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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iré interferometry is an optical method, providing whole field contour maps of in-plane 
displacements with high resolution. The demand for enhanced sensitivity in displacement measurements 
leads to the technique of microscopic moiré interferometry. The method is an extension of the moiré 
interferometry, and employs an optical microscope for the required spatial resolution. In this paper, the 
sensitivity of moiré interferometry is enhanced by an order of magnitude using an immersion 
interferometry and the optical/digital fringe multiplication(O/DFM) method. In fringe patterns, the 
contour interval represents the displacement of 52 nm per fringe order. In order to estimate the 
reliabilit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optical system implemented, the measurements of rigid body 
displacements of grating mold and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CTE) for an aluminium block 
are performed. The system developed is applied to the measurement of thermal deformation in a flip 
chip plastic ball grid array package.

1. 서 론

초소형 전자부품이나 나노기술 등에 대한 신뢰

성 문제가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마이

크로미터 이내의 미소변위를 측정하는 기술이 필

요하게 되었다. 초정밀 변형측정 방법으로 몇 가

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레이저를 사용하는 

무아레 간섭계(moiré interferometry) 기술(1)이 개발

되어 아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폭 넓게 응용되

고 있다. 무아레 간섭법은 비접촉으로 전체영역

의 변형 상태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다른 광학적인 실험방법에 비해 빛이나 진동

과 같은 외부잡음에 의한 영향이 작고 선명한 간

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책임저자, 회원,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 : jinwon@chungbuk.ac.kr
   TEL : (043)261-2456   FAX : (043)263-2441
 * 충북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이러한 장점으로 무아레 간섭법은 복합재료의 국

부 변형해석, 균열해석, 이종접합재의 변형거동(2,3) 
등에 효과적으로 응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

자 패키지나 미소 전자부품 등의 열변형해석(4~8)에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무아레 간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간섭

무늬 사이가 0.417μm의 변위를 나타내므로 반도

체 패키지의 열변형이나 비교적 큰 솔더볼(solder 
ball)의 변형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

다. 그러나 플립칩(flip chip, FC-PBGA) 패키지 등

과 같이 구조는 복잡하고 크기가 작은 패키지가 

계속 개발됨에 따라 아주 작은 영역에 변형이 집

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최근 

현미경 대물렌즈를 이용하여 무아레 간섭계의 감

도를 10배 정도 향상시킨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

계(microscopic moiré interferometry) 방법(9)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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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반도체 패키지 등의 국부 해석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몇 연구자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용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광학장치를 정밀하

게 구성하여 사용해야 하는 난해한 기술이다. 그
러므로 이 방법을 이용한 측정을 위해서는 간섭

계에 관한 광학적인 첨단기술과 신뢰성 있는 초

정밀 측정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성된 광학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0.1μm 이하의 초미소 변위를 측정

하기 위하여 담금 간섭계와 현미경 렌즈를 이용하는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 장치를 설계하고 광학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참고문헌(9)의 장치에 비해 현

미경 렌즈의 작업거리를 줄임으로서 더 넓은 영역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성된 측정 장치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팽창계수가 잘 알려진 알루

미늄 시편과 이방성 재료인 PCB에 대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성된 마이크로 무아

레 간섭계를 이용하여 FC-PBGA (flip chip plastic ball 
grid array) 패키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국부적인 열변

형 측정을 수행하였다.

2.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의 구성

2.1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법의 원리

무아레 간섭법(moiré interferometry method)은 

빛의 회절과 간섭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주로 이

용하여, 평면 내의 정해진 두 축(x, y)에 대한 변

위 성분을 등변위 곡선으로 나타내는 광학적인 

실험방법이다. 무아레 간섭법에서는 아주 작은 

간격(보통 1200 lines/mm)의 회절격자(diffraction 
grating)를 시편에 접착하여 시편과 함께 변형하도

록 한다. 이와 같은 회절격자에 빛이 입사되면, 
Fig. 1과 같이 그보다 작은 강도를 가지는 유한개

의 각도를 가지고 반사되어 진행한다. Fig. 1(a)와 

같이 빛이 회절격자 표면의 법선과 α의 각도를 

이루며 입사되었다면, 반사되는 각도 βm은 빛의 

파장 λ와 회절격자의 주파수 fs 에 따라 달라지

며, 회절차수를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1) 

  sinβm= sinα+mλf s                  (1)

무아레 간섭계에서는 파장 623.8 nm의 He-Ne 
레이저와, 1200 lines/mm의 회절격자를 사용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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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raction orders of diffracted beams for a 
      reflection grating and the intensity of light

로 법선방향으로 나오는 빛(β=0)은 m= -1이라면

α= 49.4°일 때 얻어진다. 즉 양쪽에서 49.4°의 입

사각으로 진행된 두 빛은 회절격자에서 회절되어 

법선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편이 변형하여 

회절격자의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면 이 두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간섭무늬를 생성하게 된다. 얻
어지는 간섭무늬들은 시편의 표면에서 각각 x방
향의 변위 U와 y방향의 변위 V에 대한 등변위 

곡선을 나타낸다. 평면 내의 두 방향 변위를 동

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교형으로 홈이 나 있

는 회절격자를 시편에 접착하고 빛이 4방향에서 

입사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micro-moiré interfero- 

metry method)는 무아레 간섭계를 기반으로 하여 

감도를 10배 정도 증가시킨 광학적 측정방법이

다. 이 방법에서는 감도를 높게 하기 위하여 담

금 간섭계(immersion interferometry)와 광/디지털 

간섭무늬 확장 기법(optical/digital fringe multiplica- 
tion, O/DFM)의 두 가지 기술(9)을 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담금 간섭계를 사

용하는 일체형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를 구성하

였다. 기본적인 측정원리는 무아레 간섭계와 다

르지 않으나 파장이 632.8 nm인 He-Ne 레이저 

대신에 파장이 514.5 nm인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

하고, 굴절률이 다른 액체보다 훨씬 높은 담금액

(immersion fluid)를 사용함으로써 좁은 영역에서 

감도를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 즉. 식 (1)에서 반

사되는 각도 βm을 0으로 한다면, 굴절률이 n인 

담금액 안에서의 레이저의 파장은 λ/n이 되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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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paths in the immersion interferometer

여기서 λ는 아르곤 레이저 광원의 파장으로 

514.5 nm이고 사용한 담금액은 Newport사의 

Index-Matching Fluid로 굴절률 n은 1.52이며 1200 
lines/mm의 회절격자를 사용한다면, m=2일 때, α
는 -54.3°가 된다. 따라서 레이저의 빛을 ± 54.3°
의 입사각으로 입사하면 2차의 회절차수를 얻을 

수 있어 무아레 간섭계의 일반적인 감도 0.417μ
m/fringe 보다 2배 높은 감도를 얻을 수 있다.

Fig..2와 같이 평행광으로 변환된 빛은 프리즘

과 담금 간섭계를 통하여 진행하여 그 일부는 정

해진 입사각을 가지고 시편에 도달하게 되고, 다
른 일부는 담금 간섭계의 벽에서 반사되어 반대

의 입사각을 가지고 시편에 도달하게 된다. 이 

두 빛이 무아레 간섭계에서와 같이 시편에서 회

절되어 간섭을 일으키고 간섭무늬를 형성하게 된

다. 평면 내의 두 방향 변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교형으로 홈이 나 있는 회절격자를 

시편에 접착하고 빛이 그림과 직각 방향에서 입

사되는 시스템도 추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무늬에서의 변위분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m은 회절된 빛의 회절차수로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에서는 

m=2를 적용한다. Nx(x,y), Ny(x,y)는 변위가 제한된 

지점부터의 간섭무늬의 차수를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회절격자의 주파수는 fs=1200 

line/mm이므로 인접한 간섭무늬 사이는 0.208μm
의 변위차이를 나타낸다. 
평면내의 변형률을 계산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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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의 구성 

본 논문에서 구성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 

광학시스템은 크게 평행광 입사장치(collimator), 
담금 간섭계 및 간섭무늬 확장장치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3은 평행광 입사장치를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아르곤 레이저(150 mW, λ= 
514.5 nm)에서 발생한 빛은 광 분할기(beam 
splitter)에 의해 둘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빛은 광

섬유를 통해 전달된 후 광섬유의 끝에서 퍼지게 

된다. 평행광 입사장치는 광섬유와 FC 커넥터로 

연결하여 안정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으며, 정확한 평행광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즈 조립체와 광섬유 조립체가 서로 슬

라이딩하여 초점거리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렌즈형상으로 인한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 초점거

리 6.25 mm인 아크로매틱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퍼지는 빛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빛이 렌즈의 구경보다 작

은 구멍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Fig. 4는 담금 간섭계 조립체의 개략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담금 간섭계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

을 위해 제작되었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Fig. 3 Collimator assembly of the micro-moiré 
interferometer



마이크로 무아  간섭계를 이용한 정  변형 측정 189

Fig. 4 Prism assembly of immersion interferometer

Fig. 5 The microscopic moiré interferometry system

같이 무아레 간섭계에 비해 감도를 2배 증가시키

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안정된 간섭무늬 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U
변위와 V변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입체각이 

직각인 코너큐브에 평행광이 입사되도록 하였다 

각 방향의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할 때 굴절

되어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과 같이 프리즘 두개를  서로 직각 방향으로 코

너큐브 위에 접착하여 법선 방향으로 빛이 입사

되도록 하였다. 프리즘 표면에는 입사하는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해 AR코팅을 하였으며, 코너큐

브의 3.5×3.5 mm 두 옆면에 알루미늄 코팅을 하

여 안쪽에서 빛이 반사되도록 하였다. 코너큐브 

조립체의 한쪽 구석에는 간섭계를 이송하는 PZT 
이송장치가 고정되며, 이것은 45° 방향으로 미세

하게 움직여서 U, V 방향으로는 1/√2배 만큼의 

변위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Fig. 5는 각 부품들로 

구성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행광 입사장치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여 

입사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이크로미터

가 부착된 스테이지에 장착하여 입사각과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The signal flow for fringe multiplication 
device and PZT setup

간섭무늬확장장치는 PZT 이송장치, CCD 카메

라 및 컴퓨터에 설치된 영상처리장치로 구성된

다. Fig. 6과 같이 컴퓨터에서 D/A 변환기를 통하

여 전압신호를 내보내면 PZT 이송장치가 움직여

서 간섭계 전체를 미세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얻어진 간섭무늬는 대물렌즈에 연결된 

CCD 카메라에 의해서 기록되고, 컴퓨터에서 받

아들인 여러 장의 간섭무늬는 간섭무늬 확장법 

프로그램에 의해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무늬를 생

성하도록 하였다. 

2.3 광/디지털 간섭무늬 확장법 (O/DFM)
간섭무늬 확장법은 간섭계를 미세하게 이송하

여 얻어지는 간섭무늬의 위상변화(phase shift)를  

이용한다. Fig. 7은 O/DFM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

여주고 있다. PZT가 간섭계를 이송하여 최초의 

이미지와 같게 되었을 때 간섭무늬가 2π만큼의 

위상이 변화한 것으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β

개의 이미지를 얻는다. 
Fig. 7(a)에서는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에 의

하여 2배의 감도를 가진 간섭무늬와 그로부터 π

의 위상차가 있는 간섭무늬의 빛의 세기를 함께 

표시하였다. 2개의 빛의 세기 값을 빼면 Fig. 7(b)
와 같이 주기가 원래와 같은 빛의 세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간섭무늬에 생

기는 광학적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도 생긴다. 이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면 Fig. 7(c)와 같이 1/2배의 

주기를 갖는 세기 분포를 얻으며, 빛의 세기 값

이 작은 부분을 제거하고 이진화(binarization)하면 

Fig. 7(d)와 같이 되어 이로부터 아주 선명한 선

을 가진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간섭무늬의 세밀화는 π의 위상

차를 갖는 2개의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무늬로부

터 얻어진 간섭무늬이다. 위상차를 더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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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inge sharpening and multiplications technique

Fig. 8 The flow chart for the O/DFM process

여 β개의 간섭무늬를 얻는다면 위상차가 다른 

β/2 쌍의 이진화된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이 

빛의 세기를 곱하면 Fig. 7(e)와 같이 더욱 세분

화된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위상차를 

갖는 β=4의 간섭무늬를 이용하면, 무아레 간섭

계에 의한 간섭무늬보다 8배의 감도를 갖는 마이

크로 무아레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Fig. 8은 

위와 같은 과정을 실시간으로 영상처리 하는 프

로그램의 진행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 

시스템과 광/디지털 간섭무늬 확장법 기술을 적

),( yxI ),( yxI π

),(),(),( yxIyxIyxIr
π−= ),( yxIrBinarized

Fig. 9 Illustration of the fringe sharpening on the 
thermal deformation of an area of the PCB 

용하여 PCB에 온도변화를 주고 Fig. 9와 같이 각 

과정에 대한 간섭무늬를 얻어내었다. 마지막 단

계인 4번째 간섭무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간섭무늬 사이가 0.104μm의 초미소 변위를 나타

내면서도 아주 선명한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었

다. PCB는 이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소재이므로 국부적으로 불균일하다. 간섭무

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은 섬유부분과 간격이 좁은 에폭시 부분의 변

형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제작된 마이크로 무아레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

가하기 위해 회절격자 자체의 강체회전에 의한 

변위 측정과 열팽창계수가 잘 알려진 알루미늄 

시편에 대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3.1 회절격자의 강체 회전변위 측정

재료가 강체회전을 하게 되면 인장/압축이나 

찌그러짐과 같은 변형은 발생하지 않으나 Fig. 9
과 같이 x 방향, y 방향의 변위 u와 v가 생기게 

된다. 변위 u는 y의 위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변위 v는 x의 위치에 비례하므로 U 변위를 나타

내는 간섭무늬는 가로로, V 변위의 경우는 세로

로 일정한 간격의 간섭무늬가 나타나야 한다 .
Fig. 10은 회절격자를 정밀 회전 스테이지의 눈

금으로 0.167°만큼 강체 회전시켰을 때 나타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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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placements due to a rigid body rotation

Fig. 10 Fringe patterns due to rigid body rotation

섭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0.96×0.72 mm의 좁은 영역에서 일정한 간격의 

선명한 간섭무늬를 얻었으며, U 변위장과 V 변
위장에 대해 각각 해석한 결과, 똑같이 0.174°의 

강체회전 각도가 얻어졌다. 이로서 본 논문에서 

구성되어 측정에 이용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 

광학장치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소변위의 측

정에 신뢰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3.2 알루미늄시편의 열팽창계수 측정

담금 간섭계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

계에서는 Fig. 2와 같이 간섭계와 시편이 담금액

을 사이에 두고 접촉하므로 시편을 온도 챔버 안

에 놓고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 대신에, 
높은 온도에서 회절격자를 시편에 복제한 후 상

온에서 그 차이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

한다. 이 경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회절격자 자체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ULE 
(ultra low expansion) 유리로 제작된 몰드를 회절

격자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열팽창계수가 

합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알루미늄 시편을 

대상으로 100℃에서 회절격자를 시편에 복제한 

후, 상온(23℃)까지의 온도차이(ΔT= -77℃)로 인

하여 발생한 평면 내 변위를 측정하였다.
Fig. 11은 알루미늄 시편이 100℃에서 상온으로 

냉각되었을 때의 간섭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앞

Fig. 11 Fringes representing thermal deformation  
of aluminium block from 100℃ to 23℃

의 2.3에서 설명한 광/디지털 간섭무늬 확장법에

서 β=4를 적용하여 간섭무늬가 생성되었으므로 

인접한 간섭무늬 사이의 변위는 52 nm가 된다. 
얻어진 간섭무늬로부터 열팽창계수(CTE)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은 측정길이 에 걸친 간섭무늬의 

차수변화이고, 는 온도차이이다.
시편은 -77℃의 온도차이에 의해서 강체회전 

없이 단순압축변형이 일어났으며, U 변위와 V 
변위로 구한 알루미늄의 열팽창계수는 각각 

22.58 ppm/℃과 22.51 ppm/℃으로 구해졌다. 이는 

알루미늄 합금의 열팽창계수 23. ppm/℃와 상당

히 잘 일치하여서 본 논문에서 구성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 장치와 광/디지털 간섭무늬 확장법

이 신뢰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4. FC-PBGA의 열변형 측정에의 응용

 
반도체 패키지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미소한 열변형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광학적 측정방법인 무아레 간섭계

는 패키지의 전체적인 변형을 가시화하고 평면 

위의 변위 성분을 측정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나, 
패키지를 구성하는 재료 사이의 경계 부분이나 

솔더범프, 솔더볼에서와 같이 좁은 영역에서 집

중된 변형률을 측정하는 데에는 감도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구성된 마이크로 무

아레 간섭계를 이용하여 FC-PBGA(fl ip  chip 
plastic ball grid array) 패키지 결합체의 온도변화

에 따른 국부적인 변형거동을 측정하였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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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double-sided FC-PBGA package assembly

Fig. 13 The fringe patterns of FC-PBGA package 
using moiré interferometry

에 사용된 FC-PBGA 패키지 결합체는 Fig. 12와 

같이 PCB기판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플립칩 패

키지가 대칭으로 솔더볼(높이 0.5 mm, 피치 0.8 
mm)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를 이용하여 변형을 측

정하는 경우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이 패키지 전체

에 비해 좁으므로, 무아레 간섭계로부터 기록된 

전체영역의 간섭무늬를 관찰하여 측정부위를 선

택하였다. Fig. 13은 같은 FC-PBGA 패키지에 대

하여 상온을 기준으로 100℃의 온도에서 측정한 

무아레 간섭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

의 플립칩 패키지가 온도변화를 받을  때에는 솔

더볼 부분과 언더필 부분에서의 파손이 자주 보

고(9)되고 있다. 무아레 간섭무늬를 보면 칩의 가

장자리 부근 바로 아래 위치한 솔더볼에 변형이 

집중되었고, 언더필에서는 양쪽 바깥부근의 좁은 

영역에서 변형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 중 솔더범프가 포함된 언더필 부분

을 측정부위로 선택하였다. 실험에서는 100℃의 

온도에서 회절격자를 복제한 후 상온(23℃)으로 

냉각되었을 때의 간섭무늬를 기록하였다.
Fig. 14는 반도체 칩과 유기기질 사이와 칩의 

가장자리에 채워져 있는 에폭시 언더필 부분의 

Fig. 14 The fringe patterns around the underfill 
        and solder bump of FC-PBGA package 

간섭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인접한 간섭무늬 사

이는 식 (1)과 β=4를 적용하였으므로 52 nm의 

변위를 표시한다. 플립칩에서는 앞의 단면사진과 

같이 칩과 유기기질이 솔더범프로 연결되어 있고 

솔더범프의 응력집중을 막기 위해 그 사이가 에

폭시 언더필로 채워져 있다. Fig. 13의 무아레 간

섭무늬에서 보면 언더필과 솔더범프 부분이 너무 

좁게 표시되어 한 줄로 보이고 U 변위를 나타내

는 간섭무늬는 이 부분에서 불연속이 일어난 것

처럼 나타난다. 이 불연속이 층간 분리를 나타낸 

것인지 혹은 매우 큰 전단변형을 나타낸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지의 파손분석에 

중요한 요소이다.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로 기

록한 Fig. 14는 이 부분의 미소변형을 잘 보여주

고 있다. U 변위를 나타내는 간섭무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더필의 좁은 영역에서 간섭무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층간분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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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매우 큰 전단변형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솔더범프가 있는 영역(○
로 표시한 부분)에서도 심한 변형 집중이 나타나

지 않아, 언더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솔더범프

의 응력을 상당히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구

성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장치를 이용하여 반도

체 패키지의 국부적인 초미소변형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무아레 간섭장치와 복

합적으로 이용하면 반도체 패키지의 신뢰성 평가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담금 간섭계와 간섭무늬 확장법

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를 구성하였

다. 구성된 측정 장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회절격자의 강체 회전변위와 알루미늄 시편

에 대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
한 FC-PBGA (flip chip plastic ball grid array) 패
키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국부적인 열변형 측정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체회전 변위 측정실험과 알루미늄 시편의 

열팽창계수 측정 실험을 통하여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장치 및 실험방법이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FC-PBGA 패키지의 솔더범프와 언더필 영

역의 미세 변형 거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구성된 마이크로 무아레 간섭계의 간섭무늬 

사이의 변위는 β=4를 적용할 때, 52 nm로 대단

히 작으므로 기존의 무아레 간섭장치와 복합적으

로 이용하면 반도체 패키지의 신뢰성 평가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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