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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히트 싱크는 실리콘 접착제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세라믹 캡 또는 
노출된  반도체  칩에  부착된다.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또는  크롬산염의  전화에  의해서  피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구리는 니켈 또는 금 크롬으로 피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CQFP, CBGA, CCGA, CPGA, 
TBGA, PBGA, DCAM, MCM-L과, 칩의 배면측이 히트 싱크에 직접 접속되는 다른 칩 캐리어 패키지와 같은 가
요성 또는 경질 유기 회로 기판 또는 모듈에 플립 칩(flip chip)을 부착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접착제의 재료는 1,000 사이클 동안 -65℃ 내지 150℃의 습식 또는 건식 열 사이클과 1,000 시간 동안 85
℃의 온도 및 85%의 상대 습도에 견뎌내는 한편, 적어도 500psi 의 인장 강도를 유지한다.  접착제는 고 
열전도성 및 저 열팽창계수(CTE)를 갖는 재료를 함유하여, 향상된 열 성능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가요성 에폭시에 의해 CQFP에 접착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가요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에 의해 캡이 없는
(capless) CQFP상의 반도체 플립 칩에 접착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CPGA상의 
반도체 플립 칩에 접착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도 3과 유사하고, 구리 또는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가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CBGA 또는 PBGA상의 반도체 플립 칩에 접착되어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에 의해 테이프 볼 그리드 
어레이(TBGA) 패캐지상의 반도체 칩에 접착된 구리 또는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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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유기 캐리
어 기판을 구비한 직접 칩 부착 모듈(DCAM)상의 반도체 칩에 접착된 구리 또는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은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히트 스프레더를 고전력 밀도 부품의 세라믹 및 실
리콘 표면에 접착시킴으로써 제공된 열 성능이 향상된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은 하측에 장착된 와이어 본드 칩을 갖는 세라믹 TSOP에 가요성 에폭시에 의해 접착된 구리 또는 알
루미늄 히트 싱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핀(pin)형 휜(fin)실시예에 대한 도 4의 히트 싱크의 평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플레이트형 휜실시예에 대한 도 8의 히트 싱크의 평면도,

도 11은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TBGA에 접착된 구리 또는 알루미늄의 구멍이 천공된 
히트 싱크를 갖는 하측에 장착된 TBGA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2는 하측에 장착된 와이어 본드 칩을 갖는 TBGA에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접착된 
벽돌형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3은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랩형 가요성 기판 모듈상의 플립 칩 및 와이어 본
드 칩에 부착된 구리 또는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4는 가요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히트 싱크를 플립 칩 및 그 플립 칩이 부착되는 
세라믹 기판에 직접 결합하는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8, 110, 114, 160, 162, 164, 168, 220, 264, 272, 324, 466, 504, 568 : 접착제(에폭시)

118, 165, 224, 246, 270, 320, 440, 468, 502, 540, 640, 670 : 히트 스프레더(히트 싱크)

154, 206, 258, 570, 624 : 접합부

200, 240, 250, 300, 660 : 모듈

120, 166, 226, 244, 274, 322, 366, 370, 372, 410, 416, 444, 470, 508, 542, 630, 644 : 가요성 에폭
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

350 : 정보 처리 시스템 378, 380 : 전원장치

600 : 밀폐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부품의 제조, 회로 기판을 형성하도록 회로화된 기판(circuitized substrates)에의 부품
의 조립, 정보 처리 시스템(information handling systems)을 제공하도록 전원 장치(power supply)를 갖
는 회로 기판의 조립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히트 스프레더 또는 히트 싱크(heat spreaders or 
heat sinks)를 전자 부품에 부착하는 기술 및 결과적인 구조에 관한 것이다.  

하기의 배경 기술은 당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열거한 참조문헌을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배경 
기술은 심사하기에 적당한 조사가 이뤄져 있거나, 다른 적절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기의 인용문헌
의 모두가 중요하거나, 하기의 인용문헌의 모두가 유사한 기술 또는 종래 기술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
다.

상호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동안에, 회로 카드(circuit cards)에는 많은 종류의 부품이 부착된다.  회로 
카드상의  배선층(wiring  layers)  뿐만아니라  부품은  저항열을  발생한다.   더욱이,  능동  부품(active 
components)은 스위칭 동안에 열을 발생한다.  이런 열은 시스템을 둘러싸는 공기의 주변 온도 이상으로 
부품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의 전자 부품은 이들이 빨리 고장나는 어떤 최대 온도를 가지며, 능동 
부품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온도의 n 승(n은 통상 2)의 계수로 감소한다.  따라서, 전자 부품을 실제로 냉
각(cool)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응용예에서, 부품내에서 발생된 열의 대부분은 부품의 단자를 통해 회로화된 카드 기판(통상 대
부분은 유리 섬유가 충전된 에폭시)내로 전달되고, 카드의 배선층을 통한 열 경로에 의해 전달된다.  카
드는 열을 대류에 의해서 주변 공기로 소산하고, 방사에 의해서 회로 기판을 수용한 밀폐체로 소산하며, 
또 카드 커넥터 및 지지체를 통해서 기타 기판 또는 밀폐체로 소산한다.  또한, 전형적으로 발생된 열중 
일부는 대류에 의해서 주변 대기로 그리고 정도는 적지만 방사에 의해서 카드를 둘러싸는 임의의 냉각 표
면으로 부품의 배면측을 통해 제거된다.

최근에, 카드상의 공간의 대부분이 열발생 부품으로 점유될 정도로 회로 기판상의 부품 밀도는 증가되었
고, 또한 회로 기판상의 라인 폭이 좁아져서 보다 많은 열이 회로화된 카드의 신호 라인내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리드선을 통한 열 경로는 부품 온도를 낮추는데 덜 유용하며, 부품의 배면측을 통한 열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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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매우 고성능 응용예[예를 들면, 대형 메인 프레임(main frames)]에서는, 냉각판을 포함한 헬륨 또는 수냉
식 시스템이 제공되며, 냉각판은 열 그리스(thermal grease)에 의해 부품에 열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
러한 열 그리스는 통상, 알루미나, 베릴륨, 구리, 은 또는 흑연과 같은 고열전도성 물질의 입자로 충전된 
두꺼운 유기 액체(예를 들면 실리콘 오일) 이다.  메인 프레임의 응용예에서, 플립 칩은 제어된 붕괴 칩 
접속(controlled collapse chip connections: C4)을 이용하여 세라믹 PGA(CPGA)의 배면상에 부착되어 왔
다.  이러한 칩은 열 그리스에 의해 액체 냉각 시스템의 냉각판에 직접 열접속되어 있다.

전형적인 고성능 응용예에 있어서, 히트 싱크(heat sink)[예를 들면 알루미늄(Al) 또는 구리(Cu)]는 부품
에 대해 기계적으로 클립 고정되거나 나사 부착되어, 주변 공기내로의 직접적인 대류에 의해 열의 소산을 
증가시킨다.  통상적으로, 열 그리스가 히트 싱크와 부품간의 공간(voids)을 충전하도록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매우 얇은 공기 갭(gap)이라도 열 경로내에 상당한 저항층이 되기 때문이다.

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파워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또는  에폭시  포팅  화합물(epoxy 
potting compound)에 의해 T0 - T3 캔(can)에 포팅되어 제공되어 왔다.  다시 이러한 접착제는 열전도성 
재료로 충전되어 열전도성을 증가시키고 또 반도체 장치의 온도를 감소시켰다.  또한, 이러한 개별 파워 
트랜지스터는 회로 기판에 나사 접속시키기 위한 구멍을 구비한 작은 얇은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열 
그리스는 트랜지스터와 회로 기판사이에 제공되어 있었다.  또한, 절곡된 플레이트의 간단한 히트 싱크는 
열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제공되어 왔다.

집적 회로 부품은 다수의 입력 및 출력(input and output ; I/O)의 접속 단자로 구성된다.  유기 재료는 
이러한 집적 전자 부품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상적인 부품은, 접착제(예를 들
면 에폭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여 와이어 본드 칩의 배면측을 리드 프레임 테이프상에 접속하고 
그리고 와이어 본딩을 이용하여 다이의 정면을 프레임의 리드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폴리이미드 테
이프상에 리드 프레임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된다.  칩을 폴리이미드 테이프에 접속하기 위해 제조된 접착
제는 통상 열전도성 입자로 충전되어 칩으로부터 열전도성을 향상시키고 칩 온도를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부품은 통상 트랜스퍼 성형(transfer molding)에 의해 제조되어, 칩, 본드 와이어 및 리드선의 
부분을 에폭시로 밀봉하여 플라스틱 기판을 형성한다.  세라믹 부품은 통상 칩, 본드 와이어가 배치되는 
세라믹 기판 아래에 공동(cavity)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에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에폭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epoxy or silicone adhesives)로 세라믹 기판에 접착식으로 접합되며, 칩 및 공동은 
열전도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 접착제로 충전된다.  세라믹의 하부 기판은 공동의 하부상에 접착되어 부품
의 하부를 보호할 수도 있다.  

히트 싱크는 통상 나사 체결 또는 클립 고정에 의해 집적 패키지에 접속되었다. 비실리콘 그리스(non-
silicone greases)는 통상 열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히트 싱크와 모듈(modules) 사이에 사용된다.  히트 
싱크는 통상적으로 회로 기판의 조립후에 집적 부품에 결합된다.  최근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조
자들은 회로 기판의 조립후에 에폭시 기재 재료를 이용하여 전자 부품의 유기 또는 세라믹 표면에 히트 
싱크를 접착제로 직접 접착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에폭시의 열팽창 계수(CTE)가 50 내지 80ppm/℃ 정도
이고, Al의 CTE는 23.4ppm/℃ 이며, 구리의 CTE는 17ppm/℃ 이고, 또 히트 싱크용으로 사용된 피막[비피
복 구리(bare copper), 니켈 피복된 구리, 비피복 Al, 양극산화된 Al, Al상의 크롬 전화]은 평활하고 에
폭시에 잘 접착되지 않기 때문에, 열 사이클링 동안에 접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전형적으로, 열전도를 
증가시키고 또한 박리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히트 싱크의 부착용으로 사용된 에폭시는 모듈 재료(에
폭시)의 CTE와 히트 싱크의 기재 금속의 CTE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정도(예를 들면, 30 내지 40ppm/
℃)로 접착제의 CTE를 조정한 열전도성 금속 또는 세라믹 입자로 충전된다.

고온 응용예에 있어서, 실리콘 기재의 접착제는 매우 내열성이기 때문에, 실리콘 접착제가 양극산화된 Al 
히트 싱크를 모듈의 세라믹 표면에 결합하는데 제안되었다.  실리콘 기재의 접착제는 25℃ 이하의 Tg 및 
2,000psi 이하의 영률(Young's Modulus)을 가지며, 그에 따라 매우 유연하다.  그러나, 실리콘은 200ppm 
정도의 매우 높은 열팽창계수를 가지며, 실리콘(silicone)과 공통 히트 싱크 표면들사이에 신뢰가능한 접
착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기계적으로, 실리콘 접착제와 이들 금속 표면사이의 접착강도는 에폭시의 강도
의  약  ⅓  내지  ½  이다.   실리콘(silicone)은  인장강도가  약  2,000psi  인  에폭시에  비해서  단지  약 
500psi의 인장강도를 갖는 약한 재료이다.  또한, 실리콘 접착제의 성분은 전위(migrate out)되어 극히 
얇은 피막을 갖는 표면을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 피막은 회로 기판에의 다른 유기 재료,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솔더 레지스트 및 밀봉재 등의 차후 부착을 방지한다.  통상, 히트 싱크는 회로 기판을 제
조하기 위한 다른 공정이 완료된 후에 부착되므로, 제조 동안에 오염 문제는 최소화된다.  특히, 오염은 
재가공된 부품에 대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재가공 동안에 실리콘(silicone)을 가열하는 것은 오염
을 증가시키고 또 재가공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회로 기판상의 차후 밀봉화 또는 다른 비실리콘 공정
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부가적인  정보를  위한  하기의  인용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벨라
(Jarvela)의 미국 특허 제 4,000,509 호에는 열 그리스를 이용하여 플립 칩을 히트 싱크에 열적으로 접속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이나사카(Inasaka)의 미국 특허 제 5,271,150 호에는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베크햄(Beckham)의 미국 특허 제 4,604,644 호, 크리스티(Christie)의 미국 특허 
제 4,999,699 호 및 제 5,089,440 호, 이토(Itoh)의 미국 특허 제 4,701,482 호에는 에폭시를 이용하여 
C4 접합부를 밀봉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데사이(Desai)의 미국 특허 제 5,159,535 호에는 플립 칩의 
배면을 기판에 부착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베네트(Bennett)의 유럽 특허 출원 제 93104433.3 호에는 
리드 프레임에 부착된 반도체 다이가 개시되어 있다.  앤쉘(Anschel)의 미국 특허 제 4,914,551 호에는 
에폭시를 이용하여 반도체 칩을 탄화규소(SiC), 알루미늄 질화물(AlN) 또는 Cu-Invar-Cu의 히트 스프레더
에 부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의 1989 년 9월호(제32권 제4A호)
에서  지.  쉬로트케(G.  Schrottke)와  디.  제이.  윌슨(D.  J.  Wilson)의  논문 ＂ Removal  of  Heat  From 
Direct Chip Attach Circuitry＂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실리콘 칩을 Cu-Invar-Cu의 히트 스프레더에 접
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니트쉬(Nitsch)의 미국 특허 제 5,168,430 호의 도 2에는 히트 스프레더
(4)에  접착된  하이브리드  회로  구조(3)가  도시되어  있다.   1993  년  9월,  아블레스틱(Ablestik)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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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Sheet for Ablebond P1-8971＂에는 가요성 에폭시를 이용하여 대형 다이를 은 피복된 구
리 리드 프레임에 부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A. I. Technology, Inc.＂의 ＂Product Data Sheet 
for Prima-Bond EG 7655＂에는 알루미나를 알루미늄에 그리고 실리콘을 구리에 부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1994 년 ＂Dow Corning＂의 ＂New Product Description for X3-6325＂에는 ＂기판 리드(lids) 및 
히트 싱크를 접착, 밀봉 및 부착하기 위해 사용된＂ 실리콘 접착제가 개시되어 있다.  1988  년 ＂Dow 

Corning＂의 ＂Information About High Technology Silicon Materials＂에는 SYLGARD
??
 Q3-6605 실리콘 접

착제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기판, 부품 및 소자를 히트 싱크＂에 부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General Electric＂의 ＂Semiconductor Packaging Materials Selector Guide＂에는 "RTV6424＂
를 이용하여 ＂다이 부착 응용을 위한＂ 실리콘 접착제가 제안되어 있다. ＂Thermoset Plastics, Inc.＂
의 ＂MS-523 Silicone Technical Bulletin＂에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히트 싱크를 플라스틱, 세라
믹 및 금속화된 패키지에 접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1994  년 ＂General  Electric＂의 ＂TC3280G 
Silicone Rubber Adhesive＂에는 실리콘 접착제의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  1994 년 "Proceedings of the 
44th Electronic Components and Technology Conference＂에서 보스워스(Bosworth), 허쉬(Hsu) 및 폴카리
(Polcari)에 의한 ＂Exceptional Performance from the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Implementations 
of a Silicone Adhesive for Bonding Heat sinks to Semiconductor Packages＂에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
하여 히트 싱크를 세라믹 패키지에 접속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왕(Wang)의 미국 특허 제 5,180,625 
호에는 가요성의 열전도성 에폭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세라믹 회로 기판에 결합하는 것이 제
안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나게임에서 1996 년 2월 27부터 29일까지의 ＂Proceedings of the 
Technical  Program  NEPCON  West  96＂에서  반버트(Vanwert)  및  윌슨(Wilson)이  제안한 ＂ One-Part 
Thermal-Cure Silicon Adhesive＂에는 ＂비피복 칩의 패키지화를 위해＂ 실리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윌슨(Wilson), 노리스(Norris), 스코트(Scott) 및 코스텔로(Costello)의 ＂
Thermoconductive Adhesives for High Thermally Stressed Assembly＂에는 I-4173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
하여 ＂기판, 부품 및 소자를 히트 싱크에 접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튜렉(Turek)의 미국 특허 제 
5,210,941 호에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히트 싱크를 유기 회로 기판에 부착하는 것이 제시
되어 있다.  간와(Kanwa)의 일본 특허출원 공개 제 64-148901(1989년) 호에는 탑형 히트 싱크가 제안되어 
있다.  스파이트(Spaight)의 미국 특허 제 4,092,697 호, 스기모토(Sugimoto)의 미국 특허 제 4,742,024 
호, 다나카(Tanaka)의 미국 특허 제 5,097,318 호, 매헐리카르(Mahulikar)의 미국 특허 제 5,367,196 호, 
니트쉬(Nitsch)의 미국 특허 제 5,168,430 호에는 칩을 히트 싱크에 열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
다.   데사이의  미국  특허  제  5,159,535  호,  앵글라스(Angulas)의  미국  특허  제  5,278,724  호, 베험
(Behum)의 미국 특허 제 5,147,084 호에는 모듈을 지지하는 다양한 플립 칩이 제안되어 있다.  1995 년 3 
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넵콘 웨스트 아나하임에서 베르니에(Bernier) 및 메미스(Memis)는 ＂Optimization 
of Thermal Adhesive Bond Strength for Extended use of TBGA at Elevated Temperatures＂에 대해 제안
하였다.

상술한 모든 인용문헌은 실시가능한 개시를 제공하고 또 특허청구범위를 지지하도록 참조로서 인용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있어서, 알루미늄 또는 구리 기재의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는 반도체 플립 칩 또는 세
라믹 칩 캐리어 표면의 배면측에 직접 부착된다.  

본 출원인은 실리콘 접착제의 박층이 1,000 사이클 동안 -65℃ 내지 150℃의 습식 또는 건식 사이클중에, 
1,000 시간동안 85℃의 온도 및 85%의 상대 습도에서, 그리고 1,000 시간동안 150℃의 온도중에 히트 싱
크 표면(예를 들면, 알루미늄, 양극산화된 알루미늄, 크롬 피복된 알루미늄, 구리, 니켈 피복된 구리 또
는 크롬 전화 피복된 구리)을 실리콘 플립 칩 표면(부동화된 유리 또는 폴리이미드)의 배면측에 신뢰성있
게 직접 접착할 수 있으며, 또 약 500psi의 전체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품
을 회로 기판에 부착하기 전에, 저분자량의 환상 화합물을 (예를 들면 열 증발 공정에 의해) 제거한 실리
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히트 싱크를 부품에 부착하고, 그 부품을 공융 리플로우(reflow) 온도보다 높은 온
도에서 베이킹(소성)(baking)하는 것에 의하여, 주위 표면의 오염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
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출원인은 실온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고가요성 에폭시의 박층이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를 플립 칩의 배면 또는 세라믹 표면에 직접 접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접착이 1,500 사이클 동안 0℃ 내지 100℃의 열 사이클 시험후에, 400 사이클 동안 -25℃ 내지 125℃의 
열 사이클 시험후에, 또 300 사이클 동안 -40℃ 내지 140℃의 열 사이클 시험후에도 강도를 유지하며, 또
는 1,000 시간동안 130℃에서 연속적으로 노출시킨후에도 적어도 500psi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히트 싱크를 
플립 칩의 배면측에 접착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가요성 에폭시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히트 스프
레더를 세라믹 기판에 결합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하기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당업자는 본 발명을 실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설명
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상의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전형적인 실리콘은 리플로우(reflow) 가열 동안에 증발하고 또 주위 표면을 오염시키는 상당한 양의 실록
산 화합물(예를 들면, 환상 화합물)을 포함한다.  주위 표면의 오염은 저분자량의 실리콘 화합물(환상 화
합물)이 (예를 들어, 열 증발 공정에 의해) 제거되어 있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감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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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오염은 차후의 재가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또한, 히트 싱크를 부
품에 부착하고, 회로 기판에 접속하기 전에 고온(200℃ 내지 220℃)에서 베이킹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고온 또는 보다 저온에서 후속의 재가공 동안에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리플로우 
베이킹 동안에 증발하는 실리콘 화합물의 양은, 전형적인 실리콘 접착제가 경화된 다음에 부품을 제거하
고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공융 Pb/Sn 솔더(200℃)를 리플로우시키기에 충분하게 베이킹될 때에 증발하는 
양의 10%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 이하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경화된 실리콘내의 
증발가능한 재료의 양은 전형적인 베이킹되지 않은 실리콘 접착제내의 이러한 재료의 양의 10% 이하, 보
다 바람직하게는 1% 이하이다.  바람직하게는, 경화된 실리콘의 어떤 성분도 200℃의 온도까지 증발되지 
않고, 그에 따라 접착제내에 작은 공간을 형성하지 않는다.  

적절한 실리콘 접착제는 미국 뉴욕 워터포드 허드슨 리버 로드 소재의 제네랄 일렉트릭 캄파니(General 
Electeic Company)로부터 입수가능한 TC3280G 이다.

전형적인 에폭시는 약 140℃ 내지 150℃의 Tg를 갖지만, 본 발명에 사용되는 가요성 에폭시는 약 25℃ 이
하의 Tg, 바람직하게는 10℃ 이하의 Tg, 보다 바람직하게는 0℃ 이하의 Tg를 갖는다.  또한, 전형적인 에
폭시는 1,000,000psi 정도의 영률을 갖지만, 본 발명에 사용되는 가요성 에폭시는 약 100,000psi 이하의 
영률, 바람직하게는 50,000psi  이하의 영률, 보다 바람직하게는 20,000psi  이하의 영률을 갖는다.  ＂
Prima-Bond EG 7655＂로 불리는 2성분 가요성 에폭시는 미국 뉴저지주 08648 로렌스빌 프린세스 로드 9 
소재의 ＂AI Technologies Inc.＂로부터 입수할 수 있으며, 상기 가요성 에폭시의 Tg는 약 -25℃ 이며, 

그의 영률은 약 20,000psi 이하이다.  ABLE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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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아주 90221 랜초 도밍그쯔 수잔 로드 20021 소재의 ＂Ablestick Laboratories＂로부터 입수가능하며, 
상기 가요성 에폭시의 Tg는 약 5℃ 이며, 그의 영률은 약 50,000psi 이하이다.

플립 칩에 직접 부착하는 것과 같은 온도가 130℃를 초과할 수 있는 보다 고온 응용의 경우에는, 실리콘 
접착제가 보다 바람직하며, 히트 싱크를 세라믹 표면에 부착하는 것과 같은 낮은 임계 응용의 경우에는, 
가요성 에폭시가 보다 바람직하다.  전자 부품용 하나의 공통 성능 사양은 1,000 시간동안 150℃에서 보
존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가요성 에폭시는 이러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박리없이 500psi의 
인장 강도를 신뢰성있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실리콘 접착제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

도 1에서, CQFP 모듈은 세라믹(바람직하게 AlN)의 2개의 미리 성형된 소성 절반부(100, 102)로부터 제조
된다.  반도체 칩(106)(바람직하게 실리콘)은 예를 들어 전형적인 다이 부착 에폭시(108)를 사용하여 평
탄한 팩(flat pack)의 상측 절반부(100)에 접착되며, 또 이 반도체 칩은 리드 프레임(104)에 와이어 본딩
(112)된다.  본드 와이어는 알루미늄 또는 금 도금된 패드사이에 연장되는 금 와이어 또는 보다 통상적으
로는 알루미늄 와이어이다.  다음에, 상측 절반부(100)는 예를 들어 전형적인 에폭시(110, 114)를 사용하
여 하측 절반부(102)에 접착된다.  공동(cavity)(116)은 통상 비어 있지만, 유전성의 열전도성 포팅 재료
(예를 들면 실리콘 그리스)를 함유할 수도 있다.  다음에, 청정 Al 금속 표면을 갖는 알루미늄의 히트 스
프레더(heat spreader)(118)는 가요성 에폭시(120)의 박층을 이용하여 세라믹 모듈의 상부에 부착된다.

알루미늄의 표면은 가요성 에폭시와의 접착을 강화시키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표면
은 증기 블라스팅(분사)(vapor  blasting),  그리트(입자) 블라스팅(grit  blasting),  에칭에 의해 거칠게 
처리될 수 있거나, 또는 유사한 거친 마무리 가공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에 대한 가요성 에폭시의 접착을 
강화시킬 수 있다.

AlN의 CTE는 약 4.6ppm/℃이며, 히트 스프레더의 Al의 CTE는 약 23.4ppm/℃ 이므로, 18.8ppm/℃의 CTE 차
이가 발생한다.  세라믹의 상부는 비교적 평활한 표면이며, 패키지와 히트 스프레더 사이에서 에폭시의 
어떠한 박리 또는 균열이 발생되면, 칩으로부터 열전달의 임계 감소를 야기시킨다.  통상의 공업 시험은 
히트 싱크가 접착된 부품을 1,500 사이클 동안 0℃ 내지 100℃의 열 사이클링을 행하고, 400 사이클 동안 
-25℃ 내지 125℃의 열 사이클링을 행하며, 또 300 사이클 동안 -40℃ 내지 140℃의 열 사이클링을 행하
고,  또는  1,000  시간동안  130℃에서  연속  노출을  행한다.   본  출원인은  가요성  에폭시(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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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가 이러한 시험의 열 사이클링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택적으로, 캡(하측 절반부)(102)은 와이어 본드 칩을 보호하도록 밀봉재[에폭시의 피막(glob  top)]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에폭시는 칩 및 와이어 본드를 바로 덮을 수도 있거나, 또는 모듈이 장착되는 회
로 기판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상측 절반부(100)의 세라믹을 유리섬유 에폭시와 같은 유기 재료, 
또는 구리 및 폴리이미드 포일(foils)의 적층체로 대체할 수 있다.

도 2는 세라믹 커버를 갖지 않는 다른 CQFP(148)를 도시한 것이다.  반도체 플립 칩 다이(150)의 전방측
면(하부)은 접합부(154)의 주변 열(perimeter row) 또는 영역 어레이에 의해 단층 장방형 세라믹 칩 캐리
어(152)에 부착되며, 상기 접합부는 칩상의 전도성 접점으로부터 캐리어상의 전도성 접점까지 연장되어 
있다.

접합부는 C4 접합부이거나, 또는 공융 솔더(eutectic solder)이거나, 또는 고융점의 전기전도성 입자(예
를 들면, 은 입자 또는 구리 입자 또는 은 피복된 입자) 또는 과도 액상(transient liquid phase: TLP) 
계의 입자로 충전된 열가소성 접착제와 같은 전기전도성 접착제(ECA)의 접합부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칩은 배선층의 작은 알루미늄 패드를 노출하는 윈도우(창)(windows)를 갖는 폴리이미드 또는 유리의 층으
로 부동화(passivated)된다.  다음에, 윈도우는 크롬층, 구리층 및 알루미늄층을 포함하는 보다 큰 표면
의 패드로 덮여진다.  C4의 경우, 패드는 솔더 페이스트의 건식 부착 또는 전기도금 또는 스크리닝 및 리
플로우(reflow)에 의해서 또는 액체 솔더 주입에 의해서, 고온 솔더(Pb 및 3-15%의 Sn, 보다 바람직하게
는 3-10%의 Sn)의 반구체로 덮여진다.  C4 범프(bumps)를 갖는 칩은 C4 공정에 의해 세라믹 캐리어 기판
상의 구리 패드에 직접 접속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C4 범프는 그 C4 범프 또는 캐리어 패드상에 부
착되는 공융 솔더를 이용하여 유기물 피복 캐리어 기판상의 구리 패드에 결합될 수도 있다.   
변형예로서, 칩상의 또는 유기물 피복 기판상의 패드는 공융 솔더(예를 들면, Pb 및 35-85%의 Sn,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70%의 Sn)로 범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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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P 계의 입자는 반응성 금속으로 피복된 귀금속 기재의 입자 또는 귀금속으로 피복된 반응성 금속 기재
의 입자이다.  통상의 솔더 계의 금속은 TLP 계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TLP에 있어서, 피복 금속
의 양은 기재 금속에 대해 제한되는데, 재료가 가열될 때, 피복 금속은 기재의 일부와 합금되어 입자를 
함께 결합하는 용융된 공융 피막을 형성하지만, 기재가 일정한 온도에서 피막내로 계속 용해될 때 금속 
합금의 비율은 피막이 재응고될 때까지 변화한다.  이와는 달리, 칩 범프는 도금, 솔더 주입 또는 데칼
(decal)로부터의 전사(transfer)에 의해 부착된 공융 솔더 범프에 의하여 캐리어상의 접점에 부착될 수 
있다.

갈매기 날개형 리드선(156)과 같은 리드선은 부품의 2개 또는 그 이상, 바람직하게는 모두 4개의 에지
(QFP용)를 따라 구리 패드(158)의 외주 열에 클립 고정되고, 또 기판(159)에의 표면 장착 접속을 위해 납
땜된다.  이와는 달리, 리드선의 하단부는 모듈 아래에서 J자 형상으로 구부러질 수 있거나 또는 I자 형
상으로 직선 하방으로 향할 수도 있다.  리드선은 37/63중량%의 Pb/Sn과 같은 솔더에 의해 기판(159)상의 
금속(예를 들면, 구리)의 패드(170)에 결합된다.  기판은 알루미나 또는 베릴리아와 같은 세라믹이다.  
이와는 달리, 기판은 유리섬유 충전 에폭시와 같은 경질의 유기 기판일 수 있거나,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피복된 Covar 또는 Invar 또는 Cu-Invar-Cu와 같은 금속 피복 기판일 수 있거나, 또는 구리 및 폴리이미
드의 적층과 같은 가요성 회로 보드 기판일 수도 있다.  칩 접속 접합부(154)는 에폭시(160)로 밀봉되며, 
바람직하게는, 리드선 클립 접속부는 에폭시(162)로 밀봉된다.  에폭시 피막(164)은 상부층의 세라믹 회
로를 보호하도록[칩의 상부와 동일한 레벨의 공형 피막(conformal coating)을 제공하도록] 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극산화된 알루미늄의) 히트 스프레더(165)는 가요성 에폭시의 접착제(166),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하여 칩(150)의 배면측에 부착된다.  전형적인 에폭시 또는 보다 바람
직하게는 가요성 에폭시로 참조부호(168)에서 히트 스프레더를 공형 피막에 접착시키는 것에 의하여, 칩
보다 상당히 큰 풋프린트(footprint)를 갖는 히트 스프레더의 기계적 강도가 향상될 수도 있다.  에폭시
로 실리콘 접착제를 밀봉화하면 후속의 재가공 동안에 회로 기판의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Si 금속의 CTE는 약 2.6ppm/℃ 이며, 히트 스프레더의 Al의 CTE는 약 23.4ppm/℃ 이므로, 20.8ppm/℃의 
CTE 차이가 발생한다.  칩의 배면은 매우 평활하므로 기계적 접착력이 약해지며, 칩과 히트 스프레더 사
이에서 에폭시의 어떠한 박리가 발생하면 칩으로부터 열전달의 임계 감소를 야기시켜 칩 온도의 과도한 
증가 및 고장을 초래한다.

도 3은 CPGA(세라믹 핀 그리드어레이 : ceramic pin grid array) 모듈(200)을 도시한 것이다.  반도체 플
립 칩 다이(202)의 전방측면(하부)은 접합부(206)의 주변 열 또는 영역 어레이에 의해 장방형 세라믹 칩 
캐리어(204)(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 또는 다중층)에 부착된다.  이와는 달리, 기판(214)은 유기물 또는 
유기물로 피복된 금속일 수도 있다.  핀(208)의 매트릭스는 기판(214)(예를 들면, 유리섬유 에폭시 또는 
구리  폴리이미드  필름의  가요성  적층체)을  통해  연장되는  PTH(도금된  관통구멍  : plated-through-
holes)의  양  단부상의 구리  패드(212)에  참조부호(210)에서  유동  납땜(wave  soldered)  된다.   접합부
(206)는 에폭시(220)로 밀봉되며, 히트 스프레더(224)는 가요성 에폭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의 
접착제(226)를 이용하여 칩(202)의 배면측에 부착된다.

도 4는 도 3의 CPGA와 유사한 BGA(볼 그리드 어레이 : ball grid array) 모듈(240)을 도시한 것이다.  기
판(242)은 세라믹(CBGA) 또는 플라스틱(PBGA)일 수도 있으며, 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층 또는 다중층일 
수 있다.   다시,  가요성 에폭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의 접착제(244)를 사용하여 히트 싱크
(246)를 플립 칩(248)에 부착한다.  이러한 경우에, 히트 싱크는 칩보다 단지 약간 크며, 부착 접착제는 
히트 싱크와 공형의 피막사이에서 크게 연장되지 않는다.

도 5는 테이프 볼 그리드 어레이(TBGA) 모듈(250)을 도시한 것이다.  플립 칩(252)의 하부(전방측면)는 
가요성 칩 캐리어 기판(256)의 구리 패드(254)에 부착된다.  기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턴화된 구리 
필름 및 폴리이미드 필름의 적층체이다.  구리는 폴리이미드상에 건식 부착된 다음에 사진석판술로 패턴
화될 수도 있으며, 또는 패턴화된 구리 포일은 건식 폴리이미드 필름에 적층될 수도 있다.  접합부(258)
는 C4 공정에 의해서, 패드에 공융 납땜된 C4 범프에 의해서, C4 범프를 금 패드에 열압축 접착하는 것에 
의해서, 레이저 용접에 의해서, 또는 SATT(솔더 부착 테이프 기술 : solder attach tape technology)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Al, 또는 바람직하게는 니켈(Ni)에 의해 도금된 Cu와 같은 장방형 금속 프레임
(262)은 접착제(264)(바람직하게는 에폭시)에 의해 가요성 기판에 부착된다.  히트 스프레더(270)는 접착
제(272)(바람직하게는 에폭시)에 의해 금속 프레임(262)에 부착된 평탄한 플레이트이며, 또 가요성 에폭
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의 접착제(274)에 의해 칩(252)에 부착된다.  히트 스프레더(270)는 양
극산화처리되거나 또는 크롬 전화 피막으로 피복(321)될 수 있는 Al일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히트 스프레더는 크롬산염의 전화(chromate conversion)에 의해 처리될 수 있거나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
는 Ni로 피복될 수 있는 Cu이다.  니켈 피막은 무전해도금 또는 전기도금에 의해 청정 구리상에 형성될 
수 있다.

가요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의 접착제를 니켈에 결합하기는 어렵다.  그의 결합을 위해 니켈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이 개발되었다.  니켈 피막을 이소프로필 알콜내에서 초음파로 세정하며, 고온의 탈이온수로 헹
구고, 1 분 내지 10 분 동안 고온의 과산화수소(40℃ 내지 10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70℃ 내지 85℃
에서 30% 용액)에 노출시켜 니켈 피막을 습윤성으로 만들고, 탈이온수로 헹구고, 즉시 1 분 내지 2 분 동
안 결합제[예를 들면, 1% 내지 5%, 바람직하게는 2% 용액내의 에폭시 실란 또는 아미노 실란(263)]에 노
출시켜 접착력을 향상시킨다.  다음에, 결합제는 45 분 내지 90 분동안 60℃ 내지 90℃에서 경화되고, 히
트 싱크는 다시 이소프로필 알콜내에서 세정하고 또 탈이온수로 헹군다.

TBGA 모듈(250)은, 구리 패드(282)상에 솔더 페이스트(바람직하게 37/63%의 Pb/Sn)를 부착하고, 페이스트
상의 솔더 볼과 함께 기판상에 모듈을 배치하고, 페이스트가 용융되어 솔더(solder)(284)의 접합부를 형
성할 때까지 구조를 가열하는 것에 의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유리섬유 에폭시 또는 가요성 적층체와 같
은)  기판(280)에  부착된다.   선택적으로,  볼(259)  및  솔더(284)는  열가소성 물질 또는 열경화성 물질
(286)에 의해 밀봉된 ECA로 대체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패드(282)에 열 및 압력에 의해 부착된다.

Si의 CTE는 약 2.6ppm/℃이며, 히트 스프레더의 Cu의 CTE는 약 17ppm/℃ 이므로, 14.4ppm/℃의 CTE 차이
가 발생한다.  다시, 칩의 배면은 매우 평활하므로 기계적 접착력이 약해지며, 칩과 히트 스프레더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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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폭시의 어떠한 박리 또는 균열이 발생하면 칩으로부터 열전달의 임계 감소를 야기시키며, 이것은 칩 
온도를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구조가 이들 재료사이의 접합부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000 시
간 동안 130℃에서 보존되고, 다음에 1,500 사이클 동안 0℃ 내지 100℃의 열 사이클링을 받게 되며, 다
음에 400 사이클 동안 -25℃ 내지 125℃의 열 사이클링을 받게 되고, 다음에 300 사이클 동안 -40℃ 내지 
140℃의 열 사이클링을 받게 될 때, 통상의 에폭시는 급속히 고장을 일으킨다(박리된다).  본 출원인은 
적절하게 처리하면 실리콘 접착제(예를 들면, TC3280G) 또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예를 들면 ABLEBOND 
8971 및 EG 7655)에 의한 실리콘과 니켈 도금된 구리간의 접합부는 이러한 시험의 열 사이클링 요건을 신
뢰성있게 만족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 6은 직접 칩 부착 모듈(direct chip attach module ; DCAM)(300)을 도시한 것이다.  플립 칩(302)은 
다중층 유리섬유 에폭시 기판(304)에 부착된다.  공융 솔더(306)는 칩의 하부상의 고온 솔더 범프(308)
(예를  들면,  95/5%의  Pb/Sn  합금)와  기판의  상부  표면상의  구리  패드(310)사이를  접속하기  위해서 
[HASL(hot air soldering and leveling), 솔더-온-칩(solder-on-chip), 솔더 주입에 의해서 또는 스테인
레스 스틸 데칼로부터의 전사에 의해서] 부착된다.

캐리어 기판상의 구리 패드(312)는 상호접속 구조(도 2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유기 회로 기판)상의 
구리 패드와 접속하도록 배치된다.  솔더(314)는 리플로우 납땜 부착을 위해 패드(312)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솔더는 회로 기판의 패드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히트 스프레더(320)는 가요성 에
폭시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의 접착제(322)를 이용하여 칩(302)의 배면측에 부착된다.  칩의 경
계를 상당히 지나 연장되는 히트 스프레더에 대하여는, 에폭시 접착제, 실리콘 접착제 또는 보다 바람직
하게는 가요성 에폭시를 이용하여 참조부호(324)에서 히트 스프레더와 기판(304) 사이를 밀봉함으로써 기
계적 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시스템(350)의 컴퓨터 네트워크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
(352, 354)은 광학 또는 전기신호 케이블(356)에 의해 함께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352, 
354)은 각기 CPU(중앙 처리장치) 모듈(358, 360) 및 메모리 모듈(362, 364)을 갖고 있다.  이들 모듈은 
실리콘 접착제(366 내지 372)를 이용하여 히트 싱크에 부착되어 보다 높은 전력에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전체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  각 컴퓨터 시스템의 모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기적 상
호접속 구조(회로 기판)(374, 376)에 부착된다.  상호접속 구조는 배터리, 트랜스포머, 또는 파워 코드와 
같은 전원 장치(378, 380)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컴퓨터 장치(382) 또
는 다른 상호접속 구조에 접속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학 또는 전기 케이블(394) 또는 케
이블 커넥터는 상호접속 구조에 부착되어 키보드, 마우스, CRT, 모뎀, 센서, 모터 등과 같은 컴퓨터 주변 
장치(396)에 데이터 입력 및 출력을 제공한다.  

모듈(362,  386)은  동일한  알루미늄  또는  구리  히트  싱크를  공유한다.   실리콘  접착제의  높은 유연성
(compliance)에 의하여, 에폭시 회로 기판(374)의 CTE와 알루미늄 또는 구리 히트 싱크 플레이트(388)의 
CTE간의 실질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다수의 부품이 히트 싱크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8은 단일층 세라믹 캐리어 기판(404)에 클립 고정된 J자형 리드선(402)을 구비한 표면 장착 부품(40
0)을 도시한 것이다.   와이어 본드 칩(406)은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의 접착제(410)에 의해 기판
(404)의 하측면(408)상에 기계적으로 접속된다.  와이어 본드 칩은 캐리어 기판의 하측면상의 배선층의 
일부인 와이어 본드 패드(416)와  칩상의 와이어 본드 패드(414)  사이에 연장되는 와이어 본드 와이어
(412)에 의해서 캐리어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J자형 리드선은 솔더(420)에 의해서 배선층의 
패드(418)에 접속된다.

표면 장착 부품(400)은 회로 기판(422)에 부착되는데, 상기 회로 기판(422)은 은 또는 구리 입자로 충전
된 실리콘 고무 또는 가요성 에폭시의 전기전도성 접착제(426)에 의해 경질 유기 회로 기판(428)에 접속
된 알루미늄 접지 및 차폐 플레이트(424)를 포함한다.  전도성 비아(via)(430)는 회로 기판의 상부 배선
층과 하부 배선층 사이를 접속한다.

히트 싱크(440)는  실리콘 또는 가요성 에폭시의 접착제(444)에  의해 캐리어 기판의 세라믹 상부 표면
(442)에 접속된다.

도 9는 핀(pin)(450)의 그리드 어레이를 구비한 도 4의 히트 싱크(246)의 평면도이다.  핀(pin)은 그 핀
을 제조하기 위해 휜형 히트 싱크(fin type heat sink)를 압출하여 그 휜(fin)을 가로질러 기계가공함으
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핀은 성형 또는 주조될 수 있다.  도 10은 플레이트형 휜 히트 싱
크 실시예에 대한 도 8의 히트 싱크(440)의 평면도이다.  휜(452)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두꺼운 플레이
트로부터 기계가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알루미늄 또는 구리로 압출 또는 성형될 수도 있다.

도 11은 TBGA 모듈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플립 칩(460)은 가요
성 회로 기판(462)의 하부에 접속된다.  구리 또는 알루미늄의 프레임(464)은 점착성의 에폭시 테이프와 
같은 접착제(466)에 의해서 가요성 회로 기판에 적층된다.  히트 싱크(468)는 접착제(470)에 의해서 프레
임에 결합된다.  열전도성 입자로 충전된 실리콘 접착제와 같은 포팅 재료(potting material)(472)는 플
립 칩과 반대측의 가요성 회로 기판 표면(474)과 히트 싱크(468)사이로 연장된다.

히트 싱크(468)는 두꺼운 플레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플레이트는 그 플레이트의 중앙 평면을 따라 다수의 
평행한 관통구멍(2)을 구비하여, 공기의 순환이 그 플레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다
수의 관통구멍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또는 2개의 수직방향의 각각으로 연장될 수 있
다.  상기 관통구멍은 드릴링 또는 성형에 의해서 또는 압출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도 12에는 또한 
기판을 관통한 윈도우(507)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는 가요성 회로 기판(500)이 건식 접착제 필름과 같은 접착제(504)를 이용하여 벽돌형 히트 스프레
더(502)에 직접 적층된 다른 TBGA 모듈을 도시한 것이다.  이 히트 스프레더(502)는 인베스트먼트 주조
(investment casting), 성형 또는 압출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다.  와이어 본드 칩(506)은 가요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 고무의 접착제(508)에 의해서 히트 싱크(스프레더)에 접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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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가요성 회로 기판(520)이 베이스(base)(522)의 주위에 적층되어 있는 다중 칩 모듈을 도시한 것
이다.  가요성 회로 기판(520)은 단일의 배선 기판을 포함하며, 이 배선 기판의 양측에는 모듈 접속 패드
용 윈도우를 갖는 유기 필름에 의해 덮혀진다.  가요성 회로 기판의 노출된 모듈 패드(524)는 경질 또는 
가요성 유기 회로 기판의 표면(528)상의 접점 패드(526)에 납땜된다.  바람직하게는, 모듈은 이중대칭형
이며, 모듈 패드는 통상의 4각형 평탄한 팩과 동일한 패턴으로 접점 패드에 접속된다.  히트 스프레더
(540)는 열전도성 접착제(542)에 의해 모듈에 열접속된다.  히트 스프레더는 회로 기판의 표면(528)에 또
한 부착된 다른 모듈(도시하지 않음)로 연장된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히트 싱크의 CTE가 유기 회로 
기판의 CTE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플립 칩(544, 546)은 납땜된 접합부
(570)상의 열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폭시(568)로 밀봉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히트 스프레더는 가요성 에폭시 및 
실리콘 고무를 이용하여 세라믹 및 반도체 표면에 결합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밀폐체(600)는 수직 
회로 기판(602, 603) 및 수평 머더 기판(604)을 수용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머더 기판(604)상에, CPU
를 규정하는 모듈(606), RAM 모듈(607), ROM 모듈(608) 및 I/O 프로세서 모듈(609)을 포함한다.  이와는 
달리, 이러한 모듈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듈이 다른 회로 기판(602, 603)상에 배치될 수도 있다.  버
스(610)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모든 회로 기판을 함께 접속한다.  전원장치(P/S)(612)는 DC 전력을 머더 
기판에 제공하며, 상기 머더 기판은 전력을 버스(610)를 통해 다른 기판에 공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
업자는 도시된 모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잠재적인 사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620)은 공융 솔더 접합부(624)를 이용하여 회로 기판(602)에 접속된 세라믹 또는 바람직하게는 유기 
배선 기판(622)을 포함한다.  구멍이 형성된 히트 싱크(626)는 실리콘 접착제(630)에 의해서 밀봉된 플립 
칩(628)에 결합된다.  휜 히트 싱크(640)는 가요성 에폭시(644)에 의해서 밀봉된 플립 칩(642)에 결합된
다.  세라믹 칼럼 그리드 어레이(ceramic column grid array ; CCGA) 모듈(660)은 하부 패드를 갖는 세라
믹 기판(662)를 포함하며, 상기 하부 패드에는 고융점 솔더의 칼럼(664)이 공융 솔더로 용접 또는 납땜된
다.  밀봉된 플립 칩(666)은 공형의 피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실리콘 고무 접착제(668)의 층은 플립 
칩(666)과 히트 싱크(670) 사이를 접속한다.

본 발명은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는 다양한 변경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가요성 에폭시 또는 실리콘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히트 스프레더(히트 싱크)를 반도체 플립 칩 또는 칩 캐
리어 표면의 배면측에 직접 신뢰성있게 부착할 수 있으며, 또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함으로써 주위 표면의 
오염을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칩 캐리어 모듈(chip carrier modules)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배선 표면(wiring surfaces)을 제공하는 단계와,

② 반도체 칩의 제 1 표면을 접속의 패턴을 갖는 상기 배선 표면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③ 상기 반도체 칩과 각각의 상기 전기 접속 패턴의 주위의 상기 배선 표면 사이의 공간을 유기 재료
(organic material)로 밀봉하는 단계와,

④ 상기 반도체 칩의 제 2 표면과 히트 싱크(heat sinks) 사이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실리콘 접착제
(silicone adhesive)를 부착하는 단계와,

⑤ 상기 히트 싱크와 각각의 상기 반도체 칩을 함께 압축하는 단계와,

⑥ 가열하여 상기 실리콘 접착제를 경화시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히트 싱크를 직접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칩 캐리어 모듈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배선 표면과 부착 표면 및 배선 기판을 관통하는 윈도우를 구비한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② 상기 부착 표면과 금속 히트 싱크 사이에 제 1 유기 접착제를 부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히트 싱크와 각각의 상기 부착 표면을 함께 압축하는 단계와,

④ 가열하여 상기 제 1 유기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단계와,

⑤ 각각의 상기 윈도우에서 반도체 칩의 배면과 상기 히트 싱크 사이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실리콘 접
착제를 부착하는 단계와,

⑥ 상기 히트 싱크와 각각의 상기 반도체 칩을 함께 압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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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열하여 상기 실리콘 접착제를 경화시켜 상기 히트 싱크와 상기 반도체 칩을 직접 부착하는 단계와,

⑧ 상기 윈도우에서 상기 히트 싱크에 접착된 상기 반도체 칩의 전방 표면상의 와이어 본드 패드와 상기 
윈도우 주위의 배선 표면상의 와이어 본드 패드 사이에 본드 와이어를 접속하는 단계와,

⑨ 상기 본딩 와이어 및 상기 반도체 칩의 전방 표면을 유기 재료로 밀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칩 캐리어 모듈에 있어서,

① 금속화된 세라믹 기판을 포함하며, 배선 표면상에 금속 접속 패드를 갖는 전기 커넥터의 패턴을 포함
하는 배선 표면과,

② 상기 배선 표면상의 전기 커넥터의 패턴과 거울상의 패턴(mirror image pattern)을 이루는 전기 커넥
터의 패턴에 의해서 상기 배선 표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 1 표면과, 상기 제 1 표면의 반대측에 있
는 제 2 표면을 구비한 반도체 칩과,

③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전기 커넥터의 패턴 주위의 상기 배선 표면사이의 공간을 충전하는 에폭시를 
포함하는 밀봉재와,

④ 구리 합금을 포함하며, 아미노 실란 또는 에폭시 실란 결합제로 피복된 니켈 도금 접속 표면을 구비한 
히트 싱크와,

⑤ 상기 반도체 칩의 제 2 표면과 상기 히트 싱크 사이에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로 2 내지 4밀(mil) 
두께의 층으로 부착된 실리콘 접착제와, 

⑥ 상기 반도체 칩상의 금속 접속 패드와 상기 배선 표면상의 금속 접속 패드 사이에 연장되는 솔더 접합
부와, 

⑦ 상기 배선 표면상의 전기 커넥터의 각각의 패턴에 접속된 추가 반도체 칩과, 

⑧ 상기 추가 반도체 칩과 상기 히트 싱크 사이에 접속된 실리콘 접착제를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칩은 플립 칩이고, 상기 플립 칩의 전방 표면이 부착되는 상기 전기 커넥터의 패턴은 영역 
어레이이며,

상기 칩 캐리어 모듈은 상기 플립 칩 주위의 상기 배선 표면상에 대략 상기 플립 칩의 배면의 레벨까지 
부착된 에폭시의 공형 피막과, 상기 히트 싱크와 상기 공형 피막 사이의 상기 반도체 칩 주위의 공간을 
충전하는 실리콘 접착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실리콘 접착제는 알루미나 세라믹의 입자 및 알루미늄 금속의 입자로 충전된 한성분의 실리콘 접착
제인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가요성 회로 기판의 표면이며,

상기 가요성 회로 기판은 유기 유전성 필름의 2개 이상의 층에 의해 분리되고 덮여진 금속 필름의 하나 
이상의 배선층을 포함하고, 상기 유기 유전성 필름 층은 상기 배선층의 금속 패드를 노출시키는 윈도우를 
가지며, 

상기 칩 캐리어 모듈은 상기 배선 표면과 상기 히트 싱크사이의 상기 반도체 칩 주위의 공간을 충전하는 
에폭시 접착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에폭시 접착제는 가요성 에폭시이며,

상기 히트 싱크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상기 알루미늄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은 양극산화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세라믹 기판의 금속화된 표면이며,

상기 히트 싱크는 거칠게 처리된 알루미늄 금속 접속 표면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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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는 크롬산염의 전화 피막으로 피복된 알루미늄 금속 접속 표면을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7 

칩 캐리어 모듈에 있어서,

① 전기 커넥터의 패턴을 갖는 배선 표면과,

② 상기 배선 표면상의 패턴에 대해 전기 커넥터의 거울상의 패턴을 갖는 제 1 표면을 구비한 반도체 칩
과,

③ 상기 배선 표면의 전기 커넥터의 패턴과 상기 제 1 표면의 전기 커넥터의 패턴 사이에 연장되는 전기 
접속 접합부와,

④ 상기 전기 접속 접합부의 주위에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배선 표면 사이에 있는 유기 밀봉재와,

⑤ 상기 반도체 칩의 제 2 표면과 히트 스프레더 사이를 접속하고, 25℃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와 25℃에
서 100,000psi 이하의 영률을 갖는 가요성 에폭시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가요성 회로 기판의 표면이며, 상기 가요성 회로 기판은 금속 패드와 상기 금속 패드에 
접속된 도체를 구비한 패턴화된 금속 필름의 하나 이상의 배선층과, 상기 금속 필름을 분리하고 덮는 유
기 유전성 필름의 2개 이상의 층을 포함하고, 상기 배선 표면을 덮는 상기 유전성 필름층중 하나내의 윈
도우가 하나 이상의 상기 금속 패드를 노출시키며,

상기 배선 표면과 상기 히트 스프레더 사이의 상기 반도체 칩 주위에 있는 공간이 에폭시 접착제로 충전
되고,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상기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의 접속 표면은 양극산화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세라믹 기판의 금속화된 표면이며,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상기 스프레더의 알루미늄 접속 표면은 거칠게 처리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상기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의 접속 표면은 크롬산염의 전화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1 

칩 캐리어 모듈에 있어서,

① 전기 커넥터의 패턴을 구비하며, 직조된 유리섬유 직물을 갖는 축방향 강화 섬유로 충전된 에폭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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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경질의 유기 기판의 표면인 배선 표면과,

② 상기 배선 표면상의 패턴에 대해 전기 커넥터의 거울상의 패턴을 갖는 제 1 표면을 구비한 반도체 칩
과,

③ 상기 배선 표면의 전기 커넥터의 패턴과 상기 제 1 표면의 전기 커넥터의 패턴 사이에 연장되는 전기 
전도성의 열가소성 접속체를 구비한 전기 접속 접합부와,

④ 상기 전기 접속 접합부의 주위에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배선 표면 사이에 있는 유전성의 열가소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유기 밀봉재와,

⑤ 상기 반도체 칩의 제 2 표면과 히트 스프레더 사이를 접속하는 가요성 에폭시━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구리를 포함하며, 상기 히트 스프레더의 접속 표면은 크롬으로 피복됨━와,

⑥ 상기 히트 스프레더와 상기 배선 표면 사이의 공간을 충전하는 가요성 에폭시 접착제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가요성 회로 기판의 표면이며, 상기 가요성 회로 기판은 금속 패드와 상기 금속 패드에 
접속된 도체를 구비한 패턴화된 금속 필름의 하나 이상의 배선층과, 상기 금속 필름을 분리하고 덮는 유
기 유전성 필름의 2개 이상의 층을 포함하고, 상기 배선 표면을 덮는 상기 유기 유전성 필름 층중 하나내
의 윈도우가 하나 이상의 상기 금속 패드를 노출시키며,

상기 배선 표면과 상기 히트 스프레더 사이의 상기 반도체 칩 주위에 있는 공간이 에폭시 접착제로 충전
되고,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상기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의 접속 표면은 양극산화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세라믹 기판의 금속화된 표면이며,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상기 히트 스프레더의 알루미늄 접속 표면은 거칠게 처리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스프레더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상기 알루미늄 히트 스프레더의 접속 표면은 크롬산염의 전화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5 

칩 캐리어 모듈에 있어서,

① 전기 커넥터의 하나 이상의 패턴을 구비하며, 직조된 유리섬유 직물을 갖는 축방향 강화 섬유로 충전
된 에폭시를 포함하는 경질의 유기 기판의 표면인 배선 표면과,

② 상기 전기 커넥터의 패턴중 하나에 의해 상기 배선 표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 1 표면과, 상기 제 
1 표면의 반대측에 있는 제 2 표면을 구비한 반도체 칩과,

③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전기 커넥터 주위의 상기 배선 표면 사이의 공간을 충전하는 유기재료를 갖는 
유전성의 열가소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밀봉재와,

④ 구리 합금을 포함하고, 크롬으로 피복된 접속 표면을 구비한 히트 싱크와,

⑤ 상기 반도체 칩의 주위의 공간을 충전하도록 상기 반도체 칩의 제 2 표면과 상기 히트 싱크 사이에 완
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로 부착된 실리콘 접착제와,

⑥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배선 표면상의 전기 커넥터 사이에 연장되는 전기 전도성의 열가소성 접착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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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가요성 회로 기판의 표면이며,

상기 가요성 회로 기판은 유기 유전성 필름의 2개 이상의 층에 의해서 분리되고 덮여진 금속 필름의 하나 
이상의 배선층을 포함하고, 상기 유기 유전성 필름 층은 상기 배선층의 금속 패드를 노출시키는 윈도우를 
가지며,

상기 칩 캐리어 모듈은 상기 배선 표면과 상기 히트 싱크 사이의 상기 반도체 칩 주위의 공간을 충전하는 
에폭시 접착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에폭시 접착제는 가요성 에폭시이며,

상기 히트 싱크는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상기 알루미늄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은 양극산화되어 있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표면은 세라믹 기판의 금속화된 표면이며, 

상기 히트 싱크는 거칠게 처리된 알루미늄 금속 접속 표면을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는 크롬산염의 피막으로 피복된 알루미늄 금속 접속 표면을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 주위의 상기 배선 표면상에 대략 상기 반도체 칩의 레벨까지 에폭시의 공형 피막을 부착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접착제의 부착 단계는 상기 반도체 칩의 주위에서 상기 히트 싱크와 상기 공형 피막 사이에 
상기 실리콘 접착제를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용 구리 합금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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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을 니켈로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용 구리 합금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을 크롬으로 피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트 싱크용 알루미늄 합금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을 양극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을 거칠게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히트 싱크의 접속 표면을 크롬산염의 전화로 피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칩 캐리어 모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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