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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요약

(1) 내열성 백킹 필름 층; 및

(2)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배치된 감압성 접착제 층

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은 탄소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

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함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중합 및 가교시켜 생성된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글리

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단량체 총중량의 2 내지 13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단량체 총중량

의 1 내지 7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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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a

색인어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감압성 접착제 층, 백킹 필름 층, 리드 프레임, 접착제 잔류, 이형성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열성 마스킹 재료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백킹 층상에 아크릴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감압성 접착제 층을 갖는 감압성 접착제 테이프가 공지되

어 있다. 이는 상기 아크릴 감압성 접착제가 일반적으로 내후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크릴 감암성 접착제가 가

교되는 경우, 내열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교-타입 아크릴 접착제의 예가 미국 특허 3,284,423에 개시되어 있

다. 상기 가교-타입 아크릴 접착제는 (a) 탄소수 6 내지 15의 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35 내지 75중량%; (b) 메틸 아크릴레

이트 또는 에틸 아크릴레이트 10 내지 60중량%; (c) (메트)아크릴산, 이타콘산, 또는 크로톤산과 같은 산 성분 0.1 내지 10

중량%; 및 (d)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 0.1 내지 10중량%를 함유하며, 실온에서 자가-가교되거나 가열시 가교된다.

결과로서, 상기 가교-타입 아크릴 감압성 접착제는 고온에서 응집력과 지지력 모두, 및 충분히 높은 접착력을 가질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1 내지 3중량%의 양으로 존재하여, 상기 가교-타입 감압성 아크릴 접

착제에 원하는 응집력을 부과한다. 이 타입의 감압성 접착제는 단량체 성분으로서 메틸 아크릴레이트 또는 에틸 아크릴레

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가교후에조차 높은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특허 2955095호는 (메트)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단량체를 카르복실기-함유 공중합성 단량체와 공중합시켜

유도된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공중합체는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또는 폴리글리시딜 아민과 같은 2 이상의 에

폭시기를 갖는 에폭시 화합물에 의해 가교되고, 경화후의 감압성 접착제는 0.8 내지 4.0 kgf/cm2의 10% 탄성률을 갖는 것

인 표면 보호 필름용 감압성 접착제를 개시한다. 상기 감압성 접착제가 수지 보드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기

재되어 있다. 또한, 이것이 접착제의 탄성률을 0.8 kg/cm2 이상으로 조절함으로써 수지 보드로부터 감압성 접착제를 갖는

보호 필름의 고속 이형을 가능하게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접착 강도 및 사용중 접착 강도, 및 사용 후 접

착제의 이형을 가능하게 하는 응집력의 두가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사용시 충분한 접착성을 제공할 수 있고 사용후 접착성을 감소시켜 용이하게 이형 또는 제거될 수 있는 감압성 접착

제가 제안된다. 일본 특허 공개 10-25456는 가열시 용이하게 이형되어 제거될 수 있는 감압성 접착제 시트를 개시한다.

상기 일본 특허 공개 10-25456에 개시된 감압성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점착성 베이스 중합체 100 중량부, 열경화성 화합

물 10 내지 900 중량부 및 열중합개시제 0.1 내지 10 중량부를 함유하는 감압성 접착제 층을 포함한다. 상기 감압성 접착

제 시트의 베이스 중합체는 사용시에 강한 접착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상기 감압성 접착제 시트가 사용후 일단 열처

리될 때, 상기 접착력은 감소되어 감압성 접착제 시트를 용이하게 이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열경화성 화합물은

유기 퍼옥사이드와 같은 열중합 개시제의 존재하에 30 내지 150 ℃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3차원적으로 가교되며, 따라

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시트의 접착성을 감소시킨다. 적어도 2개의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저분자량 화합물 또는 올

리고머가 통상적으로 열경화성 화합물로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저분자량 화합물 또는 올리고머는 경화되지 않고

감압성 접착제 층에 잔류할 수 있어, 이는 이형시 접착성의 잔류를 야기한다. 또한, 사용시에 가교되지 않기 때문에, 응집

력이 낮아 재배치될 수 없다. 접착제가 플라즈마 처리와 같은 가혹한 조건을 거치게 되는 경우, 접착제의 잔류를 야기하는

접착제의 응집력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칩-스케일 패키징의 제조와 같은 곳에 사용되는 리드 프레임용 마스킹 테이프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는 가혹한 조건을 견

딜 수 있는 감압성 접착제 테이프가 요구된다. 예컨대, 피부착체에 충분한 초기 접착성 및 재배치성을 위한 응집력을 가지

는, 장시간동안 고온에서 열처리시 및 플라즈마 처리시에 안정적인 접착 강도를 가지는, 그리고 이어서 접착제 잔류없이

용이하게 이형될 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로서의 감압성 접착제 테이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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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약

일 실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1) 내열성 백킹 필름 층; 및 (2)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배치된 감압성 접착제 층을 포

함하며, 여기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은 탄소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트)아

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함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중합 및 가교시켜 생성된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단량체 총중량의 2 내지 13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단량체 총중량의 1

내지 7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f는 쿼드 플랫 논-리드 (QFN) 칩 스케일 패키지의 제조 공정 흐름 다이어그램의 일실시태양을 나타낸다.

기호

1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2 내열성 백킹 필름 층

3 감압성 접착제 층

11 리드 프레임

12 다이-본딩 접착제 테이프

13 반도체 칩

14 밀봉 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정 감압성 접착제 층을 갖는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재배치성일 수 있으며, 사용 후 충분한 접착 강도를 가지고, 열처리

또는 플라즈마 처리의 작용 등에 의해 접착 강도를 증가 또는 이형시키지 않으며, 사용 후 접착제의 잔류없이 이형될 수 있

다.

용어"(메트)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레이트 또는 메타크릴레이트를 의미하고, 용어"(메트)아크릴"는 아크릴 또는 메타크릴

을 의미한다. 또한, 용어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필름, 시트,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방식으로 설명될 것이다. 당업계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이들 실시

태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내열성 백킹 필름 층 및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배치된 감압성 접착제 층을 포함

한다.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은 감압성 접착제 층을 지지한다.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은 단지 하나의 전체 표면상에

또는 그의 부분 표면상에 아크릴 감압성 접착제 층을 지지할 수 있거나, 또는 전체 표면 또는 그의 부분 표면의 양쪽 측상

에 감압성 접착제 층을 지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을 위한 재료는, 마스킹 테이프가 사용시에

조우하는 온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된다. 예컨대, 공정 동안 조우하는 온도가 170 ℃ 미만일 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트 (PET)가 바람직한 내열성 백킹 필름 층으로 선택될 수 있다. 상기 공정 온도가 170 내지 200℃일 때, 바람직한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은 폴리에테르 이미드, 폴리에테르 술폰,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또는 폴리페닐렌 술피드 필름이다. 또한,

공정 온도가 200 ℃ 이상일 때, 바람직한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은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폴리아미드이미드, 또는 폴리이

미드 필름이다. 입수성 및 화학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특히 PET,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폴리페닐렌 술피드 및 폴리이

미드가 높은 다변성으로 인해 바람직하다. 취급성 및 유용성을 고려할 때,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은 바람직하게는 1 내

지 250 ㎛의 두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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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성 접착제 층은 탄소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

아크릴산을 포함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중합 및 가교시켜 생성된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중합은 아크릴 단량체 중의 탄소

-탄소 이중결합의 자유-라디칼 중합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가교는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의 글리시딜기 (에폭시

기)와, (메트)아크릴산 중의 카르복실기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상기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단량체 총 중량

의 2 내지 13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단량체 총 중량의 1 내지 7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글

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의 양이 2 중량% 미만이거나 (메트)아크릴산의 양이 1 중량% 미만인 경우, 감압성 접착제의 내

열성이 낮아지고, 잔류 접착제가 열처리 후 피부착체상에 남게 될 수 있다. 한편,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의 양이 13

중량% 초과하거나, (메트)아크릴산의 양이 7 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접착제의 피부착체에 대한 접착력이 낮고 접착제가

사용시에 박리될 수 있다. 피부착체에 대한 접착력과 감압성 접착제 층의 응집력 사이의 좋은 균형의 관점에서,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단량체의 총 중량의 2 내지 10 중량%의 양으로 함유되고, (메트)아크릴산은 더

욱 바람직하게는 단량체의 총 중량의 1 내지 5 중량%의 양으로 함유된다.

단량체 혼합물은 탄소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를 함유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상기 탄소

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로는, 예컨대 n-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

옥틸 아크릴레이트,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2-메틸부틸 아크릴레이트, 이소아밀 아크릴레이트 또는 n-옥틸 아크릴레

이트와 같은 C4-8 알킬 아크릴레이트; 이소옥틸 메타크릴레이트, 2-에틸헥실 메타크릴레이트, 도데실 메타크릴레이트 및

(또는) n-옥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C8-15 알킬 메타크릴레이트가 포함된다. 상기 단량체 혼합물이 바람직하게는 탄소

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함하나, 본

발명의 효과가 부여되는 한 기타 단량체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그러한 코모노머의 예로는, 0 ℃ 이상의 유리 전이 온도

를 갖는 (메트)아크릴레이트가 포함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메틸 (메트)아크릴레이트,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n-부틸 (메

트)아크릴레이트, 이소보르닐(메트)아크릴레이트, 스테아릴 (메트)아크릴레이트, 시클로헥실 (메트)아크릴레이트 또는 라

우릴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히드록시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히드록시프로필 (메트)아크릴레

이트 또는 히드록시부틸 (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히드록시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아크릴아미드, 디메틸아미노에

틸 (메트)아크릴레이트, N-비닐 피롤리돈, 2-히드록시-3-페녹시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디메틸아미노프로필아미드, N,N-

디메틸아크릴아미드, 이소프로필아크릴아미드, 또는 N-메틸올아크릴아미드와 같은 극성 단량체가 포함된다.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0 ㎛의 두께를 가진다.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이 0.5 ㎛ 미만의 두께를

가질 때, 상기 얻어진 필름은 피부착체에 접촉할 때 합치하기 어렵고 사용중 이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

이 100 ㎛ 초과의 두께를 가질 때, 감압성 접착제 층의 코팅 후 용매를 충분히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또는 접착제 층

이 열처리될 때 거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과 감압성 접착제 층 사이의 접착성 (고정 특성)이 열악한 경우, 피부착체로부터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를 이형할 때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과 감압성 접착제 층 사이에 탈적층화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경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의 한 표면이, 감압성 접착제 층으로 고정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용이한

결합을 위한 표면 처리를 거칠 수 있다. 표면 처리의 바람직한 예는, 코로나 방전 처리, 화염 처리, 플라즈마 처리 또는 자외

선 조사 처리와 같은 물리적 처리; 또는 습식 화학 처리가 있다. 코로나 방전 처리가 특히 바람직하다. 코로나 방전 처리를

거친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층이 시판중이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면 처리가 수행되지 않거나 표면 처리후에도 고정 특성이 열악한 경우에는, 프라이머 처리가 고정 특성을 추가로 개선하

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프라이머 처리는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내열성 백킹 필름 층 및 감압성 접착제 층 모두와 우수

한 접착성을 갖는 코팅 층 (프라이머 층)을 제공하는 처리를 지칭하며, 여기서 감압성 접착제층이 상기 프라이머 층상에 제

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프라이머 층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 ㎛이다. 상기 프라이머 층의 두께가 0.1 ㎛ 이

하인 경우,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한편, 두께가 2 ㎛ 이상인 경우,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의 용매 또는 화학적 투과 및

탈적층화, 및 피부착체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감압성 접착제 층이 배치되는 측에 반대인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의 표면은 이형 처리를 거칠 수 있다. 상기 반대측 표면이

이형처리를 거치는 경우,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권취형 테이프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이형 처리의 이형제

로서, 예컨대, 실리콘 이형제, 불소 이형제, 장쇄 알킬기를 갖는 (메트)아크릴 이형제, 및 장쇄 알킬기를 갖는 비닐 에테르

이형제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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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악영향이 없는 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은 항산화제, 자외선 흡수제, 충진제 (예컨대, 무기 충

진제, 전도성 입자 또는 안료), 왁스와 같은 윤활제, 점착제, 가소제, 경화 촉진제 및 형광 염료와 같은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다음, 상기한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의 제조 방법의 예가 설명된다.

우선, 상기 단량체 혼합물이 중합된다. 상기 단량체 혼합물은 아조 화합물 또는 퍼옥사이드계 중합 개시제의 존재하에 라

디칼 중합될 수 있다. 중합 방법으로서, 종래 공지된 중합 방법, 예컨대 용액 중합법, 에멀젼 중합법, 현탁중합법, 벌크 중합

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방법 중에서, 용액 중합법이 특히 바람직한데, 이는 감압성 접착제 층이 중합후 얻어진 중합

체를 함유하는 용액을 코팅 및 건조시킴으로써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용액 중

합은 통상적으로 1 내지 24 시간의 중합 시간 동안 30 내지 80 ℃의 중합 온도에서 질소 분위기하에서 수행된다. 상기 제

조된 중합체는 유기 용매에 용해되어 코팅 용액을 제조한다. 유기 용매로서,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에테르 케톤 (MEK),

톨루엔,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코팅 용액이 다이 코팅 방법, 나이프 코팅 방법, 바 코팅

방법 또는 기타 종래 공지된 코팅 방법에 의해 내열성 백킹 필름 층 상에 균일하게 코팅된다. 코팅 용액의 대부분이 상기

중합체와 용매만으로부터 제조되기 때문에, 균일한 코팅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어서, 내열성 백킹 필름 층과 함께

코팅 용액을 건조시킴으로써 용매를 제거한다. 이어서, 중합체의 가교가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의 중합체를 가열함으로써

수행된다. 건조 단계는 또한, 100 ℃ 미만의 온도, 또는 그 이하로 가열함으로써 가교 단계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다르게

는, 가교는 건조 단계동안 예비적으로 수행되고, 이어서 추가적인 가열 단계 동안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가교는, 중합체 중

의 글리시딜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가교는 반드시 완전히 종결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충분한 접착 강도 및 사용 후 이형성을 수시간 내지 약 3일동안 60 내지 100 ℃의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시킴으로

써 얻을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가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는 리드 프레임 상의 반도체 칩이 몰딩에 의해 커버될 때, 에폭시 몰딩 화합물의 누출을 방

지하기 위해 구리 기판 또는 니켈-팔라듐 알로이 기판에 적층되는 마스킹 테이프로서 유용하다. 도 1은 쿼드 플랫 논리드

(Quad Flat Nonlead (QFN)) 칩 스케일 패키징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흐름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우선, 내열성 백킹 필

름 층(2) 상에 감압성 접착제 층(3)을 갖는 본 발명의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1)가 제조된다. 상기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1)

및 리드 프레임(11)이 적층되어 리드 프레임(11)의 후면측이 마스킹 테이프(1)의 감압성 접착제 층(3)과 접촉하도록 된다

(단계 (a)). 따라서, 이후의 단계에서 리드 프레임(11)의 개구를 통해 몰딩 화합물이 리드 프레임(11)로부터 그의 후면측으

로 흐르는 것이 방지된다.

다음, 상기 리드 프레임(11)은, 리드 프레임(11) 상에 부착된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아르곤 플라즈마, 아르곤/산소 플라

즈마, 아르곤/수소 플라즈마, 아르곤/질소 플라즈마와 같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세정된다 (단계 (b)). 이 때, 플라즈마가

리드 프레임의 개구를 통해 본 발명의 마스킹 테이프(1)의 감압성 접착제 층(3)에 충격을 주기는 하지만, 마스킹 테이프(1)

의 감압성 접착제 층(3)은 이형되거나 또는 접착 강도에 과다한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다이-본딩 접착제 테이프(12)가 리드 프레임(11) 상에 코팅되고, 반도체 칩(13)이 그위에 장착되고, 다이-본딩 접착

제 테이프(12)가 가열에 의해 경화된다 (단계 (c)). 다이-본딩 접착제 테이프(12)은 통상적으로 에폭시계 열경화성 접착제

이며, 약 수분 내지 1시간 동안 180 내지 240 ℃의 온도에서 처리함으로써 경화된다.

단계 (b)에서 수행된 바와 같은 플라즈마 세정 후, 와이어-본딩이 행해진다 (단계 (d)). 상기 와이어-본딩은 통상적으로 칩

상의 전극 패드를 리드에, 금 와이어와 같은 금속 와이어에 의해 전기적 연결시키는 것이다. 상기 와이어-본딩은 예컨대,

칩상의 전극 상으로의 스파크 및 열-프레싱에 의해 금 와이어와 같은 금속 와이어를 용융시켜 행해진다. 이 공정동안, 적

층체는 180 내지 210 ℃, 특정 경우에는 200 내지 240 ℃로 가열될 수 있다.

이후, 수지-밀봉 단계가 오버-몰딩 화합물을 사용하여 수행된다(단계 (e)). 상기 오버-몰딩 화합물은, 예컨대 에폭시계 열

경화성 수지이다. 유동화 수지가 약 160 내지 240 ℃로 가열함으로써 밀봉 수지(14)로 경화된다.

다음, 리드 프레임(11)에 부착된 마스킹 테이프(1)가 이형된다 (단계(f)). 본 발명의 마스킹 테이프(1)의 특성은 고온 열처

리 및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상기 테이프는 안정적인 접착 강도를 유지한다. 결과로서, 탈적층화되거나,

접착강도에서 과도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이형을 위한 충분히 낮은 접착 강도 및 접착제의 충분히 높은 응집

력으로 인해, 리드 프레임(11)상에 이형시 접착제 잔류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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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테이프(1)를 이형한 후, 통상적인 단계가 얻어지는 바디에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그것은 솔더 플레이팅, 다이싱-

테이프 상에 고정되고, 개별 패키지로 다이싱된다.

실시예

본 발명은 실시예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당업계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

이다.

실시예 1 내지 3 및 비교예 1 내지 6

1. 아크릴 공중합체의 합성 및 감압성 접착제 전구체 용액의 제조

이하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조성비를 갖는 아크릴 공중합체를, 30%의 고형 함량에서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서 제조

하였다. 개시제로서, V-65를 단량체 기준으로 0.25 중량%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질소 퍼징 후 20시간동안 워터 배쓰에서

50℃에서 중합을 수행하였다.

[표 1]

  조성  (중량%)

 용액 1  BA/AA/GMA  97.07/0.98/1.94

 용액 2  BA/AA/GMA  94.28/1.92/3.80

 용액 3  BA/AA/GMA  88.98/3.70/7.34

 용액 4  BA/AA/GMA  79.46/6.90/13.64

 용액 5  BA/AA/GMA  96.1/1.96/1.94

 용액 6  2EHA/MA/AA/GMA  60/34/5/1

 용액 7  2EHA/EA/AA/GMA  64/30/5/1

 용액 8  BA/AA  98/2

 기호 및 제조사

 BA  부틸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부틸 에스테르), 미쯔비시 케미칼 코포레이션

 2EHA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와꼬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Ltd.

 MA  메틸 아크릴레이트, 와꼬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Ltd.

 EA  에틸 아크릴레이트, 와꼬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Ltd.

 GMA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NOF 코포레이션 (Nissan blemer G)

 AA  아크릴산, 와꼬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Ltd.

 V-65  중합 개시제, 와꼬 퓨어 케미칼 인더스트리스 Ltd.

다음, 상기한 바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이하의 표 2에 나타낸 가교제와 함께 조제하여 감압성 접착제 전구체 용액을 제조

하였다. 감압성 접착제 고체 100부에 대한 항산화제, 이르가녹스 1330 (시바 스페셜티 케미칼스) 2부를 모든 용액에 첨가

하였고, 상기 용액을 메틸 에틸 케톤 (MEK)에 의해 고형 함량이 20%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표 2]

  용액  가교제

 실시예 1  용액 2  없음

 실시예 2  용액 3  없음

 실시예 3  용액 5  없음

 비교예 1  용액 1  없음

 비교예 2  용액 4  없음

 비교예 3  용액 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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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예 4  용액 7  없음

 비교예 5  용액 8  아크릴산과 균등한 R789

 비교예 6  용액 8  아크릴산과 균등한 E-AX

상품명 및 제조사

R789: 비스아미드 가교제, 5% 용액, 3M 캄파니 제조

E-AX: 에폭시 가교제, 5% 용액, 소켄 케미칼 K.K. 제조

2. 마스킹 테이프의 제조

25 ㎛ 폴리이미드 필름 (토레이 다우, Kapton 100V)을 상기 1항에서 얻어진 감압성 접착제 전구체 용액으로 코팅하고, 오

븐에서 5분 동안 100 ℃에서 건조하고, 실리콘-처리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테이진 듀폰 Co. Ltd. ,

Purex A50, 50㎛)에 적층하였다. 코팅 두께를, 건조후의 코팅 두께가 5 ㎛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후경화를 오븐에서

3일동안 65 ℃에서 수행하여 가교 반응을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25 ㎛ 폴리이미드 내열성 백킹 필름 상에 5 ㎛ 감압성 접

착제 층을 갖는 마스킹 테이프를 제조하였다.

3. 초기 접착 강도 및 열처리 후의 접착 강도의 측정

상기 2항에서 얻어진 시료를 25 mm의 폭을 가지는 시료로 절단하였고, 각각을 구리판 (C1100, 1mm thickness, 니폰 택

트 K.K.)에 2 kg 롤러로 1회 전후진시킴으로써 프레스-부착시켰다. 상기 프레스-부착된 시료를 20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

하고, 그의 90°박리 접착 강도를 텐실론 상에서 측정하였다. 상기 측정을 300 mm/분의 측정 속도로 25 ℃에서 수행하였

다. 이를 "초기 접착 강도"라 지칭한다.

열처리 후의 접착 강도를, 시료를 패널에 프레스-부착시키고 오븐에서 60분동안 200 ℃로 방치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측정하였다. 접착 강도의 단위는 모든 경우 N/25 mm이다.

접착 강도 시험의 결과를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초기 접착 강도  열처리후 접착 강도

 실시예 1  1.2  1.4

 실시예 2  1.2  1.6

 실시예 3  1.7  2.4

 비교예 1  1.6  1.6

 비교예 2  0.7  1.2

 비교예 3  3.7  6.3

 비교예 4  3.3  5.3

 비교예 5  0.1  1.2

 비교예 6  0.2  2.0

표 3으로부터, 실시예 1, 2 및 3과 비교예 1 및 2가 피부착체에 대한 충분한 초기 접착 강도를 가지고, 이들은 열 처리후 접

착 강도를 상당히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피부착체로부터 용이하게 이형된다.

4. 도포 테스트

쿼드 플랫 논-리드 칩 스케일 패키지의 제조에 사용된 리드 프레임 마스킹 용도에서 조우하는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몰딩 수지의 누출 및 테이프 이형 시 접착제 잔류를 체크하기 위해 다음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기판으로서, 니켈-팔라

듐 알로이 기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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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마스킹 테이프의 리드 프레임에 부착): 마스킹 테이프를 그 사이에 버블이 혼입되지 않도록 니켈-팔라듐 알로이

리드 프레임에 적층하였다.

단계 2 (플라즈마 세정): 얻어진 적층체를 10분 동안 아르곤 플라즈마에 의해 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처리 조건은 아르곤

기체 유속 20 sccm, 필라멘트 전류 190 암페어, 아크 전류 40 암페어 및 플라즈마 변형률 62.5%, LFC150 (Balzers)이었

다.

단계 3 (리드 프레임 상에의 칩의 다이-본딩): 다이-부착 에폭시의 열 경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상기 적층체를 60분동

안 200 ℃에서 열처리하였다.

단계 4 (플라즈마 세정): 상기 단계 2에서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아르곤 플라즈마 세정을 행하였다.

단계 5 (와이어-본딩) 와이어-본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상기 적층체를 20분동안 200 ℃로 열처리하였다.

단계 5 (수지 밀봉): 몰딩을 에폭시 몰딩 화합물로 행하였다. 2분 동안 175 ℃에서 몰딩을 수행하였다.

단계 6 (이형): 테이프를 300 mm/분의 속도로 90° 방향으로 박리하였다.

단계 7 (관찰): 리드 프레임의 테이프-박리된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

  몰딩 수지의 누출  잔류 접착제

 실시예 1  없음  없음

 실시예 2  없음  없음

 실시예 3  없음  없음

 비교예 1  없음  잔류

 비교예 2  누출  없음

 비교예 3  없음  잔류

 비교예 4  없음  잔류

 비교예 5  누출  잔류

 비교예 6  누출  없음

산업상 이용 가능성

표 4에서, 실시예 1, 2 및 3은 열처리 동안 에폭시 몰딩 화합물의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착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초기 강도를 가진다. 또한, 이들은 상기 테이프가 1시간 이상 동안 200 ℃ 이상의 온도의 열처리 단계 후 및 플라즈마에 의

한 세정 단계 후에도 접착제 잔류를 남기지 않고 피부착제로부터 이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응집력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내열성 백킹 필름 층; 및

(2)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상에 배치된 감압성 접착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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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은 탄소수 4 내지 15의 알킬기를 갖는 알킬 (메트)아크릴레이트, 글리시딜 (메

트)아크릴레이트 및 (메트)아크릴산을 포함하는 단량체 혼합물을 중합 및 가교시켜 생성된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글리

시딜 (메트)아크릴레이트는 단량체 총중량의 2 내지 13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상기 (메트)아크릴산은 단량체 총중량

의 1 내지 7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압성 접착제 층이 0.5 내지 100 ㎛의 두께를 갖는 것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열성 백킹 필름 층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폴리페

닐렌 술피드 또는 폴리이미드의 층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프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내열성 백킹 층이 1 내지 250 ㎛의 두께를 갖는 것인 내열성 마스킹 테이

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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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도면1e

도면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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