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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electronic 패키징을 한 Au-Sn 립칩 범핑 기술과 신뢰성

윤정원․김종웅․구자명․노보인․정승부

Au-Sn Flip-chip Bumping Technology and Reliability for Optoelectronic Packaging

Jeong-Won Yoon, Jong-Woong Kim, Ja-Myeong Koo, Bo-In Noh and Seung-Boo Jung

소 트 (Soft) 솔더 하드 (Hard) 솔더

- Sn이나 In 합

- 낮은 융

- 낮은 항복강도

- 낮은 크립(creep) 항성

- Au-Sn(278℃)

  Au-Si(363℃)

  Au-Ge(356℃)

- 높은 융

- 높은 항복강도

- 뛰어난 열  안정성

- 우수한 장기 신뢰성

Table 1 소 트 (Soft) 솔더와 하드 (Hard) 솔더의 비교

● Hermetic sealing

● Flip chip bumping

● Die attachment
-GaAs/Au-Su/Alumina

● Wafer bonding or die bonding

● Optical subassembly
-Optical fiber bonded to SI substrate

Fig. 1  Au-Sn 솔더의 다양한 응용분야

1. 서    론 

  최근 정보 기술의 빠른 발 과 함께, 옵토일 트로닉 

패키지 (optoelectronic package)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이들 패키지에서, 이  다이오드 (laser 

diode)와 같은 능동소자 (active device)를  패키지 기

과 합하기 해서 솔더합 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패키지 모듈의 솔더 합부는 열방산 (heat 

dissipation), 기  속 (electrical connection), 자기 

정렬 효과 (self-aligning effect) 등과 같은 일반 인 기

능들뿐만 아니라1,2), 사용동안에 이  다이오드와 웨

이  가이드 (waveguide) 사이의 정확한 정렬을 유지하

게 한다. 따라서 이들 모듈에 사용되는 솔더합 은 열응

력 (thermal stress)에 의해 야기되는 크립 변형 (creep 

deformation)에 해 우수한 항성을 가져야만 한다.

  옵토일 트로닉 패키지에서 본딩을 해 사용되는 솔

더합 은 융 에 따라 소 트 (soft) 솔더와 하드 (hard) 

솔더로 나  수 있다 (Table 1 참조). 그러나 공정 솔더 

(Sn-37wt.%Pb)와 같은 소 트 솔더는 하드 솔더보다 

열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하드 솔더 가운데 특히 Au-20Sn솔더는 비교  낮은 융

, 낮은 탄성 계수, 높은 열 도도  높은 강도로 인

해 세라믹 패키지의 Hermetic sealing, 립칩 범핑, 다

이 어태치 (die attachment), 웨이퍼 본딩 (wafer 

bonding), 실리콘 기 과 섬유 (optical fiber)의 어셈블

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사용의 증가가 상된다 (Fig. 1-4참조).

  공정 Au-20Sn 솔더합 은 무 럭스 합특성과 우수

한 열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 합 은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학

(photonic), MEMS 디바이스와 같은 무 럭스 공정이 

요구되는 자 패키지의 립칩 어셈블리에 리 사용

되어져 왔다. 이러한 Au-Sn 솔더합 은 통 으로 솔

더 리폼(pre-form), 솔더 페이스트(paste), electron- beam 

 특 집 : 최신 자 패키징 기술 - 공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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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a) InP 검출기용 소형 Au/Sn 범 , (b) 리 로

우 후 50㎛ 직경의 Au/Sn 범  단면 주사 자

미경사진, (c) 도 후의 30㎛ 직경의 Au/Sn 범  

단면 주사 자 미경사진, (d) Au/Sn 립칩의 

RF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실리콘 기  상의 B

CB 박막에 InP 테스트 칩을 배치한 샘 (Fraunh

ofer IZM, Germany)
3) 

Fig. 3 리 로우 후 직경 60㎛ Au-Sn/Au socket구조의 

립칩 범  단면 주사 자 미경사진

         (Fraunhofer IZM, Germany)
4)

Fig. 4  (a) bonding시편의 모식도, (b) Au-Sn범 의 주사

자 미경 사진, (c) bonding 의 Au-Sn 범

의 주사 자 미경 사진 (The University of Tok

yo, Japan)
5)

● Solder pre-forms 

● Paste

● Electron-beam evaporation

● Electroplating

Fig. 5  Au-Sn 솔더의 제조 방법

evaporation방법과 해도 방법으로 제조되어 왔다 

(Fig. 5참조). 그러나, 솔더 리폼방법은 본딩  솔더 

합 의 산화 문제와 정렬(alignment)이 어렵다는 단 이 

있고, 솔더 페이스트를 이용한 방법 한 산화 문제와 

페이스트 내에 포함된 유기 바인더(organic binder)로부

터 쉽게 오염된다는 단 이 있다. electron- beam 

evaporation방법은 본딩 에 형성되는 산화물의 양을 

일 수 있고, 솔더의 두께와 조성을 정확하게 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해도 방법은 electron-beam evaporation방법

과 비교시 렴한 가격과 짧은 공정 시간, 조성과 두께 

조 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진다
6)
. 기존에는 Au-Sn 

솔더합 을 제조하기 하여 각각의 Au와 Sn 도  용

액으로부터 순차 인 도  공정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

는 Au-Sn 합  도 액을 이용하여 한 류 도하

에서 동시에 도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Au-Sn 이원 합 계는 다소 복잡한 평형 상태

도를 가지고 있으며, Au-20wt.%Sn과 Au-90wt.%Sn의 두 

공정 (eutectic point)이 있다 (Fig. 6참조). 그러나, 

Au-90Sn(융 : 217℃)과 비교시 Au-20Sn(융 : 278℃)

은 다소 융 이 높은 하드 솔더에 포함되지만, 우수한 

열 /기계  특성으로 인하여 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Fig. 7참조).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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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u-Sn 립칩 솔더 범핑 공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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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u-Sn 이원합  상태도

Melting temperature Tensile strength 

Fig. 7 다양한 솔더 합 의 융 과 인장 강도

 ■ 공정 Au-20wt.%Sn 합 의 특성

- 무 럭스 솔더링 (Fluxless soldering) 가능

  - Hard솔더 (Au-3.15Si: 363℃, Au-12Ge: 356℃)  비

교  낮은 융

  - 낮은 탄성 계수

  - 높은 열 도도

  - Hermetic seal 생성

  - 우수한 기계 ․ 기  특성

  - Ni, Pd, Pt와의 느린 반응  속간화합물 생성

  본 고에서는 최근 패키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옵

토일 트로닉 패키징을 한 립칩 (Flip-chip) 범핑 

기술에 있어서 해 도 방법을 이용한 Au-20Sn과 

Au-90Sn 립칩 솔더 범 의 제조기술과 제조된 립

칩 솔더범 의 속학 /기계  신뢰성에 한 연구결

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7-9)

.

2. 립칩 범  형성  신뢰성 평가 

  두 가지 조성의 Au-Sn 립칩 솔더 범 가 Fig. 8에 

보여진 공정 순서도에 따라 형성되었다.

  순차 인 Sn과 Au의 해도 공정 후, 외선 리

로우 장비(RF-430-N2)를 이용하여 60  동안 리 로우 

공정(Au-20Sn: 310℃, Au-90Sn: 280℃)이 수행되었다 

(Fig. 9참조). 리 로우 된 Au-Sn 립칩 솔더 범 가 

150℃에서 1000시간동안 등온시효처리 되었으며, 합부

의 기계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100㎛/s의 단속

도와 20㎛의 단 높이하에서 단시험이 수행되었다. 

각 솔더 합부의 계면과 단 시험 후 면이 주사

자 미경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Au-Sn 

립칩 솔더 합부의 신뢰성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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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n Flip chip bumping 

Fig. 9 Au-Sn 솔더를 이용한 립칩 범핑

Fig. 10 주사 자 미경 사진 (a), (b) Ni UBM, (c), (d) 

리 로우 후의 Au-20Sn 립칩 솔더 범

Fig. 11 Au-20Sn/Ni 계면의 주사 자 미경 사진 (시효온

도: 150℃); (a) 리 로우 후, (b) 48시간후, (c) 

100시간후, (d) 500시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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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상온에서의 Au-Ni-Sn 삼원계 등온섹션10)

3. 결과  토의

3.1 Au-20Sn 립칩 솔더 범 9)

  Fig. 10은 Ni UBM(Under Bump Metallization)과 리

로우 후의 Au-20Sn 립칩 솔더 범 의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로우 공정 

후 100㎛직경의 립칩 솔더 범 가 성공 으로 형성되

었다.

  리 로우 후 솔더 범 의 단면 찰결과, Au-20Sn솔

더는 ζ상 (Au5Sn)과 δ상 (AuSn)으로 구성되었으며 

(Fig. 11참조), Ni UBM과의 반응으로 계면에는 Au- 

Ni-Sn의 속간화합물이 생성되었다. Ni UBM이 ζ상보

다 δ상 (AuSn)과 우선 으로 반응하 으며, 계면화합물

의 조성은 (34-35)Au-(20-23)Ni-(42-43)Sn (at.%)로 확

인되었다. 그 조성이 Fig. 12의 ①로 표시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Au,Ni)Sn과 (Ni,Au)3Sn2화합물의 생성을 

상할 수 있으나, 이  연구자들이 약 300℃의 리 로

우 온도에서 Au-20Sn/Ni 계면에서는 (Ni,Au)3Sn2화합

물이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11). 150℃의 시효온도에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화합물은 조  성장하 고, 

우선 으로 반응하는 δ상이 계면화합물 에 치하는 

경향이 차 증가하 다. 이로 인하여 Au-20Sn솔더의 

미세조직이 다소 조 해지는 경향이 찰되었다.

3.2 Au-90Sn 립칩 솔더 범
8)

  Fig. 13은 리 로우 후의 Au-90Sn 립칩 솔더 범

의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도 시 Au의 두께를 조 함에 따라 성공 으로 

Au-90Sn솔더 범 를 형성할 수 있었다. 리 로우 후 

솔더 범 의 단면 찰결과, Au-90Sn솔더는 η상 

(AuSn4) + β-Sn상으로 구성되었으며, Ni UBM과의 반

응으로 계면에는 (Ni,Au)3Sn4의 속간화합물이 생성되

었다 (Fig. 14과 12참조). 그 계면화합물의 조성은 

28.8Ni-16.5Au-54.7Sn (at.%)로 확인되었다.

  150℃의 시효온도에서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u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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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electroplating   (b) after reflow

(d(c)

Fig. 13 Au-90Sn/Ni 립칩 솔더 합부의 모식도(a, b)와 

리 로우 후의 주사 자 미경 사진(c, d)

(a) (b)

(c) (d)

Fig. 14 리 로우 후의 Au-90Sn/Ni 립칩 솔더 합부의 

주사 자 미경 사진

(a) (b)

(c) (d)

Fig. 15 Au-90Sn/Ni 계면의 주사 자 미경 사진 (시효온

도: 150℃); (a) 48시간후, (b) 250시간후, (c) 50

0시간후, (d) 1000시간후

IMC:(Ni,Au)3Sn4

η : AuSn4

ε : AuSn2

Fig. 16 150℃의 등온시효동안 Au-90Sn/Ni 립칩 솔더 

합부의 순차 인 계면반응의 모식도

와 비교해 더욱 많은 Sn의 소모로 인해 솔더의 조성과 

미세조직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 찰되었다. 실제로, 계면

화합물 (28.8Ni-16.5Au-54.7Sn ((Ni,Au)3Sn4))을 생성하기 

해 소모된 Sn의 양이 Au의 약 3.3배에 달했다. 이러

한 계면반응의 결과로, η상 (AuSn4) + β- Sn상으로 구

성되었던 리 로우 후의 솔더 범 의 미세구조가 η상 

(Fig. 15(b)), 그리고 η상 (AuSn4) + ε상 (AuSn2) (Fig. 

15(d))으로 차 변화하 다. 이러한 상 변화를 Fig. 6의 

상태도에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하 다.

  이러한 150℃에서 등온시효동안에 Au-90Sn/Ni 립

칩 솔더 합부에서 발생한 순차 인 계면반응의 모식

도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3.3 Au-Sn 립칩 범 의 기계  신뢰성

  제조된 두 종류의 Au-Sn 립칩 솔더 범 의 기계  

신뢰성을 조사하기 해 솔더 범  단 시험이 수행되

었다. Fig. 17에 립칩 솔더 범  단시험의 모식도를 

보 다. 

  단 시험 결과, 하드 솔더인 Au-20Sn 솔더 합부

가 소 트 솔더인 Au-90Sn 솔더 합부에 비해 우수한 

기계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Fig. 18). 면 분석결과, 

Au-20Sn 솔더 합부는 시효 시간에 계없이 Ti/Cu 

metallization층과 Ni UBM층 사이에서 괴가 발생하

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Au-20Sn 솔더와 Ni UBM층 

사이의 합 강도가 Ti/Cu metallization층과 Ni UBM

층 사이의 합 강도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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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립칩 솔더 범  단시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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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등온시효에 따른 Au-Sn/Ni 립칩 솔더 합부의 

단강도 변화

다. 반면, Au-90Sn 솔더 합부는 시효 시간에 계없

이 계면 화합물 층에서 괴가 발생하 으며, 이로 미루

어 보아, Au-90Sn 솔더와 Ni UBM층 사이의 합이 

기계 으로 우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고에서는 최근 패키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옵

토일 트로닉 패키징을 한 립칩 (Flip-chip) 범핑 

기술에 있어서 해 도 방법을 이용한 Au-20Sn과 

Au-90Sn 립칩 솔더 범 의 제조기술과 제조된 립

칩 솔더범 의 속학 /기계  신뢰성에 한 연구결

과를 소개하 다. 순차 인 Sn과 Au의 해도 공정과 

리 로우 공정의 수행 후 약 100㎛직경의 Au-20Sn과 

Au-90Sn 립칩 솔더 범 가 성공 으로 형성되었다. 

150℃의 등온시효동안에 Au-20Sn/Ni 립칩 솔더 합

부는 안정된 계면 형상을 유지하 으나, Au-90Sn/Ni 

립칩 솔더 합부는 빠른 계면반응  많은 Sn의 소모

로 인하여 솔더 미세조직이 크게 변화하 다. 단 시험 

결과, 하드 솔더인 Au-20Sn 솔더 합부가 소 트 솔

더인 Au-90Sn 솔더 합부에 비해 우수한 기계  신뢰

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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