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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FOWLP (Fan-Out Wafer Level Packaging)기술을 애

플사(Apple)의 고성능 AP (Application Processor)가 채택한 

것을 계기로 향후 수년간 모바일 칩 중심으로 추종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대규모 패널 패키징(Panel Level 
Packaging, PLP)은 현재까지 그 크기가 개발하는 회사마다 달라

서 규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반도체와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패키지용 PCB를 사용하지 않고도 완제품에 적용

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두께, 
전기적 성능, 열효율 등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의 장점을 대부

분 공유하며 WLP 대비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SiP (System in Package)와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 모듈로의 확장이 용이하며,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공정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단순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열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 간의 열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차이로 휨(Warpage)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휨 현상은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1,2]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을 통해 휨을 측정하고, 이를 유한요소기법으로 

예측된 값과 비교하여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파악하였고, 이때 휨

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휨의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 변화에 대해 

최적화(Optimiz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대면적 패널 패키징(PLP)
의 휨을 해석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내용을 주제로 

PLP의 휨을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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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설계 변수들을 파악하

고 ANSYS Workbench 내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휨

의 크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

한다. 휨에 대해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들 중 한 개의 변수 값에만 

변화를 주어 각 변수들의 휨에 대해 영향력을 비교 후 영향이 큰 

변수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이후 선별한 변수들에 대해 최적화기

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휨이 가장 최소화되는 값들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유한요소 모델링(FE modeling)
2.1 모델링

해석 대상인 대면적 패널 패키징(PLP)은 Fig. 1과 같이 위에서

부터 칩, EMC (Epoxy Molding Compound), 접착제 그리고 

캐리어 순으로 적층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Panel)의 크기는 400 mm × 500 mm의 직사각형 모양이다. 칩, 
EMC, 캐리어, 접착제를 각각의 파트로 모델링하였고 각각의 파

트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결합(Bonded Contact)으로 접촉조건

을 주었다. 전체 PLP에는 3,432개의 5 × 5 mm 크기의 칩이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PLP 전체를 모델링하여 해석할 경우, 전체 

패널의 크기와 칩의 개수가 많아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PLP는 대칭성을 가지므로, 해석시간의 효율성

을 위해 Fig. 2와 같이 1/4부분만 모델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 
× 250 mm의 패널과 858개의 칩을 모델링 하여 대칭(Symmetry) 
조건을 부여하였다. 각 재료의 가로, 세로 치수와 두께는 Table 
1과 같다. 

2.2 물성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각 재료의 열팽창계수(CTE), 영의 

계수(Young’s Modulus), 그리고 푸아송 비(Poisson’s Ratio) 등
과 같은 물성치가 필요하다. 사용된 각 재료의 물성치를 적용하여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재료의 물성치 범위가 요구되

며, 최적화 방법을 이용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정의 허

용 휨 변화량을 만족시키는 물성치 값들을 구해내고자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의 물성치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Matweb 사이

트[3] 및 기존 연구[1,2]와 PLP, WLP 관련 참고논문[4,11-15] 등을 

통해 PLP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물성치 범위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범위는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2.3 격자생성(meshing)
모든 칩과 EMC 부분은 멀티존(Multi Zone) 방법으로 육면체 

모양의 요소가 주로 생성되게 설정해서 격자를 생성하였고, 다
른 재료에 비해 크기가 작은 칩은 추가적으로 2.5 mm의 격자크

기(Body Sizing)를 부여하였다. 나머지 캐리어와 접착제 부분

은 열 공정 중에 제거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적다고 판단하였고, 
해석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동 격자(Auto Meshing)로 생성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생성된 본 연구의 PLP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전체 절점(Node)의 수는 159,635개이고, 요소

(Element)의 수는 36,357개이다. 격자의 생성모습은 Fig. 3에 제

시하였다.

Fig. 1 Structure of PLP layers

Fig. 2 Quarter modelling of PLP by symmetry conditions

Table 1 Dimensions of each part of PLP 

Item Dimension [mm]
Carrier 260 × 210 × 1.5

Adhesive 250 × 200 × 0.02
EMC 250 × 200 × 0.3
Chip 5 × 5 × 0.15

Table 2 Range of material properties of each part in PLP[1]

CTE
[ppm/°C]

Chip 2.6~2.9
EMC (<Tg) 6~12
EMC (>Tg) 22~47

Adhesive 6~120
Carrier (glass) 3.6~10.5

Young’s Modulus
[MPa]

Chip 131000~15000
EMC (<Tg) 18000~26400
EMC (>Tg) 450~2000

Adhesive 2.3~8.7
Carrier (glass) 71700~80000

Thickness
[mm]

EMC 0.3~0.8 
Carrier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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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P에 대한 휨 시뮬레이션
3.1 열공정 과정

패키지의 휨은 공정 중의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다. 특히 

EMC 몰딩 과정 중 큐어링(Curing)과 냉각 공정 중에 휨이 발생한

다. 또한 일반적으로 열 공정 과정에서 휨이 발생하는 이유는 적층 

되어있는 각 재료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열응력 때

문이다.
PLP에 대한 열공정 과정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므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PLP에 대한 열공정 과정은 선행연구[1]의 온도공정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 논문에 따르면 PLP는 125 °C에서의 압축

공정을 거친 후 145 °C에서 평평한 상태로 열공정 과정을 진행한

다. (이러한 설정은 Fig. 4와 같이 모든 파트에 열 조건을 부여해 

주었다.) 열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시간 동안 PLP를 

145℃에서 열을 가하여 굽는다. 둘째, 145℃에서 캐리어를 제

거 후 15분 동안 70℃로 냉각을 시켜준다. 셋째, 70℃에서 접착제

를 제거 하고, 네 번째로 70℃에서 강화 온도인 185℃까지 22분 

동안 열을 가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PLP를 185℃에서 30분간 강

화과정을 거친 후 32분 동안 25℃로 냉각시켜준다.
이러한 과정을 ANSYS WorkBench 내에서 9개의 스텝으로 설

정하였고 공정과정에서 수행되는 캐리어와 접착제의 분리과정을 

첫 번째 스텝과 네 번째 스텝에서 Element Birth & Death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3.2 해석 조건
PLP의 휨 해석시간의 효율성 및 대칭성을 적용하여 1/4로 모델

링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휨 해석을 위해 적용되는 경계조건

으로 Fig. 5과 같이 네 개의 꼭짓점 중 전체 패널의 중앙이 되는 

꼭짓점 부분에 모든 방향으로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조건(Fixed 
Support)을 주었다. 또한 대칭되는 부분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의 구속을 부여하는 조건(Frictionless Support)을 부여하였다. 

3.3 Element Birth & Death 기능
PLP의 패키징 공정과정 중 접착제와 캐리어를 제거하는 분리

(Detaching) 공정과정을 유한요소해석에서 구현하기 위해 ANSYS
내의 Element Birth & Death 기능을 사용하였다. 이 기능은 특정 

모델의 요소들을 지정된 스텝에서 활성화/비활성화시킴으로써 그 

모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기능을 145℃에서 캐리어가 제거되는 과정인 첫 번째 스텝과 

70℃에서 접착제가 제거되는 과정인 네 번째 스텝에 적용하였고 

대상은 캐리어와 접착제로 지정해 주었다. 이 기능을 통해 캐리어

와 접착제를 제거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해석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다.

3.4 모델링에 대한 검증
휨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최적화 해석을 수

행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PLP 관련 연구[1]를 조사하였고, 그 연구에 기술되어 있

는 물성치를 적용하여 해당 논문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위의 모

델링 기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320 × 320 mm PLP의 

휨에 대해 연구한 논문[1]의 모델에 앞에서 제시한 해석방법을 적용

하여 선행연구의 해석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 참고논문의 PLP에 

대한 모델링에서는 접착제 없이 칩, EMC 그리고 캐리어로 간소화

하여 모델링하였다. 열공정 조건은 논문에 명시된 대로 설정하였

Fig. 3 Meshing of a full model

Fig. 4 Selected body for thermal condition in PLP

Fig. 5 Boundary conditions of 1/4 PLP model



Hee Seung Seol et al.

206

고 재료의 물성치는 아래의 Table 3과 같으나 캐리어의 물성치는 

명시되지 않아 Matweb 사이트[16]의 Glass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시물레이션하여 해석한 결과 2.1029 mm의 

휨이 발생하였고 참조논문의 시물레이션 해석값인 2.3677 mm의 

휨 발생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앞서 적용한 모델링 기

법이 적합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미소한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의 모델을 간소화하여 모델링하였던 점과 캐

리어의 물성치가 명시되지 않아 Matweb 사이트[16]의 물성치를 사

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휨 변위 해석
4.1 최적화 과정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휨 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11]에 따르면 재료 간의 휨

에 관한 식(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이 식에서 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계 변수는 EMC의 열팽

창계수, 영의 계수, 두께와 칩의 열팽창계수, 영의 계수, 두께와 접

착제의 열팽창계수, 영의 계수, 두께와 캐리어의 열팽창계수, 영의 

계수, 두께로 총 12개가 존재한다. 12개의 변수들 중 칩은 선 공정

에서 순수한 실리콘으로 가공되어져 오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과정인 후 공정에서 칩의 물성치나 칩의 크기를 변화 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칩의 영의 계수, 열팽창계수, 두께 등은 고정된 값

으로 두고 변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재료들의 두께들은 증

가할수록 휨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선행연구[1] 통해 확인하였

다. Fig. 6과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모델에서도 캐리

어와 EMC의 두께만을 변화시킨 결과로 앞선 연구 논문[1,2]과 동일

한 결과를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재료의 두께들

은 변수에서 제외하고 고정된 값으로 두었다. 따라서 EMC의 영의 

계수, 열팽창계수, 캐리어의 영의 계수, 열팽창계수, 접착제의 영의 

계수, 열팽창계수 총 6개의 변수들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때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EMC의 영의 계수와 열팽창계수는 

공정주변온도(Environment Temperature)인 125 °C에서의 상수

값으로 대체하였다.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 Table 2의 재료 물성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설계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로 두고 설계점(Design Point)
을 형성하여 휨에 큰 영향력을 주는 설계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된 변수들에 대한 설계점들을 재설정하여 반응 표면 곡

선과 변수들의 휨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를 확인하였고 휨과

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

여 원하는 목표의 휨 이하의 값을 얻기 위해 앞서 선별된 설계 

변수를 동시에 변화시켜 최적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설계 변수

들의 조합들을 찾았다. 최적화 프로그램은 ANSYS Workbench 
내의 Design Exploration을 이용하였다.

4.2 설계 변수의 변화에 대한 영향 및 해석
전술한 PLP의 설계 변수들 중 휨에 영향력이 큰 변수를 선

별하기 위해 ANSYS Workbench 내의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을 이용하여 각 설계 변수의 범위 내에서 설계점을 

형성해 휨의 경향을 비교해보았다. 한 가지 변수의 값만 변화시키

면서 휨의 변화크기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른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each part of PLP in the previous 
research[1]

Item EMC Chip Carrier
CTE [ppm/°C] 6 2.8 4

Young’s modulus [MPa] 25000 131000 64000
Poisson ratio 0.28 0.28 0.3

Thickness [mm] 0.6 0.5 1.1

Fig. 6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thickness of EMC

Fig. 7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thickness of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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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값들을 고정한 다음 캐리어의 영의 계수 값만을 변화시켰을 

때의 휨 변화양상은 Fig. 8과 같다. 주어진 물성치 범위 내에서 

캐리어의 영의 계수가 증가할수록 휨은 4.5302 mm에서 3.7644 
mm까지 약 0.7638 mm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캐리어의 열팽창 계수를 변화시킨 결과는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리어의 열팽창계수가 증가할수록 휨은 4,1969 mm에

서 4.3424 mm까지 약 0.1455 mm 증가하였다. 세 번째는 접착제

의 영의 계수를 변화시켰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접착제의 

영의 계수가 증가할수록 3.2667 mm에서 4.2668 mm까지 약 

1.0001 mm 증가하였다. 네 번째는 접착제의 열팽창계수를 변화

해석을 수행하여, Fig. 11과 같이 접착제의 열팽창계수를 증가시

켰을 때 4.2665 mm에서 4.2691 mm까지 약 0.0026 mm 증가하

여 그 결과의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EMC

의 영의 계수를 변화시켜 Fig. 12와 같이 EMC의 영의 계수가 증

가할수록 4.5178 mm에서 5.7119 mm까지 약 1.1941 mm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MC의 열팽창계수 값을 변화

시킨 해석에서는 EMC의 열팽창계수가 증가할수록 0.4452 mm에

서 4.2745 mm까지 약 3.8293 mm 증가한 것을 Fig. 1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결과 값을 통해 상대적으로 변수의 변화에 따른 

휨 변화량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변수를 캐리어의 영의 계수, 접착

제의 영의 계수, EMC의 영의 계수, EMC의 CTE 등 4개로 압축

할 수 있었다. 4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실험계획법을 통해 설계점

을 다시 형성하였다. 설계점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서는 Optimal 
Space Filling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실험

계획법인 Central Composite Design과 Box-Behnken Design 
방법에 비해 변수영역에서 노이즈를 잘 잡아줄 수 있고 Latin 

Fig. 8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Young’s modulus of carrier 

Fig. 9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CTE of carrier

Fig. 10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Young’s modulus of adhesive

Fig. 11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CTE of adhesive

Fig. 12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Young’s modulus of EMC

Fig. 13 Result of analysis by changing CTE of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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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cube Sampling에 비해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변수영역을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점 개수를 임의로 설정하여 

계산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

4.3 설계 변수의 반응 표면 생성
다음은 반응 표면 법(Response Surface)을 이용하여 4.2에서 

선별된 4개의 주요 설계 변수에 대한 반응표면을 형성하였다. 반응 

표면법은 실험계획법에서 형성한 설계점을 바탕으로 설계영역 내

에서 실제 계산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반응표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응 표면 방법은 ANSYS내의 Genetic Aggregation을 선택하였

다. 그 이유는 반응표면을 생성하면서 비교 검토를 통해 매끄럽고 

정확성 높은 반응표면 곡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응 표면법을 통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2D, 2D Slide 또

는 3D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다. Fig. 14는 접착제의 영의 계수, 
EMC의 열팽창계수 등 두 가지 입력변수와 휨 변화량의 최댓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한 반응표면 그래프를 보여준다. 반응표면 그래프

를 통해 입력변수에 대한 출력변수의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5의 민감도 그래프와 같이 입력변수가 출력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를 막대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 휨 변화량에 어

떤 변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4.4 ANSYS WorkBench의 최적화 기법 
4.2에서 선정된 4개의 설계 변수를 가지고 최적화 기법을 적용

하여 실제 휨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4개의 설계 

변수들에 대한 제약조건을 부여하거나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원하

는 출력값을 얻기 위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최적화 기법에는 

총 여섯 가지가 존재하며 목적함수가 하나일 경우 NLPQ, MISQ
를 사용하고 목적함수가 다수일 경우 Screening, MOGA을 사

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휨 변위라는 하나의 목적

함수만 갖기 때문에 Screening과 MOGA 방법을 고려하였다. 
Screening 방법의 경우 난수 생성에 의한 비 반복적인 샘플링 방

법으로 설계영역의 전역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MOGA의 경우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색을 수행

하고 주어진 전체의 영역에서 최적 값을 찾는데 효율적이며 정확

성이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MOGA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MOGA 방법을 이용하여 PLP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

로 가기 위해 선행연구의 최대 허용 휨 변화량인 2 mm[1]를 목적함

수로 설정한 후 최적화를 진행하여 선별된 후보점(Candidate 
Point)은 Fig. 16와 같다. 이와 같이 목표 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입력 변수 값의 최적의 조합들을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크기나 규격은 개발하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면적 패널의 패키징(PLP) 공정 

과정에서 휨의 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

적화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설계 변수들의 휨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 후 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를 4개로 압축하였

다. 이후 입력변수로 4개의 선별된 설계 변수들을 설정하고 출력변

수로 대면적 패널의 최대 휨 변위량을 선행연구를 통해 2 mm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 주어진 범위내의 입력변수 값으

로 원하는 출력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PLP의 설계 변수들 중 캐리어의 영의 계수, 접착제의 영의 

계수, EMC의 영의 계수, 열팽창계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을 확인하였다. 둘째, 반응 표면법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들의 휨에 

Fig. 14 Result of 3D response surface graph

Fig. 15 Sensitivity graph of 4 design parameters of PLP

Fig. 16 Three candidates points for warpage of 2 mm in PLP 
by the optimization in 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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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D 또는 3D 반응표면 그래프를 

통해 설계 변수들이 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민감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계 변수들 중 어떤 요소가 대면적 패널의 휨

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비교,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 변수 값들의 최적의 조합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제
품의 불량률을 최소로 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대면적 패

널은 약 2 mm 이하의 휨을 가져야한다면 이때 최적화 기법을 적

용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 변수 조

합들을 찾아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큰 네 개의 설계 변수를 입력변수로 두

고 원하는 결과 값을 얻기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였지만 필요에 따

라 제외시켰던 설계 변수들 또한 입력변수로 설정하여 원하는 범

위 내에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휨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최적화 기법을 통해 대면적 패널의 휨

에 대한 목표값에 근접할 수 있는 재료들의 물성치나 두께값의 조

합들을 추출하고 실제 제작 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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