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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high accuracy of semiconductor equipments, PCB substrate with much thin thickness is required.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sustain the PCB substrate without deformation in case of horizontal installation, due to

low bending stiffness. In this research, new PCB process equipment with vertical installation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CB substrate damage during etching process. As the main parts of etching system on PCB

substrate, PCB substrate and JIG are analyzed through finite element method and experimental test.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stress state, we could find the optimal JIG design to make the damage as low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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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전자제품 개발과정에서 처리 데이터 용량의

증가와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보다 작은 공간

에 많은 정보 전달 및 처리가 가능한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용

미세 PCB기판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 수십 µm 두께의

박판에 20 µmm 이하의 선폭을 가진 세밀 기판을 안정

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정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공정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에 대한 성능확인용 구조해석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반도체용 PCB 시스

템의 핵심부품인 PCB 기판과 함께 PCB기판를 고정시

키는 기판 지그(Jig)에 대한 응력과 진동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하고, 실험을 통하여 해석결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개발할 반도체용 PCB 시스템에서 사용할 PCB 기

판의 두께는 수십 µm 수준이므로 굽힘 강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기판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CB 기판을 수직으로 설치하

는 새로운 설계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수직설치

된 PCB 기판의 정적 및 동적 구조해석을 통하여 현상

공정등에 의한 기판의 손상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유

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상용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PCB 기판과 기판 고정 지그에 대해서 응력해석

및 진동해석을 실시하여 현장공정 중에 일어날 수 있

는 최대 응력과 함께 동적응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해

석결과는 현상공정에서 액체를 분사하는 노즐의 압력

공정 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이용되었고, 또한 기판 손

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판지그 설계 방향에도 도움

을 주게 되었다. 한편 응력해석 및 진동해석을 검증하

기 위해서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와 진동실험장

치를 각각 이용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을 검

증 또는 보정하였다.

2. PCB 기판시스템

2.1. PCB 기판시스템 소개

반도체용 PCB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기판간 가교 역
†
E-mail : rim@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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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하는 보조기판이다. 반도체는 집적도가 매우 높아

콘덴서, 저항과 같은 일반 전자부품들과는 달리 메인

기판에 바로 장착할 수 없다. 따라서 반도체의 신호를

메인 기판에 전달하려면 중간에 반도체용 기판이 반드

시 필요하다. 반도체가 소형 고집적화됨에 따라 더욱

고밀도의 기판이 요구되고 있다. PCB 기판시스템은

Fig. 1에 설명된 것과 같이 반도체 PKG용 기판으로 사

용되고 있 는 Build-up PCB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기존의 RIGID PCB 제조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

정 장비로는 기판을 제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기판의 두께 40 µm 정도인 박판을 이송하는데 있

어 기판에 손상이 발생하여 생산 수율이 떨어진다. 

Fig. 2와 같이 기존 장비의 Roll 구동 방식에 의해서

제작할 때, 기판을 이송하고 공정이 진행되면서 기판이

Roll과 부분적으로 접촉되면서 기판에 손상이 발생하

게 된다. 또한 기존 공정장비는 기판을 수평으로 이동

시키면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판의 처짐 현상으

로 인하여 기판 내부 패턴의 손상과 공정이 불균형하

게 진행되어 생산 불량을 발생시킨다.

위와 같은 기존 공정장비의 기판 접촉과 처짐 현상

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Fig. 3과 같이 기판

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고 이송하는 공정을 개발한다.

수직으로 이송하면서 기판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판

을 특수 이송 지그에 고정시켜서 공정이 진행되는 동

안 기판은 비접촉 형태로 공정이 진행된다.

2.1.1 PCB 기판의 물성치 평가

PCB 기판은 페놀/에폭시 등의 절연판 위에 구리

(Cu) 층을 형성시킨 회로 기판이므로 정확한 물성치(탄

성계수, 밀도 등)를 기존자료에서 구하기 어렵다. 따라

서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이용하여,

PCB 기판의 물성치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만능시험기는 매우 얇은 PCB 기판을 평가할

수 있는 소형 시험기(Tinius Olsen, TH5K-S)이다. 용량

은 500 kg중이고 Fig. 4와 같이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사용한 시험편은 KS B 0802 표준규격에서 나온

5호 시험편이다[1]. Fig. 5는 시험편의 사양과 실제 제

작된 시험편의 형태이다.

본 시험은 규격에 따라 0.05 mm/s 일정한 속도로 설

정하고 동일 시험편 형태에 대해서 5회 시험을 실시하

였다. 시험편의 단면적이25 mm × 40 µm이며 다음 응

Fig. 1. Build-up PCB process.

Fig. 2. Horizontal PCB process equipment.

Fig. 3. Vertical PCB process equipment.

Fig. 4. Universal testing mach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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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공식을 이용하여 시험 결과를 구했다.

응력:  = 

탄성계수:
 

프아송비: 

 

Fig. 6과 같이 기판의 응력-변형률 측정선도를 살펴

보면, 극한강도와 파단강도의 구분이 없는 취성재료에

가까운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CB 기

판의 탄성계수가 21.78 GPa이며 프아송비는 0.21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PCB 기판시스템의 구조해석 

3.1. PCB 기판시스템의 진동해석

기판 지그(JIG)로 PCB 기판을 이동시킬 때의 진동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판 지그 및 기판의 동특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모드해석 및

모드시험을 수행하였다[2]. 

3.1.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모드해석

기판 지그로 PCB 기판을 이동할 때의 진동 현상을

검증하여 지그의 개선안에 대한 상세 변경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수행하였다. 

기판 지그를 구속 조건 없이 자유 조건에서 해석하

여 기판 지그의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7은 실험에

사용된 고정 지그를 수치 해석한 결과이다. 

PCB 기판의 구속조건은 Fig. 8와 같이 위 아래로 각

4개 고정점에 6축 방향의 자유도를 고정시켜서 해석하

였다. Fig. 9는 PCB 기판에 수치 해석 결과이다[3].

3.1.2 모드시험(Modal test)

기판 지그의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드시험을

수행하였다[4,5]. Fig. 10(a)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

하고, 충격해머를 이용하여 Fig. 10(b)와 같은 8개의 위

치에 대하여 고정 지그의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측정하였다. 

Fig. 11과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면 1차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는 7.5 Hz로 측

정되었다. 또한 2차 고유진동수가 26.3 Hz이고, 3차 고

유진동수는 76.8 Hz이다. Table 1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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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ification of No.5 test piece (unit: mm).

Fig. 6. Stress-elongation plot of PCB substrate.

Fig. 7. Modal parameters of JIG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ig. 8. Specification of JIG.



116 임경화·양 손·윤종국·김영균·유선중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4호, 2011

3.2. 노즐압력으로 인한 기판 응력 분석

구조해석용 상용 프로그램(MSC Patran&Nastran)을

이용하여 탑재(Loading)할 때 기판에 발생되는 응력상

태(Stress state)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실험데이터에 의

해 보정된 유한요소법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정조건이 다른 각 경우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토될 공정조건의 설계변수인 노

즐설치 조건, 기판 홀더용 진공 패드(Vacuum pad)의

기판 설치조건 등을 변화시키면서 기판의 응력상태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기판의 최대 응력이 작은 최적

조건도 도출하였다. 또한 PCB 기판의 동적 응력실험

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였다.

3.2.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응력해석

실제 에칭공정에서의 기준 노즐설치 상태에 대해서

기판에 미치는 액체 외압을 모델링 하였다. Fig. 12과

같이 노즐의 분포는 5열 * 8개로 설치하였고, 입구 액

체 압력이 0.2 MPa이며 노즐과 기판간의 시험높이가

100 mm로 설정했을 때, 에칭 노즐에 의한 기판에 미치

는 압력시험 장치와 결과는 Fig. 12와 같다. 노즐의 스

프레이 각도(Spray angle)가 65°이며 최대충격력(Max

impact force)이 21.5gf이다. 시험 하중센서의 등가 측

정면 크기 Aeq를 감안하여 다음 공식을 이용 최대충격

압력(Max impact pressure)을 구할 수 있다.

기판의 액체압력 분포는 x축 및 y축 다 코사인 함수

에 근사하므로 코사인 함수로 가정한다. 그리고 PCB

기판 전후로 양쪽 노즐의 액체를 부가할 때 압력공정

관리오차로 모든 노즐에서 같은 방향으로 양면 액체압

력 차이가 1%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기판에 부가된

압력을 아래 압력분포함수로 가정할 수 있다.

p(x,y)=4.39cos(πx/24)cos(πy/127.4) (Pa)

Pmax

Fmax

Aeq

----------
21.5 9.8× 10

3–
×

20 24× 10
6–

×
------------------------------------ 439Pa= = =

Fig. 9.  Modal parameters of PCB substrate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ig. 10. Modal test. 

Fig. 11.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JIG.

Table 1. Comparison between FEM and experiment.

       고유진동수

구분
1차 (Hz) 2차 (Hz) 3차 (Hz)

유한요소해석 9.3 24.3 75.6

실험 7.5 26.3 76.8

Fig. 12.  Pressure distribution of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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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의 응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Fig. 12에서의

노즐 분포도에 따라 노즐 장축과 수직축(y축)간의 편향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해석하였다. 기판의 전체 면을 식

각 공정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노즐 장축과 y축의 간의

편향 각도가 56.67o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5o, 25o,

45o, 55o의 각도에 대해서 각각 해석하였다. 편향각도

25o로 설정할 때 해석된 응력분포는 Fig. 13과 같다.

Table 2와 같이 각도에 따라 최대주응력을 살펴보면 에

칭공정이 가능한 노즐의 편향 각도 범위(56.67o)이내에

서는 각도가 커지수록 최대 주응력은 작아지지만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직축에 대한

노즐의 편향각도 설정시에는 에칭 공정의 효율성 관점

에서만 설정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

판 양면의 에칭노즐 압력관리오차가 1% 되는 모든 경

우에서 기판에 부가되는 최대 주응력이 기판재료의 허

용응력(161~322 Mpa)과 비슷하므로 에칭노즐의 압력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2.2 PCB 기판의 동적 응력실험

기판의 공정 및 이동으로 인해 PCB 기판에 부가되

는 외력을 파악하기 위해 동적 응력실험을 하였다. 시

뮬레이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

여 샘플 기판에서 실제 부가되는 응력을 측정하여 시

뮬레이션 모델을 검증 또는 보정하였다. 개발할 시스템

에서 사용할 PCB 기판의 두께는 수십 µm 수준이므로

굽힘 강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다. Fig. 14과 같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00 µm 및 40 µm 두 종류

기판 대상으로 응력 실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지그 위치근처에서

최대 주응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트레인게이지 측정

부위가 Fig. 15과 같이 위아래 지그 근처와 함께 중간

지역까지 6 지점을 측정하였다. 다른 실험 조건은 동일

하게 하고 에칭노즐 입구 압력은 변화시키면서 실험하

였다. 1분 동안 연속적으로 에칭액체 분사하면 기판 각

포인트의 최대 변형율이 Table 3과 같이 측정되었다. 

Table 3을 살펴보면 노즐입구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

판의 최대 변형율은 다소 증가하며, Fig. 16와 같이

40 µm기판은 얇아서 100 µm 기판보다 응력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그 근처부(1, 3,

5, 6)의 최대 변형율은 다른 부위(2, 4)보다 큰 편이라

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지그 고정부에서 응력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판

손상을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PCB 기판과 기판 고정지그에 대해서

응력해석 및 진동해석을 실시하여 현장공정에서 액체

를 분사하는 노즐의 압력으로 인한 일어날 수 있는 최

Fig. 13. Stress distribution due to nozzle pressure(Spray

angle: 25o)

Fig. 14. Experiment equipment measuring dynamic stress.

Fig. 15. Test point of dynamic stress experiment.

Table 2. Maximum principal stress according to nozzle

angle

각도(°) 5 25 45 55

최대주응력(MPa) 249 243 23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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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력과 함께 동적응력 변화를 분석하였고, 기판 손

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판 지그설계 방향을 도출하

였다. 또한 유한요소법 및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공정

중에 PCB 기판의 동적 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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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train at each point

기판두께
(µm)

입구 압력
(MPa)

기판이 평균 변형률 (µst)

(최대값−최소값)/2

1 2 3 4 5 6

100

1.0 135.9 193.5 131.4 199 172.5 215.8

1.5 209.4 239.0 182.9 216.3 210.1 250.6

2.0 260.3 225.8 222.1 264.4 214.8 248.4

40

1.0 261.4 316.2 318.4 290.9 227.3 251.8

1.5 308.0 386.6 383.0 305.4 224.4 285.3

2.0 339.0 528.3 438.3 312.7 231.5 282.8

Fig. 16. Strain of PCB substrate (Inlet pressure: 2.0M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