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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DCB specimens 
with its interfaces. 

 
1. 서론 

 
최근 플렉서블 전자회로는 차세대 

기술로써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 RFID, 태양 

전지,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1,2) 하지만 이런 플렉서블 전자회로는 

폴리머 기판들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고온접합 

과정에서 높은 열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열 

응력 증가가 나타나고 이는 기계적 신뢰성을 

저하 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플렉서블 전자회로의 

기계적 신뢰성을 높이면서 온도, 습도, 

표면처리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파괴역학적 

측면에서 Si chip / epoxy / polyimide (PI) 의 

계면들의 접합강도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본 연구에서는 플렉서블 전자회로의 

접합력과 신뢰성 증가를 목표로 잡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UV/Ozone treatment 와 sol-

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선택하였다. 실험 

시편은 Fig. 1(a)와 같은 double cantilever beam 

(DCB) 구조로 되어있으며, 시편 계면들의 

구조는 Fig. 1(b)와 같이 silicon / epoxy / PI 가 

대칭으로 설계되었다.  UV/Ozone treatment 는 

silicon 과 PI 에 모두 적용되었고, sol-gel derived 

hybrid layer 가 적용된 후의 시편 계면들은 Fig. 

1(c)와 같은 구조이다. 접합계면의 접합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igh-precision micromechanical 

test system (Delaminator Adhesion Test System; DTS 

company, Menlo Park, CA, USA)를 이용하여 

DCB testing 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중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온항습 챔버에서 온도 30℃와 습도 85%의 

환경으로 subcritical test 를 진행하였다. 

 

3. 결과 
 

접합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DCB testing 은 

Fig. 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2 는 

UV/Ozone treatment 만 적용 한 시편과 

UV/Ozone treatment 와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적용한 시편들의 접합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실험의 경우 UV/Ozone 

treatment 의 시간은 두 시편 똑같이 1 분씩 

적용되었기 때문에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적용하였을 경우 접합강도가 더욱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온도와 습기의 영향을 

알아본 subcritical test 의 결과는 Fig. 3 에 

표시되어 있다. 첫 번째 subcritical test 에서는 

UV/Ozone treatment 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온도 

30℃와 습도 85%의 고습도 환경에서 silicon / 

epoxy / PI 시편의 threshold strain energy release 

rate 는 UV/Ozone treatment 를 적용 안 했을 

경우 12 J m-2 였고, UV/Ozone treatment 가 1 분 

플렉서블 전자회로를 위한 실리콘/에폭시/폴리이미드 계
면 접합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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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cture energy values for sol-gel derived
hybrid layer applied and non-applied specimens. 

Fig. 3 Subcritical test graph for UV/Ozone untreated 
and UV/Ozone treated specimens. 

Fig. 4 Subcritical graph for sol-gel derived hybrid
layer applied and sol-gel derived hybrid layer not
applied specimens. 

적용 되었을 경우 14 J m-2 였다. 이 실험 결과 

UV/Ozone treatment 는 습기로부터의 crack 

propagation 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 subcritical test 의 결과는 Fig. 4 에 

나타나 있고, 이 실험은 UV/Ozone treatment 와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비교하였다. 이 

실험 결과,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적용하였을 경우 threshold strain energy release 

rate 가 152 J m-2 까지 증가한 매우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로부터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적용하면 고습도의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계적 신뢰성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렉서블 전자회로의 

접합강도와 신뢰성의 향상을 위하여 silicon 

/epoxy / PI 계면들에 대해 UV/Ozone treatment 와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UV/Ozone treatment 는 

습기로부터의 박리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sol-gel derived hybrid 

layer 가 적용 될 경우 접합강도도 증가함과 

동시에 습기로부터의 박리를 크게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UV/Ozone 

treatment 와 sol-gel derived hybrid layer 를 통하여 

본 실험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던 접합강도 

증가와 고습도의 환경에서 습기에 의한 

박리현상을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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