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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다이상에 도전성 범프를 형성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접속 범프 구조(32, 33)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크롬층(16), 구리층(36) 및 주석층(40)을 포함하는 하

부 범프 금속화층(11: UBM, Under Bump Metalization)이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공융 솔더(45)가 UBM(11) 위에

형성되며, 재유동되어 접속 범프 구조를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공융 솔더(48)가 형성되기 전에 UBM(11) 위에 납

격리부(46)가 형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소자, UBM, 공융 솔더, 범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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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반도체 소자 상의 하부 범프의 금속학적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범프 재료의 침착 이후의 도 1의 하부 범프의 금속학적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3은 도 2의 범프 재료의 재유동 이후의 다이 범프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하부 범프의 금속학적 구조 상에 형성된 격리부 영역을 가진 도 3의 다이 범프를 도시한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패키징에 관한 것이며, 보다 자세하게는 반도체 소자 상에 접속 범프(bump)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접 칩 부착법(DCA: Direct Chip Attach) 또는 플립 칩 접착법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라믹 칩 캐리어 또는 유기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차세대 접속 배선에 반도체 다이를 접속하는데 사용된다. C-4(Controlled Collapsed Chip Connection)로

공지된 DCA 중의 한 가지 방법은 납 함유량이 많은 솔더 범프를 반도체 다이의 습식 접착 패드들에 침착하는 것을 포함한

다. 이와 같은 솔더 범프들은 이후에 PC 기판(PC Board)과 같은 다음 층의 접속층의 트레이스 또는 패드에 납땜된다.

솔더 범프를 PC 기판에 연결하기 전에, 물리적·전기적인 접속이 요구되는 PC 기판 상에 위치된 패드 상에, 예를 들어 공융

주석-납 솔더와 같은 저융점 솔더를 위치시켜서 PC 기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 후에, 소자의 솔더 범프들은 솔더 코팅된 패

드 상에 정렬되고, 공융 솔더가 C-4 범프와 PC 기판 사이에 연결부를 생성하도록 가열된다. PC 기판에 직접 C-4 솔더를

접속하는 것은 330 ℃ 이상의 고온을 필요로 하며, PC 기판의 재료는 이와 같은 온도에서 견뎌내야 하는데, 이런 PC 기판

은 대부분의 응용에서 지나치게 고가이다.

DCA 응용에서 C-4 기술에 관련된 문제점은 PC 기판 상의 제 2 저융점 솔더를 사용하는 것이다. C-4 다이에 부착시키기

위해서 인쇄 회로 기판 상에 공융 솔더를 위치시키는데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인쇄 회로 기판 상에 공융 솔

더를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은 DCA 칩 당 50 센트 내지 1 달러 범위 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추정된다. 이 추

가적인 비용은 일부 응용에서 너무 비쌀 수도 있다. C-4 다이 범프상에 공융체를 위치시킴으로써 회로 기판에 공융체를

적용하는 비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공융체를 회로 기판에 적용하는 비용을 제거하기는 하였

지만, 여전히 공융체를 적용하기 전에 전체 C-4 공정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C-4 공정에서의 추가적인 단계가 된

다. 하지만 C-4 구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단점은, 증착 기술에 의한 고함량 납 재료를 형성하는 비용이다. 따라

서, C-4 범프 구조의 사용이 제조 환경에서 고비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C-4 범프의 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오래된 문제점은 장시간에 걸친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함량의 주석 솔더로 다

음 층의 접속에 사용될 때 그러하다. 오래 전부터 특정 조건하에서 하부 범프 금속화층(UBM: Under bump metalization)

이 공격받아서 신뢰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UBM의 일부가 다이를 완전히 들어 올

리게 되며, 범프 자체 내로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로 고함량의 납 범프가 이후에 크롬층(16)과 직접 접촉하게 되며, 이는

더 이상 양호한 금속간 계면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

다른 형태의 DCA는 E-3(Evaporated, Extended Eutectic) 공정을 이용한다. E-3 범프 구조는 실질적으로 두꺼운 납층

바로 위에 형성된 얇은 주석층 또는 캡(cap)을 포함한다. 주석 캡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프 구조는 가열되었을 때, 증착 범

프의 벌크(bulk)를 형성하는 납의 작은 부분과 반응하여 공융 액상층을 형성하게 된다. E-3 범프를 사용하면, 공융 솔더를

사용하여 PC 기판을 준비할 필요는 없게 된다. 또한, E-3 범프를 사용하면, 다음 층의 기판에 부착시키기 전에 솔더 범프

를 재유동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E-3 범프 구조의 사용이 C-4 구조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극복하지만, E-3 범프는 상대적으로 연하다(soft)는 문제점이 있

다. E-3 범프는 두꺼운 납층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하다. 납은 연성이 높은 원소이다. 납의 연성에는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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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높은 연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성이 높은 범프는 소자의 패키징 및 선적 중에 발생

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변형되기 쉽다. 일단 손상되게 되면, 후속하는 공정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E-3 범프 구

조가 변형되면 소자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DCA 산업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장 분야는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융 범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융 범프의 사용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DCA 소자 상의 공융 범프와 관련된 한가지 문제점은 범

핑된 다이가 부착되는 유기 회로 기판의 제한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저비용 적용에서의 인쇄 회로 기판은 패드

접속 위치를 한정하기 위해 제조상의 여유를 넓게 갖는다. 이와 같이 허용 오차가 넓은 결과로, 실질적으로 PC 기판 상에

서의 다수의 구리 접속부가 접촉 지점으로서 노출된다. 그와 같은 회로 기판에 공융 범프 다이 구조를 부착하는 중에, DCA

다이의 범프와 관련한 솔더와 PC 기판 상의 구리 접속부 사이의 젖음(wetting)은, PC 기판의 표면에서 소자의 표면까지의

거리인 격리부(standoff) 높이가 현재 이용가능한 하부 충전(underfill) 공정에서 신뢰성있게 사용될 수 있는 치수 이하로

격리부 높이를 형성하게 된다.

최소한의 격리부 높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된 종래 기술의 방법의 하나는 높이를 특정 거리로 제한하는, 다이

에 대한 구리 격리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리 격리부의 사용이 갖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구리 격리부를 사

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의 하나는 대형의 구리 격리부가 다이의 활성 영역에 응력을 전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신뢰

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소형의 구리 격리부는 이것이 주석과 반응하여 구리 격리부가 완전히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접속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DCA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프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반도체 기판(24), 도전성 접속부(22: 범프 패드로 지칭됨), 보호층(passivation layer; 30), 및 하부 범프 금속화 층

(UBM)(11)을 가지는 소자(32)를 도시하고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기판(24)은 단결정 실리콘 기판이다. 대안적으로,

반도체 기판(24)은 실리콘-온-인슐레이터 기판 또는 실리콘-온-사파이어 기판 등이 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도전성 접속부(22)는 소자(32)에 대해서 외부에 연결을 형성하는 물리적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금속 접속

패드이다. 금속 패드는 대부분 알루미늄 또는 구리를 포함한다. 대안으로, 도전성 접속부(22)는 알루미늄-구리 합금과 같

은 복합물 또는 합금층 또는 티타늄 질화물의 덮개층을 가진 알루미늄일 수 있다.

삭제

보호층(30)은 일 실시예에서, 임의의 절연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호층은 인 도핑 유리, 플라즈마 침착 실

리콘 산화 질화물, 플라즈마 강화 질화물, 또는 이들의 조합이나 다른 절연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소자(32)의 UBM(11)은 금속 패드(22) 위에 형성된 크롬층(16), 구리층(36), 및 주석층(40)을 구비한다.

추가적인 층을 UBM(11)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속하는 공정 이전에 구리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롬층과

구리층 사이의 얇은 상 영역이 존재하거나 및/또는 금 층(38: gold layer)이 구리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연속 범프 구조를 반도체 소자(32)에 적절히 접속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주석층(40)

이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주석은 스퍼터링 등에 의해 형성되며, 보다 자세하게는 주석층(40)은 구리층(36)과 후속하

는 층 사이에서 접착제(bonding agent)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주석층(40)의 두께는 1000 내지 12,000 옹스트롬(Å)

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본원의 발명자들은 두께가 1250 내지 1750 옹스트롬인 주석층(40)이 종래 기술에서 관찰된 신뢰

성의 문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석층(40)의 상호 작용과, 본 발명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개선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UBM 구조(11) 위에 공융 재료(42)를 형성한 이후의 도 1의 구조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를 사

용하는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융 재료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공정은 대부분 인쇄 회로 기판에 소자를 부착하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공융 재료는 고함량의 주석 복합물을 포함해야 한다. 그와 같은 공융 재료 중 하나는 64 % 주석 -

36 % 납 솔더이다. 다른 많은 종류의 공융 재료가 공지되어 있다. 또한, 기판에 대해 적절한 칩 부착을 허용하는 거의 공융

인 재료도 본 발명에 의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서 사용된 솔더는 경제적인 PC 기판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280 ℃ 이하의 최대 재유동 온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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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융 재료(42)는 다수의 방법 및 형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공융 재료(42)는 UBM 구조(11)

를 완전히 둘러싸도록 적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속하는 재유동 단계는 공융 재료(42)가 구조(11)의 에지 주위로 젖어

들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공융 재료(42)는 UBM을 완전하게 둘러싸지 않고 UBM

구조(11)의 상부에 주로 침착되며, 여기에서 후속하는 재유동은 에지 주위의 적절한 습윤이 계속 허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도시하지 않음), UBM 구조(11)의 실제 에지는 보호막 재료(30)의 일부분에 의해서 덮여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공융 재료(42)는 UBM 구조(11)의 노출된 영역 내에 형성되거나, UBM 구조(11)의 노출 경계 외에 형

성된다. 공융 재료(42)는 다수의 솔더 침착법들에 의해 침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더 제트 침착, 스텐실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솔더의 인쇄 침착, 또는 솔더 페이스트를 적용하는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침착되는 솔더(42)의 양

은 원하는 최종 범프 크기의 함수일 수 있다. 즉, 대형 솔더 범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작은 범프를 형성하는데 적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솔더(42) 재료를 소자에 적용해야 한다. 솔더 재료(42)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두꺼운 침착법의 사

용 또는 더 큰 영역에 솔더를 적용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도 2의 공융 재료(42)는 재유동 공정 또는 단계에 후속하여, 도 3에서 솔더 범프(45)로 도시되어 있다. 도 3에 도시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재유동 단계에 뒤이어, 보통 공융 영역(45)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UBM 구조(11)의 에지를 둘러싸는 재유

동 공융 영역(45)이 형성된다. 또한, 재유동 공정은 공융 영역(45)이 인쇄 회로 기판 상으로의 추가적인 장착을 위한 바람

직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UBM의 구리 영역 위에 주석 함유 범프와 공융 솔더를 형성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신뢰도의 문제를

초래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과다한 주석이 신뢰도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원의 발명자의 연구 및 관찰에

기초하면, 신뢰도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과다한 주석 때문만이 아니라, 구리 주석 금속간 형성물이 UBM 층에 형성되는

방법과 관련된 불균일한 응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원의 발명자는 고함량의 주석 솔더가 종래 기술에서

220 ℃ 이상의 처리 온도를 가지고 사용되면, UBM이 매우 증가된 속도로 공격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리

주석 금속간 형성물이 주석과 접촉하게 될 때 227 ℃에서 액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티자세빅 등(Matijasevic et

al)의 구리 주석 다층 복합물 솔더(Copper Tin Multi-layer Composite Solder)를 참조하기 바란다.

C-4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 UBM의 주석층의 크래킹(cracking)은 납 주석이 용융되어 C-4 범프를 형성할 때 주석-납

범프 내의 주석의 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주석-납 C-4 범프는 대략 3 % 주석 - 97 % 납의 농도

로 침착된다. C-4 범프를 형성하는 재유동 단계 이후에, 주석-납 C-4 범프 내에서의 관찰된 농도는 대략 2 % 주석 -

98 % 납으로 되어 있다. 손실된 1 %는 UBM의 구리층과 반응하였다. 주석이 범프 용융 중에 구리와 반응하기 때문에, 주

석이 반응함에 따라서 구리층의 표면에서 불균일한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평형 응력의 결과로 인해서, 크랙

이 발생하며, 이에 의해서 더 많은 구리가 주석과 반응하도록 노출된다. 그 결과, 분석에 따르면 종래 기술의 C-4 범프 내

의 거의 모든 구리가 주석과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결과 주석-납 범프와 크롬층(16) 사이에서 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이 물리적인 연결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열화되기 쉽다.

주석-납 솔더를 침착하기 전에 균일 주석층(40)이 형성되는 본 발명을 이용하는 구리층을 분석한 결과, 균일한 구리층이

솔더 범프의 재유동 이후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균일 주석층(40)은 종래 기술의 C-4 구리층과 관련

된 크래킹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예상 밖의 특성에 대해서는 과

다한 가용 주석이 칩 패드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포웰 및 트리베디(Powell and Tribedi)의 FR-4 집적 회로 패

키징 상의 플립 칩(Flip Chip on FR-4 Integrated Circuit Packaging)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종래 기술에 비해 또다른 장점은 공융 영역(45)의 사용이 E-3 형태의 소자에 비해 물리적인 손상에 대한 소자들의 민감성

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감소된 민감성에 대한 한가지 이유는 심지어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인쇄 회로 기판에 부착하

는 후속 공정 중에 공융 영역(45)이 원하는 위치로 재유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융 재료를 사용하면 손상

에 대해서 더 큰 내구성이 있게 된다. 이는 일단 손상되면 손상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견고한 납 영역을 가지는 E-3 구조

와 대비된다. 공융 주석-납과 같은 솔더로 형성되었을 때 전체 범프가 재유동하기 때문에, E-3 구조를 사용한 경우보다 조

립 공정이 더 견고해진다. 다량의 공융 주석-납 솔더를 사용하여 C-4 범프를 접속하는 경우라면, 포웰과 트리베디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UBM의 공격에 의해서 초래되는 신뢰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도 2의 다른 실시예에서, 층(43)은 C-4 기술에서 사용된 형태의 고함량의 납 솔더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97 % 납, 3 %

주석이다. 이 실시예에서, 도 3의 구조(45)는 재유동된 고함량의 납 솔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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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4의 실시예에서, 격리부 구조(46)는 공융 부분(48)을 형성하

기 전에 UBM(11) 위에 형성된다. 격리부 부분(46)은 공융 영역(45) 보다 더 높은 융융점을 가지도록 선택된다. 격리부 부

분(46)은, 인쇄 회로 기판으로의 후속 부착 중에, 반도체 소자의 보호층(30)과 소자가 장착되는 인쇄 회로 기판(도시하지

않음) 사이의 공간을 규정한다. 이 격리부 영역(46)은 하부막 재료가 소자(33)와 인쇄 회로 기판(도시하지 않은) 사이에 존

재하는 경우에 더 큰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격리부 영역(46)은 납 침착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되지만, 어

떠한 납 침착 공정을 사용해도 좋다. 격리부 영역(46)의 높이는 PC 기판에 장착되는 다이를 하부 충전하는데 필요한 높이

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대략 75 μ의 보호 영역 이상의 높이가 유리하다. 격리부 영역(46)의 형성 이후에, 공융 영역(48)

이 침착되고 그 후 재유동되어 도 4에 도시된 소자를 형성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장점 중 하나는 구리층(36) 위에 형성된 주석층(40)이 균일한 주석, 구리, 금속간 형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금속간 형성물 영역으로 인해, 구리층은 종래 기술보다 재유동 공정 중의 손상에 더욱 잘 견뎌내게 된다. 예를 들어, 종래

기술의 C-4에서는, C-4 구조와 관련된 UBM의 구리층이 재유동 공정 중에 주석과 완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형성된 균일한 표면 구조로 인해, UBM의 구리층은 불균일한 방식으로 공융 재료의 주석과 반응할 수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재유동 이후, 균일한 벌크 구리층(36)이 남아있게 된다. 원 구리 계면(36)의 부분이 원 주석

층(40)과 반응하여 금속간 구리 주석 혼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C-4 구조와 관련된 것과 같은 종래 기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 주석 범프 재료의 재유동 이후에 연속된 벌크 구리층이 전혀 남지 않게 된다. 또한, 남아있

는 구리는 금속간 형성물이며, 이는 구리 주석 금속간 형성물의 개별적인 "섬(island)" 사이에 크랙과 개구가 형성되도록

반응된다. 구리 주석 금속간 형성물 사이의 갭(gap)은 하부에 위치하는 크롬이 납 범프 복합물에 노출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납과 크롬 접촉부는 접촉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신뢰도가 있는 전자 접속이지는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소자 상에 도전성 범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범프 패드를 가지는 반도체 다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범프 패드들 각각의 위에 시드층(seed layer)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시드층에 주석층을 형성하는 단계,

공융층(eutectic layer)이 상기 주석층을 직접 덮도록 상기 복수의 범프 패드 각각의 위에 상기 공융층을 침착(deposit)하

는 단계, 및

상기 공융층을 침착한 후 상기 공융층을 재유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성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2.

반도체 소자상에 도전성 범프들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상호 접속 위치를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상호 접속 위치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시드층 위에 구리를 포함하는 제 1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층위에 주석을 포함하는 제 2 층을 증착법(evaporative process)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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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을 포함하는 제 3 층을 증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납은 격리 구조(stand off structure)를 형성하는,

상기 제 3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3 층위에 공융 재료를 포함하는 제 4 층을 침착하는 단계,

상기 상호 접속 위치에 공융 범프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 4 층을 침착한 후 상기 제 4 층을 재유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4 층은 재유동 이후에 상기 격리 구조를 실질적으로 둘러싸는, 도전성 범프들 형성 방법.

청구항 3.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반도체 다이의 도전성 상호접속 패드위에 크롬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크롬층 바로 위에 구리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리층위에 주석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주석층위에 주석 함유량이 많은 주석-납 공융 솔더(high tin content tin-lead eutectic solder)를 침착하는 단계, 및

상기 주석 함유량이 많은 주석-납 공융 솔더를 침착한 후 솔더 볼(solder ball)을 형성하도록 상기 고 주석 함유 주석-납

공융 솔더를 재유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4.

반도체 소자상에 도전성 범프들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상호접속 위치를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상호접속 위치위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시드층위에 구리를 포함하는 제 1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층위에 주석을 포함하는 제 2 층을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단계,

납을 포함하는 제 3 층을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단계,

주석을 포함하는 제 4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층 바로 위에 상기 제 2 층에 접촉하여 공융 부분을 형성하도록 상기 제 3 및 제 4 층들을 재유동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도전성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5.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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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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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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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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