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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에 따른 플립칩 Sn-Ag 솔더 범프의
Electromigration 손상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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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urrent densities on the electromigration (EM) failure mechanism of flip chip 
Cu/Ni/Sn-Ag/Cu solder bumps was investigated under stressing conditions at current densities ranging 
from 5.0~6.9 × 103 A/cm2 at 150 ℃. The EM failure times at 5.0 × 103 A/cm2 were around 11 times longer 
than at 6.9 × 103 A/cm2. A systematic failure analysis considering stressing time showed that a current 
density of 5.0 × 103 A/cm2 induced pancake void propagation near the Cu6Sn5 intermetallic compound/solder 
interface at the cathode, while a current density of 6.9 × 103 A/cm2 produced severe Joule heating due to high 
current crowding near the solder/Cu6Sn5 interface. This was due to electrons entering the location at the 
cathode, which led to local melting of the solder and fast Cu consump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EM 
failure mechanisms of flip chip Sn-Ag solder strongly depend not only on the Ni barrier effect but also on 
current density, which drives the dominant failure mechanisms of pancake voiding and local Joule-heating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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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속한 IT산업 발전에 따라 전자 패키징 기술도 매우 

빠르게 경박단소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많

은 데이터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패키지 내에 

많은 칩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전자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 이를 위해 반도체 1차 접속을 위해 플립칩 무연솔더 

접합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through silicon via 및 

fan-out wafer-level package 등의 3차원 적층 패키징 기술들

이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2-7]. 가장 널리 사용중인 플

립칩 기술은 반도체 칩 입출력 단자 패드에 무연 솔더 도금을 

이용한 범프를 형성하여 칩 표면이 기판으로 향하게 하여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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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판에 직접 실장하는 기술이다 [1,8].

플립칩 접합기술은 칩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형성된 솔더 

범프를 이용하여 기판과 직접 연결하여 접속부 길이가 최소

화 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능이 우수하다 [9]. 또한 칩 전체

의 면적을 입출력 단자로 활용이 가능하여 집적도가 매우 향

상되어 공간 및 전력 면에서 효율이 높아져 장치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 추세에 맞출 수 있는 장점과 열 방출 역할을 하는 

범프에 의해 냉각성능도 우수하다 [9].

플립칩 접합기술에 사용되는 솔더 범프 재료로서 오랫동

안 사용해온 Sn-Pb 계 솔더는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솔더

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유해물질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 때문에 전자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0-12]. 이러한 이유로 Ag, Zn, In, Bi

및 Cu등을 함유한 다양한 Sn계 합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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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공정을 통한 Sn-Ag계 솔더 합금을 가장 널리 사용 중이다 

[13].

무연솔더를 플립칩 접합에 적용하기 위해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처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표면처리 방법

으로는 유기 땜납성 보존제(organic solderability, OSP), 무전

해 Ni 도금/ Au 치환 도금(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등이 적용되고 있다 [10,14-17]. 이 중 OSP는 alkyl 

imidazole 형태의 유기 화합물을 구리 위에 선택적으로 도포

가 되어 미세 회로에 적합한 처리 방식이나, 유기 물질로 도

포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 이러한 

이유 외에도 OSP처리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조공정이 

쉽고 가격이 가장 싼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솔더 범프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솔더 범프에 흐르는 전류밀도는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electromigration(EM)손상이 무연 솔더 접합부의 심각한 전

기적 신뢰성 문제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19-23]. 플립칩 솔

더 접합부의 솔더조성, under bump metallurgy(UBM) 및 기

판 표면처리 조건, 온도 및 전류 인가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EM 손상기구가 보고되고 있다 [19-23]. 특히, 전자가 유입되

는 음극 부분에서 보이드가 형성되어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계면을 따른 pancake-type 보이드 전파 손상기구[24]와 전자

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에서 솔더 범프와 배선 사이에 국부적

인 전류집중 및 Joule heating에 의한 융해 손상기구[25]의 2

가지를 대표적인 무연 솔더 접합부의 EM 손상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Ni/Sn-2.5Ag/Cu 솔더 범프 구조

에 온도 126.5 ℃, 전류밀도 2.8 × 103 A/cm2 조건 하에서는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에서 금속 하부층과 솔더 계면에

서 보이드가 생성되어 진전과 동시에 금속 하부층이 소모가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26]. 또한,  Ti/Ni/Cu/Sn-3Ag-1.5Cu/ 

Cu/Ni/Au 솔더 범프 구조에 온도 150 ℃, 전류밀도 1 × 104 

A/cm2 조건 하에서도 전자가 유입되는 부분에서 전류 집중

에 의해 보이드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국부적인 전류 집중에 

의한 Joule heating 인해 원자 이동이 가속화되어 보이드가 

성장하여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계면을 따라 진전되어 결국 

단락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27]. Cu/Ni/Sn-3.5Ag/Cu솔더 범

프 구조에서 온도 150 ℃, 전류밀도 7.9 × 103 A/cm2 조건 하

에서는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사이 계면에서 보이드가 형성

되어 진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8]. 이처럼 전자가 유입되

는 음극 부분에서 전류 집중에 의해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계

면에 보이드가 형성되어 진전되는 현상은 pancake-type 보이

드 손상기구이다.

한편, Cu/Sn-3.0Ag-0.5Cu/Cu 솔더 범프 구조에서 온도 

130 ℃에 전류밀도 5.0 × 103 A/cm2 조건 하에서는 전자가 유

입되는 음극 부분에서 Joule heating과 전류 집중 현상의 영

향에 때문에 Cu pad의 Cu 원자가 완전히 소모되어 전기적 단

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29]. Cu/Sn-3.5Ag/Cu 솔더 

범프 구조에 온도 140 ℃, 전류밀도 7.9 × 103 A/cm2 조건 하

에서는 금속간 화합물과 솔더 계면에 보이드가 형성하여 전

파되어 솔더 범프의 파괴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솔더 범프 

파괴 시 보이드 계면 부근에서 단면적이 감소되어 극심한 전

류집중에 의해 Joule heating이 발생하여 높은 온도로 인해 

보이드 부근에서 계면이 융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30].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에서 융해되는 현

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류 집중 및 국부적인 Joule heating에 

의한 손상기구이다.

이러한 무연 솔더 접합부의 EM 손상기구에 대한 선행 연

구 결과에 따르면 Ni/Sn-2.5Ag/Cu 솔더 범프 구조에 온도 

126.5 ℃, 전류밀도 2.8 × 103 A/cm2조건[26], Ti/Ni/Cu/Sn- 

3Ag-1.5Cu/Cu/Ni/Au 솔더 범프 구조에 온도 150 ℃, 전류밀

도 1 × 104 A/cm2 조건[27], Cu/Ni/Sn-3.5Ag/Cu솔더 범프 구

조에서 온도 150 ℃, 전류밀도 7.9 × 103 A/cm2 조건[28]과 같

이 다양한 구조 및 실험 조건에서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

에서 전류 집중에 의해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계면에 보이드

가 형성되어 pancake 형상으로 보이드가 진전되어 전기적 단

락이 발생하는 pancake-type 보이드에 의한 손상기구로 널리 

보고되었다.

한편, Cu/Sn-3.0Ag-0.5Cu/Cu 솔더 범프 구조에서 온도 

130 ℃에 전류밀도 5.0 × 103 A/cm2 조건 [29]. Cu/Sn-3.5Ag/Cu 

솔더 범프 구조에 온도 140 ℃, 전류밀도 7.9 × 103 A/cm2 조

건 [30] 과 같은 구조 및 실험 조건에서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에서 전류 집중에 의한 국부적인 Joule heating으

로 인해 UBM 또는 배선이 융해되어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

는 손상기구로 널리 보고되었다.

Ni(V)/Cu/99.3Sn-0.7Cu/Cu 솔더 범프 구조에서 온도 150 

℃, 전류밀도 3.7 × 104, 6.4 × 104, 7.4 × 104 A/cm2 세 가지 조

건 하에서는 높은 전류밀도와 낮은 전류밀도 상관없이 전자

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에서 전류가 집중이 되어 솔더와 Cu 

pad 계면에서 보이드가 형성과 진전되어 전기적 단락이 일어

난다고 보고되었다 [31].

이와 같이 다양한 솔더 범프 구조 및 조성에서 EM 에 의한 

손상기구에 대한 연구가 개별 조건 별로 많이 보고되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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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tructure of (a) Cu/Ni/Sn-Ag/Cu flip chip bump 
and (b) daisy chain for EM test

Fig. 2. Cross-sectional (a) SEM and (b) EDS mapping image of 
as-bonded Cu/Ni/Sn-Ag/Cu solder bump.

나, Cu/Ni/Sn-Ag/Cu 솔더 범프 구조에서 전류밀도 조건이 

EM 손상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Ni/Sn-Ag/Cu 솔더 범프 구조에

서 전류 밀도 조건에 따른 EM 손상기구를 전류 인가 시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플립칩 Cu/Ni/Sn-Ag/Cu 솔더 범프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EM 손상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시편을 제작

하였다. 그림 1(a) 는 Sn-Ag 솔더 범프 시편의 단면 구조 모식

도이고, 전류인가 실험을 위해 그림 1(b)와 같이 daisy chain 

구조로 제작하였다.

상부 칩 부분인 Si wafer에 씨앗층인 TiW와 Cu를 각각 0.1 

㎛, 0.2 ㎛ 두께로 스퍼터 증착한 후, 5 ㎛ 두께의 Cu 배선을 

전기 도금으로 형성한 후, 스핀 코팅을 이용하여 5 ㎛ 두께의 

passivation층을 형성시켰다. 금속 하부층을 형성하기 위해 

solder resist를 도포한 후 사진 식각 공정으로 패턴을 형성하

였고, Cu 배선 위에 80 ㎛ 의 직경을 가지는 pad opening을 

형성하였다. 형성 후, Cu와 Ni 금속 하부층을 전기 도금을 이

용하여 각각 5 ㎛와 3 ㎛ 두께로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기 도금으로 Sn-Ag 솔더를 형성시켰다.

하부 기판 부분인 인쇄회로기판에는 19 ㎛ Cu층을 전기 

도금으로 형성한 후, Cu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OSP 표면처

리를 하였다. 제작 된 샘플은 rosin mind activity type(RMA) 

플럭스를 도포한 후 플립칩 본더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 150 

℃에서 3초간 플럭스를 활성화 시킨 뒤 250 ℃에서 1분간 리

플로우 하여 플립칩 접합 시편을 제작하였다.

전류 밀도에 따른 손상기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0시

간의 Cu/Ni/Sn-Ag/Cu 시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단면 연

마 후 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에

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 - ray Spectroscopy, 

EDS)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그림 2(a)는 접합 직후의 Cu/Ni/Sn-Ag/Cu 솔더 범프의 

SEM이미지이며, 그림 2(b)는 EDS mapping 분석을 통해 시

편의 구성 원소를 확인하였다. 전류밀도가 EM 손상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EM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150 ℃로 유지되는 열풍건조기(convection 

oven) 내부에서 Cu/Ni/Sn-Ag/Cu 시편에 열전대와 전극에 부

착시킨 후 Agilent 사의 E3648A power supply 장비를 이용하

여 전류를 인가하여 EM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가해지는 

전류는 솔더 pad opening 사이즈와 전류밀도 5.0 × 103, 6.9 × 

103 A/cm2 조건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다. EM 실험 시 실시간 

저항 변화 측정은 Agilent 사의 37970A 장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EM 전기적 단락 조건은 JEDEC-JEP 154 규격

[32] 조건에 따라 저항변화율이 20% 이상일 때 전기적 단락

이 일어났다고 기준하였다. 전류밀도 5.0 × 103 A/cm2는 292

시간, 전류밀도 6.9 × 103 A/cm2는 25시간에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였으며, SEM 분석을 진행하여 EM 손상기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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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larged BSE images of solder bump bonding interface 
before EM testing: (a) upper interface and (b) lower interface.

Fig. 4. Resistance change versus time curve of Cu/Ni/Sn-Ag/Cu 
bump for 5.0 × 103A/cm2 and 6.9 × 103A/cm2 at 150 ℃.

Fig, 5. EM failure images of Cu/Ni/Sn-Ag/Cu solder bump at 150 ℃, 5.0 × 103 A/cm2: (a) an upward electron flow and (b) a 
downward electron flow.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Cu/Ni/Sn-Ag/Cu 솔더 범프 접합 계면의 단면 

SEM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DS 분석 결과, 칩 부분인 

그림 3(a)에서는 Cu/Ni 금속 하부층과 Sn-Ag 솔더 계면에서 

Cu 33 at%, Ni 9 at%, Sn 56 at%의 (Cu,Ni)6Sn5상이 형성되었

고, 기판 부분인 그림 3(b)에는 Cu 배선과 Sn-Ag 솔더 계면에

서 Cu 39 at%와 Sn 56 at% 조성을 가지는 Cu6Sn5 상이 형성

된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솔더 내부에도 Cu6Sn5 상이 

spalling 되어 일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Cu,Ni)6Sn5 상은 솔더 내의 Sn과 금속 하부층인 Cu와 Ni이 

리플로우 접합 시에 상호 확산 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판

단된다. 접합 후에 Cu6Sn5상이 먼저 형성되는 이유는 석출 구

동력이 큰 상일수록 먼저 석출되는데 Cu6Sn5상이 금속간 화

합물 중 표면 반응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금속간 

화합물 석출 구동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4]. 석출 

구동력이 큰 Cu6Sn5는 가리비 형상(scallop type)으로 좁고 둥

근 기둥 형태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금속간 화합

물 결정립의 곡률반경에 의한 용해도 차이가 발생하여 작은 

결정립의 원자들이 큰 결정립으로 이동하는 깁슨-톰슨

(Gibbs-Thompson)효과로 설명된다 [33,35].

그림 4는 Cu/Ni/Sn-Ag/Cu 솔더 범프에 온도 150 ℃ 및 5.0 

× 103, 6.9 × 103 A/cm2 두 가지 전류밀도에 대해 시간에 따른 

실시간 저항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먼저 전류 밀

도 5.0 × 103 A/cm2 조건에서는 저항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다가 292시간에서 전기적 단락이 일어나 저항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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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larged BSE images of bonding interface after EM 
failure at 150 ℃, 5.0 × 103A/cm2: (a) early stage of Cu depletion 
and void initiation, (b) pancake void propagation with resistance 
increase and (c) final open failure by complete pancake voiding.

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류 밀도 6.9 × 103 A/cm2 조

건에서는 전류밀도 5.0 × 103 A/cm2 조건에 비해 저항이 서서

히 증가하는 구간은 보이지 않았으며, 25시간에서 전기적 단

락이 일어나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온도 150 ℃, 전류밀도 5.0 × 103 A/cm2조건에서 

EM 손상된 시편에 대한 전자 방향에 따른 미세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그림 5(a)는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유입이 되

며, 그림 5(b)는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유입이 된다.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과 전자가 나가는 양극 부분의 금속간 화

합물의 두께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성효

과(polarity effect)라고 하는데, 이는 주 확산종인 Cu원자가 

음극 배선에서 전자 이동에 따른 electron wind force 영향으

로 양극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Sn과 반응하여 양극의 금속간 

화합물 두께가 두꺼워지는 반면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부분

에는 Cu원자가 빠져나가 금속간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성장되어 얇은 두께의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말한다 

[36,37]. 그림 5(a), (b)에서 극성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u,Ni)6Sn5의 두께가 비슷한 이유는 상·하부 Cu 배선의 단면

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부 Cu 배선의 두께는 5 

㎛이며, 하부 Cu 배선의 두께는 19 ㎛이므로, 상부 Cu 배선

이 하부 Cu 배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밀도가 가해진다. 

따라서, 상부 Cu 배선에 하부보다 높은 Joule heating이 발생

하게 되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부 Cu 배선에서 상호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polarity effec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a)의 음극과 그림 5(b)의 양극에서 (Cu,Ni)6Sn5의 두께

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a), (b)에서 상부 칩 부분에는 (Cu,Ni)6Sn5 상이 성

장하였고, 하부 기판에는 Cu6Sn5 과 Cu3Sn 상이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Cu6Sn5 상은 Sn의 계면으로의 확산 

장애물로 작용하여 총 확산 거리를 증가시켜 계면성장에 필

요한 Sn의 공급을 지연시킴으로써 계면의 성장을 억제한다

고 알려져 있다 [33,38,39]. Sn의 공급이 제한된 것과 달리 Cu

원자는 지속적으로 확산이 일어남으로써 Cu/Cu6Sn5 불평형

계면 사이에서 Cu3Sn 이 Cu6Sn5을 잠식하며 Cu의 소모와 함

께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33]. 그림 5(a)는 전자

가 유입되는 하부 음극 부분에서 솔더/Cu6Sn5 계면에 접하는 

솔더 내부에서 보이드가 형성되어 계면 따라 진전된 것을 관

찰하였으나, 그림 5(b)에 전자가 유입되는 상부 음극 부분의 

솔더/Cu6Sn5 계면에서는 보이드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일

부 폴리싱에 의한 Cu6Sn5 내부 균열이 관찰 되었다. 상부와 

하부 계면에서 서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부에 Ni

층이 효과적인 Cu, Sn 상호 확산 방지막 역할로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확산의 가속화

가 일어나 Cu 배선까지 Sn이 반응하여 Cu6Sn5, Cu3Sn 상이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솔더 범프 뿐만 아니라 마이크

로 범프에서도 EM시 발생하는 현상이다 [40-42].

그림 6은 전류밀도 5.0 × 103 A/cm2 조건에서 전자가 유입

되는 음극인 하부 계면에서 보이드가 진전하는 손상기구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292시간에 전기적 단락이 발생한 시

편에서 서로 다른 범프의 하부 계면의 SEM 이미지를 손상 

단계에 따라 나열하였다. 먼저 그림 6(a)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자가 유입되는 왼쪽 모서리의 Sn-Ag솔더/Cu6Sn5 경계부에서 

flux divergence에 의해 Cu6Sn5와 접한 솔더 내부에 보이드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림 6(b) 와 같이 전자가 유입되

는 음극 모서리 부분에 형성된 보이드가 Sn-Ag솔더/Cu6Sn5 

계면을 따라 점진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EM 에 의해 하부 Cu 배선의 Cu원자와 솔더가 반응에 의해 

소모되어 보이드를 형성하였으며, 결국 그림 6(c)와 같이 전

기적 단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이드가 

형성되고, 계면을 따라 진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저항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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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M failure images of Cu/Ni/Sn-Ag/Cu solder bump at 150 ℃, 6.9 × 103A/cm2: (a) an upward electron flow and (b) a 
downward electron flow.

Fig. 8. Enlarged BSE images of lower corner bonding interface 
after EM failure at 150 ℃, 6.9 × 103A/cm2: (a) early stage of Cu 
depletion and accelerated IMC formation, (b) Cu line dissolution 
with resistance increase and (c) final Cu line open failure.

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낮은 전류밀도 조건에서 관찰되

는 금속간 화합물 계면에서 보이드가 형성한 후 진전되어 전

기적 단락이 일어나는 pancake type보이드가 형성되는 현상 

[24,26-28]과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 연구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u/Ni/Sn-Ag/Cu 솔더 범프 뿐만 아니

라, Ni/Sn-2.5Ag/Cu, Ti/Ni/Cu/Sn-3Ag-1.5Cu/Cu/Ni/Au, 

Cu/Ni/Sn-3.5Ag/Cu, Ni(V)/Cu/99.3Sn-0.7Cu/Cu 등 다양한 

솔더 범프 구조에서 전류 인가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다 [26-28,31]. 또한, 손상 단계에 따라 높은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Cu융해 및 Sn의 상호확산으로 인해 Cu배선에 

Cu6Sn5와 Cu3Sn 상이 점차 크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7은 온도 150 ℃, 전류밀도 6.9 × 103 A/cm2조건에서 

EM 손상된 시편에 대한 전자 방향에 따른 미세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그림 7(a)는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유입이 되

며, 그림 7(b)는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유입이 되는데, 전류밀

도 5.0 × 103 A/cm2 조건과 유사하게 음극 부분과 양극 부분

에서 금속간 화합물이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지는 극성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전류밀도 6.9 × 103 A/cm2 

조건에서는 Sn-Ag 솔더 범프 내부에 (Cu,Ni)6Sn5 상이 상당

히 많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전류밀도

에 의한 electron wind force 효과로 인해 금속간 화합물의 성

장이 훨씬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0]. 전류밀

도 5.0 × 103 A/cm2 조건과 공통적으로 높은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Cu융해 및 Sn의 상호확산으로 인해 Cu6Sn5과 

Cu3Sn 상이 Cu 배선 내부까지 성장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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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7(a)와 같이 전자가 유입되는 하부에서는 왼쪽 모서리 Cu 

배선 내부에서 보이드가 매우 크게 성장하여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였고, 그림 7(b)와 같이 전자가 유입되는 상부에서는 

전기적 단락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는 상부에는 Cu, Sn의 상호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확산 방지

막 역할을 하는 Ni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림 7(a), (b)에서 공통적으로 Cu 배선으로 금속간 

화합물이 성장하는 이유는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에서 높은 

electron wind force에 의한 Cu 융해 및 Sn의 상호확산으로 인

해 Cu6Sn5과 Cu3Sn 상이 Cu 배선 내부까지 성장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8은 전류밀도 6.9 × 103 A/cm2 조건에서 발생하는 손

상기구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25시간에 전기적 단락이 발

생한 시편에서 서로 다른 범프의 전자가 유입되는 하부 음극 

모서리 부분의 SEM 이미지를 확대하여 손상 단계에 따라 나

열하였다.

먼저 그림 8(a)는 높은 전류 인가 초기 단계이므로 전자가 

들어가는 모서리 부분에서 전류 집중이 일어나 빠른 Cu 확산

으로 인한 급격한 Cu6Sn5 상변화에 따른 Cu 배선 소모 현상

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그림 8(b)는 전류 집중에 의해 Sn-Ag 

솔더와 Cu6Sn5 경계부에서 flux divergence에 의해 보이드가 

커져 Cu 배선의 면적이 점점 작아져 전류밀도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국 그림 (c)와 같이 Cu 배선의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기적 단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전류

밀도 조건에서 관찰되는 전자가 유입되는 모서리 부분에서 

솔더와 금속간 화합물 경계부에서 flux divergence에 의해 보

이드가 커져 전류가 집중되어 국부적인 Joule heating에 의해 

Cu 배선에 Cu 원자 소모가 빠르게 일어나 전기적 단락이 일

어난 기존 문헌들과 유사한 손상거동임을 알 수 있다 

[25,29,30,43,44]. 이러한 현상 K. Yamanaka에 의하면, 전자

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이 28 × 103A/cm2으로 솔더 보

다 3배 높다고 하였으며, 전산모사를 통해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에 보이드가 형성되고, 성장할수록 전류 밀

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45].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Cu/Ni/Sn-Ag/Cu 솔더 범프 뿐만 아니라 

Cu/Sn-3.0Ag-0.5Cu/Cu, Cu/Sn-3.5Ag/Cu 등 다양한 솔더 범

프 구조에서 전류인가 조건 및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EM 손

상기구이다 [29,30]. 따라서, Cu/Ni/Sn-Ag/Cu 솔더 범프 구조

에서 전류밀도 조건 5.0 × 103 A/cm2 에서는 낮은 전류밀도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

분의 솔더/Cu6Sn5 금속간화합물 계면에서 보이드가 생성된 

후 전체 계면을 따라 전파되어 나타나는 pancake type 보이드 

손상기구가 지배하고, 전류밀도 6.9 × 103 A/cm2 조건에서는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에 과도한 전류집중에 의

한 국부적인 Joule heating 지배 효과로 인한 손상기구가 지

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립칩 Sn-Ag 솔더 범프의 

EM 손상기구는 Ni확산방지층의 역할 및 전류밀도에 따른 

전류집중 정도가 매우 중요한 인자 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전류밀도에 따른 플립칩 Cu/Ni/Sn-Ag/Cu 솔더 범프의 EM 

손상기구를 분석하였다. 전류밀도 5.0 × 103 A/cm2 조건이 

6.9 × 103 A/cm2 보다 약 11배 긴 EM 수명을 보였고, 낮은 전

류밀도 조건에서는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의 솔

더/Cu6Sn5 금속간화합물 계면의 solder 내부 pancake type 보

이드 형성 손상기구가 지배하고, 높은 전류밀도 조건에서는 

전자가 유입되는 음극 모서리 부분에 과도한 전류집중에 의

한 국부적인 Joule heating 지배에 따른 손상기구가 지배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플립칩 Sn-Ag 솔더 범프의 EM 손상거

동은 솔더 접합부 Ni 확산방지층 유무 및 전자 유입부의 국부

적인 전류밀도 집중 정도가 지배 손상기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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