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6 No.4(2018) pp83-88
https://doi.org/10.5781/JWJ.2018.36.4.10

83

1. 서    론    

  립칩은 실리콘 칩의 회로면이 기 과 마주보도록 실

장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 의 재질에 따라 CoG(chip- 

on-glass), CoF(chip-on-flim), CoB(chip-on-board) 

패키지로 구분된다1). 일반 인 C4 공법이 아닌 칩본딩 

공법으로 제조되는 CoB 패키지의 경우, PCB(printed 

circuit board)의 라인피치 제약으로 인해 용이 지연

되고 있다가 최근 ETS(embedded trac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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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conductive paste (NCP) formulation for chip-on-board (CoB) flip chip packages should contain a 
large amount of inorganic filler to achieve the low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cured joint 
and resultantly the reliability of overall packages. As the interconnection pitch decreases, the filler particle 
size should also be decreased because the particles trapped between bump and pad at the joint may deteri-
orate the joint reliability. In this study, effects of submicron-sized silica filler additions on the uncured and 
cured properties of NCP formulation and the void formation behavior at the flip chip joint were investigated.
Two kinds of spherical fused silica fillers having particle size of 1 ㎛ and 100 nm were used. The abrupt 
increase point of viscosity of NCP formulation was shorten in the finer silica addition due to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agglomeration and collision of particles. It resulted in the maximum filler content of 60 wt% 
and 30 wt% for 1 um and 100 nm silica, respectively. The addition of 100 nm silica showed lower effect 
on the CTE reduction and increased void formation at the flip chip joint compared to 1 ㎛ silica. It was 
considered that the defects at the interface between epoxy resin and silica filler originated from the surface 
contaminants, such as moisture and adsorbed gases, of silica particles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bad 
effects of the finer silica particles on CTE reduction and void form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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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법이 개발되면서 미세피치 구 이 가능해짐에 따

라 메모리모듈 제조에 CoB 립칩 공정의 용이 고려

되고 있다2).
  미세피치 립칩 속부는 기계  강도가 약하기 때

문에 패키지 신뢰성 확보를 해 착제로 보강이 필요

하다. 기존 C4 공법과 속피치가 큰 칩본딩 CoB 패

키지의 경우 속부 형성 후 언더필을 충진하여 경화시

키는 공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속피치가 미세해

지고 갭이 작아지면서 언더필의 침투가 어려워짐에 따

라 NCP(non-conductive paste)의 용이 필요한 상

황이다3-5).

  NCP는 칩본딩용 착소재의 하나로, 언더필과 같이 

속부를 보강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 에 선

도포된다는 과 실리콘칩을 가압한다는 에서 언더필

과 구분된다. NCP는 크게 속경화용 NCP와 후경화용 

NCP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경화용 NCP의 경우 칩본

딩 후 별도의 후경화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보이드 배

출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합부 보이드 발생 억제에는 

보다 효과 이다.

  CoF용 NCP의 경우 FPC(flexible printed circuit) 

기 이 유연하기 때문에 NCP의 경화 후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조 을 해 무기필러를 첨가

할 필요가 없었지만, CoB의 경우에는 단단한 PCB가 

사용되기 때문에 열응력 피로에 한 패키지 신뢰성을 

해서는 진보다 낮은 CTE를 갖는 무기필러를 다량 

첨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NCP의 CTE를 가능한 낮

출 필요가 있다.

  언더필의 경우 주성분인 에폭시 진의 경화 후 CTE

가 55 ppm/℃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해 CTE가 0.55 ppm/℃인 구상 용융실리카가 일반

으로 첨가된다. Lee 등의 연구에 의하면6,7) 평균입도 

3 ㎛인 구상 용융실리카 45 vol% 첨가 시 약 30 ppm/℃

까지 도달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NCP의 경우에도 

CTE 조 을 해 구상 용융실리카가 첨가되지만, 언더

필과 달리 NCP의 실리카 입자는 립칩 본딩 시 범  

사이에 트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 이하의 미

세 실리카가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피치 CoB 립칩 본딩용 NCP에 

있어서 CTE 감을 해 첨가되는 미세 구상 용융

실리카의 입도와 첨가량을 최 화하기 하여, 평균입

도 1 ㎛ 이하인 미세 실리카의 첨가가 NCP의 제조특

성  경화 후 물성과 립칩 본딩 후 보이드 발생거동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실험 방법

2.1 NCP 제조

  NCP 제조에 사용된 에폭시 진, 경화제, 매제, 커

링제, 필러의 종류와 주요 물성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에폭시 진은 일반 인 DGEBA(diglycydyl ether 

of bisphenol A)로, 평균 에폭시당량(EEW, epoxy equi- 

valent weight)이 187 g/mol인 국도화학사의 YD-128

을 사용하 다.

  경화제는 산무수물(anhydride)계로, 시그마알드리치

사의 MHHPA(methylhexahydrophtalic anhydride)

를 사용하 고, 매제는 이미다졸계로 Shikoku사의 

2E4MZ(2-ethyl-4-methyl imidazole)를 사용하 다. 

커 링제는 ShinEtsu사의 KBM-403 (3-glycidoxy- 

propyltrimethoxy silane)을 사용하 다.

  미세 실리카 필러는 평균입도가 1 ㎛와 100 nm인 

Tokuyama사의 실란 표면처리된 구상 용융실리카 제

품 2종을 구입 후 별도의 후처리 없이 사용하 다. 실

험에 사용된 구상 용융실리카의 SEM(scanning elec-

tron microscope)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1 ㎛ 실

리카의 경우 입도가 균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Ingredient Chemical type Abbreviation Mw (g/mol) Chemical structure Form

Resin Bisphenol A epoxy DGEBA 374 liquid

Hardener Hexahydro-4-
methylphthalic anhydride MHHPA 168 liquid

Catalyst 2-Ethyl-4-methyl 
imidazole 2E4MZ 110 solid powder

Coupling 
agent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Silane 236 liquid

Filler Fused silica Silica - 100㎚ & 1㎛ solid powder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epoxy adhesive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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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균일성은 입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혼합물

의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NCP의 제조는 에폭시 진 100 g에 하여 경화제 

90 phr(part per hundred resin), 매제 2 phr, 커

링제 0.1 phr를 첨가한 조성에 0~60 wt.%의 필러를 

첨가하고, 균일한 분산상태를 얻기 해 20,000 rpm 

호모지나이 를 사용하여 5분간 균질화를 수행한 다음 

화테크의 진공 공자  믹서를 사용하여 진공에서 400/ 

200 rpm으로 10분간 혼합  탈가스하여 제조하 다.

2.2 NCP 물성 평가

  NCP의 도포작업성에 향을 미치는 도와 칙소비

(thixotropic ratio)를 TA Instr㎚ents사의 AR-2000 

오미터와 2 mm plate type tool을 사용하여 상온

에서 측정하 다. 칙소비는 외력에 따른 착제 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0.5 rpm

과 5 rpm에서의 측정된 도의 비로 나타내었다.

  NCP의 열팽창계수는 NCP를 직경 7 mm의 팬에 

담아 160℃ 오 에서 1시간 동안 경화시킨 후 평평하

게 연마한 다음, TA Instruments사의 Q-400 TMA 

(thermomechanical analyser)를 사용하여, 온도범

 30~250 ℃, 승온속도 10 ℃/min의 조건으로 측

정을 진행하 다.

2.3 NCP 립칩 본딩공정

  미세 실리카 첨가에 따른 NCP의 열압착 립칩 본

딩 후 착 합부 상태를 조사하기 해, 두께 650 ㎛, 

면  4.4x4.4 mm 치수의 투명 라스 칩과 높이 40 ㎛

의 PSR(photo solder resist) 스페이서를 형성한 두

께 1.6 mm의 FR-4 기 을 사용하여 열압착 립칩 

본딩을 수행하 다.

  립칩 본딩은 Panasonic사의 FCB-3 립칩 본더

를 사용하여 Fig. 2에 나타낸 본딩 로 일에 따라 수

행하 다. 스테이지 온도 80 ℃, 본딩 툴온도 280 ℃, 

본딩 가압력 5 N의 조건에서 8  동안 본딩한 후 160 ℃ 

오 에서 1시간 동안 후경화를 수행하 다. 립칩 본

딩 합부의 보이드 분율은 직경 100 ㎛ 이상인 보이

드의 면 을 합산하여 계산하 다.

3. 결과  고찰

3.1 도  칙소비

  미세 실리카 필러의 입도  첨가량에 따른 NCP의 

도  칙소비 변화를 각각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NCP의 도는 필러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 는데, 보다 미세한 100 nm 실리카 필러의 경우 

도증가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 증가

가 실리카 표면  증가에 따른 진과의 마찰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3에서 NCP의 도는 실리카 첨가량 증가에 따

라 서서히 증가하다가 특정 시 부터 격히 증가하는 

(a) (b)

Fig. 1 SEM images of fine silica filler particles; (a) 1 ㎛ 
and (b) 100 nm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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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flip-chip bonding process using post cure type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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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실리카 첨가량이 과도해짐에 따

라 필러 간 응집  충돌이 발생하면서 도가 격히 

증가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8-10). 이러한 필러 입자

와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격한 도 증가로 인해 

100 nm 실리카의 경우 최  30 wt.%까지, 1 ㎛ 실

리카의 경우 최  60 wt.%까지 제조가 가능하 다.

  Fig. 4에 나타낸 실리카 첨가에 따른 칙소비를 보면, 

미세 실리카의 입도와 첨가량은 NCP의 칙소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러

간 상호작용  필러와 진간 계면의 상태가 착제의 

칙소거동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수 nm 입도의 흄드 실리카는 진의 

흐름을 물리 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착제의 칙

소성 조 제(thixotropic agent)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0nm 입도의 구형 실

리카는 비교  조 하기 때문에 칙소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3.2 열팽창계수

  미세 실리카의 입도  필러 함량에 따른 에폭시 경화

물의 열팽창계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00 nm

와 1 ㎛ 두 입도 모두 실리카 필러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화물의 열팽창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0 nm 실리카의 경우 최  첨가량인 30 wt.%에서 

44.18 ppm/℃의 열팽창계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1 ㎛ 실

리카의 경우 최  첨가량인 60 wt.%에서 27.7 ppm/℃

의 열팽창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 으로 기지상에 필러 첨가에 따른 열팽창계수 

감소는 필러 첨가량과 함께 기지상과 필러간 합계면

의 성질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Fig. 5에서 실리카 입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감

소효과를 비교해보면, 첨가량은 동일하지만 100 nm 

실리카를 첨가한 NCP가 1 ㎛ 실리카 첨가 NCP에 비

해 열팽창계수 감소효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리카 필러의 입도가 미세해질수록 열팽창계수 측모

델의 상값이 실제 측정값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Muler 등의 연구결과11)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피분률

은 동일하지만 100 nm와 1 ㎛ 실리카 첨가의 차이

인 진과 하는 표면 의 차이에 의한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NCP에서 실리카 표면과 에폭시 진 사이의 결합이 

이상 으로 견고하다면 경화물의 CTE 감소폭은 실리

카 입도  면 과 계없이 실리카 첨가량에만 비

례하는 거동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미세한 입도

에서 CTE 감소폭이 작았다는 실험결과는 실리카 표면

과 에폭시 진의 결합이 이상 으로 견고하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카 분말의 표면에는 수분 등이 흡착되어 있기 때

문에 에폭시 진 내에 하게 분산이 되었더라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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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TE of NCPs with the addition of fine silica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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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가 진에 의해 완 히 웨 되기는 실 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와 같이 웨 되지 못한 계면은 경화 

후 보이드 는 크랙과 같은 미결합 계면을 형성하게 

된다. Hatta 등의 연구에 의하면13) 진 내부에 형성

된 마이크로보이드는 온도에 따른 진의 팽창을 완충

하는 역할을 하여 CTE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실리카와 에폭시의 계면에 치한 보이드의 경

우에는 진 팽창에 한 무기필러의 구속력을 발휘하

지 못하게 함으로써 CTE 감소효과를 하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3.3 립칩 합부 보이드 거동

  미세 실리카 첨가에 따른 보이드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립칩 본딩공정 후 래스 칩 상단 학이미지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측정된 미세 실리카 

함량에 따른 보이드 분율의 변화를 Fig. 7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보이드 분율은 필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는데, 100 nm 실리카를 첨가한 

NCP의 경우 1 ㎛ 실리카 첨가 NCP에 비해 보이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NCP 립칩 본딩 후 찰되는 보이드의 원인으로는 

NCP가 칩과 기 의 표면을 웨 (wetting)하지 못하

여 기포가 트랩되어 형성된 보이드, 칩과 기 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수분에 의한 보이드, NCP 자체 내에 

함유된 수분, 가스 등에 의한 보이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NCP의 도는 본딩 시 착제의 유동  웨  거동에 

향을 미쳐 보이드 트랩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Fig. 3에서 100 nm 실리카 20 wt.%와 30 wt.%는 

각각 1 ㎛ 실리카의 40 wt.%와 50 wt.%와 동일한 

수 의 도를 갖는데, Fig. 7에서 보이드 발생량은 1 ㎛ 

실리카의 경우가 동일 도의 100 nm 실리카에 비해 

보이드 발생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CP의 

도 이외에 보이드 발생에 미치는 인자가 있음을 의미

한다.

  Fig. 6에서 실리카 입도  첨가량에 따른 보이드의 

발생 치와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첨가량이 은 경우

에는 PSR 스페이서 부근에서 주로 보이드가 발생한 반

면에 첨가량이 많은 경우에는 합부 앙부에서도 보

이드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앙부 발생 

보이드는 non-wetting에 의한 보이드는 아니며 칩  

기  표면에 흡착된 수분 는 NCP 자체에 함유된 수

분  가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칩  

기 의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 으므로 실리카 입도 

 첨가량에 따른 보이드 발생의 차이는 실리카 필러 

첨가로 인해 NCP 자체에 함유되게 된 수분  가스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미세피치 CoB 립칩 본딩을 한 NCP에 있어서 

미세 실리카 필러의 입도  첨가량 변화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된 NCP의 도는 실리카 첨가량 증가에 따

라 서서히 증가하다가 필러 간 응집  충돌이 심화되는 

특정 시 에 이르러 격히 증가하는 거동을 보 으며, 이

로 인해 1 ㎛ 실리카의 경우 최  60 wt.%까지, 100 nm

의 경우에는 최  30 wt.%까지 제조가 가능하 다.

  2) 100 nm 실리카 첨가는 1 ㎛ 실리카에 비해 CTE 

감소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도가 미세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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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1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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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oid formation of NCP flip-chip joints with the 
addition of fine silica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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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oid fraction of NCP flip-chip joints with the ad-
dition of fine silica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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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실리카와 진 계면에서의 보이드 는 크랙이 

증가하여 진 팽창에 한 실리카의 구속력을 발휘하

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3) 립칩 본딩 합부에서 100 nm 실리카 첨가는 

1 ㎛ 실리카에 비해 보이드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리카 입도가 미세할수록 표면 이 

증가하여 실리카 표면에 잔류하는 수분, 흡착가스 등 오

염물질의 향이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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