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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C칩(1)을 회로기판(4)에 구성요소를 배치하고 접속하는 경우에, IC칩상의 전극(2)에 범프(3)를 형성하고, 절연성의 

도전입자가 없는 열경화성 수지(6)를 회로기판의 전극과 범프 사이에 개재시키면서 범프와 회로기판이 전극의 위치

를 맞추어, 가열된 헤드(8)에 의하여 IC칩을 회로기판에 1 범프당 20gf 이상의 가압력으로 가압하여, IC칩 및 기판의 

휨을 교정하면서, IC칩과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수지를 경화하여, IC칩과 회로기판을 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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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자회로용 프린트기판에 전자부품, 예컨대, IC칩이나 표면탄성파(SAW)장치 등을 단체(單體)[IC칩의 경

우에는 베어(bare)IC]상태에서 실장(배치접속)하는 회로기판에의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 전자회로기판은, 모든 제품에 사용되게 되며, 날이갈수록 그 성능이 향상하여, 회로기판상에서 사용되는 주파

수도 높아지고 있으며, 임피이던스가 낮아지는 플립칩(flip chip) 실장은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적합한 실장

방법으로 되어 있다. 또 휴대기기가 증가하므로, 회로기판에 IC칩을 패키지가 아닌 나(裸)형 상태 그대로 탑재하는 플

립칩 실장이 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C칩 그대로의 상태에서 단체로 회로기판에 탑재하였을 때의 IC칩이나, 전

자기기 및 플랫패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에 실장한 IC칩에는, 일정수의 불량품이 섞여있다. 또, 상기 플립

칩 이외에도 CSP(Chip Size Package), BGA(Ball Grid Array)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종래의 전자기기의 회로기판에 IC칩을 접합하는 방법(종래예 1)으로서는 일본국 특공평 06-66355호 공보등에 의하

여 게재된 것이 있다. 이것을 도 13에 나타내었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범프(73)를 형성한 IC칩(71)에 Ag페이

스트(paste)(74)를 전사하여 회로기판(76)의 전극(75)에 접속한 다음 Ag페이스트(74)를 경화한 후, 밀봉재(78)를 IC

칩(71)과 회로기판(36) 사이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액정 디스플레이에 IC칩을 접합하는 방법(종래예 2)으로서, 도 14에 도시한 일본국 특공소 62-6652호 공보와 같

이, 이방성 도전필름(80)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절연성 수지(83)속에 도전성 알갱이(82)를 첨가하여 구성하는 이방성

도전접착제층(81)을 분리기(85)로부터 박리하여 기판이나 액정 디스플레이(84)의 유리에 도포하고, IC칩(28)을 열압

착함으로써, Au범프(87)의 아래 이외의 IC칩(86)의 하면과 기판(84) 사이에 상기 이방성 도전접착제층(81)이 개재되

어 있는 반도체 칩의 접속구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제3종래예로서는, UV경화수지를 기판에 도포하고, 그 위에 IC칩을 장착하여 가압하면서, UV조사함으로써 양자 사

이의 수지를 경화하고, 그 수축력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IC칩을 접합하려면 플랫패키지와 같은 IC칩을 리이드프레임(lead frame)상에 다이본딩(die bonding)하고

, IC칩의 전극과 리이드프레임을 와이어본딩(wire bonding)하여 연결하고, 수지성형하여 패키지를 형성한 다음, 크리

임(cream) 땜납을 회로기판에 인쇄하고, 그 위에 플랫패키지 IC를 탑재하여 리플로우(reflow)하는 공정을 실시함으

로써 상기 접합을 하여 왔다. 이들 SMT(Surface Mount Technology)라고 하는 공법에서는, 공정이 길고, 생산에 장

시간을 필요로 하여, 회로기판을 소형화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예컨대, IC칩은 플랫팩에 밀봉된 상태에서는, IC칩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소형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의 단축과 소형 경량화를 위하여, IC칩을 나형의 상태에서 직접으로 기판에 탑재하는 플립칩공법을

최근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 플립칩공법은, IC칩에의 범프형성, 범프레벨링(bump levelling), AgㆍPd 

페이스트전사, 실장, 검사, 밀봉수지에 의한 밀봉, 검사 등을 하는 스터드ㆍ범프ㆍ본딩(studㆍbumpㆍbonding)(SBB)

이나, IC칩에의 범프형성과 기판으로의 UV경화수지 도포를 병행하여 실행한 후, 실장, 수지의 UV경화, 검사를 하는 

UV수지 접합과 같은 많은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공법에 있어서도 IC칩의 범프와 기판의 전극을 접합하는 페이스트의 경화나 밀봉수지의 도포경화에 시

간이 걸려서 생산성이 나쁘다고 하는 결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회로기판에 세라믹이나 유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고가인 결점을 갖고 있었다. 종래예 1과 같은 도전성 페이스트를 접합재로 사용하는 공법에 있어서는, 그 전사량을 안

정화하기 위하여, IC칩의 범프는 레벨링하여, 평탄화하고 나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종래예 2와 같은 이방성 도전접착제에 의한 접합구조에 있어서는 회로기판의 기재(基材)로서 유리를 사용하는 것

이 개발되고 있으나. 도전성 접착제 중의 도전입자를 균일하게 분산하는 것이 곤란하고, 입자의 분산 이상에 의하여 

단락의 원인으로 된다거나, 도전성 접착제가 고가로 되거나 하였다.

또, 종래예 3과 같이 UV경화수지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범프의 높이의 불규칙한 분포를 ±1(㎛) 이

하로 해야 하며, 또, 수지기판(유리에폭시기판) 등의 평면도가 나쁜 기판에는 접합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땜납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접합 후에 기판과 IC칩의 열팽창 수축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밀봉수지를 유입

경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수지밀봉을 위해서는, 2∼4 시간을 필요로 하여, 생산성이 극히 나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

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에 비추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을 접합한 다음에, IC칩과 기판 사이에 유입하는 밀봉

수지공정이나 범프의 높이를 일정하게 가지런하게 하는 범프레벨링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IC칩을 기판에 생산성

이 좋게, 또한 높은 신뢰성으로 접합하는 회로기판에의 IC칩의 실장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회로기판과 전자부품을 생산성 좋게 직접 접합하는 회로기판에의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발명의 제1특징에 의하면, 절연성으로 도전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를 개재시키면서, 회로기판의 전극

과 전자부품의 전극에 와이어본딩에 의하여 형성된 범프와 위치맞춤을 행하고,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한 회로기판에 1범프당 20gf 이상의 가압력으로 가압하고, 상기 범프의 레벨링과 

상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행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여 양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전자부품의 실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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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은, 레벨링하지 않고 행하며, 상기 접합은, 가열하면서, 상기 범프의 레벨

링과 상기 기판의 휨의 교정을 동시에 실행하는, 제1특징에서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이방성 도전막을 구비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인, 제1특징에 기

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에,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전극

을 연결한 외형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貼付)한 다음 상기 위치맞춤을 행하

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제1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5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전에, 도전성 접착제를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에 전사하

고,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을 연결한 외형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한 다음,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제1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6특징에 의하면, 상기 회로기판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한쪽면 또는 양면에 플럭스(flux) 층을 형

성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가열된 헤드에 의하여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 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의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경화하고, 그 수지 시이트를

상기 범프가 돌파하는 경우에 상기 플럭스층의 플럭스 성분이 상기 범프에 부착하여, 이 범프가 상기 회로기판의 상

기 전극과 접합되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제1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제7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내에,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金球)로 된 입자를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

의 상기 전극을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

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을 교정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도록 한, 제1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8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실장하는 경우에, 상기 전자부품

의 상기 전극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에, 적어도 상기 전자부품

의 전극에 입히는 패시베이션(passivation) 막의 두께보다 크고,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두께보다 작은 치수이며, 또

한,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

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를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회로전극을 서로 끼우는 방향으로, 

또한 서로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초음파진동을 상기 전자부품에 인가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도록 한, 제1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9특징에 의하면, 상기 이방성 도전막에 포함되는 도전입자가,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인, 제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병의 제10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로 한, 제1∼9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기

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1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는, 그 두께가 접합후의 상기 전자부품의 작용면과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이 형성된 면과의 틈새보다 두꺼운 두께로 한, 제10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2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접착제로 한, 제1 또는 제2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3특징에 의하면, 절연성이고 도전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를 개재시키면서, 회로기판의 전

극과 전자부품의 전극에 와이어본딩에 의해 형성된 범프와 위치조정하는 위치맞춤장치와,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가열하는 가열장치와,

상기 가열장치에 의하여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1범프당 20gf 이상의 

가압력으로 가압하고, 상기 범프의 레벨링과 상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행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여 양 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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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합장치를 구비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4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레벨링하지 않고 위치맞춤을 행하며,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범

프의 레벨링과 상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행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5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이방성 도전막을 구비한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인, 제13특징

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6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회로기판에,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전

극을 접속한 외형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

극의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의 제17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위치맞춤 전에, 도전성 접착제를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에 전사하고,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을 연결한 외형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한 다음,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의 제18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회로기판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한쪽면 또는 양면

에 플럭스층을 형성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가열된 헤드에 의하여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

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경화하고, 그 수지 

시이트를 상기 범프가 돌파하는 경우에 상기 플럭스층의 플럭스 성분이 상기 범프에 부착하여, 이 범프가 상기 회로

기판의 상기 전극과 접합되어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9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상기 범프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

기 전극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내에,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

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를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을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

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

기판의 휨을 교정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0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실장하는 경우에, 상기 전자

부품의 상기 전극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에, 적어도 상기 전자

부품의 전극에 입히는 패시베이션 막의 두께보다 크고,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두께보다 작은 치수이며, 또한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를 상기 전

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회로전극을 서로 끼우는 방향으로 또한 서로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

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가열하면서 초음파진동을 상기 전자부품에 인가하면서, 상기 전자부

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는, 제13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1특징에 의하면, 상기 이방성 도전막에 함유된 도전입자가,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인, 제15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2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로 한, 제13∼21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3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는, 그 두께가 접합 후의 상기 전자부품의 작용면과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이 형성된 면과의 틈새보다 두꺼운 두께로 한, 제22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4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접착제로 한, 제13 또는 14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5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조정장치와 상기 접합장치는 하나의 장치로 구성되게 한, 제13 또는 14특징

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6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후에 또한 상기 접합 전에 있어서, 상기 범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부착

한 다음, 이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시켜서 상기 범프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하고, 상기 접합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경화한 도전성 페이스트가 돌파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제1∼9특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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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7특징에 의하면, 상기 위치맞춤 후에 또한 상기 접합 전에 있어서, 상기 범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부착

한 다음, 이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시켜서, 상기 범프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하고, 상기 접합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경화한 도전성 페이스트가 돌파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제13∼21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8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회로기판측에 배치되어 있는, 제1∼9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9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전자부품측에 배치되어 있는, 제1∼9특징 중 어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0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회로기판측에 배치되어 있는, 제13∼21특징 중 어

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1특징에 의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전자부품에 배치되어 있는, 제13∼제21 특징중 어

느 한 특징에 기재한 전자부품의 실장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특징에 의하면, 예컨대 전자부품, 예컨대 IC칩을 회로에 

실장하는 경우에, IC칩의 Al 또는 Al에 Si 또는 Cu 등을 첨가하여 형성된 전극패드(pad)에 와이어본딩장치를 사용하

여 Au와이어에 방전에 의하여 보올을 형성하고, 모세관에 의하여 그 보올에 초음파를 가하면서 IC칩의 전극패드에 

접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들, 그 밖의 목적과 특징은, 첨부된 도면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관련한 다음의 기술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는, 도 1A, 1B, 1C, 1D, 1E, 1F, 1G, 1H, 1I, 1J는 각기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관한 회

로기판에의 전자부품 예컨대 IC칩의 실장방법을 나타낸 설명도이며,

도 2A, 2B, 2C, 2D, 2E, 2F, 2G는 각기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IC칩의 와이어본더(wire bond

er)를 사용한 범프(돌기전극)형성공정을 나타낸 설명도이며,

도 3A, 3B, 3C는 각기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나타낸 설

명도이며,

도 4A, 4B, 4C는 각기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나타낸 설명도이

며,

도 5A, 5B, 5C, 5D, 5E, 5F는 각기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대신하여 

이방성 도전막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있어서 도 5의 실시형태에서의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7A, 7B, 7C는 각기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

명도이며,

도 8A, 8B, 8C는 각기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

명도이며,

도 9A, 9B, 9C, 9D, 9E는 각기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0A, 10B, 10C, 10D, 10E, 10F는 각기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

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1A, 11B, 11C, 11D, 11E, 11F, 11G는 각기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2A, 12B, 12C, 12D, 12E, 12F, 12G, 12H는 각기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

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3은 종래의 회로기판과의 IC칩의 접합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며,

도 14A, 14B는 각기 종래의 회로기판과의 IC칩의 접합방법을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5A, 15B, 15C, 15D, 15E, 15F, 15G는 각기 본 발명의 제7실시형태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회로기판과 IC칩의 

접합공정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설명하기 전에 첨부도면에 있어서 같은 부품에 대하여는 같은 참조부호를 붙이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하,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관한 IC칩의 실장방법 및 그 제조장치를 도 1A∼도 1H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 관한 회로기판에의 IC칩 실장방법을 도 1A∼도 3C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A의 IC칩(1)

에 있어서 IC칩(1)의 1패드전극(2)에 와이어본딩장치에 의하여 도 2A∼2F와 같은 동작에 의하여 범프(돌기전극)(3)

를 형성한다, 즉, 도 2A에서 호울더(93)에서 돌출한 와이어(95)의 하단에 보올(ball; 96)을 형성하고, 도 2B에서 와이

어(95)를 보유하는 호울더(93)를 하강시켜, 보올(96)을 IC칩(1)의 전극(2)에 접합하여 대략 범프(3)의 형상을 형성하

고, 도 2C에서 와이어(95)를 하방으로 보내면서 호울더(93)의 상승을 개시하고,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은 대략 구형

의 루우프(99)에 호울더(93)를 이동시켜서 도 2E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범프(3)의 상부에 만곡부(98)를 형성하고, 잡아

끊음으로써 도 2F에 도시한 바와 같은 범프(3)를 형성한다. 또는 도 2B에서 와이어(95)를 호울더(93)로 클램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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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울더(93)를 상승시켜 상방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금와이어(95)를 잡아 끊어, 도 2G와 같은 범프(3)의 형상을 형성하

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IC칩(1)의 각 전극(2)에 범프(3)를 형성한 상태를 도 1B에 도시하였다.

다음에, 도 1C에 도시한 회로기판(4)의 전극(5)상에, 도 1D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의 크기보다 약간 큰 치수로 

절단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배치하고, 예컨대 80∼120℃로 가열된 부착공구(7)로, 예컨대 5∼10kgf/cm  2 정

도의 압력으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기판(4)의 전극(5)상에 첩부한 후,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공구(7)측으

로 떼어낼 수 있도록 배치된 세퍼레이터(6a)를 벗김으로써, 기판(4)의 준비공정을 완료한다. 이 세퍼레이터(6a)는, 공

구(7)에 열경화성 시이트(6)가 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는 실리카 등의

무기계열 첨가제(filler)를 넣은 것(예컨대,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폴리이미드 등), 무기계열 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은

것(예컨대, 에폭시수지, 페놀수지, 폴리이미드 등)이 바람직함과 동시에, 후공정의 리플로우(reflow)공정에서의 고온

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열성(예컨대, 240℃에 10초간 견딜수 있을 정도의 내열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 1E 및 도 1F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열된 접합공구(8)에 의하여, 상기 전공정에서 범프(3)가 전극(2)상에 

형성된 IC칩(1)을 상기 전공정에서 준비된 기판(4)의 IC칩(1)의 전극(2)에 대응하는 전극(5)상에 위치를 맞춘 다음 가

압(加壓)한다. 이때, 범프(3)는, 그 헤드부(3a)가 기판(4)의 전극(5)상에서 도 3A에서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형

되면서 꽉 눌려지며, 이때, IC칩(1)을 개재하여 범프(3)측에 인가하는 하중은 범프(3)의 지름에 따라 다르지만, 절곡

되어서 겹치도록 되어 있는 범프(3)의 헤드(3a)가, 반드시 도 3C와 같이 변형하는 정도의 하중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하중은 최저로도 20(gf)을 필요로 한다. 하중의 상한은, IC칩(1), 범프(3), 회로기판(4) 등이 손상하지 않을 정

도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 최대하중은 100(gf)을 초과하는 것도 있다. 또한, 6m 및 6s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가 접합공구(8)의 열에 의하여 용융한 용융중의 열경화성 수지 및 용융후에 열경화된 수지이다.

또한, 세라믹히이터 또는 펄스히이터 등의 내장하는 히이터(8a)에 의하여 가열된 접합공구(8)에 의하여, 상기 전공정

에서 범프(3)가 전극(2)상에 형성된 IC칩(1)을 상기 전공정에서 준비된 기판(4)의 IC칩(1)의 전극(2)에 대응하는 전극

(5)상에 도 1E 및 도 1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치를 맞추는 위치맞춤공정과, 위치맞춤 후, 도 1G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압 접합하는 공정 등을 하나의 위치맞춤겸 가압접합장치, 예컨대 도 1F의 위치맞춤겸 가압접합장치에서 실시하도

록 하여도 좋다. 그러나, 각각의 장치, 예컨대 다수의 기판을 연속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치맞춤작업과 가압접합

작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위치맞춤공정은 도 4B의 위치맞춤장치에서 실시하고, 가

압접합공정은 도 4C의 접합장치에서 실시하여도 좋다. 또, 도 4C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개의 접합장

치를 도시하여, 1장의 회로기판(4)의 2개 장소를 동시에 가압, 접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회로기판(4)은, 유리직물적층 에폭시기판(유리에폭시기판)이나 유리직물적층 폴리이미드수지기판 등이 사용된

다. 이들 기판(4)은, 열이력(熱履歷)이나, 재단, 가공에 의하여 휨이나 꾸불꾸불함을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완전한 평

면은 아니다. 그래서, 도 4A 및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컨대 약 5㎛ 이하로 조정되도록 평행도가 각기 관리된 

접합공구(8)와 스테이지(stage)(9)에 의하여, 접합공구(8)측에서 스테이지(9)측으로 향하여 열과 하중을 IC칩(1)을 

통하여 회로기판(4)에 국소적으로 인가하므로써, 그 인가된 부분의 회로기판(4)의 휨이 교정된다, 또, IC칩(1)은 작용

면의 중심이 오목하게 휘어저 있으나, 이것을 접합시에 20gf 이상의 강한 힘으로 가압하므로써, 기판(4)과 IC칩(1)의 

양편의 휨이나 꾸불꾸불함을 교정할 수 있다. 이 IC칩(1)의 휨은, IC칩(1)을 형성할 때, Si에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내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회로기판(4)의 휨이 교정된 상태에서, 예컨대 140∼230℃의 열이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의 열경화

성 수지 시이트(6)에, 예컨대 수초∼20초 정도 인가되어, 이 열경화성 시이트(6)가 경화된다. 이때, 처음은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구성하는 열경화성 수지가 흘러서 IC칩(1)의 단부까지 밀봉한다. 또, 수지이므로, 가열된 당시는, 자

연히 연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부까지 흐르는 것과 같은 유동성이 발생한다. 열경화성 수지의 체적은 IC칩(1)과 

회로기판 사이의 공간의 체적보다 크게 함으로써, 이 공간으로부터 수지가 비어져 흘러나와서, 밀봉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가열된 공구(8)가 상승함으로써, 가열원이 없어지므로 IC칩(1)과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온도가 급

격하게 저하하여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는 유동성을 상실하여, 도 1G 및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은 경

화한 열경화성 수지(6s)에 의하여 회로기판(4)상에 고정된다. 또, 회로기판(4)측을 스테이지(9)에 의하여 가열하여 두

면, 접합공구(8)의 온도를 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또, 열경화성 시이트(6)를 첩부하는 대신에, 도 1H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경화성 접착제(6b)를 회로기판(4)상에, 투여

등에 의한 도포, 또는 인쇄 또는 전사하도록 하여도 좋다. 열경화성 접착제(6b)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상

기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사용하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실시한다.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고체이기 때문에 취급하기 쉬움과 동시에, 액체성분이 없으므로 고분자로 형성할 수 있으며,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형성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열경화성 접착제(6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판(4)의 임

의의 위치에 임의의 크기로 도포, 인쇄 또는 전사할 수 있다,

또, 열경화성 수지에 대신하여 이방성 도전막(ACF)을 사용하여도 좋고, 또한, 이방성 도전막에 포함되는 도전입자로

서,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전극(5)과 범프(3)와의 사이에서의 접속저항값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

이와 같이,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대신에 이방성 도전막(10)을 사용한 경우의 실장프로세스를 도 2A∼5F에 의해 

설명한다. 도 5A의 IC칩(1)에 있어서 IC칩(1)의 A1패드전극(2)에 와이어본딩장치에 의하여 도 2A∼2F와 같은 동작

에 의해 범프(돌기전극)(3)를 도 5B와 같이 형성한다. 또는, 도 2B에서 와이어(95)를 호울더(93)로 클램프하여 상방

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와이어(95)를 잡아 끊어서, 도 2G와 같은 범프형상으로 하여도 좋다.

다음에, 도 5C의 회로기판(4)의 전극(5)상에, 도 5D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의 크기보다 약간 큰 치수로 절단한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를 배치하고, 예컨대 80∼120℃로 가열된 부착공구(7)에 의하여 예컨대 5∼10kgf/cm  2

정도의 압력으로 기판(4)에 첩부한 후,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의 공구측의 세퍼레이터를 벗기므로서 기판(4)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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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정이 완료한다.

다음에, 도 5E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열된 접합공구(8)에 의하여, 상기 공정에서 범프(3)가 형성된 IC칩(1)을 상기 

공정에서 준비된 기판(4)의 IC칩(1)에 대응하는 전극(5)상에 위치를 맞추어서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를 개재하여 

가압한다. 이때, 범프(3)는 기판(4)의 전극(5) 상에서 범프(3)의 헤드(3a)가 도 3B∼3C와 같이 변형하면서 밀어 붙여

지게 된다. 이때, 인가하는 하중은, 범프(3)의 지름에 따라서 다르지만, 헤드(3a)의 겹쳐 쌓여진 부분이 도 3C와 같이 

반드시 변형하도록 한다. 또, 이때,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속의 도전입자(10a)가 수지보

올구슬에 금속도금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전입자(10a)가 변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속의 도

전입자(10a)가 니켈 등 금속입자의 경우에는 범프(3)나 기판측의 전극(5)에 박히도록 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하중은 최저라도 20(gf)을 필요로 한다. 최대로서는 100(gf)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회로기판(4)으로서는 다층 세라믹기판, 유리직물 적층 에폭시기판(유리에폭시기판), 아라미드 부직포기판, 유

리직물 적층 폴리이미드수지기판, FPC(flexible printed circatit) 등이 사용된다, 이들 기판(4)은, 열이력이나, 재단, 

가공에 의하여 휨이나 꾸불꾸불함을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완전한 평면은 아니다. 그래서, 열과 하중을 IC칩(1)을 통

하여 회전기판(4)에 국소적으로 인가하므로써, 그 인가된 부분의 회로기판(4)의 휨이 교정된다.

이렇게 회로기판(4)의 휨이 교정된 상태에서, 예컨대 140∼230℃의 열이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의 이방성 도전

막(10)에 예컨대 수초∼20초 정도 인가되어, 이 이방성 도전막(10)이 경화된다. 이때, 최초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6)를 구성하는 열경화성 수지가 흘러서 IC칩(1)의 단부까지 밀봉한다. 또한, 수지이므로, 가열되었을 때, 당시는 자연

히 연화하므로 이와 같이 단부까지 흐르는 것과 같은 유동성이 발생한다. 열경화성 수지의 체적은 IC칩(1)과 회로기

판 사이의 공간의 체적보다 크게 함으로써, 이 공간으로 부터 수지가 비어져 흘러나와서, 밀봉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 후, 가열된 공구(8)가 상승함으로써, 가열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IC칩(1)과 이방성 도전막(10)의 온도는 급격하게 

저하하여, 이방성 도전막(10)은 유동성을 상실하여, 도 5F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은, 이방성 도전막(10)을 구성

한 수지(10s)에 의하여 회로기판(4)상에 고정된다. 또, 회로기판(4)측을 가열하여 두면 접합공구(8)의 온도를 더욱 낮

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대신에 이방성 도전막(10)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방성 도전막(10)에 

함유되는 도전입자(10a)로서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접속저항값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가장 적

합하다.

또한, 도 1A에서 도 1H까지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b)를 회로기판(4)측에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 1I 또는 도 1J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측에 형성하도록 하

여도 좋다. 이 경우, 특히,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경우에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회로기판측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배치된 세퍼레이터(6a)와 함께 고무 등의 탄성체(117)에 IC칩(1)을 밀어 붙여셔, 범프(3)의 형상에 따라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IC칩(1)에 첩부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7A∼7C 및 도 8A∼8C에 의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C칩(1)상의 전극(2)에 돌기전극(범프)(3)을 

형성하여 두고, 회로기판(4)에는, 도 7B, 7C 및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의 전극(2)의 안쪽단부를 연결한 

외형치수(OL)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시이트 형상의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회로기판(4)의 전극(5)

을 연결한 중심부분에 첩부하거나 또는 도포하여 둔다. 다음에, 범프(3)와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어, 도

7A 및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열된 헤드(8)에 의하여,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하여, 기판(4)의 휨의 교정

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에 개재하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경화한다. 

이때,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는, 헤드(8)로부터 IC칩(1)을 개재하여 가하여진 열에 의하여 상기한 바

와 같이 연화하여, 도 8C와 같이 첩부된 위치에서 가압되어 바깥쪽으로 향하여 흘러나온다. 이 흘러나온 열경화성 수

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가 밀봉재료(underfill)로 되어, 범프(3)와 전극(5)의 접합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킨

다. 또, 어떤 일정시간이 지나면, 상기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에서는 서서히 경화가 진행하여, 최종적

으로는 경화한 수지(6s)에 의해 IC칩(1)과 회로기판(4)을 접합하게 된다. IC칩(1)을 가압하는 접합공구(8)를 상승시

킴으로써, IC칩(1)과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접합이 완료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열경화의 경우에는, 열경화성 수지

의 반응은 가열하는 동안에 진행하여 접합공구(8)가 상승함과 동시에 유동성은 거의 없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방

법에 의하면, 접합전에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가 전극(5)을 피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합하는 경

우에 범프(3)가 전극(5)에 직접 접촉하여, 전극(5)의 밑에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가 뒤섞이지 않아서,

범프(3)와 전극(5) 사이에서의 접속저항값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회로기판측을 가열하여 두면, 접합헤드(8)의 온도를

보다 낮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9A∼9C에 의해 설명한다. 이 제3실시형태는, 레벨링

한 다음에 접합하는 실장방법 및 장치이다.

먼저,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상의 전극(2)에 돌기전극(범프)(3)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와이어본딩

장치를 사용하여 형성하고, 접시형의 용기에 수납된 도전성 접착제(11)에 범프(3)를 담그어서 범프(3)에 도전성 접착

제(11)를 전사한다. 한편, 회로기판(4)에는, IC칩(1)의 전극(2)을 연결한 외형치수(L  1 )보다 작은 형상치수(L  2 )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회로기판(4)의 전극(5)을 연결한 중심부분에 첩부하거나 또는 도포

하여 둔다. 다음에, 도 9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범프(3)와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고, 가열된 접합헤드(8

)에 의하여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하여, 기판(4)의 휨의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IC칩(1)과 회로기판(4) 사

이에 개재하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경화하여, 경화한 수지(6s)에 의하여 IC칩(1)과 회로기판(4)

을 접합한다. 이때,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는, 접합헤드(8)로부터 IC칩을 개재하여 가하여진 열에 의

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연화하고, 도 9B와 같이 첩부된 위치로부터 가압되어서 바깥쪽으로 향하여 흘러나온다. 이렇

게 흘러나온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가 밀봉재료(underfill)로 되어, 범프(3)와 전극(5) 사이에서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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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 또, 이때, 범프(3)에 부착한 도전성 접착제(11)도 경화하게 되어, 도전성 접착제(

11)만을 경화하는 가열공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어서, IC칩(1)을 가압하는 공구(8)를 상승시킨다. 이상의 공정에 의

하여, IC칩(1)과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접합이 완료한다. 또, 회로기판측을 가열하여 두면, 접합헤드(8)의 온도를 

보다 낮출 수 있다. 또, L  2 ＜LB 로 하여도 더욱 적합하다. 또, 상기 가열을 단시간에 실시한 후, 다시 본 가열을 노(

로(爐)) 등에서 실시하여도 좋다, 이때에는 수지의 임의의 경화수축작용을 이용함으로써 동등한 작용을 얻을 수 있다.

또, 언더필(underfill)을 모두 상기 수지로 하지 않고, 도 9D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일부를 이 방법으로 실시하며, 후

에, 도 9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언더필(400)을 주입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도 9A에 있어서, IC칩(1)을 보유하는 공구(8)에 세라믹 히터 또는 펄스 히터 등의 히터(8)를 내장시켜서 도 9B

의 공정을 실행하기 전에 도전성 접착제(11)를 가열(예컨대 60에서 200℃로 가열)하여 경화시켜 도전성 접착제(11)

가 범프(3)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하면,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통해서 관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C칩(1)의 전극(2)을 연결한 외형치수(L  1 ) 이상의 커다란 형상치수(L  2 )의 열경화성 수지 시

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를 사용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의 

크기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의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

제(6) 대신 이방성 도전막(10)을 사용하여도 좋다. 더욱이, 이방성 도전막에 포함되는 도전입자(10a)가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범프(3)와 전극(5) 사이의 접속저항값을 저하시킬 수 있어 더욱 적합하다.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10A∼10F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을 회로기판(4)에 실장하는 경우에, IC칩(1)상의 전극(패드)(2)에 돌기전극(범프)(3)을 형성한다. 한편, 도 10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경화성 수지(6)의 한쪽 면 또는 양면에 플럭스 성분을 도포하여 건조함으로써, 플럭스층(12)

을 형성한다. 또는 플럭스 성분을 건조시켜서 형성한 플럭스 성분 시이트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에 첩부하여

플럭스층(12)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플럭스층(12)을 구비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도 10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기판(4)에 첩부한다. 이때, 플럭스층(12)이 회로기판(4)에 접촉하도록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다. 다

음에, 범프(3)와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어서, 가열된 헤드(8)로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한다. 이

때, 도 10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IC칩 측에도 플럭스층(12)을 도포, 형성하는 경우에는, 범

프(3)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플럭스층(12)에 접촉하여 부착한다, 또,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의 기판측

에 형성된 플럭스층(12)은 도 10D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측의 전극(5)에 형성된 접합 금속층(13)에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가 기판(4)에 첩부된 단계에서 부착한다, 헤드(8)에 의하여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하여가면 헤

드(8)로부터 열이 IC칩(1)을 개재하여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에 전달됨과 동시에, 기판(4)의 휨의 교정을 동시에 실

시하면서, 플럭스층(12)의 플럭스 성분을 활성화한다. 또,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에 개재하는 열경화성 수지 시

이트(6)를 경화하여, 그 수지 시이트(6)를 범프(3)가 돌파하는 경우에 플럭스층(12)의 플럭스가 범프(3)에 부착함과 

동시에, 상기 열에 의하여 용융되며, 또한 회로기판(4)의 전극(5)상에 형성된 접합금속층(13)과 접촉하므로써, 도 10

F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범프(3)와 전극(5)이 플럭스 및 접합금속층(13)을 개재하여 접합하여 IC칩(1)과 회로기판(4)을

접합한다.

범프(3)로서, 예컨대 비교적 저온 300℃ 이하에서 용융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로기판(4)에 접합금속층(1

3)을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않아도 좋음은 물론이다. 또, 회로기판측을 가열하여 두면, 접합헤드(8)의 온도를 보다 낮

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전의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대신 열경화성 접착제나 이방성

도전막 시이트(10)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11A∼11G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제5실시형태는, 

접합과 동시이거나 동시가 아니어도 레벨링은 전혀 하지 않는 실장방법 및 장치이다.

도 11E, 11F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을 회로기판(4)에 실장하는 경우에 IC칩(1)에 도시하지 않은 와이어본딩장

치를 이용하여 IC칩(1)상의 전극(2)에 돌기전극(범프)(3)을 형성하여 둔다. 도 11A, 1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경화

성 수지 시이트(6)에는, 범프(3) 및 회로기판(4)의 전극(5)에 대응하는 위치에, 범프(3)와 기판(4)의 전극(5)을 접촉시

켜서 도통시키는 방향(수지 시이트(6)의 두께방향)으로 관통한 관통구멍(15)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11C, 11D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도전입자(14), 예컨대,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를 페이스트 형상으로 한 것을 상기 관통구멍(15)내에 

인쇄로 또는 압착(squeeze)으로 밀어넣는 등으로 하여 매립하여서 도전성을 갖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형성

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수지 시이트(66)를 도 11E, 11F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기판(4)의 전극(5)과 위치를 맞추어

서 접착한다. 페이스트 형상의 상기 도전입자(14)를 하는 경우에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의 열경화성 접착제의 

접합시의 점도보다도 상기 페이스트의 점도를 높게 하여 두면, IC칩(1)의 가압시에 상기 페이스트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의 수지에 흘러가기 어렵게 되어, 보다 적합하다. 다음에, 도 11E, 11F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

의 범프(3)와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어, 가열된 접합헤드(8)에 의하여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하

여, 범프(3)의 레벨링과 기판(4)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에 개재하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속의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하여, 도 11G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경화된 수지(66s)에 의하여 IC칩(1)과 회로

기판(4)을 접합한다. 또, 회로기판측을 가열하여두면, 접합헤드(8)의 온도를 보다 낮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12A∼12H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제6실시형태는 

접합과 동시이거나 동시가 아니어도 레벨링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실장방법 및 장치이다.

도 12A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에 회로기판(4)의 전극(5)에 대응하는 위치에, 회로기판(4)의 전극(5)과 

상호 끼이는 방향으로, 상호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구멍(15)을 형성하며, 도 1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구멍(15)에 

도통입자(16)를 삽입하여 형성한다. 이 도전입자(16)로서는, 그 입자직경이, 적어도 IC칩(1)의 전극(2)에 입히는 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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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passivation)막(1a)의 두께(t  pc )(도 12H 참조)보다 크고, 기판(4)의 전극(5)의 두께(t  e ) (도 12C 참조)보다

작은 치수이며, 또한, 도 12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지보올(16a)의 표면에 금도금(16b)을 한 도전입자(16), 또는 도 

12E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니켈입자(17a)의 표면에 금도금(17b)을 한 도전입자(17), 또는 도 12G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 그 자체로 된 도전입자(18),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 등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 1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의 전극(2)을 회로기판(4)의 전극(5)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에, IC

칩(1)의 전극(2)과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어, 전의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가열된 접합헤드(8)로, 이 

헤드(8)에 연결된 초음파진동 발진장치로부터 초음파진동을 헤드(8)를 개재하여 IC칩(1)에 인가하면서 IC칩(1)을 회

로기판(4)에 가압하여, 상기 도전입자(16)의 표면의 금속을 개재하여, IC칩(1)의 A1전극(2)과 회로기판(4)의 전극(5)

을 접합한다. 동시에, IC칩(1)과 회로기판(4) 사이에 개재하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경화하여, 도 12D에 도시

한 바와 같이, 경화된 수지(66s)로 IC칩(1)과 회로기판(4)을 접합한다. 가장 적합하게는, 회로기판(4)의 전극(5)의 표

면을 금도금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회로기판측을 가열하여두면, 접합헤드(8)의 온도를 보다 낮게할 수 있다. 

여기서, 초음파에 의하여, IC칩(1)의 패드(pad)상의 A1막의 산화물을 부수어, 새로운 A1을 노출시킬 수 있다. 또, 접

합할 때의 온도를 낮출수도 있음과 동시에, Au-Al합금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앞의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대신에 열경화성 접착제나 이방성 도전막(10)을 사용할 수도 있

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실시형태에 관한 실장방법 및 장치를 도 15A∼15G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제7실시형태는 

접합과 동시에 레벨링을 하는 실장방법 및 장치이다.

도 15A에 도시한 IC칩(1)의 전극(2)에 형성된 범프(3)를 도 1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IC칩(1)을 공구(8)로 유지하면

서, 도전성 페이스트통(101)의 도전성 페이스트(100)내에 담금으로써, 도 15C에 도시내한 바와 같이, 범프(3)에 도전

성 페이스트(100)를 부착시킨다, 그런 다음, 도 15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장된 히이터(8a)에 의하여 도전성 페이스

트(100)를 가열하여 경화시킴으로써, 다음 공정에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6b)를 관통하기 

쉽게 한다. 즉, 이 도전성 페이스트(100)는, 범프(3)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 후, 도 15D에 도시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올려 놓은 회로기판(4)의 전극(5) 또는 도 15G에 도시한 열경화성 접착제(6b)를 올려 놓은 회로기

판(4)의 전극(5)에 대하여, 도 15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범프(3)가 접촉하도록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한

다. 그 결과, 도 15F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전성 페이스트(100)를 개재하여 범프(3)와 전극(5)이 전기적으로 접속되

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범프(3)가 직접 전극(5)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도전성 페이스트(100)를 

개재시킴으로써 레벨링의 가지런하지 않은 범프(3)를 전극(5)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이때, 앞의 실시형태와 마찬가지

로, 가열된 접합헤드(8)에 의하여 IC칩(1)을 회로기판(4)에 가압하여 접합할 때, 기판(4)의 휨의 교정을 동시에 실행

할 수 있다. 그 위에, 도전성 페이스트(100)로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여러가지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대신, 열경화성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열경화성 

접착제 대신, 이방성 도전막(10)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이방성 도전막(10)에 포함되는 도전

입자로서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면, 범프(3)와 전극(5) 사이에서의 접속저항값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부품, 예컨대 IC칩과 회로기판을 접합함에 종래 필요하였던 공정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 

대단히 생산성이 좋아지게 된다. 또, 접합재료로서 도전입자가 없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래예 2에서 도시한 방법에 비하여 저가인 IC칩의 실장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1) 범프형성

범프를 도금으로 형성하는 방법(종래예 2)에서는, 전용의 범프형성공정을 반도체 메이커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메이커에서밖에 범프의 형성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와이어본딩장치에 의하여 범용

의 와이어본딩용의 IC칩을 사용할 수 있어, IC칩의 입수가 용이하다.

종래예 1의 방법에 비하여, 도전성 접착제의 전사라고 하는 불안정한 전사공정에서의 접착제의 전사량을 안정시키기

위한 범프레벨링이 불필요하게 되어, 그와 같은 레벨링 공정용의 레벨링장치가 불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상기 제5실시형태의 방법에 의하면, IC칩에의 범프형성이 불필요하여, 보다 간편하고 또한 생산성이 좋고, 

염가의 실장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2) IC칩과 회로기판의 접합

종래예 2의 방법에 의하면, 접속저항은, 범프와 회로기판의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도전입자의 수에 의존하고 있었으

나, 본 발명에서는 독립한 공정으로서의 레벨링공정에 있어서 범프를 레벨링하지 않고 회로기판의 전극에 종래예 1, 

2 보다도 강한 하중으로 밀어붙여서 접합하므로, 개재하는 입자수에 접속저항값이 좌우되지 않아서, 안정하게 접속저

항값을 얻을 수 있다.

범프의 레벨링을 접합과 동시에 실시하므로, 독립한 레벨링공정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접합시에 회로기판의 휨이나 

꾸불꾸불함을 변형시켜서 교정하면서 접합하므로, 또는 범프에 부착시킨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하여 접합시에 도전

성 페이스트를 변형시킴으로써 범프의 레벨링이 일체 불필요하며, 접합시에 회로기판의 휨이나 꾸불꾸불함을 변형시

켜서 교정하면서 접합하므로, 휨이나 꾸불꾸불함에 강하다. 종래예 1에서는 10㎛/IC(1개의 IC칩당 10㎛ 두께 휨의 

치수정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종래예 2에서는 2㎛/IC, 종래예 3에서는 1㎛/IC(범프높이의 불규칙함 ±1㎛ 이하)

와 같은 고정밀도의 기판이나 범프의 균일화가 필요하며, 실제상은 LCD로 대표되는 유리기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데,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상기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지기판, 플렉서블(flexible)기판, 다층 세라믹기

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염가이고 범용성이 있는 IC칩의 접합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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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래예 1에서 필요로 한 도전성 접착제로 IC칩과 회로기판을 접합한 후에 IC칩의 하부에 밀봉수지(underfill coat

)를 할 필요가 없어서, 공정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에 있어서 형성되는 구멍(15)은, IC칩(1)의 전극(2) 또는 범프(3)의 위치, 또는,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위치중의 어느 한편의 위치에 형성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회로기판(4)의 전극(5)의 수가 I

C칩(1)의 전극(2)의 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IC칩(1)의 전극(2)을 접합하는 것에 필요한 수, 따라서, IC칩(1)의 전극(2

)에 대응하는 위치 및 수의 구멍(15)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에서 행한 어느 접합공법보다도 생산성이 좋고, 저렴한 IC칩과 회로기판의 접합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를 포함한 1996년 12월 27일에 출원된 일본 특허출원 제8-350738호에 개시된 것

의 모두는, 참고로서 여기에 도입하였다.

본 발명은,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관련하여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기술의 숙련한 사람들

에게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변형이나 수정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변형이나 수정은, 첨부한 청구의 범위에 의한 본 발

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성으로 도전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열경화성 수지(6, 6b)를 개재시키면서, 회로기판(4)의 전극(5)과 전자부품(1)

의 전극(2)에 와이어본딩(wire bonding)에 의해 형성된 범프(3)와 위치맞춤을 행하고,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1 범프당 20gf 이상의 가압력으로 가압하고, 상기 범프의 레벨링과 상

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행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의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여 양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은 레벨링하지 않고 행하며, 상기 접합은, 가열하면서, 상기 범프의 레벨링과 상기 기

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이방성 도전막을 구비한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10)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

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4)에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1)의 전극(2)을 연

결한 외형치수(OL)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위치맞춤을 행하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

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전에, 도전성 접착제(11)를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의 상기 범프(3)에 전사

하고,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4)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을 연결한 외형

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5)

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

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기판(4)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한쪽 면 또는 양면에 플럭스층(12)을 형성한 고정형

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의 상기 범프(3)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

기 전극(5)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가열된 헤드(8)에 의하여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

에 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경화하고, 그 수지 시이트

를 상기 범프가 돌파하는 경우에 상기 플럭스층의 플럭스 성분이 상기 범프에 부착하여, 이 범프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접합되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의 상기 범프(3) 및 상기 회로기판(4)의 상기 

전극(5)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15)내에,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14)를 상기 범프와 상기 회

로기판의 상기 전극을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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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

판의 휨을 교정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

하여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전자부품(1)을 상기 회로기판(4)에 실장하는 경우에, 상기 전자부품의 상

기 전극(2)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5)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15)에, 적어도 상기 전자

부품의 전극(2)에 입히는 패시베이션막(1a)의 두께(t  pc )보다 크고,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두께(t  pcb )보다 작은 

치수이며 또한,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16)를,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회로전극을 서로 

끼우는 방향 또는 서로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은,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초음파진동을 상기 전자부품에 인가하면서 상기 전자부품

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방성 도전막(10)에 포함된 도전입자가,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10.
제1항∼제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6)는, 그 두께가 접합후의 상기 전자부품의 작용면과 상기 회로기판

의 전극(5)이 형성된 면과의 틈새보다 두꺼운 두께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접착제(6b)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

법.

청구항 13.
절연성으로 도전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열경화성 수지(6, 6b)를 개재시키면서 회로기판(4)의 전극(5)과 전자부품(1)의

전극(2)에 와이어본딩에 의해 형성된 범프(3)와 위치맞춤을 행하는 위치맞춤장치와,

상기 열경화성 수지(6, 6b)를 가열하는 가열장치(8a)와,

상기 가열장치에 의하여 상기 열경화성 수지(6, 6b)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1 범프당 20gf 

이상의 가압력으로 가압하고, 상기 범프의 레벨링과 상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행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여 양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합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레벨링하지 않고 위치맞춤을 행하며,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범프의 레벨링

과 상기 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이방성 도전막을 구비한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10)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회로기판(4)에,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1)의 전극(2)을

연결한 외형치수(OL)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의 범프(3)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

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위치맞춤 전에 도전성 접착제(11)를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

의 상기 범프(3)에 전사하고, 상기 위치맞춤 전에, 상기 회로기판(4)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전자부품의 상

기 전극을 연결한 외형치수보다 작은 형상치수의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5)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

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

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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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회로기판(4)에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한쪽 면 또는 양면에 플럭스

층(12)을 형성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의 상기 범프(3)

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5)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가열된 헤드(8)에 의하여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휨 교정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경화하고, 그 수지

시이트를 상기 범프가 돌파하는 경우에 상기 플럭스층의 플러스 성분이 상기 범프에 부착하여, 그 범프가 상기 회로

기판의 상기 전극과 접합되어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을 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전자부품(1)의 상기 전극(2)의 상기 범프(3) 및 상기 회로기판(4)의 상

기 전극(5)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15)내에,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

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쇠구슬로 된 입자(14)를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을 도통시키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범프와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

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상기 전자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회로

기판의 휨을 교정하면서,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는, 상기 전자부품(1)을 상기 회로기판(4)에 실장하는 경우에,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2) 및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5)의 적어도 한편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구멍(15)에, 적어도 상기 전

자부품의 전극(2)에 입히는 패시베이션막(1a)의 두께(t  pc )보다 크고,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의 두께(t  pcb )보다 작은

치수이며, 또한 표면에 금도금을 한 수지보올, 또는 니켈입자, 또는 은이나 은-팔라듐, 또는 금으로 된 도전입자, 또는

도전페이스트, 또는 쇄구슬로 된 입자(16)를,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회로전극을 서로 끼

우는 방향으로 또한 서로 도통하는 방향으로 매립한 고정형의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6)를,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서,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과 위치를 맞추어 첩부한 다음, 상기 전자부품의 상기 전극과 상기 회로기판의 상기 전극의

위치를 맞추고,

상기 접합장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를 가열하면서 초음파진동을 상기 전자부품에 인가하면서 상기 전자

부품을 상기 회로기판에 가압하여 상기 전자부품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에 개재하는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를 상

기 열로 경화하여 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방성 도전막(10)에 포함되는 도전입자가 니켈분말에 금도금을 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2.
제13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6)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의 시이트(6)는, 그 두께가 접합 후의 상기 전자부품의 작용면과 상기 회전기판

의 전극(5)이 형성된 면과의 틈새보다 두꺼운 두께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4.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열경화성 접착제(6b)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

장장치.

청구항 2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장치와 상기 접합장치는 하나의 장치로 구성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후, 또한 상기 접합전에 있어서, 상기 범프에 도전성 페이스

트(100)를 부착한 다음, 이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시켜서, 상기 범프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하고, 상기 접합에 있어서

,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경화한 도전성 페이스트가 돌파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27.
제13 내지 제2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맞춤 후, 또한 상기 접합전에 있어서, 상기 범프에 도전성 페이스

트(100)를 부착한 다음, 이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시켜서 상기 범프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하고, 상기 접합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를 상기 경화한 도전성 페이스트가 돌파하여 상기 회로기판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회로기판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29.



등록특허  10-0384314

- 13 -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전자부품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방법.

청구항 30.
제13항 내지 제2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회로기판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청구항 31.
제13항 내지 제2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시이트는 상기 전자부품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실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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