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권 제 권 제 호A , 36 5 , pp. 523~528, 2012 523

서 론1.

전자제품의 융복합화와 휴대성에 대한 끊임없

는 요구 증가에 따라 전자부품의 소형화와 고집

적화에 대한 요구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연성 있는 전자제품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유연성 전자PCB,

부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연구개발된 유연성 전자모·

듈(1)에 대한 흡습특성을 연구하였다 개발된 전자모.

듈은 인증시험 중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오토클레이브 시험은 고온고압에서 수.

행되며 특히 최악의 습기환경을 조성한다 본 연구.

에서는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 습기가 유연성 전자

모듈에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는 지를 범용 유한요

소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오토클레이브 시험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

형 해석을 위한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다.

유연성 전자모듈의 인증시험2.

개발된 유연성 전자모듈은 과 같은 형상Fig. 1

을 가지고 있다 전자모듈 내의 실리콘칩의 두께.

는 이고 모듈의 봉지재로 역할 하는 접착50 m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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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동용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전자모듈이 롤투롤 공정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전자: .

모듈은 최 외곽의 두 폴리이미드 층과 그 사이의 동선과 이방성도전필름과 박막 실리콘 칩과 모듈의

봉지재 역할을 하는 접착재료로 구성된다 개발된 유연성 전자모듈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충격.

시험 고온고습 시험 오토클레이브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수행 결과 두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 .

않았으나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시편 모듈 내에 박리가 발생하였다 발생한 박리의 고장, .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하여 봉지재의 흡습 관련 물성치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오토클레이브 시험조

건에서의 모듈 내 습기확산과정을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오.

토클레이브 시험조건에서 모듈 내에 발생하는 습기확산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다.

Abstract: A bendable electronic module is developed for a mobile application by using a low-cost roll-to-roll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module, a thin silicon chip is embedded in a polymer-based encapsulating adhesive

between flexible copper clad polyimide layers. A set of tests a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qualification:

thermal shock, high temperature storage, and autoclave tests. During the autoclave test, delamination occurs at many

places within the module layers. To investigate the failure mechanism, moisture diffusion analysis is conducted for

the interior of the module under the autoclave test condition. For the analysis, the hygroscopic characteristics of the

encapsulating materials are experimentally determined. Analysis results indicate the moisture saturation process in

the interior of the module under the autoclave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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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의 두께는 이다 접착재료 상(Adhesive) 75 m .μ

하에 폴리이미드 층이 있다 실리콘(Polyimide: PI) .

칩의 골드 범프 는 이방성도전필름(Au bump)

의 경화에 의해(Anisotropic Conductive Film: ACF)

동선 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Copper line) .

개발된 유연성 전자모듈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 제시된 일련의 인증시험을 수Table 1

행하였다 인증시험은 총 가지 시험으로 와. 3 -55°C

의 온도 조건에서 각 분씩 반복 수행한125°C 10

열충격 시험 조건에서 수행한 고, 85°C, 85%RH

온고습 시험 기압 조건에서 수, 121°C, 100%RH, 2

행된 오토클레이브 시험으로 구성되었다 시험결.

과 시편 모듈은 열충격 시험과 고온고습 시험은

고장 없이 인증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오토클레이

브 시험에서는 다량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한 모듈에 대

한 고장분석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 Fig. 2

콘 칩 주위에서 많은 박리 현상이 발생(Delamination)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박리현상은 까지. 125°C

수행하는 열충격 시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오토클레이브 시험의 습기 환경이 고장의 주요

인자로 분석될 수 있다 이 습기인자에 대한 영향분.

석을 위해 습기확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습기확산해석3.

습기확산해석은 유연성 전자모듈의 습기 특성

(a)

(b)

Fig. 1 Developed bendable electronic module (a) and
its cross section at silicon chip area (b)

을 규명해서 전자모듈에 대한 열흡습 하중조건에

서의 구조해석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이

다 만약 전자모듈의 습기확산 특성이 오토클레.

이브 시험에 대해서 과도응답적 특성이(Transient)

강하다면 열흡습구조해석을 과도응답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하며 만약 시간에 대해서 충분이 정상,

상태적 이라면 열흡습구조해석을 정상(Steady-state)

상태에서 수행할 것이다.

오토클레이브 시험조건에서의 습기확산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였다ANSYS .

는 습기확산해석에 대한 솔루션을 아직ANSYS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습기확산방정식은 열전.

달방정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열전달방정식을 이

용하여 습기확산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다.
(2,3) 두

방정식의 유사성 에도 불구하고 온도변수(Analogy)

는 경계면에서 연속적이지만 습기밀도변수는 경,

계면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에 대해서 습기확산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

구는 Yoon,
(2)

Jang
(3)이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는 이 제안한 아래 식과 같은 변수를 온도Yoon

대신 사용하였다.

   (1)

Tests Conditions Times Results

Thermal

Shock

-55°C, 10min.

/125°C, 10min.
200 cycles Pass

Damp

heat
85°C, 85%RH 96 hours Pass

Autoclave
121°C,

100%RH, 2atm
96 hours Fail

Table 1 Summary of qualification test results

Fig. 2 Failure analysis result after the autoclav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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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isture absorption test results of adhesive

여기서 는 습기밀도이고 는 흡습계수, C S (Soluability)

이다.

습기확산해석을 위한 물성치3.1

유연성 전자모듈의 습기확산해석을 위해 재료

물성치가 필요한 재료는 금속재료를 제외한,

로 총 종이다 각 재료에 대해Adhesive, ACF, PI 3 .

서 확산계수 와 흡습계수D (Diffusivity) S

를 실험과 문헌조사를 통해 구하였다(Soluability) .

확산계수와 흡습계수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p
  (2)

  exp
  (3)

여기서 T는 절대온도이며 R은 기체상수이다.

재료의 경우에는 모듈의 개발 과정에서Adhesive

수행된 과 같은 실험결과를 이용했다Fig. 3 .
(4 )

의 경우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온 재ACF

료로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에서 제시되는[5]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에서는 가지. [5] 3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여기ACF

서는 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의 경우에3 . PI

도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온 재료이지만,

흡습관련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에서는 의 값에 대해서. [6] PI D

조건에서50°C 80%RH (2~4)E-13 m
2 을 제시하/s

고 있다 일반적인 폴리머 재료의 활성화 에너지.

의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7) 의PI ED

는 와Adhesive ACF ED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값D

을 상기 참고문헌 의 근거에 의거하여[6] 3E-13

Item Adhesive ACF PI

D0 (m
2
/sec) 7.65E-07 7.12E-07 8.61E-08

ED (J/mol) 3.45E+04 3.30E+04 3.38E+04

S0 (1/Pa) 1.02E-11 1.32E-11 2.33E-11

ES (J/mol) 3.13E+04 3.08E+4 3.11E+4

Table 2 Mass diffusion parameters of materials

(a)

(b)

Fig. 4 Moisture diffusion characteristics with temperature;
(a) diffusivities and (b) soluabilities

m
2 을 사용하면/s ED와 D0를 구할 수 있다 흡. PI

습계수는 제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8) 최종

적으로 구한 확산 및 흡습계수 데이터가 Table 2

에 정리되어 있다.

는 세 재료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확Fig. 4(a)

산계수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온도조건.

에서 습기의 확산도는 가 가장 빠르고 그ACF ,

다음이 이며 가 가장 느려 외부의 습Adhesive , PI

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세 재료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흡습Fig. 4(b)

계수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온도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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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Modeled bendable electronic module

서 의 흡습계수 값이 다른 두 재료에 대해서PI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층이 먼. PI

저 흡습되는 습기를 많이 획득하여 내부 층을 습

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석결과3.2

오토클레이브 시험의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

델은 에 나타나 있다 모델링은 에 점Fig. 5 . Fig. 1

선으로 표시된 박리가 발생한 실리콘칩 영역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하중과 기하학적 대칭조건을.

고려하여 대칭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에 대한1/8 .

해석 하중조건은 값으로 설정한다 오토클레C/S .

이브 시험조건 에서 의 확산계수 는(121°C) PI D

2.84E-6 mm
2 이고 흡습계수 는/sec , S 3.09E-11/MPa

이다 로 정의되고 여기서. C_sat = S×RH×P_sat (

는 포화습기밀도 는 포화증기압 오토C_sat , P_sat ),

클레이브 시험조건에서 포화증기압은 2 atm (=

이다 따라서 하중조건은0.202650MPa) . C_sat/S =

이다RH×P_sat = 0.202650 MPa .

습기확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의 Time

크기 결정은 아래 식에 의해 결정하였다Step .
(9)

  


(4)

여기서

k = DS = 2.04E-5×1.45E-1= 2.96E-6

Cρ = S = 1.45E-1

(a)

(b)

(c)

Fig. 6 Moisture diffusion analysis result plots at (a)
30 seconds, (b) 296 seconds, and (c) 596
seconds

xΔ = 0.05 mm

β = 0.1 ~0.5

이다 따라서 인. Time Step  를 초 초 범10 ~ 60

위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과 에 나타나 있다Fig. 6 7 . Fig. 6

은 오토클레이브 시험조건에서 분 정도 후에는10

모듈 내부로 모든 습기의 확산이 종결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에서 그려진 변수는 식. Fig. 6

에서(1) C/S로 정의된 변수이다 이 변수에 재료.

별 S값을 곱하면 습기밀도가 된다 는 모. Fig. 7(a)

듈의 두께 방향으로 각 시간별 습기밀도의 변화

를 보여준다 재료와 재료 사이 와 에. (PI Adhe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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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Moisture diffusion analysis results with time
along module thickness(a) and at the center
of thickness(b)

습기밀도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모듈 두께 중심 위치 에서Fig. 7(b) (Adhesive)

시간별 습기밀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적어도 분 후 초 에는 모듈 모두 포화 상10 (600 )

태가 이상 진행되고 분 후 초 에는90% 30 (1,800 )

실질적으로 포화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진행하는 오토클레이브 시험조건92

에서는 시간 초기에 유연성 전자모듈이 완벽1 ~ 2

히 포화 된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열흡,

습구조해석은 포화된 습기분포와 온도조건으로 정

상상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연구개발된 유연성 전·

자모듈에 대한 흡습특성을 연구하였다 개발된.

전자모듈은 인증시험 중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토클레이브.

시험에서 습기가 유연성 전자모듈에 어떻게 확산

이 일어나는 지를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오토클레이브 시.

험조건에서 분정도 후에는 모듈 내부로 모든10

습기의 확산이 종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

분 후에는 모듈 모두 포화 상태가 되었다 따라.

서 시간 초기에 유연성 전자모듈이 완벽히 포1~2

화 된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열흡습구,

조해석은 포화된 습기분포와 온도조건으로 해석

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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