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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는 기판의 형태에 따라 판모양의 기판인 

리지드 기판(Rigid PCB), 필름상의 연성 기판 

(Flexible PCB: FPCB)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기판의 배선종류에 따라 단면, 양면, 다층기판 

등으로 구분된다. 기판(기재)의 재질에 따라 

유기재료, 금속재료, 무기재료 기판 등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유기재료 기판이 사용되고 

있다. 

FPCB 용의 절연기판에는 동박을 접착한 

폴리이미드 필름(Polyimide Film)이 주로 

사용된다. 폴리이미드 필름과 동박의 접착을 

위해 접착제를 끼운 3 층 구조가 일반적이나 

접착층을 생략한 2 층 구조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FPCB 는 초기에 리지드 기판의 굴곡이 

요구되는 부위에 단순 접속용으로 사용 

되었지만, 최근에는 FPCB 의 적용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Fig. 1 Sectional structure of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 

최근 전자제품이 소형화 및 경량화가 

되면서 FPCB 는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서 카메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캠코더, mobile phone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층 박판 FPCB 는 Mobile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고집적화, 다기능화 

추세에 맞추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PCB 의 생산공정은 동박과 커버층(Cover 

Lay: C/L) 재단, CNC Drill, 동도금, 정면, 

D/F 밀착, D/F 노광, D/F 현상, D/F 부식, D/F 

박리, C/L 가공, 가접, Hot Press, 표면처리, 

인쇄, Piercing, BBT 검사, Press, 검사, 

포장으로 이루어진다. 

FPCB 소재가 박판 연성화 될 뿐만 아니라 

다층 구조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FPCB 의 

Build-Up 공정에서 적층된 FPCB 를 

열압착(Hot-Press)하여 접합할 때 접합 소재 

성분이 녹으면서 가스 성분이 새어 나오게 

되는데, 새어 나온 가스가 적층된 FPCB 사이에 

들어가면 미세화 회로 패턴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양질의 FPCB 의 회로 형성을 위해서는 

적층공정에서 완충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양질의 FPCB 의 회로 형성을 위해서 

층간에 이형필름(Release Film)이 삽입 되어야 

하며, 이형 필름의 역할은 가스 성분의 이동을 

막고, 동시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여 FPCB 의 

회로 형성이 잘 형성되도록 하는데 있다. 완충 

및 보호 역할을 하는 이형필름은 FPCB 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압착 공정에서 이형필름 접착력 향상을 위한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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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에 PVC, 상층에 PET, 하층에 이형필름을 

사용하여, 3~4 겹을 이루어 접합 작업을 

한다(그림 2). 

본 연구에서는 FPCB 생산 공정인 Build-Up 

공정에서 적층된 FPCB 를 열압착으로 접합할 

때 사용되는 이형필름의 접합 공정에서 이형 

필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음파 융착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2. 열압착 공정 개요 
 

열압착 공정은 가접이 완료된 제품을 

라미네이션(Lamination)에 필요한 필름을 

사용하여 각 모델의 특성에 맞게 적층(Lay-

Up)하여 초기압과 본압, 그리고 온도를 

설정하고 동박과 커버층을 완전히 경화, 

밀착시키는 작업이다. 모든 공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라미네이션 공정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제품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산 전에 여려 차례에 걸쳐 시험을 완료하고 

열압착 조건을 완벽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수지흐름, 층간박리와 열 충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초음파 융착 조건 개발 
 

적층이 완성된 제품은 접합 모듈에서 필요 

부위에 제품의 손상이나 찢어짐이 없이 

이형필름을 접합해야 한다. 이때 이형필름의 

융착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PVC, PET, 

이형필름 소재의 특성에 맞는 접합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 3 은 사용된 초음파 

융착기를 나타내며, 그림 4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정조건 수행결과(융착부)를 나타낸다. 

접착력이 0.1kgf/㎟ 이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Fig. 2 Release film configuraton for FPCB lay up 

process 

 
Fig. 3 Ultrasonic welding system for bonding of PVC, 

PET, and release film 
 

  
Fig. 4 Bonded release film by ultrasonic welding 

proces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FPCB 생산 공정인 Build-Up 

공정에서 적층된 FPCB 를 열압착으로 접합할 

때 사용되는 이형필름의 접합 공정에서 이형 

필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음파 융착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공정조건 수행결과 

융착부의 접착력이 0.1kgf/ ㎟  이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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