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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novel carbon nanotube (CNT)-filled Solderable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ECA) and joining process

have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bonding characteristics of CNT-filled Solderable ECA, three types of Solderable

ECAs with different CNT weight percent (0, 0.1, 1wt%) were formulated. For a joining process, the quad flat package

(QFP) chip was used. The QFP chip had a size of 14 × 14 × 2.7 mm and a 1 mm lead pitch. The test board had a Cu

daisy-chained pattern with 18 µm thick. After the bonding process, the bonding characteristics such as morphology of

conduction path, electrical resistance and pull strength were measured for each formulated ECAs. As a result,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bonding characteristics for a QFP joints using CNT-filled ECA were improved about 10% compared to

those of QFP joints using ECA without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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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전성 접착제(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ECA) 는 고분자 바인더에 금속 분말이나 흑연을 혼합

해 금속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특성과 함께 고분자

의 기계적 특성 및 가공성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로

LCD, PDP, PLED 등의 디스플레이 Panel Glass나 연

성회로기판(Flexible PCB)에의 구동 IC나 패키지 등을

접속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소재[1]로 솔더

에 비해 저온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열피로(Thermal

fatigue) 특성이 우수하며, 미세 피치화가 가능하고, 무

플럭스 공정으로 인하여 친환경적이며 세척공정이 필

요 없어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솔더링 기술을 대체할 접합방식으

로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그러나, ECA를 이용한 접합방식은 폴리머 내부에

분산된 도전입자의 전극단자에 대한 물리적/기계적 접

촉에 의해 도전 경로를 형성하므로 기존의 솔더링 접

합방식에 의한 금속학적 결합에 비해 높고 불안정한

접촉저항, 낮은 열적 전도도 및 전기적 신뢰성 등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4].    

ECA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를 통해 폴리머 내부에 저융점 합금(Low-

melting-point alloy: LMPA) 필러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Solderable ECA와 이를 이용한 접속 프로세스

를 개발하였다[5].

Figure 1에 LMPA를 이용한 접합 프로세스의 메커니

즘을 나타내었다. 정렬이 완료된 전극 단자와 리드 사

이에 ECA를 도포한 후, 열을 가하게 되면 폴리머의

점성이 천천히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LMPA의 녹는

점에 이르면, 필러는 용융된다. 용융된 필러는 내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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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게 되고 전극 단자와 리드에 대한 젖음 거동

으로 인해 금속학적 도전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온도

가 폴리머의 경화온도에 이르게 되면 수지성분의 경화

에 의해 최종 접합을 완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용융

필러와 전극 간의 금속학적 결합으로 인해 Solderable

ECA의 접합부는 매우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과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lderable ECA의 전기적, 기계적 특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폴리머 내부에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6-8]를 분산시키고 LMPA 필

러에 의한 솔더링의 금속학적 결합과 ECA가 갖는 저

온 프로세스 등의 장점만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ECA

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접합 프로세

스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ECA의 구성성분으로 폴리머 매트릭스의 기반재료

인 바인더로 비스페놀A(DGEBA)가 사용되었으며, 경

화제와 촉매제로 디아미노디페닐설폰(DDS)과

BF3MEA가 사용되었다. 또한, LMPA와 전극 단자의

외부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이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폴리머 내부에 분산된 LMPA는 45 µm의 지름을 갖

는 Sn-58Bi 공정 솔더(Tm: 138oC) 가 사용되었으며 중

량비는 83 wt%(40 vol%)로 설정하였다. 합성된 폴리머

매트릭스 내부에 분산시킨 CNT는 Nanotech Co. Ltd.

의 지름 15~40 nm, 길이 30~50 µm를 갖는 다중벽 탄

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NT)가

사용되었다. 폴리머 매트릭스 내부의 CNT 함량에 따

라 합성된 ECA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합성된 CNT-filled ECA의 전기적/기계적 접합특성

평가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QFP(Quad flat package)

는 14 × 14 × 2.7t mm규격으로 Sn으로 도금된 44개의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리드 간의 피치는

1.0 mm이다.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전극단자는

18 µm두께의 구리로 도금되어 있으며 전기적 특성평

가를 위해 QFP와 PCB에 각각 데이지체인이 설계되어

있다. 

2.2. 실험방법

2.2.1 CNT 표면개질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폴리머 내부에서의 CNT의 균

일한 분산을 얻기 위해 CNT의 산처리를 통한 화학적

표면 개질을 시행하였다.

CNT의 산처리 방법으로 황산(H2SO4)과 질산

(HNO3)을 3 : 1로 혼합한 용액에 0.5 g의 CNT를 첨가

한 후 70oC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교반을 수행

한 후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이용한 반복적인

필터링을 통해 pH를 7로 맞추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산

처리를 통해 표면에 카르복시기(COOH)가 형성된 CNT

는 폴리머 내부에서의 균일한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폴리머 매트릭스에 대한 CNT의 분산을 위하여

10 ml의 에탄올(Ethanol)에 각각의 중량비에 따른 CNT

를 혼합한 후, stirring 2시간, sonication 1시간을 시행

하여 에탄올 내부에 CNT를 분산시켰다. CNT가 분산

된 에탄올에 10 g의 DGEBA를 혼합하고 60oC 온도조

건 하에서 4시간의 stirring, 1시간의 sonication을 시행

하여 CNT-filled 에탄올과 DGEBA를 혼합하였다. 혼

합이 완료되면 80oC의 온도조건 하에서 에탄올을 증발

Fig. 1. Schematic of QFP bonding mechanism using

Solderable

Table 1. Components of formulated Solderable ECAs.

Components

Epoxy DGEBA

Curing Agent DDS

Catalyst BF3MEA

LMPA Filler Sn-58Bi (ϕ45 µm, 40 vol%)

CNT 0, 0.1, 1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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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진공오븐에 넣어 남아있는 에탄올을 제거

(5hours)하였다.

CNT를 분산시킨 후, LMPA를 83wt%(40vol%)로 혼

합하고, 진공오븐에 넣어 기포를 제거하여 CNT-filled

Solderable ECA를 합성하였다.

2.2.2 ECA를이용한 QFP 접합테스트

CNT 함량에 따른 Solderable ECA의 접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QFP 접합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CNT-filled Solderable ECA를 이용한 QFP접합 테스

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세정이 완료된 PCB 기판 상에

메탈 마스크를 정렬시키고, 합성이 완료된 CNT-filled

Solderable ECA를 스퀴지 방식을 통해 전극단자 상에

선택적으로 도포한다. ECA의 도포가 완료되면 PCB상

에 QFP를 실장한 후 접합장비(LAMBDA: FINETECH

Co.) 를 사용하여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 열을 가하며 접

합을 시행한다. 실험에 적용된 온도 프로파일은 LMPA

의 융점(138oC)보다 약 20oC 높은 160oC에서 20초간

유지하여 LMPA의 용융, 유동, 융합 및 젖음 거동을

발생시키는 반응영역과 180oC에서 등온구간을 유지하

여 폴리머의 경화에 의해 접합이 완료되는 경화영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접합이 완료된 후, 접합부에 대한 전기저항을 측정

하고 단면 가공 후, 광학 현미경(VHX-1000:

KEYENCE Co.)을 이용한 도전 경로의 형상 관찰 및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igma, Carl Zeiss Co.

Ltd.)을 이용한 접합부 내부의 CNT 분포 관찰을 시행

하였다. 또한, QFP 리드에 대한 45deg 인장테스트를

시행하여 CNT의 함량이 기계적 접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인장테스트는 JIS규격(JIS Z 3198-

6)에 준하여 상방 6mm/sec의 속도로 각각의 시편에 대

한 11개의 리드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NT-filled Solderable ECA의 도전 경로 형성

및 CNT 분포

합성된 세 종류의 ECA에 의해 접합이 완료된 QFP

접합부의 단면가공을 통한 도전 경로 형상 관찰 결과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Solderable ECA에 의한 접합

부는 LMPA에 의해 금속학적으로 접합된 도전 경로

영역과 도전 경로의 외부를 감싸며 접합부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폴리머 영역으로 나뉜다. 사진 상에

서 폴리머 영역의 외각부 경계를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단면가공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NT-filled

ECA는 각각의 CNT 함량 조건(0, 0.1, 1wt%) 모두에서

용융 LMPA의 용융-유동-융합-젖음 거동에 의해 금속학

적으로 결합된 넓고 안정적인 도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Fig. 2. Morphology of the conduction path between QFP

lead and electrode for CNT-filled Solderable

E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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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 내부의 CNT 분포 확인을 위한 FE-SEM 촬

영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폴리머 내부에 균일하게 분산된 CNT는 용융된

LMPA의 융합-젖음 거동에 의한 폴리머의 유동에 의하

여 도전 경로의 외부로 이동하여 솔더에 의해 형성된

도전 경로와 폴리머 영역의 계면 및 폴리머 영역에 존

재한다.

3.2. CNT 함량에 따른 Solderable ECA의 접합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 내부에 분산된 CNT의 함유량

에 따른 Solderable ECA의 접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접합이 완료된 시편에 대한 전기저항 측정 및

45deg 인장 테스트를 시행 하고, 그 결과를 Fig. 4와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접합 시편에 대한 전기저항 측정 결과인 Fig. 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CNT를 포함하지 않은 ECA에 의해 접

합된 QFP는 2.07 ± 0.244 Ω의 전기저항을 나타낸 반면,

CNT가 분산된 ECA에 의해 접합된 QFP는 각각

1.92 ± 0.011Ω(CNT 0.1wt%), 1.96 ± 0.047Ω(CNT 1wt%)

의 전기저항을 나타내어CNT를 포함하는 ECA의 경우

에서 조금 더 균일하고 향상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NT의 우수한 전기 전

도도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합 시편에 대한 인장테스트 결과인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NT를 포함하는 ECA에 의해 접합

된 QFP 리드의 인장강도는 각각 21.00 ±1.63 N(CNT

0.1wt%)과 20.50 ± 2.14N(CNT 1wt%)를 나타내어 CNT

가 포함되지 않은 ECA의 인장강도인 18.5 6± 2.78 N 보

다 약 12%의 강도 향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강도향상 효과는 도전 경로의 외부를 감싸는 경화가

완료된 폴리머 내부에 분포하는 CNT의 가교역할에 의

한 응력분산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NT의 함량

이 0.1wt%에서 1wt%로 증가함에 따른 전기적/기계적

특성 향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3.1 절에서 기술되었던 접합부 내부의

CNT 분포 및 Fig. 6에 나타낸 접합부의 파단면 관찰결

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1 절에 나타낸 바와 같이 CNT는 도전 경로 내부

에 순수한 CNT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접합 시

편의 전기적 특성 향상은 접합부에 분포하는 CNT 중,

도전 경로와 폴리머 영역의 계면에 분포하는 CNT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CNT 함량 증가에 따른 폴리

머 영역의 CNT 증가는 접합시편의 전기적 특성 향상

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접합부의 파단면 관찰결과인 Fig. 6에 나타낸

Fig. 3. Distribution of CNTs in the QFP joint with

conduction path and polymer matrix.

Fig. 4.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QFP for CNT-filled

Solderable ECAs.

Fig. 5. Pull strength of the QFP for CNT-filled Solderable

E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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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CNT의 함량 증가에 따른 폴리머의 유동성

(Mobility) 감소로 인하여 폴리머는 도전 경로 내부에

CNT-filled polymer의 형태로 갇히게 되며, 전기적/기

계적 접합특성 향상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olderable ECA의 접합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나노 강

화 기구인 CNT를 강화 물질로 사용하여 ECA를 합성

하였으며 QFP에 대한 접합을 시행하여 CNT의 함유량

에 따른 ECA의 전기적/기계적 접합특성을 평가하였다.

CNT의 함량에 따라 세 종류로 합성된 ECA에 의해

접합이 완료된 QFP 접합 시편에 대한 도전 경로 형상

및 접합부 CNT 분포 관찰을 시행한 결과, 모든 CNT

함류량 조건에서 접합부는 양호하고 균일한 도전 경로

를 형성하였으며, 접합부의 CNT는 도전 경로와 폴리

머 영역의 계면 및 폴리머 영역에 선택적으로 분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CNT의 함량에 따른 접합 특성 평가를 위한 전기저

항 측정 및 접합강도 테스트에서 CNT가 포함된

ECA(CNT 0.1, 1wt%)의 접합부는 CNT의 뛰어난 전

기 전도도 및 폴리머 영역에서의 가교 역할에 기인하

여 CN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전기적/기계

적 접합 특성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접합부의

CNT 분포 특성 및 CNT 함량 증가에 의한 도전 경로

내부의 접합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CNT의 함량 증가

에 따른 접합특성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감사의글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

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KRF-313-2007-2-D00052)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Li, Y., and Wong, C. P., “Recent Advances of Con-

ductive Adhesives as a Lead-Free Alternative in Elec-

tronic Packaging: Materials, Processing, Reliability

and Application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Vol. 51, pp. 1-35, 2006. 

2. Kim, H. K., and Shi, F. G., “Electrical Reliability of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Joints: Dependence

on Curing Condition and Current Density”, Microelec-

tronics Journal, Vol. 32, pp. 315-321, 2001.

3. Wojciechowski, D., Vanfleteren, J., Reese, E., and

Hagendorn, H. W., “Electro-Conductive Adhesives for

High Density Package and Flip-Chip Interconnections”,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0, pp. 1215-1226, 2000.

Fig. 6. The optical microscope image for the fracture

surface of the QFP joint for CNT-filled Solderable

ECAs.



42 임병승·정진식·이정일·오승훈·김종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1

4. Tong, Q. K., Markley, D. K., Frederickson, G., Kuder,

R., and Lu, D., “Conductive Adhesives with Stable

Contact Resistance and Superior Impact Performance”,

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

Vol. 1-6, pp. 347-352, 1999.

5. Yim, B. S., Kim, J. M., Jeon, S. H., Lee, S. H., Kim,

J. H., Han, J. G., and Cho, M. H., “Hybrid Intercon-

nection Process Using Solderable ICAs(Isotropic Con-

ductive Adhesives) with Low-Melting-Point Alloy

Fillers”, Materials Transactions, Vol. 50, pp. 2649-

2655, 2009.

6. Zhan, G. D., Kuntz, J. D., Wan, J., and Mukherjee, A.

K.,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s Attractive

Toughening Agents in Alumina-Based Nanocompos-

ites”, Nature Materials, Vol. 2, pp. 38-42, 2003. 

7. Wu, H. P., Wu, X. J., Ge, M. Y., Zhang, G. Q., Wang,

Y. W., and Jiang J., “Properties Investigation on Iso-

tropical Conductive Adhesives Filled with Silver

Coated Carbon Nanotube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Vol. 67, pp. 1182-1186, 2007.

8. Yu, S., Tong, M. N., and Critchlow, G., “Wedge Test

of Carbon-Nanotube-Reinforced Epoxy Adhesive

Joints”,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Vol. 111,

pp. 2957-2962, 2009.

접수일: 2011년 10월 26일, 심사일: 2011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