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8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3권 제10호, pp. 1158~1162, 2009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09.33.10.1158

동 박막의 피로한도
허용학 ․ 김동진*․ 이해무* ․ 홍성구*․ 박준협**
(2009

7

29

, 2009

8

13

, 2009

8

17

)

Fatigue Limit of Copper Film
Yong-Hak Huh, Dong Jin Kim, Hae Moo Lee, Sung Gu Hong
and Jun Hyub Park
Key Words: High Cycle Fatigue(고주기피로), Copper Film(동 박막), Stress Ratio(응력비), S-N
Curve(응력-수명 곡선), Fatigue Limit(피로한도)
Abstract
Fatigue limit of the copper film coated by Sn was estimated using Goodman diagram and Gerber
diagram. To obtain the high cycle fatigue life curve, S-N curve, of the film, the high cycle fatigue
test was carried out by applying the constant amplitude load to the film specimen with three different
stress ratio of 0.05, 0.3 and 0.5 and the frequency of 40 Hz at room temperature in air. The
free-standing film specimen 15.26
thick was fabricated by etching process. The fatigue limits and
S-N curves at the respective stress ratios were determined from the experimental works. It was shown
that the S-N curves were dependent on the stress ratio and the fatigue limit was increased with
decreasing the stress ratio. The dependency of the fatigue behavior was presented in empirical
relationship. Using these relationships, the fatigue limit was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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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MEMS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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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설계, 제작에서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로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이동전화 그리고 RF
스위치와 같은 MEMS 제품에서는 사용 환경 조
건에 따라 열 피로와 시간 변동성 하중이 발생하
며, 이러한 하중은 반복적인 사용으로 치명적인
피로 손상을 야기시키고 이는 이들 제품에서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피로 하중에 기인한
신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로 하중에 대한
재료 및 마이크로 구조물의 피로 특성에 대한 정
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박막 피로 저
항성에 대한 물성을 기본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성을 다양한 측정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LCD와 같은 전자디바이스에 사
용되는 동 박막의 신뢰성 설계를 위하여 피로 한
도를 실험적 관계로 부터 예측하였다. 동 박막은
폴리라미드위에 증착하여 Sn으로 코팅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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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micro-tensile
testing system(7)

를 사용하여 다양한 하중비에서 피로 선도를 결
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응력비 R=-1에 대한 피
로한도를 Goodman 선도와 Gerber 선도를 이용하
여 예측하였다. 또한 동 박막의 인장 특성이 평
가 되었다.

2. 실험방법
15 μm두께의 동 막(copper film)을 전착(electro
deposition)으로 제작하여 이를 폴리라미드 테이프
위에 열과 압력으로 부착하였다. 폴라라미드 위
의 동 박막을 본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의 형상
으로 펀치하여 시험편 아래의 폴리라미드를 제거
하여 동막 시험편만이 남도록 하였다. 시험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Sn으로 전기 도금하고
확산 공정으로 0.26μm 두께의 Sn층이 형성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 인장 및 피로 시험편은
시험부 길이 8 mm와 너비 2 mm이다.(7)
피로 시험은 대기중에서 40 Hz의 속도로 일정
하중 진폭으로 TYTRON 250을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0.05, 0.3 그리고 0.5의 응력비에 대한 피로
하중을 부과하였다. 각 응력비에서는 일정 진폭
하중을 부하하여 파단까지 수명을 측정하였으며,
최대 107 사이클까지 측정하였다. 인장 시험은
Fig. 1과 같은 마이크로 인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험 시스템은 인장 하중이 부하
되는 동안 비접촉식으로 인장 변형을 측정할 수

Fig. 2 Typical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of
the Cu film obtained from micro-tensile
test

있는 마이크로 ESPI 시스템과 5 N 하중 용량을
가지는 마이크로 하중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다.(8) 마이크로 ESPI 시스템은 시험편의 인장 변
형을 632.8 nm의 파장을 가지는 He-Ne 레이저
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이는 레이저 광이 시험편
에 입사하여 변형에 따라 나타나는 간섭무늬의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여 분석하여 각 변형에 대
한 정량적인 변형량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인장 특성
마이크로 인장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장
변형률과 응력 곡선을 결정하였다. 인장 변형률
은 Fig.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마이크로 ESPI 시
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2는 마이크로
인장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정한 응력-변형
률 곡선을 나타낸다. Fig. 2와 같은 인장 응력-변
형률 곡선으로부터 탄성 계수, 항복강도, 인장 강
도를 각각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동 박막의 탄성계수, 0.2% 항복 강도 그리고 인
장 강도는 각각 78.5 GPa, 362.4 MPa 와 453.8
MPa 이었다.
3.2 피로 특성
동 박막의 고주기 피로 특성은 40 Hz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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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axial deformation
range and the alternating stress at various
stress ratios

속도로 다양한 하중비 즉 0.05, 0.3 그리고 0.5로
일정하중 진폭으로 피로 하중을 부하하여 얻었
다. 본 시험에서 선택한 하중 수준은 탄성 변형
영역으로 국한하였으며, Fig. 3은 고주기 피로 하
중 시험을 수행한 각 응력비에 대하여 응력 진폭
과 시험편 축 변위 폭을 도시한 것이다. Fig. 3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세
응력비에 무관하게 모든 시험 하중 폭과 변위 폭
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주기
피로 시험에 사용한 하중 조건은 탄성 영역에서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4는 고주기 피로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동
막의 피로 응력-수명(S-N) 곡선을 나타낸다. 고주
기 피로 시험은 각 응력비 및 응력 수준에서 파
단 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최대 수명을 1x107까지
로 제한하였다. Fig.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응
력-수명선도는 일정 하중비에서는 이중 로그 그
래프상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Park
등(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동 박막을 이
용하여 고주기 피로에서의 평균 응력의 영향을
수행하였으며,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응력-수명 곡선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동 박막의 응력-수명 곡선은 응력비에
따라 다른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응
력비, R이 작을수록 동일한 응력 수준에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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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N curves at various stress ratios for
Copper film

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Fig. 4의 각 응력비에서의
피로 응력-수명 선도로부터 각 응력비에서 피로
강도 계수(fatigue strength coefficient)와 피로 강도
지수(fatigue strength exponent)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이는 응력비가 증가할수록 피로 강도 계수는
감소하고 피로 강도 지수는 응력비의 증가에 대
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 응
력비에서 얻어지는 피로 한도를 결정할 수 있으
며, 여기서는 1x107 사이클에서의 응력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각 응력비의 피로 한도도 응력비의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응력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피로 한도 예측
Fig. 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각 응력비에서의
피로 한도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 막의 피로한도는 응력비가 0이상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박막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평
균응력이 0인 즉 응력비 R이 -1일 떄의 피로한도
를 얻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피로 저항 구
조물의 설계에서는 피로설계시 응력비가 -1인 평
균 응력이 0인 설계데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odman 선도와 Gerber 선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평균 응력이 0인 조건에 대한
피로 한도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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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10 그리고 4x10 사이클에서의 응력 수준을 평
가하여 Fig. 5와 같은 동일한 수명에 대한 피로
한도를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의 선도를 작성하
였다.
이러한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의 관계를 설명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Goodman 선도,
Gerber 선도 그리고 Solderberg 선도 등이 사용된
다. Solderberg 선도는 Goodman 선도와 Gerber 선
도에 비해 평균 응력 효과를 상대적으로잘 표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Goodman 선도와 Gerber 선도를 이용하
여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로 한도를 예측
하였다. Goodman 관계식과 Gerber 관계식은 식
(1)과 식 (2)로 각각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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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diction of fatigue limit using Goodman
diagram and Gerber diagram

(1)

4. 결 론
(2)

여기서 Sa는 응력 진폭, Sm는 평균응력, Su는
인장 강도 그리고 Sf는 R=-1에서의 응력 진폭, 피
로한도를 나타낸다. Fig. 5에서와 같이 Goodman
과 Gerber 선도로 각 수명에 대한 응력 수준과
비교를 하였다. 동 박막에서 얻어진 피로 수명은
Goodman 선도보다는 Gerber 선도가 비교적 잘
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Park 등(7)은 동 박막의 피로 수명에서의 평
균 응력의 효과를 Goodman 관계와 Gerber 관계
로 비교적 잘 표현하였으며, Goodman 관계식의
간편성으로 동 박막의 설계에서 사용되기를 권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박막의 평균 응력이 0인
R=-1에서 피로한도를 Goodman과 Gerber 선도를
이용하여 각각 예측하였으며, 이는 각각 149.5
MPa 과 110.8 MPa 로 예측되었다. 이들 두 예측
치는 약 26%의 차이가 있다. Fig. 5에서 보여준
실험에서 얻어진 피로수명 데이터와 일치성을 고
려하면 Gerber 선도로 예측된 결과가 상대적으로
Goodman 선도로 예측된 결과보다 더 실제 피로
한도와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께 15.26 μm의 동 막(copper film)의 인장 강
도 특성을 평가하고 피로 한도를 Goodman 선도
와 Gerber 선도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1) 동 박막의 응력-수명(S-N) 선도는 일정 응
력비에서 이중 로그 그래프상에서 선형적인 특
성을 보이고 응력비의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응력비가 감소함에 따라 피로 수명의 증대와
피로 한도의 증가되고 있었다.
(2) 응력비 R=-1에 대한 피로 한도를 Gerber 선
도와 Goodman 선도를 이용하여 예측하였고
Gerber 선도가 비교적 실험 결과와 잘 일치되고
있었다.
(3) 동 박막의 인장 물성이 마이크로 인장 시험
시스템과 마이크로 ESPI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되었고, 탄성계수, 0.2%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는 각각 78.5 GPa, 362.4 MPa 와 453.8 MPa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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