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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 패키지 실장 기술의 발   자 기기의 경량

화, 고집 화, 고기능화에 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하여 BGA (Ball grid array), CSP (Chip 

scale package), WLP (Wafer lever package) 등

과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 (Area array package)는 

휴 폰이나 PDA (Portable digital assistant)와 같

은 휴 용 자 기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가 용된 휴 용 자 기기는 

큰 하 에 의한 주기 인 진동이나 충격과 같은 동  

하 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신뢰성 문제에 수시로 직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 합부의 신

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면 정렬형 패키지 

합부에 한 언더필의 충진이 해법으로 용되고 있

다. 언더필은 기  상에 합된 패키지와 기  사이의 

틈에 충진된 후 경화되어 솔더 합부를 수분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계  강도를 확보하며, 패키

지와 기  사이의 열팽창계수 (Coefficient of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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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wo types of underfill with different additive contents were formula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underfill properties on the mechanical reliability of electronic packages in portable electronic 
devices. Dynamic mechanical analyses (DMA), tensile tests and shear 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underfill, such as the storage modulus (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me-
chanical strength, stiffness and modulus of toughness. In the DMA and tensile test results for cured underfill 
specimens, Underfill 1 without a flexible additive showed a low modulus of toughness, and Underfill 2 with 
a small amount of flexible additive exhibited a high modulus of toughness. For underfills with a similar Tg value, 
the underfill with the higher modulus of toughness exhibited better mechanical reliability than the underfills 
with high strength, stiffness and low modulus of toughness, due to their fracture resistance to crack pro- 
pagation. Therefore, the modulus of toughness of the underfill should be predominantly considered, when 
developing or selecting an underfill to enhance the mechanical reliability of electronic devices, rather than 
excessively high mechanical strength or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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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CTE) 불일치를 보완하여 솔더 합부의 

열 피로 괴 (Thermal fatigue failure)를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합부에 공 된 언더필은 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작용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한 

합부의 기계  보호를 제공하여 합부의 합 특성  

단 수명을 월등하게 향상 시킨다3,4). 언더필이 패키지 

합부에서 양호한 기계  보강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서는 기본 으로 높은 장탄성계수 (Storage modulus, 

E′), 유리 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높은 강도, 인성 (Toughness)  착력을 필요

로 한다. 면 정렬형 패키지의 신뢰성 특성은 언더필의 

재료 특성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자 디바이스가 

사용될 환경 조건에서의 신뢰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휴 용 자기기에 용되는 면 정렬

형 패키지의 기계  신뢰성 향상에 요하게 작용하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언더필의 합성

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변수로 한 두 종류의 언더필을 

합성하고, 동 기계분석 (Dynamic mechanical anal-

ysis: DMA), 인장  단 테스트를 수행하여 언더필

의 물성 변수를 평가하 다.

     

2. 실험 재료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언더필의 재료 특성이 자 디바이스의 기계  합 

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두 종류의 언

더필인 Underfill 1과 Underfill 2를 합성하 다. 언

더필의 합성을 해 열경화성 에폭시인 비스페놀 F와 

아민계 경화제가 바인더와 경화제로 각각 사용되었으

며, 언더필의 물성 변화를 해 Underfill 2에는 유연

화제를 소량 첨가하 다.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은 

150 ℃ 온도 하에서 10 분간 유지를 통해 경화가 완료

된다.   

2.2 실험 방법

  2.2.1 동 기계분석 

  합성된 언더필의 동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DMA를 수행하 다. DMA를 하여 30 × 10 × 2 mm 

크기를 갖는 사각 바 형상의 언더필 경화시편을 제작하

다. DMA는 외팔보 모드 (Single cantilever mode) 로 

수행하 으며 경화가 완료된 언더필 경화시편을 DMA

의 고정부에 삽입하고, 온도 범  25~180 ℃, 가열속

도 3 ℃/min, 주 수 1 Hz의 조건 하에서 온도의 변

화에 따른 정  응력 (Sinusoidal stress)에 한 언

더필 경화시편의 기계  응답을 산출하여 물성 변화를 

측정하 다.  

  2.2.2 인장 테스트

  합성된 언더필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언

더필 경화시편에 한 인장 테스트를 수행하 다. 인장 

테스트를 하여 폭 15 mm, 체 길이 70 mm, 두께 

3 mm, 게이지부의 폭 6 mm, 게이지부의 길이 25 mm

의 규격을 갖는 인장 경화시편을 제작하 다. 경화가 완

료된 언더필 인장 시편을 만능인장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의 그립부에 고정하고 상온 

환경에서 2 mm/min의 인장속도로 축 방향 인장하

을 가하며 인장 시편의 변형율 (Strain, ε)  인장 응

력 (Tensile stress, σ)을 측정하 다.   

 

  2.2.3 단 테스트

  인쇄회로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패

키지에 한 언더필의 착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PCB 상에 언더필에 의해 착된 패키지에 한 단 

테스트를 수행하 다. 단 테스트를 하여 Fig. 1(a)

에 나타낸 3.0 × 3.0 × 0.93 mm 크기의 더미 패키

지의 하부에 언더필을 도포하고 세정이 완료된 PCB 

상에 실장한 후 온도 조건 150 ℃로 10분간 가열하여 

Package

PCB

Jig

Shear direction

(a)

(b)

Fig. 1 (a) Configuration of the shear test specimen and 
(b) schematic of the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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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를 착하 다.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B 상에 패키지의 착이 완료된 후 단 테스트 장

비의 고정 지그에 PCB를 고정하고 착된 패키지의 

수평 방향으로 단 속도 10 mm/min의 단 하 을 

인가하여 언더필의 착특성을 평가하 다. 단 테스

트가 완료된 후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단계면에 한 단 

모드 분석을 수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언더필 재료의 동  기계  특성

  동  기계  특성은 주기 인 힘을 받는 상 재료의 

동  응답에 의해 측정되며, 재료의 강성과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E′와 변형에 해 소산되는 에 지를 나타

내는 손실탄성계수 (Loss modulus, E″)로 구성되는 

복소 탄성계수 (Complex modulus)로 나타난다. 한, 

E′와 E″의 비인 손실 계수 (Loss factor, tanδ = 

E″/E′)의 피크 온도 값은 상 재료의 Tg를 나타낸

다5,6).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에 한 DMA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underfill 1은 underfill 2 보다 높은 E′을 나타

내어 상 으로 높은 강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에서 나타낸 온도 변화에 따른 언더필

의 tanδ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언

더필은 비슷한 Tg (Underfill 1: 69.8 ℃, Underfill 2: 

67.9 ℃)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동일한 온도조건 하에서 Underfill 1은 열경화

성 에폭시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소량의 유연화제가 첨

가된 Underfill 2와 비교하여 상 으로 높은 기계  

강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인장 하 에서의 언더필 재료의 기계  
특성

  언더필의 탄성계수와 강성, 강도와 같은 기계  특성

은 솔더 합부에 작용하는 응력의 효과 인 분산  

기계  지지를 하여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특성들은 충분히 높은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장 테스트를 통하여 얻은 언더필 경화시편의 σ-ε 곡

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은 높은 인장강도 (50.86 ± 

2.015 MPa)와 매우 낮은 단 변형률을 나타내었으

며, σ-ε 곡선은 소성 유동이 포함되지 않은 취성 단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하여, Underfill 2는 선형 

탄성 역과 소성 유동 역으로 구성되는 -연성 

단거동을 나타내었으며, Underfill 1과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인장강도 (26.41 ± 0.502 MPa)와 큰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앞선 DMA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σ-ε 곡선에서의 선형 탄성 역의 기울기를 

통하여 Underfill 1은 Underfill 2 보다 높은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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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

하여, 재료가 완 히 괴될 때까지 흡수하는 에 지인 

인성을 의미하는 σ-ε 곡선의 면 은 Underfill 2가 

유연화제 첨가에 의한 연성 증가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넓은 면 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Underfill 

1은 Underfill 2와 비교하여 높은 인장강도와 강성을 

나타내며, 열경화성 에폭시 재료 고유의 취성과 낮은 

인성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3.3 언더필 재료의 단 특성

  자 패키지를 한 언더필 재료의 선택에 있어, 언

더필의 착력은 기계  혹은 열  하  조건 하에서 

패키지/언더필, 언더필/PCB 사이의 계면 박리 (Dela- 

mination)의 방지를 통하여 자 패키지의 기계  신

뢰성을 확보하기 해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의 PCB  패키지에 한 

착력을 평가하기 하여 단 테스트를 수행하 다. 

합성된 언더필에 의해 PCB 상에 착된 패키지의 

단강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은 Underfill 2와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단강도 (Underfill 1: 26.75 ± 

2.102 MPa, Underfill 2: 34.05 ± 2.331 MPa)를 

나타내었다. 

  언더필의 기계  강성은 솔더 합부에 한 보강 효

과를 제공하며, 강성이 큰 언더필은 응력 완화를 통해 

합부의 단을 방지한다4). 앞선 DMA와 인장 테스트

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Underfill 1이 Underfill 

2 보다 높은 기계  강성을 나타내었으나, Underfill 

1의 단강도는 Underfill 2 보다 상 으로 낮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단강도 결과의 원인을 확인하기 

하여 언더필 단면에 한 단모드 분석을 수행하

다. 고분자 착제의 단모드는 착제와 피 착제

의 계면을 따라 단이 되는 착 (Adhesive) 

단모드, 착제의 내부 역을 따라 단이 되는 응

집 (Cohesive) 단모드, 착  응집 단모드가 혼

재하며 되는 혼합 (Mixed) 단모드로 분류되며, 

착제가 우수한 착력을 확보할수록 응집 단모드의 

경향을 나타낸다7). 

  Fig. 5(a)에 나타낸 Underfill 1의 단모드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에서의 단은 

착 단모드와 응집 단모드가 혼재된 혼합 단모드

를 나타내었으며, 응집 단이 발생한 단면은 은 

수의 완만한 단층 (Shear step)을 포함하 다. 취성 

고분자 착제에서의 단은 재료 고유의 특성 (높은 

강성  낮은 인성)으로 인해 취성 재료를 열시키는 응

집 단모드보다는 계면을 따라 되는 계면 (혹은 

착) 단의 경향을 나타낸다8). 이에 반하여, Underfill 

2의 단은 부분의 면에서 응집 단모드를 나타내

었으며 소량의 착 단을 포함하 다. 한, 응집 

단이 발생한 단면은 Underfill 1과 비교하여 상

으로 거칠고 조 한 형상을 갖는 많은 수의 단층을 

포함하 다. 앞선 인장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Underfill 2는 유연화제 첨가에 의한 연성 증가

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큰 괴인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응집 단모드가 주를 이루는 단면

의 형성으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더 높은 단강도

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Underfill 1

은 비록 높은 기계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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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취성 괴 특성으로 인한 착 단 역의 증

가와 낮은 인성으로 인한 단 변형 항의 감소로 인해 

취약한 기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 용 자기기에 용되는 면 정렬

형 패키지의 기계  신뢰성 향상에 요하게 작용하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언더필의 합성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변수로 한 두 종류의 언더필을 합성

하고, DMA, 인장  단 테스트를 수행하여 언더필

의 물성 변수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를 통하여, 언더

필 재료의 강도와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반되는 취성 

괴 특성으로 인한 착 단 역의 증가와 낮은 인

성으로 인한 단 변형 항의 감소로 인해 패키지 합

부의 기계  신뢰성이 악화되며, 높은 인성을 갖는 언

더필 재료는 크  에 한 항으로 인해 높은 강

도와 강성  낮은 인성을 갖는 언더필 재료보다 뛰어

난 기계  신뢰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

와 같은 결과들을 통하여 자 디바이스의 기계  신뢰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언더필의 높은 기계  강도 

 강성이 요구되나, 지나치게 높은 강성은 언더필의 

착력  단 변형 항을 감소시켜 기계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

은 강성보다는 인성을 요하게 고려한 물성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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