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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직경 20 nm 미만의 금속 나노입자들이 나타내는 저온 용융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패드 피니쉬 공정을 적용하
여 Cu 표면을 SAC305로 코팅한 후 wettability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SAC305 잉크를 사용한 160oC의 저온 코팅공정 시
형성되는 SAC305 코팅층의 두께는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극히 얇았으며, 이 코팅층 밑으로 10~100 nm 두께 수준의
Cu6Sn5 및 50~150 nm 두께 수준의 Cu3Sn 금속간화합물층 반응층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생성된 금속간
화합물층의 두께는 압연동 시편에 비해 전해도금동 시편에서 훨씬 두꺼웠는데, 이는 전해도금동 시편에서 관찰되는 향상
된 표면 거칠기 특성에 의해 단위면적 기준으로 보다 많은 수의 SAC305 나노입자들이 접촉된 상태에서 용융되어 반응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SAC305 솔더볼을 사용한 젖음각 측정 실험에서 저온 SAC 코팅이 이루어진 Cu 표면은
SAC 코팅이 없는 Cu 표면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젖음각을 나타내어 당 코팅법으로 Cu 표면에 단지 수 나노미터 두께
의 SAC305 층을 형성시킨 경우에서도 솔더의 wettability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SAC-coated Cu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novel pad finish process using a phenomenon that metal
nanoparticles less than 20 nm in diameter melted at a temperature lower than the melting point of bulk metal, and their
wettabilities were evaluated. The thickness of SAC305 layer coated at low temperature of 160oC using SAC305 ink was
extremely thin as the level of several nanometers. It was analyzed by Auger electron spectroscopy that Cu6Sn5 intermetallic
layer with a thickness of 10~100 nm and Cu3Sn intermetallic layer with a thickness of 50~150 nm were sequentially
formed under the SAC305 coating layer. The thickness of formed intermetallic layers was thicker in electroplated Cu
than rolled Cu, which attributed to improved surface roughness in the electroplated Cu. The improved surface roughness
induces the contact, melting, and reaction of a larger number of SAC305 nanoparticles per the unit area of Cu specimen.
In the wetting angle test using SAC305 solder balls, the Cu coated with SAC305 through the low temperature process
presented evidently low wetting angles than those in non-coated Cu, indicating that only a few nanometer-thick SAC305
coating layer on Cu could also cause the enhancement of wettability.
Keywords: SAC305-coated Cu, SAC305 nanoparticle, SAC ink, Low temperature process, wet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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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솔더링(soldering) 공정으로 조립되는 전자부품들의 많
은 동 패드(Cu pad)부는 hot air solder level(HASL)법1,2)부
터 전해 도금(electrolytic plating)3), 무전해 도금(electroless
plating),4-6) 침지 도금(immersion plating)6-8) 등의 다양한 패
드 피니쉬(pad finish) 방법으로 그 표면이 금속 코팅되어
장기 보관 및 고온 열처리 후에도 우수한 solderability를
유지하게 된다. Solderability 향상을 위해 코팅되는 금속
층의 종류로는 고가의 Au/Ni부터 Ag, 무연(Pb-free) 솔더
및 Sn까지 다양하나, 가장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소재는 무연 솔더 및 Sn이 될 것이다.
Sn을 코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ASL법2)이고 또 하나는 무전해 도금법4)이다. HASL은
공정이 간단하고 재작업이 쉬우며 장기 보관성이 우수한
장점이, 무전해 Sn 도금은 미세 피치(pitch) 대응성이 우
수한 장점을 지니나, HASL은 고온 공정이라 printed
circuit board(PCB)와 같은 기판소재를 열화시키는 단점
이, 무전해 Sn 도금은 광범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단점
이 각각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저온 공정이
면서 간편하게 Sn을 코팅하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Sn 및 Sn계 합금들도 직
경 20 nm 이하의 입자로 존재 시 Gibbs-Thomson 효과에
의해 그 크기가 점차 작아질수록 그 입자의 융점이 급속
도로 감소하게 된다.9-14) 따라서 이러한 크기의 Sn-3.0 wt%
Ag-0.5 wt% Cu(SAC305) 조성 입자를 제조하여 잉크화시
킨 후 가장 일반적인 pad 소재인 Cu 위에 도포하여 가열
하면 벌크(bulk) 상태의 융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SAC305 나노입자들을 용융시켜 Cu 표면에 wetting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의 HASL 공정보다는 매우 낮은 온도에
서, 기존의 무전해 도금 공정보다는 매우 손쉽게 Sn 소재
기반의 표면처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드 피니쉬 공정을 적용하
여 Cu 표면을 SAC305로 코팅하고 이 공정으로 형성된
코팅층의 특성 및 wettability 향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의 표면처리 소재인 SAC305 잉크는 자체 제조
한 SAC305 합금 나노입자에 벤질알콜 용매, 그리고 플럭
스(flux, Indalloy Flux #1, Indium Corporation of America)
를 적정 비율로 섞어 제조하였다. 제조 잉크는 핫플레이
트 상에서 160(±2)oC로 가열되고 있는 copper clad laminate
(CCL) 표면에 드롭(drop) 도포한 후 용매 성분이 증발할
때가지 약 3분에 걸쳐 가열하였다. CCL은 그 표면이 압
연동으로 되어 있는 원래 상태와 더불어 그 표면에 다시
약 7 µm 두께의 Cu 전해도금을 실시한 전해도금동의 2
종을 사용하였다. Cu 전해도금액으로는 와이엠티주식회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5)

사의 BJ 시리즈를 사용하였으며, 1 A/dm2의 전류밀도에
서 30분간 도금을 실시하였다. 압연동과 전해도금동의 초
기 표면 거칠기는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Dimension 3100, Veeco Instruments Inc.)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가열 후 공냉시킨 시료의 표면은 플럭스 잔사(residue)
등으로 검은색 피막이 형성되었으나, 이 검은 피막은 알
콜을 사용한 초음파 세척을 통해 쉽게 제거되었다. 그리
고 피막이 제거된 CCL의 표면은 SAC305 솔더 특유의 광
택이 있는 은색을 나타내어 Cu의 표면이 SAC305 소재로
코팅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SAC305로 코팅된
Cu 샘플들은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 X’pert
PRO-MPD, PANalytical) 및 오제전자분광법(Auger electron
spectroscope, AES, PHI 700, ULVAC-PHI Inc.) 측정을
실시하여 접합부에서의 생성상 및 각각의 두께를 분석하
였다.
이렇게 제조된 SAC305 코팅 CCL은 wettability 평가를
위해 15×15 mm의 크기로 절단된 후 각 조각 CCL 상에
수용성타입 플럭스를 살짝 묻힌 직경 450 µm SAC305 솔
더볼을 위치시켜 사용되었다. 준비된 각 조각 CCL 시편
들은 CCL의 표면을 230oC, 240oC 및 250oC로 가열하도
록 설정된 핫플레이트 위를 놓은 후 90 초간 가열한 다음
꺼내어 공냉시켰다. 이후 솔더볼이 접합된 부위를 중심
으로 이소프로필알콜을 사용한 잔사 세척을 실시하였다.
Wettability 평가에는 SAC305로 코팅되지 않은 압연동 및
전해도금동 표면의 CCL들도 시편으로 사용하여 SAC305
코팅 CCL 시편들에서 획득된 결과들과 상호 비교를 실
시해 보았다.
Wettability 평가는 접촉각(contact angle)의 측정과 비교
로 실시되었는데, 접합된 솔더볼의 단면으로부터 접촉각
을 직접 측정할 경우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합된 솔더볼의 단면을 Fig. 1의 기하
학으로 고려하여 θ 값을 계산하였다.15) 즉, 솔더볼이 주
저앉으며 접합된 부분에서 접합면의 반지름(b) 및 접합
솔더의 높이(h)를 각각 측정하여 식 (1)에 대입함으로써
θ 값을 계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로 10
개의 시편을 제조, 평가하여 그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b
2bh tanθ = ------------ = --------------R – h b2 – h2

Fig. 1. Cross-sectional geometry of spherical drop.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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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SAC305 합금 나노입자는 자체 보유
한 공법으로 제조하였는데,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
분의 입자들은 그 직경이 5~15 nm 사이(평균 직경: 8.2
nm)에 포함되었으며, 보고된 일반적인 습식 화학적 합성
법으로 제조된 나노입자들과는 달리 그 입자들의 표면은
어떠한 유기물로 코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이 유
기물로 코팅되지 않은 SAC305 나노입자들은 일반적인
마이크론급 솔더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표면 산화층만
제거된 후 용융된다면 입자들끼리 합쳐지거나 Cu 소재
와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Fig. 3은 SAC305 잉크를 사용한 저온 코팅 전후 촬영
한 압연동 시편의 표면 색깔을 보여준다. 코팅 시도 전 붉
은 빛깔의 동색이 저온 코팅 시도 후에는 SAC305 소재
로 코팅되어 SAC305 소재 특유의 회색 빛깔의 표면이 관
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SAC305 잉크를 사용한 저온 코팅 후 측정한
압연동 및 전해도금동의 XRD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Cu
뿐만 아니라 Cu3Sn 및 Cu6Sn5 상들의 주 피크가 확연히
관찰되어 SAC305 입자들과 Cu간에 반응이 발생하였으
며, 상부에 코팅된 SAC305 층의 두께는 매우 얇은 것을

Fig. 2. TEM images of SAC305 nanoparticles used to fabricate
the inks in this study.

Fig. 3. Colors of the rolled coppers (a) before and (b) after the
coating with SAC305 using the low-temperature process in
this study.

Fig. 4. XRD results of the rolled copper and plated copper coated
with SAC305 using the low-temperature process in this
study.

예상할 수 있었다. Cu3Sn 및 Cu6Sn5 상의 검출은 사용된
160oC의 저온 코팅공정에서도 일반적인 솔더링에서와 같
은 금속간화합물 반응층의 생성을 동반함을 확연히 보여
준다.
저온 코팅 후 생성되는 Cu3Sn 및 Cu6Sn5 층의 두께 수
준을 파악하고자 AES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면으로부터
의 물질의 제거속도로 44 nm/min와 5.3 nm/min의 두 가
지 속도를 사용하여 반응층의 전체적인 분포와 최상부층
상태를 각각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5는 160oC의 저온
코팅공정으로 SAC305가 코팅된 압연동 시편의 AES 결
과이다. 44 nm/min 속도로 고속 제거한 결과(Fig. 5a)를
보면 O의 경우 표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나 시료의 깊
이 방향으로 그 함유량이 급속도로 감소하였으며, Sn은
약 10 nm 깊이까지 증가하다 이후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
료의 표면에 주석 산화물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편 Cu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양이 관찰
되었으나, 그 증가 거동이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식으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약 20 nm의 깊이에
서부터 77 nm 깊이까지는 Cu3Sn 금속간화합물 층이 생
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유량이 많지 않고 Ag3Sn의 금
속간화합물 석출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Ag는 거의 검출
되지 않았다. 한편 5.3 nm/min의 저속 제거 시편(Fig. 5b)
의 경우는 앞서 시편과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매우 얇은 SAC305 코팅층에 의한 반응 때문에 부분부분
그 단면 미세조직이 다소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Fig. 5(b) 샘플의 경우 O와 Ag의 프로파일 변화
는 앞서와 유사하나 Sn의 농도가 Cu의 농도보다 확연히
높은 영역이 존재하여 앞서 시편과 결정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 이는 수 나노미터 두께의 SAC305 층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깊이 증가에 따라 Sn의 농
도가 감소하고 Cu의 농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 4.5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2, No.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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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ES elemental profiles of the rolled copper sample coated
with SAC305 at different sputter-etch rates of (a) 44 and
(b) 5.3 nm/min.

Fig. 6. AES elemental profiles of the electroplated copper sample
coated with SAC305 at different sputter-etch rates of (a)
44 and (b) 5.3 nm/min.

nm 깊이에서부터 Cu6Sn5 조성의 금속간화합물층이 생성
되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SAC305 솔더로 저온 코팅된 압연동 시편은 최
외각층인 주석 산화물층으로부터 SAC305층, Cu6Sn5 금
속간화합물층, Cu3Sn 금속간화합물층, 그리고 Cu가 연속
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주석 산화물층과
SAC305층은 수 나노미터 두께로 매우 얇으며, Cu6Sn5 금
속간화합물층은 10 nm 부근으로, Cu3Sn 금속간화합물층
은 50 nm가 넘는 두께로 형성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6은 160oC의 저온 코팅공정으로 SAC305가 코팅된
전해도금동 시편의 AES 결과이다. 44 nm/min 속도로 고
속 제거한 결과(Fig. 6a)를 보면 O의 경우 역시 표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나 시료의 깊이 방향으로 그 함유량이
급속도로 감소하였으며, Sn은 O보다는 느린 속도이나 마
찬가지로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Cu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많
은 양이 관찰되었으나, 그 증가 거동이 역시 계단식 형태
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시편의 경우 약 100 nm의 깊
이에서부터 240 nm 깊이까지 Cu3Sn 금속간화합물층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5.3 nm/min의 저속 제거
시편(Fig. 6b)의 경우 Sn의 농도가 Cu의 농도보다 확연히
높은 영역이 관찰되어 수 나노미터 두께의 SAC305 층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깊이 증가에 따라 Sn

의 농도가 감소하고 Cu의 농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
4.5 nm 깊이에서부터 Cu6Sn5 조성의 금속간화합물층이
생성되는 영역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SAC305 솔더로 저온 코팅된
도금동 시편 또한 최외각층인 주석 산화물층으로부터
SAC305층, Cu6Sn5 금속간화합물층, Cu3Sn 금속간화합물
층, 그리고 Cu가 연속적으로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주석 산화물층과 SAC305층은 수 나노미터 두께로 매우
얇으며, Cu6Sn5 금속간화합물층은 90 nm 이상의 두께로,
Cu3Sn 금속간화합물층은 140 nm가 넘는 두께로 각각 형
성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언급된 저온 코팅 공정으로 SAC305 코팅을 수행할 때
코팅된 SAC305의 두께가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
은 이유는 SAC305 나노입자들의 용융이 일시적이어서
Cu와 직접 반응하는 SAC305가 Cu 표면과 닿아있는
SAC305 나노입자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Cu 표면
과 닿아있지 않은 SAC305 나노입자들이 160oC의 피크
(peak)온도 주위에서 용융될 경우 주위의 SAC305 나노입
자들과 합쳐지면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용융이 유
지되지 않고 응고되는 거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비해
Cu 표면과 닿아있던 SAC305 나노입자들은 용융 즉시
wetting되면서 Cu 표면과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Cu의 국
부적 표면과 반응하는 SAC305 나노입자 하나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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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tting angle measured as a function of reflow temperature
using the samples having different surface finishes.

Fig. 7. AFM images of (a) rolled and (b) electroplated copper
surfaces on CCL.

수 나노미터 수준의 SAC305 코팅층을 형성시키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Fig. 5와 6의 결과들을 비교해볼 때 압연동 시편에 비
해 전해도금동 시편에서 크게 성장된 금속간화합물층의
두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표면거칠기가 보다 우수한 전
해도금동 시편이 보다 넓은 실제 표면적을 나타냄에 따
라 15×15 mm의 면적 기준으로 보다 많은 수의 SAC305
나노입자들과 접촉된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Fig. 7은 압연동이 사용된 CCL 표면과 전해
도금동이 사용된 CCL 표면의 AFM 측정 결과이다. 압연
동의 경우 평균 거칠기(Ra) 값이 275. 47 nm였으나 전해
도금동의 경우 평균 거칠기 값이 443. 77 nm에 이르러 확
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경우 표면이 보다 거칠어
짐에 따라 실제 표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온 코팅의 주요 기구가 Cu 표면과 닿
아있는 SAC305 나노입자의 용융반응이므로 이와 같은
표면적의 증가는 보다 많은 SAC305 나노입자들과의 접
촉반응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Fig. 8은 압연동, 전해도금동, 저온 SAC305 코팅 압연

동 및 저온 SAC305 코팅 전해도금동의네 종류 시편에 대
한 측정 온도별 젖음각 변화이다. 모든 시편의 경우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wettability가 향상되면서 젖음각이 감
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시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젖음각값이 측정되었다. 먼저 압연동과 전해도금
동 시편을 비교할 경우 압연동은 230oC에서 250oC로 리
플로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38.0도의 젖음각이 34.8도
까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전해도금동은
230oC에서 이미 34.6도의 낮은 접촉각을 나타내었고,
250oC에서는 28.2도까지 감소된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압연동과 전해도금동간의 접촉각 차이는 두 시편의
표면 거칠기 차이에 따른 모세관 젖음 거동의 차이 때문
으로 분석된다. 즉, 전해도금동 표면의 향상된 표면요철
은 표면 골짜기 부분을 통한 용융 솔더의 모세관 현상으
로 용융 솔더의 진행을 촉진시키므로 젖음면적으로 증가
및 젖음각의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저온 SAC305 코팅 압연동 시편의 경우 230oC에
서 34.6도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나 240oC에서는 26.4도,
250oC에서는 25.4도의 매우 감소된 접촉각 값을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저온 SAC305 코팅 전해도금동 시편의
경우 230oC에서 이미 31.4도의 매우 낮은 접촉각을 나타
내었으며, 240oC에서는 28.0도, 250oC에서는 24.3도의 매
우 우수한 접촉각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다소의 편차는
존재하였으나, 저온 SAC 코팅이 이루어진 표면은 SAC
코팅이 없는 표면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젖음각 값들을
나타내어 당 저온 코팅법이 패드 피니쉬 공정으로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u에 단지 수 나노미터
두께의 SAC305 층이 형성된 경우에서도 이후 솔더의
wettability에서 실질적인 향상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저온 코팅법은 평면부의 패드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표면 형상의 시료와 시료의 측면 코팅도 가능하
다는 등의 장점도 지니고 있어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
서 그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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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SAC305 잉크를 사용한 저온 코팅 후 측정한 XRD 및
AES 결과를 통하여 160oC의 저온 코팅공정에서도 일반
적인 솔더링에서와 같은 Cu3Sn 및 Cu6Sn5 금속간화합물
반응층의 생성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AC305
솔더로 저온 코팅된 Cu 시편은 최외각층인 주석 산화물
층으로부터 수 나노미터 두께 수준의 SAC305층, 10~ 100
nm 두께 수준의 Cu6Sn5 금속간화합물층 및 50~100 nm
두께 수준의 Cu3Sn 금속간화합물층이 Cu 위에 연속적으
로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압연동 시편에 비해
전해도금동 시편에서 훨씬 두꺼운 금속간화합물층의 두
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해도금동 시편에서 관찰되는
향상된 표면 거칠기 특성에 의해 단위면적 기준으로 보
다 많은 수의 SAC305 나노입자들이 접촉된 상태에서 반
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SAC305 솔더
볼을 사용한 젖음각 측정 실험에서 저온 SAC 코팅이 이
루어진 표면은 SAC 코팅이 없는 표면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젖음각을 나타내어 당 저온 코팅법으로 Cu에 단지
수 나노미터 두께의 SAC305 층을 형성시킨 경우에서도
솔더의 wettability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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