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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 지에 한 요구가 증가

되면서 고출력/고효율 워모듈의 필요성이 극 화되고 

있다. 워모듈의 출력 향상을 해 기존 실리콘(silicon, 

Si) 디바이스 보다 에 지 밴드 갭이 넓은(wide band gap, 

WBG)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SiC) 디바

이스가 용되고 있으며,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효

율 워모듈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SiC 디바이스 

워모듈은 기존 Si 디바이스보다 정션 온도 (junction 

temperature, TJ)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패키지 내의 열

도율을 높이고, 열  스트 스에 한 항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1-4).

  워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장 직 으로 받는 열 

향부는 디바이스의 합부이므로 SiC 합부의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자  자동차 

장제품에 사용되는 패키지의 디바이스 합재료는 주

로 Sn계 솔더(solder)가 용 된다5-7). 하지만 SiC 디바

이스의 정션온도는 300 ℃ 이상까지 상승되기 때문에 

용융온도가 230 ℃ 내외인 주석(tin, Sn)계 솔더 재료

는 SiC 디바이스 모듈에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체 

합재료로 (gold, Au)계 고온 솔더나 은(silver, Ag) 

소결(sintering) 합방법이 용되고 있다. 기존 소결 

기술은 융  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 고상 결합하

는 기술이며, 재 상용화된 Ag 페이스트는 공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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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250 ℃ 내외로 Ag 융 보다 히 낮은 온도

에서 합할 수 있다. 한 SiC 디바이스의 구동온도인 

300 ℃ 이상에서도 재용융 되지 않기 때문에 SiC 디바

이스 워모듈용 칩 합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체 공

법  하나이다.

  모듈의 기 은 direct bonded copper(DBC), active 

metal brazing(AMB) 공법으로 주로 제조되며, 세라

믹의 양면에 구리(Cu) 박 (foil)이 합된 구조를 갖

는다. Table 1은 워모듈 기 으로 주로 사용되는 세라

믹 재질의 특성을 나타냈다. 세라믹 재질에 따라 모듈의 

기계 , 열  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채택도 매우 

요하다8-9).

  본 연구에서는 기계  강도 특성이 우수한 zirconia 

toughened alumina(ZTA) AMB 기 을 채택하 고, 

300 ℃ 이상의 구동온도에 용 가능한 Ag 소결 기술

을 용한 SiC 워모듈을 제작하여 Ag 소결 합부의 

열  스트 스에 한 내구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무가압 Ag 소결 합공정을 이용한 모듈 
제작

  무가압(pressureless) Ag 소결 합공정을 해 사

용된 기 은 ZTA 재질의 세라믹 양면에 Cu 층이 

이징 된 AMB 기 을 사용하 다. 기 의 표면처리는 Cu 

표면을 사용하기 해 organic solderability preser-

vative(OSP) 표면처리 된 기 을 사용하 다. 더미 칩

(dummy chip)은 실제 력변환모듈에 리 쓰이는 

Cree사의 실제 구동 칩(live chip)과 동일한 크기의 

4.04×6.44 mm, t=180 ㎛ 로 제작하 다. SiC 더미 

칩의 상면과 하면에는 각각 Al과 Ni/Ag로 박막 증착한 

후 합공정에 사용하 다. 

  Ag 소결 합에 사용된 Ag 페이스트는 교세라(CT- 

2700R7S, Kyocera Co., Ltd., 일본) 상용 제품을 사용하

다. 

  Ag 페이스트의 린  공정을 해 메탈 마스크(metal 

mask)를 SiC 더미 칩 크기에 맞게 각각 80, 120, 

150 ㎛ 두께로 제작하 다. 한 메탈마스크 두께에 따

른 Ag 합부의 보이드 분율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 다.

 무가압 소결 공정은 Fig. 1(a)과 같이 린  장비 

지그에 AMB 기 을 고정시킨 후 메탈 마스크의 치

를 맞추고, Ag 페이스트를 마스크에 도포 후 린  하

다. Ag 페이스트가 린 된 AMB 기 에 SiC 더

미 칩을 마운 (mounting) 한 후 무가압 소결 합공

정을 진행하 다. 소결 합공정은 Fig. 1(b)의 진공 

소결장비를 이용하여 진공 분 기 조성 후 질소(N2) 가

스를 지속 으로 주입하면서 Fig. 1(c)의 온도 로 일 

조건으로 진행하 다. 소결 공정은 최고 온도 250 ℃에

서 165 min 동안 진행하 다. Fig. 2는 Cu AMB 기

  더미 칩을 이용한 무가압 Ag 소결 합공정 후 

시편 사진이다.

2.2 소결 합부 열화 특성 분석

  무가압 Ag 소결 합 공정을 이용한 모듈의 열  스트

스에 한 내구성평가를 해 열사이클시험(thermal 

cycling test, TC)  고온방치시험(high temper-

ature storage test, HTS)을 진행하 다. 열사이클시

험은 ESPAC사의 TSA-11A 열충격시험기를 이용하

Characteristics Al2O3 AlN ZTA Si3N4

Thermal conductivity 
[W/mK]

24 180 28 90

Bending strength
[MPa]

450 450 700 650

Fracture toughness 3.8-4.2 3-3.4 4.5-5 6.5-7

Table 1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ceramic 
substra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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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a) silver paste printing process, (b) 
vacuum sintering machine and (c) sintering tem-
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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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0~150 ℃, 유지시간 10 min으로 500 cycles 동

안 진행하 다. 고온방치시험은 JEIO Tech사의 5F-22GW 

오 을 이용하 고, 200 ℃에서 500 h 방치한 후 칩 

합부의 열화특성을 측정하 다.

2.3 Ag 소결 합 특성 평가

  환경시험 후 소결 합부 특성 평가를 해 보이드 

분율  합강도를 측정하 다. 보이드 분율은 X-ray 

비 괴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칩 합면  비 보이드 

면  비율을 분율로 나타내었다. 합강도는 Dage사의 

Dage4000 장비를 이용하 고, 측정 조건은 단지그 

높이 30 ㎛, 시험 속도 167 ㎛/s로 측정하 다(Fig. 3). 

  환경시험 후 소결 합부의 미세조직 특성평가를 

해 단면분석을 진행하 다. AMB 기 /칩의 Ag 소결 합

부 단면 연마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을 진행하 다.

3. 실험 결과

3.1 메탈 마스크 두께에 따른 합부 보이드

  린  공정에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 두께에 한 보

이드 함량의 향을 분석하기 해 메탈 마스크 두께를 

각각 80, 120, 150 ㎛를 사용하여 린  한 후 소결 

ZTA AMB substrate

SiC dummy chip

ZTA AMB substrate

SiC dummy chip

Fig. 2 Optical micrograph of Cu AMB/SiC dummy chip 
module after silver sintering

ZTA substrate

167㎛/s

SiC chip

Height

30 ㎛

Tool

Sintered
joint

Fig. 3 Schematic diagram of chip/AMB shear strength 
test

(a) Metal mask thickness 80 ㎛ (b) Metal mask thickness 120 ㎛ (c) Metal mask thickness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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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result after silver sintering and (d) void content measurement 
                          results with mask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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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보이드 분율을 Fig. 4 와 같이 비교하 다. 그 

결과 마스크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이드 분율이 낮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Ag 페이스트 린   소결 공정 후 합부 보이드

에 한 X-ray 분석 사진을 Fig. 5에 나타냈다. 린

 공정  형성된 내부 보이드는 소결 후 보이드의 크

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린  공정  도

포된 Ag 페이스트의 두께 균일도가 불균일할 경우, 칩

과 Ag 페이스트 면에서 발생되는 공간으로 인해 

기포가 형성되며, 소결 이후에 지속 으로 잔존하게 되

어 보이드 함유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린  공정  발생되는 보이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보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았던 80 ㎛ 두

께의 메탈 마스크는 린  공정에 합하지 않은 것으

로 최종 단하 다.

3.2 환경시험 후 합부 특성변화

  Fig. 6은 무가압 Ag 소결 합 후 기 시편의 단면

분석 한 결과이며, AMB 기  에 SiC 더미 칩이 매

우 균일하게 합된 것을 확인하 다.

  Fig. 7은 환경시험 후의 학 미경  X-ray, 단

(a) Before sintering (b) After sintering

Ag paste

SiC chip

ZTA substrate

SiC chip

(c)

ZTA substrate

(d)

Ag paste

Fig. 5 Comparison of void content (a) before / (b) after 
sintering using by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Schematic diagram of printing result of (c) uni-
form and (d) irregular printed layers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Cu

ZTA (zirconia toughened alumina)

Cu

1.00mm

AMB substrate

Fig. 6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 of SiC device/ 
ZTA AMB substrate after pressureless silver sin-
tering

As-sintered After thermal cycle After high temperature storage

Optical 
micrographs

(a) (b) (c)

X-ray images

3.7 % 1.6 %

(d)

3.5 % 3.8 %

(e)

6.2 % 2.7 %

(f)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SiC dummy chip

Bare Cu AMB

Ag sintered joint

50.0um

SiC dummy chip

Bare Cu AMB

Ag sintered joint

50.0um

(g)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h)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i)

Fig. 7 (a-c) Optical micrographs, (d-f)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results and (g-i) cross-sectional SEM micro-
graphs of pressureless silver sintered joints before/after thermal cycling test and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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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EM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AMB 기

의 Cu 표면이 TC  HTS 후 시편 표면에서 각각 황

색  색을 띄며 산화되었고, HTS 시편에서는 열  

스트 스에 의해 더미 칩 상부의 증착된 Al 층이 박리

된 것을 확인하 다. 환경시험 후 각 시편의 보이드 

함유량은 변화가 없었다. 소결 합부의 Ag 소결 입자

(particle) 충진 정도를 비교해 보면, HTS 후 충진 정

도가 더욱 조 해졌고, TC 후에는 열  스트 스에 의

해 기 비 micro crack이 소결 합부에 형성된 것

이 찰되었다. 이러한 micro crack은 소결과정  

Ag 입자간 네트워킹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부 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강도시험 결과 Fig. 8과 같이 Ag 소결 합강도

는 27.7 MPa로 측정되었고, TC  후 19.7 MPa로 기

강도 비 약 0.7배로 감소하 다. 반면, HTS 후에는 

41.4 MPa로 기강도 비 약 1.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a)는 TC 후 합부의 SEM 단면

분석 결과이다. Ag 합부 끝부분에서 발생한 crack이 

Cu AMB/Ag 합계면을 따라 진 하여 균열을 유발

한 것이 찰되었다. 한, Fig. 9 (b)에서 HTS 후 

Cu AMB/Ag 합부의 상호확산 반응으로 인해 Cu-Ag 

alloy 층이 미세하게 형성된 것이 찰되었고, 이러한 

Cu-Ag alloy 층은 소결 합부의 합강도 향상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가압 Ag 소결 합 공정을 용하

여 SiC 디바이스와 ZTA AMB 기 을 이용한 워모

듈을 개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메탈 마스크 두께에 따른 보이드 분율을 비교분석

한 결과, 150 ㎛ 메탈 마스크를 용한 시편에서 보이

드 분율이 약 2.15 %로 가장 게 나타났다.

  2) 열사이클시험 후 Ag 소결 합부에서 발생된 crack은 

ZTA AMB와 소결된 Ag 계면을 따라 합부 내부로 진

되며 균열을 유발한 것이 찰되었고, 이로 인해 합

강도가 기 비 약 0.7배 수 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온방치시험 후 소결 합부의 합강도는 기

비 1.5배 증가하 다. 이것은 합계면의 Cu-Ag al-

loy 층 형성과 고온 분 기 하에서 Ag 입자간 소결이 

지속 으로 유발되어 소결부의 충진 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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