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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솔더조인트의 신뢰성에는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처리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NEPIG 표면처리에서 Sn-4.0wt%Ag-0.5wt%Cu (SAC405) 솔더와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른 high speed shear 에너지

및 파괴 모드를 연구하였다. 또한 Pd 촉매 처리 시간과 무전해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Ni-P nodule의 면적은 넓어지고,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는 감소한다. 이러한 영향

으로 질산 기상 처리한 시편의 high speed shear 평가후 quasi-brittle과 brittle 모드의 점유율은 감소한다. 이는 Pd 촉매

처리 시간의 증가가 SAC405 솔더조인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Abstract: The reliability of solder join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operty of surface finish. This paper reports

on a study of high speed shear energy and failure mode for Sn-4.0wt%Ag-0.5wt%Cu (SAC405) solder joints with the

time of Pd activation. The nodule size of electroless Ni-P deposit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time of Pd activation.

The roughness (Ra) of electroless Ni-P deposit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time of Pd activation. Then, with HNO3

vapor, the quasi-brittle and brittle mode of SAC405 solder joint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time of Pd activat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the Pd activation time for Electroless Ni/ Electroless Pd/ Immersion Au (ENEPIG)

surface finish play a critical role for improving the robustness of SAC405 solder joint.

Keywords: Pd activation, Electroless Ni-P plating, ENEPIG, Ni-P roughness, Solder joint reliability, High speed shear,

Ni-P thickness

1. 서 론

솔더조인트부(Solder joint)의 신뢰성에는 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의 표면처리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1-6) 많이 사용되는 상용화된 표면처리로는

Electroless Ni/ Immersion Au (ENIG), Immersion Sn, Direct

immersion Au,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OSP)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solderability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ENIG 표면

처리에 “Black pad”라는 Ni 부식 불량을 개선하고자

Immersion Pd이 추가된 ENEPIG 표면처리가 근래에 각광

을 받고 있다.7-14) 기존 연구보고에서 Sn-Ag-Cu 솔더조인

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무전해 Ni-P 도금

두께와 표면 거칠기(Ra)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무전

해 Ni-P 도금 두께가 낮을수록,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가 높을수록, SAC 솔더조인트의 신뢰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NI-P 도금의 Ra에 영향을 주는 인자

로 Ni-P 핵생성 사이트간의 간격이 보고되었다.14,15) 

본 연구에서는 ENEPIG 표면처리에서 Ni-P 핵생성 사

이트의 거리가 SAC405 솔더조인트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무전해 Ni-P 도금 전의 Pd 촉매

의 처리 시간을 조절하여 실험을 디자인 하였다. 실험은

무전해 Ni-P 두께를 6 μm으로 고정하고, Pd 촉매 시간을

조절하여 무전해 Ni-P nodule 간 거리에 따른 표면 거칠

기 (Ra)와 솔더조인트 신뢰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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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시편 준비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과 시편 전처리, 샘플

링 크기 및 신뢰성 평가법에 대해 나타내었다. 시편은 Pd

촉매에 따른 Ni-P 도금층의 표면 거칠기(Ra)와 high speed

shear의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d 촉매 처리 시간을

5종류(15 s, 30 s, 60 s, 90 s, 120 s)로 준비하여 Pd의 핵생

성 및 성장을 관찰하고, 시편 전처리로써 질산 기상 처리

에 따른 high speed shear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무전해

Ni-P 도금 조건 및 질산 기상 처리는 Lee 등의 ENEPIG

도금 방법, 시편 제작 및 구조, 시험 방법을 따랐다.15)

ENEPIG 표면처리는 전해 구리 도금 패드 위에 솔더레지

스트를 형성하고 볼패드 영역(구리 패드)에 Pd 촉매를 시

간별로 처리하였다.

Pd 촉매는 치환 타입으로, 조성은 황산(H2SO4) 40 ml/l,

Pd 농도(Pd) 25 mg/l, 카르복실산 15 g/l 이며, 도금 온도

는 30oC, 도금 시간은 15 s, 30 s, 60 s, 90 s, 120 s 로 진행

하였다. 이후 Ni-P도금은 상용 도금액을 사용하여 도금

온도 80oC, 도금 시간은 35 min 처리하여 6 μm 도금두께

로 진행하였다. 무전해 Pd/Au 도금은 0.04 μm/0.06 μm 진

행하여 Ni-P 도금의 내산화와 solderability 확보하였다. 이

렇게 준비된 시편과 질산(HNO3) 기상 처리를 상온에서

150분간 처리하여 시편을 준비하였다.15,16) 시편의 high

speed shear 평가를 진행하여 shear 에너지와 파괴모드를

관찰하였고, Pd 촉매에 따른 솔더조인트 신뢰성을 평가

하였다.

2.2. High speed shear 평가

High speed shear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편 전처리

가 끝난 시편에 메탈마스크를 이용하여 RMA 타입의 플

럭스(Kester) 를 도포하고 솔더볼 실장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볼실장용 메탈마스크를 제작, 사용하여 직

경 500 μm의 Sn-4.0wt%Ag-0.5wt%Cu (SAC405) 솔더볼

을 실장하였다. 이후 260oC 피크온도의 리플로 프로파일

로 솔더링을 진행하였으며, 플럭스 제거를 위하여

isopropyl alcohol (IPA)에서 5분간 초음파 세척하여 상온

에서 에어건으로 건조하였다. High speed shear 평가는

dage4000HS (Dage, England)를 이용하여 shear 스피드

2250 mm/s로 shear평가를 진행하였다. Shear 스피드는 파

단모드에 따른 cliff point를 shear 스피드별로 평가하여 구

하였다.19,22,23) 솔더볼 실장과 플럭스 제거가 완료된 시편

의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high speed shear 평가의 용이성

을 위하여 시편당 25개 솔더볼을 외각에서 3번째 열에 실

장하였으며, 총 5개 시편 평가를 진행하였다. 파단 모드

분석은 솔더볼 shear 후에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Lee 등

의 기존 연구자들의 파단 모드 분류 정의에 따라 분류하

였다.16,19) Ductile 모드는 패드 면적의 100% 솔더가 남은

모드, quasi-ductile 모드는 금속간화합물 (IMC) 이 pad 면

적의 50%이하인 모드, quasi-brittle 모드는 금속간화합물

(IMC) 가 패드 면적의 50%이상인 모드, brittle 모드는 금

속간화합물이 패드면적의 100%인 모드로 정의하였다.19) 

Pd 촉매 분석을 위하여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ULVAC-PHI, Japan)을 이용하여 전기화학 분석을 행하였

다. XPS는 Al Kα (1486.6 eV) 소스를 이용하여 작동전압

15kV로 분석하였다. 시편 표면에서 깊이 방향 분석을 위

하여 500 eV Ar 이온건을 이용하여 1분 단위 에칭 후에

XP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60 사이클 진행하여 깊이

방향 XPS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스펙트럼은 C1s 스펙

트럼을 284.8 eV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Ni-P 도금두께는 X-Ray Fluorescence (GX-RC,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i-P 도금 표면 거칠기는 atomic

force microscope (NS10, Park-systems)를 사용하여 Ra 값

을 측정하였다. 솔더 접합 계면과 파단면은 Ar ion milling

system (TIC 3x, German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와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Supra

40VP,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은 Pd 촉매 처리 시간별 Cu/Pd 표면 SEM 이미지

와 XPS Pd3d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1(a,b)의 15초

와 30초 Pd의 SEM이미지 중에서 흰 파티클은 XPS 분석

결과로 구리산화물이었고, 이 산화물은 Pd 촉매 처리 시

간이 길어질수록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c)의 60초 Pd

은 작고 미세한 Pd 파티클이 구리 표면에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록 더 커지고, 높

은 밀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Pd 파티클은 치환 타입

으로 Cu2+ 이온과 치환되어 Cu 표면에 Pd 금속화 되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일랜드 타입으로 핵성성 및

성장이 이루어 지고, 핵 생성 및 성장 모델은 Volmer-

Weber 모델을 따른다.20,21) Fig. 1(f)는 Pd 촉매 처리 시간

별 시편의 표면 XP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Pd 촉

매 처리 시간별 3회 XPS 분석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15

Table 1. The time of Pd activation and nitric acid vapor for each DOE condition

Sample condition
Sample size Test method

Pd activation Time of nitric acid vapor

30 s

Not available or 150 min 25 ball / pcs×5 pcs
High speed shear

(2250 mm/sec)
60 s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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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Pd 처리에서 Pd3d 스펙트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0

초 Pd 이후부터 Pd3d 스펙트럼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Fig. 1(a-e)의 SEM 이미지와 비교하면 60

초 Pd 이후의 표면 파티클은 Pd 금속으로 확인 되었다.

Fig. 2는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른 표면 깊이 방향의

Pd3d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시편은 XPS 표면 분석에

서 Pd이 검출되지 않은 15초 Pd 시편을 제외하고 진행하

였다. 30초 Pd 시편에서는 표면 깊이 방향으로 10 사이클

까지 Pd3d 스펙트럼이 검출되었으며, 60초 Pd 시편에서

는 20 사이클까지, 90초 Pd 시편에서는 30 사이클까지,

120초 Pd 시편에서는 50 사이클까지 검출되었다. 이는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라 Pd 파티클의 크기와 양이 증가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는 15초, 60초, 120초 Pd 도금

시편과 Pd 처리하지 않은 시편을 참고 시편으로 XPS의

Cu2p와 Pd3d 스펙트럼이다. Fig. 3(a)의 Cu2p 스펙트럼에

서 주 binding energy 피크는 932.6 eV에서 Cu + Cu2O로

분석되었으며, 933.7 eV에서 검출된 피크는 CuO로 분석

되었다. Cu2+ satellite 피크가 943.3 eV에서 검출되고 있

으며, 이는 기존 연구자들의 의하면 Cu(OH)2 로 판단하였

다.24) 특히 15초 Pd 시편의 Cu2p 스펙트럼에서 935.1 eV

의 피크가 검출되는데, 이 또한 Cu(OH)2로 분석되었다.24)

구리 표면 산화에 관한 기존 XPS 연구를 보면, Cu2O의

우선 생성 가설과 CuO + Cu2O 동시 생성 가설이 보고 되

고 있으나, 구리 표면의 Cu(OH)2 층의 생성과 Cu(OH)2가

구리 산화로 이어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본 연구에

서도 15초 Pd 시편의 XPS 분석결과에서 Cu(OH)2가 검출

되었다. Fig. 3(b)의 Pd3d 스펙트럼에서 주 binding energy

피크는 334.5 eV와 340.6 eV로, 이는 Pd 금속으로 분석되

었다.25,26) Pd2+ 이온은 Cu2+이온과의 치환반응을 통하여

Pd 금속으로 구리 표면에 치환됨으로 XPS 분석 결과에

서도 Pd 금속으로 검출되었다. Fig. 4는 15초 Pd과 120초

Pd 시편에서 O1s 스펙트럼의 가우시안 피크 피팅

(Gaussian peak fitting) 을 나타내었다. 피크 피팅을 통하

여 Peak I과 Peak II로 피팅 되었다. Peak I은 531.8 eV의

Cu(OH)2+ OH- 로, Peak II 는 530.6 eV의 CuO + Cu2O 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 되었다.24) 15초 Pd과 120초 Pd

시편의 O1s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

어질수록 Peak I 피크가 커지고, Peak II 피크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d 촉매 처리시간이 늘어나면 Cu

(OH)2+ OH- 는 증가하고, 구리 표면에 Pd 금속화가 진행되

면서 CuO + Cu2O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30초, 60초, 90초 Pd 촉매 처리한 시편을 35분

무전해 Ni-P 도금한 시료의 SEM 사진과 Ni-P nodule의

Fig. 1. FE-SEM surface topography images (a-e)  and XPS narrow

spectrum (f) of the Pd deposition for various times of Pd

activation at 30oC: (a) 15 s; (b) 30 s, (c) 60 s, (d) 90 s, (e)

120 s, and (f) XPS spectrum for Pd3d.

Fig. 2. 3D depth profiles of the Pd3d spectrum  obtained from the Pd

deposited on Cu thin film at various  durations of Pd activation:

(a) 30 s Pd, (b) 60 s Pd, (c) 90 s Pd, and (d) 120 s Pd.

Fig. 3. XPS for (a) Cu2p and (b) Pd3d  spectra obtained from the

surface of Pd deposited on Cu at various durations of Pd

activation: Red line, blue line, green line, and skin color line

are spectrums of polycrystalline Cu, 15s Pd, 60s Pd, and

120s Pd, respectively.



54 허석환·이지혜·함석진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4)

면적을 이미징 프로그램(Image J)으로 계산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Fig. 5(a)에서 한 개의 점은 한 개의 Ni-P nodule

의 면적을 나타내며, 30초 Pd 시편의 Ni-P nodule 면적은

평균 259 μm2이고, 60초 Pd 시편의 Ni-P nodule 면적은 평

균 274 μm2이고, 90초 Pd 시편의 Ni-P nodule 면적은 평

균 312 μm2 였다. Pd 촉매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전

해 Ni-P nodule의 면적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전

해 Ni-P nodule은 핵생성과 성장이 Volmer-Weber 모델을

따르며, 조직은 columnar 구조를 가지고, 핵생성 사이트

가 조밀할수록 nodule의 합체 성장한다는 합체 성장 이론

과 일치하고, nodule의 표면 거칠기(Ra)는 감소한다.20,21) 

다음은 Pd 촉매 처리시간에 따른 high speed shear 에너

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질산 기상 처리하지 않은 시편

의 Pd 촉매 처리 시간별 shear 에너지는 평균 3.58~3.93 mJ

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하지만 질산 기상 처리한 시

편의 Pd 촉매 처리 시간별 shear 에너지는 30초 Pd 시편

에서 60초 Pd 시편(평균 2.86 mJ) 대비 평균 2.57 mJ로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의 high speed shear 파단 모

드 분석에서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연히 볼

수 있다. Fig. 7은 high speed shear 평가 후에 파단 모드를

분석한 것으로, 질산 기상 처리하지 않은 시편은 quasi-

와 brittle 모드의 점유율이 7.2~8.0%를 차지하지만, 질산

기상 처리한 시편은 quasi-와 brittle 모드의 점유율이 Pd

촉매 처리 시간의 증가(30초 → 90초)에 따라 62.4%에서

28.8%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른

무전해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Ra)를 측정하여 Fig. 6

에 파단 모드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이를 통해 Pd 촉매

처리 시간이 30초에서 90초로 증가할수록 무전해 Ni-P 도

금의 표면 거칠기(Ra)는 0.39 μm에서 0.28 μm로 낮아지

고, quasi-와 brittle 모드의 점유율 또한 62.4%에서 28.8%

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 Pd 촉매 처리 시간에 따

른 high speed shear 평가 후의 SEM 파단이미지를 나타

내었다. 질산 기상 처리하지 않은 시편의 파단 이미지

(Fig. 8 (a-c))는 SAC405 솔더나 금속간화합물(IMC)에서

Fig. 4. Peak fitting of the O1s spectrum for the surface of Pd

deposited on Cu at various durations of Pd activation: (a)

15 s Pd and (b) 120 s Pd. 

Fig. 5. The area distribution (a) and plan-view FESEM images (b-

d) of Ni-P nodule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Pd activation:

(a) The area distribution of Ni-P nodules, (b) 30s Pd, (c) 60s

Pd, and (d) 90s Pd.

Fig. 6. Work of ball shear for samples with and without  nitric acid

vapor using high speed shear test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Pd activation.

Fig. 7. Quasi-brittle and brittle failure mode proportion for samples

with and without  nitric acid vapor  using high speed shear

test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Pd activation. Solid circle

is the surface roughness of Ni-P deposition at various times

of Pd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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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이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질산 기상

처리한 시편의 파단 이미지(Fig. 8 (d-f))는 금속간화합물

(IMC)과 Ni 부식에 의한 파단임을 알 수 있다. 30초 Pd과

60초 Pd의 Ni 부식은 Ni-P nodule 경계를 따라 부식이 일

어 났고, 이는 Ni-P nodule 경계에서 에너지가 높아 부식

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Ni-P 도금의 Ra와 연

관되어,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수록 Ni-P 도금의 Ra가

낮아지고, Ni-P nodule 경계에서의 에너지가 낮아져 Ni

부식에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존 연구자들의 Ni-P 도금 두께와 표면 거칠기

(Ra)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Ra를 외삽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14) 추세선은 지수함수

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Pd 촉매 시간 변화에 따른 Ni-

P 도금의 Ra는 0.28 μm에서 0.39 μm까지 변화하여 Ni-P

도금 두께로 환산할 경우, 9.0 μm에서 5.5 μm의 Ni-P 도금

두께와 동일한 Ra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Pd 촉매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무전해 Ni-P 도금의 Ra를 낮추고, high

speed shear 평가의 quasi-와 brittle 모드의 점유율을 낮추

어서 솔더조인트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솔더

조인트 신뢰성의 영향 인자를 파악하고 관계식을 도출함

으로써, 강건한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Ni-P 도금두께

를 낮추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결 론

Pd 촉매 처리 시간과 무전해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가 질산 기상 처리에 의해 제작된 시편들의 high

speed shear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Pd 촉매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Pd 파티클은 커지

고 조밀한 구조를 갖는다. Pd 파티클은 아일랜드 형태로

핵생성과 성장을 진행한다. 또 Pd 파티클은 30초 Pd 촉

매 보다 120초 Pd 촉매에서 약 5배 성장하였다.

(2) 30초에서 90초로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

전해 Ni-P nodule의 면적은 259 μm2 에서 312 μm2로 커지

고,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는 0.28 μm에서 0.39 μm

으로 낮아진다. Ni-P 도금의 Ra 측면에서 보면, 30초에서

90초 Pd 촉매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Ni-P 도금 두께

가 5.5 μm에서 9.0 μm으로 증가했을 때의 Ni-P 도금의 Ra

값과 같다.

(3) 30초에서 90초로 Pd 촉매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산 기상 처리한 시편의 high speed shear 평가후 quasi-

와 brittle 모드의 점유율은 62.4%에서 28.8%로 낮아진다.

이는 무전해 Ni-P 도금의 표면 거칠기 (Ra)가 낮아짐으로

써 Ni-P nodule간 경계에서의 에너지를 낮추어서 Ni 부식

에 대한 내부식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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