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1/56

(45) 공고일자   1999년10월15일

(11) 등록번호   10-0171438

(24) 등록일자   1998년10월20일
(21) 출원번호 10-1994-0024239 (65) 공개번호 특1995-0010720
(22) 출원일자 1994년09월27일 (43) 공개일자 1995년04월28일

(73) 특허권자 마쯔시다 덴끼 산교 가부시끼 가이샤    모리시따 요오이찌

일본 오사까후 가도마시 오아자가도마 1006
(72) 발명자 베스호 요시히로

일본국 오사까후 히가시오사까시 시모로꾸만지쪼 1-10-40-612

도무라 요시히로

일본국 오사까후 히라가따시 나스쯔꾸리 1-9-5-204
(74) 대리인 이병호, 최달용

심사관 :    이제명

(54)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상에 장착하는 방법 및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

요약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에 의해 반도체 장치의 단자 전극을 회로 기판의 접속 전극에 접합시키는 단계와; 
열경화성 수지를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갭에 충진시키는 단계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
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이 기재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및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기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도 내지 제 1d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상에 장착하는 방법을 도시한 
다이어그램.

제 2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접착층(3)을 형성하는 단계의 다른 예를 도시한 다이어그램.

제 3 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접착층(3)을 형성하는 단계의 일 예를 도시한 다이어그램.

제 4 도는 본 발명에 따라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의 일 예를 도시한 다이어그램.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반도체 장치                       2 : 단자 전극

2a : 범프 전극                        3 : 전도성 접착층

4 : 회로 기판                          5 : 접속 전극

6 : 접합층                              9 : 경화 수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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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및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에 관한 것이
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서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엎어 장착하
는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가 그 위에 장착된 회로 기판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종래에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기 위하여 땜납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에, 반도체 
장치 패키지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핀 피치가 크게 감소되었다. 종래의 용접 기
술을 사용하여 회로 기판 상에 핀 피치가 감소된 반도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어렵다. 본 명세서에서는, 
회로 기판은 칩 캐리어(chip carrie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소위 베어 칩(bare chip)이라 지칭되는 팩키지 없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직접 
장착시켜 장착 면적을 감소시키고 기판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의 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땜납층으로 구성된 전극을 반도체 장치의 각 단자 전극 상에 형성한다. 그 뒤, 
반도체 장치가 회로 기판 상에 엎어 놓고, 이렇게 형성된 전극은 회로 기판의 대응하는 접속 전극과 접속
하게 된다. 그런 다음, 땜납을 가열 용융시켜 반도체 장치를 회로기판에 결합시킨다. 이러한 장착 방법은 
반도체  장치의  모든  단자  전극이  회로  기판에  동시에  접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특허  제 
5,121,190 호에 개시된 장착 방법에서는,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이러한 땜납 접합부는 접합부
의 안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수지로 밀봉된다.

본 발명자들은 반도체 장치를 장착하는 상기 종래의 방법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충진된 액체 밀봉 수지를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동안, 열 응력이 반
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야기되어, 땜납 접합부로 가해진다. 땜납은 
단단하고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땜납 접합부는 그곳에 가해진 열 응력에 의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2) 회로 기판에 장착된 반도체 장치가 고온에서 작동되는 경우에, 땜납 접합부는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
판 사이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야기된 열 응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충진
된 밀봉 수지의 열팽창에 의해 야기된 열 응력을 받는다. 이러한 열 응력은 땜납 접합부의 파손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종래의 장착 방법은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신뢰성 있는 접속이 얻어질 수 없다는 결점
이 있다.

[발명의 요약]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에 의해 반도체 
장치의 단자 전극을 회로 기판의 접속 전극에 접합시키는 단계와; 열경화성 수지를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갭에 충진시키는 단계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
도에서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술한 방법은, 접합 단계에 앞서, 반도체 장치의 단자 전극에 범프 전극을 형
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이 제공된다. 회로 기판은 반도체 장치의 단자 
전극과 회로 기판의 접속 전극 사이에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로 형성된 접합층과;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열경화성 수지로 형성된 수지층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접합층과 수지층의 양자는 경화 단계 
이전에 형성되며; 이후에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경
화성 수지를 경화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술한 회로 기판은 반도체 장치의 단자 전극 상에 범프 전극을 추가로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는 열가소성 수지와 전도성 충진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열경화성 수지는 반도체 장치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글래스 전이점을 가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열경화성 수지가 경화될 때의 온도는 반도체 장치에 대한 최대 작동 온도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따라서, 본원의 발명은 (1)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고신뢰성의 회로 기판을 제공하고, (2)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고신뢰성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하기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할 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본 발명의 상기 장점 및 다른 장점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양호한 일 실시예를 제 1a도 내지 제 1d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 1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1)의 각 단자 전극(2) 상에, 전도성 접착층(3)이 열가소성 전
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그 뒤, 회로 기판(4)의 접속 전극(5)과 대응하여 정렬된 반도체 장치
(1)의 전도성 접착층(3)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1)는 회로 기판(4) 상에 엎어져서(단자 전극(2)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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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게 하여) 놓인다.

그 후에, 전도성 접착층(3)을 구성하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를 소성화 온도(예, 125℃)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단자 전극(2)과 접속전극(5)에 대한 전도성 접착층(3)의 접착성을 향상시
킨다. 그 뒤,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를 소성화 온도 이하의 온도, 예를 들면 실온(25 ℃)까지 냉각시켜, 
제 1b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접합층(6)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로 형성된 접합층(6)에 의해 회로 기판(4)의 대응하는 접속 전극(5)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기계적으로 고정된다.

다음에, 제 1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갭을 액체 열경화성 수지(7 
: 예를 들어 에폭시 수지)로 충진한다. 액체 열경화성 수지(7)는 그 뒤 전도성 접착층(3)에 대해 사용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 이상의 경화 온도(예를 들어, 150 ℃)에서 경화된다.

열경화성 수지(7)가 경화되는 동안, 접합층(6)을 구성하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는 다시 소성화된다. 
제 1c도는 열경화성 수지(7)의 경화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참조 부호 8은 소성화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로 구성된 접합층을 나타낸다. 경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액체 열경화성 수지(7)는 경화 
수축되어, 경화 수지층(9)을 형성한다. 이때, 경화 수지층(9)의 압축력이 소성화된 접합층(8)에 작용되므
로, 반도체 장치(1) 및 회로 기판(4)에 대한 접합층(8)의 접착성이 향상되어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
(4) 사이의 접속 안정성이 개선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액체 열경화성 수지(7)는 전도성 접착층(3)에 대해 
사용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되는 열경화성 수지이다.

열경하성 수지의 경화 이후에,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 이하의 온도로 냉각되므로써, 소성
화된 접합층(8)은 고체화되고 다시 접합층(6)으로 된다. 그 결과, 제 1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1)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접합층(6)에 의해 회로 기판(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반도체 장
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갭이 경화 수지층(9)으로 충진된, 반도체 장치(1)가 장착된 회로 기판(4)이 
얻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에서, 반도체 장치(1)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로 형성된 
접합층(6)에 의해 회로 기판(4)에 접합되고,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갭은 열경화성 수지
로 형성된 수지층(9)으로 충진된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접합부로 작용하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로 형성된 접합층(6)은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간의 열팽창 계수 차치에 
의해 야기되는 열 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고신뢰성의 
회로 기판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회로 기판 상에 반도체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에서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과 접합시킨 뒤에,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충진된 액체 열경화성 수지
를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시킨다. 이는 반도체 장
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 접합부가 연화(즉, 소성화)되고 따라서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는 동안 유연성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 중에 열경화성 수지의 수축
에 의해 접합부 내에 야기될 수도 있는 내부 변형이 감소된다. 이것은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전기·기계적 접속 안정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한다.

밀봉 수지는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에 걸쳐서 밀봉 수지의 압축력이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접합부에 작용되
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접속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에 걸쳐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고신뢰성의 회로기판을 제고한다.

반도체 장치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글래스 전이점을 가지는 밀봉 수지를 열경화 수지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반도체 장치가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에 충진된 밀봉 수지
의 글래스 전이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에서 작동되게 하므로 밀봉 수지의 열팽창 계수가 작게 된다. 따
라서,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접속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에 걸쳐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고신뢰성의 회로 기판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는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가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보다 소성화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더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 이하의 온도에
서 조차,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는 땜납보다 더 유연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층은 
종래의 장착 기술에서 사용된 땜납보다 높은 내응력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는 -45℃ 내지 125℃의 범위이다.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는 150℃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가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는 반도체 장치의 최대 작동 온도인 125℃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 온도는 150℃ 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화 중에 열경화성 수지의 수
축에 의해 초래된 응력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에 걸쳐 접합층에 대한 압축 응력으로 작용한다. 
글래스 전이점은 125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바람직하며, 반도체 장치의 작동 온도 범위에 걸쳐 낮은 
열팽창 계수 및 높은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150 ℃ 보다 높은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접착층(3)은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상에 직접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접착층(3)은 또한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다. 제 2 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범프 전극(2a)이 각 단자 전극(2)상에 형성되고, 그 뒤에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각각의 범
프 전극(2a)상에 접착층(3)이 형성된다. 범프 전극(2a)의 높이는 반도체 장치(1)와 회로기판(4) 사이의 
갭의 거리가 20㎛ 내지 100㎛의 범위 내에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갭이 20㎛ 보다 작은 경우
에는 밀봉 수지로 갭을 충진시키기 어렵게 되고, 갭이 100㎛ 보다 큰 경우에는 범프 전극(2a)을 형성하기
가 어렵다.

대안적으로,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 기판(4)의 접속 전극(5)상에 접착층(3)을 직접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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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접착층(3)이 형성된 후에(제 2 도 또는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b도 내지 제 1d도에 도시된 상기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의 동일한 단계가 수행되며, 반도체 장치가 장착
된 고신뢰성의 회로 기판을 얻는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경화 수지층(9)은 오직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갭 내에만 형성된
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구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4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지층(9)이 반
도체 장치(1)의 주변부를 덮을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된 열가소성 수지는 은(Ag) 등가 같은 전도성 충진재를 함유하는 폴리에스터 수지와 같은 
열가소성  수지로  이루어진  어떠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라도  좋다.  또한  유기  용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된 열경화성 수지는,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
에서 경화될 수 있는 에폭시 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또는 페놀 수지와 같은 어떠한 절연 수
지라도 좋다. 또한, 실리카와 같은 무기 충진재를 열경화성 수지에 첨가시켜, 열팽창 계수를 감소시킨다. 
열팽창 계수가 감소된 이러한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므로써,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 사이의 접속 신뢰
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이 당업자에게 명백하고 
또한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는 상술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1)를 회로 기판(4) 상에 장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에 의해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을 회로기판(4)의 접속 전극(5)에 접합
시키는 단계와;

열결화성 수지(7)를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의 갭에 충진시키는 단계와;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경화성 수지(7)를 경화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접합 단계에 앞서,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에 범프 전극(2a)을 형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는 열가소성 수지 및 전도성 충진재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7)는 반도체 장치(1)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글래스 전이점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의 소성화 온도는 반도체 장치(1)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열결화성 수지(7)가 경화될 때의 온도는 반도체 장치(1)에 대한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7 

반도체 장치(1)가 장착된 회로 기판(4)에 있어서,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과 회로 기판(4)의 접속 전극(5) 사이에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로 형
성된 접착층(6)과;

반도체 장치(1)와 회로 기판(4) 사이에 열경화성 수지(7)로 형성된 수지층(9)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접합층(6)과 수지층(9)의 양자는 경화 단계 이전에 형성되며; 이후에 열경화성 수지(7)가 열가
소성 전도성 접착제(3)의 소성화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되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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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기판.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반도체 장치(1)의 단자 전극(2) 상에 있는 범프 전극(2a)을 추가로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는 열가소성 수지 및 전도성 충진재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
판.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7)는 반도체 장치(1)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글래스 전이점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는 반도체 장치(1)의 최대 작동 온도 이상의 소성화 온도를 가지는 반도체 장
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7)는 반도체 장치(1)의 최대 작동 온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경화되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된 회로 기판.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척제(3)는 125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성화 온도를 가지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7)는 약 150 ℃에서 경화되는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의 소성화 온도는 약 150℃ 보다 낮은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의 소성화 온도는 약 130℃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 반도체 장치를 회로 기
판 상에 장착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7 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전도성 접착제(3)는 125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성화 온도를 가지는 반도체 장치가 장착
된 회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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