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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의 소자와 안테나 어셈블리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기술>

본 출원은 이하의 출원들의 우선권의 이익에 관련되며 이들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출원은 2000년 10월 5일에 출

원된 '전기 소자 어셈블리 및 제조 방법'이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684,238호의 계속 출원인, 2001년 

3월 19일에 출원된 '전기 소자 어셈블리 및 제조 방법'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812,140호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또한, 본 출원은 2001년 6월 15일에 출원된 '입자 강화 전기 콘택트 표면의 준비를 위한 무전해 공정'이라

는 제목의 미국특허출원 번호 제09/883,012호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또한, 본 출원은 2000년 9월 19일에 출원된 '

저비용 스마트 라벨의 제조'라는 제목의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233,561호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출원은 또한 20

00년 7월 21일에 출원된 '저비용 플립칩을 위한 재료의 진보'라는 제목의 미국 가출원 제60/220,027호에 관련된다. 

이들 각각의 관련 출원들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서 포함된다.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무선 주파수 송수신기(transceiver) 칩과 안테나 구조를 전기적이고 기계적으로 접속시키는 방법 

및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 어셈블리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RFID로 정의된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는 판독기(reader) 및 태그를 포함하는 자동 인식 및 데이터 캡쳐 시스템이다. 

데이터는 전계, 또는 변조된 유도 또는 방사 전자기 캐리어를 이용하여 전달된다. RFID 장치는 예를 들어 스마트 카

드, 스마트 라벨, 보안 배지 및 가축 태그와 같은 구조에서 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전형적으로, 스마트 카드는 플렉시블하며, 신용카드 크기이고, 메모리, 마이크로프로세싱 능력 및 RF 전송 및 수신('

송수신기')를 제공하는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디바이스이다. '판독기'와 사용될 때, 동작 전원이 칩에 제공되며, 판독

기는 칩으로부터 정보를 판독 및 기록하기 위해 칩과 통신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집적 회로 디바이스들 모두

, 또는 '칩'은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대량으로 제조된다. 웨이퍼는 각각이 이산의(discrete) 개별 칩인 다수의 '다이(d

ie)'로 절단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대부분(예를 들어, 다이, 칩, 마이크로프로세서)은 본 기술 분야에서 호환적으

로 선택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칩'은 이하 이산 또는 집적 회로 디바이스, 즉 액티브 또는 패시브, 및 전

기광학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사용된다.

초기의 적용에서 종래의 스마트 카드(때때로 '칩 카드'로 알려짐)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에 내장된 '칩 모듈'을 

포함한다. 칩 모듈은 기판('칩 캐리어')로 패키징되거나 또는 기판에 프리접속된 칩이며, 통상 콘택트 영역 및 도전 트

랙이 제공되는 칩으로서, 회로 어셈블리 내에서 칩의 조작 및 접속을 보다 용 이하게 한다. 카드는 판독기에 플러그되

어 '판독'될 수 있어 판독기의 핀이 물리적으로 '콘택트 플레이트', 즉 칩 모듈의 노출된 콘택트 영역에 닿게 된다. 콘택

트 플레이트는 핀을 통해 판독기와 통신하는 많은 도전체들을 포함한다. 이들 '접촉식(contact)' 스마트 카드는 '스와

이프(swipe)' 카드보다 더욱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카드의 한 측면의 자기 스트립에 고객 계좌번호와 같은 제한된 양

의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이들 초기 스마트 카드는 카드에 물리적으로 콘택트하거나 또는 카드를 판독기에 삽입할 

필요에 의해 제한되므로,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스마트 카드에 대한 잠재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있다. 이들 중에는, 보다 작은 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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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메모리 기억 능력 및 처리 능력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이 있다. 이것은 스마트 카드가 데이터 저장 또는 처리 

능력의 큰 양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에 이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비접촉식(contactless)' 스마트 카드는 이

것이 판독기와의 물리적인 콘택트를 필요로 하지 않게 개발되었다. 이들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는 보안 또는 액세스 

제어 상황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었던 RFID 카드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채용한다. 이들 RFID 카드는 칩 및 안테나

를 포함하는 통상 하드하고, 강성이며, 플랫한 디바이스이다. RFID 카드는 그 RFID 카드 내의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

하는 판독기에 의해 발생된 무선 주파수('RF') 에너지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RF 판독기와 카드의 칩 사이에서 제

한된 양의 정보를 교환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으로, 새로운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크기이며 RFID 카드처럼 동작한다. 그러나, 높은 보

안성을 갖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 카드의 능력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카드는 초기에 상업적으로 '전화 카드'로 채용되어, 특히 공중 전화기에서 전화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메모리

에 미리 지불된 액수를 저장하고 있다. 전화기와 카드 사이의 통신은 전화기 사용을 허가 또는 거부하며, 메모리에 보

유된 이용가능한 액수로부터 전화 요금을 공제한다. 스마트 카드는 '로얄티' 카드와 같은 전자 비용/신용 카드로서 사

용되며, 유료 텔레비젼 및 대량 운송 설비를 액세스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전시회 및 이벤트용 전자 

티켓으로서 개발되어, 개별적인 건강/의료 기록에 대한 용이한 액세스 및 저장과, 절도방지(anti-theft) 시스템용 차

량에 이용된다. 새로운 사용은 정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RF에 의한 정보 전송은 스마트 카드의 콘택트 플레이트와 판독기와의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스

마트 카드에 의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 카드 몸체에서 소형 안테나(예를 들어, 코일 또는 

다이폴)를 추가함으로써 비접촉식 카드가 RF 파를 통해 통신가능하게 하여, 보다 넓은 동작 범위, 즉 현재 상용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약 1 미터를 허용하게 된다. 이들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동작 범위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진보된 기술이 고대된다. 스마트 카드와 판독기 사이의 콘택트에 대한 필요성의 제거는, 판독기가 스마트 카드를

액세스하고 스마트 카드와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켜, 스마트 카드가 사용자에게 더욱 수용가능하게 한다. 

카드에 대한 개선된 판독기 액세스가능성은 큐잉(queuing) 시간을 감소시키며, 스마트 카드가, 예를 들어 수많은 사

람이 제한된 수의 액세스 포인트(예를 들어, 대량 운송 시스템 및 이벤트 설비로의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필

요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사용자에 친숙하게 한다.

또 다른 새로운 개발은 콘택트 플레이트와 안테나 모두를 포함하며 콘택트 판독기 또는 RF 판독기 중 어느 하나에 의

해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액세스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듀얼-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이다. 그 결과 이들 모두의

인터페이스 능력은 단일 스마트 카드에서 고유한 것이다. 다른 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이하에서 '스마트 카드'라는 용

어는 전통적인 스마트 카드,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및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카드는 신용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지갑 또는 돈주머니에서 개별적으로 이용되며 

이들에 의해 보유되어 보안을 유지한다. 선택적으로, 스마트 카드는 식별 배지와 같이 사용자가 휴대할 수 있다. 스마

트 카드는 또한 예를 들어 책, 의류, 또는 다른 소매품의 이동, 또는 가축이나 야생 동물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

태그'로서 이용될 수 있다.

기술적인 진보로 예를 들어 무생물상의 라벨 또는 법률 서류의 검증을 위한 라벨로서 보다 작고 얇은 형태로 RFID 장

치가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작고, 얇으며 플렉시블한 RFID 소자들은 이하 '스마트 인레이(smart inlays)'로 언

급된다. 스마트 인레이는 전형적으로 우표 크기이며 일반적으로 기판 상의 안테나에 접속된 프로그램가능한 집적 회

로 칩을 포함한다. 스마트 인레이가 스캐너와의 접촉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주된 목적은 예를 들어 1 또

는 2 차원의 바 코드의 광 스캐닝과 같은 시간 소비되는 개별화된 스캐닝에 대한 필요없이 전송될 수 있는 정보를 포

함하는 라벨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인레이에 대한 한 형태의 사용은 '스마트 라벨'에 있다. 스마트 라벨은 전형적으로 스마트 인레이를 봉하는 종

이 또는 플라스틱의 얇은 라미네이트를 포함하며, 상당한 거리, 예를 들어 1 미터 이상에 걸쳐 RF 신호를 통해 통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스마트 라벨은 예를 들어 오버나이트 쿠리어(overnight courier) 패키지 또는 비행기 수화물에

부착되거나 또는 소매품 라벨로서 이용되거나, 대여 서비스(예를 들어, 도서관 책 및 비디오)에 사용된다. 스마트 라

벨은 스캐너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작될 필요가 없으나, 예를 들어 패키지가 고정된 판독기를 통과할 때 패키지를 카트

또는 트럭에 로딩하거나 패키지를 콘베이어상에 두면서, 패키지를 조작하는 통상의 코스에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고정 정보를 갖는 바 코드 라벨과는 다르게, 스마트 라벨의 칩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라벨을 교체할 필요없이 판

독기로부터 갱신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변형될 수 있다. 스마트 인레이를 포함하는 스마트 라벨의 종이 또는 플라

스틱 라미네이트는 인식 또는 심지어 규칙적인 패키징 라벨과 유사한 대응하는 광 바 코드로 인쇄된다.

스마트 인레이 사용의 다른 형태는 '스마트 페이퍼'의 생성이다. 스마트 페이퍼는 통상 전자 워터마크와 같은 인증 또

는 검증 목적을 위한 스마트 인레이를 포함하는 종이 서류이다. 스마트 라벨을 사용하는 서류의 예는 개인 식별, 주식 

증서, 채권, 유서, 및 인증의 증명이 요구되는 다른 법률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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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용에서, 스마트 인레이는 판독기로부터 나오는 RF 필드에 의해 유도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가 판독기에 의해 전기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들은 일

견 '패시브' 디바이스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디바이스들이 내부 전원을 포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

라도, 이들 전원은 현재 매우 비싸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는 패시브 디바이스 및 내부

전원을 갖춘 디바이스 모두를 포함한다.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는 또한 일회용(예를 들어 단일 사용)과 재사

용가능한 및/또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RFID 장치 모두를 포함한다. 비접촉식 및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 및 스

마트 인레이 디바이스 모두는, 이들이 플렉시블한 물리적 캐리어(예를 들어 플라스틱) 내에 부착 또는 포함되며, 시스

템 설계에 따라 대략 100kHz 및 2.54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RF 파를 통하여(예를 들어, 진폭 또는 주파수 변조에 

의해) 데이터를 수신,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작은 전자 회로이라는 점에서, '플렉시블 트랜스폰더(transponders)'로

언급된다.

가능한 이용 분야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는 점점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대략

20억개의 스마트 카드가 2000년 동안 전세계에서 제조되었고 2003년에는 거의 60억개가 예상된다. 전형적으로, 스

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 디바이스의 발행은 사용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커버되지 않고 발행자에 대한 부가적인 

사업 비용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대중 운송 설비상의 사용을 위한 스마트 카드의 발행은 다른 운송 사용자와 비교하

여 이들 카드의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요금으로 통상 상쇄되지 않는다. 스마트 카드의 사용이 추 가적인 부대효과를 

가져오고 부가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반면, 카드의 발행은 캐리어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다. 이런 이유 및 이하 논의

되는 이유 때문에, 이들 증가하는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가 개선된 제조 기술로 효율적이며 비용적으로 효과

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되었다.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가 이점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시장 수용 및 사용에서는 제조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능장애의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는 상당한 불쾌와 불신을 가져오고-스마트 카드와 스마트 인레이에 의존하

는 소비자들 및 카드/라벨 발행자 모두에게-, '스마트' 기술이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해한다. 

대부분의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는 동적으로 휘어진다. 즉, 이들은 통상적인 사용에서 휘어지게 된다. 비록 다

른 머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및 자동차에서와 같이 컴퓨터 회로가 단일의 경우, 즉 설치하는 동안, 휘어

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정규 사용에서 반복적으로 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에서의 칩, 

안테나, 및 임의의 다른 회로 및 전자 소자들은 이들 종래의 '플렉스 회로(flex circuits)'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컴퓨터

회로에서는 직면하지 않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유사하게, 종래의 RFID 카드는 휘어짐을 방지하여 칩 및 

사용중인 회로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하고 딱딱하게 설계된다. 아직까지는, 높은 신뢰성을 갖는 

대량의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를 제조하는데 있어 제조업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례가 거의 없다. 따

라서, 높은 제조 환경에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의 값싸고 신뢰성 있는 접속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

법론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게 된다.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smart inlay)의 플렉션(flexion)은 칩 및 다른 소형화된 전자 소자들 그리고 이들 내에 

포함된 회로들이 통상의 조작에서 조차도 상당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들 힘은 소자들 사이의 전기적 접촉

의 손실 및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의 동작불능(inoperability)을 야기시킨다.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안테

나와 칩 모듈 간의 또는 스마트 인레이의 안테나에 대한 칩의 접속은 통상의 이용시 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임의의 향상된 방법도 이들 제품 고유의 물리적인 남용을 견딜 수 있는 전기 

소자들간의 접속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칩 또는 칩 모듈을 기판 또는 안테나 구조에 접속하기 위한 현재의 기술

은 여전히 소비적이며 매우 느리다.

예를 들면, 모듈의 콘택트 영역에서 칩을 모듈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두가지 주요한 기술이 있다: 배선 본딩

과 플립-칩 다이 본딩. 배선 본딩은 매우 얇은 금속 배선을 이용하여 칩 본드 패드들을 모듈 상의 콘택트 랜드에 접속

하는 공정이다. 칩 모듈의 배선 본딩을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기 위한 대표적인 종래기술의 공정은 종래기술

의 도면 1A-1E에 나타나 있다. 칩(100)은 통상적으로 종래기술의 도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본드 패드(104)

가 구비된 실리콘 다이(102)로 구성된다. 칩(100)은 스마트 카드를 제어하기위한 목적에 적합한 필수의 프로그래밍 

및 데이타를 포함한다. 칩(100)을 수용하기 위한 칩 캐리어(105)는 종래기술의 도 1B에 나타나 있다. 칩 캐리어(105)

는 통상 구리로 이루어진 콘택트 랜드(112) 및 도전성 트랙(도시되지 않음)의 분산층, 통상 글래스 에폭시로 이루어

지는 기판(106); 및 기판(106)의, 콘택트 랜드(112)와는 대향측 상에, 예를 들면 니켈 및 금으로 도금된 구리의 콘택

트 플레이트(108)로 구성된다. 기판(106)은 기판(106)의 일측에서 타측으로의 비아(110) 또는 통로(passages)로 형

성된다. 이들 비아(110)는, 비아(110)를 통해 연장되어 기판(106)의 대향측 상에 콘택트 플레이트(108)와 전기적 접

촉을 형성하는 도전벽(113)과 평행하다.

칩(100)은 종래기술의 도 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선 본드(114)에 의해 전기적으로 칩 캐리어(105)에 부착되어 칩 

모듈(115)을 형성한다. 통상적으로, 본더(bonder)는 배선의 일측단을 실리콘 다이(102) 상의 본드 패드(104)에 자동

적으로 본딩시키고, 배선의 타측단을 칩 캐리어 기판(106)(도시되어 있음)내의 콘택트 랜드(112)에 또는 비아를 통해

본딩시켜서, 칩(100)과 칩 캐리어(105)의 대향측 상의 콘택트 플레이트(108)간의 접속을 형성한다. 배선 본드(114)

와 칩(100) 및 칩 캐리어(105)간의 전기적인 접속은, 각각 초음파 또는 열음파(thermal-sonic) 용접을 통해 형성된다

. 이 공정의 주요 단점은 각 칩(100)이 다수의 배선 본드(114)를 통해 칩 캐리어(105)와 접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개특허 특2003-0060894

- 5 -

. 이는 칩 캐리어(105)에의 칩 부착 공정을 매우 시간 소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다른 단점은 배선 본딩이 또

한 칩(100) 면적의 10배까지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접속 방법의 능력을 제한한다. 배선

본드(114)의 열음파 용접은 그러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칩 캐리어 기판(106)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고온을 생성한다

.

칩(100)을 칩 캐리어(105)에 기계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칩은 통상적으로 칩 부착 접착제(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하

여 기판에 접착된다. 칩(100)과 배선 본드(114)는 밀봉재(encapsulant)(116)로 피복된다. 밀봉재(116)는 또한 칩(10

0)을 칩 캐리어(105)에 고정하고 기계적 및 환경적인 손상으로부터 배선 본드(114)를 보호한다. 모듈(115)이 더 처리

되기 전에 밀봉재(116)를 경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밀봉재 피복은 모듈(115) 어셈블리 공정에서의 또 다른 시간 소비

단계이다.

종래기술의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 블랭크(125)는 칩 모듈(115)을 수용하기 위한 

캐비티(120)를 갖는 카드 본체(118)로 이루어졌다. 캐비티(120)는 칩 모듈(115)의 에지를 지지하기 위한 셀프(shelf)

(122)로 형성된다. 카드 본체(118)는 또한 카드 본체(118)의 표면 아래에 잔류하는 안테나 권선(128)을 감싼다. 안테

나(128)는 몇몇의 동심원의 루프 또는 권선으로 이루어져(도 1의 측면도에, 그리고 도 12b에 소자(1228)로서 도시되

어 있음), 적절한 수신 및 송신 능력을 제공한다. 안테나(128) 및 카드 본체(118)는 은-페이스트(silver-paste) 인쇄 

및 적층에 의해 베이스(base) 상에 준비된다. 예를 들면, 안테나(128)는 내부층 시트, 통상적으로 PVC 또는 유사 재

료 상에 실린더 스크린 인쇄 기계를 통해 은-페이스트 스크린 인쇄 처리에 의해 준비될 수 있다.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PVC 및 안테나는 도식적으로 설계된 코어 시트 및 오버레이 시트와 함께 열 전사 압력으로 적층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안테나(128)를 갖는 카드 블랭크(125)는 다수의 카드 시트로 제조된다. 적층 후, 시트를 단일 카드로 펀

치하고나서 칩 모듈(115)용 캐비티(120) 를 밀링(mill)한다. 추가의 안테나 캐비티(123)가 셀프(122) 아래로 연장되

어, 칩 모듈(115)에 전기적 접속을 위한 안테나 콘택트(128a, 128b)로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안테나 캐비티(123)는, 

인쇄된 은-페이스트 트랙 단부에 매우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도달되도록 그 깊이가 조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안테나

콘택트(128a, 128b)를 노출시키는 특수 드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준비된다. 이러한 타입의 안테나(128)는 13.56M

Hz 미페어(Mifare) 시스템(네델란드, 아인트호벤의 필립스 반도체로부터 활용 가능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코

일은 4 내지 5 '권선(windings)'으로 구성되어 적층후의 전체 저항이 약 2 내지 6 옴(ohm)이 된다.

도 1D는 칩 모듈(115)과의 전기적 및 기계적 접속을 수취하기 위한 스마트 카드 본체(118)의 통상적인 종래 기술의 

준비를 나타낸다. 도전성 접착제(126)는 안테나 캐비티(123) 내에 분배되어 안테나 콘택트들(128a, 128b)과 칩 모듈

(115) 상의 콘택트 랜드(112) 사이의 필요한 전기적 접촉을 제공한다. 콘택트 랜드(112)를 안테나 콘택트(128a, 128

b)에 접속하는 도전성 접착제(126)는 은장(silver-filled) 에폭시 페이스트일 수 있다(예를 들면, POLYTEC GmbH, 

D-76337 왈트브론, Polytec-platz 1-7로 대표되는 에폭시 기술 회사의 EPO-TEK E4110). 이로써 칩(100)은 외부

디바이스와의 RF 통신을 허용하는 안테나(128)에, 그리고 콘택트 랜드(112)를 콘택트 플레이트(108)에 접속하는 비

아(110)내의 분산 트랙(113)을 경유하여 콘택트 플레이트(108)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이것은 콘택트 플레이트(10

8)를 통해 칩(100)과 카드 판독기 간의 물리적 전자 인터페이스를 허용 한다. 어느 한 경우에 있어서, 칩(100)에 대한

전력은 카드 판독기 또는 외부 RF 디바이스에 의해 공급된다.

또한, 칩 모듈(115)을 스마트 카드 본체(118)에 기계적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비도전성 접착제(124)를 캐비티(120)내

의 셀프(122)에 도포한다. 비도전성 접착제는 도전성 접착제(126)보다 접착 품질이 뛰어나며 저가이기 때문에, 별도

의 비도전성 접착제(124)가 카드 본체 내에 칩 모듈(115)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비도전성 접착제(124)를 사용하여 

콘택트 랜드(112)를 통한 원하지 않는 전기적 접속을 방지한다. 그러나, 비도전성 접착제를 도포하는데 있어서 주의

를 기울여 콘택트 랜드(112)와 안테나 콘택트(128a, 128b)간의 전기적 접촉을 커버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시아노아크릴 액체 접착제는 통상적으로 비교적 저가의 스마트 카드의 비도전성 접착제(124)로서 사용되며, 보다 중

요한 스마트 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양면의 내열성을 가진 접착 테이프(예를 들면, 우나스트라세 48, D-20245 함

부르크에 위치한 Beiersdorf AG의 TESA 8410)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이 양면의 내열성을 가진 비도

전성 접착제는 우선 칩 모듈(115)의 내측에 열압으로 도포된다. 다음으로 칩 모듈(115)은 캐비티(120)에 삽입되고, 

열 및 압력에 의해 도포된 비도전성 접착제(124)를 통해 카드 본체(118)에 본딩된다. 이 어셈블리의 최적의 접착성 

및 수명을 위해, 캐비티(120)는 플라즈마에 의해 칩 모듈(115)을 본딩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디젤스

트라세 22a, D-85551 키르치하임 바이 뮌헨에 위치한 Technics Plasma GmbH의 플라즈마-시스템 4003). 그러한 

플라즈마 처 리는 약간의 거칠기를 갖는 매우 깨끗한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칩 모듈(115)을 카드 본체(118)의 캐비

티(120)로 매우 내구성있게 본딩할 수 있게 한다. 완전 조립된 종래기술의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130)는 도 1

E에 도시되어 있다.

배선 본드(114)의 문제점에 덧붙여서, 도전성 접착제를 이용하는 종래기술의 스마트 카드의 어셈블리는 더 많은 단점

을 발생시킨다. 도전성 접착제의 전기적 특성은 경화되는 동안 초, 분 및 시간의 주기에 걸쳐 바뀐다. 실제적으로, 이

것은 완성된 스마트 카드가 어셈블리 직후 테스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당 수천 단위로 측정된 제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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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함으로써, 테스트의 임의의 지연은 제조 공정의 결함이 검출되기 전에 결함 카드의 실질적인 수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가 완료되기 전에 카드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나쁘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카드 및 

라벨들이 즉시 테스트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RFID 제조시 사용된 다른 현재의 칩 본딩 기술 중에서, 대부분의 공통된 칩과 안테나(chip-to-antenna) 접속 공정은

플립-칩과 칩 캐리어의 솔더링, 또는 이방성의 도전성 접착제를 이용한 칩과 칩 캐리어의 플립 칩 본딩 중의 어느 하

나, 및 그 후에 도전성 접착제를 활용한 칩 모듈과 안테나의 접속을 포함한다. 칩 부착의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

정에는 직접적인 칩 탑재를 위해 변형되어진, 전통적인 솔더링 기술이 있다. 예를 들면 Pb/Sn 37/63과 같은 범핑 및 

접속 공정에 종종 공융(eutectic) Pb/Sn이 사용된다. 이것이 널리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단점이 크다. 솔더링 공정의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인해, 기판 재료의 선택은 극히 높은 등급, 고가의 재료에 국한되며-대량에 유리한 조건이 아

니고, 어떤 경우에는 일회용의, 이동가능한 전자 제품, 특히 스마트 인레이용으로 적합한 폴리프로필렌 기판 또는 페

이퍼가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일본 및 미국에서 환경 및 건강에 관련하여 언급된 법안의 최근 변화는 비교적 더 높은 

처리 온도 또는 보다 값비싼 솔더를 항상 필요로 하는 납-프리 솔더링 재료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더링 전

에 기판 상에 솔더링 가능한 금속화 표면의 준비와, 본딩후의 세정 단계가 요구되며, 이는 처리 비용 및 복잡성을 확실

히 증가시키는 것이다. 추가된, 시간 소비적이며 비용 증가적인 단계인 이 공정에서 칩을 언더필(underfill)해야 하는 

부가적인 요구가 종종 있다.

이방성의 도전성 접착제(ACA)를 이용한 플립 칩 본딩은 최근 보다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칩과 칩 캐리어의 본딩 방

법이다. ACA는 칩과 칩 캐리어간의 전기적 및 기계적 접속은 물론, 모듈과 안테나 코일 패드간에도 제공될 수 있다. 

ACA의 도전성은 X-Y면내의 전기적 절연을 유지하면서 Z-방향으로 억제된다. 또한, ACA 재료들은 밀봉재로서 작용

하여 플립의 하부면을 밀봉한다. 이는 추가적인 언더필 단계에 대한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ACA는 종종 비도전성 

접착제보다 10배까지 고가인 것이 있다. 게다가, 적절한 접착력을 달성하기 위해 ACA가 도포되기 전에 표면은 화학 

처리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대응하는 면들(mating surfaces), 즉 칩 본드 패드, 안테나 콘택트 및 칩 캐리어 콘택트 

랜드는 산소 제거되어야 한다. 칩의 배치는 매우 정확해야하며 매우 제한된 허용 오차만이 수용가능하다. 다른 단점

으로는 칩, 특히 스마트 카드 및 특히 스마트 인레이에 사용 되는 얇은 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픽-앤-플레이스(pic

k and place) 공정과, 고가의 ACA 재료(테이프 또는 막)에 대한 매우 복잡한 배치 공정 동안 고압이 요구되는 것이다

.

이방성 도전성 접착제를 이용한 플립-칩 본딩은 다른 영향이 있는 칩 본딩 기술이다. 이 공정은 통상적으로 제조 라

인내로 집중되게 된다. 이방성 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전기적 접속이 제공되기 때문에, 즉 개별 본드측에서 임의 방향

으로 수행될 것이고 따라서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소형의 소자들 및 피치(pitch) 거리의 경우에 비용

면에서 아직까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높은 정밀도의 필요성이 이 기술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이 공정에서, 

칩의 본드 패드에 범프가 더 부가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니켈/금 범프 또는 스터드(stud) 범프이다. 또한, 고온 및 

긴 경화 공정이 통상적으로 요구된다. 등방성 또는 이방성 중 어느 하나의 도전성 접착제를 이용한 칩 본딩 기술의 다

른 주목할 만한 단점은 긴 경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테스트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들 원인의 결과로서, 표준의 듀얼-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 및 다른 RFID 장치는 현재 비도전성 접착제(일반적으로

소자를 함께 홀딩하는 경우)와 도전성 접착제(콘택트 랜드 또는 본드 패드에서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는 경우)의 조합

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협은 위에 기재된 단점을 회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값싸면서도 

효과적으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의 소자들을 부착할 수 있는 개선된 제조 공정의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 등의 RFID 장치 내의 제1 소자,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장치의 제2 소자

의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콘택트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RFID 장치의 소자들은 예를 

들면, 메모리 칩,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어레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송수신기, 또는 다른 이산 또는 집적 회로 장치, 

칩 캐리어, 칩 모듈, 및 예를 들면 안테나와 같은 도전성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부착, 예를 들면 

칩과 안테나 구조의 부착이 행해졌을 때, 상술한 바와 같이, 와이어본딩, 솔더링, 도전성 접착 본딩과 같은 방법이 사

용된다. 이들 종래의 방법의 경우, 고온, 고가의 재료, 또는 고가이면서 높은 정밀도의 기계류의 이용은 RFID 장치의 

제조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부착을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제1 실시예에서는, 칩을 안테나 구조에 부착

하기 위해, 칩 본드 패드 위에 금속과 전기적 도전성의 경질 입자(hard particles)를 전해 또는 무전해 동시 퇴적(co-

depositing)함으로써 입자-강화 표면(particle-enhanced surface)이 생성된다. 그 다음, 칩을 들어 안테나 구조에 배

치하여 비도전성 접착제 의해 본딩함으로써 영구적인 물리적 접속을 만든다. 칩 본드 패드 상의 금속 도금 경질 입자

를 안테나 구조 상의 대응되는(mating) 표면으로 침투시킴으로써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진다. 도전성의 경질 입자는 

적어도 도전성 콘택트만큼 큰 경도(hardness)를 가져야 한다. 안테나 콘택트 표면으로의 입자 침투를 증진시키기 위

해 압축력을 가하고,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어 영구적인 결합을 생성할 때까지 압축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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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는 또한 제1 소자(예를 들면, 칩 본드 패드)과 제2 소자(예를 들면, 안테나 콘택트)의 콘택트 표면들 사이에 비도

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 제1 및 제2 소자의 콘택트 표면을 서로 정렬하여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단계; 콘택트 

표면에 인터페이스에 법선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하여 경질 입자의 적어도 일부분이 접착제를 통해 침투하고 제2 

도전성 표면을 관통하여 이들을 서로 영구적으로 본딩시키는 단계; 및 최종적으로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표면으로의 입자의 도포 및 콘택트 표면들 사이의 틈새의 접착제의 도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다양한 발명의 방법은, 접착제를 제1 또는 제2 콘택트 표면에 도포하거나, 콘택트

표면 둘 다에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는, 어셈블리 시에, 2개의 표면 사이에 필름 접착제

를 배치한다. 접착제는 압축력을 제거하기 전에 경화하는 영구적으로 경화 가능한 접착제일 수 있다.

전기 소자의 콘택트 표면 위에 경질 입자 및 도전성 금속화를 도포하는 공정이 다단계의 동시 퇴적 공정에서 행해질 

수 있다. 전기 소자를 금속 입자 도금조를 통해 인출(draw)하여 금속 입자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소자를 

제2 금속 도금조로부터 인출하여 입자층을 덮는 앵커(anchoring) 층을 형성한다. 도금 단계를 추가하여, 퇴적된 경질

입자를 덮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입자 앵커링층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전해 도금 또는 전해 도금에 의해 금속 박막층을 제1 콘택트 표면 상의 입자 위에 도금함으로써, 원하는 

콘택트 표면에 경질 입자를 부착시킬 수 있다. 무전해 도금 방법이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표면에 입자 및 금속을 퇴

적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에, 바람직한 방법이 '입자 강화 전기 콘택트 표면의 준비를 위한 무전해 공정'라는 명칭으로 

2001년 6월 15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883,012호에 개시되어 있지만, 다른 무전해 도금 방법도 이

용 가능하다. 무전해 공정에서는, 두 단계의 무전해 금속 도금 방법에 의해 입자-강화 표면을 만들 수 있다. 제1 도금 

단계는 무전해 금속 도금조 내의 금속을 갖는 경질 입자를 용액 내의 입자로 동시 퇴적한다. 제2 도금 단계는 동시 퇴

적된 금속 입자 표면 상에 도전성 금속을 오버코팅하여 전기적 도전성을 향상시킨다.

전해 도금 방법이 이용되어 입자-강화 표면을 생성하는 경우, 양호한 방법이 '전기 소자 어셈블리 및 제조 방법'이라

는 명칭으로 2001년 3월 19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9/812,140호에 개시되어 있지만, 다른 전해 처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금속 도금조 내에 있는 메쉬 전극 아래에 기판을 배치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도금조 내의 입자는 메쉬 전극을 통과하여 기판 위에 정착된다. 니켈 등의 금속이 입자 위에 동시에 퇴적된다.

안테나 구조에 칩을 부착하기 위한 제2 실시예는, 칩 본드 패드 대신에, 안테나 구조에 입자-강화가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제1 실시예의 중요한 이점은, 칩 본드 패드가 입자-강화의 수용자가 될 때, 칩이 

웨이퍼로부터 다이싱되기 전에, 입자 동시 퇴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웨이퍼 상의 수백 또는 

수천개의 칩이 동시에 입자로 도금될 수 있다. 제2 실시예에도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로, 일단 다이싱된 웨이퍼의 

칩 수율에 대하여 큰 비용이나 충격을 주지 않고,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된 웨이퍼 상의 모든 다이들에 대하여 입자-

강화가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제조 수요가 전체 웨이퍼를 입자-강화시키기에 너무 적다면, 개개의 칩이

여전히 입자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셋째로, 규모의 경제성이, 예를 들어, 소자가 칩 또는 칩 캐리어 상에서 입자-강

화되는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소자의 어셈블리가 동일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소자가 입자-강화를 받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칩 캐리어에 칩을 부착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동일한 공

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입자-강화된 칩이 비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칩 캐리어에 본딩된다.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도 역시 칩 캐리어에 칩을 부착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칩 본드 패드 대신에 칩 캐리어에 입자-

강화를 적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 실시예에서 설명한 동일한 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본딩은 제1 실시에에서 

설명한 칩 부착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제5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의 공정을 적용하여 칩 모듈을 안테나 구조에 부착(예를 들면, 듀얼-인터페이스 칩 모

듈을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안테나 코일에 부착)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입자-강화를 칩 캐리어에 적용한다. 일단

칩이 칩 캐리어에 부착되어 칩 모듈을 형성하면, 칩 모듈은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안테나 구조에 본딩된다.

제6 실시예에서는, 제5 실시예에서 설명한 공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자-강화를 칩 캐리어에 적용하는 대신에, 입

자-강화를 안테나 구조에 적용한다. 그 다음, 비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칩 모듈을 안테나 구조에 본딩시킨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경질 입자를,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 등의 RFID 장치의 제1 및 제2 소자 

상의 대응하는 콘택트 표면의 각각의 콘택트중 적어도 하나에 배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소자로서는, 예를 들면, 칩, 

칩 캐리어, 칩 모듈, 및 안테나 구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제1 및 제2 소자 사이에 비도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여기서 어떠한 대응하는 콘택트 표면을 입자-강화시키더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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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콘택트를 갖는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용의 전기 소자를 제조하는 개선

된 방법을 포함하는데, 그 방법은 적어도 콘택트의 경도만큼 큰 경도를 갖는 입자를 적어도 하나의 콘택트 위에 배치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기적 도전성 금속층을 콘택트의 적어도 일부 및 입자들 위에 배치한다. 또 한편, 입자들 및 

전기적 도전성 금속층을 동시에 퇴적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대응하는 전기적 콘택트를 갖는 적어도 2개의 소자를 포함하는 개선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

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들은 저기적 도전성 금속 및 입자층 및 비도전성 접착제층에 의해 서로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접착된다. 입자는 적어도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의 경도 만큼 큰 경도를 가져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기판의 표면 상에 복수의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를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용의 전기 소자 어셈블리가 제공된다. 복수의 경질 입자가 기판 상에 잔류하여, 전기적 콘택트 사

이트 각각이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경질 입자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전기 소자를 어레이 내의 복수의 다른 전자 소자를 이용하여 동시에 입자에 의해 향상시키는 본 발명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레이 베이(bay)는 1차

원 또는 2차원일 수 있다. 복수의 전기 소자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를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

는, 경질 입자를 콘택트 사이트에 도포하여, 적어도 하나의 경질 입자가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 각각에 부착되도록 한

다. 결국, 어레이가 분할되어 복수의 전기 소자 어셈블리가 많은 개개의 전기 소자로 단일화되어, 한번의 동작으로 많

은 전기 소자가 동시에 생성된다. 전기 소자들이 기판으로부터 단일화되기 전 또는 후에, 복수의 전기 소자에 접착제

가 도포될 수도 있다. 또한 접착제는 기판 전체를 덮도록 도포될 수 있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접착제를 기판의 선택

된 부분에만 도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특히 어레이가 반도체 웨이퍼인 반도체 칩의 콘택트 패드의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어레이는

플렉시블 서킷 테이프 또는 단단한 회로 기판일 수 있다. 또한, 어레이는 플렉시블한 테이프 형태의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일 수 있다. 또 한편 접착물질은 이러한 전기 소자의 표면의 적어도 선택된 부분 및 어레이를 분할하기 

전의 경질 입자에 도포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접착물질은 전기 소자의 표면의 적어도 선택된 부분 및 기판을 분할한 

후의 경질 입자에 도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서는, 경질 입자가 인쇄 회로 또는 전기 소자에 부착되어, 상부에 경질 입자를 갖는 소자 어

셈블리를 생성할 수 있다. 부착은 전술 한 임의의 방법에 의해서 금속과 입자를 동시 퇴적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는, 입자를 접착제 자체에 의해 고정시킬 수 있다. 다른 양상에서는, 경질 입자를 접합될 어느 표면에라도 부

착시키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고, 대신에 입자를 접착제에 잔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전체 접착제 

표면이 이러한 입자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경질 입자들이 접착제의 선택된 영역에만 남아 있도록 

경질 입자를 접착제에 도포한다. 그러한 선택된 영역들은 기판 또는 전기 소자 상에서 상호 접속되어질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E는 전형적인 종래기술의 디바이스에서, 소자들이 서로 부착되어 있는 단면도로 도시된 듀얼 인터페

이스 스마트 카드의 어셈블리 내에 전형적으로 채용되는 일반적인 공정 단계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전기 소자 어셈블리의 단면도.

도 3은 경질 입자가 전기 소자에 부착되고, 접착제가 기판에 도포되는, 본 발명의 제1 공정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어

셈블리 이전의 전기 소자 및 기판의 단면도.

도 4는 경질 입자가 기판에 부착되고, 접착제가 전기 소자에 도포되는 본 발명의 제2 공정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어셈

블리 이전의 전기 소자 및 기판의 단면도.

도 5는 경질 입자가 기판 위에 배치된 접착제에 부착되는, 본 발명의 제3 공 정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어셈블리 이전

의 전기 소자 및 기판의 단면도.

도 6은 경질 입자가, 전기 소자 위에 배치된 접착제에 부착되는, 본 발명의 제4 공정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어셈블리 

이전의 전기 소자 및 기판의 단면도.

도 7A 및 도 7B는 접착제의 선택된 부분이 기판 및 전기 소자 위의 콘택트 사이트와 정렬된 관계로 있는 경질 입자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5 공정 실시예에 따른 부착 방법이 행해지고 있는 기판 및 전기 소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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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도 8B는 접착제가 경질 입자의 균일층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6 공정 실시예에 따른 부착이 행해지고 있는

기판 및 전기 소자의 단면도.

도 9A 내지 도 9F는 본 발명에 따라 소자가 서로 부착된,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의 어셈블리에 채용된 공정 단

계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9G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 카드 내의 기판과 안테나 간의 접속을 상세히 설명하는 도 9E의 단면도의 일부를 확

대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소자가 서로 부착된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의 어셈블리의 단면도.

도 11A 내지 도 11D는 본 발명에 따라, 소자가 서로 부착된 스마트 인레이의 어셈블리에 채용되는 공정 단계를 도시

하는 개략도.

도 12A 내지 도 12D는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 인레이의 다양한 안테나 구성 및 칩과 안테나와의 접속에 대한 평면도.

도 13은 플렉시블 서킷 기판 상의 콘택트 랜드에 경질 입자를 도금하는 예시적 도금 공정의 개략도.

도 14A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예시적 입자 도금조의 개략도.

도 14B는 도 14A의 예시적 입자 도금조의 전기 접속의 세부사항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15A는 일련의 동시 퇴적 공정에서 제1 단계를 도시하는, 금속 입자 퇴적 이전의 콘택트 표면의 단면도.

도 15B는 일련의 동시 퇴적 공정에서 제2 단계를 도시하는, 금속 입자 동시 퇴적을 갖는 도 15A의 콘택트 표면의 단

면도.

도 15C는 일련의 동시 퇴적 공정에서 제3 단계를 도시하는, 제2 금속 도금층이 부가된 도 15B의 콘택트 표면의 단면

도.

도 15D는 일련의 동시 퇴적 공정에서 제4 단계를 도시하는, 침지(immersion) 금층이 추가된 도 15C의 콘택트 표면

의 단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금속 및 입자 동시 퇴적 공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개략도.

도 17은 본 발명의 무전해 공정에 의해 퇴적된 골드 피니쉬 코팅(gold finish coat)이 되어 있는 알루미늄 기판 상의 

다이아몬드-니켈 동시 퇴적 표면의 상부 평면도를 도시하는 현미경 사진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2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전기 소자 어셈블리의 일반화된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기판(212)은 

스마트 카드 모듈용 칩 캐리어, 스마트 인레이(inlay)용 안테나 기판, 또는 RFID 장치용의 임의의 다른 기판일 수 있

다. 전기 소자(210)는 기판(212) 상에 장착된다. 전기 소자(210)는 예를 들어, 메모리 디바이스, 로직 디바이스, 마이

크로프로세서 및 다른 타입의 칩 등의 반도체 집적 회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전기 소자들 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기판(212)은 상부에 하나 이상의 칩들이 장착된 플렉스(flex) 회로 또는 칩 캐리어일 수 이다.

본 명세서에서 콘택트 '랜드'(214)로 지칭되는 복수의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들이 기판(212)의 본딩 표면(216) 상에 

존재하며, 본 실시예에서, 전기 소자(210)의 도전성 본딩 패드(220)에 부착되는 대응하는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2

18)를 수용하도록 배치된다. 본 발명 및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도전성 경질 입자(218)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전기적 콘택트 사이트(예를 들어, 콘택트 랜드(214))의 강도 만큼 큰 강도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전기적 콘

택트의 강도보다 큰 강도를 갖는다. 도전성 경질 입자(218)는 예를 들어,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bismu

th),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릴륨, 붕소, 나트륨(sodium),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

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등의 금속 및 이 금속들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intermetallic)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금속은 니켈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도전성 경질 입자(218)는, 상기 나열된 도전성 금속층으로 커버되거나 둘러싸인 비도전성 

코어 입자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비도전성 코어 입자는 예를 들어, 금속 산화물, 질화물, 붕소화물, 실리콘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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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드, 베릴륨, 붕소, 파이버, 탄소 파이버, 가닛 및 다이어몬드 등의 비금속 재료일 수 있다. 바람직한 비금속 경질

입자는 다이어몬드이다. 이러한 코어 입자로 바람직한 금속 코팅 재료는 니켈 및 구리이다. 열적 도전체가 바람직하

며, 다이어몬드와 세라믹이 바람직한 재료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경질 입자(218)는 니켈층으로 도금된 다이

어몬드 코어로 구성된다.

도전성 경질 입자(218)는 또한 얇은 금층으로 커버될 수 있다. 금은 낮은 접촉 저항을 제공하여 접촉 표면의 산화를 

방지한다. 금의 대안으로서 백금, 팔라듐, 크롬, 팔라듐-니켈 합금, 및 주석-니켈 합금이 포함될 수 있다.

각각의 콘택트 랜드(214)는 전기 소자(210)와 기판(212) 사이에 전기적 상호 접속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도전성을 띤다. 마찬가지로 전기적 도전성을 띠는 본딩 패드(220)는 칩 표면 상에 배치되며 칩을 기판(212)에 플립-

칩 방식으로 부착하기 위해 배치된다. 대안으로서, 본딩 패드(220)는 하나 이상의 전기 소자(210)가 차지하는 플렉스

회로 또는 칩 캐리어의 본딩 표면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본딩 패드(220) 및 콘택트 랜드(21

4)는 니켈층으로 각각 금속화된다.

도 2에 도시된 전기 소자 장착 구성에서, 기판(212)의 본딩 표면(216)과 전기 소자(210)의 정면(face surface)(222) 

사이에 갭(221)이 형성된다. 갭(221)은 통상적으로 약 0.5 내지 약 5밀(mils)로 다양하다. 갭(221)은 접착물질(224)

로 완전히 채워진다.

본 발명에서, 바람직한 접착물질(224)은 열 처리 또는 다른 처리가 필요 없 이 예를 들어,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

acrylate)를 매우 급속하게 설정하는 재료이다. 대안으로서, 접착물질(224)은 자외선-광(UV) 경화가능한(curable) 

폴리머 혼합물일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다른 타입의 접착제, 예를 들어, 영구 경화가능한 접착제, 고온 용융 접착제 및 

다른 열가소성 접착제 및 중합화가능한 접착제가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접착물질(224)은 접촉 및 압력

에 민감한 접착제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사용되는 접착물질(224)은 전기 소자(210) 또는 상호 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불순물 레벨을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나트륨 및 염소 이온으로 인해 칩에 결함이 초래되고 습기있는

조건 하에서 전기적 상호 접속의 부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판(212)에 전기 소자(210)를 준비하고, 조립하며, 고정시키는 것에 있어서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공정가

사용될 수 있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제1 공정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어셈블리 이전의 전기 소자(310) 및 기판(312)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기판(312)에 전기 소자(310)를 장착하기 전에, 이산 개별 콘택트 랜드(314)를 상부에 구비

한 기판(312)에 접착물질(324)이 프리코팅된다. 접착물질(324)은 액체 또는 접착 테이프 중의 하나로서 기판(312)에

도포된다. 경질 입자(318)가 전기 소자(310)의 정면(322) 상에 대응하는 본딩 패드(320)에 부착된다. 접착물질(324)

은 기판(312)의 본딩 표면(316)에 걸쳐서 콘택트 랜드(314) 상방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기판(312)의 나머지 부분

을 덮는다. 대안으로서, 접착물질(324)은 경질 입자(318) 상방에서 전기 소자(310)의 정면(322)에 도포될 수 있다. 

그 후, 부착된 경질 입자(318)를 갖는 본딩 패드(320)가 기판(312)에 면하 여 기판(312)의 콘택트 랜드(314)를 따라 

정렬되도록 전기 소자(310)가 배치된다.

기판(312)에 전기 소자(310)를 장착하기 위해, 경질 입자(318)가 부착된 본딩 패드(320)는 콘택트 랜드(314)를 갖는

밀접 결합된 콘택부로 이동되며, 도 3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은 압축력이 인가된다. 압축력하에서, 경질 입자(3

18)는 기판(312)의 콘택트 랜드(314)를 관통한다. 어셈블리 시에 사용된 특정 접착물질에 따라, 접착물질(324)은 자

기-경화 메카니즘에 의해 경화되거나 접착제의 열적 또는 UV 경화(UV cure)에 의해 경화된 후, 압축력이 해제되어 

도 2에서 도시된 어셈블리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경화된 접착제(324)는 전기 소자(310)와 기판(312) 사이에 연속된

시일(seal)을 제공하여 기판(312)과 전기 소자(310) 사이의 압축력을 유지함으로써, 초기 적용된 압축력이 해제된 후

에 콘택트 랜드(314) 내에 경질 입자(318)가 부분적으로 내장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도 4에는 본 발명의 제2 공정 실시예에 따라 조립되고 배치되기 이전의 전기 소자(410) 및 기판(412)의 단면도가 도

시되어 있다. 개별적인 이산 본딩 패드(420)를 상부에 갖는 전기 소자(410)는 기판(412)이 조립되기 전에 접착물질(4

24)로 프리코팅된다. 도 3의 이전 공정 실시예와 유사하게, 전기 소자(410)에 접착물질(424)이 액체 또는 접착 테이

프 중의 어느것으로서 도포된다.

본 실시예에서, 기판(412)의 본딩 표면(416) 상의 대응하는 콘택트 랜드(414)에 경질 입자(418)가 부착된다. 접착물

질(424)은 본딩 패드(420) 상방에서 전기 소자(410)의 정면(422)에 걸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정면(422)의 나머지

부분을 덮는다. 대안으로서, 접착물질(424)은 경질 입자(418) 상방으로 기판(412) 의 본딩 표면(416)에 적용될 수 있

다. 이때, 전기 소자(410)는 본딩 패드(420)가 기판(412)에 면하여 경질 입자(418)가 부착된 콘택트 랜드(414)와 정

렬되도록 배치된다.

다음으로, 본딩 패드(420)는 콘택트 랜드(414)를 구비한 밀접 결합된 콘택부로 이동되며, 도 4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압축력이 인가된다. 압축력 하에서, 경질 입자(418)는 전기 소자(410)의 본딩 패드(420)를 관통한다. 접착

물질(424)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화된 후, 압축력이 해제되어 도 2에서 도시된 어셈블리를 생성하게 된다. 이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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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와 같이, 경화된 접착제(424)는 전기 소자(410)와 기판(412) 사이에 연속된 시일을 제공한다. 경화된 접착물

질(424)은 기판(412)과 전기 소자(410) 사이의 압축력을 유지함으로써, 초기 적용된 압축력이 해제된 후에 본딩 패드

(420) 내에 경질 입자(418)가 부분적으로 내장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제3 공정 실시예에 따라 조립되고 정렬되기 이전의 전기 소자(510) 및 기판(512)의 단면도가 도

시되어 있다. 개별적인 이산 콘택트 랜드(514)를 상부에 갖는 기판(512)은 소자(510)와 조립되기 전에 접착물질(524

)로 프리코팅된다. 도 3에 대하여 전술한 제1 공정 실시예에서와 같이, 접착물질(524)이 액체 접착제, 고체 필름 접착

제, 또는 접착 테이프로서 기판(512)에 도포된다. 접착물질(524)은 기판(512)의 본딩 표면(516)에 걸쳐 콘택트 랜드(

514) 상방에 균일하게 도포된다.

본 실시예에서, 경질 입자(518)는 접착물질(524)의 표면(526)에 부착되어, 기판(512)의 본딩 표면(516) 상의 콘택트

랜드(514)와 대응하는 관계로 직접 및 선택적으로 배치된다. 경질 입자(518)는 예를 들어, 입자 슬러리를 선택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또는 표면(526)에 스텐실을 적용하고 스텐실에 입자 슬러리를 도포함으로써 표면(526) 상에 선택적으

로 배치될 수 있다. 일단 경질 입자(518)가 표면(526)에 도포되면, 전기 소자(510)는, 본딩 패드(520)가 기판(512)에 

면하여 콘택트 랜드(514)와 정렬되도록 배치된다. 경질 입자(518)는 콘택트 랜드(514) 및 본딩 패드(520)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접착물질(524)의 표면 상에 존재한다.

기판(512)에 전기 소자(510)를 장착하기 위하여, 본딩 패드(520)는 경질 입자(518)와 콘택트 랜드(514)를 구비한 밀

접 결합된 콘택부로 이동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압축력이 인가된다. 압축력 하에서, 경질 입자(518)는 접착물질(524

) 및 기판(512)의 콘택트 랜드(514)를 관통하며, 동시에 전기 소자(510)의 본딩 패드(520)를 관통한다. 접착물질(524

)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화된 후에 압축력이 해제되어, 도 2에 도시된 어셈블리를 생성하게 된다.

도 6에서는 본 발명의 제4 공정 실시예에 따라 조립되고 정렬되기 이전의 전기 소자(610) 및 기판(612)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개별적인 이산 본딩 패드(620)를 상부에 갖는 전기 소자(610)는 기판(612)으로 조립되기 전에 접착물

질(624)로 프리코팅된다. 도 4에 도시되어 위에서 설명한 제2 공정 실시예에서와 같이, 접착물질(624)이 액체 접착제

, 고체 필름 접착제 또는 접착 테이프로서 전기 소자(610)에 도포된다. 접착물질(624)은 본딩 패드(620) 상방에서 전

기 소자(610)의 정면(622)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되고, 전기 소자(610)의 나머지 부분 을 덮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질 입자들(618)은, 소자(610)의 정면 표면(622) 상의 대응하는 본딩 패드(620)에 대해 직접적이

고 선택적으로 접착 물질(624)의 표면(626)에 부착된다. 그 후, 전기 소자(610)는, 본딩 패드(620)가 기판(612)을 대

면하고 콘택트 랜드(614)와 배열하도록 배치된다. 접착 물질(624)로 덮힌 본딩 패드(520)와 경질 입자들(618)이 이

동하여 콘택드 랜드(614)와 친밀한 접촉을 갖고 도 6에 도시한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압축력이 가해진다. 압

축력 인가시, 경질 입자들(618)은 접착 물질(624) 및 소자(610)의 본딩 패드(620)를 관통하고, 동시에 기판(612)의 

콘택트 랜드(614)를 관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접착 물질(624)는 경화되고 압축력은 해제되어 도 2에 나타낸 어셈

블리(assembly)를 생성한다.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의 제5 공정 실시예에 따른 부착 방법을 사용하는 기판(712)과 전기 소자(710)의 단면도이

다. 본 실시예에서, 접착 물질(724)는, 전기 소자(710)을 기판(712)에 탑재하기 전에 자신의 자가-지지막(self-supp

orting film)에 존재한다. 접착 물질(724)는 고체 재료 또는 접착성 테이프일 수 있다.

경질 입자들(718)은 접착 물질(724) 내에 직접적이고 선택적으로 부착될 수 있고, 그 결과 접착 물질(724)가 전기 소

자(710)와 기판(712) 사이에 위치할 경우, 경질 입자들(718)은 대응하는 본딩 패드(720)에 대해 배치된다. 예를 들면

, 접착제의 제1 층을 형성한 후, 상술한 바와 같이, 슬러리를 분사하거나 또는 스탠실하여 경질 입자들(718)을 부착함

으로써 경질 입자들(718)이 접착 물질(724) 내에 위치될 수 있다. 경질 입자(718)를 부착한 후, 접착제의 제2 층이 형

성되어 입자들 과 접착제의 제1 층을 덮을 수 있다. 경질 입자들(718)의 다수 층들이 도 7a 및 7b의 접착 물질(724) 

내에 부유하는 것처럼 도시된다. 그러나, 접착 물질(724) 내에 부착되고 각 본딩 패드(720)에 대응하게 위치하는 경

질 입자(718)들의 단일층으로도 충분하다.

그 후, 전기 소자(710), 기판(712), 및 접착 물질(724)는, 본딩 패드(720)가 기판(712)을 대면하고, 접착 물질(624) 

내에 부유한 경질 입자들(718)이 기판(712)의 콘택트 랜드(714)와 정렬하도록 배치된다. 부유된 경질 입자들(718)을

갖는 접착 물질(724)는 전기 소자(710)와 기판(712) 사이에 배치된다. 그 다음, 본딩 패드(720)가 이동하여 접착 물

질(724)와 콘택트 랜드(714)가 친밀하게 접촉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압축력이 인가된다. 압축력이 인가되는 동안, 경

질 입자들(718)은 접착 물질(724)를 통해 전기 소자(710)의 본딩 패드(720)와 기판(712)의 콘택트 랜드(714)로 동시

에 관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접착 물질(724)는 경화되고 그 후, 압축력이 해제되고 도 7b에 나타낸 어셈블리가 생

성된다.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제6 공정 실시예에 따른 부착 방법을 사용하는 기판(812)과 전기 소자(810)의 단면도이다. 

도 7a 및 7b에 나타낸 제5 공정 실시예와 유사하게, 접착 물질(824)는, 조립하기 전에 독립적인 막으로 존재한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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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물질(824)는 고체 재료 또는 접착성 테이프일 수 있다. 경질 입자들(818)들은 접착 물질(824) 내에 부유될 수 있고

접착 물질(824) 내의 경질입자들(818)의 삼투 한계(percolation limit) 보다 작은 충진 밀도로 접착 물질(824) 전체에

랜덤하게 분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접착층을 먼저 형성함으로써, 경질 입자들(818) 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층이

접착 물질(824) 내에 형성될 수 있다. 그 후, 예를 들면, 입자 슬러리를 제1 접착층에 분사함으로써 경질 입자들(818)

의 층이 제1 층에 확산될 수 있다. 그 다음, 경질 입자들(818)과 제1 접착층 상에 제2 접착층이 형성될 수 있다. 삼투 

한계 이하의 충진 밀도로 경질 입자들(818)을 유지함으로써, 경질 입자들(818)은 압축한 이후에도 서로 접촉될 수 없

다.

접착 물질(824)는 전기 소자(810)의 정면 표면(822)과 기판(812)의 본딩 표면(816) 사이에 위치한다. 그 후, 본딩 패

드(820)가 기판(812)과 대면하고 콘택트 랜드(814)와 정렬하도록 전기 소자(810)와 접착 물질(824)가 배치된다. 앞

선 실시예와 같이, 부유하는 경질 입자들(818)을 갖는 접착 물질(824)는 전기 소자(810)과 기판(812) 사이에 위치한

다. 그 다음, 본딩 패드(820)가 이동하여 접착 물질(824)과 콘택트 랜드(814)가 친밀하게 접촉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압축력이 인가된다. 압축력이 인가되는 동안, 경질 입자들(818)은 접착 물질(824)를 통해 전기 소자(810)의 본딩 패

드(820)와 콘택트 랜드(814)로 동시에 관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접착 물질(824)가 경화되고, 그 후 압축력이 해제

되어 도 8b에 나타낸 어셈블리가 생성된다. 중요한 것은, 경질 입자들(824)이 서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본

딩 패드(820)와 개별적인 콘택트 랜드(814) 사이의 하나의 전기적 접속으로부터 이웃하는 전기적 접속은 횡적으로는

전기적으로 도전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상술한 전기 소자 접착 방법은 칩을 칩 캐리어에 부착할 경우, 칩 모듈을 안테나에 부착할 

경우, 및/또는 RFID 장치의 구성, 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smart inlays) 내의 안테나에 칩을 부착할

경 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RFID 장치 구성의 단계들은, (1)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표면 상에 금속 및 경질 입자

들을 동시에 퇴적(co-depositing)하는 단계; (2) 제1 콘택트 표면,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표면, 또는 제1 콘택트 

표면과 제2 콘택트 표면 사이 중 어느 하나에 비도전성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 (3) 제1 콘택트 표면과 제2 콘택트 

표면 사이에 제2 콘택트 표면과 접촉하는 제1 콘택트 표면, 비도전성 접착제 입자들을 배치하는 단계; (4) 제1 및 제2

콘택트 표면들을 함께 유지하도록 압력을 인가하는 단계; 및 (5) 비도전성 접착제를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부착 옵션에서와 같이, 경질 입자들은 칩, 칩 캐리어 또는 안테나중 어느 하나의 콘택트 표면에 도포될 수 있

다. 본원에서 설명한 공정에 의한 콘택트 표면의 입자 강화(particle enhancement)는 안정하기 때문에, RFID의 어셈

블러로 전달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제조될 경우, 칩, 칩 캐리어, 또는 안테나의 콘택트 표면(예를 들면, 본드 패드, 콘택

트 랜드, 및 안테나 콘택트)에 도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 및 칩들은 RFID의 어셈블러 이외의 다른 회사들 또

는 최종 어셈블리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외의 적어도 다른 장소에서 제조된다. 따라서, 입자 강화의 제1 2개의 단

계들은 본 발명의 나머지 단계들과는 다른 시간 및 장소에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접착제가 안정할 경우, 예를 들면, 

소정의 활성화없이 접착제가 경화될 수 없거나 또는 테이프 접착제인 경우, 전기 소자의 제조시에 적용되고 제품 어

셈블리시에 제거될 릴리스 코팅(release coat)이 구비될 수 있다. 여하튼 간에, 칩 및/또는 안테나 제조 공정 동안 콘

택트의 금속-입자 코팅을 포함함 으로써 상당한 비용 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본 발명의 특히 중요한 이점은 표면 준비, 즉, 도전성 경질 입자들의 도포가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칩들이 절

단되기 이전에 칩 콘택트 패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웨이퍼 레벨 공정의 매우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관련이 있다. 웨이퍼 당 칩들의 개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입자-강화된 본드 패드를 갖는 칩을 

생산하는 유닛당 비용은 매우 낮을 수 있다.

도 9a 내지 9f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930) 어셈블리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9g

는 안테나(928)에 대한 칩 모듈(915) 접속의 확대된 도면을 나타낸다. 종래 기술과 유사하게, 칩(900)은 도 9a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본드 패드(904)을 갖는 실리콘 다이(902)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 칩(900)

의 본드 패드(904)는 금속층(916) 및 도전성 경질 입자들(914)의 퇴적에 의해 입자-강화된다. 금속층(916)은 바람직

하게는 니켈이고 도전성 경질 입자들(914)은 바람직하게는 니켈로 코팅된 다이아몬드 입자들이다. 칩(900)은 스마트

카드(930)를 제어하기 위한 적당한 데이터 및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

칩(900)을 수납하는 칩 캐리어(905)가 도 9b에 도시된다. 칩 캐리어(905)는 콘택트 랜드(912a, 912b)의 분산층, 및 

보통 구리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 구리 플렉스 회로(copper flex circuit)와 같은 도전성 트랙(도시하지 않음); 일반

적으로 글래스 에폭시로 구성되는 기판(906); 콘택트 랜드(912a, 912b)로부터 기판(906)의 반대측 상에, 예를 들면 

니켈 및 금으로 코팅된 구리의 콘택트 플레이트(908)를 포 함한다. 기판(906)은 비아(910), 또는 기판(906)의 일측으

로부터 다른쪽으로의 통로을 갖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비아(910)들은, 비아(910)를 통해 확장하는 도전성 월(wall)(9

13)과 정렬되어 기판(906)의 반대측 상의 콘택트 플레이트(908)와 전기적 접촉을 이룬다. 칩 캐리어(905)의 콘택트 

랜드(912b)는 금속층(916) 및 도전성 경질 입자(914)의 퇴적에 의해 입자-강화된다. 금속층(916)은 바람직하게는 

니켈이고 도전성 경질 입자(914)는 바람직하게는 니켈로 코팅된 다이아몬드 입자들이다.

콘택트 랜드(912b) 상의 금속층(916)은 바람직하게는, 도 9d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고 도 9g에 가장 잘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캐비티(923)을 통해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의 잠긴 거리를 수용할 정도의 두께까지 만들어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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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도전성 경질 입자(914)는 약 2㎛ 내지 약 50㎛의 두께를 가지고, 콘택트 랜드(912b) 상의 금속층(916)은 약 

25㎛ 내지 약 100㎛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다른 변형예는 스마트 카드(930) 디자인의 기하학적 특징에 따라 칩 캐

리어(905)와 안테나(928) 사이의 접속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면, 금속층(916)의 도금 두께는 안테나 

캐비티(923)의 깊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칩 캐리어(905) 상의 콘택트 랜드(91

2b) 보다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에 입자-강화가 적용될 수 있다.

콘택트 랜드(912a) 및 노출된 기판(906) 상에 비도전성 접착제(924)를 도포함으로써, 도 9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칩(

900)과 기계적 접속을 위한 칩 캐리어(905)가 준비된다. 도전성 경질 입자(914)는 비도전성 접착제(924a) 층을 관통

하여 도 9d 아래의 콘택트 랜드(912a)에 도달하기 때문에 비도전성 접착제(924a)의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에서, 바람직한 비도전성 접착제(924a) 재료는 열처리 또는 다른 처리, 예를 들면,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

rylate) 처리를 할 필요없이 매우 빠르게 세팅되는 재료이다. 선택적으로, 비도전성 접착제(924a)는 자외선-광(UV)

으로 경화가능한 폴리머 합성물일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고온 용융 접착제 및 중합가능한 접착제와 같은 영구적으

로 경화가능한 접착제와 같은 다른 형태의 비도전성 접착제(924a)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선택적인 예에서, 비도전

성 접착제 재료(924a)는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도전성 접착제(924a)는, 예를 들면, 슈퍼글루(SuperGlue  TM ) 또는 록타이트(Loc

tite) TAKPAK 444와 같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재료를 포함한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디스펜스(dispense)하기에

용이한 저렴한 액체이다. 강하고 매우 빨리 경화된다. 적당한 고온 용융 접착제는, 예를 들면, 미네소타 세인트 폴의 3

M 회사로부터 구입 가능한 3M 3792-LM-Q를 포함한다. 압력에 민감한 적당한 접착제는 스카치 브랜드 467 고성능

접착제 및 스카치 브랜드 F9465PC 접착제 전사 테이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되는 접착제 재료는 소자 또

는 상호접속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정의 불순물의 낮은 레벨을 가져야 한다. 특히, 나트륨 및 염소 이온들은 

반도체 칩을 고장나게 하고 습기 조건에서 전기 상호접속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본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온 오염

이 없는 접착제의 특별히 순수한 등급을, 예를 들면, '전자 등급(electronic grade)'으로 인가한다. 칩 응용시, 접착제

가 칩과 친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전자 등급 접착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접착제는 칩 접착제로

서 사용되는 공지의 전자 등급 폴리머 재료를 포함한다. 다른 접착제는, 칩을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하는데 자

주 사용되는 에폭시 몰딩 화합물 및 칩과 기판의 열팽창속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기판

에 직접 납땜되는 칩 아래에 사용되는, 언더필(underfill) 즉, 충진된 폴리머와 같은 재료들을 포함한다.

경질 입자들이 비도전성 접착제(924a)를 통해 칩 캐리어(905)의 콘택트 랜드(912a)로 관통하도록, 칩(900)을 뒤집고

(flipping), 칩 캐리어(905) 상의 콘택트 랜드(912a)와 입자-강화 본드 패드(904)를 배열하고, 칩(900)에 수직으로 압

력을 인가함으로써, 도 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900)은 칩 캐리어(905)에 전기적으로 부착되어 칩 모듈(915)을 형

성한다. 도전성 경질 입자들(914)이 콘택트 랜드(912a) 상의 임의의 표면 산화물 또는 다른 절연성 잔류물을 깨뜨려

서 그 아래의 도전성 재료에 도달하기 때문에 콘택트 랜드(912a)의 표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비도전성 접착제(92

4a)가 세팅 또는 경화하는 동안 약간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 소정의 경우, 비도전성 접착제(924a)가 경

화되는 동안 수축한 결과 이러한 압력이 자연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 이는 훨씬 빠른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본딩 공정

이고 칩(900) 면적의 단지 일부분만 소비하여 본딩을 완료한다. 일단 빠르게 경화되면 비도전성 접착제(924a)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상호접속을 보호 하기 위한 인캡슐런트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종래 기술의 와이어 본딩 및 솔더 범

프 리플로우 기술과 연관된 고온 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칩 캐리어(905)와 카드 본체(918)에 

대한 기판 물질의 선택의 유연성이 많이 증가한다.

도 9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마트 카드 블랭크(blank)(925)는 칩 모듈(915)을 수납하기 위한 캐비티(920)을 갖는 카

드 본체(918)를 포함한다. 캐비티(920)은, 칩 모듈(915)의 에지를 지지하기 위해 쉘프(shelf)(922)와 함께 더 형성된

다. 카드 본체(918)는, 카드 본체(918)의 표면 아래에 위치하는 안테나 권선(winding)(928)을 더 감싼다. 안테나(928

)는 일반적으로 몇개의 동심원 루프 또는 권선(도 12b의 스마트 인레이의 평면도에는 소자(1228)로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냄)으로 구성되어 적당한 수납 및 투과 성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종류의 안테나(128)는 일반적으로 13.56㎒ 미

페어(Mifare) 시스템용으로 사용된다. 코일은 적층후 약 2 내지 6옴의 전체 저항을 갖는 4 내지 5개의 '권선'으로 구

성된다. 안테나(928) 및 카드 본체(918)는, 은-페이스트 프린팅 및 적층함으로써 베이스 상에 일반적으로 준비된다. 

예를 들면, 안테나(928)는, 내부층 시트(sheet), 일반적으로 PVC 또는 유사한 물질 상에 실린더 스크린-프린팅 기계

를 이용한 은-페이스트 스크린 프린팅 공정에 의해 준비될 수 있다. 도면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후, PVC 및 안

테나는, 열전사 프레스를 이용하여 그래픽 디자인된 코어 시트 및 오버레이 시트와 함께 적층될 수 있다. 추가 안테나 

캐비티(923)는 쉘프(922) 아래로 확장되어 칩 모듈(915)에 전기 접속을 위한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한다.

도 9e는 본 발명에 따라 칩 모듈(915)을 수납하고 칩 모듈(915)과 기계적 및 전기적 접속을 하기 위한 스마트 카드 

본체(918)의 준비를 더 나타낸다. 칩 캐리어(905)에 칩(900)을 부착하는데 사용된 비도전성 접착제(924a)와 동일할 

수 있는 비도전성 접착제(924c)가 안테나 캐비티(923)에 디스펜스되어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와 칩 모듈(915) 

상의 입자-강화 콘택트 랜드(912b) 사이의 기계적 접속을 제공한다. 또한, 비도전성 접착제(924a, 924c)와 동일할 

수 있는 비도전성 접착제(924b)가 칩 모듈(915)과 스마트 카드 본체(918)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쉴프(922) 

및 캐비티(920) 내의 다른 곳에 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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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칩 모듈(915)은 캐비티(920) 내에 삽입되고 입자-강화 콘택트 랜드(912b)가 배열되고 안테나 캐비티(923)로 

확장된다. 도전성 경질 입자(914)는 비도전성 접착제(924c)를 관통하고 안테나 콘택트(928a, 928b)로 관통한다. 다

시, 도전성 경질 입자(914)들이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의 표면 상의 임의의 표면 산화물 또는 다른 절연성 잔류

물을 깨뜨리고 그 아래의 도전성 재료에 도달하기 때문에 안테나 콘택트(928a, 928b)의 표면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칩(900)은, 콘택트 랜드(912a, 912b)를 콘택트 플레이트(908)에 접속시키는 비아(910) 내의 분산 트랙(913)

을 통해, 외부 디바이스와 RF 통신을 하게 하는 안테나(928), 및 콘택트 플레이트(908) 모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이는 칩(900)과 카드 판독기 사이의 물리적 전자 인터페이스를 콘택트 플레이트(908)를 통해 허용한다. 다른 경우에

서는, 칩(900)용 전원이 카드 판독기 또는 외부 RF 디바이스에 의해 공급된 다. 칩 모듈(915)은 열, 압력 또는 이들 

모두를 이용하여 카드 본체(918)에 기계적으로 본딩된다. 본원 발명에 따라 완전히 조립된 듀얼 인터페이스 스마트 

카드(930)가 도 9f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도전성 경질 입자(914)의 코팅이 이미 칩(900), 칩 캐리어(905), 또는 안테나 콘택트(928a, 928b)

상의 전기 콘택트에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전성 접착제(924a, 924b, 924c)가 다소 무차별적으로 도포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제어된 양의 접착제를 빈 바늘을 통해 디스펜서하는 로보트 제어 주사기와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비도전성이기 때문에, 종래 기술 시스템에서의 콘택트 표면 상의 

그 존재는 일반적으로 전기 접속의 형성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 비도전성 결

합 재료를 통해 도전성 링크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적당한 응용은 칩과 칩 캐리어 접속(예를 들면, 접촉식, 비접촉식, 및 듀얼-인터페

이스 스마트 카드) 및 칩 모듈과 안테나 접속(예를 들면, 듀얼-인터페이스 및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을 포함한다. 도 

9a - 9g는 이러한 응용 모두를 나타낸다. 도 10은 스마트 카드(1030) 생성시 본원 발명의 교시와 종래 기술 모듈 어

셈블리를 조합한 것을 나타낸다. 도 10에서, 종래 기술의 도 1c에 나타낸 칩 모듈(115)과 같은, 종래 기술의, 와이어 

본딩된, 칩 모듈(1050)이 콘택트 랜드(1012)에서 입자-강화된다. 금속(1016) 및 도전성 경질 입자(1014)가 칩 모듈(

1015)의 콘택트 랜드(1012) 상에 퇴적된다. 그 다음, 비도전성 접착제(1024)가 카드 본체(1018)의 캐비티(1020) 및 

안테나 캐비티(1023)에 도포된다. 그 후, 칩 모듈(1015)이 캐비티(1020) 내에 위치하고 도 9f에 대해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도전성 경질 입자(1014)가 비도전성 접착제(1024)를 통해 안테나 콘택트(1028a, 1028b)로 관통함으로써 칩

(1015)과 안테나(1028) 콘택트가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칩과 안테나 접속 형성시, 예를 들면, 스마트 인레이의 구성시 응용될 수 있다. 도 11a - 11d는 본 발

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스마트 인레이(1130)의 어셈블리를 나타낸다. 스마트 카드에 있어서, 칩(900)은 일반적으로 도

1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수의 본드 패드(1104)를 갖는 실리콘 다이(1102)로 구성된다. 칩(1100)의 본드 패드(110

4)는 다시 금속층(1116) 및 도전성 경질 입자(1114)의 퇴적에 의해 입자-강화된다. 금속층(1116)은 바람직하게는 

니켈이고 도전성 경질 입자들(1114)은 바람직하게는 니켈로 코팅된 다이아몬드 입자들이다. 칩(1100)은 스마트 인레

이(1130)를 제어하는데 적당한 데이터 및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 스마트 인레이 응용에 있어서, 칩(1100)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카드 칩 보다 얇고 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보다 깨지기 쉽다.

도 11b는 기판(1118) 및 안테나(1128)인 도전 영역으로 구성되는 스마트 인레이 베이스(1125)를 나타낸다. 기판 재

료(1118)는 예를 들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폴리에틸렌(PET), 및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호일 

또는 종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얇고, 비도전성이고, 플렉시블한 임의의 재료가 기판(1118)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전 영역은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은, 금 및 카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금속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거나 

호일 적층물 층을 에칭하여 기판에 형성될 수 있다.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은 칩(1100)의 직접 배치를 위해 

기판(1118)의 상부에 제공된다. 기판(1118)의 하부측 상의 브릿지(1128c)는 기판(1118) 상의 개구를 통해 안테나 

콘택트(1128b)와 안테나 콘택트(1128a)에서의 도전 영역(1128)의 단부에 대향하는 도전 영역(1128)의 단부 사이의

전기 접속을 제공한다. 따라서, 안테나(1128)에 대한 도전 영역은 기판(1118)의 양측에 형성된다. 주의할 점은, 본 발

명에 따르면, 입자-강화는 칩 본드 패드(1104) 또는 기판(1118) 상의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수 있다.

칩(1100)을 스마트 인레이 베이스(1125)에 기계적으로 부착하기 위해, 비도전성 접착제(1124)가 안테나 콘택트(112

8a, 1128b) 및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의 영역 내의 노출된 기판(1118)에 도포된다. 예를 들면, 비도전성 접착

제(1124)는 시아노크릴레이트(cyanocrylate), 에폭시, 광에 민감한 에폭시 및 아크릴레이트(acrylate)일 수 있다. 그 

후, 칩(1100)이 선택되고 뒤집어져서 그 입자 강화된 본드 패드(1104)를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와 배열한다. 

그 다음, 칩(1100)은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 상에 배치되고 기판(1118) 표면에 수직인 작은 힘을 이용하여 어

셈블리를 완료한다.

도전성 경질 입자(1114)는 비도전성 접착제(1124)를 관통하고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로 관통한다. 도전성 경

질 입자(1114)가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의 표면 상의 임의의 표면 산화물 또는 다른 절연성 잔류물을 깨뜨리

고 그 아래의 도전성 재료에 도달하기 때문에 안테나 콘택트(1128a, 1128b) 의 표면 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칩(1100)은 외부 디바이스와 RF 통신을 하는 안테나(1128)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스마트 카드에 있어서, 전원은 

외부 RF 판독 디바이스로부터의 유도에 의해 스마트 인레이(1130)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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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는 스마트 인레이 베이스(1225) 상의 코일 안테나 구조의 도전 영역(1228)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전 영

역(1228)의 코일 권선수는 스마트 인레이 기판(1218)의 영역 및 사용되는 특정 칩의 요구조건에 의존적이다. 도전 영

역은,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은, 금 및 카본으로 구성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금속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거

나 또는 호일 적층물층을 에칭하여 기판에 적용할 수 있다. 기판 재료(1218)는 예를 들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폴리에틸렌(PET) 및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호일 또는 종이일 수 있다. 안테나 콘택트(1228a, 1228b)

는 도 11a - 11d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칩의 배치를 위해 기판(1218)의 상부에 구비된다. 기판(1218)의 하부

측 상의 브릿지(1228c)는 기판(1218) 상의 개구를 통해 안테나 콘택트(1228b)와 안테나 콘택트(1228a)에서의 도전 

영역(1228)의 단부에 대향하는 도전 영역(1228)의 단부 사이의 전기 접속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도전

영역(1228)이 기판(1218)의 양측 상에 형성된다.

도 12b는 스마트 인레이(1230b) 내의 다수의 코일 안테나로서 설계된 도전 영역(1228)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는, 브릿지가 없고 칩(1200)은 도전 영역(1228)의 권선 상방에 위치하여 도 11a-11d를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코일의 단부를 접속하는 안테나 콘택트(1228a, 1228b)를 접속한 다. 또한, 도전 영역(1228)은

기판(1218)의 일측 상에만 존재한다.

도 12c는 스마트 인레이(1230c)를 위한 도전 영역(1228)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전 영역은 스마트 인레이(123

0c)의 기판(1218)의 길이를 따라 칩(1200)의 각 측면으로부터 확장되는 제1 사각형 도전 영역(1228a) 및 제2 사각형

도전 영역(1228b)으로 구성된다. 칩(1200)은, 도 11a - 11d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입자 강화된 본드 패드에 의해 제

1 사각형 영역(1228a) 및 제2 사각형 영역(1228b)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도전 영역(1228a, 1228b)들의 이러한 설

계는 예를 들면 고주파수 안테나이다.

도 12D는 스마트 인레이(1230c)용 도전 영역(1228)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전 영역은 스마트 인레이(1230c)

의 기판(1218) 길이를 따른 칩(1200)의 각각의 측면으로부터 연장된 제1 삼각형 도전 영역(1228a) 및 제2 삼각형 도

전 영역(1228b)으로 구성된다. 다른 다각형은 유사하게, 설계 요구 조건에 따라 도전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칩(120

0)은 도 11A-11D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 입자-강화 본드 패드에 의해 제1 삼각형 영역(1228a) 및 제2 삼각형 영역

(1228b) 둘 다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도전 영역(1228a 및 1228b)의 설계는 예를 들어, 고주파수 안테

나이다. 또 한편, 도 12C 및 도 12D 양 도면의 실시예에서의 도전 영역(1228a 및 1228b)은 기판(1218)의 일 측면 상

에만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리 플렉스(flex) 서킷 테이프의 콘택트 랜드 상에 금속층 및 경질 입자를 도금하는 예

시적 도금 공정을 이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3에 예시된 공정은 예를 들어, 기판 상의 콘택트 랜드 상에 경질 입자를 

도금 하여, 도 9F 및 도 9G에서의 스마트 카드의 안테나 콘택트(932)와 같은 '범프된' 전기 콘택트를 형성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다.

제1 공정 단계에서, 구리 플렉스 서킷 테이프(1350)는 분류 릴(dispense reel)에 의해 분류되어, 테이크-업(take-up

) 릴(1354)에 의해 일련의 공정 단계를 통해 인출된다. 분류 릴(1352)로 서킷 테이프(1350)를 감기 전에, 포토리소그

래피 공정이 수행되어서 서킷 테이프(1350)를 덮는 패턴화된 포토레지스트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상기 포토

레지스트층은 서킷 테이프(1350) 상에 상술된 것과 유사한 콘택트 랜드를 노출하여, 그 위에 콘택트 개구를 갖는다. 

공정 중에, 먼저 서킷 테이프(1350)이 분류 릴(1352)에서 세정 탱크(1356)로 운반된다. 세정 탱크(1356)는 산성 세

정액 및 습윤제(wetting agent)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층에 의해 노출된 서킷 테이프(1350) 상의 콘택

트 랜드 표면을 씌우는 유기막을 제거하는데, 포름산 및 아황산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세정 탱크(1356)를 나갈 

때, 서킷 테이프(1350)는 제1 세정(rinse) 단계(1358)를 통과한다. 제1 세정 단계(1358)는 수용성 세정액에 서킷 테

이프(1350)를 노출하여 잔류 세정액 및 미립자를 씻어낸다. 제1 세정 단계(1358)는, 후속하여 설명되는 세정 단계와 

마찬가지로, 서킷 테이프(1350)의 저면 상부 또는 둘 다에 대하여 압력 워시 시스템(pressure wash system)을 포함

할 수 있다.

세정 이후, 서킷 테이프(1350)는 에칭 탱크(1350)로 운반된다. 에칭 탱크(1350)는 콘택트 랜드의 표면위에 위치한 

다른 유전체막과 구리 및 산화 구리를 제거하는 구리 에칭액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에칭 탱크(1360)는 과황산 

칼륨(potassium persulphate) 용액으로 채워진다. 에칭 이후, 서킷 테이프(1350)는 잔류 에칭액 및 미립물이 수용액

에 노출됨으로써 제거되는 제2 세정 단계(1362)를 통과한다.

유전체 에칭 단계에 후속하여, 서킷 테이프(1350)는 제1 금속 도금조(plating bath)(1364)에 들어간다. 제1 금속 도

금조(1364)에서, 서킷 테이프(1350) 상의 콘택트 랜드는 바람직하게는, 약 25 내지 100 마이크론의 두께로 니켈층으

로 도금된다. 도금된 니켈층의 특정 두께는 서킷 테이프(1350)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는 전자 소자 어셈블리의 특

정 타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1 금속 도금조(1364)는 붕산액에 니켈 설파메이트 및 니켈 브로마이

드를 포함한 저응력의 니켈 도금 용액을 포함한다. 제1 금속 도금조(1364)에서 니켈을 도금한 이후, 서킷 테이프(135

0)는 제3 세정 단계(1366)를 통과하며, 상기 단계에서 수용성 세정액은 제1 금속 도금조(1364)로부터 잔류 화학물질

및 미립자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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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킷 테이프(1350)는 입자 도금조(1368)로 공급된다. 입자 도금조(1368)에서, 니켈-도금된 다이아몬드 

입자층이 도금된 니켈 베이스층에 도금된다. 이후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입자 도금조(1368)에서, 니켈-도금된

다이아몬드 입자는, 서킷 테이프(1350) 상의 콘택트 랜드와 접촉하기 전에 도금조에 위치한 메시 애노드(mesh anod

e)를 통과한다. 바람직하게는, 메시 애노드는 백금 코팅된 티타늄 금속으로 구성된다. 입자층을 도금한 이후, 서킷 테

이프(1350)는 제4 세정 단계(1370)로 통과하여 입자 도금조(1358)로부터 잔류 화학물질 및 미립자를 제거한다.

입자층을 도금한 이후, 서킷 테이프(1350)는 제2 금속 도금조(1372)로 공급된다. 제2 금속 도금조(1372)에서, 제2 

니켈층은 입자층 상방으로 도금되어 콘택트 랜드에 입자를 밀봉하는 입자 앵커층(anchor layer)을 형성한다. 입자 앵

커층은 대체로 특정 경질 입자의 절반 크기의 두께로 도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20 마이크론의 크기를 갖는 입자

에 대하여, 입자 앵커층은 약 10 마이크론의 두께로 도금된다. 니켈 오버코트층(overcoat layer)을 도금한 이후, 서킷

테이프(1350)는 제6 세정 단계(1374)를 통과하여 제2 금속 도금조(1372)로부터 잔류 화학물질 및 미립자를 제거한

다. 마지막으로, 서킷 테이프(1350)는 건조 시스템(1376)에 의해 건조되어, 테이크-업 릴(1354)에 의한 서킷 테이프

(1359)의 회수 이전에, 서킷 테이프(1350)로부터 수분 및 잔류 용매를 제거한다.

일단 서킷 테이프(1350) 상의 콘택트 랜드가 금속화되어 경질 입자로 부착되면, 제2 공정 단계가 수행되어 포토레지

스트를 제거하고 서킷 테이프(1350) 상의 니켈 및 금 오버코트층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서는 전체 공정을 2단계로로 

설명하였으나, 이들 단계들은 하나의 공정 라인으로 결합되어, 건조 시스템(1376) 및 테이크-업 릴(1364)에 대한 필

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단일 공정 라인에서, 서킷 테이프는 제6 세정 단계(1374)로부터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핑 탱크

(1380)로 직접 연결된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2 단계의 실시예는, 예를 들어, 공간적 한계를 수용하거나 또는 소망하

는 처리 결과에 따라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단지 공정이 다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되었다. 또한, 포토레 지스트를 스트립하거나 또는 동시에 추가의 금속화를 제공할 필요 없이, 금속화 공정에서 

경질 입자를 콘택트 랜드에 단순히 부착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의 제2 공정 단계는 일련의 처리 단계를 통해 테이크-업 릴(1354)로부터 서킷 테이프(1350)를 분

류하고, 마지막으로 테이크-업 릴(1378)에 의해 서킷 테이프(1350)를 인출함으로써 계속된다. 서킷 테이프(1350)는

테이크-업 릴(1354)에 의해, 우선, 모노에틸라민(monoethylamine) 및 부티셀루솔브(butycelluslove)의 알칼리 용

액과 같은 포토레지스트 분해액을 포함하는 레지스트 스트리핑 탱크(1380)로 분류된다. 일단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되

면, 서킷 테이프(1350)는 제7 세정 단계(1382)를 통과하여 세정 탱크(1384)로 운반된다. 세정 탱크(1384)는 서킷 테

이프(1350)로부터 잔류 유기물의 제거를 위해 세정 탱크(956)에 포함된 유사한 용액을 포함한다.

제8 세정 단계(1386)에서 잔류 화학물질을 세정한 이후, 서킷 테이프는 에칭 탱크(1388)로 통과한다. 에칭 탱크(138

8)는 전술한 구리 에칭액을 포함한다. 에칭 탱크(1388)에서 자연 산화물을 제거할 때, 서킷 테이프(1350)는 니켈 도

금조(1392)로 운반되기 전에 제10 세정 단계(1390)를 통과한다. 바람직하게는, 니켈 도금조(1392)는 니켈 도금조(1

364 및 1372)에 대해 상술한 것과 유사한 니켈 도금 용액을 포함한다. 니켈 도금조(1392)에서, 하부 금속화에 대한 

확산 배리어로서 기능하기에 충분한 두께를 갖는 니켈층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약 2 마이크론 내지 약 25 마이

크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5 마이크론의 두께를 갖는 니켈층이 서킷 테이프(1350)상으로 도금된다.

제11 세정 단계(1394)에서 니켈 도금조(992)로부터 잔류 화학물질 및 미립자를 세정한 후, 서킷 테이프(1350)는 금 

도금조(1396)로 이송된다. 금 도금조(1396)는 포타슘 오로시아나이드(potassium orocyanide)를 포함하는 테크닉 

오로센(Technic Orosene)(80)과 같은 금 도금 용액을 포함한다. 금 도금조(1396)에서, 금 층은,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40 마이크로인치,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30 마이크로인치의 두께를 갖는 서킷 테이프(1350) 상에 퇴적된다.

제12 세정 단계(1398)에서 금 도금조(1396)로부터 화학물질 및 미립자를 세정한 이후, 서킷 테이프(1350)는 테이크

-업 릴(1378)에 의해 회수되기 전에 공기 건조기(1348)에서 건조된다. 바람직하게는, 공기 건조기 시스템(1348 및 1

376)은 테이크-업 릴(1354 및 1378)로 회수 및 저장되기 이전에, 서킷 테이프(1350)로부터 수분 및 잔류 용매를 제

거하도록 동작한다.

구리 플렉시블 서킷(copper flexible circuit) 상의 니켈 도금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하였으나, 본 기술 분야에서 숙련

된 자라면 상술된 공정을 사용하여 다른 금속화 콘택트 구조물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

리 및 주석-납 솔더 등과 같은 다양한 금속, 금속간 화합물, 및 합금이, 단단한 기판 및 플렉시블 서킷 테이프 상에 도

금될 수 있다. 또한, 단단한 기판 및 플렉시블 기판 모두는 예를 들어, 에폭시, 에폭시-글래스, 폴리이미드, 테프론, 및

비스말리이미드 트라아진(bismalyimide triazine; BT)과 같은 재료일 수 있다.

플렉시블 기판이 플렉스 서킷일 필요는 없다. 또한, 경질 입자를 금속화하여, 세라믹 회로 보드, 모듈, 삽입물(interpo

ser), 및 다른 작은 회로 보드와 같은 작고 단단한 소자에 부착하는 데 상기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금속

화 및 이러한 단단한 소자에의 경질 입자의 퇴적은 배치 처리(batch process)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이들 작고 단단

한 소자들은 바람직하게는 금속성 접착제로 플렉시블 테이프에 일시적으로 부착 또는 접착될 수 있다. 캐리어와 같은

플렉시블 테이프를 사용하면, 작고 단단한 소자들이 본 발명에 개시된 금속화 및 경질 입자 퇴적 공정을 통해 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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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작고 단단한 소자를 도금할 캐소드 서킷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금속성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또

한, 경질 입자들은 본 명세서 임의의 곳에 설명된 재료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또한, 본 기술에서 숙련된 자라면 다양

한 도금, 에칭, 및 세정 용액의 화학적 조성이 금속화된 콘택트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금속에 따라 변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입자 도금조(1368)의 개략도가 도 14A에 도시되어 있다. 입자 도금조(1368)는 

도금 탱크(1402) 및 용액 저수조(solution reservoir)(1404)를 포함한다. 도금 탱크(1402)는 도르래(1406)에 의해 

가이드되면서 서킷 테이프(1350)가 인출되는 도금 용액(1408)을 포함한다. 도금 탱크(1402)에 담그기 전에, 서킷 테

이프(1350)는 약 1 내지 2 볼트의 전압으로 네가티브로 충전되어, 서킷 테이프(1350)는 금속 도금 공정을 촉진시키

는 캐소드로서 기능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킷 테이프(1350)의 각각의 에지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며 도금될 

서킷 테이프(1350)의 표면부의 일부분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도르래(1406)는 바람직하게는, 서킷 테이프(1350)의 각각의 에지를 지지하는 서킷 테이프(1350)의 각 측면 상에 쌍

으로 된 가이드 휠 또는 트랙을 포함한다. 핀치 롤러(pinch roller)(1407)는 제1 셋트의 도르래(1406) 맞은편의 서킷 

테이프(1350)의 에지에 압력을 가한다. 핀치 롤러(1407)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고 서킷 테이프(1350)의 도전성 에

지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으로써, 서킷 테이프(1350)에 전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핀치 롤러(1407)를 지지하

는 악셀(axel)(1436)은 전기적으로 도전성이고 도 14B에 잘 도시된 금속 브러쉬 접속(1438)을 통해 전원에 접속한

다. 쌍을 이룬 도르래(1406)의 각 쌍과 핀치 롤러(1407)는 바람직하게는, 마찰 맞물림에 의해 개별적인 공통 악셀 상

에 장착되어서, 각 가이드 휠 쌍이 서로 더 가깝게 이격되거나 더 멀리 이격되도록 하여 서킷 테이프(1350)의 가변 폭

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백금 코팅된 티타늄 금속의 메시 애노드(1410)는 서킷 테이프(1350) 상방의 도금 탱크(1402)의 일부분에 위치하고 

약 1 내지 2 볼트의 전압으로 포지티브로 충전된다. 애노드(1410)의 주요면은 바람직하게는, 균일한 금속 도금 및 경

질 입자 퇴적을 촉진하기 위해, 서킷 테이프(1350)의 주요면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경질 입자를 도금할 때, 서킷 테이

프(1350)는 바람직하게는, 경질 입자의 퇴적을 최대화하도록 수평화되며, 경질 입자는 중력 흐름에 의해 도금 용액을

통해 낙하한다. 일반적으로, 경질 입자 흐름은 이상적으로는, 서킷 테이프(1350)(또는 도금될 소망하는 임의의 다른 

기판)의 표면에 수직이다. 실제로, 서킷 테이프(1350)는 경질 입자 흐름과 45°각도까지 될 수 있으며, 여전히 적당한

입자 퇴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질 입자를 애노드를 통해 흘려 서킷 테이프(1350) 상에 퇴적하게 하는 메시 애노드(1

410)가 바람직하다.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솔리드(solid) 애노드는 서킷 테이프(1350) 상의 경질 입자 퇴적을 더

욱 어렵게 만든다.

니켈-입자 도금 동안, 다이아몬드 입자는 메시 애노드(1410) 내의 개구(도시되지 않음)를 통과하여 서킷 테이프(135

0) 상에 퇴적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금 용액(1408)은 바람직하게는, 수용성 붕산 용액에서의 니켈 설파메이

트와 니켈 브로마이드의 혼합물이다. 바람직하게는, 도금 용액(1408)은 약 300 내지 약 500 g/l(그램/리터)의 니켈 

설파메이트 농도와, 약 10 내지 20 g/l의 니켈 브로마이드 농도를 가진다. 붕산의 양이 첨가되어, 약 3 내지 4.5 pH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금 용액(1408)은 습윤제 및 안티-포말제(anti-foaming agent)를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약 5

0℃ 내지 약 60℃의 온도로 유지된다.

서킷 테이프(1350) 상에 형성된 니켈-입자층의 두께는 여러 공정 파라미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퇴적 속

도는 주어진 도금조(bath) 조성에 대한 전류 밀도를 가지고 변화할 것이다. 또한, 테이프의 전송 속도 및 도금조 내의 

체류 시간이 금속 두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서킷 테이프(1350)의 전송 속도는 바람직하게는 0.13 mm/sec와 1.13m

m/sec 사이이다. 이 범위는 약 100A/ft  2 와 200A/ft  2 사이의 입자 도금조(1368)에서의 전류 밀도에 기초한다. 경

질 입자 퇴적 전에 25 내지 100 마이크론 사이의 두께를 갖는 소망하는 니켈층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전송 속도는 약 

100A/ft  2 의 전류 밀도에서 약 0.3mm/sec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입자 도금조(1368)에서의 입자 

밀도는 다른 공정 파라미터들이 조정되는 바와 같이 조정되어서,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퍼센트 단일층(monolay

er),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0 퍼센트 단일층의 입자가 서킷 테이프(1350) 상에 도금된다.

도금 용액(1408) 내의 입자 농도는 용액 저수조(1404)로부터의 재순환에 의해 유지된다. 용액 저수조(1404)는 도금

조(1402)로부터 회귀하는 용액(return solution)을 재순환 튜브(1412)를 통해 받는다. 용액 저수조(1404)에서, 입자

의 농도는 입자 공급 시스템(1414)에 의해 유지된다. 입자 공급 시스템(1414)은 튜브(1418)를 통해 메이크-업 용액(

make-up solution)(1416)으로 입자를 주입한다. 메이크-업 용액(1416)에 첨가되는 입자들의 양은 튜브(1418)에 배

치된 제한기 밸브(restrictor valve)(1420)에 의해 조절된다.

메이크-업 용액(1416)은 기계적 교반(agitation) 시스템(1422)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반되어 메이크-업 용액(1416)

내의 입자의 균일한 분포를 보장한다. 용액의 부피는 액체-레벨 스위치(1424)에 의해 용액 저수조(1404)에서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된다. 또한, 황산화 니켈 및 니켈 브로마이드의 농도는 농도 센서1426(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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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탱크(1402) 내에서 제어된 니켈-입자 퇴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메이크-업 용액(1416)은 재순환 라인(1428)

을 통해 도금 탱크(1402)로 지속적으로 재순환된다. 도금 탱크(1402)내의 레벨 스위치(1430)는 도금 용액(1408)의 

체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도금 용액(1408)이 도금 탱크(1402)에서 고갈되면, 펌프(1432)가 레벨 스위치(14

30)에 의해 활성화되어 노즐(1434)을 통해 메이크-업 도금 용액(1416)을 도금 탱크(1402)로 공급한다.

중요한 것은, 도 14A에 예시한 입자 도금조(1368)의 소자 구성은 단순히 하나의 가능한 소자 구성의 예일 뿐임을 주

목해야한다는 점이다. 당 기술에서의 숙련된 자라면 입자 도금조(1368)내에서 비교적 일정한 도금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금 탱크(1402) 및 용액 저수조(1404)는 입자 구

성, 농도 조절 및 교반 서브시스템의 조합에 의해 도금 조건이 유지되는 단일 유닛일 수 있다.

입자를 콘택트 표면에 부착하기 위한 다른 바람직한 방법은 향상된 전자 결합을 위해 동시 퇴적된(co-deposite) 금

속-입자 표면을 생성하는 무전해(electroless) 공정이다. 통상적으로, 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 표면은 동시 퇴

적된 금속 입자층, 동시 퇴적 이전에 사용된 동일한 금속의 오버코트, 및 얇은 침지 금 층을 포함한다. 도 15A-15D는

본 발명의 공정의 일련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예시한다. 도 15A는 예를 들어, 구리 또는 알루미늄 기판의 원래의 단일

의 절연 콘택트 표면(1500)을 도시한다. 도 15B는 제1 무전해 금속-입자 용액에 의해 도금된 콘택트 표면(1500) 상

에 금속-입자 동시 퇴적의 결과를 도시한다. 입자(1504)는 부분적으로 트랩핑되어, 콘택트 표면(1500) 상에 무전해

적으로 퇴적된 제1 금속층(1502)에 의해 콘택트 표면(1500) 상에서 보유된다. 도 15C는 제2 무전해 금속 도금 단계

의 결과를 도시한다. 제2 금속층(1506)은 콘택트 표면(1500) 상의 미리 동시 퇴적된 제1 금속층(1502) 및 입자(1504

) 상에 퇴적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입자(1504)를 제2 금속층(1506)으로 덮기 위해, 입자(1504)는 우선 제2 무전해 

금속 퇴적을 수용하도록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도 15D는 침지 금에 의해 제2 금속층(1506)의 상부 상에 얇은 금 오

버코트(1508) 층을 도시한다. 도 15D는 본 발명의 금속-입자 동시 퇴적 방법에 의해 처리된 이후에, 콘택트 표면의 

평면도의 통상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종래 기술의 화합물 무전해 도금 공정과는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동시 퇴적 공정의 목적은 고유한 도전성의 사포와 

같은 표면 설계를 형성하고, 강화된 전기적 콘택트 및 열 전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종래의 화합물 퇴적에서 미립자의 

조밀한 함유에 대해 주역으로서 기능하는 대신에, 본 발명의 무전해 금속-입자 동시 퇴적은 접착제, 표면 콘택트로의 

경질 입자의 본딩에 가까운 기능을 한다. 입자는 실제로 용액내의 그들 위치의 우연성에 의해 금속 퇴적으로 트랩된

다. 공정은 임의의 두께를 갖는 동시-퇴적 금속-입자 표면을 생성할 수 있으나, 최적화된 전기적, 기계적, 및 열적 접

속에 대해 단일-입자층을 갖는 평균 입자 크기 정도에서의 표면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해 예상되는 경질 입자는 다이아몬드(다결정 또는 단결정 타입), 세라믹, 금속, 산화물, 실리사이드, 카보

네이트, 붕소화물, 실리케이트, 질화물, 및 입자가 적용가능한 기판 콘택트보다 더 단단한 한 여러 다른 화합물로부터 

선택되어서, 바람직하게는 기판 콘택트로 관통할 수 있다. 이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입자는 넓은 범위의 입자 크기 

및 밀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입자 크기는 0.5 내지 50 마이크론이며, 밀도 범위는 1.5 와 8 g/cmm  3 사이이다

.

본 발명에 의해 준비되는 콘택트 표면은, 2개의 표면들이 결합되었을 때 콘 택트 표면 그 자체 및 임의의 종류의 대향

면 상의 임의의 전기적 배리어를 관통할 수 있다. 임의의 추가 단계, 예를 들어, 다른 방법에서의 금속화된 범프의 리

플로우 또는 솔더링 없이도 우수한 전기 도전성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어 기판에 

대한 칩의 부착, 그 콘택트 표면 상의 동시 퇴적한 입자를 가진 칩을 사용하는 기판에 대한 칩 장착이, 칩과 기판 간의 

보다 강한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 보통의 비도전성 접착제로 완성될 수 있어서 도전성 접착제의 언더필(underfill)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개략적 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원리를 예시한다. 개념적으로, 포괄적인 무전해 동시-퇴

적 과정(1600)은 기판 패드의 표면 준비, 변형된 무전해 니켈-입자 동시-퇴적, 제2 무전해 니켈-도금, 및 침지 금 처

리를 포함한다. 니켈이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속인 반면, 코발트, 구리, 철, 금, 은,

아연, 팔라듐, 백금, 로듐, 및 루테늄과 같은 다른 금속이, 적합한 무전해 촉매 공정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좋은 도금은 콘택트 표면의 적절한 표면 준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적절한 준비로는, 표면의 오

염이 제거되어 세정되고 산화되지 않은 표면이 남는 것이다. 콘택트 표면 및 오염의 타입에 따라, 다른 사전 처리가 필

요하다. 전형적으로, 도금 전에 제거되어야만 되는 표면 오염은 이하의 것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유기 오염(예를

들어, 오일 및 윤활유), 버퍼링 화합물, 산화막, 먼지, 및 용매제.

알루미늄 콘택트 표면이 강화되는(1610) 실시예에서, 콘택트 표면은 이온제 거된 수분 세정(1614)이 후속하는 알칼

리 세정액에 의해 먼저 표면-세정된다(1612). 알칼리 침액(soak) 세정 재료는 수산화물, 탄산염, 인산염, 및/또는 계

면 활성제와 같은 알칼리 나트륨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세정제의 선택은 표면 오염의 성질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알칼리 세정은 또한, 표면 세정 및 탈산화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유기 킬레이팅(organic chelating)제 

및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산성 탈산화제를 사용한 개별 탈산화 공정(1616)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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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실시예에서 사용될수 있다. 조합된 질산(바람직하게는 부피로 50%) 및 이플루오르화암모늄액(ammonium bifl

uoride solution)을 사용한 산성 절임(pickling)은 무전해 도금을 위한 콘택트 표면의 초기화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이로울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화는 본 실시예에서 기판 표면으로부터 합금 소자를 제거하여 균일한 아

연산염화를 위해 그것을 준비는 것이 소망된다. 이러한 단계는 강한 질산 기본액속에서의 침지에 의해 행해질 수 있

다. 질산 작용은 산성에 의한 추가적인 참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알루미늄 콘택트 표면 상의 얇고 광을 발하며 균

일한 산화막을 형성한다. 후속 아연산염화 공정은 이 막을 쉽게 제거한다. 높은 퍼센트의 실리콘을 함유할 수 있는 수

분에 대하여, 이플루오르화산 또는 플루오르물은 실리콘을 용해하기 위해 질산에 추가될 수 있다.

세정제 및 탈산화제로부터의 잔여물은 무전해 도금을 개시하지 않을 콘택트 표면 상의 세정 패시브 스팟에 의해 무전

해 니켈판의 다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경질 입자에 대한 퇴적 문제를 차례로 만들어낸다. 다라서, 본 실시예

에 서, 탈산화된 수분 세정(1618)는 탈산화 이후의 바람직한 단계이고, 이 실시예의 공정을 통해 좋은 세정가 희망될 

수 있다. 세정화 이후, 콘택트 표면은 보통 적합한 온도 즉, 콘택트 표면을 하우징하는 기판 타입에 따라 선택되는 건

조 온도에서 건조되어야만 하여서 상기 온도는 기판에 해롭지는 않다.

탈산화 이후, 아연산염화(1620), 중간 분자 아연층이 콘택트 표면 상의 표면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공정은 임의의 전

달 동안 탈산화로부터 또한 무전해 니켈액으로부터 탈산화되며 활성된 알루미늄 표면을 보호하는 공통 단계이다. 아

연층은 무전해 니켈 퇴적을 더 촉진시킨다. 독점적인 아연산염화액, 예를 들어 충실도(3116)(화학적 충실도, 뉴어크, 

NJ)는 본 실시예에서 아연산염화를 위해 사용된다. 대안적인 실시예로서, 이중 아연산염화 처리 또한 본 발명에서 고

려된다. 이러한 공정에서, 초기 아연층은 50% 질산에 담겨짐으로써 제거되어 제2 아연층이 아연산염화액에서의 짧은

침지에 의해 퇴적된다. 이러한 처리의 이점은 콘택트 표면을 탈산화하여 합금 함유물을 제거하는 데 작은 임계적 제1

아연산염화 단계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면, 제2 아연산염화 처리는 균일한 조건의 콘택트 표면 상에 퇴적한

얇고 단단한 아연을 생성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아연산염화 공정은 보통, 1000 nm보다 큰 더 

두꺼운 알루미늄 콘택트 표면을 필요로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구리 콘택트 표면(1630)을 가진 기판이 사용될 수 있다. 구리 콘택트 표면의 무전해 입자-증가용 

표면 처리는 알루미늄용과는 상이하다. 먼저, 구리 콘택트 표면은 산성액(1632)을 사용함으로써 세정된다. ATO Tec

h AFR2(베를린, 독일) 시스템은 후에 이온이 제거된 수분(1634)으로 세정화를 행함으로써 표면 처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리는 차아인산염 무전해 니켈액을 촉진적으로 초기화하지 않는 금속으로, 이것은 상술된 실시예의 무전해

니켈액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충실도 타당 시스템(충실도 9002)의 화학적 작용을 나타낸다. 구리 촉매를 주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희석한 팔라듐 염화물액에 침지함으로써 촉매로서 각 콘택트 표면(236)을 활

성화하는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충실도(9025) 타당액이 사용될 수 있으나, 임의의 적용가능한 화학 시스템이 공정

에서의 다른 단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용될 수 있다. 촉진된 구리는 이온 제거된 수반(1638)에서 다

시 세정화된다.

본 발명의 초점은 무전해 니켈 입자 동시 퇴적(electroless nikel-particle co-deposition)이다. 마이크론 크기의 경

질 입자들은 무전해 니켈 입자 동시 퇴적에 의해 접촉면들 상에서 도금된다. 입자들은 원하는 입자 농도에서, 무전해 

니켈 용액, 일 실시예에서는 피델리티(Fidelity) 9002 전용액에 도입된다. 농도는 퇴적된 표면에서 어떤 입자수 농도

가 예상되는 가에 따라 다소 변하만, 일반적으로 1 g/L의 레벨이다. 바람직하게는, 무전해 동시 퇴적법은 드문드믄하

고, 하지만 균일하게 분산되며, 좁은 밴드(예를 들면, 입자 크기 또는 직경 사이의 변경의 분포는 매우 작다)의 경질 

입자들의 단일층을 기판의 접촉면 상에서 도금한다. 최적의 표면 접합을 위해, 동시 퇴적 후에 입자들에 의해 커버되

지 않는 접촉면들의 영역에 있는 결과로서의 금속층은 이상적으로 표면 함볼부가 없이 평평해야 한다. 이 바람직한 

단일층 및 매우 균일하게 분산된 입자 퇴적 설계는 경질 입자 상의 우수한 도전성 니켈 및 금 오버코트(overcoat)를 

통한 최단 전기적 경로, 및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입자의 경질 입자들의 우수한 열적 도전율에 의한 최적의 역적 도전

성 매체 모두에 제공한다.

접촉면 상에 동시 퇴적된 입자들은 제2 무전해 니켈 도금 단계 전에 준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리된 물에 의한 세

척(1652)에 이어 동시 퇴적 공정 단계 후에, 제2 니켈 도금 처리시 입자들에 걸쳐 일관되고 포괄적인 니켈 피복을 달

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촉매의 사용을 통해 입자들의 표면들을 활성화(1654)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 

활성화가 미약하면 퇴적된 다이이몬드 입자들에 대한 니켈의 부착이 저하되고 전도도가 낮은 다공성 니켈 퇴적이 발

생된다. 입자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용액은 피델리티 9025 용액이고,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구리 접촉면을

촉매화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화 후에, 도금된 접촉면들이 해리된 물에서 세척(1656)된다.

제2 무전해 니켈 도금 단계(1658)의 목적은 얇은 니켈층을 동시 퇴적된 니켈 입자 표면에 캐스트(cast)하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피델리티 9002 전용액인 제2 니켈 도금 용액은 어떤 형태의 입자들에 의해서도 충전되지 않는다. 

니켈 캐스트는 퇴적된 비도전성 입자들에 도전성 금속 오버코트를 제공한다. 양호한 니켈 적용은 이어지는 침지 금(i

mmersion gold) 공정에 의해 양호한 금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합 표면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적 도전성이 좋아진다

. 이 단계에서 사용된 화학적 시스템은 입자들을 제외하고 제1 무전해 니켈 용액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니

켈 입자 도금을 갖는 기판은 제2 니켈 도금 처리 후에 해리된 물에서 다시 세척(1660)된다.



공개특허 특2003-0060894

- 20 -

침지 금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1662)이다. 이 공정은 그 메카니즘과 그 결과들 모두에 있어서 자동촉매 니켈 도

금과는 상이하다. 침지 금 공정은 실제로 제2 니켈 도금의 표면상의 니켈 분자들을 금 분자들로 대체하여, 얇은 금층

을 형성한다. 오로머스(oromerse) MN(Technic, Inc., Cranston, RI) 전용액이 사용될 수 있다. 제2 니켈 도금은 기

판에 입자를 고정하기 위해 도전성 경로 및 강한 기계적 결합 세기를 제공하는 반면, 조밀한 침지 금의 마지막층은 표

면 열화로부터의 지속적 보호 및 긴 기간에 걸친 우수한 전기전도성을 확보한다.

경질 입자들에 칩 본드 패드들을 부착하기 위해 무전해 입자 동시 퇴적 공정을 이용하는 주요 장점은, 웨이퍼 레벨에

서 입자 부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웨이퍼가 다이싱되기 전에 웨이퍼상의 모든 수백개의 칩들의 모든 본드

패드들이 경질 입자들로 '범프(bumped)'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정은 무전해이기 때문에, 임의의 칩들 또는

각각의 본드 패드들 사이의 전기적 분리가 필요없다. 이 공정은 단지 금속의 얇은 층들만이 도금되기 때문에 매우 효

율적이며; '범프'는 금속에 트랩된(trapped) 입자들에 의해 생성된다. 이는 표준 무전해 금속 퇴적 공정에 의해 금속 

범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상당한 양의 시간과 대조적이다.

실험적 관찰들

1. 일반

구성 요소 부착을 위한 본 발명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광범위한 실험들은 독일, 뮤니크의 GmbH,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나노피어스 테크놀러지, 콜로라도와 나노 피어스 카드 테크놀러지에서 수행되었다. 전체 공정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

는 실험들은 3개의 그룹들, 즉 a) 웨이퍼, 기판들, 또는 안테나 구조 상의 입자 배치; b) 각종 비도전성 접착제를 사용

한 본딩 테스트; 및 c) 본 발명에 개시된 방법들을 사용하여 본딩된 요소들에 대한 특성들 및 신뢰도 테스팅으로 카테

고리화된다.

2. 검증 테스트에 사용되는 재료들 및 공정의 설명

2.1 칩

스마트 인레이(inlay)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이 본딩(die bonding) 공정의 개발을 위해, 특별한 테스트 칩이 개발되

었다. 이 칩은 필립스에 의해 개발된 'i-코드'라 명명되는 스마트 인레이 어플리케이션용의 가장 흔한 칩과 같이 동일

한 치수들 및 본드 패드 위치들을 갖는다. 이 테스트 칩은 단지 측정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콘택트 저항 측정을 위한 2

개의 4-포이트-캘빈 구조들(4-point-Kelcin structures) 및 추가 한정을 위한 부가의 다이시-체인 구조(daisy-chai

n structure)를 포함한다.

2.2 기판

칩 부착 테스트를 위해 선택된 테스트 기판들은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것

들과 유사했다. 견고한 보드 및 유연한 회로 기판들 모두가 선택되었다. 테스트 기판들은 구리 트랙들을 갖는 견고한 

보드, Ni/Au 도금된 구리 트랙들을 갖는 견고한 보드, 구리 구조들을 갖는 유연한 회로, 및 알루미늄 구조들을 갖는 

유연한 회로를 포함한다.

2.3 접착제들

우수한 신뢰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기판들에 대해 각종 접착제들을 이용하는 스크린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최고

의 본딩 신뢰성 및 우수한 전기적 성능을 갖는 접착제를 찾기 위해, 접착제들의 선택을 위한 다음의 특정 기준이 결정

되었다.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ㆍ 낮은 온도에서의 빠른 경화;

ㆍ 낮은 습윤;

ㆍ 경화시 비교적 높은 수축;

ㆍ 칩 및 기판과의 호환성 열팽창 계수; 및

ㆍ 칩과 기판 사이의 이동이 방지되는 경화시의 충분한 경도.

스크린 테스트에서 고려되는 접착되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에폭시 기반의 접착제, 자외선 경화 아크릴레이트

기반의 접착제, 및 광 활성화 에폭시 기반의 접착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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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 배치 공정

2개의 입자 배치 방법, 즉 수정된 전해질 도금법 및 수정된 무전해 방법을 본 발명에 나타내었다. 이 테스트에서 사용

된 칩들로는, 2001년 6월 15일에 출원된 '입자 증가형 전기적 콘택트면들의 준비를 위한 무전해 공정'이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출원 제09/883,01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2단계 무전해 공정이 사용되었다. 입자 배치에 대한 상세한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웨이퍼는 135˚F에서 3분동안 알칼리성의 용액에 의해 세정되고, 이어서 50% 질산에서 에칭되었다. 그 후, 웨이퍼

는 피델리티 3116(Fidelity Chemical, Newark, NJ) 용액에서 20초동안 아연산염화되었다(zincated). 웨이퍼는 다시

50% 질산에서 에칭된 후, 또 다른 10분 동안 피델리티 3116 용액에서 제2 아연산염화(zincation)(종종 더블 아연산

염화)된다. 더블 아연산염화 후에, 웨이퍼는 3분 동안 피델리티 9002(Newark, NJ) 전용 니켈 용액에서 3분동안 침지

되었다. 니켈 도금 용액은 0.5%의 고체 농도에서 6 내지 12 마이크론 크기의 다이아몬드 입자들(GE Superabrasive,

Worthington, OH)을 포함했다. 입자들이 웨이퍼상에서 도금된 후, 웨이퍼는 피델리티 9025(Newark, NJ) 전용 팔라

듐 용액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그 후 다른 니켈층이 피델리티 9002(Newark, NJ) 전용 니켈 용액에 의해 도금된 후, 

침지 금 종결 공정이 행해진다. 대표적인 입자-증가형 웨이퍼 본드 패드가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4. 칩 본딩 공정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본딩 힘을 결정하기 위해 칩이 상이한 기판 재료들에 본딩되었다. 칩은 수동적으로 겔 팩(gel p

ack)으로부터 취해져서 다이 본더(die bonder)용 표시(presentation) 기판 상에 하향 배치된다. 이 표시 기판으로부

터 다이 본더는 프로그램가능한 힘과 지연 시간으로 칩을 선택한다. 빔 분할기 분량기(optic)와 함께, 칩은 손으로 기

판에 정렬된다. 접착제는 핀 전송에 의해 수동으로 분배된다. 그 후 칩은 정의된 본드 힘 및 압력 시간으로 목표 기판

에 본딩된다. 이 테스트에서 사용된 다이 본더는 300℃까지 본드 툴을 가열시킬 수 있다. 접착제의 최종 경화를 위해,

전체 조립된 테스트 보드들이 150℃에서 필요한 시간동안 오븐에 배치되었다.

다이 본딩 공정 동안 입자-증가형 표면 상의 입자들이 반대 콘택트 위치의 도전체로 침투할 수 있도록 특정 힘이 가

해져야 했다. 견고한 테스트 기판 상의 칩을 다른 힘으로 가압함으로써, 10개의 본드 패드들 모두가 기판과의 접촉을 

질 때 최소 본드 힘이 결정되었다. 안전성의 이유를 위한 추가의 힘을 부가함으로써 견고한 테스트 기판에 대한 최적 

본드 힘이 250 그램으로 설정되었다. 본드 패드당 본드 힘을 계산함으로써, 상대적인 접촉 힘이 모든 패드들에 걸쳐 

균일하고, 큰 패드들은 대략 50 그램의 본딩 힘을 갖고 더 작은 패드들은 대략 20 그램의 본딩 힘을 갖는다고 가정한

다. 이는 이방성 접착제 본딩과 스터드 범핑(stud bumping) 공정에 비해 비교적 낮고, 유사한 크기의 본드 패드들에 

대해서는, 큰 패드에는 약 100 그램, 작은 패드에는 약 50 그램의 본딩 힘이 필요했다.

알루미늄 트랙들을 갖는 유연한 기판에서 본드 힘은 콘택트 저항의 현저한 증가 없이 100 그램으로 낮춰질 수 있djT

다. 50 그램의 본딩 힘에서 콘택트 저항의 증가는 맹백했다. 이 결과에 추가의 테스트가 수행된다.

테스트된 접착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본드 파라미터들이 사용되었다:

공정 접착제

쓰리본드 2217H 쓰리본드 2271B EPO-TEC 353 ND

선택 16 gr, 50 ms, 150℃ 16 gr, 50 ms, 150℃ 16 gr, 50 ms, 130℃

분배 수동 핀 전송 수동 핀 전송 수동 핀 전송

배치 250 gr, 10 s, 150℃ 250 gr, 15 s, 150℃ 270 gr, 15-20 s, 130℃

접착제의 경화 오븐에서 150℃, 5분 오븐에서 150℃, 2시간 오븐에서 150℃, 5분

공정 접착제

쓰리본드 22X-330 쓰리본드 3372C

선택 16 gr, 50 ms, 150℃ 16 gr, 50 ms, 150℃

분배 수동 핀 전송 수동 핀 전송

배치 250 gr, 10 s, 150℃ 250 gr, 10 s, 150℃

접착제의 경화 오븐에서 150℃, 10분 오븐에서 15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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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를 경화한 후, 각 조합의 시어(shear) 세기를 정하기 위해 절반의 샘플들에서 시어 테스트가 실행되었다. 다른 

절반의 샘플들은 온도 사이클에서 압박된 후 시어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테스트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접착제의 종류 견고한 보드 유연한 회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3 종류)

열팽창 계수에서의 큰 불일치 및 낮은 동

작 온도 제한에 의해 요건들을 충족시키

지 않았음

열팽창 계수에서의 큰 부정합 및 낮은 동

작 온도 제한에 의해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음

증가된 온도에 의해 경화된 

에폭시 기반의 접착제(4 종류

)

시어 세기에서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지만

비교적 높은 경화 온도 및 긴 본딩 및 경

화 시간이 필요함

시어 세기에서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지만 

비교적 높은 경화 온도 및 긴 본딩 및 경화

시간이 필요함

자외선 경화 아크릴레이트 기

반의 접착제

자외선은 기판 또는 칩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견고한 보드상에서는 경화될 수 

없음

비교적 본딩 성능은 양호하지만, 도전성 

트랙(섀도우)을 갖는 영역에서는 충분히 

경화되지 않음

광이 활성화된 에폭시 기반의

접착제

견고한 보드에 의해 유발되는 접착제의 

화학적 억제 때문에 경화되지 않음
본딩 성능이 우수하고 경화가 매우 빠름

5. 테스트

모든 샘들들은 전기적으로 테스트되기 전에 광학 검사가 행해진다. 애질런트(Agilent) 34420A 나노-전압계가 콘택

트 저항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테스트 샘플들 가운데, 입자 증가형 칩들이 3개의 에폭시 기반의 접착제들을 각각 

사용하여 2개의 견고한 기판에 본딩되었다. 비교를 위해, 이방성 도전형 접착제, 등방성 도전형 접착제, 또는 솔더 본

드 중 하나를 사용한 Ni/Au 피니시를 갖는 입자 증가가 없는 추가의 다이들도 견고한 기판에 조립되었다. 초기 컨택

트 저항의 측정 후, 샘플들은 온도 사이클링(cycling)에 의해 압박되었다. 샘플들은 100 온도 사이클마다 다시 측정되

었다. 온도 사이클들의 주요 파라미터들이 이하 그래프에 도 시된다.

콘택트 저항의 측정은 다음 결과들을 야기시켰다:

1) 입자 증가형 콘택트들은 산화 구리를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다.

2) 칩 및 구리 트랙들을 갖는 견고한 기판 사이의 콘택트 저항은 Ni/Au 도금된 보드들에서 보다 낮다. 평균 저항은 구

리 트랙 콘택트들에 대해서는 대략 10 mOhms이고 Ni/Au 피니시드 보드들에 대해서는 20 nOhms이다.

3) 콘택트 저항은 400 온도 사이클 이상에 걸쳐 일정했고, 본 발명에 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테스트 샘플

에 대해서는 양호한 신뢰성을 나타낸다. 테스트는 게속 진행된다.

4) 각종 접착제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콘택트들에 대한 콘택트 저항들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었지만, 입자 증가형 

표면들을 갖는 비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만들어진 콘택트들이 이방성 접착제 및 솔더 커넥션들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표면 본딩과 동일한 레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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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 샘플들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등방성의 도전형 접착제는 200 마이크론 이하의 본드 패드 피치들을 갖는 칩

들에서 사용될 수 없다.

결론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 방법 및 제품들은 종래 기술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갖는다. 첫째, 날카롭고, 뾰족하며 경질인 입

자들은 도전성 콘택트 표면을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칩 또는 칩 모듈이 기판 또는 안테나 구조에 본딩되는

동안과 본딩된 후에는 단지 낮은 본딩 힘만이 필요하다. 도전성 접착제 본딩과 같은 종래의 칩 부착 방식들에서 발생

되는 높은 스트레스에 비해 칩 또는 칩 모듈에 대한 이 낮은 잔류 스트레스는, 더 얇은 칩 또는 칩 모듈이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 디바이스 등의 보다 작고, 보다 유연하며, 이동의 RFID 디바이스들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한다.

둘째, 카드들과 라벨들을 제조하는 비용은 제조 단계의 제거 및 저비용의 재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된다. 

솔더링 또는 와이어 본딩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들을 접속시킬 때 고온이 채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저비용의 

기판 재료, 예를 들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PET/PETP'), 글리콜-개량된 PET('PET-G),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딘-스티렌 코폴리머('ABS'), 폴리스티롤('PS'), 폴리프로필린('PP'), 셀룰로스 또는 페이퍼 및 블

렌드들, 적층체들, 또는 이들 재료들의 공동 압출된 조합들이 채용될 수 있다. 이들 재료들은 또한 용이하게 프린트될 

수 있다. 특별한 처리 또는 경화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세째, 칩 본드 패드들이 입자 증가형이면, 설계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칩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대조적으로, 

도전형 접착제가 채용되면, 칩이 작기 때문에, 칩상의 접착제의 프틴팅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간단

하며 저가의 제조 설비가 사용될 수 있고 고속에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또는 라벨의 제조는, 본딩된 구성 요소

들 간의 전기적 접속의 존재 가능성에 관여하지 않고 비도전형 접착제가 다소 무차별적으로 인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다. 이 이점은 작은 구성 요소들 및 피치 거리 부착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 등방성의 도전형 접착제와 비교하

면, 초과 접착제를 뿌림으로써 경로들을 단축시킬 위험이 없기 때문에, 비도전형 접착제의 프린팅 또는 분배가 더 간

단하다. 이는 또한 제조 라인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필요한 제조 설비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비도전형 접착제들은 

또한 저가이다. 또한, 스마트 카드 및 스마트 인레이의 전기적 및 열적 성능은 개선되면서 신뢰도는 유지된다.

네째, 입자 증가형 콘택트가 칩 캐리어 기판 또는 안테나 구조 상에 형성되면, 칩은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간

단히 비도전형 접착제에 의해 칩 캐리어 기판 또는 안테나 구조에 본딩될 수 있다.

다섯째, 입자 증가형 콘택트가 칩에 형성되면, 웨이퍼의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칩들이 하나의 처리로 도금될 수 있다. 

다이싱 후에 칩들은 비도전형 접착제를 갖는 간단한 본딩에 의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무전해 도금 공정이 

칩 또는 웨이퍼에 입자 증가형 표면을 만드는데 사용되면, 무전해 공정이 선택적이기 때문에 도금을 위한 마스킹(ma

sking)이 필요하지 않다.

여섯째, 입자 커넥션들이 칩과 안테나 사이의 매우 낮은 저항 경로를 제공하 기 때문에, 본 발명의 비도전성 접착제들

은 급속히 설정되고, 구성 요소들 사이의 전기적 커넥션은 즉시 테스트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결점들이 신속히 검출

될 수 있어, 본 제조 공정에 존재하는 지연된 검출에 의한 과도한 낭비와 제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일곱번째, 본 발명을 사용한 전기적 커넥션들을 형성하는 공정은 다른 저가의 안테나 및 코일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

다. 현재 공정들은 예를 들면, 급속히 산화하는(즉, minutes에 관해서는) 알루미늄 코일 등의 코일 기술의 각종 형태

들과 호환성이 없고 전기적 커넥션을 불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산화층을 형성한다. 이들 재료는 현재 채택된 접착제들

의 느린 성형 본드들에 사용될 수 없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들은 산화 알루미늄 또는 다른 절연성 막들을 침투

하여 전기적 커넥션을 형성한다. 입자 증가형 콘택트와 접속할 수 있는 알루미늄 패턴들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은, 예를 들면, 구리, 알룹미늄, 금, 다른 금속들, 도전성 잉크들, 도전성 페이스트들, 금속박, 및 그래파이

트를 포함한다.

여덟번째, 칩들의 본드 패드들이, 예를 들면 다이싱되기 전에 웨이펑 상의 모든 칩들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입자 증

가형이면, 칩들은 칩과 반대의 접촉면들의 구성에 관계 없이, 목록에 저장되고 임의의 모듈 또는 안테나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인레이에서 칩들은 안테나가 도전성 페이스트 또는 잉크로 형성되는 지의 여부, 또는 금속박

이 알루미륨, 구리, 또는 다른 금속인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의의 안테나 시트로 사용될 수 있었다.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들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또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당

업자들은 본 발명의 정신 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개시된 실시예들에 수많은 변경들을 할 수 있다. 상기 설명에 포

함되고 첨부 도면에 도시된 모든 문제들은 특정 실시예들의 설명으로서만 해석되고 제한되지 않도록 의도된다. 다음

의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명의 기본적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상세한 사항 또는 구조의 변경이 이

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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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갖는 RFID 장치의 제1 전기 소자를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갖는 RFID 장치의 제2 

전기 소자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영구히 부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사이에 

전기 접속이 형성됨-,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적어도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도 하나의 

경도(hardness)만큼 큰 경도를 가짐-;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사이에 비도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을 서로 정렬하여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을 함께 수용하기 위하여 압력을 인가하는 단계; 및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를 경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간의 영구적인 전기 접속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전기 소자를 상기 제2 전기 소자에 영구히 물리적으로 부착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된 압력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가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

도 하나의 표면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부착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전기 소자와 상기 제2 전기 소자 사이에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화 단계의 적어도 일부분 동안에 상기 제1 및 제2 전기 소자들에 압력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

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 상에 전기적 도전성 금속층을 퇴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부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전기적 도전성 금속층을 퇴적하는 단계는 동

시에 발생하는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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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칩 캐리어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칩 상의 본드 패드에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칩 캐리어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칩 캐리어 상의 콘택트 랜드에 부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모듈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모듈상의 콘택트 랜드에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모듈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 상의 콘택트 영역에 부착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칩 상의 본드 패드에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부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 상의 콘택트 영역에 부착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3.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도전 경로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4.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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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구리, 알루미늄, 금, 금속 호일, 도전성 잉크, 도전성 페이스트(paste), 및 흑연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도전성 재로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

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

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금속 입자인 부착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금속층에 의해 둘러싸인 전기적 비도전성(non-electrically-conduct

ive) 입자 코어를 포함하며,

상기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 가넷, 세라믹, 실리사이드, 실리케이트, 카바이드, 카보네이트, 붕소화물(bori

des), 붕소 파이버, 및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부착하는 단계는 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co-deposition) 공정을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부착하는 단계는 무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을 포함하는 부

착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니켈층을 포함하며, 상기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

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복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카드인 부착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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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인레이(inlay)인 부착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인레이는 스마트 라벨과 스마트 페이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26.
RFID 장치에 있어서,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갖는 제1 전기 소자;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갖는 제2 전기 소자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는 서로 정렬되어 있음-;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도 하나의 경도만큼 

큰 경 도를 가짐-; 및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사이에 배치된 비도전성 접착제

를 포함하며,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가 경화되면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이 함께 수

용되며;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간에 영구적인 전기적 접속이 생성되며;

상기 제1 전기 소자와 제2 전기 소자 사이에 영구적인 물리적 부착이 생성되는 RFID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관

통하는 RFID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는 상기 제1 전기 소자와 상기 제2 전기 소자 사이에 더 배치되는 RFID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 상에 퇴적된 전기적 도전성 금 속층을 더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칩 캐리어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칩 상의 본드 패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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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칩 캐리어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칩 캐리어 상의 콘택트 랜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모듈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모듈 상의 콘택트 랜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모듈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 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 상의 콘택트 영역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칩 상의 본드 패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3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소자는 칩이고 상기 제2 전기 소자는 전기적 도전 영역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 상의 콘택트 영역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

청구항 36.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도전 경로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37.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38.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구리, 알루미늄, 금, 금속 호일, 도전성 잉크, 도전성 페이스트(paste), 및 흑연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3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

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

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금속 입자인 RFI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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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금속층에 의해 둘러싸인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를 포함하며,

상기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 가넷, 세라믹, 실리사이드, 실리케이트, 카바이드, 카보네이트, 붕소화물, 붕

소 파이버, 및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1.
제26항 또는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

전성 콘택트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42.
제26항 또는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무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및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어 있는 RFID 장치.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니켈층을 포함하며, 상기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4.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

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복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6.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인레이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인레이는 스마트 라벨과 스마트 페이퍼 중 적어도 하나의 소자를 포함하는 RFID 장치.

청구항 49.
RFID 장치용 복수의 전기 소자들을 제조하는 방법-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들 각각은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가

지고, 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들 각각은 RFID 장치의 추가의 전기 소자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추가의 전기 소자는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전기 접속을 형성하는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가짐-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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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들을 어레이로 제공하는 단계;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을 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들 각각 의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 부

착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작아도 상기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의 경도 만큼 큰 

경도를 가짐-; 및

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들 각각을 상기 어레이로부터 분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반도체 웨이퍼, 플렉시블 서킷 테이프, 복수의 칩 캐리어를 포함하는 시트(sheet), 복수의 칩 모듈을 

포함하는 시트, 및 기판 상에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시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 소자는 복수의 칩, 복수의 칩 캐리어, 복수의 칩 모듈, 및 복수의 도전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칩은 복수의 이산 회로 장치, 복수의 집적 회로 장치, 복수의 메모리 장치, 복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장

치, 복수의 트랜시버 장치, 및 복수의 전기광학 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적 도전 영역은 복수의 도전성 경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1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적 도전 영역은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기적 도전 영역은 구리, 알루미늄, 금, 금속 호일, 도전성 잉크, 도전성 페이스트(paste), 및 흑연 중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

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

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금속 입자인 방법.

청구항 57.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금속층에 의해 둘러싸인 전 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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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 가넷, 세라믹, 실리사이드, 실리케이트, 카바이드, 카보네이트, 붕소화물, 붕

소 파이버, 및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49항 또는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

택트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청구항 59.
제49항 또는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무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청구항 60.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니켈층을 포함하며, 상기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

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복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인레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인레이는 스마트 라벨과 스마트 페이퍼 중 적어도 하나의 소자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6.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RFID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소자에 있어서 -상기 전기 소자는 RFID 장치의 추가의 

전기 소자에 물리적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추가의 전기 소자는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전

기 접속 을 형성하는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가짐-;

소자 베이스 -상기 소자 베이스는 상기 추가의 전기 소자 상에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는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포함함-; 및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 부착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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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며,

상기 전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상기 제2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서의 경도 만큼 큰 경도를 가지는 

전기 소자.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소자는 복수의 입자 강화(particle-enhanced) 전기 소자들을 포함하는 어레이로부터 분리된 복수의 입자 

강화 전기 소자들 중의 하나인 전기 소자.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입자 강화 전기 소자들은 동일한 전기 소자.

청구항 69.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반도체 웨이퍼, 플렉시블 서킷 테이프, 복수의 칩 캐리어를 포함하는 시트(sheet), 복수의 칩 모듈을 

포함하는 시트, 및 기판 상에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하는 시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0.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소자는 칩, 칩 캐리어, 칩 모듈, 및 도전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칩은 이산 회로 장치, 집적 회로 장치, 메모리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 트랜시버 장치, 및 전기광학 장치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2.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도전성 경로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3.
제70항 또는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4.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구리, 알루미늄, 금, 금속 호일, 도전성 잉크, 도전성 페이스트(paste), 및 흑연 중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는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5.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

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

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금속 입자인 전기 소자.

청구항 76.



공개특허 특2003-0060894

- 33 -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금속층에 의해 둘러싸인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 가넷, 세라믹, 실리사이드, 실리케이트, 카바이드, 카보네이트, 붕소화

물, 붕소 파이버, 및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78.
제66항 또는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

택트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 소자.

청구항 79.
제66항 또는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무전해질 금속-입자 동시퇴적 공정에 의해 상기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 소자.

청구항 80.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니켈층을 포함하며, 상기 전기적 비도전성 입자 코어는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1.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구리, 알루미늄, 니켈, 주석, 비스무스, 은, 금, 백금, 팔라듐, 리듐, 베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

륨, 칼슘, 갈륨, 게르마늄, 루비듐, 스트론튬, 인듐, 안티몬, 세슘, 및 바륨, 및 이들 금속의 합금 및 금속간 화합물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2.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복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3.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4.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장치는 스마트 인레이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인레이는 스마트 라벨과 스마트 페이퍼 중 적어도 하나의 소자를 포함하는 전기 소자.

청구항 86.



공개특허 특2003-0060894

- 34 -

제1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갖는 제1 전기 소자를 기판 상의 전기적 도전 영역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영구히 부착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및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의 콘택트 영역 중 적

어도 하나에 부착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는 적어도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상

기 콘택트 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경도만큼 큰 경도를 가짐-;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상기 콘택트 영역 사이에 비도전성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를 상기 콘택트 영역과 정렬하여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상기 콘택트 영역을 함께 수용하기 위하여 압력을 인가하는 단계; 및

상기 비도전성 접착제를 경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상기 콘택트 영역 사이에 영구적인 전기 접속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전기 소자를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에 영구히 물리적으로 부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된 압력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가 상기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와 상기 콘택트 영역 

중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부착 방법.

청구항 88.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경화 단계의 적어도 일부분 동안에 상기 전기 소자 및 상기 기판에 압력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

법.

청구항 89.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들 상에 전기적 도전성 금속층을 퇴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부착 방

법.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도전성 경질 입자를 부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전기적 도전성의 금속층을 퇴적하는 단계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91.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도전 경로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청구항 92.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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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3.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도전 영역은 구리, 알루미늄, 금, 금속 호일, 도전성 잉크, 도전성 페이스트, 및 흑연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부착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마트 카드 또는 스마트 인레이(inlay) 등의 RFID 장치에서 제1 소자(210)의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220)

를 장치의 제2 소자(212)의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214)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영구히 부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1 소자(210) 또는 제2 소자(212) 중 어느 하나의 도전성 콘택트 상에 금속과 전기적 도전성의 경질 입자를 동시퇴

적(co-depositing)함으로써 부착을 행하여, 소자들(210, 212) 과 그들의 도전성 콘택트들(220, 214) 사이에 영구적 

결합을 제공한다. RFID 장치의 소자들(210, 212)은, 예를 들어, 메모리 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트랜시버, 또는 다

른 분리 혹은 집적 회로 장치, 칩 캐리어, 칩 모듈, 및 예를 들어 안테나와 같은 도전 영역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RFID 장치), 전기적 도전성 콘택트, 경질 입자, 비도전성 접착제, 영구적 전기 접속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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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도면1E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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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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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도면9A

도면9B

도면9C

도면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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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E

도면9F

도면9G

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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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1C

도면11D

도면12A

도면12B

도면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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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D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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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A

도면14B

도면15A

도면15B

도면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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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D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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