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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환경오염 규제와 에 지 효율화 정책 등으

로 친환경 자동차  태양 /풍력 발  등 친환경 발  

 력 송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 리드 자동차 (HEV), 기 자

동차 (EV)  수소연료 지 자동차 (FCEV)에 용되

는 력모듈 (Power module)은 일반 자제품보다 

사용 온도가 높고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 가혹

한 환경하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1). 한, 열 소

자 패키지  우주 항공용 자부품 등에 있어서 고온 

작동 자 분야에 한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고온에

서도 안정하게 작동하기 한 반도체 부품의 합 소재 

 합 공정기술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

러한 고온 응 합 모듈의 응용에 있어서 표 인 

반도체 모듈이 력을 변환하거나 고 력을 송하기 

해 사용되는 력 모듈이다. 이들 력 모듈은 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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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low-cost micro-sized Cu-sintering technology for high-power semiconductor 
packaging has been evaluated. A Cu paste with micro-sized Cu powders and a metal content of approx-
imately 76 % as a bonding material was fabricated. The sinter-bonding reactions and mechanical shear 
strengths of Cu-sintered joints were evaluated at different sinter bonding pressures and temperatures for 10 
min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The thickness of the Cu sintered joints decreased with increasing sinter-
ing pressure and temperature. Good interfacial uniformity and stable metallurgical microstructures were ob-
served in the Cu joints sintered at a sintering pressure of 10 MPa and a sintering temperature of 300 ℃. 
It was confirmed that a pressure and temperature assisted sintering process could create relatively dense 
sintered layers and good interfacial uniformity in the Si chip/Cu-sintered layer/DBC joints. The die shear 
strength of the Cu-sintered joints increased with increasing sintering pressure and temperature. Despite a 
short sinter-bonding duration of 10 min, relatively good metallic bonding and dense sintered microstructures 
created by a sintering pressure of 10 MPa resulted in shear strength of approximately 20 MPa of the Cu- 
sintered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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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Power semiconductor), 칩 합 재료 (Die-at-

tach material), 세라믹 기  혹은 리드 임 (Lead- 

frame), 인터커넥션 소재 (Interconnection materi-

al)와 몰딩  이스 소재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소형화와 함께 높은 구동 압  고 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1-3). 

이들 구성 요소 가운데, 구동  력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효과 으로 방출하며 모듈의 신뢰

성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부분이 칩 합 재료 

 공정이다. 재까지 력 모듈의 칩 합에는 High- 

Pb 솔더  Pb 성분이 없는 무연 솔더를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High-Pb 솔더합 은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으며, 한 무연 솔더 합 은 낮은 융   

신뢰성으로 인해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에는 한계가 있

다4-6). 한, 실리콘 카바이드 (SiC)  칼륨 나이트라

이드 (GaN)와 같은 와이드 밴드갭 (Wide Band Gap) 

반도체 소자는 구동 시 높은 구동 압 하에서 작동하

므로, 더욱 높은 고온 신뢰성이 요구된다7). 따라서,  

세계 으로 200~300℃ 이상의 온도에서 장기간 안정

으로 동작이 가능한 칩 합 기술을 개발하기 한 

많은 연구 개발이 수행 에 있다8-10). 이러한 력반

도체 모듈의 칩 합 소재로서 기존의 솔더 합 을 

체하기 한 가장 표 인 방법이 은 (Ag)  구리 

(Cu) 페이스트를 이용한 소결 (Sintering) 기술이다. 

은 소결 기술은 나노 혹은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이

용한 합방법으로, 우수한 고온 안정성, 열/ 기 도

도  장기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11-13). 하지만, 솔더 

합 에 비해 높은 가격이 장 용에 있어서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은 소결법의 단 을 극복하기 

한 안으로 최근에는 구리를 이용한 소결 합 방법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로서 구리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

한 페이스트를 제작한 후, 소결 공정 조건의 변화에 따

른 구리 소결 합부의 미세구조의 변화  합부 기

계  강도 변화를 찰하 으며, 그 상 계에 하여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리 분말을 소결 

합 소재로 사용하 다. 사용된 분말은 일본 미츠이 

(Mitsui) 속에서 제조한 약 0.5~1.5 ㎛ 입도 사이

즈의 분말로 Fig. 1(a)에 나타내었다. 구리 페이스트 

제조를 해 사용된 구리 속의 함량은 약 76 wt.%

으며, 덕산하이메탈 (DUKSAN Hi-Metal, Korea)

에서 제작한 구리 페이스트 용 바인더 (binder)를 

혼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를 Fig. 1(b)

에 나타내었다. 력반도체 소자 소결 합 공정을 해 

사용된 기 은 10 × 10 × 0.98 mm 크기의 DBC (direct 

bond copper) 세라믹 기 으로, Cu/96% Al2O3/Cu

가 층 합된 sandwich 구조의 기 이 사용되었다. 

세라믹 층과 구리 층의 두께는 각각 380 ㎛와 300 ㎛ 

으며, 구리 층 에는 약 0.3 ㎛의 은 (Ag)이 코

되었다. 50 ㎛ 두께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 마스크 

(Mask)를 이용하여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를 DBC 기

상에 스크린 린  (screen-printing)하 다. 이때 

사용된 마스크의 opening 사이즈는 3 × 3 mm 다. 

구리 페이스트가 린 된 DBC 기 이 진공오  안에

서 약 150 ℃ 온도에서 약 5분 동안 pre-drying되었다. 

순차 으로, 0.1 µm Ti\0.1 µm Al\1 µm Ni\0.2 µm 

Ag 층이 증착된 Si dummy chip (3 × 3 mm)이 린

된 구리 페이스트 층 에 올려졌다. 그 다음으로 구리 

소결 합 공정이 진공 가압 소결 장치 (SJCWD-100, 

SJ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소결 합 온도는 각각 250, 280, 300 ℃ 으며, 소

결 압력은 각각 1.5, 5, 10 MPa하에서 약 10분간 소

결 합 공정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결 

합 공정 순서의 모식도  구리 소결 공정 메커니즘 모

식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한, DBC 기 상에 

린 된 구리 페이스트  소결 합 공정 후 합 시편 

사진  모식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소결 합 공정이 완료된 시편에 있어서 합부에 생

성된 보이드 등의 결함을 측정하기 해서 X-ray 장비 

(XSCAN-H160-OCT, XAVIS, KOREA)를 이용하

여 비 괴 (non-destructive) 분석이 수행되었다. 다

양한 합 공정 변수에 따른 소결 합부 미세구조 변

화  합 계면을 분석하기 해 합 시편을 연마한 후,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nspect F, FEI, USA), EDX(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FIB (focused ion beam, NOVA- 

2㎛

(a)            (b)

Fig. 1 SEM images of (a) Cu powders and (b) fabricated 
Cu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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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EI, USA)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합

계면 층의 두께 측정은 이미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부 층의 체 면 을 먼  측정한 후 SEM 이미지의 

가로 길이로 나 어 평균 층의 두께를 측정하 다. 구

리 소결 합 시편의 기계  강도를 평가하기 해 

단 시험장비 (Dage4000, Nordson DAGE, UK)를 

사용하여 칩 단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

용된 단 시험 조건으로 단 속도는 167 ㎛/s, 단 

높이는 180 ㎛ 다. 합 강도를 측정하기 해 총 

10개의 소결 합 시편에 한 단 강도 시험이 수행

되었으며, 단 시험 후 단면이 분석되었다.

3. 실험 결과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의 소결 합 특성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합 공정에서 소결 합이 수행되었다. Fig. 

4는 다양한 소결 합 조건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의 비 괴 X-ray 분석 결과 이미지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합부 계면에 특이할 

만한 큰 합부 계면 박리 (delamination)나 보이드

는 찰되지 않았다. 이들 비 괴 분석 결과로부터, 구

리 소결 합부가 큰 결함 없이 양호한 합부를 형성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25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체 

 계면 SEM 사진을 보인 것으로, 단면 분석 결과에

Cu paste printing
& Pry-drying

Die-attachment

Sintering

Cu
Ceramic

Cu

Ag finished 
DBC

substrate

Cu powder

chipCu sintered
layer

(a) (b)

chip

Cu paste

Pores

Sintered Cu

Fig. 2  (a) Sample fabrication steps used in this study and (b) schematic of Cu sintering process 

chip

(a)                (b)

Fig. 3 OM images and their corresponding schematics of 
(a) Cu paste printed on DBC substrates and (b) Cu 
sintered samples 

250 ℃ 280 ℃ 300 ℃

1.5
MPa

(a) (b) (c)

5
MPa

(d) (e) (f)

10
MPa

(g) (h) (i)

3 mm

Fig. 4 X-ray images of Cu sintered joints under various 
sinte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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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모든 시편에서 큰 합부의 결함 없이 양호한 

합부를 형성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MPa에서 

10 MPa로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 두께가 

감소하 으며, 한, 구리 소결 합부의 치 도가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 공정 후, 합 압력에 

상 없이 Si chip  DBC 기  상에 존재하는 은 표

면처리 층과 구리 입자가 양호한 소결 합부를 구성함

을 확인하 다. 280  30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SEM 사진을 

Fig. 6과 7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의 250 ℃ 온도 

조건과 비교하 을 때, 공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

결 합부 두께는 차 감소하 으며, 단면 상에 보이

는 소결 반응에 의한 미세 보이드 한 감소하여 반

으로 소결 합부의 치 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

다. 본 연구에서는 10분 동안의 비교  짧은 소결 합 

공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구리 소결 합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합 조건 별 소결 합부의 두께를 측정하 으며, 그 결

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 두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처음 약 50 ㎛ 두께로 인

쇄된 구리 페이스트가 pre-drying  10 MPa 압력을 

이용한 소결 합 공정을 수행한 후, 250 ℃ 온도에서는 

(a) 1.5 MPa

(b) 5 MPa

(c) 10 MPa

30 ㎛2 mm

30 ㎛2 mm

30 ㎛2 mm

Si chip

Cu

Fig. 5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
sures at 250 ℃

(a) 1.5 MPa

(b) 5 MPa

(c) 10 MPa

30 ㎛2 mm

30 ㎛2 mm

30 ㎛2 mm

Si chip

Cu

Fig. 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
sures at 280 ℃

(a) 1.5 MPa

(b) 5 MPa

(c) 10 MPa

30 ㎛2 mm

30 ㎛2 mm

30 ㎛2 mm

Si chip

Cu

Fig. 7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sures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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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 280 ℃  300 ℃ 온도에서는 약 22~24 ㎛

의 두께를 가지는 합부를 형성함을 확인하 다. 

  구리 소결 합부 미세 구조의 보다 세 한 찰을 

해, FIB 단면 분석이 수행되었다. Fig. 9는 280 ℃ 온

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

부의 단면 FIB 이미지를 보여 다. 반 으로 구리 

소결 합부가 Si chip  DBC 기  사이에서 양호한 

속학 인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구리 소결 합부의 가운데 부분 (center)의 찰을 통해, 

구리 입자들끼리의  (contact)  확산 (diffusion)

이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비록 빈도수는 지만 Si chip

과 DBC 기  상의 은 표면처리 층과 구리 입자 사이

의   확산으로 인한 속간 결합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결합

도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들 은/구리 계면의 소결 

합 메커니즘과 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문헌에 따르면, 은과 구리 원자는 동일한 FCC 

(face-centered-cubic)의 결정 격자구조를 가지며, 이

들 이원 합 계 (binary system)는 두 원소간 어떠한 

안정한 화합물도 생성하지 않는 율 고용체 (complete 

solid solution)를 형성하며, 큰 원자간의 격자 뒤틀림 

(lattice distortion) 없이 서로의 원자를 상호 확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13,16). 이러한 결과로 은/구리 소결 

합은 두 원자의 상호확산으로 인한 양호한 소결 합

부를 형성할 수 있다. Fig. 10은 압력 증가에 따른 구

리 소결 합부 내의 미세 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 FIB 

이미지이다. 일정 온도에서 인가된 소결 압력의 증가가 

구리 입자들끼리의  수 (contact event)를 증가시

키며, 이러한 입자들의  증가로 인한 구리 원자의 

확산 빈도의 증가가 소결 합에 따른 보이드 수의 감소 

 보다 치 한 미세 구조 (dense microstructure)의 

형성을 야기하 다12,14). 

  Fig. 11은 30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

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의 단면 FIB 이미지를 보

여 다. 280 ℃의 온도 조건과 비교하 을 때, 300 ℃

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 입자 소결의 량이 증가

하 으며, 은/구리 사이의 소결 합도 개선됨을 단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00 ℃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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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Pa 압력 조건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의 경우, 구리 입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이 소결 공정을 

통해 치 화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 다 (Fig. 11(k)). 

이들 소결 합부에 있어서는 특히 구리 입자들 사이의 

  원자 확산을 통한 소결 반응의 결과로 형성되

는 소결 보이드 (sintering void)의 크기가 차 작아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보이드를 Fig. 11(k)에 

흰 색 화살표로 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구리 

소결 합부 생성  소결 메커니즘이 Fig. 2(b)의 모

식도와 잘 일치하 다. 한, DBC 기  상의 은 층과 

구리 입자 사이에도 이  조건과는 달리 보다 많은 

과 소결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l)). Fig. 12는 300 ℃의 온도에서 압력 증

가에 따른 구리 소결 합부 심부의 미세 조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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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FIB 이미지로, 본 찰을 통해 압력 증가에 따른 

소결 반응의 진행 정도를 비교  악할 수 있었다.

  구리 소결 합부의 기계  강도에 미치는 다양한 소

결 합 공정 변수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구리 소

결 합부의 칩 단 강도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

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부 단 강도는 증가하

다. 합 압력에 있어서는 1.5와 5 MPa의 합 압

력에 비해 10 MPa의 합 압력에서 높은 단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10 MPa의 합 압력의 경우, 250 ℃

에서는 약 15 MPa의 단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온도가 

3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단 강도가 약 20 MPa까

지 증가하 다. 250 ℃에서 300 ℃까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1.5, 5, 10 MPa의 합 조건에서 소결 합

된 합부의 단 강도가 각각 38.5, 33.2, 34.1 %

씩 증가하 다. 이러한 소결 합 온도  압력 증가에 

따른 합 강도 증가의 결과는 상기에서 언 한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찰된 소결도 증

가에 따른 속층과 구리와의 속 합, 합부 두께 

감소, 보이드 감소  소결 합부 치 화 증가의 경향

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칩 단 강도 변화에 한 

원인을 조사하기 해 단 시험 후 단면을 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5 MPa의 

합 압력의 경우, 단 시험 후 단이 주로 DBC 기  계

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소결된 구리가 찰되었다. 반면, 합 압력이 10 MPa로 

증가할 경우, 250 ℃에서는 면에서 찰되는 소결된 

구리의 면 이 증가하 으며, 온도가 280 ℃  300 ℃

로 증가할 경우 DBC 계면  Si chip의 일부가 괴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 chip/구리 소결층/DBC 합부의 

경우 낮은 합 압력  온도에서는 주로 DBC 합 계

면에서 괴가 일어나며, 높은 합 압력  온도에서

는 Si chip 계면  내부에서 괴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 

  한, 우리는 이 에 약 40 nm 입자 크기의 구리 분

말을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구리 소결 합 공

정  기계  강도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문헌

에 발표하 다14). 그 결과로 300℃ 합 온도, 10 MPa 

합 압력  10분 합 시간의 경우, 약 40 MPa의 

합 강도를 얻었다. 그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낮은 합 강도의 원인은 구리 소

결 분말과 Si chip  DBC 기 과의 합 면 의 감

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즉, 40 nm의 미분의 구

리 입자를 사용하 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면 에서 chip

과 DBC 기 이 구리 소결 입자와 하여 소결 합

이 진행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 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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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사이즈의 구리 분말의 경우, 상 으로 보다 

은 면 에서 chip과 DBC 기 이 구리 소결 입자와 

하여 소결 합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보다 낮은 칩 

단 강도 값이 얻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구리 소결 

합의 경우, 향후 고 력 반도체 모듈, 우주/ 항공 자 

모듈, 열 소자 합 모듈, 고방열 LED 모듈 등에 그 

활용이 폭발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비

용 고온 응 합 소재로서의 장 으로 인해 그 채택

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로서 고온 응 합 소재 용을 해 다양한 

소결 조건에 따른 구리 소결 합부의 야 학  특성 

평가  합부 기계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 다. 구

리 소결 합 시 구리 입자  합부의 산화거동  

산화물 존재 여부와 산화물 생성에 따른 력변환모듈

의 신뢰성에 한 연구가 재 수행 이다. 본 연구진

은 재 구리 소결 합부로 형성된 력모듈을 제작하

여 열충격  항온항습 신뢰성 시험을 수행 이며, 신

뢰성 시험에 따른 력반도체의 온 항을 측정하여 

항 변화를 찰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범 한 구리 

소결 합의 용을 해서는 보다 낮은 온도  압력

에서의 소결 합과 한 분 기의 합 공정, 다양

한 신뢰성 평가 등에 한 최 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동작하는 고 력 반도체 모

듈의 합을 해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한 구리 페이스

트를 제작하 으며, Si chip과 세라믹 DBC 기 을 이

용하여 다양한 소결 합 공정 (압력  온도) 조건하

에서 합을 수행한 후, 소결 합부 미세 구조의 변화 

 기계  강도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이 얻어졌다. 

  1) 구리 소결 합부의 비 괴 X-ray 분석 결과, 소

결 합부 계면에 특이할 만한 큰 합부 계면 박리나 

보이드는 찰되지 않았으며 양호한 구리 소결 합부

가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합부 두께는 감소하 으며, 소결 

반응에 의한 미세 보이드 한 감소하여 반 으로 소

결 합부의 치 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2) 소결 압력의 증가가 구리 입자들끼리의 을 증

가시키며, 이러한 입자들의  증가로 인한 구리 원

자의 확산 증가가 소결 합에 따른 보이드 수의 감소 

 보다 치 한 미세 구조의 형성을 야기하 다.

  3) 단 시험을 통한 기계  강도 측정 결과,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 강도가 증가하

으며, 낮은 합 압력  온도에서는 주로 DBC 합 

계면에서 괴가 일어나며, 높은 합 압력  온도에

서는 Si chip 계면  내부에서 괴가 일어남을 확인

하 다.

  4) 향후, 보다 범 한 구리 소결 합의 용을 

해서는 보다 낮은 온도  압력에서의 소결 합과 

한 분 기의 선택  다양한 신뢰성 평가 등에 한 

최 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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