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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개시되는 열 전달 물질은,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 및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포함한다. 적층되는 열 계면 물질들과 열 전달 물

질들을 형성하는 방법들은, a)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단

계; b)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및 c)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Honeywell International Inc.에 의해 공동 소유된 2003년 6월 6일자로 제출된 미국 가출원 시리얼 넘버 60/

476768를 우선권으로 청구하며, 그 전체는 참조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본 발명의 분야는 전자 컴포넌트들, 반도체 컴포넌트들 및 다른 관련 계층물질 도포(application)에서 열적 상호접속 시스

템들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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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컴포넌트들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소비재 및 상업적 전자 제품들에 사용된다. 이러한 소비재 및 상업 제품들의 몇

몇 예들은 텔레비젼,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서버들, 휴대전화들, 페이저들, 팜형 오거나이저(organizer), 휴대 라디오, 카

스테레오, 또는 리모트 컨트롤이다. 이러한 소비재 및 상업 전자제품들을 위한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들 및 비

즈니스들에 대해 보다 작고 더 기능적이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열적으로 효율적이며 보다 휴대가능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요구도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들을 포함하는 컴포넌트들은 더 작아지고 보다 양호하게 제조되며 보다 양

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크기가 감소되거나 소형화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몇몇 예들은 인쇄회로 또는 와이

어링 보드들, 저항기들, 와이어링, 키보드들, 터치패드들, 및 칩 패키징이 있다.

따라서 더 작은 전자 컴포넌트들을 위한 요구들을 수용하도록 소형화 및/또는 조합될 수 있게 하는 보다 양호한 형성 물질

들 및 방법들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컴포넌트들이 분해되어 조사되고 있다. 계층 컴포넌트들에서, 하나의 목표는 잔여

층들의 기능성 및 수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층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제조 단계들을 감소시키며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층들의 개수가 기능성을 손상시킴 없이 용이하게 감소될 수 없도록 주어진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전자 장치들은 더 작아지고 고속에서 동작됨에 따라,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현저하게 증가된다. 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실시예는 열적 그리스(grease), 또는 그리스형 물질들, 물리적 계면(interface)들에 대해 분산되는 과도한

열을 전달하는 이러한 장치들의 캐리어상에 또는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열적 계면물질들의 가장 공통된 타입들은 열

적 그리스들, 상 변화 물질들, 및 탄성체 테이프들이다. 열적 그리스들 또는 상 변화 물질들은 초박층들에서 분산력 때문에

탄성체 테이프 보다 더 낮은 열적 저항을 가지며, 인접 표면들 사이의 긴밀 접촉을 제공한다. 통상적인 열적 임피던스 값들

은 0.1-1.6℃ cm2/W 범위이다. 그러나, 열적 그리스의 심각한 단점은 65℃ 내지 150℃와 같은 열적 주기 이후 또는 VLSI

칩들에 사용될 때 전력 주기 이후 열적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의 성능은 표면 평탄도에서의 큰

변화들로 인해 전자 장치들의 결합 표면들 사이에 갭들이 형성될 때, 또는 제조 공차 등과 같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결합

표면들 사이의 큰 갭들이 존재할 때 저하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물질들의 열 전도율이 저하되면, 이들이 사용되는

전자 장치의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유기 페이스트(paste)들 및 에폭시들이 컴포넌트로부터 열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예는

니켈 도금된 구리 분산기와 같은 실리콘 및 열 분산기 사이의 계면에 유기 페이스트 및/또는 에폭시를 도포하는 것이다. 이

러한 페이스트들 및 에폭시들은 통상 열전달을 개선시키기 위해 금속 또는 다른 열 전도성 입자들로 충진된다. 컴포넌트들

이 더 작아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제거되는 열의 양이 고체 금속 열적 계면을 필요로 하는 포인트까지 증가된다. 가장

통상적인 도포에서, 고체 금속 열적 계면은 용융 포인트 140-200℃의 땜납 물질이다.

더 많은 땜납 물질들이 열을 분산시키는 컴포넌트들에 사용됨에 따라, 땜납-니켈 계면에서 중요한 니켈 산화물들의 형성

때문에 플럭스(flux)와 같은 물질의 사용없이 니켈에 땜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플럭스의 사용 없이 땜납

접합부를 마감하는 최근의 접근법은 땜납 접합부가 형성되는 정확한 지점상에 금 스폿을 전착(electrodeposit)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접근법은 Deppisch외의 미국특허 제6,504,242호(2003년 1월 7일)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접은 기능적

으로 잘 작용하지만, 스폿내에 포함된 금의 값은 컴포넌트들의 비용 효율성에 중요하다. 더욱이, 금 스폿 또는 금 계면

(interface)을 구비한 접합부를 완성하기 위해, 금의 증착 및 땜납 물질의 도포의 적어도 2개의 프로세스 단계들이 필요하

다. 이러한 부가 프로세스 단계들은 비용이 고비용일 뿐만 아니라 느리다.

따라서, a) 소자의 크기와 층들의 개수를 감소시키면서 고객 세부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열적 상호접속부들 및 열적 계면물

질들, 적층 물질들, 컴포넌트들 및 제품들을 설계 및 형성하고; b) 물질, 컴포넌트 또는 완제품의 호환성에 대해 보다 효율

적이고 양호하게 설계된 물질들, 제품들 및/또는 컴포넌트들을 형성하며; c) 목표되는 열적 상호접속 물질들, 열적 계면물

질들과 적층 물질들 및 예시되는 열적 계면과 적층 물질들을 포함하는 컴포넌트/제품들을 형성하는 신뢰성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d) 높은 열 전도율과 높은 기계적 컴플라이언스를 갖는 물질들을 발전시키며; e) 다른 통상적인 적층 물질들에

대한 더 낮은 소유 비용을 초래하고 가질 수 있는 패키지 어셈블리를 위한 필요한 제조 단계들의 수를 효율적으로 감소시

킬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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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개시되는 열 전달 물질은,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 및 적어

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땜납 물질은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된다.

적층된 열 계면물질들과 열 전달물질들을 형성하는 방법은, a)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제공

하는 단계; 및 c)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

적절한 계면물질 또는 컴포넌트는 결합(mating) 표면들에 컨포얼해야 하고(표면의 "침윤(wet)"), 낮은 벌크 열 저항을 갖

고 낮은 콘택 저항을 가져야 한다. 벌크 열 저항은 물질 또는 컴포넌트의 두께, 열 전도율 및 면적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

다. 콘택 저항은 물질 또는 컴포넌트가 결합 표면, 층 또는 기판과 얼마나 잘 접촉할 수 있는지의 척도이다. 계면 물질 또는

컴포넌트의 열 저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interface=t/kA+2Θcontact 방정식 1

여기서, Θ는 열 저항, t는 물질 두께, k는 물질의 열 전도성, A는 계면의 면적이다.

용어 "t/kA"는 벌크 물질의 열 저항을 나타내고, "2Θcontact"은 2개의 표면들에서 열 콘택 저항을 나타낸다. 적절한 계면 물

질 또는 컴포넌트는 결합 표면에서 낮은 벌크 저항 및 낮은 콘택 저항을 가져야 한다.

많은 전자 및 반도체 애플리케이션들은 계면 물질 또는 컴포넌트는 열팽창계수(CTE)의 불일치 때문에 제조시 표면 평탄

도의 변화들 및/또는 컴포넌트들의 휨(warpage)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열 그리스와 같은 낮은 k값을 갖는 물질은 계면

이 얇으면, 즉 "t"값이 작으면 양호하게 수행된다. 계면 두께가 약 0.002인치 만큼 증가하면, 열적 성능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결합 컴포넌트들 사이의 CTE의 차이들로 인해 갭이 각각의 온도 또는 전력 주

기로 팽창 및 수축한다. 계면 두께의 이러한 변화는 계면으로부터 떨어진 유체 계면물질들(그리스와 같은)의 펌핑을 유발

할 수 있다.

더 큰 면적을 갖는 계면들은 제조시 표면 평탄도가 보다 변화되기 쉽다. 열적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계면 물질은 비평탄

표면들에 컨포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낮은 콘택 저항을 가질 수 있다. 최적 계면 물질들과 상호접속 물질들 및/또는 컴

포넌트들은 높은 열 전도율과 높은 기계적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힘이 인가될 때 탄성적으로 굴곡될 것이다.

높은 열 전도율은 방정식 1의 제 1 항을 감소시키고 높은 기계적 컴플라이언스는 제 2 항을 감소시킨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본 발명에 기술되는 적층된 계면물질들과 개별 컴포넌트들의 몇가지 목표들은 a) 소자의 크기와 층

들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고객 세부사항들을 충족시키는 열 상호접속부들과 열 계면물질들, 적층물질들, 컴포넌트들과

제품들을 설계 몇 제조하고; b) 물질, 컴포넌트 또는 완제품의 호환성 요구조건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양호하게

설계된 물질들, 제품들 및/또는 컴포넌트들을 제조하며; c) 예시되는 열 계면물질과 적층 물질들을 포함하는 목표된 열 상

호접속 물질들, 열 계면물질들과 적층물질들 및 컴포넌트들/제품들을 제조하는 신뢰성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d) 높은 열

전도율과 높은 기계적 컴플라이언스를 갖는 물질들을 개발하며; e) 패키지 어셈블리에 필요한 제조 단계들의 수를 효과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종래의 적층물질들과 프로세스들에 비해 소유 비용을 더 낮추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기술되는 적층 계면 물질들과 개별 컴포넌트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한다. 적절하게 제조되면, 본 발명에 기

술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열 계면물질과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결합 표면들 사이의 거리를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표면

에서 다른 표면으로의 연속적인 높은 전도율 경로를 허용할 수 있다.

예시되는 열 전달물질들을 포함하는 컴포넌트들과 물질들은 열 분산기 컴포넌트와 땜납 물질을 포함한다. 열 분산기 컴포

넌트는 상면, 저면,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한다. 땜납 물질은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된다.

이러한 컴포넌트들과 물질들은 금과 같은 물질들의 사용과 비용을 제거하고 종래의 프로세스들에 나타난 어셈블리 동안

땜납을 분배하는 추가의 프로세스 단계를 제거하는 방법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조된다.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상에

땜납 물질의 증착은 땜납의 도포 이전에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상면상에 형성될 수 있는 산화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필요성을 제거한다. 또한, 상기 땜납 물질은 조정(tailor)될 수 있으므로 개선된 침윤 특성들 또는 낮은 온도의 규화물들의

형성 및/또는 땜납과 기판 사이의 결합들에 의해 기판 표면으로의 개선된 접착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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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실시예들에서, 땜납 물질은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으로 직접 증착된다. 몇몇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땜납 물

질은 전착에 의해 증착된다. 다른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땜납 물질은 실크 스크린되거나 열 분산기에 직접 분배된다. 또

다른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땜납의 막은 예비성형(preform)의 직접 부착 또는 땜납 페이스트의 실크 스크린을 포함하는

적절한 땜납 두께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들로 증착 및 결합된다.

층들 또는 초박층들을 놓는 다른 방법은 펄스 주기 반전 방법 또는 PPR이다. 펄스 주기 반전 방법은 캐소드 표면에서 막을

실제로 "반전(reversing)" 또는 공핍시킴으로써 펄스 도금 방법 이상으로 한 단계 진전하는 것이다. 펄스 주기 반전을 위한

통상적인 주기는 2ms 오프 시간 이후 10amps 양극에서 0.5ms 이후 5amps 음극에서 10ms일 수 있다. PPR의 몇가지 장

점들이 있다. 첫째, 각각의 주기 동안 작은 양의 막을 "스트립핑" 또는 탈도금(deplating)함으로써 PPR은 각각의 일련의

주기 동안 새로운 핵형성 지점들을 가압하여 공극률의 추가적인 감소들을 유발한다. 둘째, 주기의 "탈도금" 또는 양극 부분

동안 두께 막 영역들을 선택적으로 스트립핑함으로써 매우 균일한 막들을 제공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펄스 도금 및 펄스

주기 반전 시스템들은 Dynatronix(www.dynatronix.com)와 같은 회사 또는 생성된 사이트(전체 또는 그 일부)와 같은 임

의의 적절한 소스로부터 구입될 수 있다. 이러한 증착 방법들은 Honeywell International Inc.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2003년 2월 19일자 제출된 미국 가특허출원 시리얼 넘버 60/448,722에 기술되며, 그 전체는 본 발명에 포함된다.

이러한 층들은 또한 최소한의 공극들을 갖고, 바람직하게는 비교적 높은 증착율을 갖는 균일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임의

의 방법에 의해 놓일 수 있다. 많은 적절한 방법들과 장치가 이러한 형태의 층들 또는 초박층들을 안착하는데 이용가능하

지만, 높은 품질의 물질층을 달성하는 최선의 장치 및 방법들 중 하나는 전착 및/또는 본 발명에 기술되는 펄스 도금 또는

직류 도금과 같은 관련 기술이다. 펄스 도금(직류 도금에 대향하는 간헐 도금임)은 공극들 및/또는 보이드들이 없거나 사실

상 없는 층들을 안착시킬 수 있고 공극 없는 전착 층들에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개시된 바와 같은 열 계면물질들과 열적 상호접속 물질과 층들은 니켈, 구리, 알루미늄, 실리콘, 탄소 및 AlSiC와

같은 이들의 조합물들과 같이 Honeywell International Inc.에 의해 제조된 금속 및/또는 금속계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물질들은 열 분산기, 즉 열을 분산시키도록 작용하는 물질들로서 분류된다. 열 상호접속 물질들과 층들은 금속,

금속 합금들 및 다음의 설계 목표들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복합 물질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박층 또는 초박층 또는 패턴으로 안착될 수 있고;

종래의 열 접착제들 보다 양호하게 열 에너지를 전도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증착율을 가지고;

증착된 층에서 전개되는 공극들을 가지지 않고 표면 또는 다른층상에 증착될 수 있으며;

하부 물질층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음.

이러한 열 계면물질들, 이러한 물질들을 포함하는 열적 상호접속 물질들, 컴포넌트들과 제품들은 미리 부착/미리 조립된

열적 솔루션들 및/또는 IC(상호접속) 패키지들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시되는 적층 열 계면물질들과 열 전달물질들을 형성하는 방법은, a)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

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

을 제공하는 단계; 및 c)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판층,

표면, 접착제, 컴플라이언트 섬유 컴포넌트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층 또는 열 계면물질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부가

층이 상기 적층된 열 계면물질 및/또는 상기 열 전달물질에 결합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열적 상호접속 물질들, 열 전도성 상호접속 시스템들과 층들은 다음의 설계 목표들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

시키는 금속들, 금속 합금들 및 적절한 복합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다: a) 박층 또는 초박층 또는 패턴으로 안착될 수 있고,

b) 종래의 열 접착제들 보다 양호하게 열 에너지를 전도할 수 있으며, c) 비교적 높은 증착율을 가지고, d) 증착된 층에서

전개되는 공극들을 가지지 않고 표면 또는 다른층상에 증착될 수 있으며, e) 하부 물질층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음.

사용하기 적합한 열 상호접속 물질들과 층들은 박층 또는 초박층 또는 패턴에 안착될 수 있다. 상기 패턴은 마스크의 사용

에 의해 제조될 수 있거나 원하는 패턴을 안착시킬 수 있는 장치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시되는 패턴들은 라인들을 형성

하도록 고립 또는 조합되고, 공간들을 충진되는 포인트들 또는 도트들의 임의의 배열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시되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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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직선 및 곡선들, 라인들의 교차부들, 넓거나 좁은 면적을 갖는 라인들, 리본들, 중첩 라인들을 포함한다. 예시되는 열

상호접속 물질들(라인 두께 및/또는 도금 두께)의 박층들과 초박층들은 1㎛ 미만 내지 적어도 1Å 범위이거나 물질의 단일

원자층의 크기로 축소될 수 있다.

예시되는 땜납 물질들은 목표된 용융점 및 열 전달 특성들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다. 예시되는 땜납들은 약 40℃ 내지 약

250℃의 온도 범위에서 용융되도록 선택된다. 몇몇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땜납 물질들은 인듐, 주석, 납, 은, 구리, 안티

몬, 텔루르, 비스무트, 또는 적어도 하나의 이전에 언급된 금속들을 포함하는 합금과 같은 순금속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것처럼, "금속"이란 용어는 실리콘과 게르마늄과 같은 금속형 특성들을 갖는 원소들과 함게 원소들의 주기율표의

d-블럭과 f-블럭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것처럼, "d-블럭"이란 용어는 원소의 핵을 둘러싸는 3d,

4d, 5d, 및 6d 오비탈들 채우는 전자들을 갖는 원소들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것처럼, "f-블럭"이란 용어는 란탄

족과 악티늄족을 포함하는 원소의 핵을 둘러싸는 4f 및 5f 오비탈들을 채우는 전자들을 가진 원소들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금속들은 인듐, 은, 구리, 알루미늄, 주석, 비스무트, 갈륨, 및 그 합금들, 은 코팅된 구리 및 은 코팅된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 "금속"이란 용어는 또한 합금들, 금속/금속 복합물들, 금속 세라믹 복합물들, 금속 폴리머 복합물들 및 다른 금속 복합

물들을 포함한다.

몇몇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순수 인듐은 156℃의 용융점을 갖기 때문에 땜납 물질로서 선택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인듐은 인듐 시안화물, 인듐 플루오로베이트(fluorobate), 인듐 설파메이트(sulfamate) 및/또는 인듐 설페이트(sulfate)를

함유하는 전해액들로부터 용이하게 전착될 수 있다. 인듐이 열 분산기로 도금되면, 은, 플래티늄 또는 팔라듐과 같은 귀금

속 및/또는 저온 규화물 형성자(former)와 같은 하나 이상의 물질층들은 공기중에 노출될 때 인듐 산화물을 조절하기 위해

인듐 층을 커버할 수 있다. 플래티늄 및 팔라듐은 저온 규화물 형성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층으로 좋은 선택물들이

다. 더 낮은 형성물 온도를 갖는 혼합된 규화물들은 팔라듐 규화물을 포함하는 이러한 실시예들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상

기 물질층은 벌크 인듐 도금층의 상부상의 "섬광(flash) 층"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섬광 층들" 중 적어도 하나는 도금

층에 결합될 수 있다. 물질층은 산화물 배리어로서 작용하고 실리콘 표면에서 본딩을 촉진시키기 위해 땜납 물질이 리플로

우될 때 실리콘에 결합될 수도 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다른 예시되는 땜납 물질들은 열 분산기로 도금되는 합금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시되는 실시예들

에 사용되는 합금 물질들은 희석 합금들 및/또는 팔라듐, 플래티늄, 구리, 코발트, 크롬, 철, 마그네슘, 망간, 니켈 및 몇몇

실시예들에서 세슘과 같은 규화물 형성자들인 합금들일 수 있다. 예시되는 이러한 함금들의 농도들은 약 5%의 합금으로

약 100ppm이다.

다른 예시되는 실시예들에서, 합금은 원소, 물질, 화합물 또는 열 분산기로 합금의 침윤성을 개선시키는 합성물을 포함한

다. 침윤성을 개선하는 적절한 원소는 금, 칼슘, 코발트, 크롬, 구리, 철, 망간, 마그네슘, 몰리브덴, 니켈, 인, 팔라듐, 플래

티늄, 주석, 탄탈, 티타늄, 바나듐, 텅스텐, 아연 및/또는 지르코늄이다.

열적 상호접속층이 증착되면, 종래의 열 접착제들과 다른 열적 층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열 전도율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금속화된 실리콘 다이와 같은 부가층들은 열 분산기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니켈과 같은 물질들의 산화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부식성 융제(flux)들로서 손상 물질들의 사용 없이 열적 상호접속층에 직접 땜납될 수 있다.

열 분산기 컴포넌트들 또는 열 분산 컴포넌트들(열 분산기 및 열 분산은 본 발명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동일한 공

통의 의미를 가짐)은 일반적으로 니켈, 알루미늄, 구리 또는 AlSiC와 같은 금속 또는 금속계 베이스 물질을 포함한다. 임의

의 적절한 금속, 금속계 베이스 물질 또는 열 전도성 비금속은 금속 또는 금속계 베이스 물질이 전자 컴포넌트에 의해 생성

된 열의 일부 또는 모든 열을 전달할 수 있다면 본 발명에서 열 분산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열 분산기 컴포넌트들은 전자 컴포넌트, 제조자의 요구들에 따라 열 분산기컴포넌트가 주변의 전자 컴포넌트로부터 생성

되는 열의 일부 또는 모든 열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임의의 적절한 두께로 안착될 수 있다. 예시되

는 두께들은 약 0.25mm 내지 약 6mm의 범위에서 두께들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열 분산기 컴포넌트들의 두께들은

약 1mm 내지 약 5mm의 범위내에 있다.

그 다음 적층된 계면 물질 및/또는 상호접속 물질이 기판, 다른 표면 또는 다른 적층 물질에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예

시되는 기판들은 임의의 바람직한 실질적으로 고체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기판 층들은 막들, 유리, 세라

믹, 플라스틱, 금속 또는 코팅된 금속, 또는 합성 물질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기판은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비화물 다이 또는 웨이퍼 표면, 구리, 은, 니켈 또는 금 도금된 리드프레임, 회로 보드 또는 패키지 상호접속 트레이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구리 표면, 비아-벽 또는 보강재 계면("구리"는 베어 구리 및 그 산화물들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함), 폴

리머-기질의 패키징 또는 폴리이미드 기질의 플렉스 패키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보드 계면, 리드 또는 다른 금속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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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납 볼 표면, 유리 및 폴리이미드와 같은 폴리머들을 포함한다. "기판"은 부착성 계면들을 고려할 때 다른 폴리머 물질로

서 규정될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상기 기판은 패키징에서 통상의 물질 및 실리콘, 구리, 유리, 및 다른 폴

리머와 같은 회로 보드 산업재들을 포함한다.

부가적인 물질층들은 적층 컴포넌트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적층 계면물질들에 결합될 수 있다. 부가층들은 금속들,

금속 합금들, 합성 물질들, 폴리머들, 단위체들, 유기 화합물들, 무기 화합물들, 유기금속 화합물들, 수지, 접착제들 및 광

도파로 물질들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서 이전에 언급된 것들과 유사한 물질들을 포함할 것이다.

적층되는 물질층 또는 클래딩 물질은 컴포넌트에 의해 요구되는 세부사항들에 따라 적층되는 계면물질들에 결합될 수 있

다. 적층물들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섬유-강화 수지 유전체 물질들이다. 클래딩 물질들은 구리와 같은 금속들과 다른 물

질들이 적층물들에 포함될 때 형성되는 적층물들의 서브세트이다. (Harper, Charles A., Electronic Packaging and

Interconnection Handbook, Second Edition, McGraw-Hill(New York), 1997.)

스핀-온 층들과 물질들은 또한 적층된 계면물질들 또는 순차적인 층들에 부가될 수도 있다. 스핀-온 적층 막들은 Solid

State Technology(2001년 7월), Michael E. Thomas의 "Spin-On Stacked Films for Low keff Dielectrics"에 개시되

며, 그 전체가 참조로 본 발명에 포함된다. 스핀-온 층들과 물질들은 Honeywell International Inc.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그 전체 본 발명에 참조로 포함되는 PCT 출원번호 PCT/US02/11927 및 미국특허출원 시리얼 넘버 10/466652에 개시된

물질들에 예시된다.

예시되는 열적 솔루션들의 도포들, 집적회로 패키지들, 열적 계면 컴포넌트들, 적층된 계면물질들 및 본 발명에 기술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들은 물질들 및/또는 컴포넌트들을 다른 적층 물질, 전자 컴포넌트 또는 최종 전자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예시된 것처럼 전자 컴포넌트들은 일반적으로 전자-계통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적

층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도록 고려된다. 예시되는 전자 컴포넌트들은 회로보드들, 칩 패키징, 분리 시트, 회로보드들의 유

전체 컴포넌트들, 인쇄-배선 보드들, 및 커패시터, 인덕터 및 저항기들과 같은 회로 보드들의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한

다.

전자-계통의 제품들은 산업상 이용하기 용이하거나 다른 소비재들에 의해 이용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마감(finished)"

될 수 있다. 마감된 소비재 제품들의 예들은 텔레비젼, 컴퓨터, 휴대전화, 페이저, 팜형 오거나이저, 휴대용 라디오, 카 스테

레오, 및 리모트 컨트롤이다. 또한 마감된 제품들에 잠재적으로 사용되는 회로보드들, 칩 패키징, 및 키보드들과 같은 "중

간" 제품들이 예시된다.

전자제품들은 컨셉 모델에서 최종 실물모형으로의 개발의 임의의 단계에서 프로토타입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프

로토타입은 마감 제품에 의도된 모든 실제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토타입은 초기에 테스

트되면서 다른 컴포넌트들 상에 초기 영향들을 없애기 위하여 합성 물질 외부로 구조화되는 몇몇 컴포넌트들을 가질 수 있

다.

예제들

땜납 물질이 표면에 전기도금되는 예들에서, 종래의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전기도금 설비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비는 도금되는 영역을 고립시키는 컴플라이언트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포토레지스트들과 다른 마스킹 기술들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예 1:

본 예에서, 니켈 도금된 구리 열 분산기는 실리콘(silicone) 고무 마스크를 이용하여 차폐된다. 마스크내에 포함되는 영역

은 컴포넌트, 마감 제품, 소비재 및/또는 제조자의 요구들에 따라, 땜납 또는 적절한 미리 결정된 두께의 땜납 컴포넌트로

전착된다. 막 두께는 표면(및 다른 방법들로 제공되는 벌크 땜납)을 미리 침윤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거나, 전체 땜납 막 두

께는 전착될 수 있다. 막의 두께상의 결정은 최종 부품의 품질(및 최종 수율)과 금속 증착의 경제성들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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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예에서, 열 분산기는 마스크되고 전착된 땜납의 막은 하나의 연속적인 단계에서 약 25 내지 약 150㎛의 두께로 형성된

다. 이러한 연속적인 도포를 달성하기 위한 설비는 일본의 ALF 및 EEJA와 미국의 SFT와 같은 공급자들로부터 상업적으

로 이용가능하다. 도금 물질층(귀금속 또는 규화물 형성자와 같은)은 이러한 적층 물질의 상부에 부가될 수 있다. 몇몇 예

들에서, 도금 물질은 팔라듐을 포함한다.

예 3:

다른 예에서, 전착된 막은 약 25㎛ 이하의 막 두께로 제한된다. 이러한 예에서, 약 25 내지 약 150㎛로 전체 땜납 두께를

형성하는 제 2 단계가 요구된다. 상기 제 2 단계는 실크 스크린, 사전성형물의 직접 부착 또는 땜납 파우더들 또는 액체의

제팅(jetting)을 포함할 수 있다.

예 4:

예시되는 방법의 일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리 열 분산기를 형성하는 단계;

2. 니켈 또는 유사한 땜납가능한 물질로 구리 부품의 적어도 일부분을 전기도금하는 단계;

3. 땜납 물질의 막 또는 땜납계의 적어도 하나의 컴포넌트를 전착함으로써 공융물(eutectic)을 형성하는 단계; 및

4. 실크 스크린, 사전성형물의 직접 부착 또는 땜납 파우더들 또는 액체의 제팅에 의해 적절한 두께로 땜납 두께를 선택적

으로 형성하는 단계.

물질들이 땜납의 박막으로 도금되고 땜납의 벌크가 페이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땜납 페이스트의 니켈 플레이트의

사전-침윤 때문에 수율들이 개선된다.

예 5:

또 다른 예에서, 금속들은 도금된 막과 분배된 막이 땜납을 형성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어, 주석의 막은 적절한 비율의

주석-리드 땜납을 형성하도록 리드 페이스트로 전기도금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열 솔루션들, IC 패키징, 열적 상호접속 및 계면 물질들의 특정 실시예들과 애플리케이션들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진보적 개념들을 벗어남이 없이 이미 언급된 것들 이외에도 보다 많은 변형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그러므로, 진보적 대상은 본 명세서의 사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본 명세서를 해석함에 있

어서, 모든 용어들은 문맥과 일치하는 가능한 가장 넓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포함한다" 및 "포함하는"이란 용

어들은 참조된 엘리먼트들, 컴포넌트들, 또는 단계들이 명시적으로 참조되지 않은 다른 엘리먼트들, 컴포넌트들, 또는 단

계들을 나타내는 엘리먼트들, 컴포넌트들, 또는 비독점적인 방식의 단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heat spreader)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 및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

을 포함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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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물질은 기판에 추가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실리콘(silic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금속을 입힌(metalized) 실리콘 다이(di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금속, 금속 기질의 물질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니켈, 알루미늄, 구리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기질의 물질은 실리콘, 탄소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

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약 0.25mm 내지 약 6mm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두께는 약 1mm 내지 약 5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은 금속, 금속 기질의 물질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전이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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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인듐, 주석, 리드(lead), 은, 구리, 안티몬(antimony), 텔루르(tellurium) 또는 비스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기질의 물질은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합금은 인듐, 주석, 리드, 은, 구리, 안티몬, 텔루르, 비스무트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5.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귀금속 또는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former)의 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는 은, 플래티늄 또는 팔라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는 섬광층(flash layer)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물질은 전착(electrodeposition)을 이용하여 직접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

질.

청구항 19.

열 전달 물질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상면, 저면 및 적어도 하나의 열 분산기 물질을 포함하는 열 분산기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직접 증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의 저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공개특허 10-2006-0025155

- 9 -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물질은 기판에 추가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금속을 입힌 실리콘 다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금속, 금속 기질의 물질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니켈, 알루미늄, 구리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기질의 물질은 실리콘, 탄소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

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열 분산기 컴포넌트는 약 0.25mm 내지 약 6mm의 두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두께는 약 1mm 내지 약 5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28.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땜납 물질은 금속, 금속 기질의 물질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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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전이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인듐, 주석, 리드, 은, 구리, 안티몬, 텔루르 또는 비스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기질의 물질은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합금은 인듐, 주석, 리드, 은, 구리, 안티몬, 텔루르, 비스무트 또는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33.

제 30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귀금속 또는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의 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의 형성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는 은, 플래티늄 또는 팔라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

의 형성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의 규화물 형성자는 섬광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청구항 3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물질은 전착을 이용하여 직접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전달 물질의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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