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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찬

심사관 : 고광석

(54)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과 그 제조 및 사용 방법

요약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260, 360, 460)은 전자 요소와 같은 기판(202, 302, 402)의 표면 상에 마스킹 층(220,

320, 420)을 도포하고, 마스킹 층에 개구(222, 322, 422)를 생성하고, 시드 층(250, 350, 450)의 도전성 트레이스를 마스

킹 층 상에 그리고 개구 안에 적층하고, 도전성 트레이스 상에 도전성 재료의 덩어리를 형성함으로써 석판 인쇄식으로 형

성되고 제조된다. 개구의 측벽들은 경사(테이퍼)질 수 있다. 도전성 트레이스는 재료를 스텐실 또는 섀도우 마스크(240,

340, 440)를 통해 적층시킴으로써 패터닝될 수 있다. 돌기 형상부(230, 430)는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264, 364, 464)가

토포그래피(topography)를 갖도록 마스킹 층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요소들은 복수의 정밀 배치된 탄성 접촉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그룹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f

색인어

접촉 구조물, 전자 요소, 마스킹 층, 시드 층, 도전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는 모출원에 개시된 스프링 접촉 요소를 만드는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도1b는 모출원에 개시된 도1의 스프링 접촉 요소의 측단면도.

도1c는 모출원에 개시된 도1b의 스프링 접촉 요소의 사시도.

도2a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서의 일 단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2b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서의 또 다른 단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2c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도2b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상

부 평면도.

도2d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서의 또 다른 단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2e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서의 또 다른 단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2f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도2e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상부

평면도.

도2g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서의 또 다른 단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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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h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도2g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단

부 단면도.

도2i 및 도2j는 본 발명의 접촉 구조물의 여러 가능한 형상중 두개를 도시한 것으로 깔때기형 기부 단부를 명확하게 도시한

사시도이며, 도2i는 도2e 및 도2g에 전체적으로 도시된 개구의 측벽들을 부분적으로 코팅한 구조를 도시하고, 도2j는 도

4e 및 도4g에 도시된 개구의 측벽들을 완전히 코팅한 구조물을 도시한다.

도2k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도2g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상

부 평면도.

도2l 및 도2m은 본 발명에 따른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전자 요소 상에 형성된 각각의 완성된 접

촉 구조물을 도시한 측단면도 및 사시도.

도2n은 본 발명에 따라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에 접촉을 만드는 팁 단부를 갖춘 도2l 및 도2m의 접촉 구조물의 측단면도.

도2o는 본 발명에 따라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에 연납땜된 팁 단부를 갖춘 도2l 및 도2m의 접촉 구조물의 측단면도.

도3a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의 제2 실시예에서 도2d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단계를 도시

한 측단면도.

도3b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의 제2 실시예에서 도2e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

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3c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의 제2 실시예에서 도2k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

계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3d는 팁 및 포스트 구조물을 도3c의 구조물에 부가하는 선택적인 보강된 구조물의 측단면도.

도4a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도2a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단계의 측단면도.

도4b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도2b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계의 측

단면도.

도4c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따른 도4b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상부 평면도.

도4d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도2d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계의 측

단면도.

도4e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도2e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계의 측

단면도.

도4f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도4e에 도시된 단계에서 형성된 중간 제품의 상부

평면도.

도4g는 본 발명에 따라 접촉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의 제3 실시예에서 도2g에 도시된 단계에 비교되는 또 다른 단계의 측

단면도.

도5a는 종래 기술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개구를 형성하는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도5b는 종래 기술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형성된 개구의 측단면도.

도5c는 종래 기술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개구를 형성하는 또 다른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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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d는 본 발명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테이퍼진 개구를 형성하는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도5e는 본 발명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테이퍼진 개구를 형성하는 또 다른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도5f는 본 발명에 따라 기판 상의 마스킹 층에 테이퍼진 개구를 형성하는 또 다른 기술을 도시한 측단면도.

도6a는 본 발명에 따른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상부 평면도.

도6b는 본 발명에 따른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상부 평면도.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프링 형상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상부 평면도.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돌기 형상부를 형성 및 변형시키는 스텐실을 도시한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기판

120 : 접촉 요소

200 : 전자 요소

204 : 패시베이션층

208 : 단자

220 : 마스킹 층

222 : 개구

223 : 경사 구역

260 : 스프링 접촉 요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특허 출원은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게 되는 페더슨(Pedersen) 및 칸드로스(Khandros)의 1998

년 2월 4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60/073,679호(발명의 명칭: 초소형 접촉 구조물)의 부분 연속 출원에 대응한다.

또한, 본 출원은 본 출원인에게 양도된 엘드릿지(Eldridge), 칸드로스, 매튜(Mathieu) 및 페더슨의 1997년 5월 6일자 미

국 특허 출원 제08/852,152호(계류중) 및 이의 대응 국제 출원인 1997년 5월 15일자 PCT 국제 출원 제US97/08634호

(1997년 11월 20일자로 WO97/43654호로 공개)의 부분 연속 출원에 대응하며, 상기 양 출원을 본 명세서에서는 "모출원"

이라 하고 그 개시 내용을 본 명세서에서 참조한다.

본 발명은 전자 요소들 사이의 가압 연결 및/또는 유연 연결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탄성(스프링) 접촉(상호 접촉) 요소(구

조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초소형 접촉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과 함께 양도된 계류중인 엘드릿지, 그루베(Grube), 칸드로스 및 매튜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

452,255호(1995. 5. 26; 계류중) 및 이의 대응 PCT 특허 출원인 PCT/US95/14909호(1995. 1. 13; 1996. 6. 6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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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95/14909호로 공개)에는 가요성의 긴 코어 요소(예를 들어 와이어 "스템" 또는 뼈대)의 단부를 전자 요소 상의 단자에

장착하고, 가요성 코어 요소 및 단자의 인접 표면을 소정의 복합 두께를 갖고 완성된 스프링 접촉의 힘 대 편향을 소정치로

보장하는 항복 강도 및 탄성 계수를 갖는 하나 이상의 재료로 된 "쉘"로 코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초소형 전자 요소에 사

용하기 위한 용도의 탄성 상호 접촉 요소를 만드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코어 요소의 예시적인 재료로는 금이 있다.

코팅의 예시적인 재료로는 니켈 및 그 합금이 있다. 완성된 스프링 접촉 요소는 두개 이상의 전자 요소들 사이, 특히 반도

체 장치를 포함하는 초소형 전자 요소들 사이에서의 가압 또는 탈거, 연결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모출원은 적어도 하나의 금속 재료 층을 액티브 반도체 장치 등의 전자 요소로 되는 기판의 표면 상에 적층된 다중 마

스킹 층에 형성된 개구에 적층시킴으로써 스프링 접촉을 제조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각각의 스프링 접촉 요소는 기부

단부와, 접촉 단부 및 중심 본체부을 갖는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에서, 접촉 단부는 z축에서 오프셋되고 (상이한 높이를

취함), 기부 단부로부터 x 및 y 방향중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오프셋된다. 이 방식에서, 복수의 스프링 접촉 요소는 기판

상에서 서로에 대하여 예정된 공간 관계로 제조된다. 스프링 접촉 요소들은 이들 사이의 전기 접촉을 수행하도록 또 다른

전자 요소의 단자들과의 일시적(즉, 가압식) 또는 영구적(즉, 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납땜하거나 경납땜 함) 연결부

를 만든다. 예시적인 용도에서, 스프링 접촉 요소들은 일시적인 연결이 반도체 장치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웨이

퍼 상의 반도체 장치에 적층되어서 반도체 장치를 이들이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단일화되기 전에 사전 동작 시험 및/또는

시험하도록 한다.

모출원에 개시된 것처럼, 본 발명은 미세 피치로 적층된 이들의 단자(결합 패드)를 갖는 현재의 초소형 전자 장치에 상호

접촉부를 만드는 데 특히 적합하다. 여기에 사용된 것처럼, "미세 피치"는 2.5 mil 또는 65 ㎛ 등의 5 mil 미만의 간격으로

적층된 단자들을 갖는 초소형 전자 장치라 일컫는다.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접촉 요소를

만드는 기계 기술보다는 석판 인쇄술을 사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밀 공차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양호하게

얻어진다.

본 출원인에게 함께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하게 되는 엘드릿지 등의 1997년 10월 20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08/

955,001호(계류중)에도 이러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은 미세 피치로 적층된 단자(결합 패드)들을 갖는 현재

의 초소형 전자 장치에 상호 접촉부를 만드는 데 특히 적합하다. 여기에 개시된 것처럼, 스프링 접촉 요소는, 이들이 전기

적으로 연결되게 되는 단자로부터 멀리 위치한 전자 요소 상의 영역에 제조되어 전자 요소들의 단자로부터 단자들로부터

이격되는 위치로 연장되는 도전성 라인을 거쳐 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방식에서, 복수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스프

링 접촉 요소들은 이들의 자유단이 부품 상의 단자의 패턴으로부터 공간적으로 이동된 위치에 소정 패턴으로 배치되도록

전자 요소에 장착될 수 있다. 스프링 접촉 요소는 복합 상호 접촉 요소 및 도금 구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다. 전자 요소는 반도체 장치, 메모리 칩,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분,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탐침 카드, 칩 캐리어 및 소켓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개선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소형 전자 장치 분야에서 미세 피치, 정밀 공차에 본질적으로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는 스프링 접

촉 요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반도체 장치 등의 액티브 전자 요소 상에 초소형 스프링 접촉 요

소를 직접 제조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반도체 장치가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개별화되기 전에 반도체 장치

상에 잔류하는 반도체 장치 상에 초소형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장치 상에서의 번인(burn-in)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도체 장치와 같은 전자 요소에 해제가

능하게 연결되는 한가지 형태를 소켓 결합하는 데 적합한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따르면,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은, 전자 요소의 표면 상에 마스킹 층을 도포하고, 마스킹 층에 개구를 형

성하고, 마스킹 층 상에 그리고 개구 안에 도전성 트레이스를 적층하고, 도전성 트레이스 상에 도전성 물질의 질량부를 형

성함으로써 제조된다. 도전성 재료의 덩어리 각각은 개구를 통해서 상방 연장되는 기부 단부와, (도전성 트레이스 상의) 마

스킹 층에 걸쳐 연장되는 본체부과, 팁 단부를 갖는 접촉 구조물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마스킹 층의 개구 측벽들은 바람직하게 테이퍼(경사)질 수 있다. 테이퍼진(경사진) 개구를

형성하는 기술은 본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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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도전성 트레이스는 스텐실(섀도우 마스크)을 사용하여 마스킹 층 상에 적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접촉 구조물들 중 선택된 하나의 기부 단부를 형성하는 마스킹 층의 개구는 전자 요소

의 접촉 패드에 걸쳐 위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접촉 구조물들 중 선택된 하나의 기부 단부를 형성하는 마스킹 층의 개구

는 접촉 패드로부터 멀리 위치할 수 있고, 마스킹 층 아래에 놓인 패터닝된 도전층에 의해 접촉 패드에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들이 접촉 구조물의 본체부으로부터 오프셋되도록 돌기 형상부

가 마스킹 층 상에 적층될 수 있다.

전자 요소는 액티브 반도체 장치, 메모리 칩, 반도체 장치의 일부분,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탐침 카드, 칩 캐리어 및 소켓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자 요소는 하나 이상의 전자 접촉부를 지지하는 패시브 장치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초소형 접촉 구조물은 액티브 반도체 장치, 특히 실리콘 반도체 장치에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접촉 구조물은 인쇄회로기판(PCB) 상호 접촉 기판 등의 또 다른 전자 요소의 단자들에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전기 접촉부를 만드는 데 적합하다.

일시적인 연결을 얻기 위해서, 접촉 구조물이 제조되게 되는 부품은 다른 전자 요소와 함께 이동되어서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들이 다른 전자 요소의 단자들과의 가압 연결부를 만들게 한다. 접촉 구조물은 두개의 부품들 사이의 접촉 압력 및 전

기 접촉을 유지하도록 탄성적으로(탄성 변형 모드) 반응한다.

영구 접촉부를 만들기 위하여, 접촉 구조물이 제조되게 되는 부품은 다른 전자 요소와 함께 이동되고 접촉 구조물의 팁 단

부들은 연납땜 또는 경납땜에 의해 또는 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다른 전자 요소의 단자에 결합된다. 접촉 구조물은 유

연하고 두개의 전자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이한 열 팽창을 수용한다.

본 발명의 접촉 구조물은 반도체 장치의 표면 상에 또는 반도체 웨이퍼 상에 잔류하는 복수의 반도체 장치의 표면 상에 직

접 제조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반도체 웨이퍼 상에 잔류하는 복수의 반도체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개별화되기 전

에 사전 동작 시험 및/또는 시험을 위해 준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마스킹 층의 테이퍼진(경사진) 개구는 이들 자체가 시드 층(seed layer)의 테이퍼진(경사

진) 구역 및 시드 층 상에 형성된 접촉 구조물의 테이퍼진(경사진) 구역인 것을 보여준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초소형 접촉 구조물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전자 요소의 표면 상에

마스킹 층을 도포하고, 마스킹 층에 개구를 생성하고, 시드 층(바람직하게는 도전성 트레이스)을 마스킹 층 상에 그리고 개

구 안에 적층하고, 도전성 트레이스 상에 도전성 재료의 덩어리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된다. 개구의 측벽들은 테이퍼질 수

있다. 개구의 측벽들을 테이퍼지게 하는 기술은 개시되어 있다. 도전성 트레이스는 스텐실(섀도우 마스크)을 통해서 적층

될 수 있어서 추가의 마스킹 층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해준다. 절연 재료의 도트 형태로 된 돌기 형상부는 형성된 접촉 구조

물의 팁 단부가 토폴로지(topology)를 갖도록 마스킹 층 상에 적층될 수 있다. 도전성 재료의 덩어리는 시드 층 상에 생성

될 때 대체로 반구형인 측단면 형상을 취한다. 접촉 구조물의 기부 단부를 형성하는 마스킹 층의 개구는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 위에 위치하거나, 또는 도전성 트레이스에 의해 접촉 패드로부터 멀리 위치하거나 이에 연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기술과 모출원에 개시된 기술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a) 모출원에서, 접촉 구조물은 다단 마스킹 층의 다단 홈에 생성된다. 이러한 다단 홈을 생성하는 것은 마스킹 층(220), 특

히 단일 단계로 패터닝될 수 있는 단일 마스킹 층에 개구(222)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상대적으로 직선형인

기술에 비해서 복잡하다.

b) 본 발명의 기술은 접촉 구조물의 하나의 높이(즉, 기부)로부터 접촉 구조물의 다른 높이(즉, 본체부)까지 매끄러운 전이

를 제공하는 테이퍼진 측벽(222; 즉 개구)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c) "제3 높이", 즉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는 또 다른 마스킹 층의 또 다른 홈에 대향하는 비교적 직선형인 돌기 형성부(230)

에 의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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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접촉 구조물의 전체 형상(외형)은 홈보다는 도전성 트레이스(250)에 의해 결정되어 그 위에 생성된다. 일반적인 제안으

로서, 신뢰성 있고 제어 가능하게 대상물 상에 (즉, 도전성 트레이스) 도금하는 것은 대상물 안에 (즉, 홈) 도금하는 것보다

다소 용이하다. (직선형에 비해서) 만곡된 접촉 구조물에 있어서 이는 패턴 형성을 매우 간단하게 해준다.

e) (전자 요소가 xy 평면에 있는 표면을 갖는 경우에) x 및 y 치수를 갖는 접촉 구조물의 전체 형상은 스텐실 또는 섀도우

마스크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 이와 달리, 모출원에서의 x 및 y 형상은 마스킹 재료의 여러 층들을 패터닝함으로써 주로 형

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면들은 예시적인 것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을 몇몇 양호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이러한 설명 내용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범위

를 상기 특정 실시예에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면중 일부에서 몇몇 부재들은 명확한 도시를 위해 축적되지 않은 상태

로 도시했다. 때때로, 도면 전체를 통해서 유사한 부재에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사용하여 도시했다. 예를 들어, 부재 199는

다른 도면에서 부재 299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또한, 유사한 부재를 하나의 도면에서 유사한 부호들로 도시하기도 했

다. 예를 들어, 복수의 접촉 요소 199를 199a, 199b, 199c 등으로 도시했다.

본 발명의 기술 및 그에 의한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을 설명하기 전에, 모 출원에서 기술된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본 출원과 모출원은 스프링 접촉 요소일 수 있는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에 대한 것이며 본 출원과

모출원에서 사용된 재료 및 프로세스 사이에 약간의 공통점이 있지만,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도1a 내지 도1c는 상술된 모출원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 반도체 장치와 같은 전자 요소일 수도 있는 기판의 한 표

면 상에 적층된 다중 마스킹층 내에 형성된 개구 내로 적어도 하나의 금속 재료층을 적층시킴으로써, 스프링 접촉 요소인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에 개구가 형성된 복수의 절연층이 정렬되며

도전성 재료의 층으로 "시드(seed)"된다. 도전성 재료의 질량부는, 예를 들어 전기도금(electroplating)(또는, CVD, 스퍼

터링, 비전기 도금(electroless plating, etc.) 등에 의해 시드된 개구 내에 형성(또는 적층)될 수 있다. 절연층이 제거된 후,

질량부들은 요소의 면 위로 수직으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질량부가 장착되는 위치로부터 측방향으로도 연장된 프리스탠딩

탄성 접촉 구조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촉 구조물은 (요소의 표면에 평행한) x-y 평면뿐만 아니라 Z

축으로 모두에서 추종성(compliance)가 있도록 이미 엔지니어링되었다. 도1a, 도1b 및 도1c에서, "위"는 도면에서 3차원

관계로 변환되어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설명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도1a는 기판(102) 상에 복수의 프리스탠딩 탄성 (스프링) 접촉 요소(120) 중 하나를 제조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술을 도시

한다. 예를 들어, 기판(102)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있는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액티브 전자 요소일 수도 있다.

기판(102)은 스프링 접촉 소자가 제조될 면 상에 복수(그 중 하나가 도시됨)의 영역(112)을 갖는다. 기판(102)이 (반도체

장치와 같은) 전자 요소인 경우, 이들 영역(112)은 양호하게는 전자 요소의 (결합 패드와 같은) 단자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기술은 기판의 면 상에 개구를 갖는 복수(세 개가 도시된)의 패터닝된 마스킹층(104, 106, 108)을 도포

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스킹층은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112)과 정렬된 개구를 갖도록 패터닝되며, 개구는 하나의 층(예

를 들어, 108, 106)에서의 개구가 하부 층(예를 들어, 각각 106, 104)에서의 개구보다 영역(112)로부터 멀리 연장되도록

크기 및 형상 결정된다. 즉, 제1 층(104)은 하나의 개구를 가지며, 이는 영역(112) 위에 있을 수 있다. 제2 층(106) 내의 개

구의 일부는 제1 층(104) 내의 개구의 적어도 일부 위로 정렬되며, 역으로 제1 층(104)의 일부는 제2 층(106) 내의 개구의

일부 아래에 연장된다. 마찬가지로, 제3 층(108) 내의 개구의 일부는 제2 층(106) 내의 개구의 적어도 일부 위에 정렬되

며, 역으로 제2 층(106)의 일부는 제3 층(108) 내의 개구의 일부 아래에 연장된다. 소정의 전체 개구의 바닥부는 소정의

영역(112) 위에 있으며, 그 상부 부분은 바닥부로부터 상승되어 있다. 이하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도전성 금속

재료가 개구 내로 적층되고, 마스킹층이 제거되면, 그 결과 프리스탠딩 접촉 구조물의 기부 단부가 영역(112)에서 기판

(102)에 고정되며 자유 단부가 기판의 표면 위로 그리고 영역(112)로부터 측방향으로 변위되어 연장되면서 프리스탠딩 접

촉 구조물이 기판 상에 직접 제조된다.

전기 도금에서와 같이, 필요시 티타늄-텅스텐(Ti-W)과 같은 도전성 재료의 얇은(예를 들어, 4500Å) 시드 층(114)이 개

구 내로 적층될 수도 있다. 그 후, 도전성 금속 재료(예를 들어, 니켈)과 같은 질량부(120)가 전기 도금에 의해 개구 내로 적

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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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b 및 도1c는 영역(112)에 인접한 기부 단부(122) 및 기판(102)의 표면 위로 z축으로 상승될뿐만 아니라 기부 단부

(122)로부터 x축 및 y축으로 측방향으로 오프셋된 자유 단부(팁)(124)을 갖는 스프링 접촉 요소(120)를 도시한다.

도1c에서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요소(120)는 팁 단부(124)에서 z축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반작용할 것이며, 화살

표(132)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전자 요소(도시되지 않음)의 단자(도시되지 않음)와 임시 압력 전기 접속을 이룰

것이다. z축에서의 추종성에 의해, 접촉력(접촉 압력)이 유지되어 다른 전자 요소(도시되지 않음) 상의 단자들(도시되지 않

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비-평탄성을 수용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임시 전기 접속은 요소(102)의 번인

(burn-in) 및/또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 요소(102)에 대한 임시 접속에 유용하다.

팁 단부(124)는 화살표(136, 134)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x 및 y 방향으로 각각 추종적으로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다.

이는, 기판(요소)(102)과 다른 열 팽창 계수를 갖는 다른 전자 요소(도시되지 않음)의 단자(도시되지 않음)에 팁 단부(124)

를 (예를 들어 연납땜 또는 경납땜에 의해, 또는 도전성 접착제로) 결합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영구 전기 접속은

인쇄 회로 기판(PCB, 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상호접속 기판과 같은 다른 전자 요소에 대한 복수의 메모리 칩(각각 기판

(102)에 의해 표시됨)과 같은 전자 요소의 조립을 위해 유용하다.

재료 및 형상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이들 제조된 질량부(120)는 매우 정밀한 치수로 그리고 서로로부터 매우 정밀하게 이

격되어 제조된 프리스탠딩 탄성 접촉 구조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만개의 이러한 스프링 접촉 요소(120)가,

반도체 웨이퍼(도시되지 않음) 상에 있는 반도체 장치 상에 대응하는 수의 단자 상에 용이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제조된다.

스프링 접촉 요소(120)는 원칙적으로, 양호하게는, 전적으로 금속이며, 복층 구조로 형성(제조)될 수 있다. 접촉 구조물의

하나 이상의 층을 위한 적절한 금속은 모출원에서 설명되었다. 이들 재료 중 대표적인 것이 니켈(및 그 합금)이다.

따라서, 모출원은, 기판(102)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마스킹층(104, 106, 108)을 도포하여 기판 상의 영역(112)으로

부터 기판의 표면 위로 이격되고 영역(112)으로부터 측방향으로 그리고/또는 횡방향으로 이격된 위치로 연장된 개구를 갖

도록 마스킹층을 패터닝하고, 선택적으로 개구를 시딩하고(114), 개구 내로 적어도 한 층의 도전성 금속 재료을 적층하고,

잔류 도전성 금속 재료가 기판의 면으로부터 연장하며 기판의 한 영역에 고정된 기부 단부와 전자 요소의 단자에 전기 접

속되는 팁 단부를 갖는 프리스탠딩 접촉 요소를 형성하도록 마스킹 재료을 제거함으로써, 반도체 웨이퍼 상에 있을 수 있

는 반도체 장치와 같은 전자 요소와 같은 기판(102) 상에 직접 스프링 접촉 요소(120)를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하

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기술은 적어도 일 측면에서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극적으로 단순화시킨다.

도1a 및 도1c를 참조한 상술된 방법은, 패터닝되어 서로에 대해 도포되어 재료(120)가 적층되는 다중 레벨 트렌치로 되는

마스킹 재료의 세 개의 층(104, 106, 108)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교되는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이하, "접촉 구조물")이 보다 적은 마스킹 재료의 층(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으로 제조될 수 있다. 도2a 내지 도2l은 본 발명의 기술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2a는 복수의 접촉 구조물이 제조될 수 있는 예시적인 전자 요소(200)를 도시한다. 이하, 양호하게는 모두 동시에 동일한

요소 상에 있는 복수의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예로서, 하나의 접촉 구조물(260)의 제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통상,

하나의 요소 상에 제조된 각 접촉 구조물은 대체로 서로 동일(즉, 치수, 형상 등) 하지만, 각 접촉 구조물의 치수 및 형상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소정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어되고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전자 요소(200)은 실리콘 기판(202)과, 실리콘 기판(202)의 표면 상에 적층된 패시베이션층(예를 들어 폴

리이미드, 4 μm 두께)(204)과, 패시베이션층(204)을 통해 금속 접촉 패드(208)로 연장된 복수(그 중 하나가 도시됨)의 개

구(206)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이다. 통상, 전자 요소 상에는 복수의 이러한 접촉 패드가 있다. 최종 조립체에서, 각 접촉

패드는 얇고 외관이 작은 패키지(TSOP, thin small-outline package)와 같은 다른 전자 요소(도시되지 않음) 상의 대응

접촉 패드에 (예를 들어 결합 트레이스으로) 공통으로 (종래 기술에 따라) 접속된다.

도2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법 제1 단계에서, 도전층(210)이 적층된다. 도전층(210)은 예를 들어, 약 3000 내지

6000Å의 두께로 (예를 들어, 약4500Å의 두께로) 스퍼터링에 의해 적층될 수 있는 티타늄-텅스텐(Ti-W)이다. 도전층

(210)은 패시베이션층(204)의 표면과 개구(206)의 측벽과 금속 접촉 패드(208)의 노출된 (개구 내의) 표면을 대체로 일치

하여 연속 커버한다. 양호하게는, 도전층(210)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연속하여 "블랭킷"층으로 적층되면, 전자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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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패드(208) 모두를 서로 전기적으로 단락시킬 것이다. 후술되는 바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전층(210)의 이러

한 단락 특징은 전자 요소 상에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한 전해 프로세스(예를 들어 전기 도금)를 위한 적절한 전위를

발생시키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전성 층(210)은 연속적이 아니며 패터닝 될 수 있으며 복수의 불연속 구역으로 적층될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도전층(210)은 단자(208)의 노출된 표면을 덮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전층(210)은 단자(208)

의 단지 일부를 덮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도전층(210)은 단자(208)를 전혀 덮지 않고, 시드 층(250)이 도포될 때, 도전

층(210)과 접촉하도록 단자(208)의 일반 영역(general area)에 존재한다.

또한, 제2 도전층(412, 후술됨)이 적층되어 도전층(210)에 패터닝될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도4a 의 설명

에서 후술되는 유사한 도전층(410) 참조). 이는, 예를 들어 접촉 패드(208)로부터 접촉 구조물(260)로의 신호의 리루팅

(rerouting) 및 국지적인 상호 접속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예에서 이중 층이 양호하다. 적절한

재료의 선정은 본 기술 분야의 기술 내에 있다.

패시베이션층은 반도체 장치 상에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패시베이션층(204)이 없으면서, 접촉 패드(208)가 기판(202) 자

체의 표면 상에 또는 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이다. 도전층(210)을 적층하기 전, 패시베이션층(204)에

의 도전층(210)의 접착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 층이 존재하는 경우) 패시베이션층(204)은 선택적으로 우선 "거칠게(rough

up)" 될 수 있다. 이는, 패시베이션층 상에 소정의 표면 구조를 얻기 위해 (본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에 의해 용이하게 결

정될 수 있는) 적절한 인자를 갖는 산소(O2) 플라즈마에 전자 요소(200)를 노출시킴으로써 간단히 달성될 수 있다. 재료의

선택은 패시베이션층에 시드 층의 접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티타늄-텅스텐(Ti-W) 또는 구리가 폴리이미드

에 양호하게 접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2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에서는, 마스킹 재료 층(220)(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이 요소(202)의

표면에 (즉, 도전층(210)에) 적층되어, 마스킹 층(220)을 완전히 관통해 연장된 개구(222)를 포함하도록 (예를 들어, 종래

의 사진석판술을 사용하여) 패터닝된다. 개구(222)는, (도시된 바와 같이) 패시베이션층(204) 내의 개구(206) 위에 위치되

거나, 또는 개구(206)로부터 이격되어 접촉 패드(208)로부터 이격된 (후술되는) 위치에 위치될 수도 있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접촉 패드(208)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개구(222)를 위치시킴으로써,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와

는 다른 형상으로 복수의 접촉 구조물이 전자 요소 상에 제조될 수 있다. 하나의 특히 양호한 형상은, 형성된 접촉 구조물

이 볼 그리드 배열에 비교되는 영역 배열에 팁을 갖도록 개구(222)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개구는 예를 들어 주연 패드와 같

이 배열된 전자 요소 상의 접촉 패드에 접속될 수 있다. 접촉 패드로부터 변위 없이 대체로 동일한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최종 접촉 구조물의 팁의 배열에 대응하는 영역 배열로 개구(222)를 위치시키는 것

이 유용하다.

양호하게는, 각 개구(222)는 접촉 패드(208) 위의 개구(206)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100 μm x 100 μm

(즉, 4 mil x 4 mil)의 정방형 접촉 패드(208)는 10,000 μm2의 노출된 면적을 가지며, 200 μm x 200 μm의 정방형 개구

(222)는 (접촉 패드(208)의 노출된 면적의 네 배인) 40,000 μm2 의 면적을 가질 것이다. 직경 200 μm의 직경을 갖는 원형

개구(222)는 (접촉 패드(208)의 노출된 면적의 약 세 배인) 31,4000 μm2 의 면적을 가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구는 약

10,000 내지 40,000 μm2 사이의, 가장 양호하게는 30,000 μm2를 초과하는 단자 및/또는 기판의 면적을 노출하는 것이 좋

다.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접촉 구조물의 풋프린트(기부 단부 면적)는 전자 요소에 접촉 구조물의

기계적인 고정(부착)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구(222)와 관련하여, 개구들은 (도5d 내지 도5f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테이퍼졌으며, 테이퍼진

개구의 바닥의 치수는 사각 개구에서는 200 μm x 200 μm 정도이며, 원형 개구에서는 200 μm 직경을 갖는다. 공간이 제

한되고, 이러한 치수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가용 공간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25 μm 중심 상에 100 μm x 100

μm의 패드를 갖는 전자 요소를 처리할 때, 개구(222)는 105 μm x 105 μm, 110 μm x 110 μm 등의 정도의 치수를 갖는

다. 또는, 공간 제한된 예에서, 접촉 구조물의 기부는 전기 접속된 패드로부터 (후술되는 바와 같이) 이격되어 위치되고 (예

를 들어 200 μm인) 더 큰 양호한 치수를 가질 수 있다. 개구(222)의 테이퍼진(경사진) 구역은 도2b에서 도면 부호(223)에

의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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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게는, 마스킹층(220)은 적어도 약 50 μm, 적어도 약 100 μm, 적어도 약 150 μm, 또는 적어도 약 200 μm의 두께로

적층될 수 있다. 마스킹층(220)은 복층으로 적층될 수 있다. 접촉 구조물의 본체부가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이격된 거

리를 주로 결정하는 것은 마스킹층(220)의 전체 두께이다. 도2l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 접촉 요소(260)의 기부(262)

로부터 본체부(266)의 오프셋 거리(d2)를 참조한다. 상술된 모출원의 도3a를 비교한다.

양호하게는, 개구(222)의 측벽(엣지벽)은 테이퍼져서, 개구는 도전층(210)에서보다 마스킹층(220)의 표면에서 크다. 이것

을 "양의 테이퍼(positive taper)"라 한다. 테이퍼가 없으면, 90°각도를 갖는 경사 측벽으로 된다. 양호하게는 개구의 측벽

은 약 60°내지 70°의 평균 테이퍼 각도를 갖는다. 이는 마스킹층(220)용 재료로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며, 포토레지스트

를 베이킹하고, 포토레지스트를 재유동시킴으로써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자들

은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설명에 비추어 측벽 테이퍼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테이퍼진 개구가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사실상 거꾸로 단이진 절두 피라미드와 같이 단이질 수도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

에 있다. 이하, 마스킹층(220) 내의 개구(222)의 형상의 제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2c는, (은선으로 도시된) 두 개의 접촉 패드(208a, 208b) 중 하나에 각각 연결된 마스킹층(220) 내의 두 개의 개구

(222a, 222b)를 도시하는 도2b의 전자 요소(200)의 평면도이다. 개구(222a, 222b)의 테이퍼진 구역은 도2c에서 각각 도

면 부호(223a, 223b)로 표시된다.

도2d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에서, 복수의 개구(222) 중 선택된 각 개구에 대해, 돌출부(230)가 개구

(222)의 중심으로부터 거리(L)에 중심을 두고 마스킹층(220)의 표면에 적층될 수 있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돌출

부(230)는 전자 요소 상에 제조되는 접촉 구조물(260)의 접촉 (팁) 단부(264)를 형성하며, 거리(L)는 전자 요소 상에 제조

되는 접촉 구조물(260)의 팁 단부(264)와 기부 단부(262) 사이의 직선 거리를 표시한다. 돌출부(230)는 예를 들어 압축된

반구형을 나타내는 금속의 "점(dot)" 또는 "덩어리(dollop)"일 수도 있으며, 스텐실 인쇄에 의해 또는 종래의 스크린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적은 양의 에폭시, 포토레지스트 등일 수도 있다. 돌출부(230)는 도전성 재료일 수

도 있다. 압착된 반구형 도트 형상의 돌출부(230)의 적절한 치수는 직경이 약 125 내지 375 μm(약 5 내지 15 mil)이고 높

이가 약 50 μm(2 mil)이다. 돌출부가 (예를 들어, 약 5 mil의 폭 이하의) 스키니어(skinnier)일 수도 있으며, 또는 돌출부가

보다 넓을(예를 들어 약 15 mil의 폭 이상일)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양호하게는, 대부분의 예에

서, 돌출부의 높이는 약 50 μm 내지 187 μm(2.0 내지 7.5 mil)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좋다.

보다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다른 형상의 돌출부, 특히 광범위하게, 피라미드형, 원추형 또는 반구형, 그리고 피라미

드형, 원추형, 반구형의 절두 원추형, 그리고 십자형, 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상의 접촉 구조물(260)의 팁 단부(264)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는 상술된 설명에 비추어 돌출부(230)의 형상을 가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돌출부(230)를 형성하도록 포토레지스트 및 스텐실(도시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스텐실을 위치시키면서, 포토레지스트는 스텐실로부터 돌출부를 해제하도록 소프트-베이킹(soft-baked)되고,

그 후, 스텐실을 제거하고 하드-베이킹(hard-baking)될 수 있다.

초소형 전자 요소 스프링 접촉 구조물의 팁단부(264)와 기부 단부(262) 사이의 거리(L)는, 예를 들어, 약 250 내지 2500

μm(10 내지 1000 mil), 양호하게는 250 내지 740 μm(10 내지 50 mil)의 범위 내에 있다.

도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에서, 스텐실(섀도우 마스크)(240)은 마스킹층(220)의 표면 위에 배치될

수 있다. 스텐실(240)은 복수(그 중 하나만 도시됨)의 개구(242)를 갖는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242)는 개구(222)로부

터 대응 돌출부(230)로 연장된다. 스텐실(240)은 양호하게는 펀칭되거나 또는 에칭된 개구(242)를 갖는 얇은 (예를 들어,

약 50 μm(2 mil)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포일일 수 있다. 스텐실(240)은, 개구(242)의 형상에 대응하는 도전성 트레이스 패

턴으로 시드 층(250)이 마스킹 재료(220) 상에 적층될 수 있는 임의의 적절한 두께를 갖는 임의의 적절한 재료일 수 있다.

스텐실(240)이 마스킹층(220)의 표면 상의 위치하고, 시드 층(250)은 돌출부(230) 및 마스킹층(220)의 노출된 표면 상에

예를 들어 스퍼터링에 의해 적층된다. 시드 층(250)은 개구(222)의 노출된 부분 내에 그리고 개구(222)의 도전층(210)의

표면 상에 적층된다. 시드 층(250)은 시드 층이 마스킹 재료(220) 내의 개구(222)의 경사 구역(223) 상에 적층되는 경사

구역(253)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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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층(250)은, 각각이 중첩 스텐실(240) 내의 개구(242)의 패턴의 물리적인 실현인 복수의 트레이스(trace) 패턴으로

적층될 수 있다. 패터닝됨으로서, 시드 층(250)은 전자 요소 상에 제조되는 접촉 구조물에 대한 전구체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전기도금 프로세스에서, 시드 층(250)의 도전성 트레이스는, 접촉 구조물(260)의 물질(질량부)이 제조되는 전자폼

으로서 각각 기능한다.

시드 층(250)의 적층을 위한 프로세스 및 마스킹 재료(220)의 선택은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마스킹 재료는 적층 방

법의 환경 하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의 양의 포토레지스트 재료는 약간의 용매를 포함하며 높은 진공 상태

에서 개스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예를 들어 마스킹 재료을 가교 결합(cross-link)시키거나 또는 굳게하기 위해

빛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베이킹함으로써 재료을 변형시키는 것이 좋다. 폴리이미드는 유용한 마스킹 재료가며 크게 품질

악화됨이 없이 스퍼터링 환경을 견딜 것이다. 적층은 화학 증착(CVD) 또는 e-비임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

는 도즈 스퍼터링(dose sputtering)보다 적은 진공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종래의 노볼랙 포토레지스트 수지가 약간 가교

결합되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고려는 진공하에서 안정하게 하기 위한 마스킹 재료에 대한 임의의 변형이도 공정 중

후에 제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재료 및 공정은 당업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특별한 바

람직한 공정은 상기한 바와 같이 패너팅된 후 가열에 의해 부분적으로 교차 결합된 노볼랙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다. 시드 층(250)의 적층은 CVD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도2f는 평면도로 도2e에 기재된 단계들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고, 스텐실(240)에서 2개의 개구(242a, 242b)가 도시되고,

각 개구(242a, 242b)는 각각 2개의 접촉 패드(208a, 208b)(대시 선으로 도시됨) 중 결합된 것으로부터 2개의 돌출 형상

부(230a, 230b)(대시선으로 도시됨) 중 선택된 것으로 연장한다.

도2f는 스텐실(240)에서 각각 개구(242a, 242b)를 통해 적층된 시드 층의 2개의 패터닝된 트레이스(250a, 250b)을 도시

하고 있다. 트레이스(250a, 250b)은 도시의 명확성을 위해 크로스 해칭으로 도시되지만, 이러한 크로스 해칭은 본 도면에

서 단면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도2f에서 도시된 각 트레이스(250a, 250b)은 도전성의 트레이스(250a, 250b)상에 형성될 접촉 구조물(260)의 기부 단부

(262), 팁 단부(264) 및 본체부(266)에 각각 대응하는 기부 단부(252a, 252b), 팁 단부(254b) 및 중앙 본체부(256a,

256b)를 갖는다. 트레이스(250a, 250b)의 경사 영역(253a, 253b)은 각각 본 도면에서 도시된다.

도2g는 섀도우 마스크(240)가 제거된 다음 단계의 공정을 보여준다. 복수개(복수 중 하나가 도시됨)의 접촉 구조물(260)

들이 복수개(복수 중 하나가 도시됨)의 트레이스(230) 상에 도금(즉, 전기 도금)에 의해 도전성 재료의 질량부로 생성된다.

각 접촉 구조물(260)은 기부 단부(262)(본원 케이스의 306과 비교), 팁 단부(264)(본원 케이스의 304와 비교) 및 기부 단

부(262)와 팁 단부(264) 사이에 연장한 본체부(본원 케이스의 306과 비교)를 갖는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구조물(260)

은 기부 단부(262)와 본체부(266)의 사이에 경사 영역(263)을 가지고, 경사 영역(263)은 시드 층(250)의 경사 영역(253)

상에 형성되고, 경사 영역(253)은 마스킹 재료(220)의 개구(222)의 경사 영역(223)상에 형성된다.

도2h는 선 2H-2H를 따라 취한 도2h의 전자 요소의 단면도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라 이루어진 접촉 구

조물(260)의 형상(횡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형상은 거의 반원형 또는 버섯 형태이다. 본체부(266)을 통과하여 취한 이 단

면은 전체 길이에 걸친 접촉 구조물의 행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거의 평평한 노출 시드 층 위에 전기 도금의

결과물이다.

도2g(도2m 참조)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 접촉 구조물(260)의 전체 높이 "H", 다시 말하면, 기판(202)의 표면으로부

터 떨어진 팁 단부(264)의 높이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4.0 mm이고, 약 8.0 mm 이상일 수 있다.

도2h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구조물(260), 다시 말하면, 트레이스(250)상의 접촉 구조물의 대부분의 두께 "t"는 바람

직하게는 적어도 약 0.5 mm이고 약 1.5 mm 이상일 수 있다.

도2h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구조물(260), 다시 말하면, 트레이스(250)상의 접촉 구조물의 대부분의 폭 "w"는 바람

직하게는 적어도 약 0.5 mm이고 약 4.0 mm 이상일 수 있다. 폭은 본체부(266)를 따라 일정할 수 있거나, 본체부(266)는

폭에서 예를 들어, 본체부(266)의 기부 단부(264) 부근에서는 넓어지고 팁 단부(266) 부근에서 좁아지면서, 테이퍼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종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260)의 기부 단부(262)와 팁 단부(264) 간의 길이 "L"은 적절하게

적어도 약 10 mm일 수 있고, 50 mm 이상 정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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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형상의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는 본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수치, 구부림 모멘트, 다양한 수치로 가요성을

허용하는 형상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설계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설명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

한 형상은 곡선의 테이퍼진 내측 및 외측 반경을 가지는 원형에 가깝다. 그러한 형상은 도7에 도시되어 있다.

도2i 및 도2j는 명확하게 도시하기 위해, 요소(200)와 분리된 도2g의 접촉 구조물(260)에 대한 많은 가능한 구성들 중 2개

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이들 도면은 본 발명을 이용하여 선택될 수 있는 2개의 중요한 변경을 도시한 것이다. 도2i에서, 접

촉 구조물은 정사각형 기부 단부(262)를 갖는다. 도2j에서, 접촉 구조물은 둥근(원형의) 기부 단부(262)를 갖는다. 이들 양

도면에서, 경사 영역(263)의 기부 단부의 깔때기 형상은 용이하게 이해되고, 상기 형상은 마스킹 층(220)의 개구(222)의

경사 측벽(223)에 의해 기부 단부에 주어진다. 도2j에서, 기부 단부(262)의 경사 영역(263)이 완전히 덮여지고(360°), 작

은 "립(lip)"이 전체 기부 단부를 따라 연장되어 있다. 이러한 완전한 깔때기 형상은 모든 측벽과 마스킹 층(420)의 표면의

일부분을 따라 시드 층의 적층을 허용하는 스텐실(440)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얻어진다. 이러한 스텐실은 도4e에 도시되어

있고, 최종 구조물은 도4g에 도시되어 있다. 도2i는 시드 층을 개구(222)의 측벽의 부분에만 적층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는 도2e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개구(222)의 부분을 덮는 스텐실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얻어진다. 선택된 마스크 및 적층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측벽이 덮여질 수 있다. 이는 일측벽의 일부분만이나, 도2i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체 측벽, 1개 이상의

측벽 부분들(바람직한 실시예), 또는 완전한 깔때기 형상(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을 이루는 도2j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측벽

영역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도금 후 최종 구조물은 도2g에서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다. 기부가 정사각형이면, 도2g의 사

시도는 도2i에 도시된 도면과 유사할 수 있다.

삭제

도시의 편의를 위해, 도2f와 도2k의 상부면도는 도2e, 도2g 및 도2l의 상세한 단면의 부분적인 깔때기의 실시예의 대안으

로 완전한 깔때기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최종 구조물은 도2j에서 도시한 바와같이 원형 기부를 갖는, 도2i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깔때기 형상과 유사하다.

도2k는 복수 접촉 구조물(260a, 260b) 중 2개를 도시한 도2g의 전자 요소(200)의 상부면도이고, 각 접촉 구조물(260a,

260b)은 (대시선으로 표시된) 2개의 접촉 패드 (208a, 208b) 중 1개와 연관되어 있다. 접촉 구조물(260a, 260b)은 각각

기부 단부(262a, 262b), 팁 단부(264a, 264b) 및 중심 본체부(266a, 266b)를 갖는다. 접촉 구조물(260a, 260b)의 경사

영역(263a, 263b)은 각각 본 도면에 도시되어 있다.

도2k에서 명백히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 접촉 구조물은 전술한 본원 케이스에 도시되고 기재된 테이퍼진 접촉 구조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부 단부(262a, 262b)에서 넓어지는 것으로부터 그 팁 단부(264a, 264b)에서 좁아지는 것에 이르기 까

지 적절하게 (가로로) 테이퍼진다. 접촉 구조물(260a, 260b)은 도시의 명확성을 위해 이중으로 크로스 해칭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중 크로스 해칭은 본 도면에서 단면을 표시하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도2g에서 명백히 도시된 바와 같이, 기부 단부(262), 즉 전체 접촉 구조물(260)은 시드 층(250)과 도전층(210)을 통해 전

자 요소의 접촉 패드(208) 중 연관된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명백히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전자 요소의 일 그룹의 접촉 패드(208)는 전기도금 공정에 의해 접촉 구조물(260)을 용이하게 조립하기 위해 도전층(210)

에 의해 서로 단락될 수 있다.

공정 중 최종 공정 단계에서, 적절한 솔벤트로 세척함으로써 마스킹 층(220)이 제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인

마스킹 층(220)은 전술한 다른 임의의 요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세톤으로 선택적으로 세척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른 재료에 의해 (즉, 시드 층(250)에 의해) 덮이지 않는 도전층(210)의 모든 부분들은 적절한 화학 작용을 이용하여 선택

적으로 에칭될 수 있다.

도2l 및 도2m은 전자 요소에 대해 기부 단부(262)에 부착된 독립식 접촉 구조물(260)의 최종 제품을 도시한 단면도 및 사

시도로서, 그 본체부(266)는 전자 요소의 표면에서 이격 위치하고 그 팁 단부(274)는 본체부(266)의 수평 높이로부터 가

장 멀리 떨어져 연장된 지형을 갖는다. 최종 접촉 구조물(260)의 기부 단부(262)의 경사 영역(263)은 후술할 도2n 및 도

2o 뿐만 아니라 본 도면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각 접촉 구조물(260)을 위해, 접촉 재료의 긴 주요부는 기부 단부(262), 기부 단부(262)에 대향하는 팁 단부

(264) 및 기부 단부(262) 및 팁 단부(264)의 사이에 있는 본체부(266)를 갖추도록 마스킹 재료상에 적층되고, 여기에서,

본체부(266)는 기판(202)의 표면에 바람직하게는 거의 평행하고 기부 단부(262)에서 (z-축으로) 오프셋된 평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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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형상부(230)의 결과로서, 팁 단부(264)는 본체부(266)로부터 더 오프셋되어 있다. 마스킹 재료(220)가 제거될 때, 최

종 접촉 구조물(260)은 다른 전자 요소(즉, 272 또는 282로 각각 이하에 후술함)의 단자(즉, 270 또는 280)과 접촉하도록

자유로운 팁 단부(264)를 갖고 기판(202)에 대해 기부 단부(262)에 의해 독립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재료 및 공정

본원 케이스와 비교하여, 본 발명의 접촉 구조물은 원래, 바람직하게는 전체적으로 금속이고, 다층 구조물로서 형성(제작)

될 수 있다. 접촉 구조물을 위한 도전 재료의 주요부의 1개 이상의 층들을 위한 적절한 재료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니켈 및 그 합금,

구리, 코발트 및 그 합금,

양자 모두 우수한 전류 운반 능력 및 양호한 접촉 저항력 특성을 보여주는 금(특히 경성 금) 및 은,

백금계 원소,

귀금속,

준귀금속 및 그 합금, 특히, 팔라듐계 원소 및 그 합금,

텅스텐, 몰리브덴 및 다른 내화성 금속 및 그 합금.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사용이 특히 바람직하다.

땜납식 처리가 요구될 경우, 주석, 납, 창연(bismuth), 인듐 및 그 합금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도전층(210), 시드 층(250) 및 접촉 구조물(260)을 위한 재료를 적층하는 적절한 공정은 수용액에서 나온 재료의 적층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공정들, 전기 도금, 비전기 도금, 화학적 증착(CVD), 물리적 증착(PVD), 액체 또는 고체 전구체의 유도

된 분해를 통해 재료의 적층을 발생시키는 공정들 등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료들을 적층하는 모든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도전층(210)을 위한 적절한 재료들은 4500 Å 의 두께와 같이 3000 내지 6000 Å 의 두께로 스퍼터링(sputtering)함으로

써 적층되 수 있는 티타늄-텅스텐(Ti-W)을 포함한다. 도전층(210)에는 바람직하나 선택적인 부가는 2500 내지 4500 Å

의 두께, 예를 들어 3500 Å의 두께로 적층될 수 있는 골드층이다. 도전층(210)의 목적은 주로 시드 층상에 최종 접촉 구조

물(260)이 될 도전 재료 덩어리를 축적하도록 전기도금 공정을 이용하기 위해 도전 트레이스(250)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전층(210)이 생략된 것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비도금과 같은 다른 공정이 최종 접촉 구조물

이 될 도전 재료 덩어리를 축적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다.

시드 층(250)은 예를 들어 약 2500 내지 4000 Å의 두께로 스퍼터링함으로써 적층될 수 있는 금일 수 있다. 다른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시드 층은 약 1000 내지 3000 Å의 두께로 스퍼터링함으로써 적층될 수 있는 구리이다. 대안으로, 시드 층

(250)은 최종 접촉 구조물(260)의 덩어리가 축적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재료일 수 있다.

마스킹 재료(220, 320, 420)의 적절한 재료는 다양한 석판 포토레지스트, 노볼랙 수지 및 폴리이미드를 포함한다.

추종성(compliance) 및 탄성

도2n은 접촉 구조물(260)의 팁 단부(264)와 인쇄 회로 기판(PCB)등의 다른 전자 요소(272)의 접촉 패드(270) 간의 가압

접촉 연결을 하도록 요구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접촉 구조물(260)은 기판(202)의 표면으로부터 직각(90°)

인 "z-축"으로 탄성적으로(즉, 소성적으로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반작용한다. 이는, 예를 들어, 기판(202)와 전자 요소

(272) 간의 소켓 장착식으로, 용이하게 탈거될 수 있는 연결을 하도록 요구된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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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o는 땜납(284)으로 인쇄 회로 기판(PCB)과 같은 다른 전자 요소(282)(272와 비교)의 접촉 패드(280)(270과 비교)에

접촉 구조물(260)의 팁 단부(264)를 보다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본 경우에서, 접촉

구조물(260)은 "x-축" 및/또는 "y-축"에서 순응적으로 반작용하고, 양 축은 기판(202)의 표면에 대해 평행하다. 이는 2개

의 전자 요소들 사이의 열 팽창 계수간의 차이를 수용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일 것이다.

접촉 구조물(260)이 x-축, y-축 및 z-축의 어느 축 또는 모든 축에 탄성적으로 및/또는 순응적으로 편향함으로써 인가된

힘에 반작용한다.

이러한 탄성 접촉 구조물은 부가적인 구조물을 부가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초소형 전자 요소 상호 연결 요소를 위한 접

촉 팁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이란 명칭으로, 계류 중이고 통상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819,464호와, 이와 대응하는

WO97/43653으로서 1997년 11월 20일에 공개된 PCT 출원 제PCT/US97/08606호는 전기식 기부상에 팁 구조물을 한정

하고 전자 요소에 이 구조물을 이전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팁 구조물은 도2l의 구조물에 대한 출원에 기재된

기술을 이용하여 이전될 수 있다.

다른 예시의 접촉 구조물

본 발명의 접촉 구조물(260)에 유용한 형상은 팁 단부(264)가 본체부(266)로부터 오프셋된 것이다. 이 오프셋은 돌출 형

상부(230)의 존재의 결과이다. 도2l에 도시된 스프링 접촉 요소(260)의 본체부(266)로부터 팁 단부(264)의 오프셋 거리

"d1"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본원 케이스의 도3a와 비교해보라.

그러나, 특정 적용에서는, 접촉 구조물의 본체부로부터 팁 단부의 그러한 오프셋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접촉 구조물은 팁 단부가 본체부로부터 오프셋되지 않고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로 연장한 본

체부를 갖출 수 있다. 예를 들면, 팁 단부는 본체부와 동일 평면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과정은

다음의 변경들을 가지고 도2a 내지 도2l에 대해 상술한 방식으로 주로 진행될 것이다.

도3a(도2d와 비교)는 패시베이션(passivation)층(304)(204와 비교)에서 개구(306)(206과 비교)를 통해 노출된 접촉 패

드(308)(208과 비교)를 갖는 기부(202와 비교)상에 도전층(310)(210과 비교)이 적용된 개구(322)(222와 비교)를 구비한

마스킹층(320)(220과 비교)을 도시한 것이다. 도2d와 구별되는 바와 같이, 돌출 형상부(230)는 제공되지 않는다. 도2b에

대해 상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구(322)의 테이퍼진 영역이 본 도면에서 참조부호 323으로 표시된다.

도3b(도2e와 비교)는 마스킹 층(320)상에 배치된 스텐실(섀도우 마스크)(340)(240과 비교)을 도시한 것으로서, 스텐실

(340)은 개구(342)(242와 비교)를 갖추고 시드 층(350)(250과 비교)은 마스킹층(320)에 개구(342)를 통해 적층되며 개

구들(306) 안으로 그리고 접촉 패드(308)상에 있는 도전층(310)이 포함되어 있다. 돌출 형상부(230)는 본 실시예에 제공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드 층(350)은 최종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가 될 것을 향해 "융기"하지 않고, 오히려 최종 접촉 구

조물의 본체가 될 것과 일직선으로(동일 평면상에) 있다. 시드 층(350)은 마스킹 재료(320)의 개구(322)의 경사 영역

(323)에 적층될 경사 영역(353)을 갖는다.

접촉 구조물(360)을 형성할 재료를 적층하는 단계와, 마스킹 층(320)을 제거하는 단계와, 도전층(310)의 노출된(덮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음 공정 단계는 상기 실시예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도3c(도

2k와 비교)는 상술한 도금, 마스킹 층(320) 세정 및 도전층(310)의 선택적인 에칭이 발생된 후에, 그러한 공정으로 인한

접촉 구조물(360)(260과 비교)을 도시한 것이다. 최종 접촉 구조물(360)은 기부 단부(362)(262와 비교), 팁 단부(364)

(264와 비교) 및 본체부(366)(266과 비교)를 갖는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 구조물(360)은 기부 단부(362)와 본체부

(366)의 사이에서 경사 영역(363)을 갖는다. 경사 영역(363)은 시드 층(350)의 경사 영역(353)상에 있고, 경사 영역(353)

은 마스킹 재료(320)의 개구(322)의 경사 영역(323)상에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더욱 복잡한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부가적 요소를 부가하여 더욱 처리될 수 있다. "초소형 전자 요소 상

호 연결 요소를 위한 접촉 팁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이란 명칭으로, 계류 중이고 통상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

819,464호와, 이와 대응하는 WO97/43653호로서 1997년 11월 20일에 공개된 PCT 출원 제PCT/US97/08606호는 희생

기판 상에 팁 구조물을 형성하고 전자 요소에 이 구조물을 이송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팁 구조물은 도3c의 구

조물에 대한 출원에 기재된 기술을 이용하여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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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조물의 다른 유용한 향상은 부가된 팁 요소가 본체부(366)로부터 더욱 멀리 돌출하도록 스페이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이란 명칭으로, 1998년 1월 29일 자로 출원되어, 계류 중이고 통

상 양도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미지정 상태임)호는 포스트 구조물을 만들고, 팁 구조물을 만들고, 이 두 개를 서로 결합

하여 지지 구조물로 만드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도3c의 탄성 접촉 구조물과 잘 작용할 것이고, 정밀하게 한정된 팁

구조물을 갖는 탄성 접촉 구조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계류 중인 출원에서 기재되어 마련된 팁 포스트 결합

체는 본체부(366)의 팁 단부에 납땜되고, 팁 포스트 결합체는 계류 중인 상기 출원에 기재된 대로 해제된다. 도3d를 참조

하면, 팁 부분(364)은 포스트(382)에 납땜 재료(381)에 의해 고정되고, 이는 팁 본체(384)에 납땜 재료(383)에 의해 고정

된다. 팁 본체(384)는 바람직한 팁 지점(385)과 함께 도시되나, 이러한 형상은 선택적이다.

원격으로 위치하는 접촉 구조물

반도체 장치 등의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208)의 위치에 직접 그 기부 단부(262)를 갖는 접촉 구조물(260)을 제조하는 기

술이 상술되었다. 전자 요소를 위한 특정 적용에 있어서, 접촉 구조물, 특히 그 기부 단부를 연결된 접촉 패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촉 구조물(260)의 팁 단부(264)는 연결된 접촉 패드보다

다른 배치(패턴, 피치 등)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미국 특허 출원 제08/955,001호는 합체된(전기적으로 연결된) 단자(접촉 패드)로부터 떨어져 있는 전자 요소상의 영

역에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것을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링 접촉 요소는 전자 요소의 단자(접촉 패드)로부터 단

자에서 이격된 위치로 연장하는 도전 라인에 장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수개의 동일한 스프링 접촉 요소가 전자

요소에 장착될 수 있어, 그 자유 (말단) 단부는 전자 요소 상의 단자의 패턴에 의존하지 않는 패턴 내의 위치에서 배치된다.

특히 유용한 실시예에서, 스프링 접촉 단자의 자유 단부는 전기적으로 연결된 단자로부터 공간 이동할 수 있다.

전자 요소의 단자로부터 이격되어 스프링 접촉 요소를 위치시키는 개념은 본 발명의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이 합체

된(전기적으로 연결된) 단자로부터 이격된 위치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기술에 참조될 수 있다.

도4a는 도2a에 비교될 수 있고, 복수개의 접촉 구조물이 제조될 수 있는 예시적 전자 요소(400)(200과 비교)를 도시한 것

이다. 단일 접촉 구조물(460)(260과 비교)의 제조는 복수개의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예시로서, 바람직하게는 동일 요소

상에 동일 시간으로, 기재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단일 요소 상에 제조된 접촉 구조물의 각각은 서로에 대하여(즉, 치수, 형

상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접촉 구조물의 치수 및 형상은 소정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설계자에 의해 개별적으

로 제어되고 결정될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에서, 전자 요소(400)는 실리콘 기판(402, 도면 부호 202에 비교됨), 실리콘 기판(402)의 표

면 상에 배치된 패시베이션 층(404, 도면 부호 204에 비교됨), 및 패시베이션 층(404)을 통해 금속 접촉 패드(408, 도면

부호 208에 비교됨)로 연장된 개구(406, 도면 부호 206에 비교됨)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이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도4(도2a에 비교됨)에 도시된 것처럼, 공정의 제1 단계에서, 패시베이션 층(404)의 표면, 개구

(406)의 측벽 및 금속 접촉 패드(408)의 노출된(개구 내에서) 표면을 약 4500 Å 의 두께로 스퍼터링하고 덮음으로써 적

층되는 공형의 연속된 티타늄-텅스텐(Ti-W) 층과 같은 도전층(410, 도면 부호 210에 비교됨)이 적층된다.

전술한 예와 대비하여, 이 예에서, 제2 도전층(412)은 도전층(410) 상에 적층될 수 있으며 접촉 패드(408) 상의 위치로부

터 접촉 패드(408)로부터 이격된 위치(422)까지 연장된 영역을 포함하도록 패터닝될 수 있다. 제2 도전층(412)을 적층 및

패터닝하는 것은 (a) 제2 도전층(412)이 피복층으로서 적층되며, 후속해서 패터닝되거나(예를 들어, 통상의 사진 석판 기

술을 사용함), (b) 제2 도전층(412)이, 예를 들어, 전술한 스텐실(240)과 같은 스텐실을 사용하여 패터닝된 층으로서 적층

되거나, (c) 제2 도전층(412)이 도전층(410)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는 피복층으로서 적층되는 것을 포함하는 통상의 반도

체 가공 기술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 제2 도전층(412)은, 예를 들어, 전술한 미국 특허 출원 제08/

955,001호에 개시된 기술을 사용하여 후속 단계에서 패터닝될 수 있다.

제2 도전층(412)은 양호하게는 2500 내지 4500 Å의 두께, 예를 들어, 3500 Å의 두께의 금(Au)의 층이다. 제2 도전층

(412)의 설계 및 제2 도전층(412)에 대한 특정 치수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트레이스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적당한 치수는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선택될 수 있다.

패터닝된 제2 도전층(412)을 제공하는 여러 기술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첨부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955,001호에 설명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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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b(도2b에 비교됨)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 단계의 공정에서, 마스킹 재료(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의 층(420)은 실

리콘 기판(402)의 표면 상에[즉, 도전층(410)과 제2 도전층(412) 상에] 적층되며 마스킹 층(420)을 통해 완전히 연장되

는 개구(422, 도면 부호 222에 비교됨)를 포함하도록 패터닝된다(예를 들어, 통상의 사진 석판 기술을 사용함). 이 예에서,

개구(422)는 개구(406)로부터 이격되어, 그 결과, 패시베이션 층(404) 내의 개구(406) 위에 있는 것(이전의 예에 대하여

설명됨)이 아니라 접촉 패드(408)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있다. 접촉 패드(408)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이러한 복수의 개구

(422)를 위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접촉 구조물(460)은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의 외형과 다른 외형으로

전자 요소 상에 제조될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에서, 각각의 개구(422)는 접촉 패드(408) 상의 개구(406)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개구(422)는 40,000 μm2[접촉 패드(408)의 노출 면적의 4배]의 면적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제안으로서, 접촉 구조물의 영역(기부 단부 영역)은 접촉 구조물을 전자 요

소에 기계적으로 체결(부착)하기 위해 충분히 크게(소정의 이격 억제) 되어야 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 마스킹 층(420)은 양호하게는 적어도 약 50 ㎛, 적어도 약 100 ㎛, 적어도 약

150 ㎛ 및 적어도 약 200 ㎛의 두께로 적층된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에서, 개구(422)의 측벽(모서리벽)은 양호하

게는 확실하게 테이퍼 가공된다. 도2b에 대하여 전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구(422)의 테이퍼 가공된 영역은 이 도면

에서 도면 부호 423으로 표시된다.

도4c(도2c에 비교됨)는 도4b의 전자 요소(400)의 평면도이며, 마스킹 층(420) 내의 개구(422)와, 결합 접촉 패드(408, 점

선으로 표시됨)를 도시한다. 이 도면에서, 제2 도전층(412)의 패터닝된 부분도 또한 접촉 패드(408)로부터 개구(422) 내

에까지 연장되어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2c에 대하여 전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구(422)의 테이퍼 가공된 영역

은 이 도면에서 도면 부호 423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술한 예의 방식에 비교되는 방식으로, 이 실시예에서, 도4d(도2d에 비교됨)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 단계의 공정에서,

돌출부(430)는 개구(422)로부터 거리"L'"(거리 "L"에 비교됨)에서 마스킹 층(420)의 표면 상에 적층될 수도 있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에서, 돌출부(430)는 전자 요소(400) 상에 제조된 접촉 구조물(460)의 접촉(팁) 단부(464)의 기본 외

형을 한정한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시적인 예에서, 돌출부(430)는 에폭시, 포토레지스트 등의 재료의 "점" 또는 "

덩어리"이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에서, 도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 단계의 공정에서, 스텐실(섀도우 마스크, 440)은 마스킹

층(420, 도면 부호 240에 비교됨)의 표면 상에 배치되며 개구(442, 도면 부호 242에 비교됨)를 갖는다. 스텐실(440)이 마

스킹 층(420)의 표면 상에 위치되면서, (예를 들어, 금의) "시드"층(450)은 마스킹 층(420) 및 이 마스킹 층(420)의 개구

(422) 내로 하방 연장된 돌출부(430)의 [개구(442)를 통해] 노출된 표면 상에 그리고 제2 도전층(412)의 노출된 표면 상

에 (예를 들어, 스퍼터링에 의해) 적층된다. 패터닝된 부분의 시드 층(450)은 전자 요소(400) 상에 제조되도록 하기 위해

접촉 구조물(460)을 한정하는 기부로서 작용하는 "트레이스"로 간주될 수 있다. 시드 층(450)은 마스킹 재료(420) 내의 개

구(422)의 경사진 영역(423) 상에 적층되는 경사진 영역(453)을 가진다.

도4f(도2f에 비교됨)는, 스텐실(440) 내의 개구(442)를 도시하는, 도4e의 전가 요소(400)의 평면도이며, 개구(442)는 접

촉 패드(408, 점선으로 도시됨)로부터 이격된 위치[개구(422)]에서 돌출부(430, 점선으로 도시됨)까지 연장된다.

또한, 도4f는 스텐실(440) 내의 개구(442)를 통해 적층된 시드 층(450)의 패터닝된 트레이스를 예시한다. 트레이스는 명

확하게 예시하기 위해 크로스 해칭하여 예시되었지만, 이 도면에서 크로스 해칭은 단면을 나타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스는 기부 단부(452), 팁 단부(454) 및 중심 본체부(456)를 구비한다.

도4g(도 2g에 비교됨)는 접촉 구조물(460, 도면 부호 260에 비교됨)이 시트층(450)의 도전 트레이스 시에 형성되는 다음

단계의 공정 후의 결과이다. 접촉 구조물(460)은 기부 단부(462, 도면 부호 262에 비교됨), 팁 단부(464, 도면 부호 264에

비교됨), 및 기부 단부(462)와 팁 단부(464) 사이에서 연장된 본체부(466, 도면 부호 266에 비교됨)를 구비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접촉 구조물(460)은 그 기부 단부(462)와 그 본체부(466) 사이에 경사부(463)를 구비하며, 경사부(463)는 마

스킹 재료(420) 내의 개구(422)의 경사부(423) 상에 있는 시드 층(450)의 경사부(453) 상에 형성된다. 본체부(466)를 통

해 취한 접촉 구조물(460)의 단면은 도2i에 도시된 접촉 구조물(260)의 단면과 동등하게 보이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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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접촉 구조물(460)은 그 기부 단부(462)가 합체된 접촉 패드(408)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된 점을 제외하고는 접촉

구조물(260)과 동일하다. 즉, 접촉 구조물(460)은 접촉 구조물(260)과 같이 동일한 범위의 다양한 외형, 치수 및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도2k에 비교됨), 이 예의 최종 가공 단계의 공정에서, 마스킹 층(420)은 전술한 다른 요소들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용제로 세척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다른 재료에 의해 [이 예에서는 제2

도전층(412)에 의해] 덮여지지 않는 도전층(210)의 모든 부분은 적당한 화학 작용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에칭될 수 있으

므로, 전기적으로 연결된 접촉 패드(408)로부터 이격된 위치에서 전자 요소(400)에 기부 단부(462)가 부착되고 본체부

(466)가 전자 요소(400)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지게 위치되고 팁 단부(464)가 본체부(466)의 높이로부터 더 멀리 위치된

형태를 갖는 자유 직립 접촉 구조물(460)의 최종 제품을 생성한다.

전술한 예에서와 같이, 이 예의 접촉 구조물은 마스킹 층 위에 점(430)을 먼저 배치하지 않고 제조될 수 있으므로, 팁 단부

가 본체부와 일직선으로 되는 접촉 구조물(도면 부호 360과 비교됨)을 생성한다. 또한, 그러나, 이러한 접촉 구조물의 기부

단부는 제2 도전층(412)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접촉 패드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되기도 한다.

전술한 다양한 접촉 구조물(예를 들어, 260, 360, 460)의 임의의 조합물이 단일의 전자 요소에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경로 설정 및 공간 이동

이격되어 위치된 접촉 구조물(460)에 대하여, 다양한 복합 경로 설정 설계는 미국 특허 출원 제08/955,001호에 의해 고려

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즉, 접촉 구조물이 장착되는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단자)로부터 "공간 이동"을 제공하는 전자 요소 상에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이 설명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공간 이동"이란 용어는 접촉 구조물의

팁(말단) 단부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자 요소의 단자와 다른 간격(피치) 및/또는 방위로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복수의 접촉 구조물은 접촉 구조물의 외형 및/또는 피치가 요소 단자의 외형 및/또는 피치와 다른 방식으

로 전자 요소에 장착될 수 있고 전자 요소 상의 대응하는 복수의 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소 단자

는 주변 패턴으로 제1 피치에 배치될 수도 있으며,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는 제2 피치에서 영역 어레이에 배치될 수도 있으

며, 또는 이와 반대도 또한 같다.

양호하게는, 전자 요소 상의 복수의 접촉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의 접촉 구조물은 서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게(동

일하게) 되도록 제조된다.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이점은 구조물의 기계적 및 탄성 특성이 유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공간 이동은 접촉 구조물의 제조에 최소 영향을 주는 공정 단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공간 이동을 실행하는 제2 도전층(412)의 도전 트레이스는 전개(또는 집합)와 같은 "간단한" 공간 이동을 실행하기 위해

전자 요소의 표면을 따라 직선으로(선형으로) 접촉 구조물의 기부 단부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는, 공간 이동을 실행하는

도전 트레이스는 보다 복잡한 공간 이동 설계를 실행하기 위해, 원한다면, 서로에 대하여 교차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자 요

소의 표면을 따라 경로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존재하는 전자 요소의 접촉 배치가 전자 요소가 이미 완전히 제조된 후에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완결된(완성된) 반도체 장치는 패시베이션 층 내의 개구를 통해 표면 상에서 접근 가능한 복수의 결합 패드 단자를

갖는다. 복수의 동일한 접촉 구조물은 이들 단자에 장착되거나 이들 단자 상에 제조된다면,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는 결합

패드의 배치를 "반영"한다. 본 발명은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가 반도체 장치의 결합 패드와는 완전히 다른 배치를 가지도록

단자(적어도 일부분)를 필수적으로 "재배치"시킨다.

마스킹 층 내의 구멍(들)의 테이퍼 가공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킹 층(220, 320, 420) 내의 구멍(222, 322, 422)은 테이퍼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이퍼 가공

되는 개구는 여러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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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a 및 도5b는 기판(506) 상의 마스킹 재료(504)의 층을 통해 개구(502)를 발생시키는 종래 기술을 예시한다. 마스킹 층

(504)은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감광성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사진 석판 마스크(508)는 마스킹 층(504) 상에 배치된다. 마스

크(508)는 양호하게는 화학적 광원(510)으로부터의 광에 투명하다(광을 투과시킨다). 마스크(508)는 그 표면 상에 오우페

이크(opaque) 재료(예를 들어, 산화철 또는 크롬)의 패턴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마스크(508)는 사진 업계의 "접촉 인쇄"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스킹 재료(504)에 가능한 한 밀접

하게 설치된다.

마스크(508)의 표면 상에 오우페이크 재료(512)가 없는 영역(514)에서, 광원(510)으로부터의 광은 마스킹 재료(504)까지

마스크(508)를 관통할 수 있다. 마스크(508)의 표면 상에 오우페이크(opaque) 재료(512)가 있는 영역에서, 광원(510)으

로부터의 광은 마스킹 재료(504)까지 마스크(508)를 관통할 수 없다. 이 방식에서, 오우페이크 재료(512) 아래의 마스킹

재료(504)의 "비노출된" 영역(522)은 광으로부터 차폐되며, 오우페이크 재료(512)가 없는 마스크(508)의 비수성 영역

(514) 아래의 마스킹 재료(504)의 "노출된" 영역(524)은 광에 노출된다. 일반적으로, 마스크(508)를 관통하는 광에 노출

되는 마스킹 재료(504)의 영역(524)은 "현상"되며, 마스크(508)를 관통하는 광으로부터 차폐된 영역(522)은 "현상"되지

않는다. 이것은 잔류 마스킹 재료가 마스크 상에 오우페이크 재료의 패턴을 복제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구현한다. 광 노출의 완결시, 마스킹 재료(504)가 "포지티브" 또는 "네가티브"인지에 따라, 영역(522) 또는 영역(524)은 아

세톤(acetone)과 같은 적당한 용제로 선택적으로 세척(제거)될 수 있다.

도5b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킹 재료(504)의 현상 영역(524)은 광 노출의 완결시 세척된다.

도5c는 기판(506) 상의 마스킹 재료(504', 도면 부호 504에 비교됨)의 층을 통해 개구(502)를 생성하기 위한 다른 종래 기

술을 예시한다. 사진 석판 마스크(508)는 마스킹 층(504) 상에 배치되며 그 표면 상에 오우페이크 재료(514', 도면 부호

512에 비교됨)의 패턴을 갖는다. 이 예에서, 오우페이크 재료(514')는 개구(502)를 생성하도록 의도된 마스킹 재료(504')

의 영역(524') 상에 있다. 마스크(508)의 나머지 영역(512', 도면 부호 514에 비교됨)은 광원(510)으로부터의 광이 마스킹

재료(504')의 저면 영역(522')까지 나머지 영역을 관통할 수 있도록 오우페이크 재료로 덮여진다. 이 예에서, 영역(522')은

광에 노출되어 "현상"되며, 영역(524')은 광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역(524')은 광 노출의 완결시 세척될 수 있으므

로, 마스킹 재료(504')의 층 내에 소정의 개구(502)를 생성한다. 이것은 나머지 마스킹 재료가 마스크 상의 오우페이크 재

료의 패턴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구현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소정의 마스킹 재료("포지티브" 및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 재료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마스킹 재료

(504)의 소정의 영역(예를 들어, 도면 부호 524)이 완전히 현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 노출 강도 및 시간이 있다.

도5b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은 마스킹 재료(504) 내에 생성된 개구(502) 내의 급경사진 측벽이 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경우에, 급경사진 측벽의 개구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호하게는, 본 발명의 마스킹 층(들) 내의 개구(222, 322, 422)의 측벽(모서리벽)은 테이퍼 가공되며

60°내지 75°범위의 "포지티브" 테이퍼를 갖는다. 마스킹 층(220, 320, 420)의 재료에 대해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고, 급

경사진 측벽(예를 들어, 도5b 참조)을 갖는 개구로부터 시작하고, 측벽을 테이퍼 가공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를 완만하게

재유동시킬 가능성은 전술되었다.

본 발명의 하나의 태양에 따르면, 마스킹 재료 내의 개구의 테이퍼 가공된 측벽은 예를 들어, (a) 개구의 측벽을 테이퍼 가

공하기 위해 마스킹 재료를 완만하게 재유동시키거나, (b) 노출 강도 및/또는 시간을 제어하거나, (c) 노출 중에, 마스크의

마스킹 층으로부터의 거리를 변경시키거나(본질적으로, 노출 중에 마스크의 "초점을 흐리게 함"), (d) 한번은 작은 투명 영

역을 갖는 마스크로, 이와 별개로 큰 투명 영역을 갖는 마스크로 마스킹 층을 2회 이상 노출시키거나(본질적으로, 단차가

있는 개구를 생성함)-단차가 있는 마스킹 층은 단차(들)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재유동될 수도 있음- (e) 이전

의 마스킹 층의 개구보다 연속적으로 더 큰(또는 작은) 각각의 다중 마스킹 층의 개구 위에 놓이는 개구를 생성하거나-이

것은 하나 이상의 단차(들)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재유동될 수도 있음-, (f) 상기 (a) 내지 (e)를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 (a) 내지 (e)는 이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 (a) 내지 (e)에 대해 각각 상술될 것이다.

(a) 재유동에 의해 테이퍼 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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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536) 상에 마스킹 재료(534)의 층 내의, 급경사진 측벽(도5b에 비교됨)을 나타내는 종래

의 개구(532)로부터 시작하면서, 마스킹 재료(534)는 후 마무리 가공 단계에서 제어된 방식으로 가열되고 그리고/또는 희

박한 용제 내에 침지될 수 있다. 이것은 개구의 급경사진 측벽의 각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마스킹 재료(534)의

기부[기판(536)의 표면에서]로부터 상부(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으로 완만하게[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사인(sine)

곡선) 만곡된(테이퍼 가공된) 개구(538, 도면 부호 222, 322, 422에 비교됨)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마스킹 재료 내의 시

작 구멍이 지나치게 크므로, 개구의 기부의 최종 "재유동된" 치수는 소정의 치수(예를 들어, 200 ㎛의 직경)를 갖는다. 이

러한 형상은 마스킹 재료(534) 내의 개구(538)가 테이퍼 가공된 영역(539, 도면 부호 223, 323, 423에 비교됨)을 갖는 것

을 나타낸다.

(b) 노출을 제어함으로써 테이퍼 가공함

도5e는 도5a에 대하여 설명된 예시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마스크(508)의 투명 영역(514)을 관통하는 광의 양(노출 및 지

속)을 제어함으로써 기판(546, 도면 부호 536에 비교됨) 상의 마스킹 재료(544, 도면 부호 534에 비교됨)의 층을 관통하

는 테이퍼 가공된 측벽을 갖는 개구를 생성하는 기술을 예시한다. 일반적으로, 그 표면(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에 가장 근

접한 마스킹 재료(544)의 부분은 층 내에서 "깊은" 마스킹 재료(544)의 부분보다 더 신속하게 현상될 것이다. 그래서, 마스

킹 재료(544)의 가장 빨리 현상되는 부분은 마스크(508)에 가장 근접한 마스킹 재료(544)의 상부(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마스킹 재료(544)의 가장 느린 형상 부분은 기판(546)에 바로 인접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예컨대 절반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508)의 투명 영역(514)의 바로 아래의 마스킹 재료(544)의 전체 영역을 완전히

현상하는데 필요한 분량으로 노출을 제한하여, 마스킹 재료(544)의 현상은 그 상부 표면(마스크에 가장 근접함)으로부터

하부 표면(마스크로부터 가장 멀고, 기판에 가장 근접함)까지 불균일하게 된다.

중간 제품을 나타내는 도5e에서, 현상되는 마스킹 재료(544)의 부분(548a)은 파형 선의 크로스 해칭으로 표시되어 있으

며, 전술한 바와 같이, 소정의 개구를 제공하기 위해 세척될 수 있다. 이 개구는 마스킹 재료의 현상된 부분과 동일한 형상

을 갖는다. 현상되지 않는 마스킹 재료(544)의 부분(548b)은 비크로스 해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상된 부분을 세척한

후에, 형성된 개구의 측벽(점선으로 도시됨)을 한정할 것이다. 이전의 예 (a)에서와 같이, 개구의 측벽은 마스킹 재료의 표

면에서의 큰 직경으로부터 기판의 표면에서의 작은 직경까지 테이퍼 가공될 것이므로, 마스킹 재료 내의 시작 개구는 그

기부의 최종 치수가 소정의 치수(예를 들어, 200 ㎛ 직경)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크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상은 개구가 될 마스킹 재료(544)의 부분(548a)이 테이퍼 가공된 영역(549, 도면 부호 223, 323, 423에 비교됨)

을 구비하는 것을 도시한다.

(f)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킹 재료 내에 원하는 형상의 개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하나 이상의 테이

퍼 가공 기술(a 내지 e)이 서로 조합될 수 있다.

(c) 마스크 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테이퍼 가공함

마스킹 층 내에 테이퍼 가공된 측벽을 갖는 개구를 생성하는 다른 하나의 기술은 노출 중에 마스크(508)를 기판(506)으로

부터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마스킹 재료 표면상의 마스크 화상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도5e에 도시된 중간

제품과 유사한 상태가 되게 한다. 마스크로부터 마스킹 재료까지의 거리가 변경되는 방법을 제어함으로써, 마스킹 재료의

노출 중에 최종 개구는 마스크(508)의 투명 부분(514)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마스킹 재료 내의 초기 개구는 더 작

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이 개구의 기부의 최종 치수는 소정의 치수(예컨대, 200 ㎛ 직경)를 갖는다.

(d) 다중 노출

도5f는 도5a에 기술된 전형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기판(556; 546과 비교) 상의 마스킹 재료(554, 544와 비교)의 층을 통과

하는 개구를 테이퍼진 측벽으로써 생성시키는 기술을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마스크는 제1 폭 치수를 갖는 제

1 영역에 마스킹 재료(554)의 부분(558a)을 사실상 완전히 형성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제2 마스크는 제1 폭 치수보다 더

큰 제2 폭 치수를 갖는 제2 영역에 마스킹 재료(554)의 상부(558b)만을 사실상 형성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예컨대, 제1 노

출은 직경이 200 ㎛인 제1 영역을 초래하고, 제2 노출은 직경이 225 ㎛ 내지 250 ㎛인 제2 영역을 초래한다. 양호하게는,

제2 영역은 제1 영역 위로 정렬되어, 동축일 필요는 없으나 이들이 중첩되게 한다.

등록특허 10-0577131

- 19 -



이는 마스킹 재료(554)가 뒤집힌 웨딩 케이크와 같이 단차진 개구(558, 538과 비교)를 갖게 한다. 하나 이상의 단차를 갖

는 개구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이 이전의 것보다 더 큰 면적에 노출되는 2개 이상의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본 발

명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최종 개구(558)로부터 (설령 있다면)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기 위해, 마스킹 재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유동할 수 있고 또는 각 측벽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달리 처리될 수 있다. 본 도면은, 마스킹 재료(554) 내

의 개구(558)가 이러한 경우에 매끄럽게 되기보다는 단차진 테이퍼 영역(223, 323 및 423과 비교)을 갖는다.

(e) 다중층을 이용하는 테이퍼링 방법

전술한 기술(a 내지 d)은 마스킹 재료의 단일 층 내에 테이퍼진 개구를 생성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

술은 마스킹 재료의 복수 층의 각각에 또한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마스킹 재료의 제1 층이 노출되고, 이어서 제2 층이 제1 층 위에 도포되고 노출될 수 있다. 양 마스킹 층이 노출된

후, 이 마스킹 층은 마스킹 재료의 노출 영역 또는 비노출 영역인 개구를 형성하도록 세척된다.

예컨대, 도5f에 도시된 바와 같은 최종 제품은 직경이 200 ㎛인 제1 영역을 갖도록 마스킹 재료의 제1 층을 노출시키고,

마스킹 재료의 제2 층을 도포하고, 직경이 225 ㎛ 내지 250 ㎛인 제2 영역을 갖도록 마스킹 재료의 제2 층을 노출시키고,

이어서 전술한 방법으로 단차진 개구를 갖도록 마스킹 재료를 세척함으로써 제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중층의 하나 이상은 도5e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노출된 영역의 각각이 그 자체로

또는 저절로 테이퍼진다. 최종 후처리 단계에서, 마스킹 재료 내의 최종 개구의 측벽은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유동함

으로써 "매끄럽게" 될 수 있다.

측벽이 테이퍼진 개구를 생성시키는 방법에 관하여는, (단차지기보다는) 매끄러운 측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적

인 것은 아니다. 또한, 개구의 측벽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사 또는 점진적인 경사의 변화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복수의 상대적으로 얇은 단차가 있다면, (예컨대, 뒤집힌 웨딩 케이크 형태의) 다중 단차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개별 단차 내에 상대적으로 가파른 측벽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평균 경사가 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사진 요소로써 형성된 구조의 기계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절히 경사진 마스킹 층은 개구의 측

벽이 크거나 가파르게 된다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불연속이 없이도 용이하게 [예컨대, 시드 층

(250)으로써] 코팅된다.

팁 형상

접촉 구조물(260, 360, 460)이 형성되는 시드 층(250, 350, 450)의 형상 및 패턴은 이 시드 층의 임의의 소정의 패터닝과

같이 각각 용이하게 제어된다. 접촉 구조물(260, 360, 460)의 기부 단부(262, 362, 462)는 각각 바람직하게는 크게 크기

가 정해질 수 있다. 접촉 구조물(260, 360, 460)의 본체부(266, 366, 466)는 각각 직선이기보다는 곡선일 수 있다. 접촉

구조물(260, 360, 460)의 팁 단부(264, 364, 464)는 각각 임의의 소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본원에 도시된 팁 단부

(264, 364, 464)는 (평면도, 예컨대 도2k의 상부 평면도 및 도2m의 사시도에서) 원형 프로파일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었

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원형 형태에 관련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용이하게 원추형 또는 구형 부분이 될 수 있고, 돌출된

형상부(230 또는 430)의 형태에 의하면 절두(truncated)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컨대 도2o에 대해 특정 적용예에 있어서는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264)를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전

자 요소(282)의 단자(280)에 연납땜(또는 경납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설명에 의하면, 땜납(284)이 패드(280)의

노출 영역과 접촉 구조물(260)의 팁(264)의 노출 영역 사이에서 매끄럽게 유동하는 "필렛"(fillet)을 형성하는 것이 분명하

다. 일반적으로, 땜납이 필렛을 형성하는 영역이 클수록 최종 땜납 조인트가 강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의하면, 시드 층(250, 350, 450) 내의 도전성 트레이스의 형상은 필렛 형성을 위한 접촉 구조

물의 최종 팁 단부 상에 증가된 양의 표면적이 존재하도록 조절된다.

도6a는 평면도로서 접촉 구조물(610, 260과 비교)의 팁 단부(614, 264와 비교)의 가능한 많은 형태 중의 하나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 팁 단부(614)는 링과 같이 형성된 팁 단부(614)이고, 이는 통상 원형의 외부 모서리(614a)와, 통상

원형의 내부 모서리(614b)와, 외부 및 내부 모서리(614a, 614b) 사이에서 각각 연장하는 간격(614c)을 갖는다. 이러한 방

법으로, (본 도면에서는 도시되지 않으나, 페이지의 면을 지나는) 소정의 두께에 있어서는, 전체 외부 및 내부 모서리

(614a, 614b)는 연납땜(602와 비교)이 부착되어 필렛을 형성하는 표면 영역을 각각 제공한다. 형태상 양호한 형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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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슬롯이 형성된 디스크 형태이고 경사부(613)에 의해 본체부(616)에 연결된다. 경사부(613)는 이 경사부가 본체

부와 팁 부분 사이에 있더라도 경사진 영역(263, 도2g 참조)에 필적한다. 이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평평하고 도시된 간격

(614c)을 갖는다. 이러한 디스크는 절두원추 형태의 돌출된 형상부(230 참조) 상에 형성되고, 도시된 바와 같이 슬롯이 형

성된 디스크를 한정하기 위해 스텐실(stencil; 240 참조) 내에 개구를 갖는다. 제2의 양호한 형태에 있어서, 그 형태는 슬

롯이 형성된 반구형이고 적절한 개구를 갖는 스텐실을 이용하여 반구형 돌출 형상부 상에 형성된다. 제3의 양호한 형태에

있어서, 팁은 일반적으로 본체부(616)와 동일한 평면에 위치하게 된다.

도6b는 평면도로서 접촉 구조물(660, 610과 비교)의 팁 단부(664, 614와 비교)에 대한 가능한 많은 형태 중의 다른 하나

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팁 단부(614)는 팁(614)의 영역에 필적하는 (점선으로 도시된) 영역 내에 "십자형"

(cruciform)으로 형성된다. 이는 팁 표면 영역, 즉 소정 크기의 팁에 대한 필렛 형성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다. 형태적으로 양호한 한 형태에 있어서, 상기 십자형은 도6a에 관해 전술한 것에 필적하는 패터닝된 디스크로 제조된다.

이는 경사진 부분(613)에 필적하는 (도시되지 않은) 경사부를 구비한다.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 십자형은 접촉

구조물(660)의 본체부의 단순한 연장부이고 상기 본체부와 동일 평면에 위치한다. 또다른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 십

자형은 반구형 돌출 형상부(230 참조)를 적절히 마스킹함으로써 형성된다.

도6a 및 도6b의 상부 평면도에 있어서, 접촉 구조물(610, 660)의 각각의 팁 단부(614, 664)의 유용한 습식 표면 영역(도

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의 표면 내로의 z축 방향)을 증가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팁 단부는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면

의 시트 내로) 일정 두께와 전술한 접촉 구조물의 임의의 실시예에 의한 측면 프로파일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돌출 형상부는 스텐실을 이용하거나 스크린 인쇄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돌출 형상부를 형성하기

위한 양호한 하나의 방법은 특정적으로 형성되고 위치된 개구를 갖는 스텐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8에 의하면, 스텐실

(810)은 하나 이상의 개구(815)를 갖도록 제작된다. 이들 개구(815)는 최종 마무리된 제품의 돌출 형상부의 소정의 배치

에 대응되는 높은 정밀도를 갖도록 패터닝된다. 각각의 개구(815)는 소정의 형상을 한정하도록 형성화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개구는 테이퍼져 있고, 이는 절두 원추 부분 또는 절두 피라미드 부분에 유용하다. 다른 형태도 필요하다

면 한정될 수 있다.

개구(815)는 재료(830)로 사실상 충전되고, 스텐실은 전자 요소(202와 비교) 상의 마스킹 층(도2d의 220 참조) 상에 위치

된다. 하나의 양호한 재료(830)는 소정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갖도록 경화된 사진석판술 레지스트 재료가다. 스텐실

(810)이 마스킹 층(220)으로부터 단순히 상승되어 돌출 형상부(230)를 형성하도록 재료(830) 및 마스킹 층(220)용의 재

료가 선택될 수 있다. 열과 같은 추가 공정 또는 적절한 배출 조건이 필요하다면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양호한 배출 기구

는 배출 판(820)에 장착된 포스트(825)에 의해 개구(815)의 밖으로 재료(830)를 밀어내는 것이다. 이 스텐실은 전술한 바

와 같이 마스킹 층(220 참조)에 대해 위치하고, 따라서 재료(830)는 마스킹 재료에 이어 스텐실(810)에 대해 위치하고 예

컨대 재료(830)에 단지 닿는 포스트(825)를 갖는 배출 판(820)에 접촉한다. 이 스텐실을 (위치 820'의) 배출 판(820)을 향

해 이동시키면, 포스트(825)는 재료(830)가 마스킹 재료와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광범위한 형태의

돌출 형상부가 마스킹 재료에 가해질 수 있다.

다른 변형예

본 발명의 개시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확장이 상기 내용을 조합함으로써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

면, 전기주조 트레이스(250)를 한정하기 위해 스텐실(240)을 이용하기보다는, 상기 트레이스를 한정 및 생성하기 위해 적

절한 재료 및 레이저 전사법(laser pantography)이 사용될 수 있다.

엘드릿지 등의 1997년 3월 6일자 미국특허출원 제08/819,464호(현상태: 진행중)와 1997년 5월 15일자의 대응 국제특허

출원 제PCT/US97/08606호(현상태: 1997년 11월 20일자 WO97/43653으로 공개됨)는 접촉 팁 구조물을 희생 기판 상에

제작하고, 예비 제작된 접촉 팁 구조물을 탄성 접촉 구조물의 단부에 장착하고, 희생 기판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은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362)에 일정 형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술한 접촉 구조물(360)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최종 접촉 구조물은 1997년 9월 17일자 미국특허출원 제08/931,923호(현상태: 진행중)에 개시된 바와 같이 기계적 특성

을 조절하기 위해 열처리될 수 있다.

니켈로 제조된 접촉 구조물은 니켈 접촉 구조물의 외부(노출된) 부분을 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당업계에 공지된 "이멀젼 골

드" 공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접촉 구조물의 궁극적인 접촉 특성을 변경시키고 및/또는 니켈 접촉 구조물의 외부 부

분의 야금학적 성질을 변경시키고, 연속하는 선택적 에칭 공정에서 접촉 구조물을 보호하도록 기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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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접촉 구조물이 전자 요소의 접촉 패드와 결합(및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전자 요소의 초소형 전자 요소 접촉 구조물을 제작

하기 위한 기술들을 설명하였다. 접촉 구조물의 팁 단부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돌출 형상부(예컨대, 230, 430)를 포함하

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것, 대응 접촉 패드로부터 먼 위치에 접촉 구조물(예컨대, 460)을 제작하는 것, 연납땜 중에 견고

한 필렛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팁 단부(예컨대, 614)의 기하학적 형상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변형예가 기술되

었다. 본원에서 기술된 이러한 다양한 기술 및 구조는 전술한 변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호 "혼합 및 조화"될 수 있고,

접촉 구조물의 다양한 실시예는 임의의 소정의 전자 요소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전술한 설명 및 도면에서 상세히 도시되고 기술되었으나, 이는 그 특성상, 즉 양호한 실시예만이 도시 및 기술되

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변경 및 수정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명백하게는, 본원에 개시된 요지에 대한 많은 변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개선된 기술과, 초소형 전자 장치 분야에서 미세 피치, 정밀 공차에 본질

적으로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는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하는 기술이 제공된다. 특히, 반도체 장치가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개별화되기 전에 반도체 장치 상에 잔류하는 반도체 장치 상에 초소형 스프링 접촉 요소를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며,

전자 요소에 표면 및 이 표면에 인접한 단자를 제공하는 단계와,

표면에 인접한 개구를 가지며, 상기 개구로부터 연장하는 경사부를 포함하는 마스킹 층을 전자 요소에 적층시키는 단계와,

도전성 재료의 시드 층의 기부 영역을 형성하도록 단자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그리고 상기 기부 영역에 연결된 상기 시드

층의 본체 영역을 형성하도록 상기 경사부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마스킹 층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상기 시드 층을 적

층시키고, 상기 시드층은 접촉 구조물의 형상을 형성하도록 패터닝되는 단계와,

상기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접촉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도전성 재료의 벌크 층을 단지 패터닝된 시드 층에만 적층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층을 적층시키기 전에 전자 요소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그리고 단자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도전성

재료의 초기 도전성 층을 적층시키고, 이어서 초기 도전성 층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마스킹 층을 적층시키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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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내부 반경을 갖고 대략 원형인 내부 곡면과 내부 반경보다 큰 외부 반경을 갖고 대략 원형인 외부 곡면을

가지고, 내부 반경의 중심점은 대략 원형 영역이 탄성 부재를 나타내도록 외부 반경의 중심점으로부터 적절하게 오프셋되

는 대략 원형 영역을 구비하기 위해, 시드 층의 본체 영역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의 벌크 층이 시드 층에 적층된 때 벌크 층의 일부가 돌출 요소 상의 시드 층에 적층되도록 상

기 돌출 요소를 마스킹 층에 위치시킨 후 돌출 요소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덮기 위해 시드 층을 적층시키는 단계와, 벌크 층

의 다른 부분보다 전자 요소로부터 더 제거된 도전성 영역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의 본체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과 대략 평행하게 변위된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대략 125 ㎛ 내지 5 ㎜ 사이의 거리만큼 변위된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대략 50 ㎛ 내지 200 ㎛ 사이의 거리만큼 변위된 접촉 구조

물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시드 층의 형태를 한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개구를 갖는 섀도우 마스크를 통해 시드 층을 적층

시킴으로써 시드 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재료는 대략 50 ㎛ 내지 200 ㎛ 사이의 두께를 갖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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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층 내의 개구는 단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비할 수도 있는 전자 요소의 표면상의 영역을 구비하

고, 이 영역은 대략 10,000 내지 42,000 ㎛2의 면적을 갖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층 내의 개구는 단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비할 수도 있고 최종 접촉 구조물을 결합시키기에 충

분한 전자 요소의 표면상의 영역을 구비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부는 대략 60° 내지 75° 사이의 평균 각도를 갖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6항에 있어서, 돌출 요소는 마스킹 층으로부터 대략 50 ㎛ 내지 175 ㎛만큼 돌출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 요소는 대략 125 ㎛ 내지 375 ㎛ 사이의 기부 치수를 갖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은 대략 1000 Å 내지 4200 Å 사이의 두께를 갖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은 두께가 대략 2500 Å 내지 4200 Å 사이인 금을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은 두께가 대략 1000 Å 내지 3000 Å 사이인 구리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항에 있어서, 초기 도전성 층은 두께가 대략 3000 Å 내지 6000 Å 사이인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항에 있어서, 초기 도전성 층은 티타늄 및 텅스텐의 합금을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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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초기 도전성 층에 제2 도전성 층을 적층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제2 도전성 층은 금으로 제조되고 그 두께는 대략 2500 Å 내지 4500 Å 사이인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재료는 폴리이미드, 노볼랙 수지 및 포토레지스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재료를 포함하

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개구는 경사부를 포함하는 측벽들을 가지고, 상기 시드 층은 실질적으로 측벽들을 덮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개구는 경사부를 포함하는 측벽들을 가지고, 상기 시드 층은 측벽들을 부분적으로만 덮는 접촉 구조물 제

조 방법.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은 스퍼터링, 화학 증착, 물리 증착 및 e-빔 증착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공정에 의해 적

층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의 벌크층이 전해 도금에 의해 적층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의 벌크층은 전해 도금과, 무전해 도금과, 화학 증착과, 물리 증착과, 수성 용액으로부터의 재

료의 적층을 수반하는 공정과, 전구체, 액체 또는 고체의 유도 분해를 통해 재료의 적층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구성된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공정에 의해 적층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의 벌크층은 니켈을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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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의 벌크층은 니켈, 구리, 코발트, 철, 금, 은, 백금계 원소, 귀금속, 준귀금속, 팔라듐계 원소,

텅스텐 및 몰리브덴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의 단자와 전자 요소의 표면 상의 원격 단자 사이에서 단자로부터 멀리 배치된 도전성 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최초 단자가 아닌 원격 단자 상에 개구를 갖는 마스킹층을 적층시키는 단계와, 마스킹층의 개구에 따라

원격 단자에 접촉하도록 시드 층 및 벌크층을 적층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별개의 팁 구조물을 제조하는 단계와, 팁 구조물을 접촉 구조물에 영구 결합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

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별개의 팁 구조물에 연결되는 포스트 구조물을 제조하는 단계와, 포스트 구조물을 접촉 구조물에 결합시

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1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반도체 장치인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웨이퍼로부터 개별화되지 않은 반도체 장치인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제1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반도체 장치, 메모리 장치,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분, 반도체 웨이퍼 전체, 스페이스 트랜스포

머, 세라믹 장치, 탐침 카드, 칩 캐리어 및 소켓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의 기부 영역은 단자와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제1항에 있어서, 시드 층의 기부 영역은 단자로부터 변위되어 있지만 단자와 전기 접촉되어 있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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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재료로 된 접촉 구조물이며,

상기 접촉 구조물은,

접촉 구조물의 기부 영역의 형상을 형성하는 제1 부분과 접촉 구조물의 본체 영역의 형상을 형성하는 제2 부분을 포함하

며, 제1 부분은 전자 요소의 표면에 인접한 단자 상에 적층되고 제2 부분은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전자

요소의 표면과 제2 부분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며, 제1 부분과 제2 부분 사이에서 제1 부분과 제2 부분을 연결하는 경사

진 제3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시드층과,

시드층의 제1 부분 상에 적층된 기부 영역과,

시드층의 제2 부분 상에 적층된 본체 영역과,

시드층의 제3 부분 상에 적층된 연결 영역을 포함하며,

기부 영역, 본체 영역 및 연결 영역 각각은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은 대략 원형 영역으로 구성되고, 원형 영역은 외부 반경을 갖는 대략 원형인 외부 곡선보다 작

은 내부 반경을 갖는 대략 원형인 내부 곡선을 구비하고, 내부 반경의 중심점은 상기 원형 영역이 탄성 부재를 나타내도록

외부 반경의 중심점으로부터 적절하게 오프셋된 접촉 구조물.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에 연결되어 본체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단자에 전기 접속된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멀리 돌

출된 팁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에 대해 대략 평행하게 상기 표면으로부터 변위되어 있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은 125 μm 내지 5 mm의 거리만큼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변위된 접촉

구조물.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은 50 μm 내지 200 μm의 거리만큼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변위된 접촉

구조물.

청구항 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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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제42항에 있어서, 연결 영역은 약 60°내지 75°의 평균 각도를 갖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2.

제44항에 있어서, 팁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으로부터 멀리 본체 영역으로부터 50 내지 175 μm으로 돌출하는 접촉 구조

물.

청구항 53.

제44항에 있어서, 팁 영역은 전자 요소의 표면에 대체로 평행하게 측정할 때 약 125 내지 375 μm의 기부 폭을 갖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4.

제42항에 있어서, 기부는 실질적으로 깔때기형 구조물을 형성하는 측벽들을 가지며, 측벽들은 연결 영역을 형성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5.

제42항에 있어서, 기부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깔때기형 구조물을 형성하는 측벽들을 가지며, 측벽들은 연결 영역을 형성

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6.

제42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는 니켈을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7.

제42항에 있어서, 도전성 재료는 니켈, 구리, 코발트, 철, 금, 은, 백금계 원소, 귀금속, 준귀금속, 팔라듐계 원소, 텅스텐 및

몰리브덴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5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구조물은 전자 요소의 표면에 인접한 원격 단자와, 원격 단자를 전자 요소의 단자에 연결하는

도전성 요소를 추가로 포함하며, 기부 영역은 원격 단자의 적어도 일부분에 고정 연결되고 전자 요소의 단자에 전기 접속

되는 접촉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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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9.

제42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반도체 장치인 접촉 구조물.

청구항 60.

제42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웨이퍼로부터 개별화되지 않은 반도체 장치인 접촉 구조물.

청구항 61.

제42항에 있어서, 전자 요소는 반도체 장치, 메모리 장치,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분, 반도체 웨이퍼 전체, 스페이스 트랜스

포머, 세라믹 장치, 탐침 카드, 칩 캐리어 및 소켓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62.

제42항에 있어서, 수정된 제2 접촉 구조물을 제작하도록 접촉 구조물에 영구 결합된 별개의 팁 구조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수정된 제3 접촉 구조물을 제작하도록 별개의 팁 구조물에 연결되고 접촉 구조물에 결합된 포스트 구조

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64.

제42항의 접촉 구조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2 단자를 상부에서 갖는 제2 전자 요소를 제공하는 단계와,

접촉 구조물을 제2 단자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제1 단자와 제2 단자들 사이에서 전기 접속을 수행하도록 접촉 구조물과 제2 단자 사이에서 가압 접속

을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64항에 있어서, 제1 단자와 제2 단자들 사이에서 전기 접속을 수행하도록 접촉 구조물과 제2 단자 사이에서 영구 접속

을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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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마스킹 층 상에 돌출 요소를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시드층을 적층하는 단계는 돌출 요소 상

에 상기 시드층을 적층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제67항에 있어서, 상이한 깊이까지의 복수개의 노출부는 각각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최초 표면에 평행한

대응 치수를 가짐으로써, 노출된 영역으로부터 마스킹 재료를 제거하여 경사부를 포함하는 경사 측벽을 갖는 개구를 형성

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67항에 있어서, 기본 재료는 석판 인쇄식으로 패터닝될 수 있는 마스킹 재료인 방법.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제42항에 있어서, 본체 영역은 돌출된 형상부를 포함하는 접촉 구조물.

청구항 75.

접촉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며,

전자 요소에 표면 및 이 표면에 인접한 단자를 제공하는 단계와,

표면에 인접한 개구를 갖도록 전자 요소에 마스킹 층을 적층시키는 단계와,

도전성 재료의 시드 층의 기부 영역을 형성하도록 단자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그리고 상기 시드 층의 본체 영역을 형성하

도록 마스킹 재료의 적어도 일부분 위로 상기 시드 층을 적층시켜서, 기부 영역과 본체 영역이 연결되고, 본체 영역의 길이

가 기부 영역과 본체 영역의 단부 사이의 직선 길이보다 길도록 본체 영역이 만곡되는 단계와,

상기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접촉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도전성 재료의 벌크 층을 시드 층에만 적층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는 접촉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7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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