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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Acrylic Pressure Sensitive Adhesive for MCP process Performance and 

Evaluation Using Combinatori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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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기존의 반도체 공정의 단일 chip의 형태에서 다양한 집적방식

으로 발전을 하면서 전체공정에서 wafer의 처리과정이 중요해졌

다. 다양한 packing 기술이 개발되었고 MCP(multi-chip pack-

aging)기술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다.[1,3]집적 기술이 발전됨

에 따라 반도체의 모체인 wafer의 가공 기술의 발달이 필연적으

로 따라오게 되었으며 wafer가 공정을 따라 진행하는데 있어 

wafer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부서지지 않게 할 필요가 생겼

다. wafer 고정과 제어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점착제기술이다.

점착제는 피착제와의 결합에서 별도의 경화 과정 없이 접착현

상을 즉시 발현하여 공정효율을 증대시키고 접착부위를 제외한 

부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반도체에 적용되는 점착테이프의 박형기술과 UV기술이 요구

되고 있으나 사용되어야 할 환경과 wafer 두께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점착테이프가 가져야할 물성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법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조합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반응조건과 실험조건에 따른 영향을 기존의 방법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의 개수에 따른 그 곱에 비례하는 

실험을 진행해야한다. 반면 조합기법을 이용해 실험을 할 경우 

각 변수에 따른 결과 값을 보다 빠르게 추측하고 각각의 변수가 

다양하게 조합될 경우의 실험결과를 신속하게 측정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아크릴을 기본으로 제조한 점착제를 micro 

applicator를 활용하여 두께가 구배된 실험 샘플을 제작하고 

peel, tack을 측정하여 두께인자가 각각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UV박스를 활용하여 샘플에 UV를 단계적

으로 조사하여 C=C 결합의 파괴과정을 살펴보고 UV와 두께와의 

상관관계를 조합기법으로 살펴보았다. 

2.재료 및 실험

2.1 재료

점착제의 물성변화에 대한 두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eneral coating method와 thickness-gradient coating method

를 각각 이용하여 두 종류의 샘플을 제작하였다. general coat-

ing method에서는 bar coating을 이용하여 코팅샘플을 제작하였

다. 그리고 thickness-gradient coating method를 이용하여 

코팅면의 CD(cross direction) 수직방향으로 5~400 μm의 두께

를 가지는 코팅 샘플을 제작하였다. 샘플은 코팅바의 방향으로 

두께가 늘어나는 구조로 코팅되었다.

제조된 샘플에 UV를 조사하기 위해 UV를 사용하였다. 컨베어 

벨트의 광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컨베어벨트를 지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cover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단계적으로 UV조

사량이 증가하는 샘플을 제조했다.

2.2 물성 측정

2.2.1  Peel test

아세톤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 건조된 스테인리스스틸

(SUS-304) 시험판에 25 mm 너비의 샘플을 점착 면을 아래로 

해서 2kg 고무롤러로 2회 왕복 부착시킨다. 부착 후 2시간이 

경과한 뒤에 300 mm/min의 측정 속도로 20℃, 50% RH에서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 Systems Ltd, UK)를 사용하여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2.2.2  Tack test

제조된 점착테이프의 초기점착력은 ASTM D 2979에 의거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 Systems Ltd, UK)를 

이용하여 probe tack 시험법으로 20℃, 50% RH에서 측정하였다. 

5mm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 (probe)를 이용하여 프로브

가 점착필름 표면에 접근한 후 100 gf/cm
2의 압력으로 1 sec 

동안 압력을 가하고 10 mm/min의 속도로 떼어낼 때의 힘을 초기점

착력으로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eel test

일반적으로 점착제의 peel값은 두께에 크게 영향 받는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정 두께 이상을 지나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9,10]

기존의 실험방법을 통한 실험의 경우 다양한 두께샘플을 제작

하여 결과 값의 평균을 통해 각각의 두께에서의 결과 값을 측정하

고 이러한 결과 값들의 분석을 통해 한계두께를 측정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하나의 샘플로부터 그래프 형태의 

결과 값을 얻어 보다 빠르게 그 결과 값을 예측 할 수 있다.

두꺼운 부분은 습도막 형성 시 그만큼 많은 양의 용제를 포함하

게 된다. 습도 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건조 막을 형성해야 

하므로 건조온도가 높고 건조시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

게 빠져나간 용제들의 void가 형성되고 이것이 점착제가 파괴되

는 과정에서 stringiness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Stringiness는 일반적으로 점착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응력이 

특정형태로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한다[12].

Void가 발생한 점착필름의 경우 다공질 기재의 점착필름의 

파괴거동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다공질 기재의 파괴과정

에서는 파괴가 일어날 때 다공질 기재를 통과한 공기가 핵이 

되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string-

iness가 발생하며 벌집모양의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 Void가 

발생한 샘플의 경우에는 void가 다공질기재 파괴시의 핵과 같은 

기체의 역할을 하며 주변에서 stringiness를 발생시키게 된다.

3.2 Tack test

Peel의 측정에서는 두께의 증가와 함께 수치가 증가하다가 

한계점에서 그 강도가 유지되는 반면 tack force는 두께가 한계

점이상이 될 때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tack area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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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V, thickness complex testFigure 1.C=C bond cracking test by FT-IR(at 1635cm-1)

초기에 두께가 증가할 경우에는 peel의 결과 값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면에서의 접착이 보다 용이해서 물성이 증가

하게 된다. 

두께와 상관없이 probe는 동일한 하중으로 재료를 압축 시킨

다. 동일한 하중으로 재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두께가 증가할

수록 압축되는 재료의 두께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재료는 응력

이 없어지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는 파괴속도에 따라 파괴물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 UV Test

광경화형 점착제는 UV에 의해 개시제가 반응하고 개시제에 

의해 기능성 단량체들의 C=C 결합이 파괴되면서 경화가 진행된

다. 이 과정은 I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IR에서 아크릴레이트의 

C=C 결합이 발견되는 파장은 1630s cm-1 과 810s cm-1이다. Figure 

1에서는 1635cm-1에서  단계적으로 Peak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UV경화는 두께에 의해 크게 영향 받게 되는데 이러한 

두께와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두께와 UV를 직교방향으로 세팅

하여 2-dimensional한 결과 값을 측정하였다. Figure 2를 보게 

되면 (A)지점과 (B)지점에서 다른 양상의 결과 값을 보여준

다.(A)지점에서는 광량에 상관없이 두께가 얇은 곳에서는 경화

가 충분히 일어나서 데이터의 noise가 보이지 않는데 반해 (B)에

서는 광량이 부족한 경우 데이터의 noise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

로 두께에 의해 선형적인 결과의 증가 값을 보여주지 못했다.

4.결론
본 실험에서는 general coating method와 thick-

ness-gradient coating method를 통한 두 가지 형태의 샘플을 

제작하여 두 실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thickness-gradient 

coating method을 이용한 조합기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UV에 의한 경화거동을 IR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UV와 

두께의 조합실험을 진행하였다.

Peel test에서 두 실험 간의 편차는 코팅된 점착제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졌으나 두께가 증가하였을 

경우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void에 의해 stringiness가 발생하며 

편차를 발생시켰다. 

Tack 실험에서는 점착제 두께가 파괴과정에서 파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재료 역학적인 방향에서 해석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UT에 의해서 C=C 결합이 단계적으로 파괴되어져 나가는 과정

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UV와 두께의 연관성이 있으며 두께가 

두꺼울 경우 같은 광량에서 경화가 잘 진행되지 못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UV가 공정상에서 적용될 때 각각 다른 형태로 

코팅된 재료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하나의 그래프 속에서 광범위한 조합조건

에 대한 결과 값을 도출하여 제조자, 소비자 모두 효과적으로 

환경조건을 판단 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실험을 통해 combinatorial 방법은 기존의 실험 방식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실험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동시에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결과 값을 예측 할 수 있으며 최적의 결과 값을 예측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료의 물성영향인자들에 대한 한계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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