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1L 33/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61452
2005년06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5-7002228
(22) 출원일자 2005년02월07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2월0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3/009706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15756

국제출원일자 2003년07월30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2월19일

(30) 우선권주장 JP-P-2002-00233155 2002년08월09일 일본(JP)

(71) 출원인 스미토모덴키고교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사카후 오사카시 쥬오쿠 기타하마 4쵸메 5반33고

(72) 발명자 이시이, 다까시
일본 664-0016 효고껭 이따미시 고야끼따 1쪼메 1-1 스미토모덴키고
교가부시키가이샤 이따미 제작소 내
히가끼, 겐지로
일본 664-0016 효고껭 이따미시 고야끼따 1쪼메 1-1 스미토모덴키고
교가부시키가이샤 이따미 제작소 내
쯔즈끼, 야스시
일본 664-0016 효고껭 이따미시 고야끼따 1쪼메 1-1 스미토모덴키고
교가부시키가이샤 이따미 제작소 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청구 : 없음

(54) 서브 마운트 및 반도체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서브 마운트 및 그것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특정적으로는, 반도체 발광 소자를 탑재하는
서브 마운트 및 이 서브 마운트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는,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나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배경기술

  종래, 반도체 발광 소자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반도체 장치의 일종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브 마운트(3)에 반도체 발광 소자를 탑재함으로써 제조된다. 도 4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모식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반도체 장치(1)의 제조 방법에는, 우선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2)를
탑재하기 위한 서브 마운트(3)를 준비한다. 서브 마운트는, 세라믹의 기판(4)과, 이 기판 위에 형성된 티탄(Ti)을 포함하는
막 및 백금(Pt)을 포함하는 막으로 이루어진 적층막(Ti/Pt 적층막(5))과, 이 적층막 위에 형성된 전극층으로서의 금(Au)막
(6)과, 이 막 위에 형성된 백금(Pt)을 포함하는 땜납 배리어층(107)과, 이 배리어층 위에 형성된 금(Au) 주석(Sn)계 땜납을
포함하는 땜납층(108)으로 이루어진다. Ti/Pt 적층막, Au막, 땜납 배리어층 및 땜납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종래의 증착법,
스퍼터링법 혹은 도금법 등의 성막 방법 및 포토리소그래피법 혹은 메탈 마스크법 등의 패터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 마운트를 준비한 후, 서브 마운트의 땜납을 가열 용융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땜납 위의 소정의 위치에 탑재한다(다이 본드 공정을 실시함). 이 후, 도시하지 않은 히트 싱크에 서브 마운트
의 이면측을 땜납 등으로 접속·고정함으로써, 반도체 발광 소자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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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도체 발광 소자의 다이 본드 공정에서, 가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의 손상을 저감하기 위해, 상기
금주석계 땜납보다 용융 온도가 낮은 납(Pb) 주석(Sn)계 땜납이나 은(Ag) 주석(Sn)계 땜납이, 땜납층으로서 이용되는 경
우도 있다. 은 주석계 땜납을 이용한 경우, 동시에 납-프리화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면 CD 장치나 DVD 장치의 기입 속도의 고속화나 레이저 가공기의 고출력화 등에 따른 반도체 발광 소자의
고출력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이용되는 반도체 장치에는 보다 높은 실용 신뢰성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 실현을 위
한 하나의 요망 사항으로서, 반도체 발광 소자와 서브 마운트의 높은 접합 강도가 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발광 소자를 높은 강도로
접합하는 것이 가능한 서브 마운트 및 그 서브 마운트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서브 마운트는, 서브 마운트 기판과, 서브 마운트 기판의 주 표면 위에 형성된 땜납층을 구비한다. 용융 전
의 땜납층의 밀도가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서브 마운트에서는, 용융 전의 땜납층의 밀도가,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이기 때문에, 땜납층의 밀도가 높다. 그 때문에, 땜납층 위에 탑재되는 반도체 발광 소자와 서브 마운트와의 접
합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땜납층의 밀도가 이론 밀도의 50% 미만이면, 땜납층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접합 강도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없다. 땜납층의 밀도를 이론 밀도의 99.9%보다 크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바람직하게는, 땜납층은, 금 주석(AuSn) 합금, 은 주석(AgSn) 합금 및 납 주석(PbSn)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적어도 1종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땜납층은 은 주석계 땜납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 경우, 납-프리화를 실현
할 수 있음과 함께, 반도체 발광 소자의 접합 온도를 낮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
자의 손상을 저감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용융 전의 땜납층은, 서브 마운트 기판 위에 형성되어, 은(Ag)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1 층과, 제1 층 위에
형성되어, 주석(Sn)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 층을 갖는다. 제1 층으로서, 예를 들면 Ag막이 이용되며, 제2 층으로서, 예를
들면 Sn막이 이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서브 마운트는, 서브 마운트 기판과 땜납층 사이에 형성된 전극층을 더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전극층은 금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서브 마운트는, 땜납층과 전극층 사이에 형성된 땜납 밀착층을 더 구비한다. 땜납 밀착층은, 땜납층 측에
형성되고, 금(Au), 백금(Pt), 팔라듐(Pd) 및 이들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주성분으로 하는
귀금속층과, 전극층 측에 형성되고 티탄(Ti), 바나듐(V), 크롬(Cr), 지르코늄(Zr), 니오븀(Nb) 및 이들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이 원소층을 포함한다. 이 경우, 땜납의 접합 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천이 원소층은, 4A족 원소, 5A족 원소 또는 6A족 원소 및 그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주성
분으로 하는 층이어도 되고, 또한 조성이 상이한 복수의 층이 적층되어 있어도 된다.

  접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면에서, 천이 원소층 및 귀금속층의 막 두께는 0을 초과하고 1㎛ 이하인 것이 바
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천이 원소층의 막 두께는, 0.01㎛ 이상 0.2㎛ 이하이고, 귀금속층의 막 두께는, 0.01㎛ 이상
0.1㎛ 이하이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서브 마운트는, 서브 마운트 기판과 땜납층 사이에 형성된 밀착층과 확산 방지층을 더 구비한다. 서
브 마운트 기판의 주표면에 접촉하도록 밀착층이 형성되어 있고, 밀착층 위에 확산 방지층이 형성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밀착층은 티탄을 포함하며, 확산 방지층은 백금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서브마운트 기판은 질화 알루미늄(AlN) 소결체 또는 알루미나(Al2O3) 소결체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

게는, 서브 마운트 기판은 질화 알루미늄 소결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질화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방열 특
성이 우수한 서브 마운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브 마운트 기판은, 탄화 규소(SiC) 소결체 또는 구리 텅스텐(CuW) 합금
또는 복합체를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는, 전술 중 어느 하나의 서브 마운트와, 서브 마운트의 땜납층 위에 탑재된 반도체 발광 소자
를 구비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장치에서는, 반도체 발광 소자를 높은 강도로 서브 마운트에 접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반도체
장치의 실용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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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 모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 모식도.

  도 3은 도 2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모식도.

  도 4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모식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실시 형태 1)

  이하, 도면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도면에 있어서 동일 또는 상당하는 부분에는 동일
한 참조 번호를 붙여서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 1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 모
식도이다.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1)는 서브 마운트(3)와, 땜납층(8)에 의해 서브 마운트(3)에 탑재된 반
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2)를 구비한다. 땜납층(8)은, 땜납층(8)을 구성하는 은 주석계 땜납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의 밀도를 갖는다.

  서브 마운트(3)는 기판(4) 위에 Ti/Pt 적층막(5), 금(Au)막(6)과, 땜납 배리어층(107)과, 땜납층(8)이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도 1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1)의 제조 방법에서는, 우선 레이저 다이오드(2)를 탑재하기 위한 서브 마운트(3)를 준비
한다. 서브 마운트는, 세라믹의 기판(4)과, 이 기판 위에 형성된 티탄(Ti)을 포함하는 막(밀착층) 및 백금(Pt)을 포함하는
막(확산 방지층)으로 이루어진 적층막(Ti/Pt 적층막(5))과, 이 적층막 위에 형성된 전극층으로서의 금(Au)막(6)과, 이 막
위에 형성된 백금(Pt)을 포함하는 땜납 배리어층(107)과, 이 배리어층 위에 형성된 은(Ag) 주석(Sn)계 땜납을 포함하는 땜
납층(8)으로 이루어진다. Ti/Pt 적층막, Au막, 땜납 배리어층 및 땜납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종래의 증착법, 스퍼터링법 혹
은 도금법 등의 성막 방법 및 포토리소그래피법 혹은 메탈 마스크법 등의 패터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땜납층(8)을 구성하는 재질로서는, 은 주석 땜납뿐만 아니라, 금 주석 땜납 또는 납 주석 땜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땜납층(8)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도레 리서치 센터 THE TRC NEWS No.59(Apr.1997), pp.11-16
에 기재되어 있는 X선 반사율 측정(GIXR)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서브 마운트를 준비한 후, 서브 마운트의 땜납을 가열 용융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땜납 위의 소정의 위치에 탑재한다(다이 본드 공정을 실시함). 이 후, 도시하지 않은 히트 싱크에 서브 마운트
의 이면측을 땜납 등으로 접속·고정함으로써, 반도체 발광 소자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서브 마운트 및 반도체 장치에서는, 용융 전의 땜납층의 밀도가 이론 밀도에 대하여 50% 이상 99.9%
이하이기 때문에, 반도체 발광 소자와 서브 마운트의 접합 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장치의 실용 신뢰
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 형태 2)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 2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 모식도이다. 또한, 도 3은 도 2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
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모식도로, 땜납 용융 전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1)는, 서브 마운트(3)에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2)가 탑재된 구
조를 갖고 있다. 서브 마운트는, 예를 들면 질화 알루미늄(AlN) 소결체로 이루어진 서브 마운트용 기판(4)과, 밀착층으로
서의 티탄(Ti)막(5b) 및 확산 방지층으로서의 백금(Pt)막(5a)의 적층막(5)(Ti/Pt 적층막(5))과, 이 Ti/Pt 적층막(5) 위에
형성된 전극층으로서의 금(Au)막(6)과, 이 Au막 위에 형성되어, 천이 원소층으로서의 티탄(Ti)막(7b) 및 귀금속층으로서
의 백금(Pt)막(7a)의 적층으로 이루어진 땜납 밀착층(7)과, 땜납 밀착층 위에 형성된 땜납층(8)으로서의 은 주석(AgSn)계
땜납으로 이루어진다.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와, 서브 마운트는, 땜납층에 의해서 접속되어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
의 폭과, 땜납층의 폭과, 땜납 밀착층의 폭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땜납 용융 전 또는 용융 후의 상태에서, 땜납층의 폭 및
길이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폭 및 길이 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땜납 밀착층의 폭 및 길이는, 땜납층의 폭 및 길이 보다
도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

  도 2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에서는, 서브 마운트를 구성하는 기판의 재료로서, 세라믹스, 반도체, 혹은 금속을 이용해도 된
다. 세라믹스로서는, 예를 들면 전술한 질화 알루미늄(AlN), 산화 알루미늄(Al2O3), 탄화 규소(SiC), 질화 규소(Si3N4) 등

을 주성분으로 한 것을, 반도체로는, 예를 들면 실리콘(Si)을 주성분으로 한 것을, 금속으로는, 예를 들면 구리(Cu), 텅스텐
(W), 몰리브덴(Mo), 철(Fe) 및 이들을 포함하는 합금 및 구리 텅스텐(CuW)과 같은 복합 재료를, 각각 예로 들 수 있다.

  기판은,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열전도율은, 바람직하게는 100W/mK 이상이고, 보다 바
람직하게는 170W/mK 이상이다. 또한, 그 열팽창 계수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재료의 열팽창 계수에 근사하고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가 갈륨 비소(GaAs) 혹은 인듐 인(InP)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기판의 열팽
창 계수는, 바람직하게는 10×10-6/K 이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5×10-6/K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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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4)에 세라믹을 이용한 경우, 그 상면과 그것에 대향하는 하면 사이를 접속하는 관통 홀 혹은 그 내부에 도체(비아필)
가 충전된 비아홀이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비아홀에 충전되는 도체(비아필)의 주성분으로는, 바람직하게는 고융점 금속,
특히 텅스텐(W)이나 몰리브덴(Mo)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티탄(Ti) 등의 천이 금속, 혹은 글래스 성분이나 기판
재료(예를 들면 질화 알루미늄(AlN))가 더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바람직하게는 Ra에서 1㎛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Ra에서 0.1㎛ 이하이다. 또한, 그 평면도는,
바람직하게는 5㎛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 이하이다. Ra가 1㎛를 초과하거나 평면도가 5㎛를 초과하는 경우, 레이저
다이오드의 접합 시에 서브 마운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그에 의하여 레이저 다이오드를 냉각하는 효과가 저
하하는 것이 있다. 또한, 표면 거칠기 Ra 및 평면도는 JIS 규격(각각 JISB0601 및 JISB0621)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Ti/Pt 적층막을 구성하는 Ti막(티탄(Ti)을 포함하는 막)은, 기판과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밀착층으로, 기판의 상
부 표면에 접촉하도록 형성된다. 그 재료로는, 예를 들면 (Ti), 바나듐(V), 크롬(Cr), 니켈 크롬 합금(NiCr), 지르코늄(Zr),
니오븀(Nb), 탄탈(Ta), 및 이들의 화합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판이 금속, 합금 혹은 금속을 포함하는 복합 재료인 경
우에는, 밀착층은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Ti/Pt 적층막을 구성하는 백금(Pt)막은 확산 방지층이고, Ti막의 상부 표면 위에 형성된다. 그 재료로는, 예를 들면
백금(Pt), 팔라듐(Pd), 니켈 크롬 합금(NiCr), 니켈(Ni), 몰리브덴(Mo)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극층의 주성분은, 통
상 Au가 이용된다.

  또한, 땜납 밀착층과 전극층 사이에 땜납 배리어층이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그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백금(Pt), 니켈 크
롬 합금(NiCr), 니켈(Ni)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땜납 배리어층의 폭 및 길이는, 땜납 밀착층의 이들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

  또한, 땜납층의 재료로는, 전술한 은 주석(AgSn)계 땜납 외에, 예를 들면 주석(Sn), 인듐(In) 등의 저융점 금속 땜납, 또
는, 금 주석(AuSn)계 땜납, 금 게르마늄(AuGe)계 땜납, 납 주석(PbSn)계 땜납, 인듐 주석(InSn)계 땜납 등의 합금 땜납,
혹은 이들을 조합한 땜납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용융 전의 땜납층의 형태로는, 예를 들면 도 3의 참조 부호 8a, 8b로 나
타낸 바와 같이, 상기한 합금 땜납의 별개의 금속종이 적층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땜납층에 은 주석(AgSn)계 땜납을 이
용하는 경우의 은(Ag)량은, 0질량% 이상 72질량% 이하, 금 주석(AuSn)계 땜납을 이용하는 경우의 금(Au)량은, 65질량%
이상 85질량% 이하 혹은 5질량% 이상 20질량%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술한 Ti/Pt 적층막, Au막, 땜납 밀착층, 땜납 배리어층 및 땜납층을, 총칭하여 이하 메탈라이즈층이라고도 한다.
메탈라이즈층의 형성 방법으로는, 종래부터 이용되고 있는 성막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착법, 스퍼터링법 등
의 박막 형성 방법, 혹은 도금법 등이 있다. 또한, 전술한 Ti/Pt 적층막, Au막, 땜납 밀착층 및 땜납층의 패터닝 방법에는,
예를 들면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리프트오프법, 화학 에칭법, 드라이 에칭법, 또는 메탈 마스크법 등이 있다.

  전술한 Ti/Pt 적층막의 티탄(Ti)막의 두께는, 0.01㎛ 이상 1.0㎛ 이하, 백금(Pt)막의 두께는, 0.01㎛ 이상 1.5㎛ 이하가,
각각 바람직하다. 전극층으로서의 Au막의 두께는, 0.1㎛ 이상 10㎛ 이하가, 땜납층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1㎛ 이상 10
㎛ 이하가, 각각 바람직하다. 땜납 배리어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01㎛ 이상 1.5㎛ 이하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발광 소자의 재료로는, 예를 들면 GaAs계, InP계, GaN계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를 예로 들 수 있다. 발
광부는, 상면 혹은 하면 중 어느 하나라도 된다. 또한, 하면 발광형 레이저 다이오드(레이저 다이오드와 땜납층과의 접합부
에 대향하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측면측에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방식)의 경우, 발열부인 발광부가
기판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의 방열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표면에는 실리콘 산화막(SiO2) 등의 절연층 및 전극층 등의 메탈라이즈층이 형성된다. 전극층으로서

의 금(Au)층의 두께는, 땜납층과의 양호한 습윤성을 확보하기 위해, 0.1㎛ 이상 1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2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히트 싱크에 땜납 등을 이용하여 접속되어 있어도 된다. 구체
적으로는, 기판의 Ti/Pt 적층막이 형성된 면과는 반대측의 면 위에 밀착층, 확산 방지층 등을 형성한 후, 예를 들면 기판의
이면과 히트 싱크 사이에 시트 형상의 땜납(땜납 박)을 배치하고, 이것을 통하여 서브 마운트에 히트 싱크가 접합된다. 또
한, 땜납 박은, 미리 기판 이면의 메탈라이즈층 위에 형성해도 된다. 그 경우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히트 싱크를 동시에 기
판에 접합할 수 있다.

  히트 싱크의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금속 혹은 세라믹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속으로서는, 예를 들면 구리(Cu), 알루미
늄(Al), 텅스텐(W), 몰리브덴(Mo),철(Fe), 이들의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 및 복합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땜납 접합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히트 싱크의 표면에는 니켈(Ni), 금(Au) 또는 이들의 금속을 포함하는 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들의 막은, 증착법이나 도금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히트 싱크의 열전도율은, 바람직하게는 100W/mK 이상이다.

  다음으로, 도 3을 이용하여, 도 2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질화 알루미늄 소결체를 기판으로 한 경우를 상정
하여 설명한다.

  우선 제1 공정으로서 기판을 제조한다. 이 종류의 서브 마운트는 길이, 폭이 겨우 수㎜ 정도로 작기 때문에, 통상은 예를
들면 길이, 폭이 50㎜ 정도의 기판 모재를 제작하고, 이것에 메탈라이즈층을 형성한 후, 소정 사이즈로 미세하게 절단 분할
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이하, 이 수순을 따라 설명한다. 따라서, 이 공정에서의 기판 모재의 사이즈는, 예를 들면 폭을 50
㎜, 길이를 50㎜, 두께를 0.4㎜로 한다. 또한, 기판 재료인 질화 알루미늄(AlN) 소결체의 제조 방법에는, 통상의 방법이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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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2 공정에서 기판의 표면을 연마한다. 연마 후의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바람직하게는 Ra에서 1.0㎛ 이하, 보
다 바람직하게는 0.1㎛ 이하로 한다. 연마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연삭반, 샌드 블러스트, 샌드페이퍼 또는 지립에 의한
연마 등의 통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밀착층으로서의 Ti막(5b), 확산 방지층으로서의 Pt막(5a) 및 전극층으로서의 Au막
(6)을 소정의 패턴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제3 공정으로서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이 레지스트의 패터닝에서는, 예를
들면 포토리소그래피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막이 형성되어야 하는 영역 외의 기판 부분에 레지스트막을 형성한다.

  제4 공정은, 밀착층인 Ti막을 증착하는 공정이다. 막의 두께는, 예를 들면 0.1㎛로 한다.

  제5 공정은, 밀착층 위에 확산 방지층인 Pt막을 형성한다. 막의 두께로서는, 예를 들면 0.2㎛로 한다.

  제6 공정에서는, 전극층인 Au막을 증착한다. 막의 두께는, 예를 들면 0.6㎛로 한다.

  제7 공정은 리프트오프 공정이다. 이 공정에서는 제3 공정의 패터닝 공정에서 형성한 레지스트막을, 레지스트 박리액에
의해서, 그 레지스트막 위에 실린 밀착층, 확산 방지층 및 전극층 각각의 막의 부분과 함께 제거한다. 그 결과, 기판 위에 소
정의 패턴을 갖는 3개의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제8 공정에서는, 땜납 밀착층을 증착한다. 여기서는, 메탈 마스크법을 이용하여 전극층 위에 천이 원소층으로서의 Ti막
(7b), 계속해서 귀금속층으로서의 Pt막(7a)을 각각 증착한다. 이 때 형성되는 Ti막과 Pt막의 두께는, 각각 예를 들면 0.08
㎛ 및 0.05㎛로 한다.

  다음으로, 제9 공정으로서 진공 증착법에 의해, 땜납 밀착층 위에 땜납층(8)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메탈 마스크법을 이
용하여,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땜납 밀착층 위에 Ag/Sn 적층 땜납층으로서의 Ag막(8b)을 증착하고, 계속해서 Sn막
(8a)을 증착한다. 이 때 형성되는 Ag막과 Sn막의 두께는, 각각 예를 들면 1.5㎛ 및 3.0㎛로 한다.

  땜납층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성막 분위기로부터 수분이나 산소 등의 불순물 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성막 전의 챔버 내의
압력(도달 진공도)은, 5.0×10-4㎩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10-4㎩ 이하이다. 또한, 땜납층
의 땜납 밀착층에 대한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땜납층의 성막 시의 기판의 표면 온도는, 20℃ 이상이고, 땜납의 액상
생성 온도보다도 10℃ 낮은 온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땜납층(8)을 형성하는 공정에서는, 땜납층(8)의 밀도를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는,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땜납층(8)의 성막 속도를 1.3㎚/초 이상으로 하면 된다. 성막 속도를 높이면 밀도가 향상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성막 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땜납층을 구성하는 원자가 안정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땜납층 내에 원자를 최밀하게 충전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땜납층의 밀도가 작아진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성막 속도가 큰 경우에는, 땜납층을 구성하는 원자는, 안정된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다른 원자에 둘러싸여
이동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땜납층 내에 원자를 최밀에 가까운 상태에서 충전할 수 있어, 땜납층의 밀도가 커진다고 생
각된다.

  또한, 소정의 패턴을 갖는 땜납 밀착층 및 땜납층의 형성 방법으로는, 전술한 메탈 마스크법 대신에 전술한 포토리소그래
피법을 이용해도 된다.

  다음으로, 제10 공정에서, 그 모재 기판을 원하는 서브 마운트의 길이, 폭으로 절단 분할하여, 도 2에 도시한 서브 마운트
(3)를 얻는다.

  다음의 제11 공정에서는,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의 레이저 다이오드(2)를 접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열에 의해 용융한 땜납층(8)의 위에, 화살표(9)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소자를 배치하여, 땜납층에 의해서 서
브 마운트에 접합한다. 이와 같이 하여, 도 2의 반도체 장치(1)가 완성된다.

  이상의 실시 형태 2에 따른 땜납층(8)은, 실시 형태 1의 땜납층(8)과 같이 은 주석계 땜납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의 밀도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서브마운트 및 반도체 장치에서는, 용융 전의 땜납층의 밀도가 이론 밀도에 대하여 50% 이상
99.9% 이하이기 때문에, 반도체 발광 소자와 서브 마운트의 접합 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장치의 실
용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샘플의 제작과 평가)

  이하의 방법에 의해, 표 1에 나타내는 시료 1 내지 11의 서브 마운트를 제조했다. 시료 2 내지 11이 실시예에 대응하고,
시료 1이 비교예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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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선, 표 1에 도시한 재질의 기판을 준비했다. 치수는 모두, 세로×가로×두께가 50㎜×50㎜×0.4㎜로 했다. 이 기판의 표
면을 연마하여, 주표면(4f)의 거칠기 Ra를 0.05㎛로 했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리프트오프법과 진공 증착
법에 의해, 두께가 0.1㎛인 Ti막(5b)와 두께가 0.2㎛인 Pt막(5a)와 두께가 0.6㎛인 Au막(6)으로 이루어진 메탈라이즈층
을 형성했다. 또한, 시료 8에 대해서는, 상기 메탈라이즈층 대신에 두께가 1.0㎛인 Ni 도금막과 두께가 1.0㎛인 Au 도금막
으로 이루어진 메탈라이즈층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땜납 밀착층(7)이 되는 천이 원소층(Ti, 두께 0.06㎛) 및 귀금속층(Pt, 두께 0.05㎛)를 메탈 마스크법과 진공
증착으로 메탈라이즈층 위에 형성했다.

  그 후, 모든 시료에 대하여, 땜납층(8)을 메탈 마스크법과 진공 증착으로 형성했다. 땜납층의 조성, 막 두께 및 성막 속도
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중 「땜납 조성비」는, 땜납층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다. 「땜납 상대 밀
도」는,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에 대한 땜납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또한, 기판(4)을 절단함으로써, 세로×가로×두께가 1.2㎜×1.5㎜×0.3㎜인 서브 마운트를, 각각의 시료 1 내지 11에 대
하여, 10개씩 제작했다. 그리고,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땜납층을 질소 분위기 속에서 가열에 의해 용융시켜 레이저 다이오
드(2)를 접합했다. 그 접합 온도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반도체 장치(1)(도 1 참조)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서브 마운트에 대한 접합 강도를 MIL-STD-
883C METHOD 2019.4에 기초한 다이시어 시험(DIE SHEAR STRENGTH TEST)에 의해 측정하여, 각 시료 번호의 10
개의 시료의 접합 강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도 표 1에 나타낸다.

  표 1의 결과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서브 마운트 및 반도체 장치에서는, 비교예의 것들에 비교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와
서브 마운트의 접합 강도가 향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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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 속도와 땜납층의 밀도와의 관계)

  땜납층의 성막 속도를 여러가지로 변화시켜서, 성막 속도와 땜납층의 밀도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땜납층의 성막
속도가 1.3㎚/초 이상이면,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에 대한 땜납층의 밀도가 50% 이상 99.9% 이하로 되고,
또한 땜납층의 성막 속도가 1.8㎚/초 이상 10㎚/초 이하이면,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에 대한 땜납층의 밀도
가 80% 이상 99.9% 이하로 되며, 이들의 범위에서 특히 바람직한 접합 강도가 얻어졌다.

  금회 개시된 실시 형태 및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시이고 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야 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실시 형태 및 실시예가 아니고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나타내고,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의 의미 및 범위 내에
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브 마운트 기판과,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의 주 표면 위에 형성된 땜납층을 구비한 서브 마운트로서,

  용융 전의 상기 땜납층의 밀도가 상기 땜납층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인 서브 마운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층은, 금 주석 합금, 은 주석 합금 및 납 주석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포함하는 서
브 마운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용융 전의 상기 땜납층은,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 위에 형성되며, 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1 층과, 상기 제1 층 위에 형성
되며, 주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 층을 갖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과 상기 땜납층 사이에 형성된 전극층을 더 구비한 서브 마운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층은 금을 포함하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층과 상기 전극층 사이에 형성된 땜납 밀착층을 더 구비하고, 상기땜납 밀착층은, 상기 땜납층 측에 형성되고
금, 백금, 팔라듐 및 이들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주성분으로 하는 귀금속층과, 상기 전극
층 측에 형성되고 티탄, 바나듐, 크롬, 지르코늄, 니오븀 및 이들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을 주
성분으로 하는 천이 원소층을 포함하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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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과 상기 땜납층 사이에 형성된 밀착층과 확산 방지층을 더 구비하고,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의 주
표면에 접촉하도록 상기 밀착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밀착층 위에 상기 확산 방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밀착층은 티탄을 포함하며, 상기 확산 방지층은 백금을 포함하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마운트 기판은 질화 알루미늄 소결체 또는 알루미나 소결체를 포함하는 서브 마운트.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서브 마운트와, 상기 서브 마운트의 상기 땜납층 위에 탑재된 반도체 발광 소자를 구비
한 반도체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높은 접합 강도로 반도체 발광 소자를 부착할 수 있는 서브 마운트를 제공한다. 서브 마운트(3)는, 기판(4)과,
기판(4)의 주 표면(4f) 위에 형성된 땜납층(8)을 구비한다. 땜납층(8)의 밀도가 땜납층(8)을 구성하는 재질의 이론 밀도의
50% 이상 99.9% 이하이다. 땜납층(8)은, 금 주석 합금, 은 주석 합금 및 납 주석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
어도 1종을 포함한다. 용융 전의 땜납층(8)은, 기판(4) 위에 형성되고, Ag막(8b)과, Ag막(8b) 위에 형성된 Sn막(8a)을 갖
는다. 서브 마운트(3)는 기판(4)과 땜납층(8) 사이에 형성된 Au막(6)을 더 구비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레이저 다이오드, 히트 싱크, 땜납층, 메탈 마스크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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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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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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