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2호(2011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0, No. 2. June 2011.

103

초음파를 이용한 금속-유리 접합에 관한 연구

정안목·전의식*·김철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A Study on the Metal-Glass Bonding Using Ultrasonic

An Mok Jeong, Euy Sik Jeon* and Cheol Ho Kim†

†Manufacturing System R&D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Mechanic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Ultrasonic welding is widely used in bonding of the same kind or dissimilar materials. The important variable of

ultrasonic bonding is the bonding pressure, bonding time and applied amplitude energy. These variables have to be

optimized in order to obtain the optimum bonding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important factor to optimal bonding between

metal and glas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applying design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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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특성이 서로 다른 이종 금속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 초음파 고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종금속간의 접

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1]. 이종금속간의 접합은 특히 최근 신재

생에너지가 활발히 연구되면서 초음파 접합의 이점을

이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종금속간

의 접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양전

지의 경우 유리의 표면 전극 인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염료 감응 형 태양전지의 경우 염료를 주입 후 이를 마

감해야 하는데 이 마감 기술에 따라 전지의 효율 및 수

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공정기술이다. 또한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제조 공정 중 상 ·

하판 봉착을 위한 밀봉(Seal) 소성 및 배기관의 마감

기술 역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술로

메이저 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공 마감 시 활용하는 공정은 저융점

유리본드(Frit)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융점 유리본드는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

정, 실행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 EU의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rates)의 실행으로 특정

의료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납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연

솔더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

연 솔더는 기존의 납 성분이 첨가된 솔더에 비해 접합

강도가 작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접합기술

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중 초음파 에너지를 활용한 접

합 방식은 초음파 진동과 압력을 이용한 접합 기술로

서,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밀봉 공정 등에 응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생산 공정의 단축 등 환

경 면에서도 기대되는 기술이다. 

초음파 접합의 활용은 칩 표면 실장 및 전자 패키징

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박판형태의 비철금속 접

합 및 고분자 재료의 접합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

다. 전자 패키징을 위한 초음파 접합 연구를 검토해 보

면, Kim[2] 등은 스트립 형상인 Au 범프의 종방향 초

음파 접합을 이용하여 범프 형상이 접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접합 면적을 증가시키고, 마찰력을 증

가 시킬수록 접합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

였다. Kang[3] 등은 열 초음파 와이어 본딩 공정을 응

용하여 횡방향 진동에 의한 플립칩 본딩을 수행하였다.†E-mail : cheolho@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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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끝 단에 수직으로 부착된 생크(Shank)를 통해 횡

방향 초음파 접합을 통해 Au 범프가 형성된 칩과 기판

을 접합하였다. 초음파를 이용한 비철금속의 접합 연구

를 살펴보면 Tsujin[4] 등은 초음파를 이용한 알루미늄

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맞대기 용접을 통해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접 결합조건을 제시하고, 경도 실

험을 통해 초음파 진동으로 용접부의 경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Tsujin[5] 등은 비틀림-횡

진동의 복합 진동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판을 용접하고,

시편의 폭을 균등 분할하여 접합 강도 테스트를 하였

으며,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균일하고 더 넓

은 영역의 용접이 가능함을 밝혔다.

초음파 접합을 위해서는 접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접합압력, 초음파 조사시간, 접합 온도 그리고

진동자 진동 진폭들이 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방향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유리-금속

간의 접합 방법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

해 접합 단면을 관찰하고 인장실험을 통해 유리-금속

간의 이종재료 접합이 가능함을 보였다.

2. 초음파 접합

2.1. 초음파 접합

초음파에 의한 접합은 고주파 전원으로 진동자를 진

동계 전체의 공진 주파수로 공진 시킨 후, 접합하고자

하는 대상에 압력과 진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다. 초음파 접합은 일반적으로 20 kHz 이상의

초음파를 이용하며, 접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압력과 초음파 조사시간, 온도 그리고 진동자의 진동

진폭이다. 접합 계면의 온도는 용융 온도의 35%~50%

정도로 비교적 저온의 고상 접합으로 모재와 솔더 사

이의 계면에서 열이 발생되므로 접합부 이외의 부분에

는 열 손상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음파 접합법은 진동방향에 따라서 횡방향(Trans-

verse) 초음파 접합법과 종방향(Longitudinal) 초음파

접합법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진동 방향의 수직, 수

평에 따라서 구분된다.

횡방향 초음파 접합은 Fig. 1(a)와 같이 압력 방향이

수직인 것에 반해, 진동은 접합 대상에 대하여 횡 방향

으로 진동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에 접합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으나, 접합 면적이 좁고, 생크(Shank)의 조립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을 요구하는 공정에

서는 상용화되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횡방향 초

음파 접합법은 금속 용착 등에 많이 쓰인다. 종방향 초

음파 접합은 Fig. 1(b)와 같이 혼의 종방향 초음파를

직접 재료에 수직으로 인가하는 방법으로 하중의 방향

과 혼의 진동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공정변수의 변화를 줄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용착공구의 접합 면적

이 반 파장 이상으로 넓게 되면 진동 면이 일정하게 진

동되지 않아서 용착 얼룩이 생기는 단점이 있으며, 고

주파 소형 진동자는 진동 진폭도 작게 되기 때문에 진

동전달을 위해 압전세라믹재료(PZT) 등의 가공 정밀도

와 조립 정밀도가 요구된다[6].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종방향 초음파를 이용

하여 솔더를 매개로 한 금속과 유리간 초음파 접합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솔더링은 플럭스에 의한 모재

금속 표면에 있는 산화막을 제거 후 모재 표면에 솔더

가 퍼지면서 모재와 솔더 사이에 원자간 이동이 발생

하며, 솔더링이 완료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반면 본

Fig. 1. Method of ultrasonic boding.

Fig. 2.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sold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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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솔더는 Fig. 3에 나타내었듯이 산소

를 매개로 한 화합 결합에 의해서 접합되는 메커니즘

을 가진다. 

3. 초음파 접합 실험

3.1. 실험 장치 및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초음파 접합을 위한 시스템 구성으로 초음파 진동자를

구동 할 수 있는 함수 발생기(HP 33120A)와 파워앰프

(NF 4055), 초음파 진동자(60 kHz) 그리고 솔더를 용

융 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시스템(Autonics T4MA)과

시즈 히터(Sheath heater)로 구성된다. 함수발생기의 출

력단은 파워증폭기의 입력단과 연결되며, 다시 파워증

폭기의 출력은 초음파 진동자에 연결된다. 초음파 진동

자는 파워증폭기에서 입력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진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접합이 가능하게 된다. 즉 함수 발

생기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초음파는 파워증폭기를 통

해 초음파 진동자를 구동시키게 되며, 주파수와 전압의

가변은 함수발생기에서 이루어진다. 초음파 진동자는

LM 가이드에 의하여 수직 방향으로 이송되며, K형 열

전대를 이용하여 접합부 부근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

다. 초음파 접합에 사용되는 시편은 5 mm × 1.5 mm ×

1 mm(t)의 소다라임유리(Soda-lime silicate glass), 지

름 5 mm, 두께 0.2 mm의 Cu, Sn 성분의 동판 그리고

Sn, Al, Ti, Cu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Sn 계열의 합금

솔더를 사용하였다. 

3.2. 실험 방법 및 조건

일반적으로 솔더링을 이용한 초음파 접합공정의 주

요 인자로는 초음파 조사시간, 압력, 온도 그리고 진동

자 진동 진폭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초음파 접합방식과 달리 압

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합실험을 실시하였다. 우

선 초음파 진동자 끝 단을 솔더의 용융 온도까지 도달

시키기 위하여 히터를 이용하여 예열하였으며, 초음파

접합 공정 조건 중 초음파진동자 출력 단의 진폭과 접

합 온도, 초음파 조사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접합 시험을

수행하였다. 최적 공정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실험계획

법을 이용하였으며, 공정변수 별 각 인자가 접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5는 본 연구의 초음파 접합 프로세스를 나타낸

다. 무부하 상태에서 솔더가 용융상태가 될 때까지 히

터로 예열을 하고 솔더가 녹으면 초음파를 구동하여

접합을 실시하였다. 초음파 조사 후 초음파 진동자를

원래의 위치로 복귀시키고 히팅(Heating)을 멈추어 솔

더가 응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최적공정조건

최적공정조건 선정을 위해 초음파 접합 후 접합부의

접합 강도를 측정하고 접합 강도를 토대로 최적공정조

건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0.1 mm/min의 속도로 초음파 접합된 유리와 동판을

Fig. 3. Soldering mechanism of this research method. 

Fig. 4. Ultrasonic bonding system.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ultrasonic b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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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키며 하중을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 별 5회 이상

접합 강도를 측정 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Fig. 6에

초음파 접합부의 접합 강도 측정을 위한 인장 시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사용된 인장시험기는 MTS사의

858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초음파 접합 강

도 측정을 위한 실험규격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인장 실험을 통해 접합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시편은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접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접합 조건 최적화를 위해 기초실험을 통하

여 공정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공정 변수로는 온도, 초

음파 진동자의 진동진폭 그리고 초음파 조사시간을 선

정하였다. 

최소한의 실험을 수행하고자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

으며, Table 1에 3인자 4수준계 L16(43) 직교 배열표를

나타내었다.

공정변수에 따른 접합부의 영향도는 Fig. 7과 같이

초음파 조사시간(A), 접합 온도(B) 그리고 진동폭(C)

순으로 나타났다. 망대 특성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

기울기는 클수록 좋다고 가정하여 최적화 단계에서 기

울기가 큰 경우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새로 얻은 최적수준은 A2B3C3의 공정조건

이며, 현재와 최적 조건에서의 S/N비와 기울기 추정값

을 다음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위에서 얻은 최적 조건으로 재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S/N비와 최적 조건과 차이가 없었으며, Table 3에

최적 조건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높아질수

록 접합 강도가 증가를 보이며 280oC에서 최고치를 보

이고, 이 후 접합 강도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접합 온도가 낮으면 국부적인 영역에서만 용융이

발생하고 전체 솔더의 조직 변화가 없이 계면에서 접

Fig. 6. Schematic diagram of tensile strength test.

 
Table 1. L16(43) orthogonal arrays of design experiment.

No.
Driving 

Time(s)

Bonding 

Temperature (oC)

Amplitude 

(um)

1 15 240 8

2 15 260 11

3 15 280 14

4 15 300 17

5 20 240 11

6 20 260 8

7 20 280 17

8 20 300 14

9 25 240 14

10 25 260 17

11 25 280 8

12 25 300 11

13 30 240 17

14 30 260 14

15 30 280 11

16 30 300 8

Fig. 7. Main effect plot (data means) for S/N ratios (A:

time; 1: 15; 2: 20; 3: 25; 4: 30, B: temperature; 1:

240; 2: 260; 3: 280; 4: 300, C: displacement; 1: 8;

2: 11; 3: 14; 4: 17).

Table 2. S/N ratio and slope in the current estimate of the

optimum conditions.

Current Optimum

S/N ratio 19.5532 22.6898

Gradient 7.9722 7.9839

Table 3. Optimum condition of bonding.

Factor Optimal condition

Driving Time(s) 2(20)

Bonding Temperature(oC) 3(280)

Amplitude(um)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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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이루어져 접합 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280oC 온도 근처의 경우 솔더 전체 영역에 걸쳐 용융

이 발생함에 따라 조직이 균일하게 형성된 상태로써

접합계면에서 큰 접합 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솔더는 끓는 점이 290oC의 특성을

가지며 접합 온도가 300oC가 되면 과도한 금속간 화합

물의 생성과 솔더의 끓음 현상으로 기포가 발생되어

접합 강도가 감소한다.

4.2. 초음파 접합부의 미세조직

초음파 접합 시 유리-솔더의 접합 강도보다 솔더-동

판의 접합 강도가 강하여 제시한 방법으로 접합 강도

시험을 수행 시 항시 유리와 솔도 접합 부분이 분리가

된다. 이에 유리-솔더의 접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판을 부착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접합 환경에서의

유리와 솔더의 접합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접합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제작된 진동자의 전압 입력 값에 따른 진동량 따라

접합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되어 280oC의 같은

온도 환경에서 진동 진폭을 5 um~17 um까지 약

3 um 간격으로 변화시켜 가며 초음파 접합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9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진동자의 입력 전압,

15.4 V 그리고 진동 진폭, 5 um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

한 결과의 시편 단면으로 접합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

었다. 하지만 접합 강도 실험을 통해 접합 강도가 21 N

으로 접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23.2 V/8 um의 시험 조건으로 접합 한 시

편으로 Fig. 7(a)를 보면 접합계면은 양호한 접합이 이

루어 진 것을 알 수 있으나 Fig. 7(b)에서 알 수 있듯이

솔더 화합물들의 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접합 강도 실험결과 22 N으로 양호한 접합이 되지

않았다.

Fig. 11은 32.0 V/11 um의 시험 조건으로 접합 후

접합 단면을 관찰 한 것으로 유리와 솔더의 화합물 층

이 매우 균일하게 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솔더

내부와 접합부에서의 미세 입자 역시 모두 균일하였으

며, 접합 강도 역시 68 N으로 양호한 접합 결과를 확

인하였다.

Fig. 8. Test result of bonding strength.

Fig. 9. Bonding interface between solder and glass. (Input

condition of 14 V and 5 um).

Fig. 10. Bonding interface between solder and glass.

(Input condition of 23.2 V and 8 um).

Fig. 11. Bonding interface between solder and glass. (Input

condition of 32 V/11 um).

Fig. 12. Bonding interface between solder and glass.

(Input condition of 40.4 V and 14 um).



108 정안목·전의식·김철호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2호, 2011

Fig. 12는 40.4 V / 14 um의 시험 조건으로 접합 한

시편으로서, 접합계면이 매우 균일하며, 기공 또한 발

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실험 결

과들 중에서 75 N으로 가장 높은 접합 강도를 나타내

었다.

Fig. 13은 49.2 V/17 um의 시험 조건으로 접합 실험

후 접합 단면을 관찰한 것이다. Fig. 10(a)와 같이 접합

면 사이에 기공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동 진폭의 증가에 따라 이 실험 조건에서 캐비테이

션(Cavitation)이 발생하여 기공을 생성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 

40.4 V/14 um의 시험 조건에서 가장 큰 접합 강도

를 보이며 49.2 V/17 um에서는 접합 강도가 다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음파 진동자의 진폭

은 클수록 유리하나 진동 진폭의 증가에 따른 캐비테

이션 현상으로 인해 기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비테이션을 고려하여 진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방향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전

극 인쇄 및 디스플레이 등의 진공 마감을 위한 유리와

구리간의 이종재료의 접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접합 방법으로 접합 실험을 수행하고, 접합 강도 실험

과 접합단면 관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접합 소재에 따른 온도임계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솔더의 경우 280oC

에서 접합 강도에 대한 임계특성을 확인하였다.

(2) 초음파 진동자의 입력 진폭과 접합 강도를 실험

적으로 규명하였다. 진폭 입력 값과 진동자 출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초음파 진동자의 진폭이 클수록 접합

에 유리하나 소재 특성에 따라 캐비테이션을 고려하여

진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초음파 조사시간 20초, 본딩 온도

280oC, 진폭 14 um에서 초음파 접합의 최적 조건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단지공단 현장맞춤형기술개발사업으

로 수행된 결과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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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Bonding interface between solder and glass.

(Input condition of 49.2 V and 17 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