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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두세트의 전도체 사이에 이방성 전도성 경로 및 결합을 제공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COMPOSITIONS AND METHODS FOR PROVIDING ANISOTROPIC CONDUCTIVE PATHWAYS AND BONDS BETWEEN 
TWO SETS OF CONDUCTORS)

요약

본 발명은 (i)비-자성 담체 액체에서 강자성 입자의 콜로이드성 현탁액(4)으로 이루어진 강자성유체와 
(ⅱ)실질적으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강자성유체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전기-전도성 입자(5)로 
구성된  조성물(3)을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비-자성  전기-전도성  입자(5)의  다양한  유형이  기술되어 
있다.

자석수단(8)에 의해 조성물(3)로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의 인가는 전기-전도성 입자(5)가 규칙적인 
패턴(9)을 형성하게 한다.  조성물은 전자산업에서 두 세트의 전도체(2a, 2b; 7a,7b)사이에서 이방성 전
도성 경로(9a, 9b)의 제공을 위해 이용된다.  조성물은 전도체를 결합시키는 경화성 접착제 조성물일 수
도 있다.  또한 게다가 전기-전동성 입자는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입자는 땜납 
입자일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두 세트의 전도체 사이에 이방성 전도성 경로 및 결합을 제공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COMPOSITIONS AND 
METHODS FOR PROVIDING ANISOTROPIC CONDUCTIVE PATHWAYS AND BONDS BETWEEN TWO SETS OF CONDUCTOR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양태으 결합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양태의 결합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제3a도는 자기장의 인가전 강자성유체 APG 511A내에서 상표명 Dynospheres(Q 496)로 시판되는 폴리스티렌
/디비닐벤젠(55%) 구상입자의 이방성 분포를 나타내며(실시예1);

제3b도는 샘플에 평행하게 자기장을 인가한 후제3a도의 구체의 X-Y면에서의 이방성 분포를 나타내며(실시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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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c도는 수평 샘플에 편향된 각으로 자기장을 인가한 후 제3a도의 구체의 면회이방성(z측 성분)을 나타
내며(실시예 1).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비－자성 담체 액체에 강자성 입자의 콜로이드 현탁액으로 이루어진 강자성 유체, 및(ⅱ)강자성유체에 
분산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균일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다수의 전기-전도성 입자로 구성된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의 평균 입자 크기는 콜로이드 강자성 입자 크기의 적어도 10배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실질적으로 비－자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전기－전도성 금속으로 코팅된 비－자성, 비－전도성 핵으로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핵이 플라스틱 재료와 글라스로부터 선택되고 선택적으로 중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비－자성  담체  액체는  경화성이고  조성물은  경화성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경화성 조성물은 접착제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강자성유체는 경화성유체의 접착제 조정물중의 콜로이드 자성 입자의 분산물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강자성유체는 경화성 접착제 조성물의 혼합물과 액체 담체중의 콜로이드 자성 입자의 분
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이 열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 또는 11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가용성 금속, 특히 전기－전도성 금속 합금의 땜납입자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전도성 입자는 전도성 재료이거나 이들 위에 전도성 코팅을 갖고 열이나 다
른 수단에 의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접착제의 외부 코팅을 갖는 입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청구항 14 

두 세트의 전도체 사이에 이방성 전도성 경로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경로를 실질적으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다수의 전기－전도성 입자로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상기 전기－전도성 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성물에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의 인가에 의해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단일층 및/또는 컬럼의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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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각 세트의 전도체 사이의 분리는 전기－전도성 입자의 평균 직경과실질적으로 같거나 
그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각 전도체를 서로를 향해 밀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두 세트의 전도체 사이의 경화된 조성물에서 이방성 전도성 경로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실질적으
로 균일한 자기장을 제6항에 따른 경화성 조성물에 인가하여 강자성 유체와 전기－전도성 입자 사이의 상
호 작용이 전기－전도성 입자가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하고 (b)조성물을 경화하여 제자리에 패턴을 
고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19 

두 세트의 전도체 사이의 이방성－전도성 결합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a)한 세트의 전도체에 제7항에 
따른 접착제 조성물층을 적용하고; (b)다른 한 세트의 전도체를 접착제 조성물층에 대해 가져오며; (c)접
착제 조성물층을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강사성유체와 전기－전도성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은 전기－전도 입자가 근접한 입자 및/또는 하나 또는 두 세트의 전도체와 각각 전기적으로 접촉하여 입
자의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하고 이에 의해 전도성 경로는 한 세트의 전도체로부터 다른 세트까지 제
공되는데 각 경로는 하나 이상의 전기 전도 입자로 이루어지고; (d)조성물을 경화시켜 패턴을 제위치에 
고정하고 전도체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0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경화단계 전 및/또는 경화과정 동안 서로를 향해 각 세트의 전도체를 밀어
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8항 내지 제20항에 있어서, 경화시에 각 세트의 전도체 사이의 분리는 전기－전도성 입자의 평균직경
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그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자기장은 접착제 조성물층에 대해 수직으로 인가되고 전기－전도성 입자는 단일층 또는 
컬럼으로 규칙적인 입자의 배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자기장은 접착제 조성물층에 대해 평행하게 (즉 X방향)인가되고, 전기－전도성 입자는 
입자의 평행한 체인을 형성하는데 같은 체인의 근접입자 또는 입자들과 각각 전기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두 세트의 전도체 사이에 이방성 전도성 결합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a)한 세트의 전도체에 제10항에 
따른 조성물층을 적용하고; (b)또 다른 한 세트의 전도체를 조성물층에 대해 가져오며; (c)접착제 조성물
층을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강자성유체와 전기－전도성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기－전
도성 입자가 근접한 입자 및/또는 하나 또는 두 세트의 전도체와 각각 접촉하여 입자의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하며; (d)입자의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을 활성화하여 이에 의해 전도성 경로가 한 세트의 전도
체로부터 다른 세트의 전도체로 제공되고 각 경로는 하나 이상의 전기－전도성 입자로 이루어진 전도체가 
입자에 의해 결합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의 활성화 이전 및/또는 활성화 동안 서로를 향해 각 세트의전도
체를 밀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잠재적인 접착제 특성의 활성화시 각 세트의 전도체 상이의 분리가 실질적
으로 전기－전도성 입자의 평균 직경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자기장은 조성물층에 대해 수직으로 인가되고 전기－전도성 입자는 단일층으로 입자의 
규칙적인 배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자기장은 접착제 조성물충에 평행하게 (즉, X방향)인가되고 전기－전도성 입자는 평행
한 입자의 체인을 형성하는데 같은 체인의 근접입자 또는 입ㅈ자들과 각각 전기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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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입자는 전기－전도성 금속 합금의 땜납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비－자성 담체 액체는 로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럭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e)강자성유체 조성물에 대해 밀봉제나 캡슐화 조성물을 적용하고 강자성유체 조성물을 
제자리에 밀봉하기 위해 밀봉제나 캡슐화제 조성물을 경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e)강자성유체를 전도체 사이로부터 빼내고 전도체 사이에 접착제, 밀봉제 또는 캡슐화 
조성물을 주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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