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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전자 패키지는 그 패키지의 회로화된 기판(circuitized substrate)상의 전자 장치(예를 들면, 칩)가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a plurality of compressible, thermally conductive members)(예를 들면, 솔더 볼)를 
사용하여 히트싱크(heatsink)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열적으로 결합된다.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는 압축되어 
열적 결합의 일부로서 영구적으로 변형된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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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 압축력을 가하기 전의 상태를 도시한 전자 
패키지 조립체의 단면도,

도 1b는 도 1a에서 참조부호[1(B)]로 표시된 바와 같은 도 1a의 전자 패키지조립체의 일부분의 확대 단면도,

도 2는 압축력을 가한 후의 상태를 도시한 도 1a의 전자 패키지 조립체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 조립체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으로, 이 전자 패키지 조립체는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구비하고, 압축력을 가하기 전의 상태에서 도시되어 있음,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갖는 열전도성 구조체
의 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으로, 이 전자 패키지는 가요성 부재에 고정
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구비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또 이 전자 패키지는 압축력을 가하기 전의 상태에서 도
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수의 전기 도체를 구비한 회로화된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음,

도 6a는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단면도,

도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포함하는 열전도
성 구조체의 단면도,

도 6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포함하는 열전도
성 구조체의 단면도,

도 6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포함하는 열전도
성 구조체의 단면도,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외면에 대해 배치하는 방법의 일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외면상에 배치하는 방법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 : 전자 패키지 조립체

10' : 전자 패키지

12 : 회로화된 기판

14 : 전기 도체

18 : 전자 장치

20 : 솔더 볼

22 : 히트싱크

26, 26', 26' :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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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봉입 재료

58, 58' : 지지 스프링

64, 64', 64' : 간격(격리) 요소

66 : 열전도성 구조체

68, 68', 68', 68'' : 가요성 부재

86, 86' : 개구부

88, 88' : 마스크 재료

89, 89' : 구멍

90 : 열전도성 접착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용 전자 패키징(electronic packaging)에 관한 것이며, 특히 히트싱크(heatsinks)가 그의 일부
로서 이용되는 전자 패키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패키징의 목적중 하나는 반도체 장치의 능력(capability)을 증가시켜 고속 및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
공함과 아울러 보다 작고 보다 가벼운 물리적 크기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CMOS 또는 갈륨 아세나이드와 같은 소
정의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파워 방산을 보다 높게 하고, 히트 플럭스(heat flux)를 보다 높게 한다. 일
반적으로, 반도체 장치 및 전자 패키징의 신뢰성은 동작 온도에 관련되어 있으며, 보다 낮은 온도는 신뢰성을 증가시킨
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반도체 장치로부터 보다 큰 동작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양호한 열적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반도체 장치 산업의 초기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예견
가능한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 패키지의 열 방산(thermal dissipation)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예는 하기의 미국 특허 및 다른 관련 문헌에 상세히 정의되고 기술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4,034,468 호[쿠프만(Koopman)],

미국 특허 제 4,254,431 호[바부카(Babuka) 등],

미국 특허 제 4,825,284 호[소가(Soga) 등],

미국 특허 제 4,993,482 호[돌베어(Dolbear) 등],

미국 특허 제 5,088,007 호[미셀(Miss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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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 5,444,300 호[미야우치(Miyauchi)],

일본 공개 특허출원 제 3-77355 호(1991년)[오무라(Omura)],

리서치 디스클로져(Research Disclosure) 340110(340 호)(1992년 8월)

상기 미국 특허 제 4,034,468 호 및 제 4,254,431 호는 본 발명의 출원인에게 양도되었다.

전형적으로, 전자 패키지는 반도체 장치 또는 반도체 장치들을 이용한다. 칩 또는 다이(die)로서 알려진 이러한 장치는 
동작 동안에 열을 발생한다. 발생된 열의 율은 칩의 파워로서 알려져 있으며, 주어진 반도체 기술에서 칩의 속도 및 복
잡성에 비례한다.

    
전자 패키징 기술의 주요 과제중 하나는 칩으로부터 외측으로 열전도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열 경로는 가능한 열 저
항이 낮은 경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엄격한 경제적 요인, 조립체 처리 및 취급 제약, 환경적 고려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공지된 바와 같이, 칩은 패키지의 외부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다음에 이 외부 회로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
로세서와 같은 보다 큰 전체 구조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립체에서 확실한 접속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더욱이, 칩은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법 및 재료로 접속된 다이를 피복, 보호, 오버몰딩(overmolding), 글롭
-탑(glob-top), 캡슐화 또는 둘러싸는 것에 의하여 손상, 부스러기 및 화학적 침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칩 조립체
가 상술한 구조체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회로화된 기판(인쇄 회로 기판 또는 플렉시블 회로)에 차후에 부착될 수 있도록 
칩을 패키지화할 수도 있다. 또한, 칩 또는 전자 장치는 공지된 직접 칩 부착 방법을 이용하여 회로화된 기판에 전기적
으로 부착될 수 있으며, 그 후에 칩은 캡슐화 또는 둘러싸이거나, 또는 소정량의 보호 재료로 달리 보호된다. 따라서, 파
워를 방산시키는 전자 장치는 직접 부착에 의해 회로화된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거나, 또는 패키지된 장치로서 접속
된다.
    

    
어느 경우에도, 열은 회로화된 기판에의 전기적 접속을 방해하지 않고 장치로부터 방산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열이 
전기적 접속을 통해 장치로부터 회로화된 기판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은 다음에 
회로화된 기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는 가장 효율적인 열 경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열적으로 효
율적인 경로는 장치로부터 직접 히트싱크로서 통상 공지된 인접한 구조체에 도달하고, 그후 히트싱크를 둘러싸는 외부 
대기에 도달하는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트싱크의 최적의 성능을 위한 다양한 히트싱크 설계(히트싱크 핀 크기, 
형상 및 간격)와 재료(예를 들면, 알루미늄)는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어 있지만, 히트싱크를 장치에 부착하는데 있어
서는 흔히 열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전형적으로, 히트싱크는 반도체 장치의 표면에 직접 접착제로 접착된다. 이러한 부착 방법은 얇은 층으로 제공되는 열
적으로 효과적인 접착제, 전형적으로 열경화성 에폭시를 이용한다. 히트싱크는 전형적으로 반도체 장치가 회로화된 기
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후에 반도체 장치에 부착되므로, 히트싱크는 이러한 접속 공정[전형적으로 솔더 파동(solder 
wave) 공정 또는 솔더 리플로우(solder reflow) 공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착 방법의 하나의 주요한 제한사항은 열 접착제가 일단 경화되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트싱크
는 단독으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히트싱크가 접착된 후에는 회로 카드로부터 전체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부품의 재
작업, 인접한 장치의 교환, 또는 히트싱크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는 특정의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
면, 전체 장치가 폐기되어야 하므로, 분명히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치와 히트싱크간의 분리가능한 접속이 요망된다. 본 기술분야에 있어서, 평탄한 
히트싱크 베이스를 평탄한 부품 표면상에 간단히 압축하고 그리고 나사, 스프링 또는 다른 유지 기구로 고정하여 히트
싱크를 필요할 때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건식 인터페이스(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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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는 열적으로 비효과적이다. 양 장치 및 히트싱크의 불가피한 제조 공차로 인해서, 장치와 히트싱크의 어느
것도 완전히 평탄하지 않다. 따라서, 건식 인터페이스는 장치와 히트싱크의 표면 사이에 간극(gap)을 가질 것이며, 이
러한 간극은 열전달 효율을 크게 감소시킨다.
    

    
열전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 그리스 또는 공형(conformable) 열전도성 재료와 같은 소정량의 열전달 향상 재료
를 포함시키는 것도 또한 공지되어 있다. 열 그리스(일 예로는 알루미나 충전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할 경우, 인터페이
스 영역내에 그리스를 봉입하는 것은 설계 및 제조상 문제가 되는데, 이는 누설이 회로 기판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건조
를 촉진하며 그리스 인터페이스의 열 효율의 손실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나 또는 질화 알루미늄 충전 실리
콘 탄성중합체와 같은 열전도성의 공형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재료는 (솔더와 같은 고체 금속
과 비교할 때) 열 효율을 제한하며, 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간극을 충전하고 히트싱크 및 장치의 표면에 일
치시키는 능력을 제한한다. 또한, 적당한 그리스를 개발하고 그리스를 봉입하는데 비교적 많은 연구 및 개발 비용이 소
요될 수 있다.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전자 장치의 크기가 여러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장치는 그것
이 시작되는 형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잔존 상태로 균일한 치수 변화로 단순히 팽창될 수도 있다. 전자 장치는 예를 들어 
뒤틀림(warp)과 같은 불균일한 방식으로 치수가 변화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히트싱크와 전자 장치 사이의 인터페
이스는 치수를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들 변화는 작거나 클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간극 변
화(gap changes)'에도 불구하고 열적 접촉을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 장치의 전형적인 동작은 장기간 
동안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온 인터페이스의 형상에 정합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 동안에 부품을 성공적으로 
냉각시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히트싱크 및/또는 전자 장치 표면의 평탄도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순응할 수 있는 '건식' 분리가능한(예를 들면 
분리후에 그리스 또는 재료 잔류물의 세정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리스의 봉입 문제가 없는) 열적 접속을 보장하는 히트
싱크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전자 장치 및 히트싱크에 대해 조립하고 그것에 적용하는데 편리하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
며, 또 본 기술 분야의 상당한 진보를 구성하는 비교적 저 열저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 목적은 전자 패키지를 냉각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자 장치를 이러한 전자 패키지의 일부로서 히트싱크에 열적으로 결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자 장치를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히트싱크에 열적으로 결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존의 전자 패키지 및 히트싱크에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비교적 간단하게 조
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하는 전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그의 일부로서 갖는 이러한 전자 패키지를 이용하는 전자 패키지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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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도체를 그의 제 1 표면상에 갖는 회로화된 기판(circuitized substrate)과, 상
기 회로화된 기판상에 배치되고 그리고 상기 다수의 도체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전자 장치와, 상기 전자 장치에 열적으
로 결합된 히트싱크(heatsink)와, 상기 전자 장치와 상기 히트싱크 사이에 배치되고 그리고 이들에 분리가능한 방식으
로 열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a plurality of compressible, thermally conductive membe
rs)와,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그리고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상에 압축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는 전자 패키지 조립체를 제공한다.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는 상기 압축력의 
결과로서 압축되고 영구적으로 변형되어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분리가능한 접속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장치와, 상기 전자 장치에 열적으로 결합된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와 상기 
히트싱크 사이에 배치되고 그리고 이들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열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와,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그리고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상에 압축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는 전자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는 상기 압축력의 결과로서 압축
되고 영구적으로 변형되어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분리가능한 접속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도체를 그의 제 1 표면상에 갖는 회로화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회로
화된 기판상에 전자 장치를 배치시키고 그리고 상기 전자 장치를 상기 다수의 도체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상
기 전자 장치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히트 싱크를 열적으로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 장치와 상기 히트싱크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여 그들 사이에 열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히트싱크와 상
기 전자 장치 사이에 그리고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상에 압축력을 제공하여,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압축하고 영구적으로 변형시켜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분리가능한 접속을 제공하고, 이에 의해 전자 
패키지 조립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패키지 조립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 장치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히트싱크를 열
적으로 결합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 장치와 상기 히트싱크사이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
하여 그들 사이에 열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히트싱크와 상기 전자 장치 사이에 그리고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
성 부재상에 압축력을 제공하여,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압축하고 영구적으로 변형시켜 상기 히트싱크와 상
기 전자 장치 사이에 분리가능한 접속을 제공하고, 이에 의해 전자 패키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패키지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대향 측면을 갖는 가요성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과 상기 제 2 측면 사이로 연장하는 다수의 개구부를 상기 가요성 부재내에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요
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상에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되,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가 상기 개구부의 각각과 정렬되도록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2 측면상에 제 2 다수
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고, 상기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가 상기 제 1 다
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상기 선택된 부재와 실질적으로 직접 대향하는 상기 개구부의 각각과 정렬되고 그리
고 이 각 개구부와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되게 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열적으로 접
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대향 측면을 갖는 가요성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에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 재료층에 다수의 
구멍을 제공하는 단계와,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마스크 재료층의 상기 구멍의 각각내에서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상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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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실질적으로 강성의 히트싱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히트싱크의 상기 표면에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 재료층내
에 다수의 구멍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히트싱크의 상기 표면상에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되, 상
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가 상기 마스크 재료층의 상기 구멍의 각각내에 배치되게 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부재의 상기 표면상에 
접착제 재료층을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접착제 재료층상에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고,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각각의 적어도 하나의 사전선택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소정량의 접착제 재료를 제공하는 단계와, 적어
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접착제 재료가 부착된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의 상기 표면상에 배치하고, 상기 접착제 재료가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의 상기 
표면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도면과 관련하여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목적, 장점 및 성능과 함께 
본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유사한 요소를 가리킨다.

    
도 1a 및 도 1b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 조립체(1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전자 패키지 조립체(
10)는 전기 도체(14)(예를 들면, 구리 패드)를 갖는 제 1 표면(16)을 구비한 회로화된 기판(12)(예를 들면, 인쇄 회
로 기판)을 포함한다. 인쇄 회로 기판, 인쇄 와이어링 기판, 플렉스(flex) 회로 등과 같은 회로화된 기판의 다양한 실시
예의 설계, 제조 및 사용은 전자 산업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그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전자 장치(
18)(예를 들면, 반도체 칩)를 이러한 회로화된 기판(1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다양한 수단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접속 수단의 예로는 핀-인-홀 솔더 접속(pin-in-hole solder connections), 볼 그리드 어레이(BGA) 솔더 접속, 제
어된 붕괴 칩 접속(C4)(controlled collapse chip connections), 리드레스(leadless) 칩 접속 및 전자 장치의 표면 
장착 솔더 부착(장치가 수개의 돌출 리드를 포함한 경우)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바람직한 접속 수단은 C4 유형의 
다수의 솔더 볼(solder ball)(20)을 사용하는 것이며, 각 솔더 볼은 각 도체(14)에 접착된다. 유사하게, 회로화된 기
판(1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 전자 장치(18)의 많은 공지된 실시예가 있는데, 이 전자 장치는 도시된 바와 같
은 반도체 칩, 볼 그리드 어레이(BGA) 모듈, 리드(lead)가 형성된 부품[예를 들면, 듀얼 인라인 패키지(dual inline 
packages : DIP)], 리드레스 부품, 메모리 장치, 트랜스포머 등을 포함하며, 이들 요소는 전기적 동작 동안에 열을 발
생하고, 본 발명의 개시 내용을 이용하여 히트싱크 또는 다른 유사한 구조에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전자 기술분야에 있어서, 히트싱크를 사용하면 칩과 같은 전자 장치(18)의 온도를 감소시키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
은 알려져 있다. 이러한 히트싱크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저 열저항의 경로가 형성되도록 히트싱크를 
전자 장치에 효과적으로 열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경로의 열저항이 보다 낮으면, 히트싱크에 의해서 보다 많은 양
의 열을 방산할 수 있으므로, 전자 장치는 동작 동안에 보다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켜도 된다. 물론, 히트싱크상의 기류, 
히트싱크 핀(fin)의 설계, 전자 장치의 내부 열저항, 전자 장치로부터 하측 회로화된 기판까지의 열 경로의 설계 등과 
같은 전자 패키지 조립체의 열 관리에 관련된 다른 고려사항도 있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자 장치로부터 
히트싱크 또는 유사한 물체로의 열전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본 발명의 구현은 실제로 상기 다른 고려사항의 
임의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조합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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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히트싱크는 참조부호(22)로 표시되어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금속(예를 들면,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구성
된다. 이 히트싱크는 베이스로부터 돌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바람직하게 수개)의 직립형 핀(upstanding fins)(24)
을 갖는 평탄한 베이스 부분(23)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핀은 서로 이격 배치되어 이를 통해 공기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히트싱크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히트싱크 부재(액체 냉각판을 포함함)도 허용
할 수 있다.
    

    
도 1a 및 보다 상세한 도 1b에는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아직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는 히트싱크(22)의 표면(면)(92)의 일부에 직접적으로 고정된다. 
이들 열전도성 부재의 대표적인 재료로는 63:37의 주석:납 솔더(a/k/a 공융 솔더), 3:97의 주석:납 솔더를 포함한 다
양한 비율의 주석:납 솔더와, 인듐 및 몰리브덴과 같은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솔더들이 있다. (즉, 63:37의 주석:납
에 있어서, 납은 전체 솔더중 약 37중량%를 포함한다). 이들 재료는 비교적 높은 열전도성과, 온도에 의존하는 크리프 
속도(temperature-dependent rates of creep)(보다 높은 크리프 속도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고, 보다 낮은 
크리프 속도는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함)를 가진다. 공융 솔더는 '저용융(low-melt)' 솔더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공융 솔더가 임의의 주석:납 비율에서 최저의 응고 온도(대략 183℃)를 갖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한 '
저용융' 솔더는, 전형적으로 약 200℃ 이하의 응고 온도를 갖는 솔더이며, 30% 내지 43%의 납과 잔량의 주석을 함유
한 솔더를 특징으로 한다. '고용융' 솔더는 약 290℃ 이상의 응고 온도를 갖는 솔더로서 알려져 있으며, 80중량% 및 그 
이상의 납과 잔량의 주석을 함유한 솔더를 특징으로 한다. 양 솔더는 본 발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는 히트싱크(22)와 전자 장치(18) 사이에 이격 배치되어, 히트싱크가 전자 장치쪽으로 
가압될 때,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는 전자 장치 및 히트싱크와 직접 열 접촉하며, 이에 의해 다수의 여
러 평행한 열 경로를 형성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구형 솔더 볼의 형태의 총 400개의 부재(26)가 18㎜의 측면 치수
를 갖는 칩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의 열 저항은 이들 수개
의 '작은(small)' 열 경로의 병렬 합에 해당한다. 수 100개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한 
수의 부재가 열 접촉하여 전자 장치와 히트싱크사이에 충분한 전체 열 경로를 형성하는 한, 모든 압축가능한 부재가 히
트싱크 및/또는 전자 장치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에 의하면, 칩 면적(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당 약 1개 
내지 40개의 솔더 볼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효과적인 열전달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직경이 약 0.10
㎜ 내지 약 1.5㎜인 솔더 볼은 상기 히트싱크로의 확실한 칩 열 전달을 보장하도록 상기의 개수로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열전도성 부재(26)의 압축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비평면 전자 장치 및/또는 비평면 히트싱크 표면이 서로 대면하
는 상황에서 공형 인터페이스(conforming interface)를 제공한다. 이것은 본 발명의 여러 설계 인자를 조정함으로써 
성취된다. 일반적으로, 작지만 충분한 압축력이 압축 수단(30)을 이용하여 가해지므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
는 크리프 유발 응력을 받는다. 수백개(또는 수천개)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
극의 치수 공차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접촉하는 부재의 개수는 매우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부재는 비교적 
급속하게 변형되고 크리프될 수 있는 비교적 고응력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인터페이스 간극 치수는 이들 압축가능한 
부재가 압축될 때 감소한다. 힘을 계속 가하면, 인터페이스 간극 치수가 감소되어 결국 점점 많은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접촉되게 한다. 보다 많은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접촉되고 또 압축 하중을 지지할 때, 압축가능
한 부재의 응력은 크게 감소되며, 변형 과정은 느려진다. 소정 시간의 힘 인가후에, 거의 모든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
재(26)는 전자 장치(18) 및 히트싱크(22)와 접촉할 수 있다. 또한, 압축가능한 부재가 압축될 때, 각 부재의 높이는 
전자 장치(18) 및 히트싱크(22)에 접촉하는 부재의 면적의 대응 증가와 더불어 감소한다. 다시 언급하면, 이러한 과정
이 이루어질 때, 접촉 및 부재 면적의 증가로 인해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상의 고응력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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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속도는 온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압축 동안에 전자 
장치(18)의 동작에 의해서, 외부에서 가해진 열(예를 들면, 조립체를 오븐내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고온 기류를 이용하
는 등)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크리프가 이들 재료의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쉽게 발생할 경우에는, 공형 인
터페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압축가능한 부재(26)의 용융 온도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요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압축가능한 부재와 전자 장치(18) 및/또는 히트싱크(22) 사이에 충분한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자 
장치(18)로부터의 히트싱크(22) 및 압축가능한 부재(26)의 간단한 분리 및 제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것은 예를 들면, 테스팅, 재작업, 교체 등을 위한 전자 장치에의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
한다. 또한, 이것은 전자 장치(18)를 기판(12)에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솔더 볼(20)을 리플로우시킬 가능성을 회피한
다. 이들 솔더 볼(20)의 융점은 상술한 압축에 사용되는 고온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압축가능한 부재(26)의 적절한 재료 및 치수, 이러한 부재의 적당한 개수, 정확한 압축 하중 및 동작 온도를 선택함으
로써, 비교적 큰 정도의 간극 공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본 발명의 압축가능한 부재에 의해 흡수될 수 있으며, 적절
히 많은 개수의 부재가 일련의 효과적인 열 경로를 위해 열 접촉을 형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28×29열(총 
812개의 부재)의 1.27㎜ 피치의 장방형 어레이상에 배치된 공융 솔더 볼(각 직경이 약 0.80㎜)을 압축가능한 부재로
서 사용하면, 단지 약 10파운드 내지 30파운드의 전체 하중을 이용하여도 효과적인 압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사한 
재료 및 두께의 중실 시트 대신에 다수의 압축가능한 부재를 사용하면, 압축가능한 부재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압축 
하중을 이러한 중실 시트의 유사한 변형을 위해 필요한 압축 하중에 비해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압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30)은 지지 스프링(retention spring)(58), 2개의 이격
된 패스너(fasteners)(60) 및 한쌍의 스터드(studs)(62)를 포함한다. 도 2는 소정의 시간동안 압축력을 가한 후의 
전자 패키지 조립체를 도시한 것으로, 압축가능한 부재는 [히트싱크의 표면(92)에 고정된(예를 들면, 납땜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금속 요소를 단순히 포함할 수도 있는] 간격 요소(clearance feature)(64)에 의해 허용된 범위까지 변
형되어 있다. 상기 주어진 예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온도(예를 들면, 80℃)에서 압축가능한 부재(26)를 변형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약 100℃ 내지 약 140℃의 고온을 이용하면, 압축가능한 부재(26)가 충분
히 변형되어 수밀(mil) 정도의 공면성 부정합을 흡수하는 데에는 단지 비교적 몇분(예를 들어, 5분)만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압축가능한 부재에 대한 충분한 접촉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여,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에 
양호한 전체 열 경로(실제로 수개의 개별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
    

    
압축력이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에 가해질 때 전자 장치(18)와 기판(12) 사이에 있는 솔더 볼(20)을 압축하
고 이것에 응력을 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봉입 재료(encapsulant material)(44)를 사용하는 것이 도 1a, 도 1
b 및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봉입 재료(4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더스트리 소재의 '덱스터 일렉트로닉 머티
어리얼스(Dexter Electronic Materials)'로부터 입수가능한 Hysol 4510(Hysol은 Dexter Electronic Materials의 
등록상표임)과 같은 공지된 재료일 수도 있으며, 상기 봉입 재료(44)는 솔더 볼(20)보다 단단하며, 전자 장치(18)와 
회로화된 기판(12) 사이의 거의 모든 압축력을 지지하며, 그에 따라 이러한 전기 접속은 거의 또는 전혀 응력을 초래하
지 않는다. 직접 칩 부착 방식의 경우[전자 장치(18)가 반도체 칩인 경우], 봉입 재료(44)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칩과 인쇄 회로 카드 사이의 열팽창 불일치를 경감하도록) 때문에 통상 필요하며, 그에 따라 본 발명에 상
승작용을 제공한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 조립체(10')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 패키지 조립체는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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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구조체(66)를 구비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열전도성 구조체는 가요성 부재(68)(도 4 참조)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로 구성된다.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는 도 1a, 도 1b 및 도 2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와 유사한 재료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요성 부재(68)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
한 수단을 이용하여 압축력을 가하기 전에 히트싱크(22)와 전자 장치(18)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압축
가능한 부재의 변형이 사전설정된 양으로 제한되도록, 격리 간격 요소(standoff clearance feature)(64')가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4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를 포함하는 열전
도성 구조체(66)의 확대도가 도시되어 있다. [명료한 도시 목적상, 실제로 단지 3개의 부재(26')만이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요성 부재(68)용 재료로는 1밀(mil) 또는 그 이하 두께의 어닐링된 (연질) 구리박이 바람직하
며, 그에 따라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에 대한 효과적 접착 이외에 양호한 열전도 및 저굽힘 강성이 보장된다. 
구리 합금박 또는 알루미늄 합금박을 포함한 다른 금속 재료도 또한 허용할 수 있다. 구멍(89)을 갖는 마스크 재료(8
8)는 압축가능한 부재(26')의 위치설정을 규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열접착제를 사용하
여 압축가능한 부재(26')를 가요성 부재(68)에 고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착제의 일 예로는 미국 뉴저지주 로렌스빌 
소재의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AI Technology Inc.)'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RTK 7455가 있다. 도 3
에 또한 격리 요소(64')가 도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압축가능한 부재의 변형이 사전규정된 양으로 제한될 수 있다. 
격리 요소(64')는 도 1a, 도 1b 및 도 2에 도시된 간격(격리) 요소(64)와 유사하게 금속 부재인 것이 바람직하며, 예
를 들어 '에이아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AI Technology Inc.)'로부터 또한 입수할 수 있는 EG 7655와 같은 
적당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가요성 부재(68)에 접착될 수 있다. 또한, 격리 요소(64')는 솔더 재료, 특히 압축가능한 부
재(26') 및 솔더 볼(20)의 융점보다 높은 융점을 갖는 재료로 될 수 있다. 격리 요소(64')는 또한 도면에 도시한 것과
는 달리 전자 장치(18)의 표면에 직접 고정될 수 있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 패키지(10')가 도시되어 있다. 이 전자 패키지(10')는 도 1a, 도 1b,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요소들과 유사한 솔더 볼(20) 및 회로화된 기판(12)을 포함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 
패키지는 또한 도 6a, 도 6b, 도 6c 또는 도 6d의 개시 내용에 따라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를 구비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5의 전자 패키지는 압축력이 가해지기 전의 상태로 도시되어 있고, 압축
가능한 부재(26')는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가요성 부재(68') 및 압축가능한 부재(26')
의 상세한 설명은 도 6a, 도 6b, 도 6c 또는 도 6d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기술된다.
    

    
도 5에서, 히트싱크(22)와 전자 장치(18) 사이에 압축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기다란 지지 스프링(58')과, 상기 스
프링(58')을 히트싱크(22)의 베이스(23)상에 가압하기 위한 한쌍의 스프링 클립(60)과 같은 외부 수단을 포함한다. 
스프링(58')은 스프링(58)과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스프링 클립(60)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될 
수도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축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전자 장치(18)와 기판(12) 사이에 있는 전기적 
결합 부재(솔더 볼)(20)상에 상당한 힘 또는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전기적 결합 부재(20)상의 응력을 경감시
키기 위한 (도 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봉입 재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위에 응력을 받지 않는 전기적 결합 
부재(20)는 솔더 볼(도시됨), 솔더 칼럼, 핀-인-홀 부재[예를 들면, 전자 장치(18)가 전자 모듈인 경우] 등일 수 있
다.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압축가능한 부재(26')는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의 인터페이스 간극 치수
에 용이하게 순응되는 것에 의하여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에 양호한 열 경로를 제공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2쌍의 대향하는 다수의 압축가능한 부재(26')도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다.
    

    
도 6a에는 도 5의 열전도성 구조체가 중간의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를 포
함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개구부(86)가 제공되고, 이 개구부를 통해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열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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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열을 전도할 수 있다. 가요성 부재(68')의 바람직한 재료로는 폴리이미드 또는 유사한 폴리머의 비전도성(전기
적으로) 재료의 얇은(예를 들면, 0.025㎜ 두께) 시트이다. 가요성 부재(68')는 주로 열전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요성 부재(68')는 또한 얇은 시트 형태의 구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될 수 있다. 압축가능한 부재(
26')는 상기 압축가능한 부재(26)와 유사한 재료로 구성되고, 또 도시된 쌍을 이룬 배향으로 정렬되고, 다음에 부분적
으로 리플로우되어 가요성 부재(68')내의 개구부(86)를 통해 각 쌍을 접착한다.
    

    
도 6b에는 본 발명의 도 6a의 실시예와 유사하게 가요성 부재(68')에 고정된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
가 도시되어 있다. 마스크 재료(88')[도 4의 마스크 재료(88)와 유사함]는 그 내에 구멍(89)을 가지며, 가요성 부재
(68')내의 대응하는 개구부(86')와 연관되어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가요성 부재(68')의 바람직한 재료는 얇은 
구리 시트이다. 마스크 재료(88')는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중간의 개구부를 가로질러 가요성 부재(68')의 
대향된 측면상에 위치설정되는 것을 도와준다.
    

    
도 6c에 있어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가 중간의 가요성 부재(68'')
에 고정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요성 부재(68'')는 개구부(86')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대신에 마스크 재료(88')
는 중실의 중간의 가요성 부재(68'')의 대향 측면상에서 열전도성 부재 사이의 열접촉을 허용하기 위한 구멍(89')을 갖
는다. 중실의 가요성 부재(68'')의 양 대향 측면상에서 압축가능한 부재(26')를 정밀하게 정렬하는 것은 도 6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대응하게 정렬된 쌍의 구멍(89')에 의해 보장된다. 가요성 부재(68'')는 분명하게 확실한 열전도성 재료, 
바람직한 예로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또는 이들 합금의 얇은 시트일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d의 모든 실시예에 있어서,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의 바람직한 재료는 상술한 솔더중 하나이
다. 선택적으로, 중간 부재의 각 측면상의 각 다수의 부재에 대해 상이한 융점의 솔더도 가능하다. 또한, 격리 요소(64')
는 격리 요소(64, 64')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지며, 또 도 1a, 도 1b, 도 2 또는 도 3의 어느 하나와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방법으로 중간의 가요성 부재에 고정된다.

    
중간의 가요성 부재(68'')의 대향 측면 사이에 본 발명의 압축가능한 부재가 부분적으로 오정렬되고 그리고 완전히 어
긋난 정렬(full out-of-phase alignment)(도 6d 참조)과 같은 다른 정렬 방식도 도시된 히트싱크(22)의 표면과 전
자 장치(18)의 표면 사이의 열접촉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압축가능한 부재(26')가 중실의 가요성 
부재(68'')의 대향 측면상에서 대향 부재(26')와 어긋나게 정렬되어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 6d에 도시되어 있다. 
압축시에, 가요성 부재는 압축가능한 부재(26')의 압축 및 크리프와 연관되어 스프링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
하다. 따라서, 열저항이 약간 증가하게 되면, 매우 큰 인터페이스 간극과 사용 동안에 치수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간극은 
쉽게 수용될 수 있다. 도 6d에서 얇은 가요성 부재(68'')의 바람직한 재료로는 압축가능한 부재(26')와 관련하여 탄성 
스프링으로서 작용하는 얇은 구리 시트가 있다. 이러한 실시예의 다수의 층은 전자 장치(18)와 히트싱크(22) 사이에 
배치되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및 공차의 수용을 더욱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도 6d에서, 가요성 부재(68')의 
한 측면상의 압축가능한 부재(26')의 개수는 대향 측면상의 부재의 개수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압축가능한 부재(26')는 각 대향 측면상에 임의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재료(88')는 그 내에 구멍(
89')을 갖는 것도 사용될 수 있다. 도 6b 및 도 6c에서는 2층의 마스크 재료(88')가 사용된다.
    

    
도 7a 내지 도 8b에는 솔더 볼과 같은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26')를 [히트싱크(22) 또는 가요성 부재(68)
의 표면과 같은] 표면상에 고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도 4 및 도 6b 내지 도 6d의 실시예에 있어서, 
솔더 페이스트 및/또는 솔더 볼(26')(예를 들면, 0.025인치 직경의 공융 솔더 볼)을 구멍(89)내에 배치하고, 주변 온
도는 대략 솔더의 융점까지 상승시켜, 솔더를 리플로우시킨 다음 히트싱크(22)의 대응 표면을 습윤시킨다. 다음에, 온
도가 솔더의 융점 이하로 감소되고 그리고 솔더가 냉각(응고)되면, 이들 솔더 부재는 히트싱크에 부착될 것이다.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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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및 도 7b에 있어서, 솔더 볼(26')을 열전도성 접착제(90)로 간단히 피복하고 [솔더 볼이 템플레이트(template)(9
1)내에 유지되어 있는 동안], 다음에 접착제를 그 위에 갖는 솔더 볼을 히트싱크 또는 가요성 부재상에 알맞게 압축하
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솔더 볼을 압축하면, 접착제를 충분히 변위시켜 그 내에 구멍(도 7b에 도시되지 않음)
을 형성하여, 솔더 볼이 히트싱크(또는 가요성 부재)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보장한다. 바람직한 접착제로는 연질의 열
전도성 접착제가 있으며, 일 예로는 미국 뉴욕주 워터포드 소재의 '제너럴 일렉트릭 캄파니(General Electric Compa
ny)'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GE32XX 실리콘 접착제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러한 접착제의 '도트(dots)'는 가요성 부재 
또는 히트싱크상의 사전결정된 위치에 배치될 수 있으며, 솔더 볼은 이들 지점에서 접착에 의해 부착되어 알맞게 제위
치에 압축된다. 미경화된 솔더 마스크 재료는 접착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솔더 마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
요성 부재상에 열접착제를 스크린닝하는 것도 또한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 8a 및 도 8b에서, 압축가능한 열전
도성 부재(26')는 히트싱크(22) 또는 가요성 부재(68'')(점선으로 도시됨)상의 접착제층(90) 위에 임의적으로 분산
될 수 있고, 다음에 압축되어 접착제층(90)과 직접 접촉한다(도시되지 않음). 선택적으로, 접착제(90)의 '도트(dots)'
는 (상술한 것과 같은) 각 표면상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압축가능한 부재(26')는 이러한 재료와 결합하며, 다
시 압력이 가해져서 직접 솔더와 표면의 접촉이 행해진다(도시되지 않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에게는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에 규
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자명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전자 패키지 조립체는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사용하여 회로화된 기판상의 전자 장치를 히트싱
크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열 접속을 할 수 있으므로, 부품의 재작업 및 전자 장치의 교환 등을 손상없이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또 전자 장치 및 히트싱크의 제조 공차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보다 양호한 열전달 성능을 이룰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전도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제 1 및 제 2 대향 측면을 갖는 가요성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과 상기 제 2 측면 사이로 연장되는 다수의 개구부를 상기 가요성 부재내에 제공
하는 단계와,

③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상에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여,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
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를 상기 개구부의 각각과 정렬하는 단계와,

④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2 측면상에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고, 상기 제 2 다수의 압축
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택된 부재를 상기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상기 선택된 부재와 실질적으로 
직접 대향한 상기 개구부의 각각과 정렬하고 그리고 상기 각 개구부와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되게 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열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에 적어도 하나의 격리 부재(standoff member)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리 부재의 
경도는 상기 제 1 및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경도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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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에 상기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는 열전도성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다수의 열전도성 부재중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는 상기 제 2 다수의 열전도성 부재중 상기 압축가능
한 열전도성 부재와 유사하거나 또는 그것보다 높은 융점 온도를 갖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의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스크 재료층의 각각은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대향 측면의 각각에 실질적으로 접착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열전도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제 1 및 제 2 대향 측면을 갖는 가요성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에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③ 상기 마스크 재료층내에 다수의 구멍을 제공하는 단계와,

④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1 측면상에서 상기 마스크 재료층의 상기 구
멍의 각각내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에 적어도 하나의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리 부재의 경도는 상기 제 1 다수
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경도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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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에 상기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는 열전도성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의 상기 제 2 측면에 실질적으로 접착되는 제 2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고, 상기 제 2 마스크 재료층
내에 다수의 구멍을 제공한 다음에, 상기 제 2 마스크 재료층의 상기 구멍의 각각내에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
성 부재를 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부재는 그 내에 개구부를 포함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중실 형태로 제공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는 상기 제 1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긋난
(offsetting) 방식으로 배치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열전도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실질적으로 강성의 히트싱크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히트싱크의 상기 표면에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마스크 재료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③ 상기 마스크 재료층내에 다수의 구멍을 제공하는 단계와,

④ 상기 히트싱크의 상기 표면상에 다수의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고, 상기 압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중 선
택된 부재를 상기 마스크 재료층내의 상기 구멍의 각각내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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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싱크에 적어도 하나의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리 부재의 경도는 상기 다수의 압축
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경도 보다 큰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외부의 전자장치에 열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된 열전도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가요성 금속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가요성 금속부재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면상에 접착제 재료층을 배치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접착제 재료층상에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여,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
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가요성 금속부재에 고정하고,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
전도성 부재를 상기 가요성 금속부재에 직접 접촉시켜,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와 상
기 가요성 금속부재를 상기 외부의 전자장치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열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금속부재에 적어도 하나의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리 부재의 경도는 상기 다수
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경도 보다 큰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금속부재에 상기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는 열전도성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 재료층은 수개의 개별 요소의 형태로 제공되며,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
는 상기 개별 요소의 각각상에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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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외부의 전자장치에 열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된 열전도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템플레이트(template)를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템플레이트상에 이격된 위치로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배치하는 단계와,

③ 각각의 상기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선택된 부분상에 소정량의 접착제 재료를 배치하는 단
계와.

④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는 부재를 제공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접착제 재료가 접착된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면상에 배치하여, 상기 접착제 재료에 의해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의 상기 표면에 고정하고,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를 상기 부재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면에 직접 접촉시켜,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와 상기 부재를 상기 외부의 
전자장치에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열적으로 접속되도록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에 적어도 하나의 격리 부재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리 부재의 경도는 상기 다수의 압축가능
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의 경도 보다 큰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량의 접착제 재료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접착제 재료로 상기 압축가능하고 영구 변형가능한 열전도성 부재
의 각각을 실질적으로 둘러싸는 것을 포함하는

열전도성 구조체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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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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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 18 -



등록특허 10-0304085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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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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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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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c

도면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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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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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a

도면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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