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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쇄회로기판에 솔더 페이스트를 인쇄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i.e., SUS)) 재질의 솔더 페이스트 

인쇄용 스텐실 마스크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솔더 페이스트가 스텐실 마스크에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솔더 페이스트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며, 스텐실 마스크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텐실 마스크 표면에 소수성을 가진 고분자 코팅을 함으로써 솔더 페이스트가 쉽게 붙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더욱 중요하게 스텐실 마스크에 전해연마 및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표면 개질을 부여함으로써 고분자 코팅의 내

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 서론  

현재 SMT (Surface Mount Technology) 산업은 제품의 소형, 경량화 실현을 위해 부품들의 고밀도 실장 구현에 관심이 집중

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품을 인쇄회로기판에 실장하기 위해서 솔더 페이스트를 인쇄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i.e., SUS)) 재질의 스텐실 마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 하지만, 솔더 페이스트가 스텐실 마스크에 쉽게 달

라붙는 현상 때문에 솔더 페이스트의 빠짐성이 나빠지게 되어 인쇄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스텐실 마스크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관련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현 연구에서는 스텐

실 마스크 표면에 소수성을 가진 고분자 코팅을 하여 표면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솔더 페이스트가 쉽게 달라 붙는 것을 감

소시키고자 하였다. 게다가, 최적화된 전해연마 및 플라즈마 처리의 스텐실 마스크 표면 개질 공정을 도입하여 고분자 코

팅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본론  

현 연구에서는 전해연마 (i.e., electropolishing)와 플라즈마 처리 (i.e., plasma treatment)를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을 개질 

하였다 (Fig. 1.). 그 후, 표면 형상 개질에 따른 고분자 코팅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 개질 전 및 후의 각각의 샘

플에 고분자 코팅을 한 후, 무진천 내마모 테스트 50000번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면 개질된 샘플에서 개질 되지 않은 

샘플보다 접촉각이 18° 정도 더 높게 나왔다(Fig. 2.). 여기서 접촉각이 클수록 표면이 소수성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곧 소수성 고분자 코팅이 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                                                      (b) 

Fig. 1. Surface morphology of stainless steel (a) without and (b) with both electropolishing and plasma treat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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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ach contact angle of stainless steels (i.e., SUS) with and without both electropolishing and plasma treatment under wear resistant test.       

 

3.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소수성 고분자 코팅을 하였을 때, 코팅층의 내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

화된 표면 개질 공정 조건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표면 개질 효과는 스텐인리스 스틸과 소수성 고분자 코팅간의 

mechanical interlocking에 의한 내구성 향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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