지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Ni, Ni(P), Pd, Au, Zn, 플라즈마 등의 추가적인 

표면처리를 하여 Cu의 확산을 지연시켜 IMC

의 성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표면처리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31-37]. 

최근 graphene 첨가 무연솔더와 같이 IMC의 

억제를 위한 기판 표면처리의 방법으로 gra-

phene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38-

41]. 표 2에 graphene을 기판 표면처리에 적용

한 연구 동향의 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보고 된 연구들은 Cu-Sn IMC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Cu 기판위에 폴리머 등의 중간 매개체

를 이용하여 전사(transfer)하는 방법을 이용하

거나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Cu 기판위에 직접 graphene을 증착

하는 방법으로 Cu 기판을 표면처리 한 후 무연

솔더와의 계면 반응과 Cu-Sn IMC 성장 거동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Solder matrix
Type of 

graphene
Research contents Reference

Sn-3.0Ag-0.5Cu

GNP Microstructure, wettability,  
mechanical property

15 

GNS

18 

Interfacial reaction, IMC growth 20

Corrosion 23

Ni-coated GNS
Microstructure, wettability,  

mechanical property, electrical property 
25

GO
EM 24, 27

Bending reliability 28

Sn-5Sb-1Ag GON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19

Sn-58Bi-0.7Zn

GNS

21

Sn-8Zn-3Bi 22

Sn-58Bi 26

Sn-3.0Ag-0.5Cu with epoxy
Microstructure, IMC growth, 

mechanical properties
29

표 1 ▶  Researches on Pb-free solders using graphene.

Solder matrix Substrate
Method of graphene 

deposition
Reference

Sn-3.0Ag-0.5Cu Cu
Transfer

38

Sn-Ag-Cu Cu with nanocone array 39

Sn-58Bi
Cu CVD

40

Sn-3.0Ag-0.5Cu-xNi 41

표 2 ▶  Researches on surface treatment of substrate using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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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기적, 열적 성능 등이 떨어지므로 전기적 

접속과 방열을 위한 열적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필러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46]. 

Graphene의 우수한 열적, 전기적 특성이 알

려진 이후 최근에 graphene을 필러 이용하는 

ECA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47-52]. 

표 3에 ECA 분야에 graphene이 적용된 연구 동

향 사례를 나타내었다. 무연솔더에 graphene을 

첨가한 연구들과 같이 ECA에 적용하기 위하여 

GO, GNS, GNP 등의 다양한 형태의 graphene

으로 열적,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폴리머 기반의 소재

에 grapehene을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전자기기 및 전자 시스템이 고성능화가 진

행되면서 전기적 특성 향상 외에 반도체 소자

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전달하는 방열특

성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고방열 특성을 가지

는 ECA 소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ECA에서 gra-

phene 적용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본 기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graphene을 이용한 전

자 패키징 기술 연구 동향에 대하여 주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분야에 비

해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graphene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연구가 부족

한 것은 사실이나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graphene을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 살펴 본 무연솔

더, 표면처리, ECA 분야 외에도 전자 패키징 기

술 분야에는 수 많은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어 

graphene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

하다. 

특히 전자 패키징 기술은 과거에 단어 그대

로 단순한 포장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

재에는 전자기기와 전자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graphene은 우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연구된 결과들에 따르면 무연솔더에 gra-

phene이 첨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판 표

면에 graphene이 표면처리 되는 경우 IMC의 

성장이 억제된다고 한다. 이들은 리플로우 횟

수가 증가하거나 고온에서 시효처리(aging)되

는 경우에도 graphene의 표면처리된 경우에 

효과적으로 IMC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며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저하도 막을 수 있

음을 보여 주었다. 무연솔더에 첨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graphene

은 IMC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Cu와 Sn 원자

의 확산을 방해하여 계면에서 형성되는 IMC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자 패키징내 솔더 

접합부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graphene을 기판 표면처리에 적용하

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

구되어온 표면처리의 대상도 실제 전자 패키

지 구조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대면적 표면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결국 실제 PCB와 같

은 기판 패드 표면에 graphene을 증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집적을 위하여 점점 미세화

되는 피치(pitch)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착 기

술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전자 패키징에서 EM은 전자기기 및 전

자 시스템 내 작동 온도, 환경 온도 등에 의한 

열적 활성화 신호 전달 등에 의한 전자의 이동 

등에 의하여 신호 및 전원 등을 전달하는 금속 

배선부 혹은 솔더 접합부의 금속원자들의 이

동에 기인한 보이드(void)의 형성 및 성장 등으

로 인한 단선 고장 혹은 불량의 일종이다 [42]. 

최근의 전자 패키징이 고집적화, 소형화 등에 

따라 배선 및 접합부 등이 미세화 되면서 전류 

밀도 등이 상승하여 발열 등에 의한 EM이 쉽

게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 및 전자 패키

징에서 일반적으로 Cu가 배선 소재로 사용되

고 있는데 [43] Cu 배선의 EM 수명을 늘이기 위

한 방법으로 Cu 배선 위에 graphene 증착하여 

EM 수명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 [44,45]. 보고 된 연구에서는 Cu 배선 위

에 multi-layer graphene (MLG)를 전사 방법으

로 증착하거나 polyvinylpyrrolidone (PVP)와 

reduced graphene oxide (rGO) 합성 용액을 이

용하여 rGO를 Cu 배선 위에 증착한 후 EM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Cu 배선에 

graphene이 적용된 경우 저항 및 전류밀도 특

성을 향상시켜 EM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rGO 합성 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

우에는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반

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정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전자 접착제 분야로의 응용

고집적, 미세화 추세에 따라 전자 패키징 분

야에서 1st level 전자 패키징에서 플립칩 본딩

(flip-chip bonding)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

다. 플립칩 본딩에서는 기존의 무연솔더가 아

닌 범프 형태의 금속 소재가 사용되며 이들 범

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ICA), anisotropic conductive adhe-

sive (ACA), non-conductive adhesive (NCA)

와 같은 폴리머 기반의 전자 접착제(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ECA)가 사용된다. 전자 

접착제의 경우 폴리머 기반의 특성에서 기인하

Type of graphene Characteristics Application Reference

GO Al(OH)3 coating ACA 47

N-doped GNS Ag-filled epoxy ICA 48

Graphene with anion Polymer nanosphere ACA 49

GNS sodium dodecyl sulfate (SDS) stabilization ICA 50

rGO Improving mechanical property ICA 51

GO Ag nanowire composite ICA 52

표 3 ▶ Researches on ECA using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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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기적, 열적 성능 등이 떨어지므로 전기적 

접속과 방열을 위한 열적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필러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46]. 

Graphene의 우수한 열적, 전기적 특성이 알

려진 이후 최근에 graphene을 필러 이용하는 

ECA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47-52]. 

표 3에 ECA 분야에 graphene이 적용된 연구 동

향 사례를 나타내었다. 무연솔더에 graphene을 

첨가한 연구들과 같이 ECA에 적용하기 위하여 

GO, GNS, GNP 등의 다양한 형태의 graphene

으로 열적,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폴리머 기반의 소재

에 grapehene을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전자기기 및 전자 시스템이 고성능화가 진

행되면서 전기적 특성 향상 외에 반도체 소자

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전달하는 방열특

성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고방열 특성을 가지

는 ECA 소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ECA에서 gra-

phene 적용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본 기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graphene을 이용한 전

자 패키징 기술 연구 동향에 대하여 주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분야에 비

해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graphene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연구가 부족

한 것은 사실이나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graphene을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 살펴 본 무연솔

더, 표면처리, ECA 분야 외에도 전자 패키징 기

술 분야에는 수 많은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어 

graphene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

하다. 

특히 전자 패키징 기술은 과거에 단어 그대

로 단순한 포장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

재에는 전자기기와 전자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과 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graphene은 우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연구된 결과들에 따르면 무연솔더에 gra-

phene이 첨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판 표

면에 graphene이 표면처리 되는 경우 IMC의 

성장이 억제된다고 한다. 이들은 리플로우 횟

수가 증가하거나 고온에서 시효처리(aging)되

는 경우에도 graphene의 표면처리된 경우에 

효과적으로 IMC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며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저하도 막을 수 있

음을 보여 주었다. 무연솔더에 첨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graphene

은 IMC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Cu와 Sn 원자

의 확산을 방해하여 계면에서 형성되는 IMC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자 패키징내 솔더 

접합부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graphene을 기판 표면처리에 적용하

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

구되어온 표면처리의 대상도 실제 전자 패키

지 구조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대면적 표면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결국 실제 PCB와 같

은 기판 패드 표면에 graphene을 증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집적을 위하여 점점 미세화

되는 피치(pitch)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착 기

술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전자 패키징에서 EM은 전자기기 및 전

자 시스템 내 작동 온도, 환경 온도 등에 의한 

열적 활성화 신호 전달 등에 의한 전자의 이동 

등에 의하여 신호 및 전원 등을 전달하는 금속 

배선부 혹은 솔더 접합부의 금속원자들의 이

동에 기인한 보이드(void)의 형성 및 성장 등으

로 인한 단선 고장 혹은 불량의 일종이다 [42]. 

최근의 전자 패키징이 고집적화, 소형화 등에 

따라 배선 및 접합부 등이 미세화 되면서 전류 

밀도 등이 상승하여 발열 등에 의한 EM이 쉽

게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 및 전자 패키

징에서 일반적으로 Cu가 배선 소재로 사용되

고 있는데 [43] Cu 배선의 EM 수명을 늘이기 위

한 방법으로 Cu 배선 위에 graphene 증착하여 

EM 수명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 [44,45]. 보고 된 연구에서는 Cu 배선 위

에 multi-layer graphene (MLG)를 전사 방법으

로 증착하거나 polyvinylpyrrolidone (PVP)와 

reduced graphene oxide (rGO) 합성 용액을 이

용하여 rGO를 Cu 배선 위에 증착한 후 EM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Cu 배선에 

graphene이 적용된 경우 저항 및 전류밀도 특

성을 향상시켜 EM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rGO 합성 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

우에는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반

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정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전자 접착제 분야로의 응용

고집적, 미세화 추세에 따라 전자 패키징 분

야에서 1st level 전자 패키징에서 플립칩 본딩

(flip-chip bonding)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

다. 플립칩 본딩에서는 기존의 무연솔더가 아

닌 범프 형태의 금속 소재가 사용되며 이들 범

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ICA), anisotropic conductive adhe-

sive (ACA), non-conductive adhesive (NCA)

와 같은 폴리머 기반의 전자 접착제(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ECA)가 사용된다. 전자 

접착제의 경우 폴리머 기반의 특성에서 기인하

Type of graphene Characteristics Application Reference

GO Al(OH)3 coating ACA 47

N-doped GNS Ag-filled epoxy ICA 48

Graphene with anion Polymer nanosphere ACA 49

GNS sodium dodecyl sulfate (SDS) stabilization ICA 50

rGO Improving mechanical property ICA 51

GO Ag nanowire composite ICA 52

표 3 ▶ Researches on ECA using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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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의 시간동안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

서 graphene의 응용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연구 내용들이 실

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제품에 적용되

는 등의 상용화 수준의 연구 개발은 미미한 수

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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