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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납땜 도금된 회로에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방법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납땜 도금된 회로에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한 재용융 준비로서 납땜 도금된 인쇄 회로
판상에 범프형 부품을 중첩시킨 조립체의 개략도이다.

제2도는 화살표 방향으로 2-2선을 따라 취한 제1도의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제3도는 제2도와 유사한 도면이지만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납땜 재용융 처리를 도시하
는 단면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도시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4-4선을 따라 취한 
제3도의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집적 회로 부품을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solder bump interconnection)에 의해 인쇄 회로판에 
부착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본 발명은 비교적 저용융융점 납땜 합금으
로 구성된 연속적인 납땜 도금부를 보유하는 회로판위의 회로 궤적(circuit trace)과 비교적 고용융융점 
납땜 합금으로 구성된 부품에 부착된 납땜 범프(solder bump)사이에 상기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있어서, 부품은 상호 접속부에 필요한 범프 이외에 스페이서
(spacer)납땜 범프를 구비하며, 상기 스페이셔 범프는 상호 접속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납땜 재용융 작동
시 합금을 용융시키는 붕괴를 방지하도록 상기 부품과 회로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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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패키지(microelectronics package)의 제조시에, 집적회로 부품을 여러가지 납땜 범
프 상호 접속부를 이용하여 인쇄 회로판에 장착시키는 것이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상호 접속부는 
부품을 물리적으로 접착시키는 것 뿐만아니라, 처리시에 전기 신호를 상기 부품으로 그리고 부품으로부터 
전달하기 위해 부품의 전기 회로를 회로판 위의 전기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회로판은 유전체 기판위에 배치되어 있고 납땜 젖음가능한 금속(solder-wettable metal), 
통상적으로 구리로 구성된 회로궤적을 구비한다. 궤적은 상호 접속부를 결합시키기기에 적합한 터미널 패
드(terminal pad)를 각각 갖는 터미널과, 이격된 회로 소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패드로부터 연
장되는 런너(runner)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일체로된 회로 다이일 수도 있는 부품은 터미널 패드 
위에 중첩가능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납땜가능한 본드 패드(solderable bond pad)를 갖는다.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납땜 범프는 부품의 각 본드 패드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납땜 합금을 
패드에 그리고 범프로부터 결합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패드 위에 납땜 합금의 예비성형된 마이크로스피어
(microspere)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합금을 재용융시켜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나서 부품은 
회로판과 조립되고 범프는 회로판 위의 터미널 패드에 대하여 놓이게 된다. 조립체는 납땜 합금이 재용융
되도록 간단히 가열되고, 범프를 회로판 위의 터미널 패드에 접착시켜 상호 접속을 완료한다.

회로판 위에서 재용융되는 동안에는, 용융 납땜 합금은 구리 궤적면을 적시므로 강력한 납땜 접속을 형성
하기에 필수적인 친밀한 접촉을 제공한다. 이것은 모세관 작용과 부품의 자중으로 인하여 용융 납땜이 궤
적을 따라 확산되는 경향을 동반한다. 그래서, 용융 납땜을 터미널 패드에 한정하기 위하여, 납땜 정지부
(solder stop)로써 언급되는, 용융 납땜에 의해 적셔지지 않는 재료로 이루어진 댐(dam)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패드의 젖음 가능한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각각의 범프는 재용융 동안에 미세한 방울을 형성
한다. 부품을 회로판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지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범프가 협력한다. 냉각시에, 상기 
미세한 방울은 분리된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재응고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납땜 정지부가 없으
면, 용융 합금은 런너 위에서 확산하여, 회로판을 향하여 부품 붕괴를 야기하며 소정의 분리된 상호 접속
부를 제조하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땜 정지부는 부가의 공정을 제공하고 패턴화시
킬 필요가 있어서 패키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구리 궤적 표면의 산화로 인하여 또다른 곤란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용융된 납땜은 산화 표면을 젖
게하기 위해 재용융되므로, 바람직한 접속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와이어 리이드에 의해 인쇄 회로판에 
결합된 각각의 저항기(resistor)와 캐패시터(capacitor)와 같이 분리된 부품을 구비하는 패키지의 제조에 
있어서, 구리 궤적위의 납땜막을 전기 도금시켜, 산화를 방지하고 납땜에 전도성이 있는 도금된 궤적을 
제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납땜 도금부가 궤적위에 연속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터미널 패드
에 제한되지 않으며 범프 상호 접속부를 접속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집적 회로 부품을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에 의해 
인쇄 회로판의 납땜 도금된 회로 궤적에 부착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부품상의 범프와 회로 궤적상의 
회로판은 상이한 조성물과 별개의 용융 온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융성 납땜 합금으로 구성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범프는 회로판보다 높은 용융융점을 갖는 납땜 합금으로 구성된다.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범프형 부품과 인쇄 회로판의 조립체는 범프의 액화를 제한하기 위해 범프 용융 온도가 
아니라 회로판을 재용융시키기에 적절한 온도로 가열된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부품과 인쇄 회
로판사이에 예정된 높이를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서로 작용하도록 일련의 임시 범프가 납땜 도금된 궤적과 
회피하여 배열되어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방법은 구리 또는 기타 적절한 젖음가능한 금속으로 구성되어 유전체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회로 궤적을 포함하는 인쇄 회로판을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궤적은 다수의 
터미널을  특징으로  한다.  각각의  터미널은  터미널  패드와  상기  패드로부터  연장되는  런너부(runner 
section)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궤적은 제1납땜 합금으로 구성되고, 터미널 패드와 인접된 런너
부 모두에 중첩되도록 터미널에 제공된 납땜 도금부를 구비한다. 상기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에 있어서, 다수의 납땜 범프가 부품에 부착된다. 범프는 제2납땜 합금으로 구성되며, 상기 제2합금은 제
2합금 조성물과 상이하며, 제1합금의 용융 온도보다 높은 용융 온도를 갖는다.

부품을 회로판에 부착하기 위하여, 부품은 회로판 위에 놓여지고 범프는 터미널 패드에서 납땜 도금을 향
하여 놓여 있다. 상기 조립체는 제1합금의 용융 온도가 아니라 제2합금의 용융 온도가 높은 온도로 가열
된다. 상기 온도에서, 납땜 도금은 용융하여 범프로 융합된다. 상기 조립체는 납땜 합금을 재응고시키도
록 냉각되어 소정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완성시킨다.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르면, 부품은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범프이외에 스페이서 범프를 구비한다. 그
래서 부품은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고 회로판 터미널 패드 위에 중첩가능한 패턴으로 배치된 제1열의 범프
와, 터미널부를 회피하도록 배치된 제2열의 범프를 특징으로 한다. 가열 동안에, 납땜 도금부의 용융이 
범프와 접촉하여 액상을 형성하며, 그것은 경계면에서 범프 납땜의 용융과 회로판을 향한 부품의 하강을 
동반한다. 제2열의 범프는 회로판을 향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품을 지지하도록 회로판에 
결합된다. 액체가 모세관 작용에 의해 인접된 런너위로 끌려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액체 납땜의 표면 장
력이 부품 본드 패드와 회로판 터미널 패드사이에 연속된 납땜 브리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하
였다. 그래서, 냉각과 재응고시에, 납땜은 부품과 회로판 사이를 연속적으로 연장하며 상호 접속부를 형
성하지만, 회로판과 부품은 제2열의 범프에 의하여 설정된 소정의 갭에 의해 이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납땜을 터미널 패드에 형성시키는 것을 필요치 않으므로 납땜 정지부를 제공 및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한 부가적인 작업을 제거하고 인쇄 회로판상에 회로 궤적에 대한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
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터미널 패드에서 뿐만 아니라 궤적의 
런너 및 궤적의 이격 부분을 덮는 내산화용 납땜 금속으로 도금된 회로 궤적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은 상
이한 용융점 납땜 합금으로 구성된 부품 위에 범프를 그리고 궤적 위에 납땜 도금부를 제공하므로써, 그
리고 소정의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범프 용융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재용융시킴으로써 수행된다.

7-2

1019930701635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양호한 실시예인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은, 제3도에 도시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패키지(14)를 형성하기 위해 납땜-범프형 집적 회로 다이(10)를 납땜 도금된 인쇄 회로판(12)에 부착시키
는 것을 채용한다.

인쇄 회로판(12)은 FR4로써 언급되고, 에폭시 수지 및 유리섬유 박판으로 구성된 형태인 유전체 기판(1
6)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16)은 부품(10) 부착용으로 채용된 실질적으로 평면형인 표면 영역(18)을 구비
한다. 회로판(12)은 또한 터미널(20)을 구비하는 회로 궤적을 포함한다. 각각의 터미널(20)은 그 단부에 
터미널 패드(22)와 상기 패드(22)로부터 연장되는 런너부(24)를 구비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패드(22)는 
부품(10)의 주변에 상호 접속부를 만들기 위해 페리미터 어레이 패턴(perimeter array pattern)으로 배치
된다. 도시의 간명성을 위해, 단지 몇 개의 터미널부(20)가 도시되어 있지만, 통상의 패키지는 부품의 목
적하는 전기적 작동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기 접속부를 만들기 위해 수백개의 터미널을 구비한다. 또한, 
도면에는 부품(10) 부착 장소인 영역(18)을 구비하는 회로판(12)의 작은 부분만이 도시되어 있다. 비록 
터미널(20)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회로 궤적은 회로판(12)의 주변 영역으로 연장하며 전기 신호 처리에 
관계로 부가의 형태를 구비한다. 런너(24)는 전기 신호를 패드(22)에 전달하기 위하여 관련 패드(22)에 
전달하기 위하여 관련 패드(22)를 써키트의 잔여 부분에 결합시킨다. 예를 들면, 패드(22)와 런너(24)는 
균일한 너비를 갖는다. 그러나, 상기 너비는 런너 너비를 최소화하면서 접속을 위한 패드 치수는 극대화
를 위해 패드(22)와, 런너(24)사이에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제2도를 참조하면, 각각의 터미널(20)은 두개의 동일 너비를 가진 금속 도금부(26,28)를 구비한다. 
도금부(26)는 거의 인접한 기판(16)에 놓이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데 높은 전도성을 갖는 금속성 구리로 
구성된다. 구리 도금부(26)는 전기 도금된 주석-납 합금으로 구성된 얇은 납땜 도금부(28)로 피복된다.

인쇄 회로판(12)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의 구리 도금된 FR4 카드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카드는 표면(18)을 덮는 균일한 구리 도금부를 구비하며, 터미널(20)을 구비하는 전기적 회로 궤적
을 형성하고 베이스를 제공한다. 구리판의 두께는 약 17마이크론이다. 회로판(12)을 제조하기 위하여, 포
토이메저블 폴리머 필름(photo-imagable polymer film) 형태의 막이 구리판에 제공되어 선택적으로 조사 
및 진전되므로서 터미널(20)을 구비하는 궤적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구리 도금부에 노출시키기 위해 구멍
을 갖는 포토레지스트 마이크를 형성한다.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는 약 25마이크론의 두께를 가지며, 소정
의 궤적을 에워싸는 구리 도금부의 영역 위에 전기적 절연 코팅을 형성한다.

마스크가 입혀진 회로판은 주석 납 도금 용액에 담겨지고나서 노출된 구리 궤적상에 납땜 합금을 침착시
키도록 음극성으로 편향된다. 적절한 도금 베쓰(bath)는 물에 농축된 주석 플루오르 붕소 수용액으로 첨
가된 리터당 56.3 그램의 주석, 농축 납 플루오르 붕소 수용액으로 첨가된 리터당 26.3그램의 납, 리터당 
99.8그램의 플루오르 붕소산, 리터당 26.3그램의 붕소산 그리고 리터당 19.5그램 액체 펩톤(peptone)을 
포함한다. 마스크가 입혀진 회로판은 주석-납 역기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부터 이격된 상태로 실온
에서 베쓰에 남겨진다. 역기전극에 대하여 구리를 음극으로 편향시키기 위해 그리고 노출된 구리 표면상
에 금속성 주석과 금속성 납을 공동 침착시키기 위해 구리 도금에 전위가 가해진다. 궤적을 형성하기 전
에 구리도금부 위에 주석-납 침착을 도금하는 장점은 연속한 도금이 도금 전류의 붕산을 용이하게 하여 
균일한 전기 침착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최종 도금부는 약 40중량%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인 합금으로 
구성되며 약 183℃의 용융융점을 갖는다. 도금부는 약 20마이크론의 두께를 갖는다. 도금의 두께는 마스
크의 두께보타 통상 작아서, 도금이 궤적위의 구멍을 제한하여 마스크 표면위로 연장하지 않는다.

도금이 완료되면, 회로판을 알카라인 용액에 담그고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벗겨서 납땜 도금된 주위의 
구리 도금부를 노출시킨다. 회로판을 물론 세척하고 암모늄 과황산염을 함유하는 수용액 구리-에칭 용액
에 담그게 된다. 에칭 용액은 노출된 구리를 용해시킨다. 그러나, 주석-납 합금은 에칭 용액에 의한 부식
성에 저항이 있으며 밑에 깔린 구리 궤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불
필요한 구리는 영역(18)으로부터 제거되어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균일하고 얇은 납 도금으로 피복된 
구리 도금부를 구비하는 납땜 도금된 터미널을 형성한다.

각각의 작업에서, 부품(10)은 다수의 납땜 범프(30,22)를 구비하도록 제조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부품
(10)은 반도체 칩으로 언급되는, 상호 접속부를 통해 부품에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특징부(비도
시)를 갖는 회로를 구비하는 집적 회로 다이를 포함한다. 또는 부품은 세라믹 칩 캐리어위에 장착된 반도
체 칩일수 있고, 상기 캐리어는 상호 연결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범프(30,32)는 부품(10)의 평
탄한 표면(36)위에 형성된 납땜 젖음가능한 본드 패드(34)에 부착된다. 납땜 범프를 부착하기 위하여, 부
품(20)은 표면(36)을 위로 향하고 위치하게 된다. 예비성형된 납땜합금의 마이크로볼(microball)은 각각
의 패드(34)위에 위치된다. 합금은 5중량%의 주석과 나머지가 납이며 약 327℃의 용융점을 갖는다. 납땜 
마이크로볼을 갖는 부품은 용융 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되어 범프를 형성하기 위해 인접된 패드(34)위에 
납땜 합금을 재용융시킨다. 약 45초 동안 약 330℃의 온도로 가열하면 합금을 용융시키고 패드를 적시게 
하는데 적당하다. 그리고나서 부품은 밑에 있는 패드에 일체로 결합된 납땜 범프(30,32)를 형성하도록 냉
각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납땜 범프(30,32)는 치수 및 조성물이 실질적으로 균일하지만, 제1 및 제2열에 대응하
는 배열로 부품 위에 배치된다. 제1열은 터미널 패드(22)위에 중첩가능한 패턴으로 배치된 납땜 범프(3
0)를 포함한다. 제2열은 터미널부(20)위에 중첩할 수 없는 패턴으로 부품(10)의 모서리 측면에 위치되는 
범프(32)로 구성된다.

고정된 범프(30,32)를 부품(10)과 납땜 도금된 터미널부(20)를 갖는 인쇄 회로판(12)의 제조에 뒤이어, 
부품(10)과 회로판(12)은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조립체(40)로 배열된다. 조립하기 전에, 후속되는 납
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작동하는 송진 플럭스(rosin flux)가 범프에 제공된다. 부품
(10)은 표면(36)이 회로판 영역(18)을 향하게 하고 제1열의 범프(30)가 납땜 도금된 터미널 패드(22)를 
향하여 놓이도록 배열된다. 조립시에, 코너 범프(32)는 터미널부(20)로부터 이격된 측면에서 기판 표면
(18) 바로 위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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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조립체(40)는 납땜 범프(30,32)의 용융점이 아니라 납땜 도금부(28)의 용융점을 상회하는 온도
에서  가열된다.  바람직하게는  조리체(40)는  약  45초의  시간동안  220℃의  온도에서  가열된다.  가열 
동안에, 터미널부(20)위의 도금부(28)를 형성하는 납땜 합금은 용융하여 부품(10)위의 납땜 범프(30)와 
접촉하는 액상을 형성한다. 도금부(28)을 액화시키면, 범프(30)는 부품(10)의 중량 때문에 구리 도금부
(26)를 향하여 가라앉는다. 또한, 도금부(28)로부터 유출된 액상과 접촉하는 범프(30)의 납 기초 합금은 
융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회로판(12)을 향하여 부품(10)을 더욱 붕괴시키게 한다. 결국, 재용융 온도에
서 고체로 남아있는 코너 범프(32)는 회로판(12)의 표면(18)에 결합하여 부품(10)이 더이상 붕괴되는 것
은 방지한다. 또한, 범프(30)의 외부가 도금부(28)로부터 유출된 접촉부 액체층으로 융해하는 것은 제4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된  런너(24)위의  터미널  패드(22)로부터  초과  액체의  위킹(wicking)을 
동반한다. 이러한 용융 납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납땜은 부품(10)과 회로판(12) 사이의 갭을 연결한다. 
냉각시키면, 냉각시키면, 최종 납땜 조성물이 재응고되어 본드 패드(34)와 터미널(20) 사이를 연속하여 
연장하는 상호 접속부(40)를 제조한다.

최종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패키지(14)는 인쇄 회로판(12)위에 장착되고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
(40)에 의해 연결된 부품(10)을 포함하며, 상기 상기 상호 접속부 각각은 부품(10)이 본드 패드(34)와 회
로판(12)의 터미널 패드(22) 사이를 연장한다. 상기 팩키지는 납땜 범프(30)과 납땜 도금부(28)의 융합으
로부터 유출된 일체형 납땜체로 구성된 상호 접속부(40)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일체형 납땜체는 부품
(10)을 회로판(12)에 물리적으로 결합시키고 회로판(12)위의 회로궤적과 부품(10)의 회로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패드를 전기 접속시키기 위해 본드 패드(34)와 터미널 패드(22) 사이를 연속적으로 연장
한다.

또한, 납땜 도금부는 런너(24)위에 연속하여 연장하므로 후속처리 단계를 간섭하거나 사용할 때에 팩키지 
성능을 감소시키는 산화로부터 밑에 있는 궤적을 보호한다. 상호 접속부(10)가 터미널 패드로의 재용융을 
제한하기 위해 납땜 정지부를 이용하지 않고 형성되므로써, 납땜 정지부를 제공 및 패턴화시키는데 필요
한 공정을 제거하여 팩키지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본 실시예의 장
점으로는 부품 표면(36)과 회로판 표면(18) 사이의 갭이 코너 범프(12)에 의하여 유지되어 전기 접속을 
단락시킬 수 있는 회로판(12)에 의하여 유지되어 전기 접속을 단락시킬 수 있는 회로판(12)을 향하여 부
품(10)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상기 갭은 제조 과정에서 부가적인 공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
호 접속부용 범프(30)와 일치하여 부착된 스페이서 범프(32)에 의해 얻어진다. 또한, 균일한 간격은 플럭
스 잔부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하고 그리고 장착부를 보강하기 위해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하에서와 
같은 후속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상술된 실시예에서, 구리 궤적에 도포된 납땜 도금부는 약 40퍼센트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인 전기 도금 
합금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부품에 부착된 납땜 범프는 약 5퍼센트의 주석과 잔부가 납인 합금으로 구성
된다. 주석과 납은 약 37중량%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으로 구성되고 183℃의 용융점을 갖는 저용융 공정 
조성물(low-melting eutection composition)을 형성한다. 그래서, 상기 도금부는 공정점에 가까운 조성물
(near-eutectic composition)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범프는 상당히 높은 용융점을 갖는 실질적으로 납 
합금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납땜 도금은 35 내지 45중량%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으로 구성되며, 범
프는 적어도 90중량%의 납을 함유하는 합금을 구성된다. 팩키지의 작업 동안에, 상호 접속부는 회로판에 
대한 부품의 열적 팽창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응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응력을 지탱할 수 
있는 증가된 강도를 갖는 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접속부에 대하여 강도가 높은 납의 납땜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도가 높은 납의 납땜은 회로판을 형성하는 에폭시 수지가 분해하는 경향
이 있는 상승된 재용융 온도를 필요로 한다. 상술된 실시예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부품에 최적으로 결합시
키기 위해 범프에 강도가 높은 납의 납땜을 이용하지만, 회로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합을 완료하기 
위하여 저용융점을 갖는 공정점에 가까운 합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상호 접속부를 완성시키는 재용융은 범프 합금을 용융시키지 않고 회로판 위의 
납땜 도금을 용융시킬 수 있는 온도에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재용융 조건은 부품과 회로판 궤적 사이에 
소정의 일체적인 접속을 만들지 않고 냉간 결합을 보호하기 위해 용융 도금 합금을 범프에 적시고 융합시
키도록 선택된다. 반면, 범프 합금의 과도한 용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용융 동안 시간과 온도를 제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점에 가까운 도금과 납범프의 바람직한 혼합을 위하여, 재용융은 약 40 내지 60
초의 시간동안 약 200℃ 내지 220℃의 온도에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납 기초 범프에 인접하여 공정에 
가까운 액상을 형성하는 것은 범프 합금을 액상으로 용융시키는 것을 동반한다. 특정 이론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지만, 범프 합금의 용융은 표면을 도금파생 액상과 접촉시키는 것에 제한받으며, 원래의 범프 합
금으로 구성된 코어와 상호 접속부로부터 이격된 전기 도금 조성물간에 성분 구배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이 양호한 납땜 합금의 조성물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지만, 특정 조성물에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납땜 합금의 어떤 융합성 배합물로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범프 합금은 도금 합금과 높은 
용융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택되며 재용융은 중간 온도에서 수행된다. 예를 들면,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약 70중량%의 인듐과 나머지가 납으로 구성되고 약 173℃의 용융 온도를 갖는 도금을 
이용하여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채택될 수 있다. 상기 상호 접속부는 상술된 실시예
와 유사한 납 범프 또는 공정점에 가까운 주석-납 합금으로 구성되는 범프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납땜 
합금은 구리 또는 소량의 다른 합금을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용을 위해 합금을 선택하는 것에 있
어서, 최종 본드를 약화시키는 원치 않는 금속간 페이스 형성을 방지하면서 재용융동안 도금과 범프사이
의 융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량을 납을 함유하는 합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부품은 회로판 위에 터미널부를 갖는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제1열의 범프와, 상기 
터미널부를 피하고 회로판을 향한 부품의 붕괴를 방지하는 스페이서로써 작용하도록 배치된 제2열의 범프
를 구비한다.

소정의 상호 접속부는 범프의 용융을 제어하기 위하여 재용융 시간을 제어하여 스페이서 범프가 없이 형
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서 범프는 상호 접속부 범프의 불균일한 용융으로 인한 곤란성
을 회피하고 더욱 균일한 간격을 얻기 위해 선택되었다. 예를 들면, 부품 표면의 모서리에 위치하는 적어
도 4개로 이루어지는 1열의 스페이서 범프는 부품의 붕괴를 방지하기에 적절하다. 상기 실시예에서,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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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범프가 유전체 기판을 향하여 접혀져 있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범프는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납땜 도금없이 궤적과 유사한 구리 패드를 향하여 접혀질 수 있다.

상술된 실시예에서, 인쇄 회로판 위의 회로 궤적의 터미널부는 터미널 패드와, 균일한 너비를 가지고 또
한 균일한 두께를 갖는 납땜 도금부를 보유하는 인접한 런너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런너에 
따라 터미널 패드의 너비는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최적의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납땜은 인접 런너보다 큰 높이를 갖는 범프를 형성하기 위해 터미널 패드에 제공될 수 있다. 본원에 참조
로써 합체된 1991년  8월  5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740,272호는 터미널 패드와 인접 런너부 사이를 연장
하는 전기 도금부로부터 인쇄 회로판 위에 납땜 범프형 터미널을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납땜 범프
형 터미널 패드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고용융 납땜 범프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어느 실시예로 기술하였지만, 상기 실시예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설정된 
범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독점적인 특성이나 특권을 청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음과 같은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에 의해 인쇄 회로판에 부착된 집적 회로부품을 포함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
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전체 기판에 부착되고, 터미널 패드와 이 패드에 연결된 
런너부위로 연속적으로 연장되며, 용융융점 온도를 가진 제1납땜 합금으로 구성된 납땜 도금부를 갖는 납
땜 합금으로 구성된 납땜 도금부를 부가로 포함하는 납땜 젖음가능한 궤적을 구비하는 인쇄 회로판을 제
조하는 단계와, 제1납땜 합금과 조성이 상이한 제2납땜 합금으로 구성되며, 제1납땜 합금의 용융 온도보
다 높은 용융 온도를 갖는 다수의 납땜 범프를 부품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범프가 터미널 패
드에서 납땜 도금부를 향해 놓이도록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부품을 회로판 위에 중첩시키는 단계
와; 상기 범프에 인접된 납땜 도금부를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시간동안에서 제2납땜 합금의 용융 온도보다 
낮고, 제1납땜 합금의 용융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상기 조립체를 가열하는 단계 및, 상기 부품을 회로판
에 결합시키는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납땜 합금을 재응고시키도록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도금부는 35 내지 45중량%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으로 구성된 공정점에 가까운 
주석-납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범프는 90중량%의 납을 함유하는 주석-납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4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에 의해 인쇄 회로판에 부착된 회로부품을 포함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전체 기판에 부착되고,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결합시키는 
터미널 패드와 부품에 의한 처리를 위해 상호 접속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상호 접속부로부터 전기 신
호를 전달받는 상기 패드에 결합된 런너부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터미널을 구비하고, 상기 각 패드로부
터 인접된 런너부 위를 연속하여 연장되며 용융 온도를 가지는 제1주석납 납땜 합금으로 구성될 수 있도
록 상기 터미널 위에 놓인 납땜 도금부를 부가로 구비하는 납땜 젖음가능한 금속 궤적을 갖는 인쇄 회로
판을 제조하는 단계와, 상기 제1합금과 조성이 상이한 제2주석-납땜 합금으로 구성되며 제1합금 용융 온
도보다 높은 용융 온도를 갖고, 그리고 상기 회로판의 터미널 패드 위에 중첩가능한 배열로 배치된 제1열
과, 상기 터미널 패드와 회피하는 배열로 배치된 제2열을 갖는 다수의 납땜 범프를 부품의 편평한 표면에 
부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열의 범프가 회로판의 터미널 패드에서 납땜 도금부를 향하여 놓이고, 상기 
제2열의 범프가 패드로부터 이격된 기판위에 놓이는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부품을 회로판 위에 중첩
시키는 단계와, 제1열의 범프와 접촉하는 액체 납땜 페이스(phase)를 형성하기 위하여 납땜 도금부를 용
융시키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제2납땜 합금 용융 온도보다 낮고 제1납땜 합금 용융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상기 조립체를 가열하여, 상기 제1열의 범프가 부품을 회로판을 향하여 하강되도록 액상으로 부분 용해되
며, 상기 제2열의 범프는 부품을 기판으로부터 이격 지지하도록 기판에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부품을 회
로판에 결합시키는 다수의 납땜 범프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납땜 페이스를 재응고시키도록 냉각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도금부는 35 내지 45중량%의 납과 나머지가 주석으로 구성된 공정점에 가까운 
주석-납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범프는 90중량%의 납과 나머지로 주석을 함유하는 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도금부는 전기 도금에 의해 궤적위에 침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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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단계는 40 내지 60초의 시간동안 200℃의 온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회로란 제조 단계는, 구리 도금부를 기판의 편평한 표면에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궤적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구리 도금부를 노출시키는 구멍을 갖는 중합체 마스크를 구리 도금부의 
영역에 제공하는 단계와, 납땜 도금부를 상기 노출된 구리 도금부 위에 전기 도금시키는 단계와, 상기 납
땜 도금부 주위의 구리 도금부의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를 
제거하여 기판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구리 에칭 용액으로 주변 영역을 처리하여, 납땜 도금부는 밑면에 깔
린 구리를 보호하여 궤적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
품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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