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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b-metal filler added to a hybrid paste(PbO-Bi2O3-B2O3-ZnO glass frit and Pb-powder), for joining
flip-chip sat lower temperatures than normal.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was detected at 250

o
C and the softening point occurred

at 330
o
C.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specific density decreased due to the volatility of the Pb-metal and boron component in

the glass. When the glass was heat-treated at 350
o
C for 5 min, XRD results revealed a crystalline Pb4Bi3B7O19 phase that had been

initiated by the addition of Pb-filler in the hybrid paste. The addition of the Pb-metal filler caused are action between the Pb-metal
and glass that accelerated the formation of the liquid phase. The liquid phase that formed, promoted bonding between the flip-chip
substrate sat low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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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bO가 포함된 납유리는 높은 밀도와 낮은 열전도도, 열

팽창계수 (C.T.E) 조정의 용이성으로 저항, 박막콘덴서, 그

리고 저온접합 소재로 전기전자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FEM (Front End Module)으로 총칭되는 SAW

(Surface Acoustic Wave) 필터의 플립칩 (flip chip) 또한

LTCC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기판과 세

라믹캡 접합에서 열에 의한 소자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저

융점 접합소재가 필요하다.
1)

 유리연화온도가 30 ~ 120
o
C

인 저융점의 찰코지나이드(chalcogenide)계 유리(As-S-Se,

As2-S-Sb2O3)가 있지만 제조방법과 용도의 제한성, 그리고

심각한 독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2)

최근 저공해물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PbO를 포함하

지 않는 접합소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리형

성에 기여하는 조성영역은 제한적이지만, 6 주기로 화학

적 성질이 유사한 Pb 원소를 Bi로 대체한 bismate 유리는

알려져 있다.
3)

 그러나 PbO를 대체하는 전기·전자밀봉용

소재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이다. PbO계 유리를 대체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80 ~ 93Bi2O3-10B2O3-7ZnO-5.3R2O wt%

계 밀봉유리에 첨가되는 R2O 종류와 함량에 의존한 Tg

와 C.T.E 등의 물성변화를 이용한 금속 -유리계면의 접합

과 전기전도도 거동에 관한 보고가 있지만, 이 bismate 유

리가 350
o
C 부근에서 물리·화학적인 접합특성을 발현한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구

성에서 2차 산화물로 분류되는 PbO와 Bi2O3를 조합한 조

성은 용융온도가 낮아지고 유리합성이 용이해지는 경향

을 저융점 접합소재의 연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입자크기에 비례하는 비표면적 변화에 의한 반응

에너지 감소, 그리고 융제 역할을 하는 알칼리 금속을 미

량 첨가하면 고온금속분말의 소결온도가 감소하는 분말

야금방법을 주목하였다.
5,6)

 전자는 주어진 온도에서 입자

크기에 따른 표면적이 증가하면 반응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다는 점과 후자

는 327.5
o
C의 융점을 가지는 Pb 금속분말을 이용하여 저

온소결을 촉진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색제에 PbO-Bi2O3-B2O3-ZnO-SiO2계 유

리분말과 금속필러를 조합한 모듈 접합용 하이브리드 페

이스트 (hybrid paste)에서 Pb 금속필러가 플립칩의 저온

접합에 미치는 거동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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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방법

예비실험을 통하여 Tg가 240
o
C인 74PbO-12Bi2O3-8B2O3-

4ZnO-2SiO2 wt% 조성을 모물질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출

발물질 (Extra Pure, Junsei　Chem., Co. Jp) SiO2 2, H3BO3

24, ZnO 4, PbO 74, 그리고 Bi2O3 12g를 칭량하여 12 h

볼밀로 혼합하였다. 이 뱃치(batch)를 Al2O3 도가니에 담

아 전기로에서 690
o
C에서 20 m동안 유지하여 합성한 용

융물을 두께 0.5 mm로 고화하였다.
7)

 합성물은 순환식

(attritor)밀, 500 ml 비이커에 시편 100 g과 400 ml IPA

(Isopropanol Alcohol)을 채운 상태에서 LASER를 주기적으

로 분쇄대상물에 조사하는 Pulse LASER 장치(ETIGO-II,

Nagaoka Nat’l Univ. Tech., Jp), 60 × 120 mm(지름 ×길이

)의 테프론 포트에 유리분체와 0.3 mm ZrO2 볼 그리고

IPA 용액을 1 : 2 : 3 비율로 넣고 회전속도의 함수로 전단

응력을 이용한 분쇄방법
8)

 등으로 각각 분쇄하였다. 입자

균일도와 분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분쇄입자
8)
와

45 µm Pb 금속필러(Sigma-Aldrich, US)를 Table 1
9)
의 전

색제와 혼합하여 초음파기(T25, IKA, Ge)로 분산시킨 후 롤

러(Exakt50, Exakt, Ge)로 혼합하여 10 rpm 46 kcps (Brook-

filed 기준), thixotropic index (10/50) 2.07, 그리고 고형분

85 wt%의 하이브리드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0.25 mm

노즐로 하이브리드 페이스트를 도포한 세라믹캡을 N2

분위기에서 300
o
C, 30 m동안 열처리하여 전색제를 휘발

시킨 후 LTCC 기판에 올려 350
o
C, 5 m동안 2차 열처

리하여 플립칩을 접합하였다(Fig. 1). 

모물질과 8% Pb 필러가 포함된 유리를 300 ~ 500
o
C로

열처리하여 아르키메르데스방법으로 비중을 측정하였고,

결정상(Advance, Bruker D8, US), 입자분포(RDDOS T4.1,

Sympatec, Ge), Tg/DTA(Q600/Q200, Tainstruments, US), 그

리고 접합면의 미세구조는 SEM/EDS(JSM-6380 LV, Jeol,

Jp)로 각각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74PbO-12Bi2O3-8B2O3-4ZnO-2SiO2 wt%계 유리

와 Pb 필러를 첨가한 시편의 XRD 결정패턴을 나타낸 것

이다. 유리형성제, 수식제, 그리고 중간제 등 유리형성의

구성체로 명백히 분류되지 않는 PbO와 Bi2O3의 함유량이

86 wt%이여도 합성물은 Fig. 2(a)에서 2θ 전체에 걸쳐 결

정피크는 관찰되지 않아 유리화는 냉각속도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350
o
C

에서 열처리한 Fig. 2(b)의 모유리 시편에서도 결정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변화는 부피팽창 또는 열특성 변화를

수반해 고유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접합온도까지

합성상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Pb 금속필러를 첨가하여

350
o
C에서 열처리한 시편을 나타낸 Fig. 2(c)에서 주결정

상은 Pb4Bi3B7O19(lead bismuth borate)로 관측되었다. 기존

의 연구에서 PbO-B2O3-ZnO계 유리에 K2O, BaO, SiO2,

Al2O3 등 부첨가제의 첨가에 따라 Tg와 C.T.E의 증가거

동이 나타나지만 결정상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그러나

핵형성제로 알려진 Li2O를 PbO-B2O3-ZnO계 유리에 첨가

하면 480
o
C에서 실투가 일어나 PbO2ZnOB2O3 결정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첨가제의 종류와 양이 결정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11)

 PbO-B2O3-

ZnO계가 첨가물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로 PbO-Bi2O3-B2O3-ZnO-SiO2계 유리에서 Pb 필러가 Pb4

Bi3B7O19 결정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쇄방법에 따른 분말 크기를 조사한 Fig. 3(a)의 순환식

Table 1. Solvents Recommended for Hybrid Paste
9)

 

Component Amount Remarks 

Fish oil 0.2 cc Charge net

Trition X-100 1 cc Lubricant for injection

Bi-butyl phthalate 3 cc Control of viscosity

Ploy vinyl butyral 300 10 g Binder

Toluene 10 cc Solvent

α-Terpineol ~20 cc Control of viscosity

Iso-propanol 30 cc Solvent

Pb Powder 8 g Metal filler 

Glass frit
8)

100 g Solid contents

Fig. 1. Example of  flip chip bonding. (a) Ceramics cap; (b) Hybrid paste dispensing; (c) 1’st heating treatment at 300
o
C under N2; (d)

Flip processing; (e) 2’nd heating treatment at 350
o
C for 5 min under N2; (f) Interface between ceramic cap and LTCC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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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분쇄입자는 D50 =2 µm와 D90 = 8 ~ 10 µm가 혼재한 미

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단응력
8)
을 이용한 분쇄입자는

0.3 ~ 0.5 µm분포와 구형형상의 미세구조를 Fig. 3(b)에 나

타내고 있다. Pulse LASER로 분쇄한 Fig. 3(c)에서 23 nm

의 균일한 입자크기와 전형적인 환형의 비정질 TEM 회

절패턴을 나타내지만 분쇄수율은 0.5 mg/정도이다. 분쇄

방법에 따른 입자크기는 Pulse LASER >>>전단응력분쇄

방법
8)

>순환식밀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페이스트

에 적합한 유리분말 크기는 23 µm로 알려져 있다. 분쇄

의　결과로부터 전단응력분쇄가 수율과 입자균일도가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a)에서 PbO-B2O3-ZnO계 유리의 Tg는 380
o
C로 나

타났다. Fig. 4(b)에서 PbO-Bi2O3-B2O3-ZnO-SiO2계 유리분말

의 Tg는 250
o
C 부근이며, 350

o
C에서 결정상전이에 따른 발

열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Pb 필러가 첨가된 시편(Fig. 4(b))

에서는 250
o
C와 330

o
C 부근에서 흡열피크, 그리고 370

o
C

에서는 발열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다. 250
o
C와 330

o
C에서

의 흡열피크는 모유리의 Tg점과 Pb 금속의 용융에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Pb의 용융온도는 327.5
o
C이

며, 370
o
C에서 나타나는 흡열피크는 Pb4Bi3B7O19 결정상

생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4의 결과로부터 입자가 작

아질수록 Tg는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표면

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

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5는 열처리온도 및 Pb 첨가 조건에 따른 비중을 나

타낸 것이다. 모유리와 300
o
C에서 열처리 된 시편의 비중

은 6.27 g/cc로 상호 유사하였다. 그러나 Pb 필러가 첨가된

시편은 온도가 증가하면 비중은 6.12 g/cc에서 6.08 g/cc로

감소하는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중의 감소원인으로

서는 400 ~ 500
o
C의 열처리온도에서 유리에 포함된 삼산

화 붕소성분과 327.5
o
C의 용융온도를 가지는 Pb 금속의

휘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Fig. 5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 Fig. 6(a)은 플립칩 계면의 접합과 성분분포를

SEM/EDS로 관찰한 것이다. LTCC 기판과 세라믹캡 계면

Fig. 2. XRD patterns of PbO-Bil2O3-B2O3-ZnO-SiO2 glass

system. (a) Mother  glass, quenched by rollers splat-

cooling device
7)

; (b) Heat treated glass at 350
o
C for 5

min in air; (c) Glass frit included Pb metal filler of

8 wt%. Heat treated temperature is at 350
o
C for 5 min

in air.

Fig. 3.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 glass frit image, and TEM pattern of PbO-Bil2O3-B2O3-ZnO-SiO2 glass system. (a) Attritor  mill;

(b) Shear milling
9)

; (c) Pulse LAS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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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세균열과 폐기공 (void)없이 치밀하게 접합된 미

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DS 분석에서 접합계면은 Pb

풍부층 (rich layer)이며 LTCC측은 Si > Al >> Pb 순으로

원소가 분포한 반면에 세라믹캡 측은 Si>Al>>Pb 순으로

나타났다. LTCC 기판의 조성은 PbO-B2O3-SiO2계에 Al2O3

를 50% 첨가하여 1000
o
C 부근에서 소결한 것이고 세라

믹캡은 SiO2-Al2O3-R2O계 조성이기 때문이다. 접합계면에

서 전색제에 의한 잔류탄화물이 형성되지 않아 폐기공

(void)은 나타나지 않았다. 

PbO-Bi2O3-B2O3-ZnO-SiO2계 유리에 첨가된 Pb 필러의

결정상과 Tg/DTA, 비중, 그리고 접합면의 미세구조와 물

질이동 결과로부터 Fig. 7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다. 먼저 첫 단계는 이종페이스트에 열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색제가 휘발하고 고상입자간의 접촉이 일어난다. 두 번

째 단계는 유리에 포함된 산소는 벌크유리 속으로 들어

가는 속도보다 표면으로 이동하는 확산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산소는 유리표면으로 이동한다.
12)

 세 번째 단계는

327.5
o
C에서 용융된 액상 Pb는 유리로부터 유래한 산소

분자 층의 접촉에 따라 산소층이 금속표면에서 형성된다.

이때 접촉계면에서 Pb 금속은 유리쪽으로 전자를 방출하

는 대신에 산소를 받아서 PbO로 산화되고 유리는 산소를

내어주는 환원반응 등은 유리조성과 금속산화물의 양이

온 종에 의존한다.
13,14)
이 모델에 대한 반응식을 고려하면

식 (1)과 같다.

↑ (1)

식 (1)은 온도의 함수로 반응성이 증가한다. 마지막 단

계로서 350
o
C 온도에서 금속필러와 유리입자간의 접촉면

에 의해서 산화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b4Bi3B7O19 결정상

을 생성하면서 결정질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

러나 Fig. 1(c)에서 금속 Pb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용융

에 의한 Pb 휘발 또는 식 (2)의 반응이 용이하게 진행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따라서 이종페이스트에 포함된 금속 Pb는 LTCC와 세

라믹캡간의 화학적인 결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xPb Pb4Bi3B7O19 xPbO Pb4 4x– Bi3B7O19 x– 4xPb+ +→+

 Pb
x
Pb4 4x– Bi3B7O19 x– 4xPb+→

2Pb O2+ 2PbO=

Fig. 5. Density behavior of  the PbO-Bil2O3-B2O3-ZnO-SiO2

glass system.

Fig. 4. DTA curves of PbO-Bi2O3-B2O3-ZnO-SiO2 glass system in present works. (a) Bulk glass ; (b) Glass frit
8)

 ; (c) Added Pb

metal filer; Tg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c and Tm, temperature of the crystallization and melting temperatur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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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327.5
o
C에서 용융된 Pb액상은 유리입

자주위를 감싸는 매질 (matrix)로 작용하여 Pb4Bi3B7O19 결

정상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 때문에 350
o
C에서 접합특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PbO-Bi2O3-B2O3-ZnO-SiO2계 유리분말과 Pb 금속필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페이스트의 저온접합 거동을 조사하였다. 

Pb 금속을 첨가하면　Pb4Bi3B7O19의 결정상이 나타났다.

Tg는 250
o
C에서 나타났고 금속 Pb의 용융에 기인하여

330
o
C에서 연화점이 관찰되었고, 열처리온도에 비례하여

유리내의 B 성분과 금속 Pb의 휘발로 비중은 감소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유리와 접촉하는 액상의 Pb는 전자

를 방출하고 유리로부터 산소를 받아 PbO로 산화되고,

유리는 산소를 내어주는 환원반응이 플립칩 계면간의

화학적 결합 증대로 저온접합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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