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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발광 다이오드들

요약

본 발명을 따르면,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되는 LED는 밑에 놓이는 열 접속 패드 및 한 쌍의 전기 접속 패드를 포함하는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 및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설치된 LED 다이를 포함한다. LED는 금속 베이스를 통해

서 열 접속 패드에 열적으로 결합되고, 전극들은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들에 전기 접속된다. 저열 저항 절연 층은 열

을 통과시키면서 베이스로부터 다이의 다른 에어리어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킬 수 있다. 열 흐름은 열 커넥터 패드로의 열

비아들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베이스 위에 형성된 세라믹 층들은 회로를 부가하여 방출된 광을 분사시키는 것을 지원한

다. 새로운 패키지는 250℃ 만큼 높은 온도들로 동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열 접속 패드, 전기 접속 패드, 금속 베이스, 세라믹 층, LED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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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들과의 상호 참조

본 출원은 2003년 5월 5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467,857호인 "Light Emitting Diodes Packaged for High

Temperature Operation"의 이점을 청구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들에 관한 것이며, 특히,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발광 다이오드들(LED들)은 통신들 및 인스트루먼테이션(instrumentation)으 로부터 가정용, 차동차용 및 시각용 디스플

레이로 확장하는 점점 많은 수의 애플리케이션들에서 광원들로서 이용되고 있다. 많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더 높은

전력 레벨들을 필요로 하거나 더 고온의 동작 환경에서 LED들이 이용되도록 한다. 이에 응답하여, LED 제조자들은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LED 출력 강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재료들의 순도를 개선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LED들의

희망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지금 자신의 패키징에 대한 열적 한계들에 의하여 제한된다.

현재 유행하는 플라스틱 LED 패키지들은 대략 80℃의 동작 온도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LED 다이(die)는 120℃에

서 동작할 것이며, 약 200℃의 동작 온도가 산업적으로 선호된다. 따라서,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되는 개선된 발광 다이

오드가 필요로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LED는 아래에 놓이는 열 접속 패드 및 한 쌍의 전기 접속 패드들을 포함한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 및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장착된 LED 다이를 포함한다. LED는 금속 베이스를 통하

여 열 접속 패드에 열적으로 결합되며, 전극들은 아래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저열 저항 절연

층은 열 통로를 허용하면서 베이스로부터 다이의 다른 에어리어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킬 수 있다. 열 흐름은 열적 커넥터

패드로의 열적 비아들(thermal vias)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 베이스 위에 형성된 세라믹 층들은 회로를 부가하여 방출

된 광을 분포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패키징된 다이오드는 금속에 대한 저온 동시소결 세라믹 기술(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on metal technique; LTCC-M)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LTCC-M 패키징된 다이오드는 250℃ 만큼

의 높은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점들, 특징 및 다양한 부가적인 특성들은 이제 첨부 도면들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서술되는 예시적인 실시예들

을 고려하면 충분히 분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되는 LED의 제 1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2는 회로 소자들이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에 부가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3a 및 3b는 세라믹 층 내의 예시적인 광 분산 캐비티들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LED의 대안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5, 6 및 7은 패키징된 LED의 대안 실시예들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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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1의 실시예에 따른 LED들의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특히 제조하는데 용이한 어레이를 개략적인 단면도로 도시한 도면.

도 10 및 11은 유용한 어레이들의 상면도들.

도 12는 카드의 플러그로서 본 발명의 LED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부가적인 외부 히드싱크에 장착된 도 12의 카드를 도시한 도면.

도 14 및 15는 솔더 또는 골드 볼(gold ball)들에 의해 LECC-M 패키지의 트레이스(trace)들에 결합된 플립-칩 다이의 상

면도 및 측면도.

도 16은 LECC-M 패키지 내의 도전성 트레이스들을 도시한 도면.

도 17은 절연된 베이스 단자 및 비아들을 갖는 단일 LED 패키지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다수의 LED 다이에 적합한 도17의 패키지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테이퍼링된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한 둥글 펀치 툴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이러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크기 조정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는 두 부분들로 나누어진다. 파트 I에서, 본 발명에 따른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발광 다이오드들(LED들)의

구조 및 특성들을 서술하고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파트 II에서, LED들을 패키징할 때 이용된 LECC-M 기술을 보

다 상세히 설명한다.

I.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되는 LED들

도면들을 참조하면, 도1은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되는 LED(10)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LED(10)는 금속 베이스(11) 위

에 장착되고 금속 베이스(11)에 열적으로 결합된다. 유용하게도, 금속 베이스(11)는 상기 베이스(11)로부터 전기 졀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패턴닝된 저열 저항, 전기 절연 층(12) 및 열적 결합 및 전기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패터닝된 도전층

(13)을 포함한다. 층들(12 및 13)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절연 또는 전기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패터닝될 수 있다. 애노드

10A) 및 캐소드(10C)를 갖는 LED(10)는 전극들(10A 및 10C)을 패터닝된 도전층(13)의 도전 패드 영역들(13A 및 13C)

에 솔더 결합함으로써 베이스(11) 위에 장착될 수 있다.

전기 접속들은 전기적으로 절연된 비아들(14) 또는 베이스(11)의 금속을 이용하여 금속 베이스(11)를 통해 아래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들(15A 및 15B)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솔더링 가능한 전기 접속 패드들(15A 및 15B)은 인쇄 회로 보드(도시

되지 않음) 상으로의 베이스(11)의 표면 장착을 허용하기 위하여 금속 베이스(11)의 하측에 증착될 수 있다. 베이스(11)의

나머지 에어리어들은 LED 패키지로부터 인쇄 회로 보드로 열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열적 커넥터 패드들(16)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유용하게도, 베이스(11)는 솔더 어셈블리 동안 인쇄 회로 보드 내의 도금된 쓰루 홀들(도시되지 않

음)과 접촉한다. 이와 같은 쓰루 홀들은 다이오드 패키지로부터 PCB 캐리어(전형적으로 알루미늄 또는 구리) 내로 열을

전달할 것이다.

베이스(11) 위에는, 하나 이상의 세라믹 층들(17)이 패키지의 표면에 부가될 수 있다. 베이스(11) 상의 세라믹 층들은 LED

(10) 주위에 캐비티(18)를 형성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캐비티 벽들의 형태는 LED(10)로부터의 광 분포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세라믹 층(17)은 다수의 다이오드들을 어레이로 접속시키기 위한 회로, 정전기 방전 보호 회로, 다이오드 제

어 및 전원 접속들 및 다른 표면 장착 소자들(도1에 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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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에 의해서) 투명한 맑은 커버 또는 렌즈를 캐비티(18) 위에 결합함으로써 투명한 커버(19)가 제공될 수 있다. 본딩

패드(bonding pad) 및 납땜된 밀폐 링(brazed seal ring)(도시되지 않음)을 부가하여 용접 밀폐가 행해질 수 있다.

유용한 실시예에서, 금속 베이스(11)는 구리/몰리브덴/구리(CMC)이며, 저열 저항 전기 절연층(12)(대략 2 마이크로미터)

은 금속 베이스의 산화된 층, 증착된 유리 또는 니켈 산화물(대략 2 마이크로미터)과 같은 다른 증착된 절연체일 수 있고,

도전층(13)은 금, 은 또는 다른 적절한 컨덕터일 수 있다. LED 전극들(10A, 10C)은 AuSn 솔더에 의해 금 본딩 패드들

(13A, 13C)에 솔더 결합될 수 있다. 전기 접속 및 열 싱킹(heat sinking)을 위한 아래에 놓이는 패드들(15 및 16)은 바람직

하게는 각각 PdAg 및 Ag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11)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17)은 다수의 세라믹 층들(17A, 17B, 17C 및 17D)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각각의 세라믹 층은 전력 공급, 제어, 보호 및 상호접속 LED들을 위한 회로 소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회로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변화될지라도, 도2는 표면 장착된 능동 장치들(20), 매립 커패시터들(21), 커넥터들(22),

상호접속 비아들(23), 및 매립 저항들(24)을 부가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회로를 포함하는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17)을 갖

는 금속 베이스(11)는 예를 들어, 2002년 9월 24일자로 발행되고 본원에 참조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 6,455,930 호에 서

술된 금속에 대한 저온 동시소결 세라믹 기술(LTCC-M)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양호한 양의 광이 LED 다이의 에지들로부터 방출되기 때문에, 세라믹 캐비티의 형상은 총 광 효율에서 중요한 팩터이다.

세라믹 캐비티 벽들은 엠보싱, 코이닝(coining), 스탬핑, 라미네이션에 의한 성형, "그린" 또는 언파이어 상태(un-fired

state)에서의 세라믹의 라우팅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들로 형성될 수 있다.

도 3a 및 3b는 도 1의 LED에 대한 예시적인 광 분산 캐비티들을 도시한다. 도 3a에서, 캐비티(18)는 직선 테이퍼를 갖는

벽들(30)을 가지고 있다. 도 3b에서, 벽들(31)은 포물선 테이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다이오드 캐비티(18)는 광

출력 및 포커스를 개선시키도록 하는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백색 파이어된(white fired) 유리 세라믹은 반사적이며, 광을

분산시켜 밝은 지점의 출현을 감소시킨다. 캐비티 표면의 반사도는 스프레잉, 페인팅, 스퍼터링 또는 화학적 기상 증착에

의해서 은과 같은 반사적인 코팅을 도포하거나 표면을 연마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도 4는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단일 LED의 대안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LED(10) 위의 렌즈

(40)는 세라믹 층(17), 캐비티(18) 및 렌즈 커버(19)를 대체한다. 도4 장치의 다른 특성은 도1 장치에 대하여 서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고온 LED의 다른 변형들은 패키지의 하부에 단일 전극을 가지며, 상부 측 상에 와이어 결합 가능한 패드로서 제 2 전극을

가지는 LED 다이를 포함할 것이다. 또는 양 전극들이 서로 와이어 결합하여 상부 면에 존재할 수 있다.

도 5는 고온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패키징된 대안 LED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5 장치는 금속 베이스(51)가 LED 다

이(10) 주위에 오목한 광 반사 캐비티(52)를 포함하기 위하여 코이닝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도1 장치와 유

사하다. 도5는 또한 LED 다이(10)가 자신의 상부면에 자신의 전극들(53)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부

전극(53)은 예를 들어, 본딩 와이어(bonging wire)(54)에 의하여 세라믹(17) 상의 상부 본딩 패드(55)에 접속되고, 절연된

비아 섹션(56)을 포함하는 비아(57)를 통하여 성형된 금속 베이스(51) 아래의 본딩 패드(15A)에 접속될 수 있다. 다른

LED 전극은 본딩 패드(59)에 접속된 하부면 상에 존재할 수 있고, 금속 베이스 및 비아(57)에 의하여 제2의 아래에 놓이는

본딩 패드(15B)에 더 접속된다. 성형된 금속 베이스(51)는 아래에 놓이는 세라믹 지지체들(58A, 58B)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에 놓이는 본딩 패드들(15A, 15B)는 열적 베이스 커넥터(16)와 동일평면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배열은 PC 보드상으

로의 표면 장착 접속을 위한 단일 평면에서 패드들(15A, 15B) 및 커넥터(16)를 제공한다.

도 6의 실시예는 LED(10)가 성형된 금속 베이스보다는 오히려 세라믹 층(17) 상에 장착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도5의 실시

예와 유사하다. 여기서, 코이닝된 금속 베이스에 따른 세라믹 층(17)은 광 반사기의 역할을 한다. LED(10)의 하부 전극은

세라믹을 통하여 베이스(51)로의 본딩 패드 및 도전성 비아들(61)에 의하여 금속 베이스(51)에 접속될 수 있다. 비아들

(61)은 넘버링(numbering)되고 디멘저닝(dimensioning)되어 열 뿐만 아니라 전기를 전달하도록 한다.

도 7 실시예는 세라믹 층(17) 내의 캐비티가 확대되어 성형된 금속 베이스(51)의 형상화된 영역이 층 에어리어 반사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더 넓게 노출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도5 실시예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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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LED 구조는 LED들의 어레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복제될 수 있다. 도8은 매립된 상호접속 회로(도시되지

않음)가 공통 전극들(81A, 81C)에 접속된 세라믹(도1의 17)에 부가되는 다이오드들(10)의 예시적인 어레이(80)를 도시한

다.

도 9는 특히 제조하기가 용이한 LECC-M 패키징된 LED 다이오드들(10)의 어레이(90)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질적으

로, 어레이(90)는 열 싱크(91)와 개구된 PC 보드(92) 사이에 배치된 다수의 다이오드들(10)을 포함한다. 각각의 LED(10)

의 발광부는 PC 보드(92)의 대응하는 윈도우 개구(93)와 정렬된다. PC 보드(92)는 유용하게도, 제어 및 구동 회로들(도시

되지 않음) 및 회로들과 LED들 사이의 전기 접속들, 예를 들어, 접속들(94)을 포함한다. PC 보드(92)는 다이오드들(10)을

열 싱크와 열 접촉하여 유지하기 위해 스크류들(95)에 의하여 (한 시트의 알루미늄일 수 있는) 열 싱크에 편리하게 고정될

수 있다. 유용하게도, 다이오드들과 열 싱크 사이의 열적 결합은 열적 그리스(thermal grease)에 의해 용이해질 수 있다.

어레이(90)는 특히 제조하기가 용이하다. PC 보드(92)를 형성하고 본원에 서술된 바와 같이 다수의 LECC-M 패키징된 다

이오드들(10)을 제공함으로써, 다이오드들은 발광부가 개구에 정렬되고 LED 접촉부들이 PC 보드 접촉부들과 정렬된 채

로 PC 보드 상에 표면 장착될 수 있다. 솔더 리플로우 접속(solder reflow connection) 이후에, PC 보드(92)는 스크류들

(95)에 의해 열 싱크(91)에 고정될 수 있다. 개구들 및 LED들은 LED들의 이-차원 어레이의 임의의 희망하는 구성을 얻기

위하여 보드의 표면에 걸쳐 배열될 수 있다.

도 10은 가깝게 패킹된 6각형 어레이를 형성하는 LED들(10)의 제1의 유용한 구성을 도시한 상면도이다. PC 보드(92)는

공통 전극들(81A 및 81C)을 포함한다.

도 11은 제2의 유용한 구성의 상면도이다. LED들은 원주 주위의 각 섹터들 내의 다수의 세트들(111A, 111B, 및 111C)

원 중심의 세트(111D)에 분포되어 집중된 광원을 에뮬레이팅(emulating)한다.

도 12는 카드의 플러그로서 이용하는데 적절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다수의 캐비티들(122)은 다수의 LED 다이

(123, 124 및 125)를 포함한다. LED 다이(123, 124 및 125)는 (증가된 발광성을 위한) 이상적인 다이이거나, 개별적인 컬

러들이며 단일, 또는 혼합된 컬러 디스플레이들을 위한 다양한 패턴들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다양한 강도를

제공하거나 패턴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양한 조합들로 비추어질 수 있다. 카드 접촉 핑거들(126, 127, 128 및 129)은 디

스플레이된 컬러를 제어하기 위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여기서, 핑거(129)는 전기 공통부(공통 캐소드 또는 공통

애노드)이며, 핑거들(126, 127, 및 128)은 가드가 레드, 그린 또는 블루를 각각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웰(well) 내

의 단일 컬러 다이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예에서, 각각의 LED 다이는 각각의 웰 내의 동일한 컬러의 각각의 LED 다이 및

그 컬러를 위한 각각의 제어 핑거에 와이어링된다. 이 실시예의 다른 버전에서, 디코딩/드라이버 전자장치들은 카드의 층

들 내에 직접 내장될 수 있고 개개의 LED 다이 또는 다이의 그룹들을 제어할 수 있다.

도 13은 부가적인 냉각을 위하여 열 싱크(132) 상에 유용하게 장착되는 카드를 도시한다. 또한, 상기 카드는 접촉 핑거들

(126, 127, 128)과 접촉을 행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에지 커넥터(133) 내로 플러깅되어 도시된다.

반도체 다이는 또한 서술된 LED 어셈블리들중 어느 하나에 직접 플립-칩들로서 접속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패키

지의 표면들은 금 또는 솔더와 같은 결합 가능한 재료로 범핑될 수 있다. 반도체 다이의 금속 단자들에 대응하도록 범프들

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이는 패키지의 범핑된 단자들과 다이 단자들 사이의 야금 접속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열

및/또는 열초음파 교반(thermosonic agitation)을 인가함으로써 패키지에 부착될 수 있다. 이 실시예가 도14 및 15에 도시

되어 있다. 도 14는 LTCC-M 패키지(141) 내의 플립-칩 다이(143)를 도시한 상면도이다. 도 15는 범프들(144)에 의해 표

면(142) 상의 와이어링 평면에 접속된 플립 칩(143)을 도시한 동일한 어셈블리의 측면도이다. 도 16은 다이가 설치되기

이전의 패키지의 상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와이어링 트레이스들(161)이 표면(142) 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LED 어셈블리로의 접속들은 베이스(174) 상의 절연된 단자들

(175)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절연층(171) 내의 오프닝(opening)들은 이전과 같이 LED들을 위한 웰들을 형성한다. 절연

층(171)은 선택적으로 접지면(172)을 포함할 수 있다. 금속 비아들(173)은 절연 단자(175)로부터 도전성 트레이스들(도

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다이로의 전기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18은 다수의 다이(10)를 하우징하도록 설계된 이러

한 실시예의 버전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음의 특정 예를 고려하여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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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H.C.Starck Corp.에 의해 제조된 13% 구리, 74% 몰리브덴, 13% 구리(CMC) 금속 라미네이트를 이용하여 구성

된다. 두꺼운 필름 금 본딩 패드들은 각각의 다이오드 전극의 위치에 대응하도록 금속 베이스 상에서 파이어된다. 상기 패

드들은 CMC 베이스에 전기적으로 그리고 열적으로 접속된다. CMC-겸용식 세라믹 테이프의 4 층들은 LED 캐비티들을

형성하고, 전기 접속을 행하고, 어레이 하우징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세라믹 테이프는 Ferro Corp. 등에 의해 제공된 유

리들 및 수지들로 이루어진다. 테이프 재료들은 평활한 시트들 위에 놓이고, 혼합되고, 주조된다. 그리고 나서, 시트들은

펀칭, 프린팅, 대조 및 라미네이팅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그린" 테이프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프로세싱된다.

캐비티들은 라우팅하고(회전 툴로 재료를 절단하고), 그린 상태에서의 라미네이션 동안 강성의 툴을 이용하여 형상을 프레

싱하거나, 펀치 샤프트(191) 및 테이퍼링된 샤프트(192)(도19)를 갖는 둥근 펀치 툴(190)을 이용하여 각각의 세라믹 층에

서 캐비티를 펀칭(그린-상태 펀칭)함으로써 형성된다. 둥근 펀치(193)가 세라믹 테이프 차드(ceramic tape chad)를 밀어

내고 나서, 테이퍼링된 샤프트(192)가 테이퍼를 그린 테이프 내로 프레싱한다. 표면은 선택적으로 각각의 펀칭 이전에 은

또는 알루미늄 금속 파우더로 코팅된다. 펀칭 동작 동안, 금속 파우더가 세라믹 테이프로 이동된다. 파이어될 때, 금속이

세라믹 내에 소결된다. 테이퍼의 표면은 또한 회전 연마 툴을 이용하여 파이어한 이후에 연마될 수 있다. 연마된 표면은 또

한 세라믹 테이프의 제조에서 더 미세한 그레인 크기를 갖는 세라믹 파우터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더 미세한 그레인

크기는 마무리된 부분의 표면 거칠기를 감소시킨다.

CMC 베이스는 라미네이션 동안 부착되고 ~900℃에서 파이어하는 동안 테이프 층들에 결합된다. 다수의 어레이는 단일

웨이퍼 상에서 프로세싱되고 나서, 파이어한 이후에 다이싱(dicing)에 의해 싱귤레이팅(singulating)된다. 패키지가 완료

된 이후에, 개개의 다이오드들은 80%AU20%Sn 솔더를 이용하거나, Ablebond 84LMI와 같은 도전성 에폭시를 이용하여

솔더링함으로써 각각의 캐비티의 하부에서 금 패드들에 접속된다. 금 패드들은 금속 베이스에 접속된다. 도전성 비아들은

상부 세라믹 층 상의 전기 단자를 금속 베이스에 접속시킨다. 애노드 또는 캐소드는 다이오드의 배면 측에 공통 접속되며,

이것은 차례로 금 본딩 패드에 접속된다. 다이오드의 대향 측은 와이어 본드를 이용하여 어레이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본드는 다이오드로부터 세라믹 층들 중 하나 위의 본딩 패드로 접속된다. 두꺼운 필름, 도전성 트레이스들은 본딩 패드들

을 포함하는 세라믹 층의 표면 상으로 증착된다. 트레이스들은 도전성 비아들을 통하여 상부 세라믹 층 상의 전기 단자에

접속된다. 직렬, 병렬, 및 직병렬 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다이오드 접속들이 가능하다. 전압 강하 및 전류 제한 저항들, 인덕

터들, 및 커패시터들이 세라믹 층들 사이에 매립된 소자들로서, 또는 패키지의 상부면 상에 장착된 이산 소자들로서 부가

될 수 있다. 부가적인 제어, EDS 보호, 및 전압 조정 반도체들이 다이 또는 패키징된 형태로 부가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Hysol 1600과 같은 인덱스 정합 에폭시가 투명한 Hysol 1600을 이용하여 부착될 수 있는 커버 또는 렌즈보다 앞서서 각

각의 장치의 광 출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다이오드 캐비티에 부가될 수 있다.

Ⅱ. LTCC-M 패키징

다층 세라믹 회로 보드들은 그린 세라믹 테이프들의 층들로 이루어진다. 그린 테이프는 테이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조되

고 절단되는, 유기 바인더들 및 솔벤트와 혼합되는 특정 유리 조성물들 및 선택적인 세라믹 파우더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와이어링 패턴들은 테이프 층들 상으로 스크린 인쇄되어 각종 기능들을 실행한다. 그 후, 비아들은 테이프에 펀칭되어 컨

덕터 잉크로 충전되어 그린 테이프 상의 와이어링을 다른 그린 테이프 상의 와이어링에 접속시킨다. 그 후, 이 테이프들은

정렬되며, 라미네이트되고 파이어되어 유기 재료들을 제거하며, 금속 패턴들을 소결하며, 유리들을 결정화한다. 이는 일반

적으로 약 1000℃ 보다 아래 온도에서,바람직하게는 약 750-950℃ 로부터 실행된다. 유리들의 조성물은 열 팽창 계수, 유

전 상수 및 각종 전자 부품들에 대한 다층 세라믹 회로 보드들의 호환성을 결정한다. 700 내지 1000℃ 의 온도 범위에서

소결되는 무기 필러들에 의한 전형적인 결화 유리들은 마그네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칼슘 보로-실리케이트, 리드 보로

-실리케이트 및 칼슘 알루미노-보리케이트이다.

더욱 최근에, 금속 지지 보드들(금속 보드들)은 그린 테이프들을 지지하도록 이용된다. 금속 보드들은 강도를 유리층들에

넘겨준다. 게다가, 그린 테이프 층들이 금속 보드의 양측들 상에 설치되고 적절한 결합 유리들로 금속 보드에 부착되기 때

문에, 금속 보드들은 회로들 및 장치들의 복잡성 및 밀도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저항들, 인덕터들 및 커패시터들과 같은

수동 및 능동 부품들은 부가적인 기능을 위하여 회로 보드들에 결합될 수 있다. LED들과 같은 광학 부품들이 설치되는 경

우, 세라믹 층들의 벽들은 형상화 및/또는 코팅되어 패키지의 반사 광학 특성들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LTCC-M 또는 저

온 코-파이어링된 세라믹-금속 지지 보드로 공지된 이 시스템은 단일 패키지 내의 각종 장치들 및 회로의 집적도를 높이

는 수단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그린 테이프들에서 유리들 및 지지 보드를 위한 금속의 적절한 선

택에 의해, 실리콘-계 장치들, 인듐 포스파이드-계 장치들 및 갈륨 비소-계 장치들을 포함하는 장치들과 호환되도록 맞춰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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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C-M 구조의 세라믹 층들은 금속 지지 보드의 열 팽창 계수에 정합될 수 있어야만 한다. 유리 세라믹 조성물들은 각종

금속 또는 금속 매트릭스 컴포지트들의 열 팽창 계수에 정합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LTCC-M 구조 및 재료들은 2002

년 9월 24일에 Ponnuswamy 등에 허여되어 Lamina Ceramics에 양도된 발명의 명칭이 "Integrated heat sinking

packages using 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metal circuit board technology"인 미국 특허 제 6,455,930 호에

서술되어 있다. 이 미국 특허 제 6,455,930 호가 본원에 참조되어 있다. LTCC-M 구조는 Lamina Ceramics에 양도되어

본원에 참조된 미국 특허 제 5,581,876, 5,725,808, 5,953,203 및 6,518,502 호에 또한 개시되어 있다.

LTCC-M 기술을 위하여 이용되는 금속 지지체는 고열 도전율을 갖지만, 일부 금속 보드들은 고 열 팽창 계수를 가짐으로,

베어 다이는 항상 이와 같은 금속 지지 보드들에 직접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속 지지 보드들은, 분말 야금

기술들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구리 및 텅스텐(구리의 10-25 중량%를 포함) 또는 구리 및 몰리브덴(구리의 10-25 중량%

포함)과 같이, 이와 같은 용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철, 니켈, 코발트 및 망간의 금속 합금인 구

리 클래드 Kovar®(Carpenter Technology의 상표명)는 매우 유용한 지지 보드이다. AISiC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 그래파

이트 컴포지트들로서 직접 부착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재료이다.

양호한 냉각이 필요로 되는 다른 예는 플립 칩 포장의 열 관리를 위한 것이다. 도 14 및 도 15는 예를 들어 LTCC-M 패키

지가 LED 다이를 하우징하는 본 발명의 LED 시스템을 도시한다. 조밀하게 패킹된 마이크로회로 및 많은 양의 열을 발생

시키는 디코더/드라이버들, 증폭기들, 발진기들 등과 같은 장치들은 또한 LTCC-M 기술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집

적 회로의 최상부 층들 상에서의 금속화는 입력/출력 라인들을 칩의 에지로 이동시켜 칩을 포함하는 패키지 또는 모듈에

와이어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너무 긴 와이어가 기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와이어 본드 와이어의 길이가 문제가 된

다. 매우 높은 집적 칩들의 비용은 회로를 생성하는데 필요로 되는 실리콘의 에어리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본딩 패

드들의 배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플립 칩 패키징은 접속들을 행하도록 와이어 본드 패드들보다 오히려 솔더 범프들을

이용함으로써 이들 문제들 중 적어도 일부를 극복한다. 이들 솔더 범프들은 와이어 본드 패드들보다 작고, 칩이 뒤집어 질

때 또는 플립될 때, 솔더 리플로우는 칩을 패키지에 부착시키도록 이용될 수 있다. 솔더 범프들이 소형이기 때문에, 칩은

다층 패키징이 이용되는 경우 자신의 내부 내에서 입력/출력 접속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딩 패드들의 수 및 크기

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내의 트랜지스터들의 수는 칩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 칩상의 증가된 밀도 및 기능들의 집적이 칩상에서 더 높은 온도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최적 회로 밀도의 완

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단지 열 싱크들이 칩을 패키지에 접속시키는 작은 솔더 범프들이다. 이것이 불충분하며, 작은

능도 또는 수동 열 싱크들은 플립 칩의 최상부 상에 부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가적인 열 싱크들은 어셈블리 비용들을

증가시키며, 필요로 되는 부품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패키지 비용들을 증가시킨다. 특히, 열 싱크들이 작은 열 질량을 가지

면, 이들은 또한 효율을 저하시킨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본 발명에서, LTCC-M 기술은 반도체 부품 및 이에 수반되는 회로를 위한 집적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여기서 도전성 금속 지지 보드는 이 부품을 위한 열 싱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베어 반도체 다이는 반도체 부품을 냉

각시키기 위하여 고 열 도전율을 갖는 LTCC-M 시스템의 금속 베이스 상으로 직접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부품을 동작시키기 위한 전기 신호들은 세라믹으로부터 부품에 접속되어야만 된다. 도5, 6 및 7에서, 와이어 본드(54)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작용한다. 금속 지지 보드로의 간접 부착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이 패키지에서, 모든 필요로 되는 부품

들은 금속 지지 보드 상에 설치되며, 컨덕터들 및 저항들과 같은 수동 부품들을 다층 세라믹 부분에 통합시켜 집적된 패키

지에서 각종 부품들, 즉 반도체 부품들, 회로들, 열 싱크 등을 접속시킨다. 이 패키지는 리드로 밀폐된다.

개선된 열 싱크를 갖는 더욱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본 발명의 집적된 패키지는 제 1 및 제 2 LTCC-M 보드를 결합시킨다.

이 제 1 보드 위에는 반도체 장치 및 부품을 동작시키는 내장된 회로를 지닌 다층 세라믹 회로 보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상

기 제2 보드는 자신의 위에 설치된 열 싱크 또는 도전성 열 스프레더를 갖는다. 열전(TEC) 플레이트들(펠티어 장치들) 및

온도 제어 회로는 제1 및 제2 보드 사이에 설치되어 반도체 장치들의 개선된 온도 제어를 제공한다. 밀폐식 인클로우져는

금속 지지 보드에 부착될 수 있다.

LTCC-M 기술의 이용은 집적된 열 싱크와 함께 플립 칩을 패키징하는 이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키지들은 기

존의 오늘날 패키징보다 더욱 소형이며, 더욱 값싸며 그리고 더욱 효율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 플립 칩은 패키지의 통합

부분인 금속 보드 상에 설치되어, 부가적인 열 싱킹에 대한 요구를 제거한다. 플렉시블 회로는 플립 칩 상의 범프들 위에

설치될 수 있다. 다층 세라믹 층들의 이용은 또한 패키지의 주변으로의 트레이스들의 라우팅 및 팬 아웃을 성취하여, 열 싱

킹을 더욱 개선시킨다. 고 열 관리를 갖는 고 전력 집적된 회로들 및 장치들은 이 새로운 LTCC-M 기술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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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일 수 있는 많은 가능한 특정 실시예들 중 단지 몇가지 실시예를 예

시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수많은 변형된 다른 배열들이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에 의해 행

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온 동작을 위한 패키징된 LED에 있어서,

밑에 놓이는 열 접속 패드 및 한 쌍의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들을 포함하는 금속 베이스,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 및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한 쌍의 전극들을 갖는 LED를 포함하고,

상기 LED는 상기 금속 베이스를 통해서 상기 열 접속 패드에 열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전극들은 각각의 밑에 놓이는 전기

커넥터 패드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층은 캐비티(cavity)를 포함하고 상기 LED는 상기 캐비티에 설치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는 상기 LED로부터의 광을 반사하기 위해 테이퍼링된 면들(tapered sides)을 갖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베이스는 광을 반사하기 위한 오목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LED는 상기 오목 영역 위에 놓여 설치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들 및 상기 밑에 놓이는 열 접속 패드는 PC 보드의 대응 패드들 상에 표면 설치되도록 동

일 평면에 놓이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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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ED는 상기 열 접속 패드 위에 놓이는 상기 세라믹 층 상에 설치되고 상기 LED는 상기 열 커넥터 패드 위에 놓이는

상기 금속 베이스에 상기 열 비아들(thermal vias)에 의해 열적으로 결합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ED의 적어도 하나의 전극은 상기 전극으로부터 상기 세리믹 층 상의 본딩 패드(bonding pad)까지의 본딩 와이어

(bonding wire)를 포함하는 전기 경로에 의해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에 접속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ED의 적어도 하나의 전극은 상기 금속 베이스를 통해서 절연된 전도 비아(conducting via)를 포함하는 전기 경로에

의해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에 접속되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ED의 적어도 하나의 전극은 상기 금속 베이스를 포함하는 전기 경로에 의해 밑에 놓이는 전기 접속 패드에 접속되

는, 패키징된 LED.

청구항 10.

공통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제 1 항에 따르는 복수의 LED들을 포함하는 LED들의 어레이.

청구항 11.

고온 동작을 위한 금속에 대한 저온 동시소결 세라믹(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on metal; LTCC-M) 발광 다이

오드(LED) 어셈블리에 있어서,

열 접속 표면을 포함하는 금속 베이스,

적어도 하나의 LED 다이로서,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고 상기 금속 베이스로부터 전기 절연된 한 쌍의 전극들을 갖고,

상기 금속 베이스를 통해 상기 열 접속 표면에 열적으로 결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LED 다이,

상기 금속 베이스 위에 놓이는 세라믹 층으로서, 상기 LED 다이를 하우징(housing)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를 갖는,

상기 세라믹 층, 및

상기 금속 베이스로부터 절연된 복수의 도전성 트레이스들(conductive traces)을 포함하고,

상기 LED 전극들은 상기 도전성 트레이스들에 전기 접속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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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에지 커넥터 핑거들(edge connector fingers)을 더 포함하고, 상기 핑거들은 상기 LED 전극들에 접속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에지 커넥터 핑거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핑거들은 상기 LED 전극들을 제어하는 디코더/드라이버 전자장치들에 접

속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LED 전극들을 제어하는 상기 디코더/드라이버 전자장치들은 상기 LTCC-M 패키지 내에 임베딩되는, LTCC-M 발

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LED 어셈블리가 열 분산(heat dissipation)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가적인 금속 블록을 더 포함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LED 다이는 플립-칩(flip-chip)인,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칩은 솔더(solder) 또는 금을 포함하는 도전성 볼들(conductive balls)에 의해 상기 트레이스들에 결합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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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속 베이스 상에 형성되는 격리된 단자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격리된 단자들은 상기 LED 전극들에 전기적으로 접

속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베이스 상에 형성되는 격리된 단자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격리된 단자들은 디코더/드라이버 전자장치들에 전기

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전자장치들은 상기 LTCC-M 어셈블리 내에 설치되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청구항 20.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 내에 비아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비아들은 상기 격리된 단자들에 트레이스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LTCC-M 발광 다이오드 어셈블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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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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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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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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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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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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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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