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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넓은 에 지 밴드 갭을 가지는 SiC 혹은 GaN

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SiC, GaN 반

도체 부품들은 높은 열 도도와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

이 큰 특징이며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작동 온도를 요구하는 자부품에 주로 사용된다1). 따

라서 고온에서의 안정성 요구는 칩과 기 을 연결하는 

합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용화되고 있는 무연 고온 

솔더 합부의 재융  온도는 250 ℃ 미만이므로2,3) 

사용 환경에 따라 최  600 ℃의 재융  온도를 요구

하는 워반도체의 합재료로 합하지 않다4).

  천이액상 합(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LPB)은 기존의 무연 솔더를 이용해 높은 재융  온

도를 갖는 속간 화합물로 구성된 합부를 얻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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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LPB) is one of the promising processes for interconnecting power 
semiconductors, which are usually used at high temperature. However, the TLPB process parameter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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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arious bonding temperatures and times. Sandwich structures made of Cu/Sn/Cu, Ag/Sn/A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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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was analyzed with scanning emission microscopy equipped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hen 
dissimilar metalized Cu/Sn/Ag and Ni/Sn/Ag sandwich structures processed at 280 ℃ for 1, 2, and 3 h. The 
fracture surface of Cu/Sn/Ag consisted of Ag3Sn with shear bands, and the shear strength was 30 MPa on average.
The fracture surface of Ni/Sn/Ag consisted of Ni3Sn4 and Ag3Sn with shear bands, and the shear strength 
was 31 MPa on average. The minimum bonding time for reliable interconnection was 1 and 2 h for Cu/ 
Sn/Ag and Ni/Sn/A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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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TLPB의 재융  온도는 칩 혹은 기 에 증착된 

metalization의 종류와 솔더로 사용되는 interlayer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속간 화합물의 융 에 의존한

다. 를 들면, Ni3Sn4, Ag3Sn, Cu6Sn5, Cu3Sn의 융

은 각각 800, 480, 415, 676 ℃ 이다. Cu, Ni, Ag 

등의 metalization과 표  무연 솔더인 Sn으로 구

성된 속간 화합물 합부는 기존의 무연 솔더로 이루

어진 합부의 융 보다 높으므로 워반도체 환경에 

합하다. 

  TLPB의 요성은 두되고 있으나 압력, 온도와 시

간에 따른 TLPB 특성과 이종 metalization에 따른 

합부의 분석  특성평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을 interlayer, Cu, Ni, 

Ag를 metalization으로 하여 온도와 합 시간에 따

른 동종 합부의 특성과 이종 metalization TLPB 

합부의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최 의 TLPB 

공정 조건과 합부의 용 가능성에 해 논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metalization /Sn interlayer/ metal-

ization 샌드 치 구조를 TLPB 실험에 이용하 고, 

Fig. 1은 합부의 구조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Metalization

으로는 5 mm (L) × 5 mm (W) × 1 mm (T) 크기

의 Cu-(순도 99.99%), Ni-(순도 99%), Ag-(순도 

99.95%) 시트를 사용하 다. Sn interlayer (순도 

99.8%)는 5 mm (L) × 5 mm (W) × 50 ㎛ (T) 크

기의 thin foil을 사용하 다. 합 시 합계면이 충분히 

할 수 있게 100 g 분동을 사용하여 약 0.04 MPa의 

압력을 가하 다. Metalization으로 사용된 재료들은 

1200 grit 까지 SiC paper로 연마 후 3 ㎛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하 다. Sn interlayer

는 표면 활성화를 해 염산 9 vol%와 질산 4 vol%

를 혼합한 에탄올 수용액에 산세처리를 진행하 다. 

비된 metalization 시트와 interlayer를 Fig. 1 과 같

이 층 후 진공분 기(10╶1 -torr)에서 합 온도 250, 

280 ℃ 그리고 각각 1, 2, 3시간 동안 합하 다. 

  합면 찰을 해 TLPB 시편은 구리 진에 마운

 후 1 ㎛ 까지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찰하 다. 합부의 

기공률 분석은 Image analysis (Image Pro-Plus)를 

이용하 다. 합면의 기계  성질은 Fig. 2와 같이 lap- 

shear test로 측정하 고, strain rate는 0.3 mm/min

로 수행하 다. Lap shear test시 TLPB의 두께가 다

른 을 감안하여 볼트 체결을 통해 지그 내 시편의 

치를 조 하여 lap shear test 부분의 두께를 일정하

게 하 다. 시편을 지그 안에 고정시키기 해 최소한

의 볼트 체결을 하여 시편을 고정하 다 (Fig. 2). Lap- 

shear test 후 단 면은 SEM으로 찰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동종 metalization TLPB 

  Fig. 3은 Cu/Sn/Cu의 합 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250 ℃ 1시간 조건에서 생

성된 상은Cu-Sn 상태도에서와 같이 Cu6Sn5와 Cu3Sn

이 형성되었다(Fig. 3a). TLPB 시 Cu와 Sn의 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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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andwich structure for TL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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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p-shear test of TLPB specimens (left) and sche-
matic diagra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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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 section images of Cu/Sn/Cu TLPB at vari-
ous temperatures: (a) 250 ℃ and (b)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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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 으로 Cu6Sn5이 형성된다. 이 후 Cu의 dis-

solution이 증가함에 따라 Cu와 Cu6Sn5의 계면에서 

Cu3Sn이 형성된다. 합 온도를 280 ℃로 증가한 경

우에도 Cu-Sn 속간 화합물이 형성된다(Fig. 3b). 

하지만 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의 기공이 

하게 감소하 으며, 3시간에서는 합부가 완 히 

Cu3Sn 단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Sn내에서 Cu의 확산계수가 증가하므로 속간 화

합물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합층의 두

께는 Fig. 3b가 Fig. 3a보다 평균 으로 5 ㎛ 두꺼웠

다. 두꺼운 합부는 작동환경에서 칩과 기 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구배를 감소시킨다5). 

따라서 Cu/Sn/Cu TLPB 최  온도 조건은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 기공률 감소, 합 두께가 증가하는 

280 ℃임을 확인하 다.

  Fig. 4는 Ag/Sn/Ag의 합 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Ag-Sn 상태도를 따라 met-

alization으로 사용된 Ag가 액상의 Sn에 dissolution

이 되면서 Ag와 Sn의 계면에서 Ag3Sn이 생성 되었다. 

지난 연구에서 Ag3Sn의 형상은 주로 scallop type으로 

형성되어, Ag3Sn 만나는 합부 간 계면에서 voids

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 다6). 이러한 경향은 Fig. 4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합 조건이 250 ℃ 1

시간일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공 분율은 250 ℃ 

합온도에서 합시간이 1-3시간으로 증가하면서 8%, 

2%, 0.7%로 감소하 고, 280 ℃ 합온도에서 기공 

분율은 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7%, 0.3%, 0.3%

로 감소하 다. 합부의 두께는 평균 으로 280 ℃ 

합온도의 경우 10 ㎛ 작았다. 따라서 Ag/Sn/Ag TLPB 

최  온도 조건은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과 기공률

이 감소하는 280 ℃ 이다.

  Fig. 5는 Ni/Sn/Ni TLPB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

낸다. Ni/Sn/Ni에서 형성되는 속간 화합물은 Ni- 

Sn 상태도에 따라 Ni3Sn4가 형성된다. Ni3Sn4의 속

간 화합물은 Fig. 5에서와 같이 계면에서 성장하는 nee-

dle-like 형상의 IMC와 이로부터 떨어져 나온 Ni3Sn4 

island의 형태로 찰 다. Ni/Sn/Ni TLPB에서는 

특징 으로 metalization에서 약 1 ㎛ 떨어진 Ni3Sn4

층에서 void가 발견되었고, voids는 계면에서 자라는 

Ni3Sn4와 합부의 앙에서 자라는 detached Ni3Sn4 

island가 만나는 지 에서평행하게 나열되는 defect 

planes가 나타났다7). 그리고 다른 metalization과는 다

르게 Ni/Sn/Ni TLPB 합부의 앙에는 void가 

찰되지 않았으며 350 ℃ 이상의 합 온도에서 찰됨

이 알려져 있다7). Ni/Sn/Ni TLPB에서는 Fig. 5a와 

5b의 1시간 합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하지 않

은 Sn이 interlayer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Ni의 융 이 높고 한 확산 계수가 낮으므로 다른 

metalization에 비해 같은 공정 조건에서도 합부가 

체 으로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250 ℃ 합 온도에서는 3시간 합 시간에도 반

응하지 않은 Sn이 존재하므로, Ni/Sn/Ni의 최  합 

온도는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과 기공률이 감소하

는 280 ℃이다.

  Ag, Cu, Ni를 metalization으로 이용한 Sn sand-

wich structure TLPB에서 최  온도조건이 280 ℃

임을 알아냈다. 동종 metalization의 최  온도조건을 

이용해 Cu/Sn/Ag와 Ni/Sn/Ag 이종 metalization 

TLPB 합을 수행하 다.

3.2 이종 metalization TLPB

  Fig. 6은 Cu/Sn/Ag와 Ni/Sn/Ag의 280 ℃에서 

TLPB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동종 합에서 최

 조건을 선정한 결과로서 Figs. 6a와 6b에서 잔류하

는 Sn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6a의 Cu metal-

ization 계면에서는 Cu-Sn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었

고, Ag metalization 계면에서는 Ag-Sn 속간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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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 section images of Ni/Sn/Ni TLPB at vari-
ous temperautres: (a) 250 ℃ and (b)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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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 section images of Ag/Sn/Ag TLPB at vari-
ous temperatures: (a) 250 ℃ and (b)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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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형성되었다. 두 종류의 속간 화합물이 핵생성 

후 성장하면서 계면에서 만나게 되고 모두 scallop 형

상의 속간 화합물이므로 Fig. 6a의 3시간 합 사진

처럼 Cu6Sn5와 Ag3Sn의 계면에서 void가 형성될 수 

있다. Cu-Sn 속간 화합물과 Ag-Sn 속간 화합물

의 두께는 Cu-Sn 속간 화합물이 평균 으로 0.5 ㎛ 

두꺼웠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Cu의 Sn 내에서 

Cu의 D0 (D0(Cu in Sn)=1.8 × 10-8 m2s-1)와 Ag의 

D0 (D0(Ag in Sn)=2.60 × 10-8 m2s-1)가 유사하며 한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Q(Cu in Sn)=Q(Ag in Sn)= 

4200 cal/mole)도 같기 때문이다8). Fig. 6b에서는 

Ni metalization 계면에서 Ni가 Sn내로 dissolution

되면서 Ni3Sn4가 형성되고 Ag metalization 계면에서

는 Ag3Sn이 형성된다. Ni/Sn/Ag에서는 Ni3Sn4의 두

께가 Ag3Sn의 두께보다 작았다. 이는 Ag의 확산계수

(D0(Ag in Sn)=2.60 × 10-8 m2s-1)와 Ni의 확산계수

(D0(Ni in Sn)=2.30 × 10-8 m2s-1)가 유사하지만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는 Ni(Q(Ni in Sn)=4530 cal/mole)

가 Ag보다 크기 때문이다8). 이에 한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 다. Ni/Sn/Ni 합과 마찬가지로 Ni met-

alization 부근에서 평행하게 정렬된 defect planes이 

나타났다.

3.3 Lap-shear test

  Cu/Sn/Ag 와 Ni/Sn/Ag를 280 ℃에서 1, 2, 3시

간 합한 시편을 lap-shear test를 수행하 고, Table 

2에 측정한 lap-shear test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6과 같이 합부의 두께는 각 조건마다 상이하지만 ul-

timate shear strength에는 무 함이 알려져 있다9). 

단 강도는 평균 30 MPa로 기존의 솔더를 이용한 

합부보다 높은 강도값을 나타냈다10). 보통 TLPB 이후 

작동 환경에서의 aging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aging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단강도가 약간 상승하게 된다11). 

이는 TLPB의 합부가 고온 환경에서 균질화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균질화 과정을 거치게 되

면 합부는 궁극 으로 metalization으로 이루어진 고

용체가 된다12).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시간은 단순 

합 공정에 소요된 시간으로서 aging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 시간에 따라 

단강도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 다. 

단강도의 감소는 합 시 생성되는 기공의 향이 지배

이므로 최 의 단강도를 갖는 합 시간이 최 의 

공정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2에 의하면 

280 ℃에서 TLPB 최소 요구 합 시간은 Cu/ Sn/ 

Ag은 1시간이고 Ni/Sn/Ag은 2시간이라고 단할 수 

있다.

  Fig. 7 은 lap-shear test 후 단면을 나타낸다. Fig. 

7a와 같이 Cu/Sn/Ag TLPB 합부의 단은 Ag3Sn 

속간 화합물 층 내에서 발생하 다. Fig. 7a의 Area 

1은 Ag3Sn과 Cu6Sn5 사이에 기공이 존재했음을 의미

하며 Area 2은 Ag3Sn 층내에서 단이 발생하 으며 

응력 방향으로의 shear band를 나타낸다. Fig. 7b는 

Ni/Sn/Ag TLPB 합부 단면을 나타낸다. 단은 

Ni3Sn4와 Ag3Sn의 경계면에서 발생하 다. Fig. 7b

의 Area 3은 Ni3Sn4를 나타내고 취성이 강하므로13) shear 

band를 찰 할 수 없었지만 Area 4는 상 으로 연

한 Ag3Sn이며 shear band를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Cu/Sn/Ag의 경우 Cu6Sn5보다 상 으로 연한 Ag3Sn 

층에서 단이 발생하 고14) 이로 인해 취성이 강한 

Ni3Sn4와 연질인 Ag3Sn이 공존하는 단면을 가진 

Ni/Sn/Ag 합부보다 단 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Ag

Ag Void

Void

Ag3Sn

Ag3Sn

Cu6Sn5Cu3Sn

Cu
(a)

(b) Ni

Ni3Sn4
Defect planes

1h 2h 3h

1h 2h 3h

20 ㎛ 20 ㎛ 20 ㎛

20 ㎛ 20 ㎛ 20 ㎛

Fig. 6  TLPB images produced at 280 ℃ for dissimilar 
metalizations: (a) Cu/Sn/Ag and (b) Ni/Sn/Ag 

Element D0(m
2/sec) Q(cal/mole)

Ag 2.6 × 10-8 4200

Cu 1.8 × 10-8 4200

Ni 2.3 × 10-8 4530

Table 1 Values of D0 and Q for the diffusion of silver, 
copper, and nickel in tin8)  

Metalization

1 h 2 h 3 h

Strength
(MPa)

Std.
(MPa)

Strength
(MPa)

Std.
(MPa)

Strength
(MPa)

Std.
(MPa)

Cu/Sn/Ag 31 2.1 28 1.4 30 1.4

Ni/Sn/Ag 28 3.5 32 4.9 32 4.2

Table 2 Shear strength values for each condition 



워반도체용 Cu/Sn/Ag와 Ni/Sn/Ag 천이액상 합 최  공정 조건과 단강도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4호, 2019년 8월     367

4. 결    론 

  본 연구는 Sn을 interlayer로 하는 Cu, Ag, Ni 

metalization TLPB 동종 합 공정 변수에 한 특

성 평가를 시행하 다. 동종 합 실험에서 결정된 최

 공정 변수를 이용하여 Cu/Sn/Ag, Ni/Sn/Ag 이종 

metalization TLPB를 분석 하 고,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1) 합 온도 250 ℃에서 TLPB를 수행한 경우 Cu/ 

Sn/Cu 합부는 합 시간이 증가할수록 Cu6Sn5보다 

Cu3Sn의 분율이 증가하 다. 그리고 250 ℃ 3시간 

합부에서는 Cu3Sn과 Cu6Sn5가 공존하는 합부가 형

성 으나 280 ℃, 3시간에서는 Cu3Sn 단상으로 존재

하 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u의 확산계수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한 250 ℃에서는 합부의 Cu6Sn5 

층에서 큰 기공들이 존재하 으나 280 ℃에서는 기공 

분율이 히 감소하 다. 따라서 합온도 280 ℃가 

최  공정 온도이다.

  2) Ag/Sn/Ag 합부는 Ag3Sn 단상으로 구성되었

다. 기공 분율은 합 시간에 따라 250 ℃에서 8%, 

2%, 0.7%이고, 280 ℃에서는 7%, 0.3%, 0.3%로 

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기공 분율의 감소는 확산계

수의 온도의존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280 ℃

에서의 가장 건 한 합부를 형성하 으며 최  공정 

온도로 결정하 다.

  3) Ni/Sn/Ni의 합부는 Ni3Sn4 혹은 Ni3Sn4와 Sn

으로 구성되었다. 250 ℃에서 1, 2, 3시간 모두 잔류 

Sn이 존재하 다. 이는 Ni의 확산계수가 Cu, Ag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280 ℃ 2, 3시간에서 합부는 

Ni3Sn4 단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Ni/Sn/Ni의 건

한 합부는 280 ℃에서 형성됨 을 확인하 다.

  4) 동종 합에서 결정된 합 온도 280 ℃를 Cu/ 

Sn/Ag와 Ni/Sn/Ag에 1, 2, 3시간동안 합하 다. 

모든 합시간에서 합부는 속간 화합물로 구성되었

다. Cu/Sn/Ag는 Cu3Sn, Cu6Sn5, Ag3Sn으로 존재

하 고 Ni/Sn/Ag는 Ni3Sn4, Ag3Sn으로 존재하 다. 

Cu/Sn/Ag에서 Cu-Sn 속간 화합물과 Ag-Sn 속

간 화합물의 두께가 비슷하 다. 이는 Cu와 Ag의 확산

계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i/Sn/Ag에서 Ag- 

Sn 속간 화합물이 Ni-Sn 속간 화합물 두께보다 

더 두꺼웠다. 이는 Ag의 D0 (D0(Ag in Sn)=2.60 × 

10-8 m2s-1)와 Ni의 D0 (D0(Ni in Sn)=2.30 × 10-8 

m2s-1)가 유사하지만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는 Ni 

(Q(Ni in Sn)=4530 cal/mole)가 Ag(Q(Ag in Sn)= 

4200 cal/mole)보다 크기 때문이다. Lap-shear test 

결과 Cu/Sn/Ag는 최소 1시간 Ni/Sn/Ag의 경우 최소 

2시간의 합 시간이 요구됨을 단 강도 값을 통해 

단하 다. Ni/Sn/Ag의 합부 단면은 shear band

가 찰되는 Ag3Sn과 취성이 강한 Ni3Sn4로 확인되었

다. Cu/Sn/Ag의 합부 단면은 Ag3Sn으로만 구성

되었으며 shear band가 찰되었다. 따라서 취성이 

강한 Ni3Sn4와 상 으로 연한 Ag3Sn이 공존하는 층

에서 단이 발생하는 Ni/Sn/Ag 합부가 Cu/Sn/Ag 

합부보다 더 높은 강도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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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acture surfaces after lap-shear test for dissimilar TLPBs: (a) Cu/Sn/Ag and (b) Ni/S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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