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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 thin film patterns on a LTCC substrate, which was connected through inner via and metal

paste for electrical signals, were formed by a screen printing process that used electric paste, such as silver

and copper, in a conventional method. This method brought about many problems, such as non uniform

thickness in printing, large line spaces, and non-clearance. As a result of these problems, it was very difficult

to perform fine and high resolution for high frequency signals. In this study, the electric signal patterns were

formed with the sputtered metal thin films (Ti, Cu) on an LTCC substrate that was coated with protective

oxide layers, such as TiO2 and SiO2. These electric signal patterns’ morphology, surface bonding strength, and

effect on electro plating were also investigated. After putting a sold ball on the sputtered metal thin films, their

adhesion strength on the LTCC substrate was also evaluated. The protective oxide layers were found to play

important roles in creating a strong design for electric components and integrating circuit modules in high

frequency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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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부품에 적용되기 위해서 정밀화 미세 패턴화를 이

용한 고집적, 다층박막 형태의 모듈 및 기판들을 시장에

서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들을 PCB기판에 적

용할 경우 사이즈의 소형화, 고주파 영역 내에서의 신호

손실 및 고온고습과 같은 신뢰성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CB 기판 대

신 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세라믹

기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세라믹 기판의 주성분은 저

온 동시 소결이 가능하도록 glass 성분이 다량 포함된 세

라믹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다.1,5) 지금까지 LTCC 기술

에서는 고정세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수축 공

법을 적용하여 동시 소성을 진행 하였다. 이는 무수축 제

어를 위해 LTCC 세라믹 양면에 저온 온도에서도 소결

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수축 제어가 용이한 알루미나, 지

르코니아, 바륨티타네이트 등과 같은 green sheet를 적층,

소결후 제거하게 된다.7) 제거 후에는 LTCC 기판의 상

하부 표층에 SMT (Surface Mounting Technology)을 위한

전극 패턴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극 패턴은 고

집적화를 통한 패턴간의 선폭 미세화, 미세 선폭의 패드

단에 수동소자, 능동소자, IC 칩의 실장후의 고온 고습,

열충격 등의 신뢰성에 따른 전기적 손실 저하와 패드단

의 열화에 의한 단락 발생 등의 문제들을 동시에 수반

하게 된다. 이러한 전극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는 동시소성이 가능한 Ag, Cu와 같은 페이스트를 이용,

스크린 인쇄방법을 통하여 패턴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패턴은 해상도 저하, 동시소성에 따른 소성공정 어

려움, 패턴 두께의 불균일, 도금시 각 패턴의 전류밀도

불균일에 의한 도금 패턴의 변색 등의 많은 문제점을 수

반하게 된다.6,9)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

판은 고온 고습, 열충격과 같은 신뢰성 저하, 도금시 도

금액에 따른 패턴의 내화학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자제품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쇄를 통한 표층전극 형성 대신

에 sputter를 이용한 박막 패턴을 형성한 후 PR (Photo

Resist), 전해도금, 에칭 공정을 통하여 표층전극의 패턴

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의 해상도, 내화학성, 초기

신뢰성 테스트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패드단 전극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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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강도를 연구하였다.11)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에칭 공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에칭시 사용되는

에칭액들이 강산들로, LTCC 세라믹을 녹여 침식시키고

또한 패턴의 undercut 발생으로 패턴 가장자리의 들뜸 현

상을 유발시킴으로써, LTCC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 간

의 고착력 저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LTCC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 사이에 산화물

박막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시킴으로써 에칭액에 대한 내

화학성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박막 패턴

과 LTCC 세라믹 보호막 효과를 분석하였다.10)

2. 실험 방법

소성된 LTCC 세라믹 기판을 표면 연마 및 세척, 건

조한 다음 유 무기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여 플

라즈마 cleaning을 진행하여 기판을 준비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판의 표면조도는 Ra (Average Roughness) 0.6~

0.65 µm의 값을 가지며 이 기판에 보호막을 형성하였다.

보호막 종류는 크게 SiO2, TiO2를 형성하였다. 보호막 형

성방법은 CVD법을 이용하여 0.2 µm 두께로 형성하였으

며 기판의 산화를 막기 위해 N2 분위기 진공 챔버에 보

관을 하였다. 기판에 sputter를 이용하여 세라믹과 금속

박막과의 밀착력 향상을 위해서 Ti를 0.2 µm 두께로 박

막을 형성 하였으며, 전기적 특성 및 PR, 에칭공정에 쉽

게 이용이 가능한 Cu를 0.5 µm으로 형성하였다. 이후 박

막의 밀착력을 선평가하기 위하여 tape test를 실시하여

peel off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본 기판에 미세 패턴 형성 및 두께 도금을 하기 위해

PR 공정을 진행하였다. 본 공정에 주로 사용된 PR 용

액, 조건 및 에칭 용액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PR 용액을 spin coater를 이용하여 6000 rpm에서 1분

동안 PR 용액을 코팅하였다. 코팅 후 hot plate에 130 oC

에서 25분 동안 유지하여 baking을 실시 하였다. 파장

365 nm, 8.5 mJ, 90sec을 유지하여 노광을 진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TMAH (Tetra Methyl Ammonium Hydroxide)

현상액에 3분동안 유지하여 현상을 실시한 후 도금을 진

행하기 위한 패턴을 형성하였다. 패턴의 변화 및 PR 두

께를 분석하기 위해 비접촉식 cyber scanner를 이용하여

PR 두께와 패턴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두께 도금을 Cu,

Ni, Au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금방식은 전해도금 방식이

이용 되었다. Cu seed layer 박막과 바로 electric affinity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Cu 도금을 실시한 후 Cu과

Au및 electric diffusion 방지를 위해 Ni를 도금하였으며,

패드단의 SMT를 위해 마지막으로 Au 도금을 실시하였

다. 전체 도금 두께는 13 µm이상으로 두껍게 형성 하였

다. PR를 박리한 후 산 에칭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을

실시하였다. 에칭은 에칭액이 들어있는 bath에 도금된

LTCC 기판을 넣고 bath 좌우에 마그네틱 바를 넣은 후

온도를 80~100 oC 정도 가열하면서 에칭액에 와류를 형

성함으로써 도금층이 형성된 패턴 외에 불필요한 seed

layer층의 박막을 제거하였다. 전체적인 실험방법은 Fig.

1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이후에 DI (Distilled Water)를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

한 후 질소 gun을 이용하여 기판을 건조하였다. 산 에

칭액에 의한 세라믹의 표면 상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

을 통하여 세라믹 표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호막 형성

에 따른 세라믹 침식의 물리적인 간이 분석을 위해 에

칭액에 1시간 동안 잠긴(dipping) 후 세라믹의 잠긴 전

후의 무게 감소량을 측정 하였다. 

보호막 형성에 따른 패턴 해상도 평가를 위해 에칭이

완전히 끝난 후 전극패턴을 광학 현미경을 통하여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층 전극과 세라믹의 밀착력 정도

와 계면 상태에서 계면 반응에 의한 접착력 상태를 관

찰하기 위해서 전극면에 패드 크기에 맞는 솔더볼(solder

ball)을 납땜하여 260 oC에서 터널형 reflow 공정을 거친

후 die shear test 방법으로 고착강도를 평가하였다. 전

극 패턴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상태를 보다 자세

히 평가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SEM를 사용하여 계면 분석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in Metal Film Method

The Used PR Solution

UV Exposure

Plating Method

Ti/Cu Etchants

Sputter

THB-151N

365 nm / 8.5 mJ

Electro Plating

Acid Solutions

Fig. 1. Schematic flow chart for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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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LTCC 세라믹을 산 에칭액에 잠긴(dipping)후

표면관찰

강산 에칭액에 의한 세라믹의 침식 상태를 관찰하기 위

하여 세라믹 기판을 에칭액에 잠기게 한후 표면 침식 상

태 관찰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Al2O3 세라믹 파

우더에 SiO2, CaCO3, ZnO와 같은 다량 glass 성분의

조성이 포함된 LTCC 세라믹 조성물에 HF, HCl, H2SO4

와 같은 에칭액에 대해서는 glass 조성물을 쉽게 녹여 결

합력이 강한 소성 세라믹의 각 조성물을 격리시키며 또

한 입자간의 mobility를 증가시킴으로써 결정구조가 파괴

된다.14-15) 따라서 Fig. 3(a)에서와 같이 보호막이 없는

LTCC 세라믹에서는 각 조성물의 입자와 결합상태를 확

인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순수한 알루미나 입자를 보이

게 된다. 반면에 Fig. 3(b), (c)와 같이 TiO2와 SiO2로

보호막이 형성된 세라믹 표면에서는 에칭액이 LTCC 세

라믹 입자로의 침투를 방지하여 에칭 전과 크게 변화없

이 세라믹 각 조성물의 입자 분포을 이루어 다량의 glass

성분이 포함된 응집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크기의 세라믹 시편을 준비한 후 이를 에칭액

에 1시간 동안 잠긴 후 꺼내어 잠긴 전후의 무게 감소

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TiO2 보호막

형성 세라믹 기판에서는 잠긴 전후 무게 감소량 변화가

없었으며, SiO2는 약간의 무게 감소 변화가 발생하였고,

반면에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은 세라믹 기판에 대해서는

Fig. 2. Schematic diagram of LTCC substrate in this study.

Fig. 3. Surface morphologies of LTCC body as a function of protective layer after chemical etching; (a) None (b) TiO2 (c) SiO2

(d) before chemical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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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다소 많은 무게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는 에

칭액이 LTCC 세라믹을 침식함으로써 무게 감소와 더불

어 소성 기판 조성물의 일부를 떼어내고 녹임으로 인해

무게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16)

3.2 PR 형성에 따른 박막 패턴

PR를 코팅하여 노광, 현상, baking후 PR의 두께와 패

턴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서 패턴 형성을 위해 Cr mask 패턴을 사용하여 PR 코

팅, 노광, 현상 후 전해도금을 실시하였다. 도금두께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해 Cu/Ni/Au 전체 설계도금두께인 15 µm

보다 큰 38 µm 로 PR 두께를 형성함으로써 도금공정 안

정성을 꾀하였으며, 또한 설계값으로 패턴을 형성한 패턴

선폭 0.2 mm을 실제 측정값 0.19 mm과 비교하여 구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박막 패턴의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도금 두께 평가

각 금속 전극 패턴에 대한 도금 두께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금속 layer별 목표 두께로 Cu 8 µm,

Ni 4 µm, Au 1 µm로 설정 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

는 후막 도금 두께에 따른 두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이다. 도금시 전류 인가 접점 포인트를 대각선으로

하여 2 point를 형성하여 진행 하였다. 각 기판에 대해

서 기판 위치별로 5개 포인트의 도금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 도금 두께를 평가 하였다. Fig. 6을 통해 알 수 있

Fig. 4. Weight loss variation of LTCC ceramic as a

function of protective layer after chemical etching.

Fig. 5. Non-contact cyber scanning image of PR(Photo Resist) thickness and pattern after PR process.

Fig. 6. The thickness of electro plating for electric patterns

on LTCC a function of protective layer ; (a) None (b) TiO2

(c)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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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각 금속 layer별 평균 도금 두께는 목표 도금 두

께값을 상회 하였다. 그러나 도금 두께 편차는 최대

0.4 µm 편차값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편차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라믹 기판대비 전극패턴의 분포도, 면적, 패

턴성, 전류 인가 접점 위치 등 다양한 패턴 설계에 따

라서 변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류밀도를 기판

전극 패턴 위치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균일한 도

금 두께값이 얻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LTCC 기판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에칭후 박막 패턴 전극과 세라믹 계면 평가

에칭후 세라믹 표층 박막 패턴 전극의 패턴성과 계면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에

서와 같이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은 기판의 경우 에칭시

에칭액이 계면으로 침투함으로써 Ni과 Au간의 들뜸 현

상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Fig. 7(b), (c)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막이 형성된 기판의 경우 박

막 seed layer와 도금 패턴층과의 interaction이 작용함과

동시에 에칭액이 도금액과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음으

로써 박막 layer간 그리고 각 도금 금속 layer 간 강한

결합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

해서 도금 후 Ti, Cu 에칭시 기판의 변색이 발생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산 에칭액과 도금액에 대해

서는 박막패턴과의 물질 전달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강한 결합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금패턴 특히 가장자리의 들뜸

현상이 없이 박막 패턴의 해상도가 우수한 LTCC 세라

믹 기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 LTCC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과의 고착강도

평가

LTCC 세라믹 기판과 박막 전극 패턴에 대해서 고착

강도 측정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보호막이 형성

된 LTCC 세라믹에 박막전극 패턴의 10개의 point를 측

정하여 평균 고착강도를 측정 분석한 결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O2 보호막 형성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과의 고착강도의 경우 평균 35 N/mm2, TiO2 보호막

형성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과의 고착강도의 경우 평

균 30 N/mm2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보호막이 형

성되지 않는 LTCC 세라믹과 박막 전극 패턴과의 경우

에는 평균 20 N/mm2 값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보호막

효과는 SiO2 보호막 형성 시 75%, TiO2 보호막 형성

시 50%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LTCC 세라믹과 박

막전극 패턴과의 계면에 에칭시 에칭액이 세라믹 표면으

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

각된다.

Fig. 9는 보호막 형성 세라믹 기판과 박막전극 패턴 계

면과의 에칭후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착 강

도 평가후 solder ball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평가한 결

과이다.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은 세라믹 기판의 경우 실

제 고착강도 측정 후 패턴의 박리 부분이 패턴 가장자

Fig. 7. Cross sectional morphologies of electro plating layer on LTCC as a function of protective layer ; (a) None (b)

TiO2 (c) SiO2.

Fig. 8. Comparison of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electric pattern and LTCC as a function of protective layer ;

(a) None (b) TiO2 (c)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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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쪽으로 심하게 에칭액이 침투하였음을 Fig. 9(a)을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TCC 세라믹

과 Ti 박막간의 계면 결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반

면에 TiO2, SiO2 보호막이 형성된 세라믹 기판의 경우

에는 고착강도 평가 후 세라믹 body면을 박리하는 것으

로 보아 Ti 박막과 세라믹 계면간의 강한 계면 결합력

이 도금, 에칭 후에도 유지됨을 Fig. 9(b), (c)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11) 이는 산화물 형태의 보호막 조성 원

자 혹은 전자가 LTCC 세라믹 조성에 포함되는 어떤 원

자 혹은 전자와 결합하여 강한 공유결합이 형성됨으로써

유기, 무기 화합물 형태의 도금액, 에칭액에 강한 결합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3) 또한 박막 금속에

포함한 Ti의 자유전자가 산화물 형태의 보호막 산소와 결

합함으로써 강하고 안정화된 결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태는 에칭액, 도금액의 어떠

한 전자와도 결합되지 않은 물리적인 강한 결합이 이루

어짐과 동시에 금속박막과 보호막 사이에 강한 화학결합

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표층 박막 패턴 형태의 세라믹기판을 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4. 결  론

보호막이 코팅된 LTCC 세라믹 기판에 Ti, Cu seed

layer 박막을 형성한 후 PR, 도금, 에칭공정을 통하여 미

세 전극 패턴의 형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iO2, SiO2의 보호막 형성 기판에서 금속 박막 패

턴 해상도가 우수하였으며, 금속박막에 형성된 도금 면

의 clearance 또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박막 미세 패턴의 구현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TiO2, SiO2의 보호막 형성기판에서는 에칭액이 세

라믹기판과 금속 박막 패턴 계면에 들뜸현상을 발생 시

키지 않았으며, 고착강도 테스트후 파괴모드 또한 세라

믹 body면을 포함하여 전극 패턴이 파괴 되는 경향을 보

여 주었다.

3. 보호막을 형성하지 않은 세라믹기판, TiO2, SiO2 보

호막을 형성한 각각의 세라믹 기판에 대해서 20 N/mm2

< 30 N/mm2
< 35 N/mm2 순으로 고착 강도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통하여 산화물 형태의 보호막

이 금속박막 표면과 glass 성분이 포함된 LTCC 세라믹

간 계면 결합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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