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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플렉서블 OLED, 플렉서블 반도체, 플렉서블 태양전지와 같은 유연전자소자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유연소자에 밀봉 혹은 봉지(encapsulation) 기술이 매우 필요하며, 봉지 기술은 유연소자의 응력을 완화시키거나, 산소나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봉지막(encapsulation layer)이 반도체 칩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다층 구조 패키지의 칩의 파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칩의 center crack에 대한 파괴해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층구조 패키지는 폭이 넓어 칩 위로만 봉지막이 덮고있는 “wide chip”과 칩의 폭이 좁아 봉지막이 칩과 기

판을 모두 감싸고 있는 “narrow chip”의 모델로 구분하였다. Wide chip모델의 경우 작용하는 하중조건에 상관없이 봉지

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강성이 커질수록 칩의 파괴성능은 향상된다. 그러나 narrow chip모델에 인장이 작용할 때 봉지

막의 두께가 두껍고 강성이 커질수록 파괴성능은 악화되는데 이는 외부하중이 바로 칩에 작용하지 않고 봉지막을 통하여

전달되기에 봉지막이 강하면 강한 외력이 칩내의 균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Narrow chip모델에 굽힘이 작용할 경우는 봉

지막의 강성과 두께에 따라 균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봉지막의 두께가 작을 때는 봉지막이 없을 때보다 파괴성

능이 나쁘지만 강성과 두께의 증가하면neutral axis가 점점 상승하여 균열이 있는 칩이 neutral axis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균열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파괴성능은 향상된다. 본 연구는 봉지막이 있는 다층 패키지 구조

에 다양한 형태의 하중이 작용할 때 패키지의 파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지막의 설계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rapi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flexible electronic devices, such a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s), organic solar cells and flexible sensors. Encapsulation process is added to protect the flexible

electronic devices from exposure to oxygen and moisture in the air. Using numerical simulation,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ncapsulation layer on mechanical stability of the silicon chip, especially the fracture performance of center crack

in multi-layer package for various loading condition. The multi-layer package is categorized in two type – a wide chip

model in which the chip has a large width and encapsulation layer covers only the chip, and a narrow chip model in

which the chip covers both the substrate and the chip with smaller width than the substrate. In the wide chip model where

the external load acts directly on the chip, the encapsulation layer with high stiffness enhanced the crack resistance of

the film chip as the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increased regardless of loading conditions. In contrast, the

encapsulation layer with high stiffness reduced the crack resistance of the film chip in the narrow chip model for the

case of external tensile strain loading. This is because the external load is transferred to the chip through the encapsulation

layer and the small load acts on the chip for the weak encapsulation layer in the narrow chip model. When the bending

moment acts on the narrow model, thin encapsulation layer and thick encapsulation layer show the opposite results since

the neutral axis is moving toward the chip with a crack and load acting on chip decreases consequently as the thickness

of encapsulation layer increases.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design guidance to enhance the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engsoolee@uc.ac.kr

© 2018, The Korea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Socie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 좌성훈·장영문·이행수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8)

durability and fracture performance of the silicon chip in the multilayer package with encapsul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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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밀봉 혹은 봉지(encapsulation)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반

도체 봉지재는 반도체 소자를 외부의 충격, 진동, 수분,

방사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공

정 중에서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봉지 소재는 주로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epoxy molding compound)가 주로

사용되며, EMC는 열경화성의 고분자 소재를 기본으로

재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무기 소재를 혼합한 무기/유기

복합소재이다. EMC는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OLED 디스플레이 소자에서 사용되는 OLED 발광 소재

는 수분이나 산소에 매우 취약한 유기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OLED 유기 소재의 경우 수분이나 산소에 의해 쉽

게 산화 되거나 흑점(dark spot)이 발생하여 열화되며, 궁

극적으로 OLED 소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1)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금속 캔을 이용하여 밀봉을 하거나, 유리 봉지

기판을 OLED 소자가 형성된 기판과 glass frit 등을 이용

하여 본딩하여 밀봉함으로써 수분과 산소를 차단한다. 

최근 플렉서블 OLED, 플렉서블 반도체, 플렉서블 태양

전지와 같은 유연전자소자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2)

유연 소자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부품의

유연성 확보이다. 전자소자에 사용되는 기존의 소재는 주

로 rigid하며 brittle 하다. 즉 EMC, 실리콘 칩, 투명전극,

봉지재로 사용되는 무기 소재는 brittle하기 때문에 유연

기판을 사용할 경우, 굽힘이나 인장과 같은 외부 변형이

가해지게 되면 쉽게 파괴가 된다. 그러나 무기 소재는 소

자의 성능과 신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

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봉지 기술은 두

께가 얇거나 유연 디스플레이 및 유연 반도체 소자와 같

은 유연전자소자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유연 기판

위에 증착된 brittle한 무기 소재의 유연 신뢰성에 대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플렉서블 OLED의 경

우 유리 기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OLED 소자의

봉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4) 플렉서

블 OLED의 봉지재로서 베리어(barrier) 필름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베리어 필름으로는 SiO2, Si3N4, Al2O3와 같은

무기 박막이 개발되고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무기 박막

은 세라믹 재질로서 brittle한 재질이다. 이러한 봉지 소재

들을 유연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봉지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연 기판 위의 brittle한 무기 박막의

파괴는 크랙의 발생에 의하여 초래되며, 따라서 파괴역

학 관점에서 brittle한 박막의 파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7-12) Leterrier 등13)은 폴리머 기판 위의 다양한

무기박막의 파괴 거동을 연구하였으며, Hutchinson 등14)

은 유연 기판 위의 brittle한 박막에 크랙이 존재할 경우,

외부의 응력에 의하여 크랙이 어떻게 전파하는 지에 대

한 연구, 즉 channel crack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

근에는 신축성(stretchable) 전자 소자에서 사용되는 brittle

한 소재의 파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신축성 소자에서는 신축성과 신뢰성을 갖는 봉지 소

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봉지 소재가 실리콘 칩 등 신축

성 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Hsu 등15)은 신축성 소자에 봉지막(encapsulation

layer)을 적용했을 경우, 소자의 변형을 감소시켜 궁극적

으로 계면의 박리(delamination)와 소자의 파괴가 현저히

감소함을 파악하였다. Keymeulen 등16)은 봉지막의 역할

과 봉지막의 두께에 따른 유연 강건성(flexible rigidity)를

관찰하였다. 또한 봉지막이 완충막(buffer layer)의 개념

즉, neutral plane 개념을 이용하여 유연소자가 굽힘 응력

을 받을 때 소자의 응력을 감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12,17) 

따라서 유연 및 신축성 소자에서 봉지재의 역할은 소

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실리콘 소자 및 brittle한 박막의 파괴는 주로 크랙이

발생하여 초래되기 때문에 크랙을 고려한 파괴역학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크랙의 발생은 brittle한 소자의

내부의 결함, 균열, void에서 발생한다. 현재 유연전자소

자에 크랙이 있을 경우, 봉지막의 재료 특성이 그 크랙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 기판 위에 얇은 실리

콘 칩이 적층되어 있고 칩을 보호하기 위한 봉지막이 칩

위에 도포되어 있는 다층 구조에 대해서, 외부의 인장 혹

은 굽힘 응력에 가해졌을 때, 실리콘 칩 내의 center crack

에 대한 봉지막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칩의 폭이 충

분히 커 봉지막이 칩 위에만 덮여있는 wide chip모델과

칩의 폭이 기판보다 작은 narrow chip모델에 대해 인장과

굽힘 두 가지 하중 조건에 있어서의 봉지막이 크랙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봉지막을 선택하

는데 있어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칩 내의 Center Crack의 파괴에

대한 이론 및 해석 모델 

2.1. 해석 모델

Fig. 1은 본 해석에서 사용된 다층 구조 모델의 개략도 이

며, 다층 구조는 실리콘 칩과 칩의 밀봉을 위한 봉지막, 그

리고 기판(substr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리콘 칩이 밀

봉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층 구조 모델은 두 가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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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Fig. 1(a)와 같이 칩의 윗면을 봉지막이 덥

고 있는 경우로 실리콘 칩의 외곽 끝 부분(edge)에는 봉

지막이 없다. 이 경우는 주로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Fig. 1(b)는 봉지막이 칩의 윗면과 양쪽

외곽 끝 부분을 덥고 있는 경우로서 실제와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a)와 같이 칩

의 외곽에 봉지막이 없는 경우를 “wide chip”, Fig. 1(b)와

같이 칩의 외곽을 봉지막이 덥고 있는 경우를 “narrow

chip”으로 각각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Fig. 2는 칩 내부에

center crack이 존재한 경우를 나타내는 개략도 이다. 반도

체 칩은 박형화를 위하여 그라인딩(grinding) 및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진행하는데, 이러

한 공정 중에 칩의 표면 혹은 내부에 크랙이 발생한다. 또

한 웨이퍼에서 칩을 절단(dicing)하는 공정 중에도 blade

saw에 의하여 칩에 크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칩에

center crack이 있다고 가정하여 단순화하였다. 또한 center

crack이 칩 내에 형성되어 있고, 유연전자소자 혹은 신축

성 소자의 실제 사용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인장

응력 또는 굽힘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봉지막

이 칩의 균열 및 파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반도체 칩이 실장된 실제 모델은 3차원이지만 봉

지막의 유무와 강성 등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단

순화시켜 2차원 평면변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봉지막의 강성 및 두께에 따른 에너지 방출율(energy

release rate)을 계산하고 봉지막이 없을 때의 경우와 비교

하여 봉지막이 칩의 균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2. 인장 변형에 대한 칩의 파괴 특성 

2.2.1. 인장 변형에 대한 wide chip 모델의 에너지 방출율 

Fig. 3은 봉지막이 칩 위에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서

center crack이 있는 칩에 외부 인장 응력이 가해졌을 경

우를 묘사한 그림이다. 다층 구조에 인장변형률 εo이 가

해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절점변위(displacement loading)

이 다층 구조에 작용한다. Fig. 3(a)

는 봉지막이 없는 경우이며, Fig. 3(b)는 봉지막이 있는 경

우이다. 인장시 각 층의 양 끝 단에 같은 변위가 작용하

여 끝 단이 균일하게 늘어나게 되고 균열이 존재하는 칩

의 강성에 의해 칩의 파괴성능이 크게 좌우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균열에 대한 파괴성능은 J-적분(J-integral)값을 통해 비

교할 수 있다. J-적분은 임의의 적분경로에 대하여 독립성

을 가지며 선형, 비선형재료에서 균열이 단위 길이만큼 진

전할 때의 에너지 방출율(energy release rate, G)의 의미를

가진다.18) 즉, 에너지 방출율이 높을수록 균열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어 파괴성능이 나빠지게 된다. 하중의

크기와 칩의 치수에 관계없이 파괴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출율의 무차원 함수를 도입하였다. 균일

한 재료에 인장변형이 작용하는 경우의 center crack에 대

한 에너지 방출율의 정의19)에 기초하여 다층 구조에 인장

u εo

width of Substrate

2
-----------------------------------------------×=

Fig. 1. Schematics of multi-layers with encapsulation layer on the substrate and thin silicon chip

Fig. 2. Schematic drawing of the center crack in thin silicon chip.

Fig. 3. Schematics of boundary condition for wide chip model

under external tensile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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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εo가 작용할 때의 에너지 방출율은 무차원 함수 fws

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여기서 E, h는 탄성계수, 두께를 나타내며 첨자 e, f, s

는 봉지막, 실리콘 칩, 기판을 각각 의미한다. 또한 E* =

E/(1−υ2)는 평면변형률 탄성계수이고 a는 실리콘 칩 내에

있는 center crack의 길이이다. 주어진 하중과 균열 길이

등에서 구한 G 값이 칩의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 Gc

보다 크게 되면 균열이 진전(propagation)하게 되어 칩은

파괴된다. 그러나 Gc 보다 작으면 균열은 진전하지 못한

다. 따라서 G 값을 낮추어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결국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ws 는 식 (1)로부터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2)

2.2.2. 인장 변형에 대한 narrow chip 모델의 에너지 방

출율

다음은 칩이 기판의 크기 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리콘

칩의 외곽 부위도 봉지막이 도포된 경우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Fig. 4(a)는 봉지막이 없는 경우이고, Fig. 4(b)는

봉지막이 칩을 덥고 있는 경우이며, 외부 인장에 의하여

다층 구조에 인장변형률 εo이 가해짐에 의해 상응하는 절

점변위 이 다층 구조에 작용하는

형태를 개략적으로 표시하였다. Fig. 4(a)의 봉지막이 없

는 경우, 칩의 폭이 기판의 폭보다 작으므로 외부 인장하

중은 기판의 양쪽 끝 면에만 작용하게 되고 칩은 인장에

자유로운 traction free조건이 된다. 그러나 봉지막이 있는

Fig. 4(b)에서는 기판뿐만 아니라 봉지막까지 모든 끝 면

에 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층 구조에 인장변

형률 εo 이 작용할 때의 에너지 방출율은 식 (1)과 유사하

게 J-적분값으로부터 무차원 함수 fns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여기서 w는 각 층의 폭을 나타내며 식 (1)과 비교하여

기판 폭에 대한 칩 폭의 비가 함수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칩이 기판보다 작은 경우에 칩에 인장변형률

이 작용할 때의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4)

2.3. 굽힘 변형에 칩의 파괴 특성 

2.3.1. 굽힘 변형에 대한 wide chip 모델의 에너지 방출율 

다음은 유연전자소자에 외부 굽힘 응력 즉 굽힘모멘트

가 작용할 경우에 대해 칩의 균열의 파괴 성능에 봉지막

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평면변형률 조건에서 Fig. 5와 같

이 다층 구조 모델에 굽힘모멘트 M이 작용할 경우 발생

하는 굽힘변형률과 굽힘응력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ρ는 곡률반경, Y는 neutral axis으로부터의 수직

방향 거리를 나타낸다. Neutral axis란 소자가 굽혀졌을 때

윗부분에는 인장응력이 걸리고, 아랫부분은 압축응력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응력과 변형율이 0이 되는 평면이 발

생하며 이를 neutral axis 혹은 neutral plane이라고 한다.

소자가 외부 응력에 의하여 굽혀졌을 때, 단면에 작용하

는 굽힘모멘트 M은 각 층에서의 응력에 의한 모멘트 합

과 같아야 하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20) 

(6)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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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of boundary condition for narrow chip model

under external tensile loading.

Fig. 5. Location of neutral axis and corresponding coordinate

system of a multi-layers under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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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식 (6)에서 I는 각 층의 단면 2차모멘트(moment of

inertia)를 나타내며 hc는 기판 아랫면으로부터 neutral axis

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곡률반경과 그에 따른

굽힘변형률은 등가의 단면 2차모멘트(equivalent moment

of inertia) IT 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7)

(8)

굽힘 모멘트 M에 상응하는 절점변위 u는 변형률에 관

한 식 (8)에 의해 높이 Y에 따라 계산되고, Fig. 6과 같이

칩의 양쪽 끝 단에 선형적으로 작용한다. 인장변형률이

작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중의 크기와 치수에 관계없

이 칩의 파괴성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출율

의 무차원 함수를 도입하였다. 모멘트 M이 작용할 때의

에너지 방출율은 무차원 함수 fwb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9)

여기서 응력 σo는 굽힘 모멘트에 의한 최대응력을 나

타내는 것으로, 굽힐 경우 봉지막의 윗면에 작용하는 응

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지막이 없을 경우의 하중

상태와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기판 밑면에 작용하는 응

력을 가장 큰 절대응력으로 사용하였으며 굽힘변형률에

대한 식 (8)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10)

결국 다층 구조에 굽힘이 작용할 경우의 무차원 에너

지 방출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1)

모멘트와 균열길이가 동일한 경우, 식 (11)로부터 함수

fwb 즉, 파괴성능은 재료 간의 강성비와 neutral axis의 높

이 hc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2.3.2. 굽힘 변형에 대한 narrow chip 모델의 에너지 방출율 

평면변형률조건에서 Fig. 7과 같이 칩의 폭이 기판의 폭

보다 작은 경우 즉 narrow chip 경우의 다층 구조에 굽힘

모멘트 M이 작용할 경우 대해서 고찰하였다. 칩의 폭(wf)

이 기판 폭(ws)과 다르기 때문에 neutral axis는 하나로 정

의되지 않고 중심선부터 칩의 폭(0 ~ wf/2)까지에 해당하

는 neutral axis과 칩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wf /2 ~ ws /2)에

서의 neutral axis 두 가지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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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ing of an applied bending moment as linearly varying

displacement at boundary.

Fig. 7. Locations of neutral axes and corresponding coordinate systems of multi-layer body including variable width of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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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와 (13)으로부터 칩의 탄성계수 Ef
* 가 봉지막의

탄성계수 Ee
* 보다 클 경우 칩을 포함하는 영역의 neutral

axis의 높이 hc1 이 칩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의 neutral axis

높이 hc2 보다 커짐을 알 수 있으며 그 상대적 차이에 의

해 칩에 작용하는 굽힘응력도 달라지게 된다. Wide chip

모델에서와 같이 단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M은 각 층

에서의 응력에 의한 모멘트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과 변

형률-곡률반경의 관계식을 적용하면 칩을 포함한 영역(0

~ wf/2)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14)

여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판 위로 칩 없이 봉지막만 포함된 영

역(wf/2 ~ ws /2)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5)

여기에서

결국 식 (14)와 (15)로부터 두 영역에서의 곡률반경과

그에 따른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6)

여기에서, 

(17)

모멘트에 상응하는 절점변위 u는 두 영역에서의 변형

률 식 (17)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Fig. 8과 같이 각

층의 끝단에 작용한다.

(18)

모멘트 M이 작용할 때의 narrow chip 모델에서의 에너

지 방출율은 wide chip 모델에 대한 식 (9)와 유사한 형태

로 무차원 함수 fnb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

여기서 응력 σo는 모멘트에 의한 최대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칩이 있는 영역에서의 기판밑면에 작용하는 응

력을 가장 큰 절대응력으로 사용한다. 즉,

(20)

결국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nb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1)

3. 수치해석 모델링

상용 유한요소패키지인 ANSYS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고 ANSYS의 파괴해석을 통해 얻어진 J-적분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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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eling of an applied bending moment as linearly varying displacement at boundary for the case of narrow chip multi-lay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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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을 구하여 파괴성능을 고찰

하였다. 해석에서의 사용 요소(element)는 평면변형률 8

절점요소이며 균열선단(crack tip) 주위의 응력집중과 변

형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선단을 중심으

로 거미줄(spider web) 구조로 요소를 배치하였다. 각 층

의 재료는 모두 선형탄성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재료의 탄

성계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 재료의 포아송비는

모두 1/3으로 하여 포아송비의 차이에 의한 재료간 불일

치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해석모델은 대칭성으로 하

여 Fig. 9와 같이 오른쪽 절반만을 사용하였고 균열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중심면에 대칭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해

석 시 사용된 실리콘 칩의 두께 hf는 50 μm, 기판의 두께

hs는 300 μm로 하였으며, 균열 길이 a는 칩 두께 hf의 1/5

인 10 μm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판 폭 ws는 2000 μm

로 두께에 비하여 충분히 크게 하여 기판 폭에 의한 size

effect가 없도록 하였다. 봉지막의 강성 Ee 와 봉지막의 두

께 he를 변경하며 하중 형태에 맞는 무차원 에너지 방출

율 을 구하고 봉지막이 실리콘 칩 내에 있는 균열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4. 해석 결과

4.1. 인장 변형 시의 칩의 파괴 특성 

Center crack이 칩 내에 있을 경우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변형률 εo에 대한 파괴 성능을 고찰하였다. 봉지막의

유무, 봉지막의 두께와 기판에 대한 상대적인 강성비 등

을 바꾸어가며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을 구하였다. 봉지

막이 칩을 덮고 있는 경우(wide chip)의 무차원 에너지 방

출율 fws와 봉지막이 칩의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경우

(narrow chip)의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ns를 구하여 봉지

막의 경계조건에 따른 봉지막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Wide

chip 모델에 대한 인장변형 해석결과를 Fig. 10에 도시하

였다. 봉지막이 존재하면 어떠한 강성값을 가지더라도 봉

지막이 없을 때에 비해 칩내 균열에 작용하는 fws 값을 낮

추게 하여 파괴 성능을 개선시키며, 봉지막의 강성이 커

지면 커질수록 fws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이는 균열을 가

지고 있는 칩에 외부 하중이 직접 작용할 때 그 칩 위에

약한 강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층이 칩의 윗면을 덮

고 있으면 칩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고 칩 내 균열이 열

리게(open) 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

한다. 또한 그 층의 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역할이

강해지게 된다. 봉지막의 두께가 커질수록 fws가 작아지

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he / hf > 1) 그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성능개선을 위해 칩에 비해 많이 두꺼운

Fig. 9. Finite element modeling for half model and mesh distribution around the crack tip.

Table 1. The elastic modulus of each layers

Material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i chip Ef=163 GPa vf=1/3

Substrate(PET) Es=2 GPa vs=1/3

Encapsulation layer Ee=2 GPa* ve=1/3

* Ee will vary 2 ~ 160 GPa to see the effect of Ee/Es

Fig. 10. Dimensionless energy release rate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for the

case of external tensile strain (Wide Chip).

Fig. 11. Dimensionless energy release rate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for the

case of external tensile strain (Narrow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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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막을 사용할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narrow chip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칩의

폭을 기판 폭의 절반으로(wf/ws=0.5) 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를 Fig. 11에 도시하였다. 봉지막의 두께가 커질수록

fns 가 커지게 되며 또한 봉지막의 강성이 커질수록 fns 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봉지막의 강성이 아무리 작아

져도 봉지막이 없을 때의 경우보다 fns 가 커서 narrow chip

모델에 외부인장변형률 εo가 작용할 경우 봉지막은 칩 내

에 있는 균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절의 wide chip에 대한 해석결과와 정반대의 결과인

데 narrow chip의 경우 Fig. 4(a)에서와 같이 봉지막이 없

을 경우 칩은 traction free 조건인데 비하여, Fig. 4(b)의 봉

지막이 있을 경우 아무리 작은 강성을 가진 봉지막이라

하여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장하중이 봉지막을 통해 칩

내의 균열에 직접 작용하여 파괴 성능을 떨어뜨리게 하

기 때문이다. 다만 봉지막의 강성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인장하중은 봉지막의 변형에 기여하고 칩에 직접 기여하

는 바가 줄어들게 되어 파괴 성능은 개선된다. Ee/Es = 80

의 경우 봉지막의 두께가 변화하여도 파괴성능은 큰 변

화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칩의 강성(163 GPa)과

봉지막의 강성(2 GPa × 80 = 160 GPa)이 거의 같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narrow chip 모델의 결과는 Fig. 12와 같이 칩과

봉지막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고려한 모델에서,

강성이 다른 두 재료가 붙어있고 이에 인장변형이 작용

하면 앞쪽 재료(Mat#2)의 강성에 따라 뒤쪽 재료(Mat#1)

에 발생하는 변형이 달라지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같은 인장변형이 작용할 때 Mat#2의 강성이 작아지

면 Mat#2에서 거의 모든 변형이 흡수되어 Mat#1으로 전

달되는 변형이 작아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외부하중을

직접 받는 봉지막의 강성이 작아지면 칩내 응력이 작아

지게 되어 균열에서의 파괴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Fig.

13은 he / hf =1.5인 경우 칩 폭의 변화에 대한 파괴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Fig. 12의 접합된 이종재료를 인장할 때

강성이 큰 Mat#1의 길이가 짧아지고 강성이 작은 Mat#2

의 길이가 늘어나면 그 인장변형이 Mat#1으로 작게 전달

되므로 결국 칩의 폭이 줄어들면 칩내 균열의 파괴성능

은 개선된다.

4.2. 굽힘 변형 시의 칩의 파괴 특성 

Wide chip 모델에 대해서 굽힘모멘트 M이 작용할 때의

봉지막 두께와 기판과의 상대적인 강성비 등에 대한 무

차원 에너지 방출율 함수 fwb를 구하여 봉지막이 칩의 균

Fig. 12. The effect of stiffness of encapsulation layer on the stress acting crack in film chip for narrow chip model.

Fig. 13. Dimensionless energy release rate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length of crack for no encapsulation layer.

Fig. 14. Deformed shape and horizontal displacement distribution for the case of he / hf = 1.5 , Ee / Es = 1 & M=3.2 m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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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굽힘에 의한 다층 구조

의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Fig. 14에 봉지막의 두께가 칩

두께의 1.5배이고 기판과의 강성비가 1인 경우에 대한 해

석 결과를 도시하였다(scale=1). 굽힘이 작용하여 봉지막

의 윗면은 인장, 기판의 밑면은 압축이 발생하면서 구조

전체의 오른쪽 끝단에서 선형적인 변형 분포가 보이고 있

으며 칩 내의 center crack이 열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다. Neutral axis(ux=0.0)가 칩 내에 위치하여 균열에 작용

하는 인장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Wide

chip 의 다층 구조가 굽힘을 받을 때의 파괴 해석결과를

Fig. 15에 도시하였다. Wide chip 다층 구조가 인장을 받

을 때의 결과(Fig. 10)와 유사하게 봉지막의 강성이 커질

수록, 또한 두께가 커질수록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함수

fwb 가 작아지게 되는데 봉지막이 칩 내 균열이 열리게 되

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층의 강성이 커

지면 커질수록 지지 역할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봉

지막의 두께가 커질수록 neutral axis의 위치는 상승하여

균열이 있는 칩 내에 neutral axis가 위치함에 따라 균열

에 작용하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fwb 는 급격히 작아지

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wide chip 다층 구조의

경우 봉지막의 사용으로 칩 내 균열의 진전을 막아주고

파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narrow chip에 대한 해석 결과를 수행하였다.

Fig. 16에 칩의 길이가 기판의 절반인(wf/ws=0.5) 경우에

대해 봉지막의 강성과 두께가 변경될 때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함수 fnb 를 구하여 도시하였다. 봉지막의 두께가

작을 때는 봉지막의 강성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봉

지막이 없을 때에 비해 fnb 이 크게 나와 칩내 균열의 파괴

성능에 봉지막이 좋지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

한 he/hf = 0.1의 경우, 작은 차이이지만 강성비(Ee/Es)가

커질수록 fnb 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봉지막

의 두께가 크지 않은 경우, narrow chip 구조의 인장해석

결과에 대한 Fig. 12의 설명에서와 같이 모멘트에 의한

인장변형이 칩을 감싸고 있는봉지막의 오른쪽 끝단에 작

용하므로 봉지막강성이 커질수록 칩 내 균열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이 커짐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봉지막의 두께가

점점 증가하며 fnb 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두께비가

0.9이상이 되면 모든 경우에서 봉지막이 없을 경우의 값

보다 fnb 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두께비가 1.5인 경우, 강

성비 Ee/Es 가 10보다 커지면 fnb 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7에서와 같이 봉지막의 두께

가 커지면 neutral axis가 점점 상승하여 center crack이 있

는 칩이 neutral axis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균열에 작용하

는 하중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특히 강성비가

커질수록 neutral axis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져 center crack

의 중앙에 neutral axis가 위치하거나 균열이 있는 높이보

다 높아져 균열에 인장이 아니라 오히려 압축이 작용하

게 되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narrow chip 다층 구조에 굽힘이 작용하는 경우, 봉지막

의 두께와 강성에 따라 파괴성능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판 위에 박형의 실리콘 칩이 실장되

어 있는 반도체 패키지의 유연신뢰성 확보를 위해 봉지

막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인장 및 굽힘이 작용할 경

우 각 층 간의 두께비, 탄성계수비의 함수로 표현되는 무

차원 에너지 방출율을 제시하여 칩 내의 균열에 대한 파

괴성능을 연구하였다. 또한 칩의 폭이 큰 wide chip의 경

우와 칩의 폭이 작아 봉지막이 칩을 감싸는 narrow chip

의 경우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인장변형이 작용하

Fig. 15. Dimensionless energy release rate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for the

case of external bending moment (Wide Chip).

Fig. 16. Dimensionless energy release rate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for the

case of external bending moment (Narrow Chip).

Fig. 17. Height of neutral axis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thickness of the encapsul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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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wide chip모델과 narrow chip모델이 정반대의 결

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외부하중이 칩에 바로 작용하는

지의 여부에 따르게 된다. 외부 하중이 칩에 바로 작용하

는 wide chip모델에서는 봉지막의 강성이 기판의 강성보

다 커질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ws 는 더욱 작아지게 되어 봉지막이 칩을 강하게 잡아주

어 칩내 균열의 파괴성능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외부하

중이 칩에 바로 작용하지 않는 narrow chip모델에서는봉

지막을 통하여 하중이 전달되어 오기에 봉지막의 강성이

약할수록 칩으로 전달되는 하중은 작아지게 되어 칩내 균

열의 파괴성능이 개선된다. 그러나, 봉지막이 없는 경우

가 칩에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traction free 조건이므로

파괴성능향상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 또한 강성비

가 같을 경우 기판에 대한 칩의 상대적인 폭의 비가 작아

질수록 인장변형이 칩으로 적게 전달되어 파괴성능은 개

선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굽힘이 작용하는 경우, 봉지막

의 두께가 작으면 wide chip모델과 narrow chip모델이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인장이 작용할 경우에서와 같

이 외부 하중이 칩에 바로 작용하는 wide chip모델에서는

봉지막의 강성이 커질수록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wb 는

작아지고 파괴성능이 개선되지만, 외부 하중이 칩에 바

로 작용하지 않는 narrow chip모델에서는 봉지막의 강성

이 커질수록 무차원 에너지 방출율 fnb는 커지고 파괴성

능이 나빠진다. 그러나 봉지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칩 두

께에 비해 1배 이상 커질 때는 wide chip모델과 narrow

chip모델 모두 봉지막의 강성이 커질수록 파괴성능이 좋

아지는데 이는 강성이 큰 봉지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균열이 있는 칩이 neutral axis와 가까워지게 되므로 칩

에 작용하는 하중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봉지막의 사용에 있어 칩에 균열이 있을 경우 조건

에 따라 봉지막이 균열의 파괴 성능을 개선시킬 수도, 악

화시킬 수도 있게 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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