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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차원 칩 적층은 기술은 반도체 소자의 

접촉 패드와 패키지 기판을 솔더 범프를 

이용하여 직접 연결함으로써 신호지연의 

감소로 인한 고성능화와 패키지의 면적 감소로 

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패드 

피치(pitch)가 감소함에 따라 인접 범프 간의 

접합(bump brigding)을 유발하기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는 기존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응용한 Au stud 범프 본딩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Au Stud 범프 본딩 기술은 

공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적은 솔더의 양으로 

미세피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하지만 솔더 접합부에 취성이 큰 Au-Sn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을 

형성시킨다. 솔더 접합부에서 형성되는 과도한 

금속간화합물과 원자 속도 차이에 의한 

kirkendall void 는 접합부의 전기적, 기계적 

신뢰성을 저하 시킨다.[2, 3] 현재까지 Au 

stud/Sn/Cu pillar 범프 구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전류 인가에 따른 Au 

stud/Sn/Cu pillar 범프의 annealing 및 

electromigration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실험방법  

Au stud/Sn/Cu pillar 범프에서 접합부의 

금속간 화합물 형성과 성장거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Fig. 1 과 같이 시편구조를 형

성하였다. 상부 칩은 와이어 본딩(wire bondin

g) 공정을 통하여 2um 두께의 Al 배선에 약 30

um 두께의 Au stud를 형성한 뒤 하부 칩의 

Sn/Cu pillar 위에 플립칩 본딩 하였다. 열처

리 및 전류인가 조건은 150℃의 온도와, 5.0 x 

104 A/cm2의 전류밀도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 Enlarged schematic diagram of Au stud/Sn/Cu 
pillar. 
 

3. 결과 및 토의  
Au stud/Sn/Cu pillar 범프에서의 

금속간화합물 형성과 성장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150℃, 5.0 x 104 A/cm2의 조건에서 

열처리 및 전류인가를 실시하였다.  

 
Fig. 2 SEM image of Au stud/Sn/Cu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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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는 열처리 및 전류 인가가 진행됨에 

따라 금속간화합물 성장을 보여주는 

SEM 이미지 이다. 열처리 및 전류 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n이 Au의 원자와 반응하여 Au 

stud/Sn 계면으로부터 AuSn2 와 AuSn4 의 

금속간화합이 형성되었다.  

0 5 10 15 20
0

2

4

6

8

10

12

14 150
o
C

)( 2/1hrt

d IM
C 

  (
µm

)

 AuSn

 AuSn
2

 AuSn
4

 

 

 
(a) 

0 5 10 15 20
0

2

4

6

8

10

12

14
150

o
C, 5.0x10

4
 A/Cm

2

)( 2/1hrt

d IM
C(µ

m
)

 AuSn
 AuSn2
 AuSn4

 

 

 
(b) 

Fig. 3 Thickness variation of each IMC phase on 
annealing and current stress time at (a) 150℃, and 
(b) 150℃, 5.0x104 A/cm2

 
. 

Fig. 3 은 열처리 및 전류 인가 시간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변화를 관찰한 그래프이다. 

열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uSn2 상의 

성장거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는 Sn이 모두 

고갈되는 시점으로 AuSn4의 형성은 중단되며 

이후 AuSn4에서 AuSn2로 상전이 반응만 

일어나게 된다. 열처리에 비해 전류 인가시 

AuSn2

 

의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열처리의 경우 

Au와 Sn사이에 금속간화합물 성장거동이 

금속간화합물 내의 확산에 의해 지배 되어 

졌고, 전류 인가를 하였을 경우는 Au와 

Sn사이의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이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확산에 가속화되어 

계면반응에 의해 지배 되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4, 5] 

4. 결론  
Au stud/Sn/Cu pillar 범프의 열처리 및 

전류 인가에 대해 평가한 결과, AuSn2, 

AuSn4가 형성되었으며 열처리 및 전류 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uSn2

 

가 지배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많은 양의 Au원자가 적은 

양의 Sn으로 확산 계속적으로 확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류 인가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속도가 증가하였으며,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확산에 

가속화되어 계면 반응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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