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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ＰＰＴＣ 층들 사이에 능동 소자를 갖는 표면 장착식 다층전기 회로 보호 장치

요약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10)는 제1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PPTC) 저항 소자(16), 제2 PPTC 저항 소자(18), 및

제1 및 제2 PPTC 소자들 사이에 위치되어 그들과 열 접촉하는 평탄 제너 다이오드 칩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부

품(20)을 한정하는 층들을 포함하여, 부품을 통과하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PPTC 저항 소자로 전달되어 제1

또는 제2 PPTC 소자들 중 적어도 하나, 양호하게는 양자를 고저항 상태로 트립시키는(tripping) 열을 부품에 인가한다. 일

련의 모서리 형태의 단자 전극(22, 24, 26)은 제1 및 제2 PPTC 소자 및 전기 부품의 인쇄 회로 보드와 같은 전기 회로 기

판에 대한 표면 장착식 연결을 가능케 한다.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도 개시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PPTC 저항 소자, 발열 소자, 전기 회로 보호 장치, 단자 전극, 금속 포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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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전원과 부하 사이에서 연결되어 도시된, 본 발명의 양호한 제1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의 개략적인 전기 회로 선도.

도2는 도1에서 전기적으로 도시된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의 양호한 제1 실시예의 평면 구조도.

도3은 도2의 선 3-3을 따른 도2의 장치의 확대된 단면도.

도4는 도2의 선 4-4를 따른 도2의 장치의 확대된 단면도.

도5는 한 가지 양호한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도2의 장치를 형성하는 층상 요소들을 도시하는 확대된 분해 사시도.

도6은 한 가지 양호한 제조 방법에 따른 도2의 완성된 장치를 도시하는 확대 사시도.

도7은 본 발명의 양호한 제2 실시예를 포함하는 표면 장착식 회로 보호 장치의 PPTC 칩 캐리어의 확대된 평면도.

도8은 도7의 점선 8-8을 따른 도7의 칩 캐리어의 확대된 단면도.

도9는 도7의 점선 9-9를 따른 도7의 칩 캐리어의 확대된 단면도.

도10은 반도체 다이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장착되고 연결되는 도7의 칩 캐리어를 포함하는 완성된 전기 표면 장착식 장

치의 확대된 평면도.

도11은 도10의 점선 11-11을 따른 확대된 단면도.

도12는 도10의 점선 12-12를 따른 확대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16 : 제1 PPTC 저항 소자

18 : 제2 PPTC 저항 소자

20 : 발열 전기 부품

22, 24, 26 : 단자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표면 장착 기술에 채택되는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PPTC) 저항 전기 회로 보호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

명은 개선된 열 전달 특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PPTC 소자와 적어도 하나의 발열 반도체 소자를 조합한 모

놀리식 다층 패키지를 갖는, 인쇄 회로 보드 구성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소형 표면 장착식 집적 부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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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장치는 공지되어 있다. 특히 유용한 장치는 PTC 전도성 중합체, 즉 유기 중합체를 포함하는 화합물과, 그 안에 분산

되거나 분배된 입자상 전도성 충전재, 예를 들어 카본 블랙, 또는 금속 또는 전도성 금속 화합물로 구성된 PTC 소자를 포

함한다. 그러한 장치는 본 명세서에서 중합체성 PTC, 또는 PPTC 저항 또는 저항 장치로서 불린다. 다른 PTC 재료, 예를

들어 도핑된 세라믹도 공지되어 있지만, 특히 높은 비작동 대기 저항을 갖기 때문에 PTC 전도성 중합체로서 대체로 유용

하지 않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PTC"라는 용어는 적어도 2.5의 R14값 및/또는 적어도 10의 R100값을 갖는 물질의 조

성을 의미하도록 사용되고, 조성은 적어도 6의 R30값을 갖는 것이 양호하고, 여기서 R14는 14℃ 범위의 마지막과 시작에

서의 저항의 비율이고, R100은 100℃ 범위의 마지막과 시작에서의 저항의 비율이고, R30은 30℃ 범위의 마지막과 시작에

서의 저항의 비율이다. 통상, 본 발명의 장치 내에 사용되는 조성은 그러한 최소 값보다 훨씬 더 큰 저항의 증가를 보인다.

PTC 저항 장치는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전기 부품을 과도한 전류 및/또는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격

으로 복원 가능한 퓨즈로서 기능하는 회로 보호 용도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품은 모터, 배

터리, 배터리 충전기, 스피커, 자동차의 배선 하니스, 통신 장비 및 회로, 그리고 다른 전기 및 전자 부품, 회로 및 장치를 포

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PPTC 저항 소자, 부품, 및 장치의 사용은 최근에 빠르게 성장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적합한 전도성 중합체 조성 및 소자와, 그의 생산 방법은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327,441호(반 코니넨버그 등), 제

4,545,926호(파우츠 등), 제4,724,417호(오 등), 제4,774,024호(딥 등), 제4,935,156호(반 코니넨버그 등), 제5,049,850

호(에반스 등), 제5,250,228호(바이그리 등), 제5,378,407호(챈들러 등), 제5,451,919호(추 등), 제5,701,285호(챈들러

등), 제5,747,147호(와텐버그 등), 및 제6,130,597호(토쓰 등)에 개시되어 있고, 이들의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

적으로 참조되었다.

본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된, 공동 양도된 미국 특허 제6,158,731호(토마스 등)(특히 도45 내지 도47)에 설명된 개

시 내용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제너 다이오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 및 전압/전류 조

절기를 형성하는 더욱 복잡한 집적 회로와 같은 전자 부품과 보호식으로 전기 연결되고 열 접촉하는 PPTC 저항 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또한,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3,708,720호(휘트니 등) 및 미국 특허 제6,700,766호(사토)를

참조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특허들은 반도체 칩과 같은 발열 소자가 PPTC 캐리어 구조물에 의해 제공된 하나 이상의 접촉

패드를 거쳐 인쇄 회로 보드에 연결되는 저비용 인쇄 회로 보드 제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제조되는 완전한 일체형 표면

장착식 부품을 도시하지 않는다.

PPTC 저항 소자를 포함하는 회로 소자는 인쇄 회로 보드(PCB) 구성 기술에 따라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전의 접근에서,

PPTC 플라크(들)은 재료 층(들)로서 역할하고, PCB 라미네이션 공정 및 재료를 사용한 라미네이션에 의해 PCB 구성 내

로 통합되어, 다른 분리된 수동 또는 능동 전기 부품의 외부 장착을 위한 회로 층을 형성한다. PPTC-PCB 층상 구성을 포

함하는 회로 보호 장치의 예는 미국 특허 제6,300,859호(명 등) 및 제6,392,528호(명)를 포함하고, 이들의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되었다.

몇몇 수동 전기 부품들이 PPTC-PCB 구성 내에 내장된 층들일 수 있다. 이러한 내장된 층들은 저항, 커패시터, 및 인덕터

소자일 수 있다. 도금된 접속부(한쪽이 막히거나, 묻히거나, 격리된 관통 구멍)가 적절한 전기 연결이 층들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다층 PPTC 저항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다층 장치를 제공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장치의 "풋프린트"를 증가시

키지 않고서 PPTC 플라크와 전류 운반 전극 층 사이에 증가된 표면적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저항 장치 내에 증가된 전류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치는 미국 특허 제6,236,302호(바렛 등)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다중 전도성 층들을 통

합된 구성으로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장치는 미국 특허 출원 공개 제US2002/0125982호(스웬슨 등)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분리되어 형성된 PPTC 저항 소자들을 적층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다층 표면 장착식 PPTC 저항 제조 방법 및 결과적인 전기 부품은 공동 양도된 미국 특허 제6,640,420호(헤써톤 등)에 설

명되어 있다. 특히, 도16 내지 도19는 연속된 배열로 열 접촉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된 2개의 전기 소자들을 갖는 3-접촉 표

면 장착식 복합 장치를 도시한다. 관련된 미국 특허 출원 공개 제US2002/0162214 A1호(헤써톤 등)는 하나 이상의 반도

체 장치와 같은 추가의 소자를 수납하고 연결하기 위한 상부면 접촉 패드를 갖는 적층된 PPTC 표면 장착식 장치를 포함한

다. 이러한 특허 및 공개 출원의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전체적으로 참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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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열 전도성 에폭시를 사용하여 PPTC 리드 프레임에 가열 소자를 형성하는 반도체 다이를 결합시키는 것이 미국 특

허 제6,489,879호(싱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인 조립체는 저비용 인쇄 회로 보드 제조 기술에 따라 형성되

지 않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다중 접촉 리드 캐리어 구조물을 포함하고 요구한다. 또한, 완성된 장치가 인쇄 회로 보드에 표

면 장착되면, 내부 접촉 리드의 아래에 놓인 인쇄 회로 보드에 대한 반도체 장치의 연결의 무결성을 시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PPTC 플라크 및 층상 구성의 사용과 별도로, 미국 특허 제5,994,167호(탈 등)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표면 장착 가능

다이오드 부품을 구현하기 위해 2개의 인쇄 회로 보드 층들 사이에 반도체 다이오드를 삽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에 개시된 배열은 본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어떠한 전열 문제점도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

개선된 열 전달 특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PPTC 소자와 반도체 다이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

를 포함하는 가열 소자 캐리어를 조합한 모놀리식(monolithic) 평탄 패키지를 갖는 소형 표면 장착식 집적 부품에 대해 지

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요구가 남아있고, 가열 소자 캐리어는 저비용 인쇄 회로 보드 구성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의 한계 및 결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장치와 같은 발열 전기 소자와의 개선

된 열 접촉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PPTC 저항을 포함하는 표면 장착식 층상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PPTC 저항의 대면하는 평탄 주 표면들과 전기 부품 사이의 금속 결합의 사용에 의해

PPTC 저항과 반도체 장치와 같은 발열 전기 부품 사이의 개선된 열 전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반적인 목적은 종래 기술의 한계 및 결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다이와 같은 가열 소자를 보유

하고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PPTC 저항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층을 포함하며 인쇄 회로 보드 제조 기술에 따라 형

성된 가열 소자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관련 목적은 예를 들어 전압 클램핑 다이오드 또는 다른 전압 클램핑 구조물(예를 들어, 제너 다이오드), 또는 트

랜지스터 등인 평탄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전기 능동 소자, 또는 평탄 저항, 배리스터(varistor), 커패시터, 인덕터 등과 같

은 전기 수동 소자와 같은, 발열 회로 소자와의 열 접촉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내에 형성된 복수의 PPTC 저항 소

자를 포함하는 표면 장착식 층상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 기술의 한계 및 결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PPTC 저항 층에 열적으로 직접 결합된 발열 소

자를 보유하고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인쇄 회로 보드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PPTC 저항 층을 포함하

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캐리어를 제조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는 제1 및 제2 주 표면을 갖는 제1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

("PPTC") 저항을 형성하는 중심 평탄 층을 포함하는 대체로 박스형인 발열 소자 캐리어를 포함한다. 제1 전극 층이 제1 주

표면에 형성되어, PPTC 저항의 제1 주 표면과 밀접하게 전기 접촉한다. 제2 전극 층이 제2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

하게 전기 접촉한다. 소자 캐리어는 예를 들어 다이오드, 예컨대 제너 다이오드와 같은 전압 클램핑 다이오드, 또는 다른

전압 클램핑 구조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칩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기 위한 공간 또는 영역을 한정

한다. 적어도 제1, 제2, 및 제3 단자 전극 영역들이 인쇄 회로 보드와 같은 전기 회로 기판에 대한 장치의 표면 장착 및 전

기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장치의 하나 이상의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된다. 발열 전기 소자는 제1 전극 층의 일부를 포함

하는 소자 캐리어 공간 내의 금속 층 경로에 직접 결합되는 제1 금속화 접촉면을 갖는다. 발열 전기 소자의 제2 금속화 접

촉면이 금속 층 또는 상호 연결 스트랩과 같은 전기 상호 연결 구조물에 의해 제3 단자 전극 영역에 연결되어, 장치를 포함

하는 전기 회로 내의 발열 전기 소자를 통해 흐르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제1 PPTC 저항으로 직접 전달되어 고

저항 회로 보호 상태로의 트립(tripping)을 돕는다(예를 들어, 촉진한다).

본 발명의 제2 태양에 따르면, 표면 장착식 층상 전기 회로 보호 장치는,

(a) 제1 및 제2 주 표면과, 제1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과, 제2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

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을 갖는 제1 PPTC 저항 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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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기 부품을 통과하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제1 PPTC 저항 소자를 고저항 상태로 트립시키도록 직접적으

로 신속하게 전달되는 열을 전기 부품에 인가하도록, 예를 들어 금속화 접촉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열 접촉하는 주 표면을

갖는 평탄 제너 다이오드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부품과,

(c) 인쇄 회로 보드와 같은 전기 회로 기판에 대한 제1 PPTC 저항 소자 및 전기 부품의 표면 장착식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장치의 주 모서리를 따라 형성된 적어도 3개의 단자 전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관련 태양으로서, 전기 부품은 제1 PPTC 소자와 제2 PPTC 소자 사이에 삽입되고, 적어도 3개의 단자 전극들

중 소정의 쌍은 제1 PPTC 소자와 제2 PPTC 소자를 병렬 회로 배열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으로서,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제공된다. 이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a) 제1 및 제2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

("PPTC") 저항 층을 형성하고, 제1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 층을 형성하고, 제2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 벽을 따라, 제1 전극 층과 전기 연결되는 제1 단자 전극, 제2 전극 층과 전기 연결되는

제2 단자 전극, 및 제1 및 제2 단자 전극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격리된 제3 단자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의 제1 금속화면을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도록 배열된 제1 전극 층의 일부에 결합시키

는 단계와,

(d)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의 제2 금속화면을 상호 연결 구조물에 의해 제3 단자 전극에 연결시키는 단계.

본 발명의 다른 태양으로서,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조하기 이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a) 제1 및 제2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제1 PPTC 저항 층을 형성하

고, 제1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 층을 형성하고, 제2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부품의 금속화된 주면을 납땜과 같은 유동 가능한 금속 결합제로 제1 및 제2 전극 중 하나에

직접 고정시키는 단계와,

(c)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를 따라, 적어도 3개의 단자 전극을 포함하는 금속 상호 연결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구조물은 제1 PPTC 소자 및 발열 전기 부품을 연속된 배열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단자 전극은 제1 PPTC 소자 및 전기

부품의 전기 회로 기판에 대한 표면 장착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태양으로서, 이 방법은,

제3 및 제4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제2 PPTC 소자를 형성하고, 제3 주 표면에 그

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3 전극을 형성하고, 제4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4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와,

발열 전기 부품을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의 제1 및 제2 PPTC 소자들 사이에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그리고 다른 목적, 장점, 태양 및 특징은 다음의 도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을 고려하면 더욱 완전히 이해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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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서, 도1은 표면 장착식 다층 집적 전기 회로 보호 장치(10)의 단순화된 개략적인 전기 회로 선도

를 제공한다. 장치(10)는 양호하게는 제1 또는 입력 단자 전극(22), 제2 또는 출력 단자 전극(24), 및 제3 또는 접지 복귀

단자 전극(26)인 적어도 3개의 전기 단자 전극을 포함한다. 배터리 또는 다른 에너지원과 같은 전원(12)이 단자 전극(22,

26)에 연결되어 단자 전극(24, 26)에 연결된 부하(14)에 전기 에너지를 제공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10)는 전

원(12)으로부터 부하(14)로의 전류를 최대 전류 수준으로 제한하는 2개의 병렬 연결 PPTC 저항 소자(16, 18)를 제공함으

로써 그리고 부하(14)에 공급되는 출력 전압을 최대 전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너 다이오드 소자(20)에 의해 부하(14)에

대한 과전류 및 과전압 보호를 제공한다. PPTC 저항 소자(16, 18)는 발열 제너 다이오드 소자(20)와 밀접하게 열 접촉하

여, 소자(20) 내에서 발생되는 열이 열적으로 결합된 PPTC 저항 소자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고저항 회로 보호

작동 상태에 대한 그의 트립을 (예를 들어, 촉진함으로써) 돕는다.

장치(10)는 가장 양호하게는 3개의 단자 전극(22, 24, 26)들이 종래의 표면 장착 방법 및 배열에 따라 인쇄 회로 보드에 직

접 표면 장착되도록 배열되고 적응된, 도2의 평면도 및 도6의 사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열 소자(20)를 일체로 포함하

여 보유하는 모놀리식 구성의 형태이다.

장치(10)는 도2 내지 도6에서 대체로 사각형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사각형, 정사각형, 만곡형, 신장형 또는 다른 원하는 형

태인 임의의 실질적인 형상 또는 기하학적 형상을 따를 수 있다. 또한, 보호 장치(10)의 도2의 평면도는 층상 구성의 분리

된 주 모서리 벽들 상에 형성된 단자 전극들을 도시하지만, 당업자는 단자 전극들이 모든 주 모서리 벽을 따라, 또는 몇몇

또는 단일 주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단자 전극들이 단일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되면, 장

치(10)는 수직 또는 단부를 위로 한 장착 배향으로 인쇄 회로 보드 기판에 표면 장착될 수 있다. 또한, 3개 이상의 단자 전

극들이 장치(10)의 모서리 벽 또는 모서리 벽들을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단자 전극 배열의 예로, 본 발명의 현재 양호

한 다른 실시예를 형성하는 장치(200)가 도7 내지 도12에 도시되어 있다. 거기서, 표면 장착식 장치(200)는 제1 모서리 벽

(208)을 따른 하나의 단자 전극(202)과, 제1 모서리 벽(208)에 대향한 제2 모서리 벽(210)을 따라 이격된 2개의 단자 전

극(204, 206)을 갖는다.

제1 실시예로 돌아가면, 도1에서 전기적으로 그리고 도2 내지 도6에서 구조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예시적인 장치(10)

는 한 쌍의 PPTC 저항 층(16, 18)들 사이에 삽입된 평탄한 제너 다이오드 칩(20)과 같은 발열 전기 소자를 포함한다.

PPTC 저항(16, 18)들은 병렬로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중심에 위치된 소자(20)에 의해 발생되는 열이 층(16, 18)들로 전달

되어 그들을 통해 소산되도록 물리적으로 배열된다. 특히, 제너 다이오드 칩(20)의 하부 주 접촉면은 납땜 또는 금속 충전

접착제와 같은 금속제 층(46)을 거쳐 PPTC 저항(18)의 상부 주 표면을 덮는 포일 층(48)에 적합하게 도금되고 결합되어,

제너 다이오드 칩(20)으로부터 아래에 놓인 PPTC 저항(18)으로의 열 전달을 향상시킨다. 제너 다이오드 반도체 칩(20)이

도3 내지 도6에서 예시적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당업자는 발열 전기 소자는 예를 들어 집적 회로(IC)를 형성하는 능동 반

도체 다이, 하나 이상의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및/또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트라이액(triac), 사이리스터(thyristor),

실리콘 제어식 정류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광범위한 대체로 평탄한 능동 전기 장치 및 소자와, 평탄 필름 저항, 금속

산화물 배리스터, 서미스터(thermistor), 평탄 칩 커패시터, 또는 자석 코어가 있거나 없는 대체로 평탄한 인덕터, 또는 이

들의 조합과 같은 수동 전기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공지된 바와 같이, 각각의 PPTC 저항 층(16, 18)은 보통 전기 회로 내에서 매우 낮은 저항 경로를 나타내고, 저항은 특정

PPTC 재료의 전도성 및 전기 전도체와 각각의 PPTC 저항 층의 대향 주 표면들 사이의 표면 접촉 면적의 함수이다. 저항

(16, 18) 및/또는 능동 장치(20) 내에서의 가열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높은 온도 수준은 PPTC 저항 층(16, 18)이 퓨

즈 또는 회로 차단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트립"되게 하고, 이 때 단자 전극(22, 24)들 사이의 경로 내에서 매우 높은 전기

저항을 나타내고, 이에 의해 전원(12)으로부터 부하(14)를 격리시키고 예를 들어 과전압 또는 과전류로부터 생성되는 손

상으로부터 전원 및 부하를 보호한다. 저항 층(16, 18)들이 복원 온도로 냉각되면, 이들은 자동으로 "복원"될 수 있고, 다시

단자 전극(22, 24)들 사이에 매우 낮은 저항 경로를 나타낸다.

도3 내지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층 회로 보호 장치(10)는 복수의 교대 층과, 전기 전도성 및 절연(유전) 재료의 패턴화

된 영역을 포함한다. 강화 섬유 수지(FR4, 도2의 평면도에서 상부 층으로 도시됨)와 같은 재료로 형성된 외측 유전 층(28)

이 제1 PPTC 저항 층(16) 및 포일 층(32, 34) 위에 형성되고, 외측 유전 층(30, 도3 및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부 유전

층)이 제2 PPTC 저항 층(18) 및 포일 층(52, 54) 위에 형성된다.

제1 금속 포일 층(106, 도5), 예를 들어 구리 또는 구리/니켈이 제1 PPTC 저항(16)의 외측 주 표면에 형성되고, 저항(16)

의 외측 주 표면 및 단자 전극(24)과의 밀접한 전기 접촉을 갖는 주 세그먼트(32) 및 저항(16)의 외측 주 표면의 작은 영역

과 접촉하며 단자 전극(22)과 전기 접촉하는 부 세그먼트(34)로 패턴화된다. 채널(35)이 주 세그먼트(32)와 부 세그먼트

(34) 사이에 형성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격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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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속 포일 층(108), 예를 들어 구리 또는 구리/니켈이 제1 PPTC 저항(16)의 내측 주 표면에 형성되고, 저항(16)의 내

측 주 표면 및 단자 전극(22)과의 밀접한 전기 접촉을 갖는 주 세그먼트(36) 및 저항(16)의 내측 주 표면의 작은 영역과 접

촉하며 단자 전극(24)과 전기 접촉하는 부 세그먼트(38)로 패턴화된다. 유전 재료의 층(40)이 세그먼트(36, 38)들을 덮도

록 형성된다. 채널(41)이 주 세그먼트(36)와 부 세그먼트(38) 사이에 형성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격리시키고, 채널(41)은

절연 층(40)을 형성하는 유전 재료로 충전된다.

제3 금속 포일 층(42), 예를 들어 구리가 제너 다이오드(20)의 음극 전극과 같은 능동 장치의 연결 표면에 형성되고,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접지 복귀 단자 전극(26)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제3 포일 층(42)은 양호하게는 유전 층(40) 상에

형성된다. 포토레지스트 층(110)이 그 다음 제3 구리 포일 층 상에 형성되어, PPTC 저항 층(16, 18)을 각각 포함하는 2개

의 층상 구조물(102, 104)이 제조 시에 서로 층상 보호 장치(10)를 형성하게 되면, 반도체 칩(20)을 수납하고 납땜 화합물

(44, 예를 들어, 주석/납 또는 주석/은/구리와 같은 공융 납땜 화합물)에 의해 평탄 다이오드 칩(20)의 음극 전극에 연결되

도록 크기가 결정되고 적응되는 영역을 한정하도록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포토레지스트 층(116)이 하부 층상 구조물(104)

의 제4 금속(예를 들어, 구리) 층 세그먼트(48) 상에 형성되어 패턴화되고, 또한 반도체 칩(20)을 수납하도록 크기가 결정

된 개방부를 한정한다.

제1 층(44)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는 납땜(46)의 제2 층이 평탄 다이오드 칩(20)의 양극 전극 표면에 제공되고, PPTC

저항 층(16, 18)들이 제조 시에 서로 결합된 후에 예를 들어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PPTC 저항(18)의 상부 포일 층(108)

의 패턴화된 주 세그먼트(48) 및 단자 전극(24)에 대한 직접적인 금속성 연결을 가능케 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으로서, 제

너 다이오드 칩(20)과 PPTC 저항(18) 사이의 직접적인 금속성 연결은 다이오드 다이와 PPTC 저항성 재료 사이의 개선된

열 전달 특징을 제공한다. 도1, 도3, 및 도4가 단자 전극(22, 24)과 공통으로 연결되는 다이오드 칩(20)의 음극 전극과, 접

지 단자 전극(26)에 연결되는 다이오드 칩(20)의 양극 전극을 도시하지만, 당업자는 양극 및 음극 연결이 장치(10) 내에서

다이오드 칩(20)을 역전시킴으로써 (뒤집음으로써)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제4 금속(예를 들어, 구리 또는 구리/니켈) 포일 층(112)이 제2 PPTC 저항(18)의 내측 주 표면에 형성되고, PPTC 저항

(18)의 내측 주 표면 및 단자 전극(24)과의 밀접한 전기 접촉을 갖는 주 세그먼트(48)로 패턴화된다. 장치(10)의 조립 시

에, 주 세그먼트(48)는 또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납땜 층(46)의 용융 결합에 의해 평탄 다이오드 칩(20)의 양극 전극 표

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제4 패턴화 금속 포일 층은 또한 PPTC 저항(18)의 내측 주 표면의 작은 영역과 접촉하며 단자

전극(22)과 전기 접촉하는 부 세그먼트(50)를 포함한다. 채널(51)이 주 세그먼트(48)와 부 세그먼트(50) 사이에 형성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격리시키고, 장치(10)의 제조 중에, 채널(41)은 평탄 칩(20)의 노출된 외측 벽과 장치(10)의 외측 측벽

사이에 남는 갭 또는 공간 내에 충전되는 경화 플라스틱 유전 재료(72)로 충전된다. 사각형의 경화 플라스틱 프레임(72)은

본질적으로 칩(20)을 유지하고 주위의 환경 조건과의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해 칩(20)을 보호하고 밀봉하기 위한 박스 형상

의 용기 또는 리세스를 형성한다.

제5 패턴화 금속(예를 들어, 구리 또는 구리/니켈) 포일 층이 제2 PPTC 저항(18)의 외측 주 표면에 형성되고, PPTC 저항

(18)의 외측 주 표면 및 단자 전극(22)과의 밀접한 전기 접촉을 갖는 주 세그먼트(52) 및 저항(18)의 외측 주 표면의 작은

영역과 접촉하며 단자 전극(24)과 전기 접촉하는 부 세그먼트(54)로 패턴화된다. 하부 외측 유전 층(30)은 세그먼트(52,

54)들을 덮는다. 채널(55)이 주 세그먼트(52)와 부 세그먼트(54) 사이에 형성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격리시키고, 채널

(55)은 절연 층(30)을 형성하는 유전 재료로 충전된다.

채널(35, 41, 51, 55)들은 광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및 습식 에칭, 또는 가공, 밀링, 스탬핑 등과 같은 표준 인쇄 회

로 패턴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각각의 채널이 형성된 후에, 이는 가장 양호하게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절연성 유전 재료로 충전된다.

도5를 참조하면, 2개의 PPTC 구조물(102, 104)은 유전 재료로 충전된 막힌 구멍 영역(120, 122)을 포함한다. 격리 영역

(120, 122)들은 구조물(102, 104) 내에 제공되어, 전기 접속부 및 단자 전극(26)을 PPTC 저항(22, 24)으로부터 격리시킨

다. 막힌 구멍 영역은 PPTC 저항(16, 18)의 인접한 구조물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모든 단자 전극 위치에서 필요하다. 반도

체 다이오드 칩(20)과 같은 발열 소자가 위치된 후에, 2개의 PPTC 층상 구조물(102, 104)들이 모아지고, 열이 인가되고,

층(44, 46) 내의 공융 납땜이 재용융되어 구조물(102, 104)의 대면하는 패턴화 구리 표면 세그먼트(36, 38)들에 칩(20)의

주 접촉면들을 결합시키게 된다. 그 다음, 경화 가능 플라스틱 수지와 같은 캡슐화 재료(72)가 구조물(102, 104)들 사이의

주연 갭 내에 설치되고 고체상으로 경화되어, 2개의 구조물(102, 104)들을 서로 접합시키고, 칩(20)을 주위에 대한 노출로

부터 밀봉하고, 유전성 주연 프레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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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10)가 층상 구성으로 조립되고 칩(20)이 캡슐화 재료(72)에 의해 주위 환경 조건에 대한 노출에 대해 밀봉된 후에, 단

자 전극(22, 24, 26)을 형성하는 모서리 영역이 드릴링되어 (도2 및 도6에 도시된) 반원통형 접속부(23, 25, 27)를 형성한

다. 이들 접속부(23, 25, 27)들은 그 다음 구리, 주석, 또는 구리 합금과 같은 적합한 도체 재료로 도금된다.

제6 금속 포일 층이 상부 유전 층(28)의 외측 표면에 형성되고, 단자 포일 세그먼트(56, 58, 74)를 한정하도록 패턴화되거

나 에칭된다. 세그먼트(56)는 단자 전극(22)의 일부가 되고, 세그먼트(58)는 단자 전극(24)의 일부이고, 세그먼트(74)는

단자 전극(26)의 일부이다. 유사하게, 제7 포일 층이 하부 유전 층(30)의 외측 표면에 형성되고, 단자 포일 세그먼트(60,

62, 76)를 한정하도록 패턴화되고 에칭된다. 세그먼트(60)는 단자 전극(22)의 일부이고, 세그먼트(62)는 단자 전극(24)의

일부이고, 세그먼트(76)는 단자 전극(26)의 일부이다.

그 다음, 여러 도금 층들이 형성되고 패턴화된다. 내측 구리 전극 층(64, 68, 78)들은 각각 단자 위치(22, 24, 26)에서 도금

된다. 그 다음, 외측 주석 층(66, 70, 80)들은 각각 구리 층(64, 68, 78) 위에 도금된다. 전극(22)의 도금 층(64, 66)들은 포

일 세그먼트(56, 60) 위에서 연장되고, 전극(24)의 도금 층(68, 70)들은 포일 세그먼트(58, 62) 위에서 연장되고, 전극(26)

의 도금 층(78, 80)들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일 세그먼트(74, 76) 위에서 연장된다.

단자 전극(22, 24, 26)의 하부 외측 표면(82, 84, 86)은 각각 장치(10)가 예를 들어 유동 또는 파형 납땜에 의해, 예를 들어

도1에 도시된 회로와 같은 장치(10)에 의해 제공되는 과전압 보호를 포함하는 회로 배열을 형성하는 적절하게 치수가 결

정되고 패턴화된 인쇄 회로 보드에 종래의 방식으로 표면 장착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제2 실시예가 도7 내지 도12에 도시되어 있다. 먼저 도10을 고려하면, 표면 장착식 다층 전기 회로 보호

장치(200)는 PPTC 저항 칩 캐리어(201)와, 반도체 다이(218)와 같은 대체로 사각형인 발열 소자를 포함한다. 발열 소자

(218)는 칩(218)의 하나의 단자가 예를 들어 단자 전극(202)에 연결되도록 대체로 원통형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벽(245) 내

의 캐리어(201)에 결합된다. 스트랩 상호 연결부(222)가 예를 들어 칩(218)의 다른 단자를 칩 캐리어(201)의 제3 단자 전

극(206)의 금속화 연장부(207)에 연결시킨다. 본 발명의 이러한 예에서, 완성된 장치는 (제2 병렬 연결 PPTC 저항(18)이

없는) 도1에 도시된 배열과 유사한 회로 배열의 하나의 PPTC 저항(216) 및 발열 소자(218)를 제공한다.

칩 캐리어(201)는 양호하게는 PPTC 저항(216)을 형성하는 PPTC 재료의 중심의 평탄 시트를 포함하는 대체로 사각형 형

상의 박스 구조물로서 형성된다. 도7 및 도10의 평면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캐리어(201)의 좌측 모서리 벽(208)은 제1

단자 전극(202)을 포함하고, 칩 캐리어(201)의 우측 모서리 벽(210)은 이격된 배열의 제2 단자 전극(204) 및 제3 단자 전

극(206)을 포함한다. 대체로 원통형으로 도시된 캐리어 벽(245)은 칩 캐리어(201)의 상부면 내에 한정되고, 예를 들어 제

너 다이오드(218)를 형성하는 반도체 다이와 같은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여 연결시키도록 치수가 결정된다.

도11 및 도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218)의 하부 접촉면은 예를 들어 주석 또는 주석/납 또는 주석/은/구리일 수 있는

적합한 납땜 층(220)의 재용융에 의해 (층(260)으로부터 연장되는) 아래에 놓인 리세스된 금속 층(261)에 직접 결합되도

록 적합하게 도금되거나 금속화된다. 층(260)은 다른 금속 층(248) 상에 형성되고, 이는 결국 PPTC 재료 층(216)에 직접

부착된 금속 포일 층(232) 상에 형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발열 소자,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218)는

PPTC 층(216)에 대한 직접적인 금속 연결을 갖고, 이에 의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열 전달을 촉진하고 PPTC 저항(216)이

그의 보호성 고저항 상태로 트립되는 것을 돕는다.

위에서 도2 내지 도6과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제1 실시예와 유사하게, 단일 PPTC 층(216)은 칩 캐리어(201)용

기판을 형성한다. 금속 포일들이 PPTC 저항 층(216)의 외측 주면에 결합된다. 상부 금속 포일은 단자 전극(202)에 연결되

는 좌측 주 세그먼트(232) 및 단자 전극(204)에 연결되는 우측 부 세그먼트(234)를 갖도록 패턴화된다. 에칭 채널(235)이

상부 포일의 주 세그먼트(232)와 부 세그먼트(234)를 분할하여 분리시킨다. 하부 금속 포일은 단자 전극(204)에 연결되는

우측 주 세그먼트(234) 및 단자 전극(202)에 연결되는 좌측 주 세그먼트(238)를 갖도록 패턴화된다. 에칭 채널(239)이 주

세그먼트(236)를 부 세그먼트(238)로부터 분할하여 분리시킨다. 상부 포일 층 세그먼트 및 하부 포일 층 세그먼트는 유전

재료 층(239)에 의해 PPTC 저항(216)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격리되는 단자 전극(206)에 연결되지 않는다.

유전 재료의 층(226)이 (층(226)이 제거된 다이 웰(245)을 제외하고는) 상부 포일 층의 세그먼트(232, 234)를 외측에서

덮는다. 유전 재료의 층(240)이 하부 포일 층의 세그먼트(236, 238)를 덮는다. 패턴화된 세그먼트(242, 244, 246)를 포함

하는 금속 층이 상부 유전 층(226) 위에 형성되고, 패턴화된 세그먼트(254, 256, 258)를 포함하는 금속 층이 하부 유전 층

(240) 위에 형성된다. 금속 층(248)이 단자 전극(202)에서 세그먼트(242, 254) 위에 형성된다. 금속 층(250)이 단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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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에서 세그먼트(244, 256) 위에 형성된다. 그리고, 금속 층(252)이 단자 전극(206)에서 세그먼트(246, 258) 위에 형

성된다. 다이 캐리어(201)는 단자 전극(202)에서 외측 금속 층(260)을, 단자 전극(204)에서 외측 금속 층(262)을, 그리고

단자 전극(206)에서 상부면 연장부(207)를 포함하는 외측 금속 층(264)을 형성함으로써 완성된다.

PPTC 다이 캐리어(201)가 도7 내지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 후에, 보호 장치(200)는 발열 소자, 예를 들어 다이

(218)를 웰(245) 내로 위치시키고, 다이(218)를 납땜 재료(220)에 의해 금속 층(260)의 대면부에 납땜하고, 그 다음 상호

연결부(222)를 일 단부에서 납땜(223)에 의해 단자 연장부(207)에 그리고 타 단부에서 납땜(224)에 의해 다이(218)의 외

측면에 납땜함으로서 조립된다. 캡슐화 재료(228)가 그 다음 조립된 장치(200) 위에 형성되어, 기계적 강성을 제공하고 주

위 조건 및 요소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이(218)를 밀봉한다.

전기 회로 보호 장치는 이동 전화,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 장비와 함께 사용되어,

전자 장비의 입력 포트에 대한 바르지 않은 전원의 연결에 의해 야기되는 과전압 조건으로부터의 손상에 대해 보호하는 것

을 도울 수 있다. PPTC 장치는 고저항 상태로 트립되어, 다이오드를 통한 전류를 감소시키고, 다이오드는 전자 장비에 의

해 보여지는 전압을 제한한다.

제조예

도7 내지 도12에 따른 복수의 칩 캐리어(201)가 다음의 방법에 의해 대량 생산될 수 있다. 약 0.325 mm(0.0128 인치)의

두께를 갖는 PPTC 라미네이트가 약 0.0356 mm(0.0014 인치)의 두께를 갖는 니켈/구리 포일을 전도성 중합체의 0.254

mm(0.010 인치) 두께 시트의 양면에 부착함으로써 준비되었다. 전도성 중합체는 약 40 체적%의 카본 블랙(Raven™

430, 콜럼비안 케미컬즈(Columbian Chemicals)로부터 구입 가능함)을 약 60 체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Chevron™

9659, 쉐브론(Chevron)으로부터 구입 가능함)과 혼합한 다음, 연속 공정에서 시트로 압출하고 온도 및 압력 하에서 라미

네이팅함으로써 준비되었다. 라미네이팅된 시트는 그 다음 대략 12 인치 x 16 인치의 개별 라미네이트 시트로 절단되었

다. 라미네이트 시트는 4.5 MeV 전자 비임을 사용하여 4.5 Mrad로 조사되었다.

라미네이트 시트는 라미네이트를 라미네이트의 평면 내에서 공지된 x-y 배향으로 정합시키기 위한 구멍 및 슬롯을 제공

하도록 주연부 둘레에서 비대칭 패턴으로 드릴링되었다. 이러한 정합 구멍 및 슬롯들은 적층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시트

들을 서로에 대해 정렬시키기 위해 그리고 촬영, 납땜 마스킹 및 도금 작업을 위한 공구의 이후의 정렬을 위해 사용되었다.

0.124 mm(0.049 인치)의 직경을 갖는 구멍들이 드릴링되어 라미네이트 내에 개구를 생성했다. 수지 코팅 구리의 하나의

층(폴리클래드(PolyClad)로부터 구입 가능한 에폭시의 0.025 mm(0.001 인치) 층으로 코팅된 0.018 mm(0.0005 인치)

두께의 구리 포일)이 정렬을 위한 정합 구멍들과 함께 드릴링되었고, 동일한 수지 코팅 구리의 다른 층이 정렬 정합 구멍들

과 함께 드릴링되었고, 또한 0.170 mm(0.067 인치)의 직경을 갖는 개구를 생성하도록 드릴링되었다. 라미네이트 상의 양

포일 전극들의 외측 표면은 니켈이 화학적으로 제거되었고, 그 다음 포일 전극들은 회로 보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에칭 기술을 사용하여 패턴화되어, 장치의 전극 특징부, 잔여 전극 구조물, 및 풀백(pull-back) 특징부를 한정한다. 외

측 표면은 그 다음 개선된 부착을 위한 구리 패널 표면을 표면 처리하도록 일련의 화학조에 의해 처리되었다.

적층체가 하부 상에 수지 코팅 구리의 하나의 층(수지면을 위로 함) 및 뒤이어 0.08 mm(0.003 인치)의 두께를 갖는 에폭

시 필름(I805-99F, 테크 필름(Tech Film)으로부터 구입 가능함)의 하나의 층과, 라미네이트 층 및 뒤이어 여분의 개구를

가지고 드릴링된 수지 코팅 구리의 다른 층(수지면을 아래로 함)을 위치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 고정구가 층들을 정렬시키

도록 사용되었고, 적층체는 압력 하에서 가열되어 층들을 라미네이트 구조물로 영구적으로 부착시키고 에폭시가 라미네이

트 내의 개구를 완전히 충전시키게 했다. 형성된 적층체의 두께는 대략 0.51 mm(0.020 인치)였다.

0.71 mm(0.028 인치)의 직경을 갖는 구멍들이 전체 적층체를 통해 드릴링되어 개구를 형성했고, 0.71 mm(0.028 인치)의

직경을 갖는 구멍들이 전체 적층체를 통해 드릴링되어 에폭시 충전 개구 상에 중심이 맞춰진 개구들을 형성했고, 이러한

후자의 개구는 에폭시에 의해 라미네이트의 전극 또는 전도성 중합체로부터 격리된다. 적층체는 플라즈마 에칭으로 처리

되었다. 개구들은 그 다음 콜로이드형 그래파이트로 코팅되었고, 적층체는 구리로 전해 도금되었다.

적층체 상의 양 외부 금속 포일 층들의 외측 표면은 보통의 PCB 제조 방법과 일치하는 에칭 기술을 사용하여 패턴화되어,

이후의 격리 공정을 위한 정합 기준 표시로서 작용하는 추가의 에칭된 구조물과 함께 잔여 도전성 부재들을 한정했다. 정

합 구멍들은 에칭된 패턴이 이전에 에칭된 내부 층들과 적절하게 정합되도록 보장하도록 사용되었다.

납땜 마스크(Finedel DSR 2200 C-7, 다무라 가껜 코., 엘티디.(Tamura Kaken Co., Ltd.)로부터 구입 가능함)가 적층체

의 하나의 외부 금속 포일 층에 도포되고, 가중합(tack-cure)되고, 그 다음 적층체의 제2 외부 금속 포일 층에 도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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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합되었다. 납땜 마스크는 그 다음 촬영되고 현상되었다. 패널은 그 다음 가열되어 마스크를 완전히 경화시켰다. 패널

은 실리콘 다이 및 상호 연결부를 이러한 장치 기판 상에 조립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조립된 장치를 회로 보드 상으로 부착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 납땜 패드 영역 내에서 주석으로 전해 도금되었다.

패널은 톱 위치 표시로서 라미네이트 상의 에칭된 기준 특징부를 사용하여, 패널의 길이를 일 방향으로 자르고 그 다음 패

널을 90°회전시켜서 패널의 폭을 일 방향으로 다이싱하는 톱에 의해 분할되어 개별 캐리어 기판(201)을 생성했다. 생성된

소자 캐리어는 약 4.5 mm x 3.30 mm x 0.68 mm(0.177 인치 x 0.130 인치 x 0.027 인치)의 치수를 가졌다.

격리된 장치 기판 상으로, 소량의 납땜 페이스트가 수지 코팅 구리 내에 여분의 개구를 가진 표면 상에 도포되었고, 상기

개구 내로, 다른 소량의 납땜 페이스트가 격리된 접속부에 연결된 패드 영역 상에 도포되었다. 납땜 부착을 위해 이전에 금

속화된 제너 다이오드 다이(218)가 수지 코팅 구리 개구(245)의 중심 내의 납땜 페이스트 상에 위치되었다. 다른 소량의

납땜 페이스트가 제너 다이오드 다이의 상부 상에 도포되었다. 작은 니켈 금속 스트랩(222)이 제너 다이오드 다이 상의 납

땜 페이스트 및 격리된 접속 패드(207) 상의 납땜 페이스트 상으로 위치되어, 이들을 연결시켜서 이후에 전기 상호 연결부

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립체는 재유동 오븐을 통과하여 페이스트를 재유동시켜서, 각각의 장치(200)의 구조물

을 완성했다. 완성된 장치(200)는 가장 양호하게는 댐 앤 필(Dam & Fill) 구상 또는 사출 성형 유전 재료(228)로 추가로

밀봉되거나 코팅되어, 제너 다이오드(218) 및 상호 연결 스트랩(222)을 환경에 대한 노출로부터 추가로 밀봉한다.

완성된 예시적인 장치(200)는 PPTC 라미네이트(상부 포일 층(232), PPTC 층(216), 및 하부 포일 층(236))를 가로질러

측정할 때 약 0.101 Ω의 저항을 가졌다. 납땜 재유동에 의한 인쇄 회로 보드 상으로의 설치에 뒤이어, 예시적인 장치(200)

는 PPTC 라미네이트를 가로질러 측정할 때 약 0.164 Ω의 저항을 가졌다. 이러한 장치(200)는 약 7.2V의 제너 다이오드

클램핑 전압에서 3.5 A에서 약 0.090초 내에 트립되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보호 장치의 두 가지 실시예, 즉 저항 구조물(104)에 대한 금속 접촉에 의해 고정된 제너 다이오드

칩(20)에 의해 예시된 발열 소자와 조합된 PPTC 저항 구조물(102, 104)을 갖는 일 실시예와, 제너 다이오드 칩(216)에 의

해 예시된 발열 소자가 직접적인 금속 접촉에 의해 고정되는 PPTC 칩 캐리어(201)를 제공하는 다른 실시예가 설명되었지

만, 당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조 및 PPTC 저항 층들이 복수의 발열 부품의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의 발열 소자가 PPTC 저항 층에 대한 직접적인 금속 접촉에 의해 작동식으로 결합될

수 있고, 이에 의해 우수한 열 전달 특징을 제공하면서 보호 장치 자체 내의 회로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이와 같이 설명되었지만, 이제 본 발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음이 이해될 것이고, 본 발명

의 구성의 많은 변화 및 많은 상이한 실시예 및 적용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제안되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의 개시 내용 및 설명은 단지 예시적이며 어떠한 의미에서도 제한적으로 의도되

지 않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PPTC 저항과 반도체 장치와 같은 발열 전기 부품 사이에 개선된 열 전달을 제공할 수 있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이며,

제1 및 제2 주 표면과, 제1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 층과, 제2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층을 갖는 제1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PPTC": polymeri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저항을 형성하는 중심 평탄 층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기 위한 공간을 한정하는

대체로 박스형인 발열 소자 캐리어와,

전기 회로 기판에 대한 장치의 표면 장착 및 전기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 벽을 따라 형

성된 적어도 제1, 제2, 및 제3 단자 전극 영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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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는 (a) 제1 전극 층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자 캐리어 공간 내의 금속 층 경로에 결합되는 제1

금속화 접촉면과, (b) 전기 상호 연결 구조물에 의해 제3 단자 전극 영역에 연결되는 제2 금속화 접촉면을 가져서,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내의 발열 전기 소자를 통해 흐르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제1 PPTC 저항으로 직접 전달되

는 열을 발생시켜서 고저항 상태로의 트립(tripping)을 돕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단자 전극 영역은 장치의 제1 및 제2 대향 주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

로 보호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3 단자 전극은 장치의 제3 주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 및 제3 단자 전극은 장치의 제2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주 표면과, 제3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3 전극 층과, 제4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4 전극 층을 갖는 제2 PPTC 저항을 포함하고,

발열 전기 소자는 장치 내에서 제1 PPTC 저항과 제2 PPTC 저항 사이에 위치되고, 양호하게는 제1 PPTC 저항은 제1 및

제2 단자 전극에서 제2 PPTC 저항과 병렬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는 반도체 다이를 포함하고, 양호하게는 반도체 다이는 다이오드, 제너 다

이오드,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트라이액(triac), 사이리스터, 및 실리콘 제어식 정류기 중 하나를

포함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는 전기 수동 소자를 포함하고, 양호하게는 전기 수동 소자는 저항, 배리스

터, 서미스터, 커패시터, 및 인덕터 중 하나를 포함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소자 캐리어에 의해 한정된 공간은 제1 전극 층에 외측에서 인접한 대체로 원통형인 영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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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전기 소자의 제2 금속화 접촉면을 제3 단자 전극 영역에 연결시키는 상호 연결 구조물은 스트랩 상호 연결부를 포함

하는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

청구항 9.

회로 기판 상에 형성되어 적어도 하나의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갖는, 전기 에너지원과 전기 부하 사이의 연결

을 위한 전기 회로이며,

제1 및 제2 주 표면과, 제1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과, 제2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

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을 갖는 제1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PPTC") 저항 소자와,

제3 및 제4 주 표면과, 제3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3 전극과, 제4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

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4 전극을 갖는 제2 PPTC 소자와,

부품을 통과하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PPTC 소자로 전달되어 제1 또는 제2 PPTC 소자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열을 부품에 인가하도록, 제1 및 제2 PPTC 소자 사이에 위치되어 제2 및 제3 전극과 효과적으로 열 접촉하는 적어도 하나

의 발열 전기 부품과,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를 따라 형성되어, 제1 및 제2 PPTC 소자 및 전기 부품을 전기 기판에 연결시키는 복수의

단자 전극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발열 전기 부품은 전압 클램핑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평탄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청구항 11.

회로 기판 상에 형성되어 적어도 하나의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갖는, 전기 에너지원과 전기 부하 사이의 연결

을 위한 전기 회로이며,

제1 및 제2 주 표면과, 제1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 층과, 제2 주 표면에 형성되어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층을 갖는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PPTC") 저항을 형성하는 중심 평탄 층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기 위한 공간을 한정하는 대체로 박스형인 발열 소자 캐리어와,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 벽을 따라 형성되고 회로 기판에 연결되어, 장치를 회로 기판에 표면 장착시키는 적어도

제1, 제2, 및 제3 단자 전극 영역을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는 (a) 제1 전극 층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자 캐리어 공간 내의 금속 층 경로에 결합되는 제1

금속화 접촉면과, (b) 전기 상호 연결 구조물의 일 단부 영역에 결합된 제2 금속화 접촉면을 갖고, 전기 상호 연결 구조물

의 대향 단부 영역은 제3 단자 전극 영역의 일부에 결합되어, 장치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내의 발열 전기 소자를 통해 흐르

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제1 PPTC 저항으로 직접 전달되는 열을 발생시켜서 고저항 상태로의 트립을 돕는 전

기 회로.

청구항 12.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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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1 및 제2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

("PPTC") 저항 층을 형성하고, 제1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 층을 형성하고, 제2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 벽을 따라, 제1 전극 층과 전기 연결되는 제1 단자 전극, 제2 전극 층과 전기 연결되는

제2 단자 전극, 및 제1 및 제2 단자 전극으로부터 전기적으로 격리된 제3 단자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의 제1 금속화면을 발열 전기 소자를 수납하도록 배열된 제1 전극 층의 일부에 결합시키

는 단계와,

(d)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의 제2 금속화면을 상호 연결 구조물에 의해 제3 단자 전극에 연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소자는 반도체 다이를 포함하고,

주위에 대한 노출을 배제하기 위해 유전 재료로 반도체 다이를 캡슐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며,

(a) 제1 및 제2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제1 PPTC 소자를 형성하고,

제1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고, 제2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

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부품의 금속화된 주면을 납땜과 같은 유동 가능한 금속 결합제로 제1 및 제2 전극 중 하나에

직접 고정시키는 단계와,

(c)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를 따라, 적어도 3개의 단자 전극을 포함하는 금속 상호 연결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구조물은 제1 PPTC 소자 및 발열 전기 부품을 연속된 배열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단자 전극은 제1 PPTC 소자 및 전기

부품의 전기 회로 기판에 대한 표면 장착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인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제2 PPTC 소자를 형성하고, 제3 주 표면에 그

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3 전극을 형성하고, 제4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4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와,

발열 전기 부품을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의 제1 및 제2 PPTC 소자들 사이에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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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표면 장착식 전기 회로 보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며,

(a) 제1 및 제2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제1 중합체성 정온도 계수

("PPTC") 저항 소자를 형성하고, 제1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1 전극을 형성하고, 제2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제3 및 제4 주 표면을 포함하는 소정의 전기적 특징 및 물리적 치수를 갖는 대체로 평탄한 제2 PPTC 소자를 형성하

고, 제3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3 전극을 형성하고, 제4 주 표면에 그와 밀접하게 전기 접촉하는 제4 전

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c) 부품을 통과하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전류가 제1 및 제2 PPTC 소자로 전달되어 PPTC 소자들 중 하나를 고저항

상태로 트립시키는 열을 부품에 인가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발열 전기 부품을 제2 및 제3 전극과 효과적으로 열 접촉하도

록 제1 및 제2 PPTC 소자들 사이에 고정시키는 단계와,

(d) 제1 및 제2 PPTC 소자 및 전기 부품의 전기 기판에 대한 표면 장착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제1 및 제2 PPTC 소자

및 발열 전기 부품과 전기 연결되도록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주 모서리를 따라 복수의 단자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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