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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에틸렌디아민을 착화제로 사용하여 전해도금으로 Ni-Pd 합금피막을 형성하였다. 염화팔라듐 농도 
1~5 mM, 전류밀도 0.2~1.5 A/dm2 구간에서 고용체 합금피막이 형성되었으며, 이의 격자상수는 X선회절 분석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Pd 함량은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경도는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전류밀도 1.3 A/dm2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경도증가 원인은 결정립미세화이고, 전류밀도 1.3 A/dm2 이후에서 잔류응력으로 인한 크랙 발생
으로 사료되었다.

1. 서론 

 반도체 공정, 전자부품 커넥터에서 높은 접속 신뢰성이 요구되어 금도금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금도금 대체 물질로 
Ni-Pd 합금도금이 연구되고 있으며, 커넥터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MEMS Probe는 적용범위 중 하나
로써, 반도체 Wafer Pad에 접촉하여 전기적 신호를 통하여 불량을 검사하는 부품이다. 기존 Probe 소재인 Ni-Co는 낮은 
경도에 의해 내마모성이 저하되어 Probe의 내구성이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Ni-Pd 합금도금피막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팔라듐과 니켈을 합금도금 하기 위해서 팔라듐 이온과 안정한 착이온을 형성하는 에틸렌디아민을 착화제
로 사용하였다. 또한 염화 팔라듐 농도와 전류밀도에 따른 경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X선회절 분석을 통하여 도금층의 
결정립 크기 및 격자상수를 구하였다.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Fig. 1. Vickers hardness                  Fig. 2. Pd content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3. 결론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고, 전류밀도 1.3 A/dm2 이후 잔류응력으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경도가 감소하였다. 
X선회절 분석으로 격자상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범위 내에서 격자 상수가 니켈과 팔라듐 사이 값을 갖고, 고용체가 형
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Scherrer 식으로 Grain size를 계산한 결과 경도 증가 원인은 결정립 미세화로 분석되었다. 
염화팔라듐 농도가 증가할수록 합금 피막의 Pd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전류 밀도가 증가할수록 합금 피막의 Pd 함량은 감소
하였다. EDS Mapping 결과 합금 피막 내에 고르게 Pd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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