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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ffect of CF4 plasma treatment condition on th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of inkjet printed
Ag/polyimide system is evaluated from 180o peel test by calculating the plastic deformation energy of peeled
metal films. Interfacial fracture energy between Ag and as-received polyimide was 5.5 g/mm. CF4 plasma
treatment on the polyimide surface enhanced the interfacial fracture energy up to 17.6 g/mm. This i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surface roughness as well as the change in functional group of the polyimide film due
to CF4 plasma treatment on the polyimide surface. Therefore, both the mechanical interlocking effect and the
chemical bonding effect are responsible for interfacial adhesion improvement in inkjet printed Ag/polyimid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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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전자기기 및 제품은 고성능화, 소형화, 경량화,

저가격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제품의 소형화 추세

는 좁은 공간에 많은 회로 및 부품을 수용해야 하므로

반도체 칩과 부품간의 연결배선의 선폭이 매우 좁아지고

있어 미세 제조 공정(micro-fabrication)의 필요가 급증하

고 있다. 현재 실리콘(silicon)등의 반도체 제작 공정에 활

용되었던 사진 식각 공정(photolithography)에 의한 미세

회로 형성 기법은 이미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MEMS)와 Ultra Large-Scale Integration(ULSI)

회로 등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시

간이 많이 걸리며, 공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단점

의 대안으로 융해된 금속 입자를 작은 입자(droplet)의 형

태로 기판에 직접 인쇄하여 회로를 디자인하는 잉크젯 프

린팅 기법이 개발되었다. 잉크젯 프린팅 기법을 통한 배

선형성은 공정 단계를 줄이고, 공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비저항이 낮은 Ag를 사용하여 더욱 빠른 처리 속

도를 얻을 수 있어 최근 전자부품의 기술적 필요에 잘

부합된다.1) 또한 기판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는 저

유전상수의 물질로서 높은 열적 안정성, 기계적 강도, 화

학적 저항성을 자기고 있어 배선의 절연층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응성이 낮은 Ag와 고분자 재료

인 폴리이미드 사이의 계면 접착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집적공정(integration) 안정성 및 장기적 부품 신뢰성 확

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계면접착력 측정기

술 측정 및 향상기술이 필요하다. 계면접착력 측정방법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연성을 갖는 금속박막과

기판사이의 계면접착력 측정에는 우선 비교적 시험이 간

단하고, 다양한 시편에 적용이 가능하며, 실험값의 재현

성이 뛰어난 필 테스트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필 테스트 방법으로 측정한 필 강도에는 박막의 소

성 굽힘에 의한 변형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계

면접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필 강도에서 박막

의 소성변형에너지를 감해주어야 한다.2-4)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FPCB)등에 많이 사용

되는 Cu/폴리이미드 사이의 계면접착력 평가에 관한 기

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접착력 향상층 Cr을 삽입하거나 폴

리이미드 표면에 Ar 또는 O2 플라즈마 전처리를 실시

하여 폴리이미드를 개질시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고, 폴

리머 체인을 끊거나 새로운 화학결합을 형성시켜 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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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널리 보고되었다.2-6) 그러나, 잉

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형성된 Ag박막과 폴리이미드 사

이의 계면접착력 측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어 있

지 않다. 또한 Ar 또는 O2 플라즈마 전처리는 높은 진

공을 유지할 때 사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저

압 플라즈마 또는 대기압 플라즈마 전처리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잉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형성된 Ag박

막과 폴리이미드 사이의 계면접착력을 180o 필 테스트로

측정하여 필 강도를 측정한 후, 필링 된 박막의 기계적

물성치 및 최대곡률반경을 측정하고, 순수 빔 굽힘을 가

정한 에너지 평형 해석을 통해 박막이 필링 되는 중 소

모된 소성변형 에너지를 계산하여, 순수한 계면파괴에너

지를 정량적으로 구하였고, 이를 통해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가 계면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

가,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50두께의 PMDA-ODA 폴리이미드(Kapton-H, Dupont

사)를 3 × 10−5 torr의 압력으로 유지된 진공 챔버 안에서

CF4 가스를 주입하여 7 × 10−5 torr의 진공도에서 0.5 W/

의 power density로 5분간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실시

하였다. 배선 인쇄에 사용된 잉크는 4~5 nm정도의 Ag입

자와 바인더(고분자) ,  용매로 구성되어 있다.  Ag는

25 wt%정도 함유되어 있고, 글리세린 및 여러 가지 화

학성분이 혼합된 용매가 사용되었고, 바인더로 사용된 고

분자 물질은 약 6 wt%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

어진 Ag 잉크를 Spectra SE-128 장비를 이용하여

5 mm × 50 mm크기에 두께가 약 1 µm인 Ag박막을 인쇄

한 후 oven에서 250oC에서 20분간 건조시켰다. 잉크젯

Ag박막의 두께는 너무 얇아서 180o 필 테스트 중 박막

이 찢어지거나 테스트 grip에서 박막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Cu전기도금을 통하여 금속박막의 두께를 증가시켰

다. Cu전기도금 조건은 CuSO4용액에서 H2SO4와 HCl,

첨가제를 넣고 충분히 교반시킨 용액에서 전류밀도

20 mA/cm2, 양극과 음극과의 5 cm거리에서 각각 4, 11.5,

17 µm두께로 Cu전기도금을 실시하였고 상온에서 3일간

건조시켰다. 충분히 건조가 이루어진 시편을 Fig. 1에서

와 같이 2 kg load-cell이 장착된 180o 필 테스트 시험기

에 금속박막과 폴리이미드를 장착한 후 2 mm/min 속도

로 박막을 박리시켰다. Fig. 2는 필링이 이루어지는 동

안 측정된 하중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필링이 진행되

면서 얻어지는 하중 값은 증가하다 일정한 값을 가지는

데 이러한 정상상태 하중을 시편 폭으로 나눈 값을 필

강도(P)라고 정의하였다. 박막의 필링이 이루어지는 동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금속박막과 폴리이미드가 필

링 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균열 선단을 기준으로 금속박

막과 폴리이미드가 휘어지는 부분을 원모양의 일부로 근

사하여 얻은 반지름을 역수를 취해서 최대곡률(KB)를 구

하였다. 금속박막과 폴리이미드의 기계적 물성 측정을 위

해 0.2 mm/min속도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금속박막과 폴

리이미드의 항복강도(σY)와 영율(E), 가공경화지수(N, a)

를 구하였다.

필링 된 Ag박막과 폴리이미드 표면을 전계방출형 주

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장비를 이용하여 파면 형상을 촬

영하였다.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한 폴리이미드 표면 거

칠기를 Atomic Force Microscopy(AFM)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는데,  5 µm × 5 µm 영역에서 측정된 Root Mean

Square(RMS)값을 비교하였다. 박리된 Ag 박막 표면화학

결합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X-ray  Photoel ec t ron

Spectroscopy(XPS) 분석하였다. XPS장비는 Kratos사의

Axis모델이었고, 사용된 X-ray source는 MgKα(1253.6eV)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180o peel test.

Fig. 2. The typical peeling curve during 180o pe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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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Binding energy scale은 C 1s 의 C-C결

합 (284.6eV)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CF4 플라즈마 전처리에 따른 필 테스트 결과를 Cu 도

금 두께에 대해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금속

박막과 폴리이미드 사이의 계면접착력을 180o 필 테스트

방법으로 측정하여 구한 필 강도를 나타내었다. CF4 플

라즈마 전처리를 하지 않은 폴리이미드에 잉크젯 Ag를

인쇄한 시편의 필 강도는 Cu/Ag박막의 두께가 4 µm에

서 15.8 ± 3.7 g/mm, 11.5 µm에서 17.6 ± 7.3 g/mm,

17 µm에서 12.1 ± 1.0 g/mm이었다. 필 강도는 Cu/Ag박막

두께가 11.5 µm일때 증가하였고, 17 µm에서는 감소하였

다.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한 폴리이미드에 잉크젯 Ag

를 인쇄한 시편의 필 강도는 Cu/Ag박막의 두께가 4 µm

에서 22.3 ± 11.9 g/mm, 11.5 µm에서 35.3 ± 8.8 g/mm,

17 µm에서 31.2 ± 3.4 g/mm이었고,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

지 않은 Ag/폴리이미드의 필 강도 거동과 일치하였다. 또

한,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한 경우 모든

Cu 두께에 대해 필 강도가 플라즈마 처리 전보다 증가

하였다. 여기서 필 강도(P)에는 수식 (1)4)에서와 같이 계

면파괴에너지(Γ)와 금속박막이 필링 되는 중에 일어나는

금속박막의 소성변형 에너지(ψCu/Ag)와 폴리이미드의 변형

에너지(ψPI)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계면파괴에너지를 구

하기 위해서는 필 강도에서 금속박막의 소성변형에너지

와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를 감해주어야 한다.2-4)

2P=ψCu/Ag(KB, σY, E, t, N)＋ψPI(KB, σY , E, t, a)＋Γ (1)

여기서, KB는 금속박막이 필링 되면서 이루는 최대곡

률, σY는 금속박막의 항복강도, E는 금속박막의 영율, t는

금속 박막의 두께, N은 금속박막의 가공경화지수, a는 폴

리이미드의 가공경화지수이다. 금속박막의 소성변형에너

지는 탄성-완전 소성 재료로 가정한 해석방법8) 으로 계

산하여 Fig. 3(b)에 나타내었고,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

지는 선형 경화(bilinear hardening) 재료로 가정하여 적

용된 해석방법9)으로 계산하여 Fig. 3(c)에 나타내었다.

Fig. 3(b)에서 금속박막의 두께가 4 µm에서 11.5 µm로 두

꺼워지면 Cu/Ag박막의 소성변형에너지는 증가하였고 두

께가 17 µm로 더 두꺼워지면 Cu/Ag박막의 소성변형에

Fig. 3. The changes of (a) peel strength (P), (b) metal bending energy (ψCu/Ag), (c) polyimide bending energy (ψPI), (d)
true interfacial energy (T) as a function of metal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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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는 감소하였다. 이는 Fig. 3(a)에서 금속박막의 두께

가 증가할수록 필 강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과 일

치하였다. 또한, Fig. 3(c)에서 금속박막의 두께가 4 µm

에서 17 µm로 두꺼워질 때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필 테스트 연구결

과에 의하면, 금속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변형에너지

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이를 필링 되

는 박막의 모멘트-곡률 관계에서 박막의 필링이 이루어

지는 동안 금속박막 또는 폴리이미드가 이루는 모멘트와

곡률 그래프의 면적이 금속박막 또는 폴리이미드의 변형

에너지라고 가정하여 설명하였다. 금속박막의 두께가 얇

으면 금속박막의 필링이 일어날 때 금속박막의 변형이 잘

이루어져 금속박막이 이루는 최대곡률의 값이 크지만, 금

속박막의 모멘트가 작아서 금속박막의 변형에너지 값은

작다. 한편, 금속박막의 두께가 두꺼우면 금속박막이 필

링 되면서 일어나는 금속 박막의 모멘트가 크지만, 금속

박막이 변형되기가 어려워 금속박막의 최대곡률이 작아

져 변형에너지 값이 작다. 결국 중간두께에서 가장 큰 변

형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중간 두께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2,3) 또한,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

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금속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금

속 박막의 강성이 증가하여 굽힘소성변형이 어려워지고, 일

정한 두께의 폴리이미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굽힘 변

형되므로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고되

었다.4) 따라서, 금속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Ag/폴리

이미드의 필 강도와 Cu/Ag박막의 소성변형에너지가 증

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은 금속박막의 모멘트-곡률 관계

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금속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가 증가는 경향은 금속박막

의 굽힘소성변형과 폴리이미드의 굽힘 변형과의 관계에

의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필 강도에서 Cu/Ag박막과 폴리이미드의 변형에너지를

감한 계면파괴에너지를 구하여 Fig. 3(d)에 나타내었다.

Cu/Ag박막이 두꺼워질수록 필 강도는 증가하다 감소하

였지만, CF4 플라즈마 전처리한 시편의 계면파괴에너지

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졌고,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

지 않은 시편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계면파괴에너지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폴리

이미드에 잉크젯 Ag를 인쇄한 시편의 계면파괴에너지는

약 5.5 g/mm였고,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 하

고 잉크젯 Ag를 인쇄한 시편의 계면파괴에너지는 약

17.6 g/mm로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계면 접착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속박막 및 폴리이미드의 필링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필

Fig. 4. FE-SEM images of peeled surface of the specimens; (a) EP Cu (11.5 um)/inkjet Ag/polyimide and (b) EP Cu (11.5 um)/
inkjet Ag/CF4 treated poly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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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계면의 파괴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11.5 µm두께의 Ag

박막과 폴리이미드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폴리이미드 표면은 charge가 생겨 FE-

SEM 촬영이 불가능하여 99.99%순도를 가지는 Au target

으로 10초간 스퍼터 증착하여 촬영하였다. 필링 된 잉

크젯 Ag박막의 표면에서 지름이 50~160 nm 크기의 기

공(pore)이 존재하였다. 잉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형성된

Ag층 내에 기공이 존재하는 것은 Ag 잉크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AgNO3를 잉크젯 프린트 장비로 인쇄한 후

건조 시 화학반응에 의해 Ag가 형성되고 NO2와 O2가

증발하여 Ag에 기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반

응을 아래의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

2AgNO3 → 2Ag + 2NO2+ O2 (2)

이러한 Ag층 내에 형성된 기공은 Ag표면에서부터 Ag/

폴리이미드 계면까지 불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열

처리 온도가 높아지거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Ag내 존재

하는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감소하고, Ag조직의 입도크

기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16) 폴리이미드 표면을 관찰

한 결과에는 흰 색을 띄는 얇고 길게 늘어진 형태의

nodule이 관찰되었다. 폴리이미드에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

지 않아 Ag/폴리이미드의 계면파괴에너지가 낮았던 Fig.

4(a)에서는 폴리이미드에 존재하는 nodule의 밀도가 낮았

고,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여 Ag/폴리

이미드의 계면파괴에너지가 증가한 Fig. 4(b)에서는 필링

된 폴리이미드 표면 nodule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nodule의 형상, 길이, 밀도 등이

계면파괴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 보다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폴리이미드 표면 CF4 플라즈마 전처리에 따른 표면 거

칠기 변화를 AFM으로 측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전처리를 하지 않은 폴리이미드의 AFM 측

정 사진이고 RMS값은 3.32 nm이고, Fig. 5(b)는 CF4 플

라즈마 전처리를 한 폴리이미드의 AFM 측정 사진으로

RMS값은 7.19 nm으로 폴리이미드 표면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다. 폴리이미드에

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폴리이미드가 개질

되어 표면 거칠기가 커지고, 폴리이미드 표면에서의 젖

음성(wettability)이 좋아져 계면접착력이 향상되었다고 보

고되었다.5-7) 따라서,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

를 하면 표면이 개질되어 폴리이미드 표면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표면 거칠기 증가로 인한 금속박막과 mechanical

interlocking이 증가하여 계면접착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

다고 생각된다.

폴리이미드에 플라즈마 전처리를 통해 표면 거칠기 증

가효과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처리 시 플라즈마 에칭으

로 인하여 폴리이미드 표면에서 형성하고 있는 화학결합

중 일부 폴리머 체인이 끊어지며 플라즈마 처리 가스와

새로운 화학반응을 일으켜 계면접착력 향상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되었고,5,7) 폴리머 재료 표면에서 Ag스퍼터 증

착 하였을 때 폴리머의 C-O결합 또는 C = O결합과 Ag

와 계면에서 반응하여 Ag-O-C결합을 형성 하는 것으로

일부 보고되고 있다.12) 따라서, 이러한 Ag-O-C결합이

Ag/폴리이미드 구조의 계면접착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생각된다.

잉크젯 Ag와 폴리이미드 사이의 화학결합 분석을 위

해 필링 된 폴리이미드와 Ag박막 표면을 XPS장비를 이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필링 된 폴리이미드 표면을

XPS분석 결과13) 폴리이미드에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과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한 시편 모두 폴

리이미드 주성분 원소인 C 1s, N 1s, O 1s peak이 검

출되었고, Ag peak은 검출되지 않았다. 필링 된 Ag박막

의 XPS분석 결과13) 폴리이미드에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

지 않은 시편과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한 시편 모두

아주 큰 강도를 가지는 C 1s, O 1s, Ag 3d peak이 검

출되었고, 아주 작은 강도를 가지는 N 1s 과 Cu 2p

peak이 검출되었다. 이는 Ag/폴리이미드 계면에서 주로

계면 필링이 일어났거나 또는 아주 얇은 두께의 폴리이

미드 내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여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폴리이미드 표면에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25~50Å두께

Fig. 5. AFM images of polyimide surface; (a) Not treated
polyimide (RMS: 3.32 nm) and (b) CF4 treated polyimide (RMS :
7.1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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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폴리이미드 개질층이 존재한다는 보고12)를 참조하면,

폴리이미드 내부에서 파괴가 진행된 것은 폴리이미드 개

질층이 플라즈마 처리로 인하여 화학적 결합이 바뀌어 폴

리이미드가 약해서 폴리이미드 개질 층에서 파괴가 일어

난 것으로 생각된다.

필링 된 Ag박막 표면의 XPS wide scan data에서 나

타난 각 원소 peak의 면적을 근사치로 측정하여 peak 면

적분율 구한 결과13)에 의하면 폴리이미드에 플라즈마 전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의 필링 된 Ag표면에서 Cu peak

면적분율은 10.06%이었고,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

처리를 한 시편의 필링 된 Ag박막 표면에서의 Cu peak

면적분율은 약 5.19%로 감소하였다. 폴리이미드/실리콘 웨

이퍼 기판 구조에서 수분은 폴리이미드와 실리콘 웨이퍼

기판 사이의 계면이나 폴리이미드를 통하여 침투하여 폴

리이미드의 화학결합구조를 변화시켜 계면접착력을 저하

시킨다고 보고되었다.15)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XPS결과

의 미량의 Cu 검출은 Cu전기도금 중 기공이 많은 구조

인 잉크젯 Ag층이나 잉크젯 Ag와 폴리이미드 사이의 계

면을 통해 Cu 도금 용액의 침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

각되고, Fig. 3(d)에서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

리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금 두께가 두꺼울수록, 즉, 도금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면파괴에너지가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

마 전처리를 한 경우 도금 두께가 두꺼울수록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Cu peak의 면적분율이 낮았고, 이는 계

면접착력이 높아 잉크젯 Ag와 폴리이미드 계면으로 Cu

도금용액의 침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계면접착력이 유

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필 테스트 후 필링 된 Ag박막 표면의 XPS wide spectra

결과13) 중에서 Ag 3d5/2 peak spectra를 Gaussian curve

fitting을 실시하여 자세한 화학 결합을 분석하였고 그 결

과들 중 하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의 결과에

의하면 binding energy 368.1 eV10)에서 Ag peak이 존재

하였고, 369.1 eV에서 새로운 peak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Ag* peak라고 가정하였다. Ag* peak은 Ag와 폴리이미

드 사이에서 화학결합으로 생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Ag-O-C결합이 생성되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Gaussian

curve fitting으로 분리된 Ag peak과 Ag* peak의 면적을

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결과를 보면, 폴리

이미드 표면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Ag*결합의

peak 면적이 7.8%에서 16.7%로 증가하였다. 이는 잉크

젯 Ag가 인쇄 후 폴리이미드의 C = O결합의 O와 결합

하여 Ag-O-C결합을 생성하게 된다. 그런데, 폴리이미드

표면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폴리이미드의 imide

결합을 하고 있던 C-N결합이 끊어져서 amide결합을 하

게 되고 남은 C는 O-Ag와 반응하여 Ag-O-C결합을 하

게 되어 Ag-O-C결합이 증가하여 계면접착력 향상에 영

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14)

4. 결  론

잉크젯 프린팅 기법으로 형성된 Ag박막과 폴리이미드

의 계면접착력을 180o Peel test 및 순수 빔 굽힘을 가

정한 에너지 평형 해석을 통하여 계면파괴에너지를 정량

적으로 구하였다. Cu/Ag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필 강

도는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나 계면파괴에너지는 거의 일

정한 값을 가졌다.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지 않은 폴

리이미드에 Ag를 인쇄한 시편의 계면파괴에너지는 5.5 g/mm

이었고,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계면

파괴에너지가 17.6 g/mm으로 증가하였다. 폴리이미드에

CF4 플라즈마 전처리를 하면 폴리이미드가 개질되면서 표

면 거칠기가 증가하였고, 표면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표

면 거칠기가 커져서 mechanical interlocking효과가 증가

하고, 폴리이미드의 화학결합구조가 바뀌어 Ag와 폴리이

Fig. 6. Ag 3d5/2 core-level XPS spectra of peeled metal
surface. 

Fig. 7. Peak area fraction change of Ag 3d5/2 XPS spectra of
metal surfaces peeled from not treated and CF4 treated
polyimide.



CF4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잉크젯 프린팅 Ag박막과 폴리이미드 사이의 계면파괴에너지 향상에 관한 연구 221

미드의 화학 결합으로 생성된 Ag-O-C결합이 증가하여 계

면접착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Z. Liu and Y. Su, K. Varahramyan, Thin Solid Films, 478,
275 (2005).

2. Y. B. Park, I. S. Park and J. Yu, Mater. Sci. Eng., A266,
261 (1999).

3. Y. B. Park and J. Yu, Met. Mater. Int., 7(2), 123 (2001).
4. J. Y. Song and J. Yu, Acta Mater., 50, 3985 (2002).
5. M. H. Kim and K. W. Lee, Met. Mater. Int., 12(5), 425

(2006).
6. S. H. Kim, S. W. Na, N. -E. Lee, Y. W. Nam and Y. H.

Kim, Surf. Coat. Technol., 200, 2072 (2005).
7. S. B. Lee, Y. K. Kim and J. S. Kim, Kor. J. Mater. Res.,

16(9), 543 (2006).
8. K-S. Kim and N. Aravas, Int. J. Sol. Struct., 24(4), 417

(1988).

9. A. J. Kinloch, C. C. Lau and J. G. Williams, Int. J. Frac.,
66(1), 45 (1994).

10. C. D. Wagner, W. M. Riggs, L. E. Davis and J. F.
Moulder, Handbook of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Perkin-Elmer Corporation, Eden Prairie, MN, U. S. A.,
(1978).

11. O. D. Greenwood, R. D. Boyd, J. Hopkins and J. P. S.
Badyal, J. Adhesion Sci. Techol., 9(3), 311 (1995). 

12. L. J. Gerenser, J. Vac. Sci. Technol. A, 6(5), 2897 (1988).
13. S. C. Park, S. W. Cho, H. C. Jung, J. W. Joung and Y. B.

Park, Proceeding of the 2006 fall technic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29 (2006).

14. Adley F. Rubira, James D. Rancourt, Maggie L. Caplan,
Anne K. St. Clair and Larry T. Taylor, Chem. Mater., 6,
2351 (1994).

15. D. Hu and H. Chen, J. Mater. Sci., 27, 5262 (1992).
16. Y. H. Kim,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