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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의 상용화된 Ni-Cr tie-coating 물질은 내열성 시험 후 강도가 저하되고, Cr 성분이 patterning후에 완벽하게 제
거 되지 않아서 누설 전류를 만드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Ni-Cr 과 삼원계 Ni-Cr-X(X는 Nb, 
V, Mo, Ti) 물질의 패터닝성과 내열성을 비교하였다. 

1. 서론 

 전자 장치가 작고, 얇아지면서 rigid 기판은 FCCL(연성동박적층판)으로 대체되고 있다. 좋은 pitch 패턴의 경우 FCCL은 얇
은 Cu층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스퍼터공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Cu만으로는 좋은 접착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Ni-Cr이 tie-coating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패터닝의 경우 Cr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누설 전류를 만들
고, 에칭액을 오염시켜 재사용을 할 수 없게 하고, 내열성 시험 후 강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Cr이 없는 
FCCL의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Cr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는 것이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링법으로 FCCL을 제작하였다. Tie-coating 물질은 Ni-Cr과 Ni-Cr-X(Nb, V, Mo, Ti) 총 5가지를 
co-sputter방법을 이용하여 증착을 하였다. 패터닝 후의 SEM과 EDS 분석을 하였고, ion migration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NaCl 5%의 조건에서 dendrite 형성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150℃, 168h 동안 오븐에서 열처리 후 T-peel test를 통해서 
내열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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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패터닝의 관한 부분에서는 Ni-Cr-Mo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터닝 후의 언더컷이 보이지 않았고, 비교적 평평한 

측면과 직각 모서리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endrite 형성 시험에서도 다른 물질들은 넓은 dendrite를 갖는 반면에 

Ni-Cr-Mo은 얇은 dendrite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endrite에서 Mo을 검출 할 수 없었다. 반면에 내열성 

시험에서는 Ni-Cr-Nb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처리 후 다른 물질들은 접착력이 감소하였지만 Ni-Cr-Nb은 오히려 

약간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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