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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패키징(electronic packaging)에서 표면처리(surface 

finish)는 인쇄회로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제조의 후반부 공정으로, 속단자에 확산 방지층, 산

화 방치층  젖음층을 형성하는 공정이며, PCB 표면

처리 층 에 솔더링 는 와이어 본딩 등의 합공정

이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처리 층의 특성은 솔더링 특성 

 패키지 장기 신뢰성 등에 큰 향을 미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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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ultilayer metallization, ENEPIG (electroless nickel electroless palladium immersion gold) with 0.1㎛
thin Ni(P) layer (thin-ENEPIG), was plated on a Cu PCB substrate for fine-pitch package applications. We 
evaluated interfacial reactions and mechanical reliability of a Sn-3.0Ag-0.5Cu (SAC305) solder alloy on a thin 
ENEPIG coated substrate during various reflow times. In the initial soldering reaction, (Au,Cu)Sn4 intermetallic
compound (IMC) formed at the SAC305/ENEPIG interface. After prolonged reflow reactions, the Pd and Ni
layers were consumed, and (Cu,Ni)6Sn5 IMC formed on the Cu layer. As the reflow time increased, the Cu and Ni 
contents in (Cu,Ni)6Sn5 IMC increased and decreased, respectively, due to the limited Ni layer in the ENEPIG 
plating layer. In the low-speed shear test, all fractures occurred in the bulk solder regardless of reflow times. In
the high-speed shear test, the fracture mode was changed from ductile to brittle with increasing reflow time,
due to the formation of the thick interfacial 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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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표면처리 방법으로는 Cu OSP(organic solder-

ability preservative), HASL(hot air solder lev-

eling), 침지 주석(immersion tin), 침지 은(immersion 

silver), ENIG(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EPIG(electroless nickel electroless palla-

dium immersion gold)가 있다3). 그 에서 Cu 기  

사용시, 일반 인 솔더합 과의 빠른 반응 특성으로 인

해 계면에 Cu6Sn5  Cu3Sn 등과 같은 Cu-Sn계 

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의 빠른 

생성으로 인한 기계  신뢰성 하 문제가 많이 보고되어 

왔다4,5). 이를 개선하기 하여 확산 방지층(diffusion 

barrier layer)의 역할을 하는 Ni 도  기술이 용되

었으며, 주로 무 해 도  기술인 ENIG  ENEPIG 

도  층이 리 사용되어져 왔다6-13). 솔더링 공정 

용에 있어서 Ni(P) 도  층은 솔더합 과 Cu 기  사

이에서 확산 방지층의 역할을 하며, Cu 층의 소모와 

두꺼운 Cu-Sn 속간화합물 층의 생성을 막아 다.  

최근에는 ENIG와 ENEPIG 표면처리가 우수한 젖음 

특성, 마스크가 필요없는 무 해 도 공정 특성  뛰

어난 확산 방지 특성 등으로 인해 미세 피치 립칩

(fine pitch flip chip) 공정 등의 UBM(under bump 

metallization) 재료로서 리 사용되어 왔다8-11). 

한, ENIG와 비교하여 ENEPIG 층은 Au와 Ni 층 사

이의 간 삽입 층인 Pd 층의 존재로 인해 Ni3Sn4와 

Ni3P 등의 계면 화합물 층의 생성  계면 Kirkendall 

void의 생성을 억제하며, 우수한 야 학   기계  

신뢰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8,11).

  하지만,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ENEPIG 표면처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단 이 최근 제기되었다. 첫째, 

기존 ENEPIG 표면처리는 Ni 두께가 약 3-7 ㎛ 정도

로 두껍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세피치 응

에 있어서 배선간 간격이 어듦에 따라 립칩 합 

시 인  솔더끼리 단락되는 솔더 리지(solder bridge)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으며, 배선간 간격이 어

듦에 따라 Cu 패드 사이에 trace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단 이 있다9). 둘째, ENEPIG층 내의 두꺼운 무 해 

Ni 층의 존재가 솔더 합부의 기 항(electrical 

impedance)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9,11). 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께 4.79 ㎛의 무 해 Ni층을 

가지는 일반 ENEPIG 층의 솔더 합부의 경우 기

항은 36.19 nΩ인 반면, 두께 0.31 ㎛의 무 해 Ni

층을 가지는 얇은 ENEPIG 층의 솔더 합부의 경우 

기 항은 2.72 nΩ으로 크게 어든다고 보고되었다
11). 비정질 Ni(P) 층의 기 비 항은 70-120 µΩ cm로, 

Cu (1.7 µΩ cm), Sn (11.5 µΩ cm), Ni (6.8 µΩ cm)

과 비교하여 훨씬 높다. 높은 속 항은 기 인 시그

을 퇴화시키며, 특히 RF(radio frequency) 필터와 듀

서(duplexer) 등과 같은 고주  부품(high-frequency 

component)에서 기 인 성능을 크게 하시킨다. 따

라서,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Ni 두께가 1 ㎛ 

미만으로 얇은 ENEPIG 표면처리에 한 요구가 두

되고 있다. 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ENEPIG는 수십 

㎛ pitch 이하의 미세피치에는 용하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얇은 ENEPIG는 미세피치 용성

이 우수하고, 솔더링 뿐만 아니라 wire bonding에도 

용 가능하며, 양호한 내열성  도  착성, 그리고 

낮은 공정 가격을 가지는 장 이 있다2). 이에 따라 향

후 30~50 ㎛ 이하 미세패턴의 립칩 공정 용을 

한 PCB  고주  부품이 실장되는 PCB에는 Ni 두

께가 어든 얇은 ENEPIG 표면처리의 용이 필요하

며 차 그 용 범 가 확 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얇은 ENEPIG 표면처리는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기술로 몇몇 선진 패키지 제조업체에서 

기술개발  양산 용 가능성을 테스트 인 상황으

로, 아직까지 다양한 신뢰성 측정 결과가 축 되지 못

한 실정이며, 필드 경험이 부족한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얇은 ENEPIG 특성에 한 기  

연구로서 미세피치 패키지 용을 한 얇은 ENEPIG 도

층의 계면반응  합부 기계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

다. 먼 , 가장 표 인 무연솔더 합 인 Sn-3.0Ag- 

0.5Cu (SAC305) 솔더합 에 한 얇은 ENEPIG 도

층의 솔더링 특성이 평가되었으며, 순차 인 솔더와

의 반응에 한 계면반응  합부 계면에 형성된 

속간화합물 상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한, 솔더볼 

합 후 속 단 시험  고속 단 시험의 수행을 통

하여 얇은 ENEPIG가 용된 솔더 합부의 기계  

신뢰성이 평가되었으며, 연성/취성 괴 분석을 통해 

얇은 ENEPIG 기 의 용가능성이 검토되었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얇은 ENEPIG 표면처리는 상용의 

표면처리 약품을 사용하여 도  공정이 수행 되었다. 

무 해 Ni의 경우, 82±1 ℃의 온도에서 1분, 무 해 Pd

의 경우, 50±1 ℃의 온도에서 10분, 그리고 침지 Au

의 경우, 78±1 ℃의 온도에서 15분 동안 도  공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두께는 Ni, Pd  Au가 각각 약 

0.1, 0.05, 그리고 0.05 ㎛ 다. Fig.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얇은 ENEPIG 도  패드의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도  공정 수행 후 도  층의 단면  두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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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focused ion beam(FIB) 링 공정이 수

행되었다. 리 로우(reflow) 반응 동안에 SAC305 솔

더와 얇은 ENEPIG 도  처리된 Cu 기 과의 계면 

반응을 찰하기 해서, 리 로우 시간 변화에 따른 

합공정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PCB 기 은 

solder mask defined(SMD) 타입의 flame retardant 

4(FR-4) PCB 다. PCB의 Cu 패드 직경은 300 ㎛ 

으며, 이 Cu 패드 상에 상기에서 언 한 두께의 얇

은 ENEPIG 도  공정이 수행되었다. 먼 , 스텐실 마

스크를 사용하여 SAC305 솔더 페이스트(Senju, M705- 

SHF type 5)가 PCB 패드 상에 린 되었으며, 그 

에 450 ㎛ 직경의 SAC305 BGA(ball grid array) 

솔더볼(Duksan Hi-Metal, Korea)이 올려졌다. 그 

다음 핫 이트(hot plate)를 이용하여 리 로우 공

정이 수행되었다. 리 로우 공정에 사용된 피크 온도는 

260 ℃ 으며, 각각 30, 60, 180, 300  시간 동안 리

로우 공정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 한 리 로

우 시간은 핫 이트 상에 시험편을 올려 놓은 후 유

지시킨 시간을 의미하며, 용융솔더의 융  (SAC305 

솔더의 경우 217 ℃) 이상에서의 유지시간을 의미하지

는 않음.) 얇은 ENEPIG 층 내의 Ni, Pd, Au 각각의 

층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짧은 리 로우 시간 별로 구

분하여 리 로우 공정을 수행하 다. 리 로우 공정 후

에는 샘 이 실온까지 냉각되었으며, 합시편의 단면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 , 일반 으로 수행되는 야 학

인 시편 비 과정인 연마  에칭 공정이 수행되었으

며,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FEI Inspect F)을 통해 합부의 단면을 찰하 다. 

한 EDX(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

석을 통해 합부 계면에 형성된 속간 화합물(interme- 

tallic compound, IMC)의 성분을 분석하 다. 한 

합부 계면 부근에서의 원소별 분포  화합물 형성을 

분석하기 해 EDX 맵핑(mapping) 분석이 수행되었다.

  상기에서 기술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BGA 

솔더 합부의 기계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속 

단 시험(low speed shear test)  고속 단 시험(high 

speed shear test)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속 단 

시험 장비  고속 단 시험 장비는 각각 Dage사 

4000  4000HS 장비 으며, 단높이는 50 ㎛로 

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속  고속 단 속도는 

각각 300 ㎛/s와 1 m/s 다. 총 20개 솔더볼에 한 

단 강도 시험이 각 조건 별로 수행되었으며 그 평균

값이 본 논문에 보고되었다. 솔더 합부 단 시험 수

행 후 면이 SEM과 EDX를 이용하여 세부 으로 분

석되었다. 

3. 실험 결과

  도  공정 수행 후 본 연구에 사용된 얇은 ENEPIG 

도  층의 단면을 찰하기 하여 FIB 링 공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Fig. 2에 보여졌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Cu 기 상에 Ni, Pd  Au가 균일하

게 도 층을 형성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두께는 

Ni, Pd  Au가 각각 약 100, 50, 그리고 50 nm 다.

  서로 다른 리 로우 반응 시간 동안 발생한 얇은 ENE- 

PIG 도  층과 SAC305 솔더와의 순차 인 계면반응

을 분석하기 하여, 리 로우 합 시험이 수행되었다. 

Fig. 3은 260 ℃에서 서로 다른 시간 동안 SAC305 솔더

Cu
Ni
Pd
Au

(a) normal ENEPIG Ni : 5~7 ㎛

Cu
Ni
Pd
Au

(b) thin ENEPIG Ni : ~ 0.1 ㎛

Fig. 1 Schematics of (a) normal ENEPIG and (b) thin 
ENEPIG surface finishes

Pt

Cu

Pt

Cu

Au (50 nm)

Pd (50 nm)

Ni (100 nm)

(a)

(b)

3 ㎛

500 nm

Fig. 2 FIB images of the thin ENEPIG plated Cu PCB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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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얇은 ENEPIG 표면 처리된 Cu BGA 기  사이의 

리 로우 반응 후의 단면 SEM 사진을 보여 다. 30 의 

리 로우 반응 후에는 SAC305 솔더와 ENEPIG 층과의 

반응으로 인해 계면에 (Cu,Ni)6Sn5 속간화합물 상

이 형성되었다 (Fig. 3(e)). 기 솔더링 반응 동안에, 

얇은 Au와 Pd 층은 액상의 솔더와 반응하여 솔더 내

부로 용해되었으며, 무 해 Ni 층  하지 Cu층과의 

반응으로 인해 계면에는 얇은 (Cu,Ni)6Sn5 속간화합물

이 생성되었다. 선행 문헌의 TEM (transmission elec-

tron microscopy)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 로우 반응 

후에도 이들 계면 속간화합물과 Cu 기  사이에는 

얇은 Cu3Sn 속간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하지만 생성된 Cu3Sn 층의 두께가 매우 얇고 

한 SEM의 분해능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분석이 어려웠다. 이 층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서는 추후 TEM 분석을 통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한, (Cu,Ni)6Sn5 속간화합물 층과 Cu 층 

사이의 계면 형상이 울퉁불퉁한 요철 형상을 나타내었

다. 만일, 기존에 사용되던 normal ENEPIG 도  층 

상에 SAC305 솔더가 합되었다면, 계면 속간화합

물 층 아래에 P-rich Ni 층의 생성  무 해 Ni 층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얇은 

ENEPIG 층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30 의 비교  짧

은 리 로우 반응 시간에서도 솔더와 하지 Cu 층과의 반

응으로 인해 (Cu,Ni)6Sn5 속간화합물이 생성되었다. 

이 속간화합물 층 내의 Cu 함량은 약 41.5 at.%, 

Ni 함량은 약 13.6 at.%, 그리고 Sn 함량은 약 44.9 at.%

다. 유사한 연구 결과가 이  논문에 보고되었다. Ho 

등은 서로 다른 두께의 ENEPIG 층과 SAC305 솔더를 

이용하여 235-245 ℃의 온도에서 20-40  동안의 계

면 반응에 해 연구하 으며, 리 로우 반응 동안 얇은 

ENEPIG 층이 모두 소모된 후 용융 SAC305 솔더와 

Cu와의 반응으로 (Cu,Ni)6Sn5 속간화합물이 계면에 

생성됨을 보고하 다11).

  솔더링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반 으로 계면

에 형성된 속간화합물 층의 두께는 증가하 다. 60  

동안의 리 로우 반응 후에는 침상 형태의 다소 많은 

수의 (Cu,Ni)6Sn5 속간화합물들이 계면에 생성되었

다 (Fig. 3(f)). 이 속간화합물 층 내의 Cu 함량은 

약 48.3 at.%, Ni 함량은 약 6 at.%, 그리고 Sn 함

량은 약 45.7 at.% 다. 180  동안의 리 로우 반응 

후에는 보다 두껍고 굵은 형태의 (Cu,Ni)6Sn5 속간

화합물들이 계면에 생성되었으며, 이 속간화합물 층

에서 분석된 Cu 함량은 약 48 at.%, Ni 함량은 약 

7.3 at.%, 그리고 Sn 함량은 약 44.7 at.% 다 (Fig. 

3(g)). 한 (Cu,Ni)6Sn5 속간화합물 층과 Cu 기

 사이에 Cu3Sn 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300  동

안의 리 로우 반응 후에는 약 5 ㎛ 두께의 층(layer) 

형태의 두꺼운 (Cu,Ni)6Sn5 속간화합물 층이 계면에 

생성되었다. 이 속간화합물 층에서 분석된 Cu 함량은 

약 51.1 at.%, Ni 함량은 약 3.9 at.%, 그리고 Sn 

함량은 약 45 at.% 다 (Fig. 3(h)). 본 연구에서 리

30s 60s 180s 300s

(a) (b) (c) (d)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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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u,Ni)6Sn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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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Cu,Ni)6Sn5

Cu3Sn Cu3Sn

(h)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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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 44.85 at.%

Cu : 48.29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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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 48.02 at.%
Ni :  7.29 at.%
Sn : 44.69 at.%

Cu : 51.08 at.%
Ni :  3.95 at.%
Sn : 44.97 at.%

Fig. 3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SAC305/thin ENEPIG plated Cu interfaces subjected to reflowing at 
260 ℃ for various times, and EDX analysis results of the interfacial (Cu,Ni)6Sn5 I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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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에 형성된 (Cu,Ni)6Sn5 

속간화합물들이 계면에서 spalling되어 많은 수의 

속간화합물들이 솔더 내부로 퍼져서 분포함을 확인하

다. 특히, Fig. 3의 (c)와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로우 시간이 180 와 300 로 증가하 을 때 상당 

수의 (Cu,Ni)6Sn5 속간화합물들이 솔더볼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리 로우 시간 증가에 따른 계면반응 결과에서 한가

지 흥미로운 결과는 계면에 형성된 속간화합물 층의 

조성이 리 로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

는 계면에 형성된 (Cu,Ni)6Sn5 속간화합물 조성의 

EDX 분석결과를 Fig. 3의 계면 SEM 사진 아래에 표

시하 으며, 한 이들 조성변화를 한 에 알아 보기 

쉽게 표 하기 해 Fig. 4에 막  그래 로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리 로우 시간 변

화에도 불구하고 Sn의 함량은 큰 변화 없이 약 44~ 

45 at.%를 유지하 다. 반면,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Cu 함량은 약 41 at.%에서 51 at.%로 증가

하 으며, 반 로 Ni 함량은 약 14 at.%에서 4 at.%

로 감소하 다. 이는 원래 ENEPIG 층 내에 도 된 

0.1 ㎛의 얇은 Ni 층의 존재 때문이다. 얇은 Ni 층은 

기 리 로우 반응 동안 Sn과 Cu와 반응하여 계면 

(Cu,Ni)6Sn5 속간화합물을 형성한다. 하지만, 제한

된 Ni 두께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소모되어 버리

고 리 로우 반응이 진행될수록 계면 (Cu,Ni)6Sn5 

속간화합물 내에서 Cu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

만, Cu와 Ni의 총량은 55~56 at.%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Cu와 Ni은 율고용체(complete solid 

solution)를 형성하며, 유사한 원자 사이즈  FCC(face 

centered cubic)의 같은 결정구조(crystal structure)

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따라서, 두 속 사이

에는 어떠한 화합물도 형성하지 않으며 마치 서로가 같

은 원소처럼 거동하는 경향이 있다.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0 의 리 로우 

반응 후에 SAC305 솔더와 ENEPIG 층과의 반응으로 

인해 계면에 (Cu,Ni)6Sn5 속간화합물 상이 형성되

었으며, ENEPIG 도  층이 모두 계면에서 사라진 결

과를 얻었다. 따라서, 보다 짧은 리 로우 반응시간에

서 ENEPIG 층의 거동을 조사하기 해 20  동안 리

로우 공정을 수행하 으며, 그 단면 SEM 사진  EDX 

mapping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0  동

안의 리 로우 공정 수행 결과, 체 계면에서 균일하게 

리 로우 합공정이 수행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계면

Ag Au

CuNiPd

Sn

<SEM image>

<EDX mapping of all elements>

Fig. 5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 and EDX element mapping results of SAC305/thin ENEPIG plated Cu interface 
reflowed at 260 ℃ for 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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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서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 합 구간이 존

재함을 확인하 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의 리 로우 반응 동안 계면에 얇은 화합물 층이 형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X mapping 분석 결

과, Ni과 Pd층은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며, Au, Cu 그리고 Sn으로 구성된 화합물이 계

면에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X 조성 분석 

결과, 이 속간화합물 층에서 분석된 Au 함량은 약 

12.8 at.%, Cu 함량은 약 12.2 at.%, 그리고 Sn 함

량은 약 75 at.%로 분석되었으며, 조성으로 미루어 보

아 이는 화학양론  화합물인 (Au,Cu)Sn4 속간화합

물임을 알 수 있었다. Ni과 Pd 층이 계면에 그 로 존

재하기 때문에 이 (Au,Cu)Sn4 화합물 내에 포함된 

Cu는 SAC305 솔더에서 계면반응 동안에 계면화합물

로 유입된 Cu로 생각된다. 보다 이해를 돕기 해, 

합부 계면에 포함된 체 원소에 한 EDX mapping 

결과를 SEM 사진과 함께 배치하 다.

  얇은 ENEPIG 도  처리된 패드상에서의 합강도

를 평가하기 해, 리 로우 공정을 통해 BGA 패키지 

상에 솔더볼을 형성한 후 단시험을 수행하 다. Fig. 

6은 50 ㎛의 단높이와 300 ㎛/s의 단 속도 하에

서 수행된 속 단시험 후의 합 강도 측정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강도는 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큰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단시험 후 면 

찰 결과, 리 로우 시간 변화에 계없이 괴는 모

두 솔더에서 발생한 연성 괴(ductile fracture) 거동

을 보 다 (Fig. 7). 

  제작된 BGA 패키지 상의 솔더볼에 한 고속 단 

신뢰성 평가를 해 50 ㎛의 단높이에서 1 m/s의 

단 속도 하에서 고속 단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

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80  리 로우 시간까지는 단강도 값이 조  

증가한 후, 300  리 로우 시간 후에는 격하게 

단강도 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일반 으로 단

시험에 있어서 고속 단시험은 빠른 단 속도에 기인

한 보다 많은 충격량으로 인해 솔더조인트의 반발력이 

높아 높은 단강도가 측정되는 동시에 계면 취성 괴

율 한 높게 측정된다고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합

부 취성 괴율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고 선별하고자 

할 경우 고속 단 시험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 본 실

험에서도 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 속간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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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acture surfaces of the SAC305 solder joints after low-speed shea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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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hear strength values measured with low-speed 
shearing after different reflo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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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층에서의 취성 괴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 단시험 후 면 찰 결과, 180  리 로우 시

간까지는 솔더에서 연성 괴가 발생하 으나, 300  

리 로우 시간 후에는 계면 속간화합물 층 에서 취성 

괴(brittle fracture)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Fig. 9). 

Fig. 10은 300  동안 리 로우된 합 시편의 고속 

단 시험 후 찰된 면 SEM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성 괴 부분에서 계면 (Cu,Ni)6Sn5 

 Cu3Sn 속간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하 다. 이로 미

루어 보아, 두껍게 형성된 계면 속간화합물의 존재로 

인해 고속 단시험에서 취성 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얇은 ENEPIG 도 층의 패키지 용

을 해서 SAC305 솔더합 과의 리 로우 반응 동안

에 순차 인 계면반응  BGA 솔더 합부 기계  신

뢰성 평가를 수행하 다. 보다 폭넓은 얇은 ENEPIG 

표면처리의 장 용을 해서는 기존 ENEPIG 도  

기 과의 신뢰성 비교, 장기간의 기 , 열 , 기계  

신뢰성 평가  최 의 얇은 ENEPIG 도  층 두께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얇은 ENEPIG 도  층과 SAC305 

솔더합 과의 솔더링 특성, 계면반응  BGA 솔더 

합부 기계  신뢰성 평가를 통한 얇은 ENEPIG 도

층의 패키지 용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먼 , 450 ㎛ 

직경의 SAC305 BGA 솔더볼과 얇은 ENEPIG 도  

층 사이의 순차 인 계면반응  합부 계면에 형성된 

속간화합물 상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BGA 패키지에 

솔더볼을 합한 후 속  고속 단 시험을 통한 

합부 기계  신뢰성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졌다. 

  1) 20  동안의 리 로우 공정 수행 결과, ENEPIG 

층 에서 Ni과 Pd층은 반응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

으며, Au, Cu, Sn으로 구성된 (Au,Cu)Sn4 화합물이 

계면에 형성되었다.

  2) 30~300 의 리 로우 반응 후에는 SAC305 솔더

와 ENEPIG 층과의 반응으로 인해 계면에 (Cu,Ni)6Sn5 

속간화합물 상이 형성되었다. 이 반응 동안, ENEPIG 

층의 얇은 Au와 Pd 층은 액상의 솔더와 반응하여 솔

더 내부로 용해되었으며, 무 해 Ni 층  하지 Cu층

과의 반응으로 인해 계면에는 (Cu,Ni)6Sn5 속간화

합물이 생성되었으며,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 화합물 층의 두게는 증가하 다.

  3)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에 형성된 (Cu, 

Ni)6Sn5 속간화합물 층의 조성이 변화하 다. 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Sn의 함량은 큰 변화 없이 

약 44~45 at.%를 유지하 으나, ENEPIG 층 내의 

제한된 Ni의 양 때문에 Cu 함량은 약 41 at.%에서 

51 at.%로 증가하 으며, 반 로 Ni 함량은 약 14 at.%

에서 4 at.%로 감소하 다. 

  4) SAC305 솔더볼 합부의 속 단시험의 경우, 

60s 180s 300s

solder

(a)

300 ㎛

solder

(b)

solder

(c)

IMC

Fig. 9  Fracture surfaces of the SAC305 solder joints after high-speed shea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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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acture surfaces of the SAC305/thin ENEPIG 
plated Cu solder joint after high-speed shear 
testing (reflow time: 3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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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강도의 큰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리 로우 시간 변화에 계없이 

괴는 모두 솔더에서 연성 괴가 발생하 다. 

  5) SAC305 솔더볼 합부의 고속 단시험의 경우, 

180  리 로우 시간까지는 솔더에서 연성 괴가 발

생하 으나, 300  리 로우 시간 후에는 계면에 형성

된 두꺼운 속간화합물 층으로 인한 취성 괴 가 발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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