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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easured the type and the amount of gas emitted by the plastic packing material for semiconductor packing when it was irradiated. In order to measure the gas emitted from the plastic
material, we produced the plastic material in the form of a round bar. The plastic material was
sealed with a glass tube and then irradiated with gamma rays from Co-60 (Cobalt-60) source. The
irradiated gamma doses were 1 Gy, 1×102 Gy, 1×104 Gy, 1×106 and 1×107 Gy, and the tub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ose. Gamma-irradiated glass tubes were placed in a facility equipped
with a GC analyzer to determine the amount and the type of gas in the glass tube according to
the gamma dose. An analysis of the emitted gas confirmed that carbon monoxide, methane, carbon dioxide, and hydrogen carbon were generated. No emitted gas was observed at low doses; gas
emission was confirmed as starting at 1×104 Gy and increasing rapidly with increasing dose up to
1×106 Gy.
PACS numbers: 81.05.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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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반도체 패킹용 플라스틱의 분출가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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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패킹용 플라스틱 재료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분출되는 가스의 종류 및 그 양을
측정하였다. 분출 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도체 패킹용 플라스틱 재료를 환봉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플라스틱 시료는 유리관 넣고 밀봉한 후 Co-60 (Cobalt-60) 선원으로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선량은 1 Gy, 1×102 Gy, 1×104 Gy, 1×106 Gy, 1×107 Gy 단계를 나누어 조사하고 그 후 각 조사량에
따른 시편을 구분하였다. 감마선에 조사된 유리관을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법 (gas chromatography,
GC) 분석기가 장착된 설비에 넣고 유리관 내부에 분출된 기체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분출된 가스를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및 탄화수소가 발생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가스 분출은 낮은
선량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으나 1×104 Gy부터 가스 분출을 시작하여 1×106 Gy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PACS numbers: 81.05.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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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QFN (Quad Flat No-Lead)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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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Plastic material (EMC).

I. 서 론
감마선은 식품멸균, 핵 의료, 항공산업, 반도체 장비 검사,
원자력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 이들 산업의 장비에는 대부분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은 수많은
미세 전기 회로가 집적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는 반도체
완성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반도체 칩을 외부의
습기나 불순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포장하여 반도체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패키징 (packaging) 이

Fig. 3. (Color online) Glass tube.

적용 된다. 패키징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며
대표적인 패키징으로는 에폭시 (epoxy) 화합물을 사용한
메모리반도체보호소재 (epoxy molding compound, EMC)
가 있다.
패키징의 일반적인 방법은 Fig. 1의 QFN (quad flat noLead) 반도체의 패키징 방식과 같이 구리 리드프레임 위에
반도체 칩이 올라가고 와이어 본딩 (bonding) 을 한 후 몰드
(mold) 처리를 한다.
반도체에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조사한 경우 반도체 손
상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고 80 kVp의 엑스선 (X-ray) 에 노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의 플라스틱 재료에 감마선 조사
하고 본 재료로부터 분출되는 가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하지 못한 분출 가스의 발생
시점과 증가 시점을 찾고자 감마선 조사량을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 시켜 가면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패키징에 사용되는 에폭시 화합물로 시료를 제
작하여 유리관에 밀봉시키고 감마선을 1 Gy에서 1×107
Gy까지 단계별로 조사하였고 이후 유리관 내부에 발생된
기체의 종류와 발생량을 조사량 단계별로 확인하였다.

출될 경우 반도체 성능에 손상이 발생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 패키징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 에폭시의
경우 감마선에 잘 견딘다고 알려져 있고 [2], 1×106 Gy의
고 에너지에 노출되면 굽힘 강도 감소가 일어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또한 1×106 Gy ∼ 1×107 Gy에서는 전단
강도가 낮아 진다고 연구 되고 [4], 유리섬유가 강화된 에폭
시 복합물에서 2 MGy (2×106 Gy) 로 조사된 경우 색상과
질량 변화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 [5].
패키징 재료의 가스 분출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감마선 30 kGy (3×104 Gy) 조사에 의해 폴리아마이드 필
름이 화학 반응을 하고 여기에서 가스가 발생 한다고 보고
되었고 [6] 보다 높은 에너지인 100 MGy (1×108 Gy) 의
감마선에 의해 에폭시 재료에서 가스가 발생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7].

II. 실 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패키징의 플라스틱 재료에서 분출되
는 가스를 실험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펠렛 형태로
시료를 제작 한 후 유리관에 넣고 밀봉하였다. 유리관은
시료를 넣은 것과 시료가 없는 빈 유리관을 준비 하였는데
빈 유리관은 시험 오차 및 분출 가스량 보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다. 시료 및 유리관은 Figs. 2, 3 에서와 같이 감마
선 조사 및 가스 분석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모양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Co-60으로 실온에서 조사 하였
고 조사량을 다르게 하게 위하여 모든 시료 유리관을 감마선
조사실에 넣고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량 1 Gy, 1×102 Gy,
1×104 Gy 1×106 Gy, 1×107 Gy 각 단계에 마다 일정개수

1310

New Physics: Sae Mulli, Vol. 67, No. 11, November 2017

Fig. 4.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Gas analysis.
Fig. 7. (Color online) Generation gas of CH4 .

Fig. 5. (Color online) Emitted gas of CO.
Fig. 8. (Color online) Generation gas of HC.

raphy, GC) 과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MS) 가 장
착된 장비로 하였는데 구성은 Fig. 4와 같다. 분석장비에는
장착된 유리관 내부의 분출된 가스를 분석 설비내부로 흡입
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감마선이 단계별 조사된 유리관
중 시료가 있는 것을 분석 설비의 주입구에 장착 후 유리관
내부의 분출된 가스는 분석장비 내부로 흡입되어 기체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였다. 이후 시료가 없는 빈 유리관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 분출 가스량의 종류와 발생량에
대해 보정한다.

Fig. 6. (Color online) Emitted gas of CO2 .

의 유리관을 감마선원이 없는 일반 실험실로 옮기고 1×107
Gy 에 이르면 마지막 시료를 옮겨 시험을 종료하였다.
가스분석은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법 (gas chromatog-

III. 결과 및 토의
감마선에 조사된 플라스틱 재료에서 분출된 가스를 분
석한 결과, 분출 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탄
화수소와 미량의 가스가 검출 되었다. 분출된 가스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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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스인 일산화 탄소, 발화성 있는 메탄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빈 유리관의 경우 분출 가스는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분출 가스의 경향은 같은 패턴을 보였다. 낮은 선량에는

분석 결과는 시료가 있는 유리관의 결과 종합하였다.
Figs. 5, 6은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분출된 가스량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가스의 분출량을

확인 되었으며 1×106 Gy에서 분출 가스가 증가함을 알 수

분출가스가 없었고 1×104 Gy에서 분출 가스의 시작점임이
있었다. 이후 보다 높은 선량인 1×107 Gy까지 분출가스는
급격하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나타낸 것이고 Figs. 7, 8은 메탄과 탄산수소 가스의 발생
량을 나타내었다. 각 종류별 분출된 가스의 분출량은 서로
달랐다. 조사량이 동일한 시료들에서는 분출 가스량이 약간
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증가 시점의 감마선 조사량과
증가 폭은 같은 패턴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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