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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oT products of various and specialized fields are being developed and 

produced. Especially, the gener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 technology Multilayer substrates and 

packaging technologies in the notebook, mobile device, display and semiconductor component industries are 

demanding the need for flexible materials along with miniaturization and thinning. To do this, this work use 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which is a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PCB), to implement FPCB (Flexible PCB), 

COF (Chip on Film) Use is known to be essential. In this paper, I propose a transfer device which prevents the 

occurrence of scratches by analyzing the mechanism of wrinkle and scratch mechanism during the transfer process of 

thin film material in which the thickness increases while continuously moving in air o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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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다양하고 특화된 분야의 

IoT 제품들이 개발 생산되고 있다[1]. 특히 기존의 인터넷 

및 전자기기등이 모바일 환경에서 초연결되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이 주도하게 되는 산업의 세대

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들의 핵심은 제어부를 

담당하게 되는 코어 반도체 및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디

스플레이 부분이며 다양한 기능의 전자부품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전력소모와 외형크기 등이 제한요

소로 작용하게 된다[2-5]. 

노트북,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품의 산

업에서 다층기판과 패키징 기술은 소형화, 경박화와 더불

어 플렉서블 소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6]. 이를 위

해서는 기존의 PCB (Printed Circuit Board)에서 FPCB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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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COF(Chip on Film), TAB(Tap on Bonding) 등을 구현하기 

위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즉, 연성동박적층필

름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본 논문에서는 공기 또는 용액내를 연속적으로 이동하

면서 두께가 증가하는 박막형태 필름재료의 이송과정 중 

주름 및 scratch 발생 메커니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

한 해석을 통하여 scratch 등의 발생을 막아주는 이송장치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해석 및 실험 방법 
 

전자회로기판은 근래 들어 전자제품의 경박단소 경향

에 따라 주로 경성 기판을 중심으로 부품삽입에서 표면 

실장으로, 양면에서 다층으로, 회로의 미세화, 후판에서 

박판으로, 일반소재에서 친환경 소재로 발전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mobile기기 및 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경성 기

판에서 연성기판으로 표면실장에서 부품내장으로,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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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HDI (High Density Interconnection)로, 박판에서 coreless로, 

미세화에서 미세화+방열화로, 친환경 소재에서 저손실 

친환경소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8,9]. 

Fig. 1과 같은 연성 기판은 단단한 경성기판과 달리 자

유롭게 휘어질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회로 구현이 가

능하여 휴대폰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IoT와 Wearable 기기의 출현으로 그 적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10,11]. 

 

 
 
Fig. 1. Flexible Printed Board for IoT device, mobile and 

wearable device.  

 

연성기판에서는 적용되는 소재가 중요한 요소인데 기

존의 3층 FCCL에서 굴곡특성이나 두께면에서 우수한 2

층 FCCL과 저유전율 소재의 접목이 필요하다. 

Fig. 2에서는 이러한 2층 FCCL 생산의 흐름도와 표면 개

질방법의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The schematic diagram and flow chart of 2-layer 

FCCL production and structure diagram of surface 
modification method. 

 

Roll-to-roll 박막 필름의 제조에서는 이송되는 롤러의 구

조 및 표면과 이송 장치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인장력으

로 인하여 Fig. 3과 같이 필름의 표면에 함몰, 돌기등의 다

양한 형태의 표면거칠기가 발생할 수 있다. 

 

 
Fig. 3. Various types of scratches, such as depressions and 

protrusions, that can occur on the film surface. 

 

박막 필름의 표면 물성에 대한 특성을 롤러에 의해서 

가해지는 3차원적인 인장력에 의한 필름에서의 스트레스 

분포를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온도, 압력 및 두께에 따른 

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상묭 시뮬레이션 툴인 

Ansys를 이용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12]. 

 

  
 

 
 

  
Fig. 4. Simulation results for temperature, pressure and 

thickness using ANSYS commercial tool. 

 

다음으로는 실험적으로 필름 종류에 따른 표면 거칠기

와 동박 밀착 강도를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다양한 적용

가능한 필름 유형별에 따른 결과적인 필름의 표면 평탄

율을 구할 수 있다. 기존의 스퍼터링 또는 캐스팅 방법으

로 구현된 박막과 비교하였을 때, 향상된 표면 물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비교 대상인 유사 필름의 성능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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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실험적 결과 사

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 and adhesion strength 
of copper foil according to film type. 

 

3.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의한 박막필름의 특성을 Table 1에서 나타내

었다. 박막필름의 특성은 PI 필름 두께, Cu 두께, Cu 막의 

균일도, Peel Strength, Folding Endurance, Dimensional Stability, 

Solder Float Resistance 및 화학약품 내부식성 등이다. 

 
Table 1. Properties of Thin Film Characteristics 

 
 

Fig. 6과 Fig. 7에서는 여러 시험대상의 필름에 대하여 시

간에 따른 Peel Strength 분포와 시험력에 따른 변위를 나타

내고 있다. 

 

 

 
Fig. 6. Peel strength analysis for various film types over 

time. 

 
 

 
Fig. 7. Displacement analysis according to test force for 

various film typ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박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필름재

료의 표면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Direct Metalization 

공법에 의한 2층 연성동박적층필름(FCCL)의 제조에 대한 

양산급의 기술을 확보한다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FPCB 

및 COF용 소재생산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생산기술을 보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단순하게 2층 FCCL 생산기술로의 응용뿐만 

아니라 첨단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산업분야에서 수요량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고분자 필름 및 전자

파차폐용 PET-Cu 기능성필름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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