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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심사관 : 홍근조

전체 청구항 수 : 총 46 항

(54) 컬럼/볼 그리드 어레이, 유기 인터포저 및 수동 소자어셈블리를 위한 무연 합금

(57) 요약

전자 패키징을 위한 무연 솔더 계층 구조물은 유기 인터포저(50)를 포함한다. 상기 어셈블리는 또한 언더필 물질(80)뿐만

아니라 수동소자(100)를 포함할 수 있다. 무연 솔더 계층은 또한 열발산판(75)을 회로 칩(10)에 부착하기 위한 무연 솔더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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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off-eutectic)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

성물보다 낮은 액상점(liquidus temperature)을 가짐- 와,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유기 인터포저(organic interposer)(50)와,

상기 유기 인터포저(5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는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

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를 덮는 제1 언더필 캡슐화 물질(80)을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를 덮는 제2 언더필 캡슐화 물질(90)을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

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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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는 캐패시터, 저항 및 서미스터(thermistor) 중 하나인 솔더 상호연

결 구조물.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및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솔더 컬럼(column)인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및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솔더 볼(ball)인 솔더 상호

연결 구조물.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Pb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

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In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

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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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

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유기 인터포저(50)와,

상기 유기 인터포저(5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는 거의

유테틱한 Sn/Pb 솔더 조성물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7.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

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2.0 중량%와 Ag 2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400℃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inter-metallic) 페

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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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2.0 중량%와 Ag 2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400℃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inter-metallic) 페

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5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는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3.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

2 어레이(43)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

을 가짐- 와,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의 제2 측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유기

인터포저(50)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5)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보다 낮은 액

상점을 가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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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 인터포저(5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17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는 솔더 컬럼인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6.

제17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는 솔더 볼인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2)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

(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2)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

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2)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

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0.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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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

2 어레이(43)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

짐- 와,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5)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의 제2 측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유기 인터포저(50)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5)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보

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유기 인터포저(50)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유

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1.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

2 어레이(43)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보다 낮은 액

상점을 가짐- 와,

제4 무연 솔더 조성물(45)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

(70) -상기 제4 무연 솔더 조성물(45)은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2.

제23항 또는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2.0 중량%와 Ag 2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400℃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inter-metallic) 페

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inter-metallic) 페

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5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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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

션의 제2 어레이(43)와,

제3 무연 솔더 조성물(45)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

(70) -상기 제3 무연 솔더 조성물(45)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72.0 중량%와 Ag 2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

산된 그레인과 약 400℃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inter-metallic) 페

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55℃의 액상점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5.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와,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

2 어레이(43)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

을 가짐- 와,

제3 무연 솔더 조성물(46)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

(70) -상기 제3 무연 솔더 조성물(46)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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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Pb 솔더 조성물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솔더 조성물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8.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In 솔더 조성물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를 더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39.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에 있어서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10)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는 칩 캐리어(20)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

2 어레이(43)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

짐- 와,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46)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

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청구항 40.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계층 구조물에 있어서

전자 모듈(65)과,

무연 솔더 조성물(67)이 있는 상기 모듈(65)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컬럼의 어레이(66)와,

Sn/Pb 솔더 조성물(68)에 의해 상기 솔더 컬럼의 어레이(66)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70)

를 포함하는 솔더 계층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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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78 중량%와 Ag 22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82 중량%와 Ag 18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3.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72 중량%와 Ag 28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4.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96.5 중량%와 Ag 3.5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

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5.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93 중량%와 Cu 7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6.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97 중량%와 Cu 3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7.

제 4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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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약 Sn 99.3 중량%와 Cu 0.7 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 중량%

와 Pb 37 중량%로 구성되는 솔더 계층 구조물.

청구항 48.

열발산판(heat sink)을 회로 칩에 부착하기 위한 무연 솔더 구조물에 있어서

회로 칩(10)과,

상기 칩상의 금속화된 층과,

열발산판(75)과,

상기 열발산판상의 금속화된 층과,

상기 열발산판을 상기 칩에 연결하는 무연 솔더(76)

를 포함하는 무연 솔더 구조물.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76)는 약 Sn 72에서 96.5 중량%와 Ag 28에서 3.5중량%로 구성되는 Sn/Ag 솔더 조성

물인 무연 솔더 구조물.

청구항 50.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76)는 약 Sn 93에서 99.3 중량%와 Cu 7에서 0.7중량%로 구성되는 Sn/Cu 솔더 조성물

인 무연 솔더 구조물.

청구항 51.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솔더(76)는 Sn/Ag/Sn 층으로 이루어진 솔더 프리폼(layered solder preform)인 무연 솔더

구조물.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무연 층으로 이루어진 솔더 프리폼은

약 10 mil 두께의 Sn 제1 층과,

약 5 mil 두께의 Ag 층 -상기 Ag 층은 상기 Sn 제1 층과 접촉함- 과,

약 10 mil 두께의 Sn 제2 층 -상기 Sn 제2 층은 상기 Ag 층과 접촉함-

을 포함하는 무연 솔더 구조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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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패키징에 관한 것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세라믹 패키지가 있는 수동 소자 및 유기 기판의 어셈블

리를 위한 무연 솔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칩 캐리어는 솔더 합금을 포함하는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 또는 컬럼 그리드 어레이(column grid array)

에 의해 회로 보드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솔더 합금은 전형적으로 Pb/Sn의 유테틱(eutectic) 합금 조성물을 포함한다.

칩 캐리어는 전형적으로 반도체 칩을 운반하는 세라믹 기판이다. BGA는 회로 보드 및 기판상에 패드를 연결시키키 위하여

납땜되는 솔더 볼 어레이로 구성된다.

본 명세서에서 참조 되는 미국 특허 No. 6,333,563(Jackson 외)에서는 높은 계수(modulus)의 언더필(underfill) 물질을

이용해 세라믹 모듈에 부착하는 유기 인터포저(interposer)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상기 유기 인터포저는 유기 보

드에 결합된다. 이러한 어셈블리는 상기 BGA 전기적 상호연결의 피로수명(fatigue life)을 증가시킨다. 상기 어셈블리는

당해분야에서 공지된 규격 Pb/Sn 솔더를 이용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소자 어셈블리에 대해 무연 솔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어떠한 무연 상호연결 구조물이라도

다양한 솔더 조인트와 관련된 온도 계층을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래의 칩 결합과 카드 어셈블리에 대한 볼 그리

드 어레이뿐만 아니라 유기 인터포저와 수동 소자 어셈블리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 처리되는 다른 문제점은 회로 칩의 냉각에 관한 것이다. 회로 칩 냉각에 관한 현재의 열적 해결책은 열발산

판(heat sink)을 칩에 납땜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솔더는 다양한 모듈 상호연결 소자의 온도 요건에 따라 유테틱 PbSn 또

는 Pb와 Sn의 여러가지 조합이다. 무연솔더로 추세가 이동함에 따라, 전형적으로 열발산판은 카드 어셈블리에 대한 제2

레벨 모듈보다 먼저 칩에 부착되므로 납땜된 칩/열발산판 인터페이스는 솔더 계층 구조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유기 인터포저를 포함하는 전자 패키징을 위한 무연 솔더 계층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캐패시터나 저항과 같은 수동 소자를 포함하는 전자 패키징을 위한 무연 솔더 계층 구조물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로 칩에 대한 열발산판의 부착을 위한 무연 솔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이 첨부한 도면들과 같이 고려된 이하의 설명을 참조하여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특징은 새로운 것으로 본 발명의 요소의 특성은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도면들은 단지 예시의

목적이며 스케일링되게 도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 방법은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이 제공되며, 상기 구조물은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가 있는 칩 캐리어의 상단 표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

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off-eutectic)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상기 칩 캐리어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는 제2 무연 오프-유

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liquidus temperature)을 가짐- 와,

상단 표면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에 부착되는 유기 인터포저(organic interpos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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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 인터포저의 하단 표면에 부착된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는 제3 무연 오프-

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

은 액상점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에 상단 측면이 부착된 회로 보드를 포함한다.

회로 보드 솔더 컨넥션에 대한 상기 유기 인터포저는 선택적으로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될 수 있다. 상기 구조물은

또한 칩 대 칩 및 칩캐리어 대 인터포저 인터페이스에서 수동 소자와 언더필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이 제공되며, 상기 구조물은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가 있는 칩 캐리어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회로 칩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

1 어레이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짐- 과,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컨넥션의 제2 어

레이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에 의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의 제2 측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유기

인터포저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상기 유기 인터포저의 하단 표면에 부착되는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는 제4 무연 오프

-유테틱 솔더 조성물을 가지며, 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가짐- 와,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에 부착되는 상단 표면을 갖는 회로 보드를 포함

한다.

회로 보드 솔더 컨넥션에 대한 상기 유기 인터포저는 선택적으로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계층 구조물이 제공되며, 상기 구조물은

전자 모듈과,

무연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모듈의 하단 측면에 부착되는 제1 말단을 갖는 솔더 컬럼(column)의 어레이와,

Sn/Pb 솔더 조성물에 의해 상기 솔더 컬럼의 어레이의 제2 말단에 부착되는 상단 측면을 갖는 회로 보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회로 칩에 열발산판을 부착하기 위한 무연 솔더 구조물이 제공되며, 상기 구조물은

회로 칩과,

상기 칩상의 금속화 층과,

열발산판과,

상기 열발산판상의 금속화 층과,

상기 열발산판을 상기 칩에 연결시키는 무연 솔더를 포함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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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유기 인터포저, 열발산판, 수동 소자를 포함하는 복잡한 모듈 어셈블리들에 무연 솔더 솔루션이 적용되

도록 하는 무연 솔더 온도 계층을 채택하는 다양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무연 솔더 합금의 이용을 채택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Sn 90.0 내지 99.0 중량%,

Cu 10.0 내지 1.0중량% 로 구성되며 280℃ 이상의 용융 온도의 중간금속성(inter-metallic)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

는 93Sn/7Cu 및 97Sn/3Cu 이며, 두가지 조성물 모두 SnCu 중간금속성 페이즈(phase)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dispered

grain)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은 Sn 70.0 내지 96.0중량%, Ag 30.0 내지 4.0중량% 로 구성되며 280℃

이상의 용융 온도의 중간금속성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72Sn/28Ag, 78Sn/22Ag 그리고 82Sn/18Ag 이며, 모든 조

성물은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가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회로 칩(10)은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

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약 Sn 72.0 중량%와 Ag 28.0중량%의 조

성물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400℃의 액상점을 갖는다.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가 상기 칩 캐리어(20)를 유기 인터포저(50)에 부착하는데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솔

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

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약 Sn 78.0 중량%와 Ag 22.0 중량%의

조성물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과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다.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가 상기 유기 인터포저(50)를 인쇄회로보드(70)에 부착하는데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

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의 조성물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다. 상기 유기 인터포저(50)는 상기 회로보드(70)과 유사한 팽창 계수

를 갖는 물질로부터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상기 유기 인터포저(50) 또는 상기 회로보드(70)는 FR4, 표면

라미네이트(laminate) 회로가 있는 FR4, 또는 적어도 하나의 금속과 적어도 하나의 폴리이미드(polyimide)층이 있는 유기

캐리어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또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를 덮는 제1 언더필 캡

슐화 물질(8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를 덮는 제2 언더

필 캡슈화 물질(90)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언더필 물질(80, 90)은 상기 칩(10)을 상기 칩 캐리어(20)에 또는 상기 유기 인

터포저(50)를 상기 칩 캐리어(20)에 결합시키며 자유롭게 확장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높은 계수 물질이 바람직하다. 통상

이용가능한 언더필 물질의 실례는 Dexter의 Hysol 4526과 Johnson Mathey의 8800 시리즈 언더필이다.

상기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또한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된 수동 소자(100)로 구성될 수 있다. 전형적인 수동 소자는

캐패시터, 저항, 서미스터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수동 소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

은 액상점을 갖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0)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조성물(110)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 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

지며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조성물(110)은 78Sn/22Ag 이나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0)는 약 Sn 82.0 중량%와 Ag 18.0중량%의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되며, SnAg 중간

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다.

도 1에 도시된 상기 솔더 컨넥션(30, 40, 60)은 솔더 볼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솔더 볼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라

면 이러한 솔더 컨넥션은 "컬럼", "스프링", "s-컨넥터", "c-컨넥터", "캔틸레버 빔" 또는 다른 솔더 조인트 어셈블리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모든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어셈블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동 소

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b/Pb 솔더 조성물이 있는 챕 캐리어

(20)에 부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또는

Sn/In 솔더 조성물중 하나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0)는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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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0 중량%와 Pb 37.0 중량%의 유테틱 조성물

이다. 그러나 약 Sn 58에서 70 중량%과 Pb 42에서 30 중량% 범위내의 약간의 오프-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또한 이

용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동 소자를 포함하나 유기 인터포저는 없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이 도시

되어 있다. 적어도 하나의 회로 칩(10)이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된다. 이

전 실시예와 같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약 Sn

72.0 중량%와 Ag 28.0 중량%,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400℃의 액상점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가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

성물(110)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조성물(110)은 약 Sn 78.0 중

량%와 Ag 22.0 중량%,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다. 다른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조성물(110)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 중량%의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다.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1)가 상기 칩 캐리어(20)를 회로보드(70)에 부착하는데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

넥션의 제2 어레이(41)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1)는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의 조성물을 가지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다.

도 2에 도시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 또한 모든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어셈블리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동

소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Pb 솔더 조성물을 갖는 상기 칩 캐

리어(20)에 부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또는

Sn/In 솔더 조성중 하나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1)는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42)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0 중량%와 Pb 37.0 중량%의 유테틱 조성물이

다. 그러나 약 Sn 58에서 70중량%와 Pb 42에서 30 중량%의 범위내의 오프-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회로 칩(10)이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약 Sn 72.0 중량%와 Ag 28.0 중량%로

구성되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400℃의 액상점을 갖는다.

상기 칩 캐리어(20)를 유기 인터포저(50)에 부착하기 위하여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가 이용된다. 솔더 컨넥션(43)

의 제1 말단이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이 있

는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 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75℃의 액상점을 갖는

다. 솔더 컨넥션(43)의 제2 말단은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3 무연 오프-

유테틱 솔더 조성물(45)이 있는 상기 유기 인터포저(5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

더 조성물(45)은 약 Sn 82.0중량%와 Ag 18.0 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다.

상기 유기 인터포저(50)를 인쇄 회로 보드(70)에 부착하기 위하여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2)가 이용된다. 이 실시예에

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2)는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5)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2)는 약 Sn 95.5 중량%와

Ag 3.8 중량%와 Cu 0.7 중량%의 조성물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다.

도 3에 도시된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또한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되는 수동 소자(1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

에서 수동 소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

(112)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2)은 약

Sn 78.0 중량%와 Ag 22.0 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75℃의 액상점을 갖

는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5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2)은 78Sn/22Ag이나 상기 제2 무연 오프-유

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약 Sn 82.0중량%와 Ag 18.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

며 약 355℃의 액상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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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상기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모든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어셈블리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

동 소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Pb 솔더 조성물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또는

Sn/In 솔더 조성물중 하나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솔더 컨넥션의 제3 어레이(62)는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63)로 구

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약 Sn 63.0 중량%와 Pb 37.0중량%의 유테틱 조성물이다.

그러나 약 Sn 58에서 70중량%와 Pb 42에서 30 중량%의 범위내의 오프-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또한 이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수동 소자를 포함하나 유기 인터포저가 없는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이 도 4에 나타나있다.

적어도 하나의 회로 칩(10)이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가 있는 칩 캐리어(20)의 상단 표면에 부착된다. 상기 솔더 컨

넥션의 제1 어레이(30)는 제1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로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약 Sn 72.0중량%와 Ag 28.0중

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400℃의 액상점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수동 소자(100)가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

은 약 Sn 78.0중량%와 Ag 22.0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75℃의 액상점

을 갖는다.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가 회로 보드(70)에 상기 칩 캐리어(20)를 부착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솔더 컨넥션(43)의 제

1 말단이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

이 있는 상기 칩 캐리어(20)의 하단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은 약

Sn 82.0 중량%와 Ag 18.0 중량%이며, SnAg 중간금속 페이즈 구조물의 분산된 그레인을 가지며 약 355℃의 액상점을 갖

는다. 상기 솔더 컨넥션(43)의 제2 말단은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제4 무연 오프

-유테틱 솔더 조성물(45)이 있는 회로 보드(70)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4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

물(45)은 약 Sn 95.9중량%와 Ag 3.8중량%와 Cu 0.7 중량%이며 약 217℃의 액상점을 갖는다.

상기 실시예의 대안적으로, 상기 제2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111) 및 상기 제3 무연 오프-유테틱 솔더 조성물(44)

둘다 약 Sn 82.0중량%dhk Ag 18.0중량%일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상기 솔더 상호연결 구조물은 모든 무연 오프-

유테틱 솔더 어셈블리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동 소자(100)는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

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Pb 솔더 조성물이 있는 칩 캐리어(20)에 부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솔더 컨넥션의

제1 어레이(30)의 액상점보다 낮은 액상점을 갖는 Sn/Bi 또는 Sn/In 솔더 조성물중 하나가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

기 솔더 컨넥션의 제2 어레이(43)는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46)이 있는 회로 보드(70)에 부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상기 Sn/Pb 솔더 조성물(46)은 약 Sn 63.0중량%와 Pb 37.0중량%의 유테틱 조성물이다. 그러나 약 Sn 58에서

70중량%와 Pb 42에서 30 중량%의 범위내의 오프-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도 5에 나타나있다. 전자 패키지 상호연결을 위한 솔더 계층 구조물은 솔더 컬럼의 어레이(66)가

있는 회로 보드(70)에 부착되는 전자 모듈(65)로 구성된다. 상기 전자 모듈(65)은 수동 소자가 존재 또는 부존재하는 종래

의 세라믹 또는 유기 칩 캐리어일 수 있다. 상기 컬럼(66)의 제1 말단은 무연 솔더 조성물(67)이 있는 상기 모듈(65)의 하

단 측면에 부착된다. 상기 회로 보드(70)의 상단 표면은 유테틱 또는 유사 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에 의해 상기 솔더 컬

럼(66)의 어레이의 제2 말단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Sn/Pb 솔더 조성물은 Sn 63.0중량%와 Pb 37.0 중

량%의 유테틱 조성물이다. 그러나 약 Sn 58에서 70중량%와 Pb 42에서 30 중량%의 범위내의 오프-유테틱 Sn/Pb 솔더

조성물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Sn/Ag 솔더 조성물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에는 약 Sn 78 중량%와 Ag 22 중

량%, 약 Sn 82 중량%와 Ag 18 중량%, 약 Sn 72 중량%와 Ag 28 중량%, 약 Sn 96.5 중량%와 Ag 3.5 중량%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무연 솔더 조성물(67)은 Sn/Cu 솔더 조성물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에는 약 Sn 93 중량%와 Cu 7 중

량%, 약 Sn 97 중량%와 Cu 3 중량%, 약 Sn 99.3 중량%와 Cu 0.7중량%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무연 솔더(76)가 있는 회로 칩(10)에 열발산판(75)을 부착하기 위한 무연 솔더 구조물이 도

6에 도시되어있다. 칩(10)과 열발산판(75)의 메이팅(mating) 표면은 적당한 습윤(wettable) 표면(도시되어 있지는 않음)

등록특허 10-0647003

- 16 -



으로 니켈(nickel) 또는 금(gold)과 같은 것으로 금속화되며, 이는 당해분야에서 공지되어있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무연 솔

더(76)은 약 Sn 72에서 96.5중량%와 Ag 28에서 3.5 중량%으로 구성된 Sn/Ag 솔더 조성물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무연 솔더(76)는 약 Sn 93에서 99.3 중량%와 Cu 7에서 0.7 중량%으로 구성된 Sn/Cu 솔더 조성물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무연 솔더 구조물(76)은 Sn/Ag/Sn 층으로 이루어진 솔더 프리폼(layered solder preform)이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무연 층으로 이루어진 솔더 프리폼은 약 10 mil 두께의 Sn 제1층과; 약 5 mil 두께의 Ag 층(상기 Ag 층

은 상기 Sn 제1층과 접촉함)과; 약 10 mil 두께의 Sn 제2층(상기 Sn 제2층은 상기 Ag 층과 접촉함)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10 mil 두께(0.01 inch) Tin, 5 mil 두께(0.005 inch) Silver와 10 mil 두께(0.01 inch) Tin의 상기 층은 한

번 리플로우되면(reflowed) 80Sn/20Ag vol %의 오프-유테틱 SnAg 합금으로 될 수 있다. 리플로우 온도는 약 235℃일

수 있으나 오프-유테틱 열발산판/칩 솔더 열 인터페이스는 300℃ 이상의 온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법에서 통상적으로 가능한 Tin 및 Silver 리본(ribbon)은 상기 칩과 동일한 평면 영역 크기에 대하여 개략적으

로 자른다. 상기에서 설명된 Sn/Ag/Sn 층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구조물은 상기 칩의 금속화된(니켈/금 등등) 뒷면상에

배치되며 솔더 플럭스(flux)로 고정된다. 그 다음 금속화된 상기 열발산판이 칩상의 상기 층으로 이루어진 Sn/Ag/Sn 솔더

구조물상에 배치된다. 그 다음 상기 솔더 구조물을 녹이기 위하여 상기 어셈블리는 퍼니스(furnace) 리플로우된다. Tin의

상단 및 하단 층은 좋은 결합을 형성하며 상기 칩 및 열발산판상의 금속화된 층과 쉽게 반응한다. 남아있는 솔더는 리플로

우 동안 오프-유테틱 SnAg의 균일한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프리폼이 녹여지거나 리플로우되면 후속하는 모듈/카드 결합 어셈블리중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 계층

의 Sn/Ag 오프-유테틱 솔더링된 열 인터페이스가 된다. 각각의 층의 두께는 열발산판을 칩에 붙이는 리플로우중에 특정

솔더 구조물을 제공하기위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특별히 설명되는 이러한 실시예에 기초한 본 발명의 의도에 포함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다른 변경이 당업자

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들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칩/칩캐리어/유기 인터포저/회로 보드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도 2는 칩/칩캐리어/회로 보드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도 3은 솔더 컬럼을 이용한 칩/칩캐리어/유기 인터포저/회로 보드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도 4는 솔더 컬럼을 이용한 칩/칩캐리어/회로 보드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도 5는 솔더 컬럼을 이용한 칩/칩캐리어/회로 보드 어셈블리의 개략도이다.

도 6은 열발산판을 회로 칩에 부착하기 위한 무연 솔더 구조물의 개략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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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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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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