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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 사이클 조건이 전해 Cr/Ni-P 이중도금 시편의 접합강도 및 균열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
해 Ni-P 도금층을 열처리를 통해 결정화 시킨 후 전해 Cr 도금 후 한번 더 열처리한 결과, Cr/Ni-P 계면에서 상호확산으
로 인해 Cr-Ni 고용체 band layer가 관찰되었다. 열 사이클 전 접합강도는 25.6 MPa이였으나, 1,000사이클 후 Cr 도금층
의 균열 밀도 및 표면 거칠기 증가로 인해 도금층과 접착제 사이의 기계적 고착효과가 향상되어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
이에서 박리되었고, 접합강도는 47.6 MPa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Abstract: The effects of thermal cycle conditions on the bonding strength and crack propagation behaviors in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coatings were systematically evaluated. 1st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500oC for
3 hours after electroplating Ni-P, and then, 2nd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750oC for 6 hours after electroplating
Cr. The measured bonding strength by ASTM C633 were around 25.6 MPa before thermal cycling, while it increased
to 47.6 MPa, after 1,000 cycles. Increasing thermal cycles led to dominant fail mode with cohesive failure inside adhesive,
which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ing bonding strength possibly not only due to higher Cr surface roughness,
but also to penetrated channeling crack density. Also, increasing density of penetrated channeling cracks in electroplating
Cr layer led to slightly stronger bonding strength due to mechanical interlocking effects of adhesive inside channeling
cracks.
Keywords: Cr/Ni-P plating, thermal cycle, penetrated channeling crack, bonding strength

1. 서

도금을 위한 하지 도금 층으로 많이 사용된다.2,3) 무전해
Ni 도금은 복잡한 형상에도 균일한 두께의 도금이 가능
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느린 도금속도와 반복 사용
시 도금액의 농도변화가 도금 품질에 영향을 주므로 도
금액을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4-6) 반면에
전해 Ni 도금은 불순물에 대한 영향이 적고, 공정비용이
무전해 Ni 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전해 Cr 도금은 내식성, 내마
모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전자, 자동차 및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3,7-9)

론

도금기술은 전자산업에서 집적회로 제조를 위한 다마
신 공정과 실리콘 관통 전극(Through Silicon Via, TSV), 솔
더범프, 인쇄회로기판, 리드프레임제조에 다양하게 사용
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및 가전제품의 대형화 및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로 인해 전자산업에서 도금 기술
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1,2) Ni 도금은 우
수한 기계적, 전기화학적 성질로 인해 철강재료나 구리합
금의 표면 코팅으로 사용되었으며, 각종 모재 표면에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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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해 Cr 도금의 내식성과 기계적 성질은 도금
시 형성되는 미세 균열 및 잔류응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
에 도금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2,8) 특히, Cr 도금에 형
성된 균열을 통해 부식매체가 모재로 침투하여 내식성이
저하되므로 crack free Cr 도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crack free Cr 도금은 경질 Cr 도금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나쁜 단점이 있어, 경질 Cr 도금의 기계적
성질과 crack free Cr 도금의 내식성을 얻을 수 있는 이중
Cr 도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9)
이와 같이 Ni, Cr 도금은 내식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
한 장점이 있고, 금속모재와 열팽창 계수 차이가 적으므
로, 우주항공산업분야의 연소기에 세라믹 코팅을 대체하
여 Ni/Cr 이중도금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0,11)
기존연구에 따르면, Cu 모재에 고속화염용사 공정으로
NiCuCrAl 코팅시편을 제작하여 750~900oC의 온도에서
열 사이클 시험 결과, 코팅층간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
한 열 응력 및 원자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재와 NiCuCrAl
코팅계면에 기공이 형성되어 코팅층간의 접착력이 낮아
졌다고 보고되었다.12) 또한 Ni기 초합금에 고속화염용사
공정으로 NiCoCrAlYTa 형성 후 대기압플라즈마 스프레
이 공정으로 ZrO2-7%Y2O3 코팅층을 형성한 후 950oC에
서 2시간 동안 유지하고, 22oC 물에서 급냉하는 것을 1사
이클로 정하여 열 사이클 시험결과, 열 사이클 후 ZrO27%Y2O3/NiCoCrAlYTa 코팅 계면에 형성된 열생성 산화
물(thermally grown oxide, TGO)로 인하여 ZrO2-7%Y2O3
와 TGO 계면에서 박리되었으며, NiCoCrAlYTa 코팅의
표면거칠기가 증가할 수록 열 사이클이 수명이 길고 접
합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반면에 Ni/Cr 이중도금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
해 Cr/무전해 Ni 도금 후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은 Cr 도금에 수직으로 관통균열(penetrated
channeling crack)이 형성되었다.2) 하지만 비정질의 Ni
도금을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결정화시키
고 전해 Cr 도금 후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
행한 시편은 Cr 도금에 관통균열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Ni/Cr 이중도금 구조에서 Cr 도금층에 형성
된 균열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Ni 도금의 상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적변화 및 Cr 도금의 인장잔류응
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2) 또
한, Cu 합금에 전기 도금 공정으로 2~11 wt.% P 함량의
Ni-P 도금 후 Cr 도금하여 750oC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
라 Cr/Ni-P 단면을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로 line scan 결과, 도
금 후 열처리 공정에서 Cr, Ni, P의 상호 확산으로 인하
여 Cr/Ni 계면에 Ni-Cr band layer가 형성되었으며, 이
는 도금층간의 밀착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고
되었다.11)
기존 연구들은 Ni/Cr 도금의 열처리 후 미세구조 분석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9)

및 열충격 신뢰성 평가에 국한한 연구이며 전해 Cr/Ni-P
도금의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접합강도 평가 및 미세구
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 사이클 조건이 전해 Cr/Ni-P
도금의 접합강도 및 균열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해 Ni-P 도금 후 500oC에서 3시간 열처리 후 전해
Cr 도금층을 형성하여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열 사이클 후 ASTM C633
규격에14) 따라 전해 Cr/Ni-P 도금의 접합강도를 평가하
고,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접합강도와 상관관계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열 사이클 조건이 전해 Cr/Ni-P 도금의 접합강도 평가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
이 Cu-0.7Cr 모재에 전기 도금 공정으로 전해 Cr/Ni-P 시
편을 제작하였다. 모재는 지름 25 mm, 높이 10 mm인 Cu0.7Cr 합금을 사용하였으며, 모재 표면의 유지 성분과 불
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60 g/L 농도의 알칼리 탈지제를
사용하여 80oC에서 60초 동안 탈지한 후 5%의 H2SO4에
30초 동안 산세 후 수세를 진행하였다. 전해 Ni-P 도금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ecimen preparation processes of
the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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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ing and cooling rates of the specimens in the furnace
(furnace temperature set: 700oC).
Fig. 3. (a) Schematic of specimen preparation for the adhesion
test. (b) adhesion strength test instrument and specimen.

은 H3PO3 1 g/L의 도금용액으로 80oC에서 20 A/dm2의
전류를 인가하여 250 µm 두께의 전해 Ni-P 도금층을 형
성하였으며, 비정질 Ni-P 도금은 500oC 이상에서 열처리
시 결정화 되므로,15) 95%의 N2 및 5% H2 분위기에서 10
o
C/min의 승온 속도로 500oC까지 올린 후 3시간 동안 열
처리 하여 비정질의 Ni-P 도금층을 결정화하였다. 이 후
Cr 도금 전 앞에서 실시한 탈지, 산세, 수세의 과정으로
전처리를 진행한 후 CrO3 250 g/L과 H2SO4 2.7 g/L의 조
성을 갖는 Cr 도금용액으로 60oC에서 50 A/dm2의 전류를
인가하여 20 µm 두께의 Cr 도금을 형성하였다. 전해 Cr/
Ni-P 도금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열 사이클 시
험 전·후의 Cr 도금 표면 거칠기를 확인하기 위해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을 이용하여 40 µm × 30 µm의 면적에서 평균 거
칠기(Average roughness, Ra)를 측정하였다.
열 사이클 시험시 시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모재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시편의 온도를 확인하였
으며,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열
사이클 시험 분위기는 대기에서 진행하였다. 700oC로 설
정된 로에 시편을 장입하고 약 10분 후 시편의 온도가
600oC가 되면 상온에서 약 10분 동안 공냉하여 시편의 온
도가 150oC가 되는 것을 1사이클로 정하였으며, 열 사이
클 시험은 100사이클, 300사이클 그리고 1,000사이클을
진행하였다. Fig. 3은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전해 Cr/NiP 도금 구조의 접합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편의 제작 모
식도와 ASTM C633 규격에14) 따른 접합강도 평가 시스
템 및 시편의 사진이다. Fig. 3(a)와 같이 모재와 동일한
직경 25 mm, 높이 35 mm의 원기둥형 탄소강 지그를 제
작한 후 지그와 시편이 접합되는 모재 하부와 Cr 표면에
SiC paper #80을 사용하여 표면거칠기를 향상 시킨 후 3M
2214 접착제를 도포하여 지그/접착제/전해 Cr/Ni-P/Cu0.7Cr/접착제/지그의 구조로 접합하였다. 접착제를 경화
시키기 위해 130oC의 로에서 40분 동안 유지하고, 122oC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하여 접착제를 경화하였다. 접합
강도 평가는 Fig. 3(b)와 같이 만능재료 시험기에 ASTM
C633 규격에14) 맞는 지그를 부착시키고, 1 mm/min의 인
장 속도로 접합강도를 평가하였다. 박리되기 직전의 최
대 하중을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전해 Cr/Ni-P 도금
의 접합강도를 도출하였다. 접합강도 평가 후 파면 및 단
면 미세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과 EDS를 사용하였
으며, SEM 분석은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모드로 분석하였다.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접합강
도와 미세구조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image analyzer로 SEM 분석한 박리파면의 접착제 면적분
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Cr/Ni-P 도금을 단면연마하여 저
배율로 구간을 나누어 SEM 분석 후 Cr 도금에 형성된 관
통균열 개수를 세어 시편 직경으로 나눔으로써 관통균열
밀도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열 사이클 조건이 전해 Cr 도금 표면균열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Cr 도금 표면을 SEM 분석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와 같이, 열처리 후 Cr 도금 표
면에 균열이 존재하고, Fig. 4(b)-(d)와 같이 100, 300, 1,000
사이클을 진행하였을때, 열 사이클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
해 Cr 도금의 표면균열 폭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Cu-Cr 모재에 전기도금으로 Cr/Ni-P 도
금하여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 시 비정질의 Ni이
Ni, Ni3P 상으로 결정화되어 도금층의 체적변화 및 상부
Cr 도금의 인장응력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Cr 도
금을 관통하는 균열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을 저하시키고, 피로수명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보고되었다.2)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6, No.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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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electroplated Cr surface: (a) as-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s at (b) 100 cycles, (c) 300 cycles, and
(d) 1,000 cycles.

열 사이클 후 전해 Cr 도금 표면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미세구조 변화를 SEM, CLSM 분석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 (b)의 SEM 이미지는 표면균열이
존재하지 않은 영역을 고배율로 확대하여 SEM 분석한
것이며, 그 영역을 CLSM으로 분석하여 Fig. 5(c), (d)에
나타내었다. Fig. 5를 통해 열 사이클 전보다 1,000사이클
후 Cr 도금 표면이 다소 거칠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열 사이클 시험에 따른 전해 Cr/Ni-P 도금의 접합강도와
표면거칠기의 상관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열 사이
클 전 전해 Cr 도금 표면에 균열이 존재하지 않은 영역의
거칠기는 약 0.4 µm였으며, 1,000사이클 후 1.4 µm로 거
칠기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 사이클에
따른 전해 Cr/Ni-P 도금 시편의 접합강도 평가 결과, 열
사이클 전 25.6 MPa이고, 300사이클 후 약 50 MPa로 증
가하였으며, 1,000사이클 후 47.6 MPa로 접합강도가 유
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리 파면의 육안관찰 결과 모
든 샘플에서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이에서 박리된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측정된 접합강도는 Cr/Ni-P 도금층 사
이의 접합강도가 아니고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이의 접
합강도로 판단된다.
Fig. 7은 접합강도 평가 후 박리된 시편의 표면을 SEM

Fig. 5. Surface images of electroplated Cr layer: SEM images (a) as-plated and (b) after 1,000 cycles, and CLSM images (a) as-plated
and (b) after 1,000 cycles.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9)

전해 Cr/Ni-P 도금막의 열 사이클 신뢰성 및 균열거동 분석

Fig. 6.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Cr surface roughness and
bonding strength of electroplated Cr/ electroplated Ni-P
coatings.

Fig. 7. Effect of thermal cycle on SEM images of delaminated
bottom layer surfaces: (a) as-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s at (b) 100 cycles, (c) 300 cycles, and (d) 1,000
cycles.

분석하여 표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고, EDS로 조성을
분석 하였다. EDS 분석결과, Fig. 7(a)-(d)의 밝은 영역
조성은 Cr이고, 어두운 영역에서는 다량의 C가 검출되
므로 접합강도 평가 시 시편과 지그를 접합한 접착제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박리된
시편 표면의 Cr 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접착제 면적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접착제와
Cr 도금 계면 및 접착제 내부에서 박리된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열 사이클 전·후 모두 접착제와 Cr 계면 또
는 접착제 내부에서 박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열사이클
후 접합강도가 증가한 원인은 열 사이클로 인해 Cr 도
금의 표면거칠기가 증가하여 접착제와 Cr 계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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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고착 효과가 향상되어 접합강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금층 사이에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접착
제/Cr 계면 및 접착제 내부에서 박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전해 Cr/Ni-P 도금의 계면신뢰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Ni기 초합금에 코팅된 ZrO27%Y2O3/NiCoCrAlYTa 시편을 열사이클 시험 후 접합강
도를 평가한 결과, NiCoCrAlYTa 코팅의 표면거칠기가
클수록 접합강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13)
열 사이클 후 전해 Cr/Ni-P 도금 단면의 균열성장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 SEM 분석 결과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Cr 도금에 존재하는 관통균열 밀도를 정량화 하
기 위해 Cr/Ni-P 도금 단면을 저배율로 SEM 분석하여 Fig.
8의 상부에 나타내었으며, 균열 전파 거동을 명확히 분석
하기 위해 관통균열을 고배율로 확대하여 Fig. 8의 하부
에 나타내었다. EDS 분석 결과, 열 사이클과 관계없이 공
통적으로 전해 Ni-P 도금의 밝은 영역은 Ni이고, 어두운
영역은 Ni3P 석출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열처리 후 Cr,
Ni의 상호확산으로 인하여 Cr/Ni-P 도금 계면에 Ni-Cr
band layer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 시 Cr/Ni, Ni/Cu 모재
계면에 각각 Ni-Cr band layer, Cu-Ni band layer와 같은 고
용체가 형성되어 이중 도금층간의 밀착력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2,11)
Fig. 8과 같이 전해 Cr 도금 표면에서 Cr/Ni-Cr band layer
계면까지 수직으로 형성된 균열을 관통균열(penetrated
channeling crack)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해 Cr/Ni-P 도금
후 750oC에서 6시간동안 열처리 시 전해 Ni-P 도금이 비
정질 Ni에서 Ni, Ni3P 상으로 결정화되어 발생하는 Ni-P
도금층의 체적변화와 상부 Cr 도금의 인장응력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Cr 도금에 관통균열이 형성된 것
으로 보고되었다.2)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Cr 도금의 관
통균열의 폭이 넓어지는고, 균열의 수가 증가하였다. Cr/
Ni-P계면의 관통 균열선단(crack tip)에서 계면으로 균열
전파(crack propagation)가 용이하여 열 사이클 후 도금층
의 접합강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1,000 cycle
까지는 Cr/Ni-P 계면에 형성된 Ni-Cr band layer로 인해 Cr/
Ni-P 도금층 사이의 접합강도가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
이의 접합강도인 47.6 MPa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통균열 내부를 EDS 분석한 결과 C, O가 검
출되었으므로 접합강도 평가를 위해 시편과 지그를 접합
할 때 사용된 접착제가 관통균열의 내부로 유입된 것으
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AISI 4340 steel에 무전
해 Ni, 전해 Cr 도금 후 도금층의 잔류응력 완화를 위해
190oC에서 8시간 동안 열처리 후 기계적 피로시험 결과,
Cr 표면에 형성된 균열이 무전해 Ni/모재 계면까지 수직
으로 관통 후 Ni/모재 계면을 따라 수평으로 균열이 전파
된다고 보고하였다.16) 또한 Ni 합금에 저압 플라즈마 용
사 공정으로 NiCoCrAlY 합금을 형성하여 열피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 열응력으로 인하여 시편의 표면에서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6, No.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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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electroplated Cr/ electroplated Ni-P plating: (a) as-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s at (b) 100 cycles, (c) 300 cycles, and (d) 1,000 cycles.

NiCoCrAlY 합금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균열이 형성되었
고, 모재와 NiCoCrAlY 계면에 형성된 상호확산층으로
인하여 균열이 전파되는 속도가 지연된다고 보고되었
다.17) 선행연구17)와 같이 열처리 공정에서 Cr, Ni의 상호
확산으로 인하여 전해 Cr/Ni-P 도금층 계면에 형성된 NiCr band layer2,11)와 Ni-P 시편을 500oC에서 열처리 시 NiP 도금에 형성된 Ni3P 석출상15)은 균열이 모재까지 수직
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아주어 도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
는데 영향을 끼친것으로 판단된다.
Fig. 7, 8에 나타낸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전해 Cr/NiP 도금의 박리 파면 및 단면 미세구조에서 Ni-Cr band
layer의 두께, 균열 밀도 및 파면의 면적분율을 정량화 하
여 Fig. 9에 나타내었다. 먼저 Fig. 9(a)와 같이, Ni-Cr band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9)

layer의 두께는 열 사이클 전 5 µm에서 1,000사이클 후
6.3 µm으로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두께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r/Ni-P 도금 단면의 관통균열
밀도, 박리된 시편 표면의 접착제 면적분율의 상관관계
는 Fig. 9(b)와 같이, Cr 표면에서 Cr/Ni-P 계면까지 형성
된 관통균열의 밀도는 열 사이클 전 6 cm−1에서 1,000사
이클 후 17.2 cm−1로 증가하였으며, 박리된 Cr 표면에서
접착제의 면적 분율은 5%에서 95%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열 사이클 시 도금층의 수축, 팽창으로 인
하여 표면균열이 관통균열로 성장하였다. 또한 열 사이
클 후 관통균열 밀도 증가, Cr 도금 표면균열 폭의 확장
및 거칠기 증가는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이의 접합강도
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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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penetrated channeling crack
density and bonding strength of electroplated Cr/ electroplated Ni-P coatings.

Fig. 9. Cross-sectional quantitative analysis of electroplated Cr/
electroplated Ni-P plating: (a) Ni-Cr band layer thickness,
and (b) the penetrated channeling crack density inside
Cr layer and adhesive area fraction at delaminated Cr
surface.

Fig. 10은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관통균열 밀도와 접
합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10과 같이 열 사
이클 수 증가에 따라 관통균열 밀도가 증가하고, 접합강
도 또한 증가하는것으로 보아 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
는것으로 판단된다. 열사이클 수에 따라 증가된 관통균
열의 내부로 접합강도 평가를 위해 도포된 접착제가 유
입되어 기계적 고착효과가 상승하여 접합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시편의 박리 계면은 접착제
/전해 Cr 도금 계면 및 접착제 내부의 혼합경로로 확인되
었다. 열사이클 전,후의 박리 경로 모식도를 Fig. 11에 나
타내었다. Fig. 11(a)와 같이 열 사이클 전 시편의 경우 주
로 Cr 도금과 접착제 계면에서 박리가 발생하였고, 부분
적으로 접착제 내부에서 혼합 박리 되었으나 Fig. 11(b)와
같이 1,000사이클 후 Cr 도금과 접착제 계면보다 접착제
내부에서 박리되는 면적이 증가되었다. 전해 Ni-P 도금/
Cu 모재의 접착력이 접착제/Cr 보다 강하여 도금 계면에
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서 Cr/Ni-P 구조의 시편을 75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
후 Cr, Ni의 상호확산으로 인하여 Cr/Ni-P 계면에 각각 NiCr band layer가 형성되고, 이는 밀착력 향상에 영향을 끼

Fig. 11. Schematic of failure locus after bonding test: (a) as-plated,
and (b) after thermal cycles for 1,000 cycles.

친다고 보고되었다.2, 11)
따라서,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전해 Cr/Ni-P 도금의
접합강도를 평가한 결과,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접합강
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Cr 도금에 형성된 관통
균열의 밀도가 증가하고, 관통균열을 통한 접착제 침투
및 전해 Cr 도금의 표면 거칠기 증가로 인하여 기계적
고착효과가 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r/
Ni-P 또는 Ni-P/Cu-Cr 모재 계면에서 박리되지 않고, 약
50 MPa로 높은 계면 접착력을 유지하므로 이중 도금의
계면 신뢰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사코팅
층의 접합강도를 평가하는 ASTM C633의 적용이 어렵
다고 판단되며, 후막구조에서 높은 접착력을 갖는 도금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6, No.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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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정량적인 접합강도 평가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4. 결

론

전해 Cr/Ni-P 도금 공정 후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시
편의 접합강도 평가 및 균열거동을 분석하였다. 평가된
접합강도는 열사이클 전 25.6 MPa에서 열 사이클 후 Cr
도금의 표면 거칠기 증가 및 관통균열 밀도 증가에 따른
도금층과 접착제사이의 기계적 고착효과 향상으로 인해
접합강도가 점차 증가하여 1,000사이클 후 47.6 MPa로
증가하였고, 접착제와 Cr 도금층 사이에서 박리되었다.
가혹한 열 사이클 시험 후에도 도금층 계면에서 박리되
지 않고, 약 50 MPa로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내므로 전
해 Cr/Ni-P 도금층은 열사이클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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