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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23-1-7

광PCB를 위한 폴리머 저온 접합기술 연구
Study on Low Temperature Bonding Technology for Optical PCB with
Polymer Intermediate Layers
차두열1, 이재혁1, 장성필1,a
(Doo-Yeol Cha1, Jai-Hyuk Lee1, and Sung-Pil Chang1,a)

Abstract
As the demands for the higher data transmission speed and capacity as well as integration density
grow throughout the network, much works have being done in order to integrate the Electrical PCB
with Optical PCB. However, one of the most troublesome problems in the commercial bonding process
is to need the high temperature for the bonding. Due to the high temperature bonding process, lots of
side problems are followed such as warpage and crack, etc. In this paper, we tried to develop the new
bonding technology with low temperature around 10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CB bonding
technology with high bonding strength is demonstrated with the value of bonding strength from 7 to 8
MPa at the temperature of 100℃.
Key Words : Low temperature bonding, Electrical PCB, Optical PCB, Bonding strength

1. 서 론1.

라미네이션 공정을 이용한 200℃ 이상의 고온 공
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온 공정은 적
은 변형에도 큰 성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광
PCB에는 적합한 공정이 아니다. 고온 공정이 진행
된 후에 기판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하여 광
PCB에는 비틀림이나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파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작은
변형에도 성능 변화가 심한 광 PCB의 신뢰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래서 최근
광 PCB와 전기 PCB 간의 적층형 PCB 접합에서
는 저온 접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저항, 낮은 손실 기울기, 낮
은 유전율 등의 특성을 지닌 포토레지스트를 이용
하여 100℃ 이하의 저온 공정을 진행하여 그 기계
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 전송량
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송용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광도파로가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인 광 PCB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광 PCB 모듈은 다수의
광소자와 IC 칩의 이차원적 배율에 의하여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가 급
격히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 칩을 2차원적으로 배
열하여서는 원하는 크기와 성능을 얻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광 PCB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3D
패키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 PCB의 적층형 패키지는 크기 및 무게의 현
저한 감소와 더불어 단위면적당 소자 기능의 증가
및 공정가격 저하 등의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용되고 있는 적층형 전기 PC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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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편 제작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폴리머 접합은 접합 강
도를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
교적 쉽게 샘플을 제작할 수 있다. 접합 강도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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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변수에 의해 크게 변할 수 있다. 접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접합 온도에 따라 접합 강도가 변화하
게 된다. 접합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접합 강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다음으로 접합 압
력이다. 여기서 접합 압력이란 샘플을 접합할 때
샘플에 가해지는 압력의 세기를 말한다. 이것 역시
접합 압력이 높아질수록 접합 강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접합 시간인데 접합 시간이 늘어
날수록 접합 강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샘플 제작을 위해 사용한 공정은 PCB의 압착공
정과 저온 Curing 공정이며 접합층으로 사용된 포
토레지스트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SU-8 2002와 S1818을 사용하였다. FR-4로
제작된 상용화된 전기 PCB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한 후에 PMMA로 제작된 광 PCB를 접합하는
것이 샘플 제작의 기본 방법이다.
FR-4 PCB 기판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세척하
여 잔유물을 제거한 후에 80℃에서 2시간 동안 건
조를 하게 된다. 그리고 SU-8 2002를 스핀코팅을
통해 2000 rpm으로 60초 동안 진행하게 되면 2 um
의 두께를 가진 감광층을 얻을 수 있다. S1818의
경우 3000 rpm으로 60초 동안 스핀코팅하면 2 um
의 두께를 얻을 수 있다.
감광제를 코팅한 후에 Pre-curing을 하는데 70℃
의 핫플레이트에 2분간 가열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휘발성 용재가 증발하게 된다.
그리고 SU-8과 S1818 감광제로 코팅된 패터닝
된 FR-4 전기 PCB 위에 PMMA 광 PCB를 접합
하게 되는데 두 유리 기판을 누르는 접합 압력은
1000 N ～ 2000 N 이고 접합 온도는 50℃ ～ 150℃
로 변화시켰다. 또한 접합 시간은 5～60 분으로 정
하였다. 위 변수들로 그림 1과 같이 접합 공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SU-8의 경우 압착공정을 하면서 광학
리소그래피를 하게 된다. 음성감광제인 SU-8은 양
성감광제인 S1818과는 다르게 일정 파장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 경화가 더 잘 일어나게 된다. 광 얼
2
라이너 (MJB4)를 이용하여 100 mJ/cm 의 에너지
로 투명한 PMMA 광 PCB위로 빛을 노출시킨다.

그림 1. 감광제를 이용한 접합공정.
Fig. 1. Bonding process using photoresist.

그림 2. 인장강도 측정기.
Fig. 2. Tensile strength tester.

인장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샘플사이의 접합면
이 떨어지는 강도를 살펴보았다. 인장 테스트는 상
온에서 1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SU-8과 S1818은 각각
8.1 MPa @ 90℃, 7 MPa @ 100℃의 값을 얻을

3. 결과 및 고찰

수 있었다. 이것은 다른 물질을 이용한 접합층 접
합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8
은 기본적으로 에폭시 타입으로 큐어링을 걸쳐서

제작된 적층형 광 PCB 샘플의 접합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접합 강도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은 그림 2와 같은 인장기에 에폭시를

저분자 상태의 높은 결합력을 갖는 물질로 변환하
기 때문에 합성 고분자 물질인 S1818보다는 높은

이용하여 샘플의 양쪽 면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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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합온도에 따른 SU-8의 접합강도

접합시간
1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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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강도
(MPa)
2.2
6.1
8

접합시간
40분
50분
60분

접합강도
(MPa)
8.01
8
7.91

그림 4. 접합시간에 따른 접합강도.
Fig. 4. Bonding strength by bonding time.

(a) 접합온도에 따른 S1818의 접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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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접합 물질에 따른 접합강도 비교

접합압력

그림 3. 접합온도에 따른 접합강도.
Fig. 3. Bonding strength at various bonding
temperature.

200 N
600 N
1000 N

접합강도
(MPa)
5
5.8
6.5

접합압력
1400 N
1800 N
2200 N

접합강도
(MPa)
7.5
8
8

그림 5. 접합압력에 따른 접합강도.
Fig. 5. Bonding strength by bonding pressure.

결합력을 갖는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접합온도가
100℃가 넘었을 때 접합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온
도 상승으로 인해 물질의 특성이 불안정해져서 접
합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SU-8 / S1818 모두 30분이 넘게 경과하면
경화가 되어 더 이상 접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90℃의 온도에서 접합시간이 30분을
넘어서면 접합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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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접합층의 두께가 2
um로 매우 얇은 관계로 Void가 거의 형성되지 않
기 때문에 접합강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미
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향후 적층형 광 PCB 기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광 PCB 저온 접합공정을 위하여 포

노광에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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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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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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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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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140
160
180

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판의
휨이나 비틀림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100℃ 이하
의 저온 접합공정을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접합강도
(MPa)
9.6
9
8.1
6.5
5

그 결과 100℃ 이하에서도 8 MPa의 높은 접합강
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접합층이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고 경화되기 때문
이다.
실험결과 SU-8과 S1818은 각각 8.1 MPa @ 90℃.
7 MPa @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고온의 적층형 광 PCB 제작 공정은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작은 변형에도 성능차이가 심한 광
PCB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해 저온
공정을 통해 광 PCB의 열적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노광에너지에 따른 접합강도.
Fig. 6. Bonding strength by exposure energy.

그림 5에서는 접합압력이 증가할수록 접합강도
가 증가하다가 1800 N 이상의 접합압력에서는 변
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일정 압력
이하에서는 접합층 내에 가스가 Void를 형성하여
접합강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정 접합압력 이상
에서는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어 더 이상 Void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노광을 하면 경화되는 음성감광제인
SU-8의 특성에 의해 일정 노광 에너지까지는 접
합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100 mJ/cm2 이상의 노광 에너지에서는
SU-8 내에서 빛에 의한 화학 반응에 의해 접합강
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 PCB의 접합 강도는 접합 물질,
접합 시간, 접합 압력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영향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접합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접합물질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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