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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인 기자

동차의 개발과 사용이 늘어가면서 자동차의 자장비화 

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동을 해서 력

공   변환을 한 다양한 형태의 력변환모듈을 

용하고 있다1-2). 력변환모듈은 기자동차의 원공

  변환을 한 핵심부품으로 자동차의 안 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인 자제품에서 

요구되는 기 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기 으로 리된

다. 한, 력변환모듈의 실리콘 칩, 터미  등의 부품

들은 솔더와 와이어를 이용하여 기 으로 연결되어있

는데, 자동차의 구동환경은 열, 진동, 충격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이므로 력변환모듈의 합부는 장기간 사

용이 가능한 고내구, 고신뢰성의 특성이 요구된다3-10). 

장품은 치에 따라 다양한 온도범 에 노출되는데, 

실내 장품의 경우 -40~85℃, 엔진룸용 장품은 -40~ 

125℃의 온도에 노출된다. 한, 력변환모듈의 효율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해 기존에 사용해온 Si 소자 

기반 모듈에서 SiC 소자 기반 모듈로 개발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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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der band gap, higher thermal conductivity and larger critical electric field allow SiC devices to operate at 
higher temperatures, higher current density and higher blocking voltages than Si power devices. Therefore, 
the SiC base power module for electric vehicle can operate well over 400℃. The mechanical strength of 
ultrasonic bonded Cu terminal and AMB (Active metal brazing) substrate was evaluated with various bond-
ing load and bonding times. AMB substrate consisted of 300 ㎛ copper layer and 320 ㎛ Si3N4 substrate in 
thickness, respectively. Also bonding strength of the Cu terminal and AMB substrate was investigated with 
high temperature storage (HTS) test and thermal shock (TS) test. The shear test was conducted with 200 ㎛
of shear height and 200 ㎛/s of shear speed. The cross-sectional micrographs in Cu terminal and AMB sub-
strate consisted of unbonded zone and bonded zone. As a whole, fracture was induced at the interface be-
tween Cu terminal and AMB substrate. The highest shear strength was 41.5 MPa at 50 kgf of bonding load 
for 1.25 s in bon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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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Table 1과 같이 SiC 소자는 400℃ 이상의 온도

에서 안정 으로 구동가능하다11-14). 동작온도의 상승으

로 인해, 기존의 솔더로 합되었던 구리 (Copper, Cu) 

터미 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솔더의 용융과 열팽창으로 

피로 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인 고

상 합인 음 합공정은 속, 고분자 등과 같은 용

가재 없이 Cu 터미 과 active metal brazing (AMB) 

기 의 직  합이 가능하므로 낮은 열팽창 계수차를 

갖으며 계면에서의 반응층이 없고 상온에서 합이 수

내에 완성되는 친환경 인 합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 터미 을 AMB 기 극에 음 로 

합한 뒤, 최 하   최 합시간을 검토하고 단

시험으로 합강도를 평가하 다. 최 합조건에서 AMB 

기 에 Cu 터미 을 음 합한 후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Cu 터미 과 AMB 기 의 음  합공정

  Fig. 1은 음  합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에 사용된 AMB 기 은 Si3N4 기 에 양면에 

Cu 극이 구성되있다. Cu  Si3N4 기 의 두께는 

각각 300 ㎛, 320 ㎛이다. 터미 은 Cu 재질로 이루어

져있으며, 두께는 1 mm, 폭은 4 mm이며 음  합

면 은 4 × 4 mm2이다. Cu 터미 의 산화막은 10%의 

황산용액에서 약 1분간 에칭으로 제거하 다. 베이스 

이트와 AMB 기 은 Sn-3.0%Ag-0.5%Cu 무연

솔더를 사용하여 합되있다. 음 합은 30 kHz의 

주 수조건으로 0.75~1.25  동안 30~70 kgf의 

하 을 인가하여 총 9가지 조건으로 최 조건을 검토하

다. 단강도값은 각 조건당 5번의 실험값을 평균하

다. 

2.2 음  합부의 환경시험조건

  Fig. 2는 단시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단시

험기 (Nordson Dage Series 4000 multipurpose bond 

tester, Nordson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단높이 200 ㎛, 단속도는 200 ㎛/s로 진행하 다. 

음 합공정으로 Cu 터미 과 AMB 기 을 합한 

뒤, 고온방치시험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HTS)과 열충격시험 (Thermal shock test, TS)으로 

합부의 신뢰성을 검토하 다. 고온방치시험로 (OF-22GW, 

JEIO TECH, Korea)를 이용하여 JESD22-103D 규

격의 D 조건으로 200℃의 온도에서 1000 시간을 진

행하 다15). 열충격시험은 열충격장비 (TSA-70L-W, 

ESPEC, Japan)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50~ 

150℃의 온도조건 (ΔT = 200℃)에서 각각 10분간 유

지하 으며, 온도변화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1,100

회까지 진행하 다.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후 

단시험을 통하여 기시편과 단강도를 비교분석하

다.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후 합부의 단면과 

미세조직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3000H, Japan)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합부 단면의 미세조직 찰은 50%의 질산용

액으로 수 간 에칭한 뒤 실시하 다.

Electrical property Si 
SiC 
(4H)

SiC 
(6H)

Diamond

Band gap energy (ev) 1.12 3.28 2.96 5.5

Critical electrical field
(MV/cm)

0.29 2.5 3.2 20

Electron mobility
(cm2VS)

1200 800 370 2200

Hole mobility (cm2/VS) 490 ll5 90 1800

Thermal conductivity
(W/cmK)

1.5 3.8 3.8 20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

150 600 600 192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C Devices Versus Si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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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Copper

Ultrasonic horn
(Sonotrode)

Cu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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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bon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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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shear test for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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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음  변수에 따른 단강도

  Fig. 4는 음 합시간 (0.75 s, 1.0 s, 1.25 s), 

하 (30 kgf, 50 kgf, 70 kgf)에 따라서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1.0 s 이내의 합시간에서

는 합하 이 증가할수록 단강도값은 감소하 다. 

음  하 , 3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37.9 MPa에서 40.4 MPa로 단강도 값의 큰 

증가 없이 안정된 값으로 측정되었다. 음 합 하 , 

5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27.9 MPa, 38.0 MPa, 41.5 MPa로 단강도값이 

크게 증가하 다. 한, 70 kgf 하 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29.7 MPa, 31.6 MPa, 40.1 MPa

의 단강도값을 나타냈다. 앞서 설명했듯이 50 kgf와 

7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에 따라 단강도값이 크게 

증가하 다. 합시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30 kgf 

조건이 안정 인 값을 갖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나, 30 kgf

의 압력으로 AMB 기  에 Cu 터미 을 합시 

alignment 문제가 발생하 고, 70 kgf은 높은 하 으

로 AMB 기 에 손상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

구에서는 50 kgf 하 에서 가장 높은 단강도 값을 

갖는 1.25 s 조건을 최 조건으로 선정하여 환경신뢰

성 실험을 진행하 다.

 

3.2 환경시험 후 음 합 단강도

 Fig. 5는 200℃에서 1,000 시간을 고온방치한 후 Cu 

터미 과 AMB 기 의 단강도 그래 이다. 50 kgf, 

1.25 s의 최 조건으로 합한 기 단강도와 200℃

에서 1,000시간의 고온방치시험 후 단강도는 각각 

41.5 MPa와 39.2 MPa의 값을 나타냈다. 200℃에서 

1,000 시간의 고온방치시험 후 단강도가 평균 으로 

약 5.5% 감소하 다. Cu 터미 과 AMB 기 의 음

 합부는 200℃ 1,000 시간 고온방치시험에서 우

수한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부는 동종소재 합으로 Cu의 융 인 1,095℃와 

같기 때문에 융 비 낮은 온도인 200℃의 고온방치

시험에서 단강도값은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한, 

Fig. 6은 -50~150℃ 조건에서 1,100 cycles 열충격

시험 후 Cu 터미 과 AMB 기 의 단강도 값을 나

타내었다. 열충격시험 후 단강도는 39.2 MPa의 값

을 나타냈으며, 기 단강도 값 비 약 5.6%의 감소를 

나타냈다. 를 들어, Sn-Ag-Cu계 솔더는 -40~125℃ 

1,000 cycles 열충격시험후 약 20% 이상의 단강도가 

감소하는 보고16-17)와 비교했을 때,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부는 Cu간의 동종소재 합으로 인하여 열

팽창계수차가 으므로 열충격시험 후 솔더에 비해 우

수한 열 신뢰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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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profile of thermal shock tes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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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 after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a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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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 합부의 단면

  Fig. 7은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과 후의 단면

을 50%의 질산용액으로 에칭한 SEM 조직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계면에서는 기시편, HTS 그리고 TS 모두에서 합

역 (Bonded zone)과 비 합 역 (Unbonded zone)

이 혼재하여 찰되었다. 한, 합계면의 합 역 내

부는 비 합 역에 비하여 과에칭 (Over etching) 발

생하 는데, 타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음 합시 

합 역에서는 음 에 지의 향으로 결정립 미세화되

고 그에 따른 응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18-22). 

  Fig. 8은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 후의 AMB 

기 에서 발생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Fig. 7에서와 같이 합 역과 비 합

역의 혼합된 단면이 찰되었다. AMB 기  상의 

합 역에서 형 인 단 단조직이 찰되었다. Fig.  

9는 단의 진행경로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단시험시 

단은 비 합 역에서 발생하여 합 역으로 발 하

여 단이 발생하 다. 체 으로 볼 때, 합계면의 존

재하는 결함 (석출물, void 등)은 합강도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다. Fig. 8에서 찰되었듯이, 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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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void의 양과 크기가 합강도와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한 구체 인 연구는 향후 보

완연구를 통하여 밝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력변환모듈에 사용되는 Cu 

터미 과 AMB 기 을 음 합 후 합강도를 환경

시험과 같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합계면은 합 역과 비 합 역이 혼합된 조직

으로 찰되었다. 

  2) 30 kgf 하 에서는 반 으로 안정한 합강도

를 나타냈으나, 50 kgf와 70 kgf 하 에서 합강도는 

합시간에 따라서 증가하 고, 50 kgf 하 , 1.25 

의 합시간에서 41.5 MPa의 가장 높은 단강도값을 

나타냈다.

  3) Cu 터미 과 AMB 기 을 음 합한 합강

도는 환경시험 (고온방치시험, 열충격시험) 이후에도 10% 

이내의 안정된 합강도를 나타냈다.

  음  합을 이용한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은 HTS와 TS 후에도 합강도의 변화율이 낮아 높

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높은 구동온도를 갖는 

SiC 기반의 력변환모듈에 용가능한 친환경 이고 

높은 신뢰성을 갖는 합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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