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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olderable 이방성 도 성 착제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SACA)는 온 공정, 미세 피

치 응력, 공정 간소화 등의 장 으로 인해 활발한 개

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용 ACA의 향 단자간의 기계

/물리   방식에 의한 도 경로 형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높고 불안정한 항, 낮은 열 도도와 

낮은 충격  합강도 등의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하

여 개발된 단자 간 속 재료로써, 환원특성을 가지는 

기능성 고분자 복합소재 내부에 분산된  융  합 입자 

(Low-melting point alloy: LMPA)의 용융-유동-융

합 거동  극단자에 한 선택  젖음 거동에 의하

여 상하부 극단자 사이에 속학  도 경로를 형성

함으로써 뛰어난 기 /기계  합특성을 확보한다1). 

이에 추가 으로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에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SACA의 합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탄소 나노튜  (Carbon nanotubes: CNTs)를 

강화기구로 용한 CNT-filled SACA를 개발하 으

며, CNT 고유의 뛰어난 물리  특성으로 인해 SACA 

합부의 기계  합특성이 향상됨을 검증하 다2).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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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d SACA 합부의 기계  강도 향상 효과는 도

경로의 외부를 감싸는 고분자 복합소재 내부에 분포하 

는 CNT의 가교역할에 의한 응력분산효과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SACA 내부에 용된 CNT가 SACA 

합부의 열-기계  장기신뢰성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CNT의 유무에 따른 두 종류의 CNT- 

filled SACA에 의해 합된 QFP (Quad flat pack-

age) 시편에 한 열 충격 (Thermal shock: TS)  고

온고습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HTHH)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신뢰성 테스트 동안

의 기 항 변화  테스트 과 후의 기계  인장강

도를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 재료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CNT-filled SACA의 합성을 하여 고분자 복합재

료의 기반재료인 바인더로는 비스페놀 A가 사용되었으

며, 경화제와 매제로 DDM과 BF3MEA가 각각 사용

되었다. 한, LMPA와 극단자의 외부 산화막을 제거

하기 해 카르복실산이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실험에 

용된 LMPA는 45㎛의 지름을 갖는 Sn-58Bi 공정솔더

가 사용되었다. 고분자 복합소재 내부에 분산된 CNT는 지

름 15~40nm, 길이 30~50㎛를 갖는 Multi-walled CNT 

(MWNT)가 사용되었으며, 고분자 내부에서의 균일한 분

산을 얻기 해 산처리를 통한 화학  표면 개질을 시

행하 다. CNT의 산처리를 해 황산 (H2SO4)과 질

산 (HNO3)을 혼합한 용액에 0.5g의 CNT를 첨가한 

후 70℃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교반을 수행한 

후 탈이온수 (Deionized water)를 이용한 반복 인 필

터링을 수행하 다. 평가에 용된 CNT-filled SACA

는 CNT의 함유량을 0, 0.03wt%, LMPA의 함유량을 

20vol% (64wt%)로 설정하여 합성하 다. 신뢰성 테스

트를 해 사용된 QFP는 14 × 14 × 2.7mm 크기에 

리드피치 1.0mm로 44개의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

으며, Cu 리드는 Sn으로 도 되어있다. 신뢰성 테스트 

동안의 기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QFP와 

PCB에는 각각 데이지체인이 설계되어있다.

2.2 실험 방법

  2.2.1 테스트 시편 제작

  신뢰성 테스트를 한 QFP 합시편 제작을 하여 

세정이 완료된 PCB 기  상에 메탈 마스크를 정렬시

키고, CNT의 유무에 따른 CNT-filled SACA를 스퀴

지 방식을 통해 극단자 상에 선택 으로 도포하 다. 

SACA의 도포가 완료된 후 PCB상에 QFP를 실장한 

후 합장비를 사용하여 온도 로 일에 따라 리 로

우를 시행하 다.

  2.2.2 신뢰성 테스트

  CNT-filled SACA 합부의 신뢰성 평가를 하여 

QFP 합시편에 하여 가속수명 테스트인 TS와 

HTHH 테스트를 수행하 다. TS 테스트는 열 충격 챔

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55~125℃ (JESD22-A106B 

C condition) 조건으로 1000cycle 동안 진행되었다. 

각 온도 역에서의 유지시간 (Dwell time)은 30분, 

온과 고온 간의 이시간 (Transition time)은 10

로 용하 으며, 가열  냉각 속도는 약 18℃/sec로 

용되었다. HTHH 테스트에서는 항온 항습기가 사용

되었다. 테스트조건은 온도조건 85℃, 상 습도 (Relative 

humidity: RH) 85% (JESD22-A101C)로 유지하

으며, 테스트 유지시간은 1000시간으로 용하 다. 

신뢰성 평가에 따른 CNT-filled SACA 합부의 단 

유무  기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합시편에 

한 기 항 측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하 으며, 기계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신뢰성 테스트 과 후

의 QFP 리드에 한 45° 인장 테스트 (JIS Z 3198- 

6)를 수행하 다.

  2.2.3 합계면 미세구조 분석

  각각의 신뢰성 테스트에 따른 CNT-filled SACA 

LMPA
filler

CNT

Polymer

Electrode

Conduction path CNT

Lead

Reflow

Fig. 1 Schematic of interconnection mechanism using the 
CNT-filled SACA with LMPA fillers and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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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계면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단면 분석을 

수행하 다. 합계면의 미세조직은 계방사형 자주사 

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 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후방산란

자 (Backscattered electron detector: BSD) 모드

로 촬 을 진행하 다. 한 합부에 형성된 속간 화

합물 (Intermetallic compound: IMC)의 조성 분석을 

하여 에 지 분산형 X-ray 분 분석기 (Energy dis-

persive X-ray spectrometer: EDS)가 사용되었다.

3. 결과  고찰

3.1 CNT-filled SACA 합부의 신뢰성 특성

  본 논문에서는 CNT의 존재 유무가 SACA 합부의 

열-기계  장기신뢰성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CNT의 유무에 따라 합성된 CNT-filled SACA

를 용한 QFP 합시편에 하여 TS와 HTHH 테스

트를 수행하 다. 신뢰성 테스트 의 QFP 합시편의 

도 경로 형상  45° 인장 테스트에 의한 단면 형상

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신뢰성 테스트 의 도 경로 

형상인 Fig. 2(a), (c)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NT-filled SACA에 의한 합부는 용융 LMPA의 

유동, 융합  극단자에 한 선택  젖음 거동에 의

해 형성된 속학  도 경로 역과 도 경로의 외부

를 감싸는 고분자 역으로 구성된다. 한, 45° 인장 

테스트 후의 단면 형상인 Fig. 2(b), (d)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단면은 CNT의 유무에 계없이 유사

한 합 면 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TS와 HTHH 테스트 동안의 CNT-filled SACA 합

시편의 기 항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CNT-filled SACA 

합시편은 체 테스트 기간 역에 하여 매우 균일하

고 안정 인 기 항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장기 열

 시효 동안의 안정 인 기  특성은 향하는 극

단자간에 형성된 넓고 안정 인 속학  합에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CNT- 

filled SACA 합시편은 용융 LMPA에 의한 속학

 합부 형성으로 인하여 TS  HTHH 테스트에서 

용된 가혹 조건 하에서 CNT의 함유 유무에 계없

이 안정 인 기  신뢰성을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성 테스트 과 후의 기계  합강도 변화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두 종류의 신뢰성 테스트를 마친 합시편들

은 신뢰성 테스트 의 기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감소

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CNT를 함유하는 CNT-fil-

led SACA 합부의 합강도는 용융 LMPA의 속

학  결합  CNT의 보강 효과에 의해 확보된 높은 

기 합강도에 기인하여 신뢰성 테스트 과 후 모두

에서 CNT를 포함하지 않는 합시편의 기 합강도 

보다 향상된 기계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CNT-filled SACA 합부의 기계  신뢰성 특성 향상 

효과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 경로의 외부를 

(a)

(c)

(b)

(d)

Fig. 2 Morphologies of the conduction path between the 
QFP lead and the metallization of the PCB and 
fracture surfaces after 45° pull testing for (a), (b) 
SACAs with no CNTs and (c), (d) CNT-filled 
SACA

8

7

6

5

4

3

2

1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without CNT   
with0.03 wr% CNT   

Cycle

E
le

ct
ri

ca
l 
re

si
st

an
ce

, 
Ω

0

(a)

(b)

8

7

6

5

4

3

2

1

E
le

ct
ri

ca
l 
re

si
st

an
ce

, 
Ω

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hour

Fig. 3 Electrical resistance shift of CNT-filled SACAs as-
semblies with and without CNT during (a) TS and 
(b) HTHH test



임 병 승․이 정 일․김 종 민 

214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5, No. 3, 2017

18

감싸는 경화가 완료된 고분자 역 내부에 분포하는 

CNT의 가교역할에 의한 응력분산효과에 기인하는 것

으로 단된다.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합성된 고분자 복합소재 내부에서의 CNT의 양호한 

분산상태를 확보하기 해 CNT에 한 화학  표면 

기능화를 수행하 다. 산처리를 통해 표면에 카르복실

기 (-COOH)가 형성된 CNT는 극성기 (Polar group)

에 의한 반발력을 발생시켜 고분자 내부에서의 균일한 

분산상태를 확보하게 된다3). 뿐만 아니라, 산처리에 의

해 CNT의 표면  끝 단에 형성된 카르복실기 그룹은 

에스테르 결합 (Ester bond, -COO-)  수산기 (-OH) 

그룹 형성의 결과로 인해 에폭사이드 (Epoxide, C-C- 

O)의 개환 반응에 참여하며 공유결합을 형성한다4). 이

와 같이 형성된 고분자 체인과 CNT 간의 공유결합은 고

분자 복합소재  CNT 간의 응력분산에 요한 역할을 

한다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CNT-filled SACA에 

용된 CNT는 그것이 갖는 뛰어난 기계  물성  응

력분산 효과로 인하여 CNT-filled SACA의 기계  신

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3.2 합계면 미세구조

  CNT-filled SACA 합부의 기계  신뢰성 감소 원인

을 규명하기 하여 각각의 신뢰성 테스트에 따른 CNT- 

filled SACA 합부의 계면 미세구조 분석을 FE-SEM

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뢰성 테스

트 의 CNT-filled SACA 합계면에는 Cu와 Sn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scallop 형상의 Cu6Sn5 IMC가 형

성되었으며, IMC의 두께는 약 2㎛로 나타났다. 반면, 

TS 테스트 후의 IMC는 높은 온도의 신뢰성 테스트 환

경과 주기 인 온도 변화로 인한 계면 잔류응력 발생에 

기인한 계면 원자 간 확산  반응 증가로 인하여 기 

IMC 두께에 비하여 두껍고 평탄화된 형상으로 성장하

으며, Cu6Sn5와 Cu 계면에서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두 

번째 IMC 층인 Cu3Sn IMC가 형성되었다. HTHH 

테스트에서의 IMC 층의 변화는 등온 테스트 환경의 

향으로 인해 TS 테스트와 비교하여 체 IMC 층의 성

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 IMC와 비교하여 

IMC  Cu3Sn 층의 비 이 에 띄게 증가하 다. 

극단 인 IMC 층의 성장은 IMC의 높은 취성과 CTE, 

탄성계수, 계면 격자 크기 불일치 등의 요인들로 인하

여 합부의 기계  특성을 하시킨다. 한 IMC의 

성장에 따른 IMC 층의 평탄화는 합부의 단 하 에 

한 항력을 감소시켜 합부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

성 테스트 후의 CNT-filled SACA 합부의 합강도 

감소는 극단 인 IMC의 성장  평탄화에 기인하는 것

이라 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ACA 합부의 열-기계  장기신뢰성 

특성에 미치는 CNT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CNT

의 유무에 따른 두 종류의 CNT-filled SACA에 의해 

합된 QFP에 하여 신뢰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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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chanical pull strength shift of CNT-filled SACAs
assemblies with and without CNT before and after 
reliability tests

Fig. 5 Distribution of CNTs in the QFP joint using CNT- 
filled SACA with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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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CNT-filled SACA에 의해 

합된 합시편은 용융 LMPA에 의한 향 단자간의 

속학  합부 형성에 기인하여 CNT의 유무에 계없

이 체 신뢰성 테스트 동안 안정 인 기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록 합계면의 극단 인 IMC 성장  평

탄화로 인해 신뢰성 테스트 후 모든 CNT-filled SACA 

합시편에서 기계  강도가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었

으나, CNT가 0.03wt% 함유된 CNT-filled SACA는 

CNT의 보강 효과에 의해 확보된 높은 기 합강도

에 기인하여 신뢰성 테스트 과 후 모두에서 CNT를 

포함하지 않는 합시편의 기 합강도 보다 향상된 

기계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하

여 CNT-filled SACA 내부에 분산된 CNT는 그것이 

가지는 뛰어난 물리  특성으로 인해 CNT-filled 

SACA 합부의 신뢰성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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