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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quipment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flip chip BGA manufacturing process to
improve the uniformity of flux printing process. The problem was characterized as shrinkage of the printed flux layer
due to insufficient surface energy of the flip chip BGA substrate. To improve the hydrophilic characteristics of the flip
chip BGA substrate, remote DBD typ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quipment was developed and adapted to the flux
print process. The equipment enhanced the surface energy of the substrate to reasonable level and made the flux be
distributed over the entire flip chip BGA substrate uniformly. This research was the first adaptation of th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quipment to the flip chip BGA manufacturing process and a lot of possible applications are supposed
to be extended to other PCB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organic clean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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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즈마 설비는 서브 미크론 이하의 회로 형성이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

고 있다. 제조공정 상 플라즈마의 다음과 같은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밀도의 반응성 높은 입자 생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박막을 증착하

거나 에칭하는 것이 용이하다. 플라즈마의 온도는 보통

150oC 이하로 유지되므로 열에 민감한 실리콘 또는 유

리 기판의 열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균일한

입자 밀도를 가지는 글로우 방전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대면적 기판을 양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반도

체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하

여 직경 300 mm 실리콘 웨이퍼 또는 2,300×2,600 mm

이상의 유리 기판 상에 회로를 형성하여 양산을 진행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 제품은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일종인 flip chip BGA 로서, CPU 등

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칩의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

는 부품이다. flip chip BGA 제조공정은 반도체, 디스

플레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플라즈

마 설비를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양산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첫째, 플라즈마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진공 펌프 등 특수한 진공 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부품들은 매우 고가로서 flip chip BGA제조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플라즈마 설비는 배치 형

태 설비(batch type equipment)로서 대부분의 공정이

인라인 형태로 연결된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는 적

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까지 flip chip BGA 제조공

정에서는 습식공정(wet process)의 전처리 등 제한된

용도로 플라즈마 설비를 사용하여 왔다.†E-mail : sjryu70@yaho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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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플라즈마는 진공을 이용하지 않고 대기압하

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고가의 진공 장

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찍

부터 이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공을 사용하지 않고

대기압하에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에는 기

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존재한다. 특히, 플라

즈마 상태가 쉽게 아킹(arching) 상태로 전이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어 처리 대상 기판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양산성 관점에서 대기압 플라즈마

는 진공 플라즈마에 비하여 플라즈마 밀도 균일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대면적 기판을 균일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극

구조 및 전원 인가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

으며, 2002년 이후 반도체 패키징 공정 또는 디스플

레이 공정에서 친수성 표면 처리 또는 접착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양산 도입이 본격화 되고있는 추세이

다[2,3,4,5,6].

본 연구에서는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 대기압 플

라즈마를 적용하기 위하여 아킹이 발생하기 쉬운 기존

의 DBD 방식의 전극 구조를 개선한 리모트 DBD 방

식의 전극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극은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플럭스 도포 불균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도입되었다. 이는 대기압 플라

즈마 처리를 진행하여 소수성인 기판 표면 성질을 친수

성으로 전환 시켜 플럭스 도포를 균일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제조공정에 도입된 대기압 플라즈마의 성능

은 접촉각(contact angle) 및 표면에너지(surface energy)

측정, ToF-SIMS 표면분석, 플럭스 도포 및 칩부착상태

평가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2.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 개발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DBD(dielectric barrier discharge) 방식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전극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한쌍의 금속 전

극과 한쪽 또는 양쪽 전극 표면에 유전체 코팅된 구조

를 특징으로 한다. 유전체는 Al2O3, ZrO2, Y2O3, SiO

등의 세라믹을 사용하며 기계적 접합 또는 소결 등의

방법으로 금속 전극에 접합된다. 공정 가스로는 대기

중의 O2가 주로 사용되며 플라즈마 방전에 의하여 O2

는 O3으로 변환된다. O3은 강산화제로서 기판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CO2의 형태로 제거하거나 기판 표

면의 성질을 친수성으로 개질한다. 보통, 대기 중 O2에

He 또는 N2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방전 전압을 낮

추고 플라즈마 처리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DBD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설비를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DBD 방식의 플라즈마는 방

전 전압을 낮추기 위해 전극과 기판간 간격을 보통 수

mm 정도로 유지한다. 이 영역에서 스트리머(streamer)

라 불리는 미세 플라즈마가 100 nm 이하 크기로

10~100 nsec 정도 지속되며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그

러나, 스트리머 형태의 플라즈마는 안정성면에서 취약

하여 쉽게 아크 방전 형태로 전이되며 이에 의해 기판

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판 표면에 도체가 존

재하는 경우 아크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flip chip BGA 기판 표면에는 도체로 이루 어진

회로 배선이 형성되어 있어 DBD 방식의 전극을 이용

하여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DBD 방식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리모트(remote) 방식의 전극 구조를 개발

하였다. Fig. 2와 같이 고전압 전극과 접지 전극이 적

층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즈마는 각각 전극 사이

에서 발생한다. 발생된 플라즈마는 기체의 흐름에 따라

Fig. 1. Typical DBD type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lectrode.

Fig. 2. Remote type DB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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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외부로 배출되며 이 부분에 기판을 노출시켜 플

라즈마 처리를 수행한다. 기판이 전극 사이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아크에 의

한 기판 손상이 최소화 될 수 있다[7].

Fig. 3(a)은 개발된 리모트 방식 대기압 플라즈마 전

극 사진이다. 전극은 바형태로서 폭은 flip chip BGA

기판의 크기(500×600 mm)를 고려하여 600 mm로 설

계 되었다. 공정 가스로는 N2를 주성분으로 하여 대기

중 O2를 미량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Fig. 3(b)

는 개발된 전극을 이용하여 flip chip BGA 기판을 처

리하는 그림이다. 전극은 기판의 상하에서 고정되어 있

으며 기판을 이송 시키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도록

구성 하였다[8].

3. Flip chip BGA 제조공정

3.1. 제조공정 상의 문제점
Fig. 4는 flip chip BGA 제조공정의 일부 단계를 도

시한 것이다. 범핑(bumping) 공정에서는 스크린 프린

팅 방법에 의해 PCB 기판 표면에 반도체칩과 전기적

으로 접속하기 위한 범프 페이스트(bump paste)를 도

포한다. 리플로우(reflow) 공정에서 스크린 프린팅된

범프 페이스트를 승온시켜 표면장력에 의해 구형태의

범프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후 디플럭스(deflux) 공정

에서 범프에 잔존해 있는 유기 용제를 제거하면 반도

체 칩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의 flip clip BGA 기판이

완성된다. 이후 공정은 반도체 칩과 접속하는 공정으로

서 우선 플럭스프린팅(flux printing) 공정에서 칩과 접

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액상의 플럭스를 flip chip

BGA 전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그 후 반도체 칩을 flip

chip BGA의 범프 위치에 부착하여 전기적인 도통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적용한 공정은 플럭

스프린팅 공정이다. 플럭스프린팅 공정의 중요한 요구

조건은 flip chip BGA 기판 표면에 도포되는 플럭스가

기판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ig. 5

는 플럭스프린팅 공정 진행 후 flip chip BGA 기판의

사진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flip chip BGA 기판의

경우 Fig. 5(a)와 같이 액상 플럭스가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flip chip BGA 기판의 경

우 Fig. 5(b)와 같이 기판 외곽 부위에서 불충분하게

플럭스가 도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Fig. 5(b)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 공정인

칩 부착 공정에서 칩이 기판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지

못하고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Fig. 6은 flip chip

BGA 기판의 외곽부 사진으로 적층세라믹콘덴서 칩이

부착되는 부위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적층세

라믹콘덴서 칩이 기판에 부착되지 못하고 이탈되어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메커니즘 분석

Fig. 5(b)와 같은 플럭스 불균일 도포 현상이 발생하

Fig. 3. Remote DBD type equipment.

Fig. 4. Flip chip BGA manufacturing process.

Fig. 5. Flux 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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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한다. flip chip BGA 기판 표면에는 절연 물질인 솔

더리지스트(solder resist) 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솔더리지스트는 그 내부에 평활제(lever)로서 Si 계 유

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Si 계

유기물은 리플로우 과정에서 표면으로 확산되어

SiC3H9
+ 또는 Si2OC5H15

+의 유기물 이온 막을 형성한

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성된 Si 계 유기물은 표면 에

너지(surface energy)가 매우 낮아 소수성(hydrophobic)

을 강하게 띄며 그 상부에 친수성(hydrophilic) 물질인

액상 플럭스가 도포되는 경우 Fig. 5(b)과 같은 도포

불균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추정한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리플로우 공정 직전의 flip chip BGA 기판의

솔더리지스트 층에 대한 표면 분석을 ToF-SIMS(time-

of-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측정 장비

를 활용하여 진행 하였다. Fig. 8은 ToF-SIMS 측정 결

과이다. ToF-SIMS는 기판 표면에 1차 이온을 입사 시

킨 후 표면에서 방출되는 2차 이온의 질량을 측정함으

로써 표면화학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측정 결과 플

럭스프린트 전 단계에서 솔더리지스트 층의 SiC3H9
+

또는 Si2OC5H15
+ 이온피크의 강도가 기판별로 큰 차이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온피크의 강

도가 특별히 높은 기판의 경우 그 표면이 소수성 특징

을 나타내게 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후속 공정인 플럭

스프린팅 공정에서의 액상 플럭스 도포 불균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된다.

4. 대기압 플라즈마 공정 평가

4.1. 접촉각 및 표면 에너지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플럭스 도포 불균일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g. 4의 제조공정 상에서 플럭

스프린팅 전에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로 기판 표면을

처리하는 공정을 도입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로 기판

을 처리함으로써 기판 표면의 성질을 소수성에서 친수

성으로 전환 시키고자 한 것이다. 처리 결과를 평가 하

기 위하여 (1)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평가, (2) ToF-

SIMS 표면분석 및 (3) 플럭스 도포 및 칩부착상태 평

가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먼저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평가를 위하여 Table 1(a)

과 같은 공정변수를 선택하였다. 기판 이송속도, 전극

간 전압, 전극과 기판간 간극에 대하여 각각 3수준의

변수를 선정한 후 Table 1(b)와 같은 실험계획법(DOE,

design of experiment) 평가를 진행하였다. 레그 1~10

은 플럭스프린팅 공정 전에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 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레그 11은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를 측정 하였다.

Fig. 9는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직후 flip chip BGA

기판 솔더리지스트면의 접촉각을 Table 1의 레그별로

Fig. 6. Chip mis-attachment.

Fig. 7. Proposed mechanism of hydrophobic surface cha-
racteristics.

Fig. 8. ToF-SIMS measurement of solder resist layer
before flux pri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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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이다. 접촉각 측정은 기판 전면의 9개 위치

를 선택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레그당 5장

의 기판에 대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접촉각은 처리

전 평균 65o에서 처리 후 47o로 28% 감소하였다. 감소

경향은 레그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기압플라즈마를 처

리하지 않은 레그 11에 비하여 크게 감소 하였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 10은 역시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직후 flip chip

BGA 기판의 솔더리지스트 면을 에너지펜슬(energy

pencil)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표면에너지는 평

균 처리 전 47 dyne/cm에서 처리 후 82 dyne/cm로 74%

증가 하였다. 각 레그 별 증감률은 차이가 있으나 모든

레그에 대하여 표면에너지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직후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로 측정된 기판 표면의 친수성 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표면 분석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직후 기판 표면의 조성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하여 ToF-SIMS 표면분석을 진행 하였

다. 분석은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직전기판의 일정 부

위를 추출하여 ToF-SIMS 분석을 진행 한 후 나머지

기판 부위를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하여 다시 한번

ToF-SIMS 측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11은

ToF-SIMS 분석 결과이다.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결과

flip chip BGA 기판 표면의 SiC3H9
+ 또는 Si2OC5H15

+

등 소수성인 Si 계 유기물 이온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

다. 이로부터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결과 표면이 소수

Table 1. DOE plans for contact angle and surface energy
measurement (power supply: AC, 11~12 KV, process
gas: N2 and air)

Variables
Level

+ 0 -

1. Speed (m/min) 0.6 1.2 1.8

2. Voltage (KV) 11 12 13

3. Gap (mm) 3 4 5

(a) Level of the process variables

Leg
Variables

Leg
Variables

1 2 3 1 2 3

1 + + - 6 - + -

2 + + + 7 0 0 0

3 0 0 0 8 - - -

4 - + + 9 - - +

5 + - + 10 + - -

11 Plasma not processed

(b) DOE table

Fig. 9. Contact angle measurements.

Fig. 10. Surface energy measurements.

Fig. 11. ToF-SIMS analysis before and after plasma pro-
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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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친수성 특징으로 개질된 것을 알 수 있다.

4.3. 플럭스 도포 및 칩 부착 상태 평가

Fig. 12는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후 플럭스프린팅 공

정을 진행하여 기판 표면에 도포된 액상 플럭스의 상

태를 촬영한 사진이다. 대기압 플라즈마 미처리 기판의

경우 일부에서 Fig. 12(b)와 같이 기판 외곽 부위에서

불충분하게 플럭스가 도포되는 현상이 일정 빈도로 발

생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기판의 경우 Fig.

12(a)와 같이 기판 전면에서 액상 플럭스가 균일하게

도포되었다.

마지막으로 Table 2의 제조공정상에서 플럭스프린팅

공정후 칩 부착 공정을 진행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로

처리한 기판과 처리하지 않은 기판을 구분하여 칩부착

공정을 진행 한 후 칩이 정상적으로 기판에 부착되지

못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고 플럭스프린팅 및 칩부착공정을 진행

한 경우 6~9%의 비율로 칩이 기판에 부착되지 못하였

다. 이에 반하여 대기압 플라즈마로 처리한 경우 이 비

율은 0.6%로 크게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B의 한가지 종류인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 있어서 기판 표면의 친수성을 확보하고자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를 개발 및 제조공정에 도입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BD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 전극은 flip chip BGA 기판

처리에 사용될 수 없었는데, 이는 기판 표면에 도전체

가 존재하여 쉽게 아킹에 의한 기판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트 방식의 대기압

플라즈마 전극을 개발하였다. 리모트 방식의 전극은 전

극 내부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한 후 기체의 흐름을 이

용하여 전극 외부로 플라즈마를 이동시켜 기판을 처리

하는 방법이다.

한편, flip chip BGA 기판의 표면은 Si 계 유기물의

영향으로 소수성을 띠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액상 플럭

스 도포 상태가 기판 전면에 균일하게 이루어 지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플럭스프린트 전단계에서 기판

표면을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함으로써 소수성인 표면

을 친수성으로 개질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플럭스프

린팅 공정에서 액상 플럭스가 기판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었으며 칩부착공정에서의 칩이탈비율도 개선할

수 있었다.

제조공정에 도입된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한 경우 기판

표면 접촉각이 처리 전 평균 65o에서 처리 후 47o로 감

소하였다. 또한 기판 표면에너지도 처리 전 47 dyne/

cm에서 처리 후 82 dyne/cm로 증가 하였다. 한편 대기

압 플라즈마 처리 전후 기판 표면조성에 대하여 ToF-

SIMS 측정을 진행 결과,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소수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Si 계 유기물 이온의 농도

가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의의는 대기압 플라즈마 설

비를 flip chip BGA 제조공정에 성공적으로 최초 적용

한 것에 있다. 향후 대기압 플라즈마 설비는 플럭스프

린팅 공정 이외에 유기물 제거 등 다양한 공정으로 적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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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ip mis-attachment rate

Plasma not 
processed

Plasma
processed

Chip mis-attachment rate 6~9%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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