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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반도체 칩과 패키지는 wire로 연결되는데, 이 때 반도체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wire와 pad의 

조합이 사용되며, 이 두 개의 다른 금속물질 결합부위는  IMC(Inter Metallic Compound)를 형성

하게 된다. 그러나, 결함 및 오염 등에 의하여 인접재료의 원자들이 이동하는 확산(Diffusion)이 

발생하게 되어 IMC가 성장하고, 두 개의  금속물질간의 확산율은 상호 다르며, 확산율은 온도에 

따른 함수가 된다. Au wire와 Ag pad를 이용하여 제조한 IR 수신모듈를 대상으로 3가지 고온조

건에서 가속수명시험을 실시하였고, 각 온도별 수명분포를 바탕으로 가속계수와 활성화에너지 도

출 및 정상온도에서의 수명도 예측할 수 있었다.

1. 서 론

  신뢰도(reliability)는 “시스템, 기기 및 부품 등이 정해진 사용조건에서 의도하는 기간동안 정해

진 규정된 기능을 발휘할 확률(probability)" 이라고 정의된다.[1] 그러나, 제품의 신뢰성 시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속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제품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칩과 패키지를 연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Au wire와 Ag pad에서 발생하는 주요 고장모드인 확산현상을 재현하기 위

하여 온도를 스트레스를 하는 가속시험을 시행하였다. Au-Ag류는 가전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리모컨 신호입력 처리를 위한 IR수신모듈을 대상으로 하여 3가지 고온조건에서 총 1000시간 동

안 시험하였으며, 각 온도별 data를 바탕으로 가속수명식의 계수를 찾아낼 수 있었다.

2. 본 론

2.1 Wire bonding 

  반도체 칩은 제 로 동작하기 해서는 외부와 기 으로 연결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세한 

속선으로 반도체 칩의 끝부분과 다른 기  연결단자와 연결하게 되며 집 회로를 패키지의 리

드에 매우 가는 고순도 (Au),알루미늄(Al),구리(Cu)선으로 연결하는 공정을 wire bonding 이라 한

다. 기본 으로 wire bonding의 형태는 ball bond와 wedge bond로 나  수 있다.[2]

  Ball bonding은 (Au) wire의 끝단에 작은 기 스 크를 가해 녹여서 속 볼 모양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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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wire로 찬 가는 모세 이 칩의 표면에 게 되면 wire가 붙게 되고 모세 을 들어 올려지게 

된다. 모세 이 들어 올려 지면 bonding pad 면 가장 자리가 잘려지게 되며 wire가 붙게 된다. 

  Wedge bonding은 반도체 pad에 수평 으로 히게 되고 wedge를 들어 올리면 wire를 잡아 당겨 

착부분을 끊어주게 된다. 그 다음 다시 wire가 공 되어 히고 자르고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방법의 장 은 여러 지 의 착 을 wire를 일일이 끊지 않고 연속 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

이다. 

2.2 확산(Diffusion)

  Wire bonding은 wire(Au, Al, Cu 등이 사용)와 패키지의 리드나 pad(Al, Cu 등)에 연결하는 공정

이며, 두개의 다른 속물질이 결합부 는 IMC(Intermetallic Compound)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결함, 오염, 불순물, 기계  스트 스 등에 의해 생기는 결정공백(crystal vacancies)으로 인하여 인

재료의 원자들이 이동하는 확산(Diffusion)이 발생하게 되어 IMC가 성장하게 된다. 이 때, 속

간의 확산율은 다르게 되며, 이 확산율은 온도에 따른 함수가 된다. 의 설명과 같이 IMC 형성

에 따른 void의 생성  확산 상을 Kirkendall void라 부르며 확산 상의 주요 고장 매커니즘이

다. 그림 1은 Kirkendall void에 하여, 그림 2는 시간에 따른 IMC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

국, 과도한 Kirkendall void는 wire bond 항값 증가  bonding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단선 상을 

진하게 된다.

     

    <그림 1>  Kirkendall void     <그림 2>  IMC 성장

  기존 연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합인 Au-Al 에 한정하여 온도  시험시간에 따른 

bonding 특성의 변화를 통한 data의 비교로 더 신뢰성이 우수한 조합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3-4] 

그러나, 온도에 따른 가속 향에 한 분석을 실시한 논문자료는 무한 실정이어서, 다음 장에서 가

속수명시험방법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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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온가속시험 설계

  Au-Ag 확산(Diffusion) 가속시험에 대한 사용된 시료는 가전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리모컨 

신호입력 처리를 위한 IR수신모듈을 선정하였으며, wire bonding 부위의 특성만을 확인하기 위하

여 완전히 패키징된 시료가 아니라 wire bonging만 되어 있는 형태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시료

사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료 사진

  온도조건은 일반 인 반도체의 최  장온도가 150 ℃ 임을 감안하여 150 ℃ 기본으로 하여 

기존 논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최 시험온도 200 ℃, 그리고 그 간인 175 ℃를 선정하여, 가속

계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산(Diffusion)에 한 구동력은 온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

은 아 니우스 식으로 표 된다. [5]

 






   식은 수명이 반응속도율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 될 수 있다.

 




- L : 수명

- T : 스트 스 벨(= 온도)

- C : 모델계수1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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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온가속시험 결과

  항온항습기  오 을 이용하여 고온의 3가지 조건을 설정한 후 각 온도별 10개의 시료를 시험

하 다. 200시간마다 multimeter를 이용하여 항을 측정하 으며, 기 항치보다 2배 이상일 경

우를 고장으로 정하 다. 총 1000시간을 시험한 결과, 온도조건별 각 10개 시료  150 ℃에서 

2개, 175 ℃에서 3개, 200 ℃에서 7개의 fail결과가 도출되었다. 온도별  시간별로 Au-Ag 확산모

델의 온도가속시험에 한 특성측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Au-Ag 시료 특성측정 결과요약

시험온도 시료수 정상여부 시험시간

150 ℃

(423 K)

10 OK 200

10 OK 400

10 OK 600

9 OK 800

1 Fail 800

8 OK 1000

1 Fail 1000

175 ℃

(448 K)

10 OK 200

10 OK 400

10 OK 600

9 OK 1000

2 Fail 800

7 OK 1000

1 Fail 1000

200 ℃

(473 K)

10 OK 200

8 OK 400

2 Fail 400

6 OK 600

2 Fail 600

4 OK 800

2 Fail 800

3 OK 1000

1 Fai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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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data를 ALTA를 이용한 가속시험결과는 그림 4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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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속시험그래

<표 2> 가속시험결과 요약

실험조건

적용 가속 모델 아레니우스

수명분포 대수 정규분포

시료수(3조건) 30

고장시료수(3조건) 12

실사용온도 298 K(25 ℃)

최대실험온도 473 K(200 ℃)

Lower Confidence Limit 5.00 %

Upper Confidence Limit 95.00 %

양측검정 90.00 %

분석결과

가속계수(AF) 80.8529

평균수명(실사용온도) 7.02×10
4
 h

B20수명(실사용온도) 3.86×10
4
 h

B10수명(실사용온도) 3.05×10
4
 h

B5수명(실사용온도) 2.50×10
4
 h

B1수명(실사용온도) 1.73×10
4
 h

  결국 반도체의 bonding wire(Au)와 반도체 pad(Ag) 간의 결합부 가속시험에 한 신뢰성 모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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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규분포를 용하여 모델식 내 각 계수값을 구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Au-Ag 가속시험모델 계수값

모델 상수

모델
B C 가속계수 척도모수

활성화

에너지

반도체의 bonding wire(Au)와 

반도체 pad(Ag) 간의 결합부
3538.0509 0.4243 80.8529 0.5380 0.3049

3. 결 론

  반도체 칩이 동작하기 해서는 다양한 wire와 pad의 조합이 사용되는데, Au wire와 Ag pad 조

합에서 Kirkendall void에 의한 IMC(Inter Metallic Compound) 확산이 발생하여 신뢰성에 문제를 일

으킨다. 이러한 Au-Ag의 수명을 측하기 하여 IR수신모듈 시료를 상으로 3가지 고온조건에

서 가속수명시험을 실시하 다. 각 온도별 수명분포를 바탕으로 가속계수와 활성화에 지를 도출

하 으며, 정상온도에서의 수명도 측할 수 있었다.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재질에 

한 가속수명시험도 추가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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