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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과제는 외부 단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배선 기판 등의 전자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접합된 단자끼리, 또는, 접

합된 배선ㆍ단자의 열화(劣化)를 방지하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718172

- 1 -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판(1) 위에 형성되고, 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9)

과, 상기 기판(1) 위에 형성되어서 제 1 가열 온도보다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 다른 전자 디바이스(11)로 접속되고, 또

주위를 상기 밀봉 절연막(9)으로 둘러싼 외부 단자(7)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위에 형성되고 제 1 가열 온도에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밀봉 절연막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외부 단자와,

상기 밀봉 절연막에 의해 둘러싸여지지 않은 상기 외부 단자의 부분을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 높

은 제 2 가열 온도의 융점을 갖는 도전성 피막을 포함하고,

상기 외부 단자는 상기 도전성 피막을 통하여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반도체 장치이고, 상기 기판은 반도체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단자와 상기 도전성 피막 사이에는 하지 금속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청구항 5.

기판 위에 외부 단자를 형성하는 공정과,

제 1 가열 온도에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을 상기 외부 단자의 일부를 노출해서 상기 기판 위에 형성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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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밀봉 절연막으로부터의 상기 외부 단자의 노출 부분에 도전성 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청구항 7.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주위

를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 둘러싼 제 1 외부 단자를 갖는 제 1 전자 디바이스와, 제 2 외부 단자를 갖는 제 2 전자 디바이스

를 준비하고, 상기 제 1 외부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겹치는 공정과,

상기 제 1 및 제 2 전자 디바이스를 가열해서 상기 제 1 가열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도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서 상기 제 1 외부 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접합함과 동시에,

상기 밀봉 절연막의 유동에 의해서 상기 밀봉 절연막에 의해 상기 제 1 외부 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덮는 공정과,

상기 제 1 및 제 2 전자 디바이스를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 낮은 온도까지 냉각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

청구항 8.

기판 위에 형성되고 제 1 가열 온도의 융점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고 상기 밀봉 절연막에 의해 부분적으로 둘러싸인 외부 단자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단자는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 높은 제 2 가열 온도의 융점을 가지며,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 접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디바이스,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및 전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외부 단

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배선 기판 등의 전자 디바이스,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및 전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반도체 장치의 소형화, 고기능화, 고집적화에 수반해, 그 입출력 단자의 수도 증가되는 경향에 있다. 더구나, 반도체 장치

에서는, 반도체 디바이스 칩을 덮는 패키지의 소형화 요구도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반도체 장치의 고밀도 실장에 적절

한 반도체 패키지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 장치에서는 외부 단자의 배치의 여유와 실장 부담의 경감을 고려해서, 외부 단자를 일면에 실장하는 구조가 개발되

어, BGA(Ball Grid Array), LGA(Land Grid Array), PGA(Pin Grid Array) 등,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다.

그러한 반도체 장치의 외부 단자는, 땜납을 개재시켜 기판 위의 배선 또는 단자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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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도 1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외부 단자로서 땜납(1O1)이 접합된 제일 위의 배선 패턴(102)을 갖는 반도체 장

치(103)와, 제일 윗면에 단자(104)를 갖는 마더보드(105)를 준비하고, 반도체 장치(103) 상의 땜납(10l) 위와 마더보드

(105) 상의 단자(104)를 겹친 후에, 도 1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땜납(101)을 가열 용융해서 단자(104)와 배선 패턴

(102)을 접합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장치(103)와 마더보드(105)는 전기적으로 또한 기계적으로 접속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도 1의 (b)에 나타낸 것처럼, 땜납(101)을 개재시켜 반도체 장치(103)과 마더보드(105)를 접속한 경우에는, 땜납

(101)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되므로, 땜납의 재료나 외부 단자의 재료의 여하에 의해서 바깥 공기중의 가스와 반응해 열

화(劣化)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반도체 회로 장치가 칩 사이즈까지로 소형화된 경우에는, 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능력이 종래에 비해서 낮게 되어,

응력이 외부 단자의 실장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응력이 집중하는 외부 단자의 접합 부분에서는 응집 파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외부 단자가 핀의 경우에는, 응력 집중에 의해서 외부 단자가 변형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접합된 단자끼리, 또는, 접합된 배선ㆍ단자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 디바이스, 전자 디바이스 밀

봉 방법 및 전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과제는,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

성되고 제 1 가열 온도보다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되고, 또 주위를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

둘러싼 외부 단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에 의해서 해결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핀 모양, 볼 모양, 평면 모양의 외부 단자의 주위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을 형성하고, 제 1 가열 온도보다도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 외부 단자를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단자를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할 때에, 밀봉 절연막 (수지막)은 유동성을 갖는 것으로 되어, 그 자기 무게

에 의해서 흘러서 외부 단자를 덮게 된다. 그리고 외부 단자의 접속을 끝낸 전자 디바이스가 냉각된 후에는, 밀봉 수지막은

경화하고, 외부 단자의 기계적 강도가 밀봉 수지에 의해서 보강되므로, 외부 단자에 외부로부터 걸리는 응력은 완화되어서

변형하기 어렵게 되고, 게다가, 외부 가스와의 반응이 밀봉 절연막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 단자의 열화가 방지된다.

발명의 실시예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근거해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2의 (a)∼(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PGA형 반도체 장치의 외부 단자 피복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3의

(a) 및 (b)와 도 4의 (a) 및 (b)는 그 외부단자와 마더보드 상의 단자와의 접합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또한 도 5는,

반도체 장치의 재배치 배선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우선, 도 2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실리콘 등의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반도체 회로 장치 (기판)(1)을 준비한다. 그 반도

체 회로 장치(1)의 일면에는, SiO2로 이루어지는 무기 절연막(2)과, 폴리이미드(polyimide), 벤조시클로브틴(benzocy

clobutene) 등의 유기 재료로 이루어지는 하지 커버막(3)이 순서대로 형성되어 있다.

무기 절연막(2)와 하지 커버막(3)의 위에는, 도 5에 나타나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 장치(1)의 한 면측에 형성된 도전성 패

드 (단자)(4)를 노출하기 위한 개구(5)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하지 커버막(3)의 위에는, 금, 동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재

배치 배선 패턴(6)이 도전성 패드(4)로부터 중앙 영역으로 인출되어 형성되고, 그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는, 금, 동 또는

팔라듐 등으로 되는 높이 200∼250 마이크로미터, 직경 약 50 마이크로미터의 핀 모양 외부 단자(7)가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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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모양 외부 단자(7)의 형성 방법으로서는, 금속 와이어를 재배치 배선 패턴(6)의 표면에 본딩한 후에 금 와이어를 수직으

로 세운 상태로 절단하는 방법이나, 금속침을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 땜납 접속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음으로, 도 2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외부 단자(7)의 상단부를 제외하고, 외부 단자(7) 위, 하지 커버막(3) 위,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 밀봉 수지막(절연막)(9)을 형성한다. 밀봉 수지막(9)은, 하지 커버막(3)의 위에 회전 도포한 후에, 열에

의해 고화된다. 그 회전 도포는, 예를 들면 도포용 회전수를 4단계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외부 단자(7)의 선단

을 노출한 상태로 되도록 조정된다.

밀봉 수지막(9)은, 첫째, 열가소성인 것으로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유동성을 가져서 자기 무게에 의해 유동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 둘째, 유리 전이 온도가 외부 단자 접속에 사용되는 도전성 접착제(예를 들면 땜납)의 융점보다도 낮은

것, 셋째, 유리 전이 온도 이하로 냉각한 후에 고화해서 충분한 기계강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3개의 조건을 갖는 수지 재

료에서 선택된다.

밀봉 수지막(9)은, 예를 들면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 점도가 4000 mPaㆍs 보다 작게 되거나, 또는, 유리 전이 온도 이상

의 온도에서 점도가 2000 Paㆍs 이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밀봉 수지막(9)을 구성하는 재료는, 예를 들면 유리 전

이 온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1 Mpa 이하의 탄성률을 갖는다.

그러한 수지 재료로서, 예를 들면, 유리 전이 온도가 섭씨 150도 정도의 테크노 알파제의 상품명 DM4030LD, 스미토모 베

이크라이트제의 상품명 CRP-X4323이 있다.

그 후에, 도 2의 (c)에 나타내는 것처럼, 밀봉 수지막(9)으로부터 노출된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의 표면에, 땜납 또는

도전성 페이스트 등의 도전성 피막(10)을 형성한다. 그 도전성 피막(10)은,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일부이다.

그것에 의해, 밀봉 수지막(9)에 의한 핀 모양 외부 단자(7) 및 재배치 배선 패턴(6)의 피복 공정과, 도전성 피막(10)에 의한

핀 모양 외부 단자(7) 선단의 피복 공정이 종료된다.

다음으로, 그 반도체 회로 장치(1)의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이하에 기술하는 공정에 따라서 다른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

면 마더보드(11) 위의 단자(12)에 접속한다.

우선, 도 3의 (a)에 나타나는 것처럼, 접착성 수지막(13)이 접착된 단자(12)를 갖는 마더보드(11)을 준비한다. 그 접착성

수지막(13)은, 유리 전이 온도보다도 높고 도전성 피막(10)의 융점과 동일하거나 그것 이하의 융점을 갖는 재료, 예를 들면

땜납 페이스트, 도전성 페이스트 또는 도전성 수지 등의 도전재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3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외부 단자(7) 선단을 단자(12) 위에 올라가게 하도록 해서 반도체 회로 장

치(1)와 마더보드(11)을 겹친다. 그 상태에서, 반도체 회로 장치(1)와 마더보드(11)을 가열 장치(도시하지 않음) 내에 둔

다.

이어서, 도전성 피막(10)과 접착성 수지(13)의 가열을 개시하고, 그 가열 온도를 실온으로부터 유리 전이 온도를 통과점으

로 하여 서서히 상승시킨다. 밀봉 수지막(9)은 유리 전이 온도에 이르면 유동성을 갖도록 되어, 도 4의 (a)에 나타나는 것

처럼 도전성 피막(10)의 측면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가열 온도를 상승시켜서 도전성 피막(10)이 그 융점보다 높게 되면, 도 4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도전성 피막

(10)과 접착성 수지층(13)은 함께 용융되어 서로 접합함과 동시에, 밀봉 수지막(9)은 자기 무게로 더욱 흘러 내려 마더보

드(11)의 표면에까지 도달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핀 모양 외부 단자(7)와 마더보드(11)의 단자(12)는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접속된다.

그 후에, 가열 온도를 실온까지 서서히 내려 가면, 그 온도 저하의 과정에서, 도전성 피막(10)과 접착성 수지층(13)은 그 융

점보다 내려간 시점에서 경화하고, 유리 전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밀봉 수지막(9)이 경화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마더보드(11)로의 장착 공정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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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의하면, 냉각 후의 밀봉 수지막(9)은 충분한 기계 강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회로(1)가 마더보드(11)

에 장착된 상태에서, 바깥 공기의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반도체 회로 장치(1)와 마더보드(11)의 응력이 핀 모양 외부

단자(7)로 집중해도, 밀봉 수지막(9)으로 덮여진 핀 모양 외부 단자(7)는 변형하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핀 모양 외부 단자

(7)는, 밀봉 수지막(9)에 의해서 바깥 공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바깥 공기에 존재하는 가스와의 반응이 방지된다.

이것에 대해서, 상기한 것처럼 밀봉 수지막에 의해 핀 모양 외부 단자(7)가 덮여져 있지 않은 종래의 구조에 의하면, 반도

체 회로 장치(1)와 마더보드(11)의 응력이 핀 모양 외부 단자(7)로 집중한 때에는 핀 모양 외부 단자(7)가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재배치 배선 패턴(6)을 피복하는 절연층 구조로서, 도 6, 도 7 또는 도 8에 나타내는 것 같은 구조를 채용해도 좋

다.

도 6의 (a)에 나타내는 반도체 회로 장치(1)는, 밀봉 수지막(9)로부터 돌출한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을 하지 금속층

(8)으로 덮고, 그 위에 땜납 또는 도전성 페이스트와 같은 도전성 피막(10)을 형성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 하지금속층(8)

은, 도전성 피막(10)과 핀 모양 외부 단자(7)와의 밀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도 6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하지 금속층(8)은, 니켈인(NiP)층(8a), 인 다량함유 NiP층(8b), NiSn층(8c), 주석 다량함유 Sn합금층(8d)의 다층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 금속층(8)은, 예를 들면, 니켈인(NiP)층, 팔라듐(Pd)층, 금(Au)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금속층(도시되지 않음)을 무전

해도금법에 의해 핀 모양 외부 단자(7) 선단에 형성하고, 그 후의 주석납(SnPb) 땜납 접합을 위한 가열에 의해 다층 금속

층 내의 원소를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다.

도 7과 도 8에 나타내는 반도체 회로 장치(1)는, 밀봉 수지막(9)과 하지 커버막(3)의 사이에 배선 보호막(14, 15)을 형성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도 7에 나타내는 배선 보호막(14)은,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재배치 배선 패턴(6)에 접속한 후에 형성되는 구조이고, 비열

가소성 절연 재료, 예를 들면 폴리이미드, 벤조시클로브틴 등의 유기 재료로 구성된 막이고, 핀 모양 외부 단자(7)와 재배

치 배선 패턴(6)의 접합 부분을 제외하고 재배치 배선 패턴(6)과 하지 커버막(3)을 덮도록 형성되어 있다.

한편, 도 8에 나타내는 배선 보호막(15)은, 비열가소성 재료, 예를 들면 폴리이미드, 벤조시클로브틴 등의 유기 재료로 구

성된 막이고, 재배치 배선 패턴(6)과 하지 커버막(3)의 위에 형성된 후에 핀 모양 외부 단자(7)와 재배치 배선 패턴(6)의 접

속부에 개구(15a)가 형성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핀 모양 외부 단자(7)는, 개구부(15a)를 통해서 재배치 배선 패턴(6)

으로 접속된다.

그것들과 같은 배선 보호막(14, 15)은, 도전성 피막(10)의 융점에서 흐르기 어려운 절연막이므로, 도 4의 (b)에 나타낸 것

처럼, 가열에 의해 밀봉 수지막(9)이 흘러서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서 얇게 되어도, 재배치 배선 패턴(6)을 충분히 피복

할 수 있다.

또한, 도 6 ~ 도 8의 어느 반도체 회로 장치(1)의 외부 단자(7)는 도 3, 도 4의 공정에 따라서 밀봉 수지막(9)에 의해 보호

되면서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된다.

그런데,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보다 간단하게 다른 전자 디바이스의 단자에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도전성 피

막(10)을 핀 모양 외부 단자(7) 의 선단에 형성하지 않고, 실장 직전에 와니스(varnish)상(狀) 수지를 핀 모양 외부 단자(7)

의 선단에 도포하고, 그 후, 가열에 의해 실장ㆍ접합하면, 밀봉 수지막(9)은 유동해서 접합 부분을 피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밀봉 수지막(9)으로서 예를 들면 덱스터(Dexter) 제품 플럭스 필(cnb-837-44) 등과 같이, 플럭스 작용이

있는 수지재이면 널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제 1 실시예의 도 6의 (a)에서는, 반도체 회로 장치(1)의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에만 하지 금속층(8)을 형성했지만,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의 핀 모양 외부 단자(7) 전체를 금속층으로 덮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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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2의 (a)에 나타낸 것처럼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접합한 후에, 도 9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무전해도금법에 의해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노출면과 재배치 배선 패턴(6)의 노출면에 하지 금속층 8X를 형성한

다. 그 하지금속층 8X는, 예를 들면 니켈인(NiP)층, 팔라듐(Pd)층, 금(Au)층을 무전해도금법에 의해 순차로 형성한 다층

구조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도 9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하지 커버막(3) 위에 밀봉 수지층(9)을 형성한다. 그 밀봉 수지층(9)은,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부 이외를 묻고 또한 제 1 실시예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어,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

유동하는 재료로 구성된다.

이어서, 도 9의 (c)에 나타내는 것처럼, 밀봉 수지막(9)으로부터 노출된 하지 금속막(8X)에 땜납을 가열해서 접합하면, 그

열에 의해서 핀 모양 외부 단자(7) 선단에서는 층 구조가 변화해서 다른 하지 금속막(8)으로 된다. 그 하지 금속층(8)의 층

구조는, 도 6의 (b)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표면으로부터 순차로 NiP 층(8a), 인 다량함유 NiP 층,

NiSn 층, 주석 다량함유 Sn합금층의 다층 구조로 변화한다.

이 후에, 도 3, 도 4의 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회로 장치(1)의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도전성 피막(10) 및 하지 금속막(8)을

개재시켜 다른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면 마더보드(11)의 단자(12)에 접속한다.

이상과 같은 구조의 반도체 회로 장치(1)에서는, 도전성 피막(10)과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접합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형

성되는 하지 금속층(8)의 전대(前代) 구조인 하지 금속층(8X)을,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으로부터 하단의 재배치 배

선 패턴(6)까지를 덮도록 형성했다. 이것에 의해 핀 모양 외부 단자(7)와 재배치 배선 패턴(6)의 접합 부분에서는, 밀봉 수

지막(9)으로 덮여지기 전의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오염에 의한 열화가 방지된다.

또한, 핀 모양 외부 단자(7)는 접합 부분을 제외하고 하지 금속막(8, 8x)과 밀봉 수지막(9)의 쌍방에 의해 덮여져 있으므

로, 외부 응력에 의한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변형이 제 1 실시예보다도 더욱 생기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층 구조가 변화

하지 않은 하지금속막(8X)은 밀봉 수지막(9)에 의해 바깥 공기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가스에 대한 반응이 방지

된다.

(제 3 실시예)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나타낸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은 밀봉 수지막(9)의 도포의 조정에 의해서 노출하도록 했지만,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하에, 다른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노출 방법의 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재배치 배선 패턴(6)을 개재시켜 핀 모양 외부 단자(7)와 도전성 패드(4)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구조가

아니고, 도 1O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도전성 패드(4)에 바로 접속한 구조를 채용한 반도체 회

로 장치를 준비한다. 또한,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완전히 덮도록 밀봉 수지막(9)을 하지 커버막(3)의 위에 도포하고, 그

후에 밀봉 수지막(9)을 반경화시킨다.

이어서, 도 10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 위의 밀봉 수지막(9)을 용기(17) 내의 유기 용제액

(16)에 담궈서 제거하고, 이것에 의해 도 11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을 노출시킨다. 그 유기

용제액(16)은 밀봉 수지막(9)을 구성하는 수지재의 주용제이다.

그 후에, 남은 밀봉 수지막(9)을 경화하고, 또한 밀봉 수지막(9)과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을 세정한다.

그 후에, 도 11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에 땜납 또는 도전성 페이스트 등의 도전성 피막(10)

을 형성한다.

이상에 의해, 밀봉 수지막(9)으로부터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만을 노출시켜서 그 선단면에 도전성 피막(10)을 형성

하는 공정이 종료되고, 그 후에,도 3, 도 4에 나타낸 공정에 따라서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을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한다.

그런데, 핀 모양 외부 단자(7)의 선단을 밀봉 수지막(9)으로부터 노출하는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을 채용해도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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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10의 (a)에 나타내는 것 같은 구조로 한 후에, 도 12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접속 단자(7)의 선단 위의

밀봉 수지막(9)을 02 또는 CF4, 또는 산소 함유 가스 등의 플라즈마(18)에 노출해서 제거한다. 이 경우, 핀 모양 접속 단자

(7)의 선단에 플라즈마(18)를 공급하기 위한 개구(19a)를 갖는 절연성 또는 금속성의 플레이트(19)를 반도체 회로 장치(1)

와 플라즈마(18)의 사이에 개재시켜서, 핀 모양 접속 단자(7) 선단 이외의 밀봉 수지막(9)을 플라즈마로부터 차단한다.

이것에 의해, 도 12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핀 모양 접속 단자(7) 중 선단 표면의 밀봉 수지막(9)만이 제거되어 그 선단

을 선택적으로 노출시킨다. 그 후에, 도 11의 (b)와 동일하게 핀 모양 접속 단자(7)의 선단에 도전성 피막(10)을 형성한다.

거기에, 도 3, 도 4에 나타낸 공정에 따라서 핀 모양 외부 단자(7)를 도전성 피막(10)을 개재시켜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

속한다.

(제 4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BGA형 외부 단자 구조의 반도체 회로 장치와 기타 전자 디바이스의 접합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도 13의 (a)에 나타낸 반도체 회로 장치(1)는, 도 5에 나타낸 것 같은 재배치 배선 패턴(6) 위에, 볼 모양 외부 단자

(20)로서 땜납 볼을 접합하고 있다. 또한 재배치 배선 패턴(6)은,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의 접속 부분을 제외하고, 하지

커버막(3) 위에 형성되는 밀봉 수지막(9)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그 밀봉 수지막(9)의 재료는 제 1 실시예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재료를 채용한다.

그리고 나서, 도 13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그 반도체 회로 장치(1)의 볼 모양 외부 단자(20)를,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전자 디바이스인 마더보드(11)의 단자(12)의 위에 접착성 도전수지(13a)를 개재시켜 싣는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 장치(1)

와 마더보드(11)를 가열 분위기에 두어, 도 15에 나타낸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가열한다.

우선, 마더보드(11)와 반도체 회로 장치(1)의 가열 온도를 실온으로부터 서서히 올리고 있어서, 유리 전이 온도 Tg를 통과

점으로 하여 볼 모양 외부 단자(20)의 융점으로 될 때까지 상승시킨다. 이것에 의해, 도 14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밀봉

수지막(9)은 유동성을 갖게 되어, 서서히 볼 모양 외부 단자(20)의 표면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가열 온도를 볼 모양 외부 단자(20)의 융점보다 높게 상승시키면, 도 14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볼 모양 외부 단

자(20)와 도전성 수지층(13a)은 함께 용융해서 서로 접합함과 함께, 밀봉 수지막(9)은 게다가 자기 무게로 흘러서 마더보

드(11)의 표면에까지 도달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마더보드(11)의 단자(12)가

접속된다.

그 후에, 가열 온도를 실온까지 서서히 내려 가면, 그 온도 저하의 과정에서, 볼 모양 외부 단자(20)는 그 융점보다 내려간

시점에서 경화하고, 더구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밀봉 수지막(9)이 경화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마더보드(11)로의 장착이 종료한다.

그러한 BGA형 패키지의 반도체 회로 장치(1)에서도, 볼 모양 외부 단자(20)인 땜납 볼을 마더보드(11)의 단자(12)의 위에

접속하는 가열 공정에서, 외부 단자(20)의 주위에서 하지 커버막(3)과 재배치 배선 패턴(6)을 덮는 밀봉 수지막(9)이 자기

무게로 흘러서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단자(12)를 덮는다.

따라서,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단자(12)와의 접합 후에, 그 접합 부분과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단자(12)가 밀봉 수지

막(9)에 의해 덮여지므로, 접합 부분과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단자(12)는 바깥 공기에 포함되는 가스와의 반응이 억제

된다. 더구나 볼 모양 외부 단자(20) 등을 밀봉 수지막(9)에 의해 피복하는 처리는,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여서 볼 모양

외부 단자(20)와 다른 단자(12)와의 접합 시에 동시에 행해지므로, 처리율(throughput)의 저하가 방지된다.

게다가, 반도체 회로 장치(1)와 마더보드(11)과의 접합 부분은 밀봉 수지막(9)에 의해 실질적으로 크게 되어, 외부로부터

의 응력 집중에 견디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응집 파괴의 발생이 방지된다.

그러한 접합 부분을 밀봉 수지막(9)에 의해서 덮은 구조와, 종래와 같이 접합 부분을 노출시킨 구조를, 각각 가열 사이클

실험에 의해서 불량 발생 상태를 조사한 바, 도 16에 나타내는 것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즉, 도 16에서, 반도체 장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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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되는 밀봉 수지가 외부 단자의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의 접합 부분을 덮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접합 부분에

왜곡이 생겨 어느 수명을 초과한 때 파괴가 생기기 쉬워진다. 이것에 대해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종래의 구조에 비해서 불

량 발생율이 개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LGA형 외부 단자 구조의 반도체 회로 장치와 기타 전자 디바이스의 접합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7의 (a)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반도체 회로 장치(1)를 준비한다. 그 반도체 회로 장치(1)는, 도 5에 나타낸 것 같은 재

배치 배선 패턴(6)을 갖고 있다. 재배치 배선 패턴(6)은, 외부 단자(6a)로 되는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의 접속 부분을 제외

하고 하지 커버막(3) 위의 밀봉 수지막(9)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그 밀봉 수지막(9)의 재료는 제 1 실시예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재료를 채용한다. 또한, 외부 단자(6a)의 노출은, 예를 들면 도 12에 나타낸 것처럼 부분적으로 플라즈마를 공급하

거나, 또는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도 17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 장치(1)의 외부 단자(6a)를,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전자 디바이스

인 마더보드(11)의 단자(12)의 위에 접착성 도전 수지층(21)을 끼워서 맞춘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 장치(1)와 마더보드

(11)를 가열 분위기에 두어서 도 15에 나타낸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가열한다.

우선, 마더보드(11)와 반도체 회로 장치(1)의 가열 온도를 실온으로부터 서서히 올려서, 유리 전이 온도 Tg를 통과점으로

하여 접착성 도전수지층(21)의 융점이 될 때까지 상승시킨다. 이것에 의해, 도 18의 (a)에 나타내는 것처럼, 밀봉 수지막

(9)은 유동성을 갖게 되어, 서서히 접착성 도전수지층(21)의 표면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가열 온도를 접착성 도전수지층(21)의 융점보다 높게 상승시키면, 도 18의 (b)에 나타내는 것처럼, 접착성 도전수

지층(21)은 함께 용융해서 서로 접합함과 함께, 밀봉 수지막(9)은 자기 무게로 더욱 흘러서 마더보드(11)의 표면에까지 도

달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외부 단자(6a)와 마더보드(11)의 단자(12)가 접착성 도전수지층(21)을 통해

서 접속된다.

그 후에, 가열 온도를 실온까지 서서히 내려 가면, 그 온도 저하의 과정에서, 접착성 도전수지층(21)은 그 융점보다 내려간

시점에서 경화하고, 또한 유리 전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밀봉 수지막(9)이 경화한다.

이것에 의해 반도체 회로 장치(1)의 마더보드(11)로의 장착이 종료한다.

상기한 것처럼 LGA형 패키지의 반도체 회로 장치(1)에서도, 접착성 도전 수지층(21)을 마더보드(11)의 단자(12)와 반도

체 회로 장치(1)의 외부 단자(6a)에 접속하는 가열 공정에서, 그 접속 부분의 주위의 밀봉 수지막(9)이 자기 무게로 흘러서

외부 단자(6a)와 단자(12)와 이들의 접속 부분을 덮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2개의 단자(6a, 12)의 접합 후에, 그 단자(6a, 12) 및 그 접합 부분이 밀봉 수지막(9)으로 덮여지므로, 단자(6a,

12) 및 접합 부분이 밖의 가스와 반응하는 것이 방지된다. 더구나, 밀봉 수지막(9)에 의한 단자(6a, 12)의 피복은 단자끼리

를 접합할 때에 동시에 행해지므로, 처리율의 저하가 방지된다.

게다가, 단자(6a, 12)끼리의 접합 부분은 밀봉 수지막(9)에 의해 피복되어서 외부로부터의 응력 집중에 견디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기타 실시예)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전자 디바이스로서 반도체 장치를 예로 들었지만, 프린트 기판, 마더보드, 기타의 전자 디바이스를

외부 단자로 접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부기 1)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어서 제 1 가열 온도보다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되고, 또 주위를 상

기 밀봉 절연막으로 둘러싼 외부 단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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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2)

상기 기판은 반도체 소자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에 기재한 전자 디바이스. 또한, 상기 전자 디

바이스는 반도체 장치이다.

(부기 3)

상기 밀봉 절연막은, 열가소성으로서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유동성을 갖고, 그 유리 전이 온도가 상기 외부 단자

와 상기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의 접속에 사용되는 도전성 접착제의 융점보다도 낮고, 또 그 유리 전이 온도 이하로 냉각한

후에 고화하는 수지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또는 부기 2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4)

상기 외부 단자 중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부터의 노출 부분은, 핀 모양, 볼 모양 또는 평면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기 3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5)

상기 외부 단자에는, 상기 제 2 가열 온도의 융점을 갖는 도전성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

기 4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6)

상기 도전성 피막은, 땜납 또는 땜납 페이스트 또는 도전성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5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7)

상기 밀봉 절연막의 용융 온도는, 상기 땜납의 융점보다도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6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8)

상기 외부 단자와 상기 도전성 피막 사이에는, 하지 금속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5에 기재된 전자 디

바이스.

(부기 9)

상기 하지 금속막은, 상기 외부 단자 중 상기 도전성 피막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부분의 표면에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기 8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10)

상기 외부 단자는,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도전성 패드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기 9의 어느 하

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11)

상기 기판 위에는 상기 외부 단자가 접속되는 배선 패턴이 형성되고, 그 배선 패턴 중 상기 외부 단자와의 접속부의 주위는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 덮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기 9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12)

상기 밀봉 절연막과 상기 배선 패턴 사이에는, 비열가소성 절연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1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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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13)

상기 제 2 가열 온도는,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도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기 12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

자 디바이스.

(부기 14)

상기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사이에는, 비열가소성 절연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 내지 부기 13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부기 15)

기판 위에 외부 단자를 형성하는 공정과,

제 1 온도에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을 상기 외부 단자의 일부를 노출해서 상기 기판 위에 형성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부기 16)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부터의 상기 외부 단자의 노출 부분에 도전성 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5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부기 17)

상기 밀봉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 또는 후에, 상기 외부 단자 중 적어도 노출되는 부분에 하지 금속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기 15 또는 부기 16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부기 18)

상기 밀봉 절연막은, 회전 도포 방법에 의해서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5 내지 부기 17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부기 19)

상기 외부 단자는, 상기 기판 위에 상기 밀봉 절연막을 형성한 후에, 플라즈마 또는 용제에 의해서 상기 밀봉 절연막의 일

부를 에칭함으로써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15 내지 부기 17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밀봉 방법.

(부기 20)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서 용융해서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되고 또 주위

를 상기 밀봉 절연막으로 둘러싼 제 1 외부 단자를 갖는 제 1 전자 디바이스와, 제 2 외부 단자를 갖는 제 2 전자 디바이스

를 준비하고, 상기 제 1 외부 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겹치는 공정과,

상기 제 1 및 제 2 전자 디바이스를 가열해서 상기 제 1 가열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도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서 상기 제 1 외부 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접합함과 동시에,

상기 밀봉 절연막의 유동에 의해서 상기 밀봉 절연막에 의해 상기 제 1 외부 단자와 상기 제 2 외부 단자를 덮는 공정과,

상기 제 1 및 제 2 전자 디바이스를 상기 제 1 가열 온도보다 낮은 온도까지 냉각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

(부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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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자 디바이스는, 반도체 회로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20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

(부기 22)

상기 제 2 전자 디바이스는, 마더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기 20 또는 부기 21에 기재된 전자 디바이스 접속 방법.

발명의 효과

이상 기술한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하면, 외부 단자의 주위에 제 1 가열 온도에 의해 용융하여 유동성을 갖는 밀봉 절연막을

형성하고, 제 1 가열 온도보다도 높은 제 2 가열 온도에 의해서 외부 단자를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하게 했으므로, 외

부 단자를 다른 전자 디바이스에 접속할 때에, 밀봉 절연막(수지막)은 그 자기 무게에 의해서 흘러서 외부 단자를 덮게 된

다.

그리고, 외부 단자의 접속을 종료하고 전자 디바이스가 냉각된 후에는, 밀봉 절연막은 경화하고, 외부 단자의 기계적 강도

가 밀봉 수지막에 의해서 보강되므로, 밀봉 절연막은 외부 단자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응력을 완화해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 가스와의 반응을 차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a), (b)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접합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의 (a) ∼ (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밀봉 수지의 형성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3의 (a), (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1)이다.

도 4의 (a), (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2)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밀봉 수지의 형성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6의 (a)는 본 발명의 제 l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그 1), 도 6의 (b)는 도 6의 (a)에 나

타낸 핀 모양 외부 단자의 선단에 형성되는 층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그 2)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그 3)이다.

도 9의 (a) ∼ (c)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밀봉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0의 (a), (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핀 모양 외부 단자의 선단을 밀봉 수지로부터 노출하는 방

법의 제 1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그 1)이다.

도 11의 (a), (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핀 모양 외부 단자의 선단을 밀봉 수지로부터 노출하는 방

법의 제 1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그 2)이다.

도 12의 (a), (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핀 모양 외부 단자의 선단을 밀봉 수지로부터 노출하는 방

법의 제 2 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3의 (a), (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1)이다.

도 14의 (a), (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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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할 때의 온도 프로파일과 수지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와 종래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온도 사이클 시험 결과이다.

도 17의 (a), (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1)이다.

도 18의 (a), (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마더보드에 접속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2)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반도체 회로 장치 2 : 무기 절연막

3 : 하지 커버막 4 : 도전성 패드

5 : 개구 6 : 재배치 배선 패턴

6a : 평면 모양 외부 단자 7 : 핀 모양 외부 단자

8, 8X : 하지금속층 9 : 밀봉 수지막

10 : 도전성 피막 11 : 마더보드

12 : 단자 13 : 접착 수지층

14, 15 : 배선 보호층 (절연층) l6 : 유기 용제

17 : 용기 18 : 플라즈마

19 : 플레이트 20 : 볼 모양 외부 단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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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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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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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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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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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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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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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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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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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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