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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회로 기판이나 전자 부품의 내열성을 고려한 고 신뢰의 솔더 접속을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전극이 솔더 범프인 반도체 장치와, 상기 반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과 솔더 페이스트를 통해 

접속하는 회로 기판을 구비하고, 그 솔더 범프를 제1 납-프리 솔더(lead-free solder)로 구성하고, 그 솔더 페이스트

를 제1 납-프리 솔더보다도 저융점인 제2 납-프리 솔더로 구성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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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로 사용한 BGA 샘플의 개략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기판 실장 후의 BGA의 개략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실장 후의 범프 조직이 솔더 범프(5)의 조직과 실장용 솔더의 혼합층(11)의 2상으로 형성되는 경우를 나타내

는 도면.

도 4는 혼합층(11)이 얇고, 기판측에는 실장용 솔더(7)로 이루어지는 필렛이 형성된 범프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혼합층과 실장용 솔더 층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Sn-3.5Ag-0.75Cu 범프 BGA를 각종 실장용 솔더 페이스트로 실장한 것의 -55∼125℃, 1000사이클 후의 

평가 결과를 도시하는 표.

도 7은 실장용 솔더의 일부가 범프의 측면으로 감싼 범프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멀티칩 모듈(MCM)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WPP의 솔더(22)와 BGA 기판의 실장용 솔더(28)가 다른 경우의 탑재 개략도.

도 10은 WPP의 솔더(22)와 BGA 기판의 실장용 솔더(28)가 다른 경우의 실장 후의 개략도.

도 11은 WPP의 범프(22), BGA 범프(28) 보다 융점이 낮은 솔더(35)를 이용하여 기판에 실장하는 경우의 탑재시의 

개략도.

도 12는 기판 실장 후의 개략도.

도 13은 응력 완화층이 있는 WPP를 탑재한 MCM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응력 완화층이 있는 WPP를 탑재한 MCM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실리콘 기판(70)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를 기판 실장한 예.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 칩

3 : BGA 기판

4, 8 : 전극 패드

5 : 솔더 범프

7 : 땝납 페이스트

9 : 기판

11 : 혼합층

20 : 칩

21 : 전극

22 : 솔더

25 : 중간 기판

28 : 땝납 페이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BGA, CSP, WPP, 플립 칩 등, 범프를 외부 전극에 갖는 반도

체 장치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들의 범프를 외부 전극에 갖는 반도체 장치는 예를 들면, 구리(Cu)의 표면에 니켈

-금(Ni/Au), 니켈-팔라듐-금(Ni/Pd/Au) 도금을 실시한 전극 패턴에 플럭스를 인쇄에 의해 도포하고, 그 위에 솔더볼

을 각 전극에 탑재하여, 리플로우 가열함으로써 범프를 형성한다.

또한, 이들 반도체 장치의 실장은, 기판의 전극 패턴에 솔더 입자와 플럭스로 구성된 페이스트 재료를 인쇄에 의해 도

포하고, 반도체 장치의 범프와 기판의 전극 패턴을 위치 정렬하여 탑재하여, 리플로우 가열함으로써 행해진다.

통상, 범프나 실장용에 이용되는 재료는 Sn-38mass%Pb의 소위 Sn-Pb 공정(共晶) 솔더이다.

최근, Pb-프리 솔더의 실용화가 서둘러지고 있다.

종래부터 이용되고 있는 Sn-Pb 공정 솔더의 융점은 183℃이다. 이에 비하여, Pb-프리 솔더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S

n-Ag-Cu 계 솔더에서는, 융점은 216℃ 내지 227℃의 범위로서, 종래의 Sn-Pb 공정 솔더에 비교하여 높다.

한편, BGA 등의 솔더 범프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기판에 실장하는 경우, 다른 실장 부품에 비교하여 그 솔더 범프가 

용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연구에 의해 분명해지고 있다. 즉, 반도체 장치와 기판의 사이의 온도 (솔더 범프 주

변의 온도)는, 기판이나 반도체 장치 본체의 온도보다도 15∼20℃ 낮은 것이 우리들의 연구에 의해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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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의 Pb-프리 솔더 범프를 용융하도록 리플로우 온도를 설정하면, 기판이나 반도체 장치 본체의 온도는 반

도체 장치와 기판의 사이의 온도 (솔더 범프 주변의 온도)보다도 15∼20℃ 높아, 240∼260℃가 되어, 기판이나 기판

에 실장되는 그 밖의 전자 부품 (전해 컨덴서등)의 내열성이 문제가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회로 기판이나 전자 부품의 내열성을 고려한 고 신뢰인 솔더 접속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구성한 것이다.

우리들은, 기판에 BGA 등의 솔더 범프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는 경우, 기판측에 땝납 페이스트가 공급되어, 그

공급된 땝납 페이스트와 솔더 범프에 의해 접속 부분이 형성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종래는, 땝납 페이스트와 솔더 범

프는 동일 재료로 구성되어, 각각을 완전히 용융시키도록 하여 솔더 접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솔더 범프를 솔더 접속하는 재료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한 전극으로서 파악하여, 땝납 페이스트에 의해 그 전극 (솔더

범프)을 접속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솔더 범프를 완전히 용융시키지 않도록, 솔더 범프의 융점을 땝

납 페이스트의 융점보다도 높은 재료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솔더 범프 주위의 온도는, 설정한 

리플로우 온도보다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땝납 페이스트는 솔더 범프에 비교하여 녹기 쉬어, 솔더 접속을 확보

하는 것은 용이하다.

따라서, 솔더 범프는 완전히는 용융 상태가 되지 않는 리플로우 온도이더라도, 땝납 페이스트가 용융하여 접속 부분을

형성할 수가 있으면, 회로 기판이나 전자 부품의 내열성을 고려한 고 신뢰인 솔더 접속을 실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범프를 외부 전극에 갖는 반도체 장치를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기판에 실장하는 경우, 솔더 범

프에 Sn-Cu계 혹은 Sn-Ag-Cu계의 종래의 Pb가 들어간 솔더보다도 융점이 높은 계를 이용하여, 기판 실장용 솔더

에 상기 솔더 범프보다도 융점이 낮은 조성을 이용하여, 기판이나 전자 부품 등의 내열성을 고려한 온도에서 리플로

우하면, 그 솔더 범프는 완전히 용융되지 않고 범프 형상은 남지만, 솔더 범프와 용융한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와의 사

이에서 혼합층이 형성되고, 이것에 의해서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을 고 신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혼합층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중간 조성물이 생성되지않은 것을 고려하면, 솔더 범프와 실장용 솔더는

동일 종류의 솔더 조성이 바람직하다.

또한, Sn-Ag-Cu계 솔더를 이용한 경우 등, Ag의 함유량에 의해서 바늘형 결정의 생성, 그것에 의하는 마이그레이션,

쇼트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솔더 접합부에서의 Ag의 함유량은 

적게 하고 싶다. 그러나, 본 구조에 있어서는 실장용 솔더는, 리플로우 온도로 용융하도록 하는 조성비로 할 필요가 있

어, 리플로우 온도에 따라서 그 조성비가 결정되어 버려, 실장용 솔더의 Ag 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솔더 범프로부터 실장용 솔더에 Ag가 누설되어 넣어지는 양 자체를 줄여 솔더 접합부에서의 Ag의 함유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솔더 범프의 Ag의 함유량을 실장용 솔더보다도 작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면, 솔더볼은 Sn-Cu계 솔더이더라도 좋다. 또, 실장용 솔더는 리플로우 온도에 따라서 조성을 결정하게 

되지만, Sn-약(2.0∼3.5)mass%Ag-약(0.3∼0.8)mass%Cu가 접속 신뢰성등 부터가 좋다. 그렇게 하면, 솔더볼은, S

n-약(0∼2.0)mass%Ag-약(0.3∼0.8)mass%Cu가 바람직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로 사용한 BGA 샘플의 개략이다. 패키지 치수는 30×30mm, 내의 칩(2)의 크기는 10×10mm이다. 솔

더 범프(5)는 φ0.76mm이다. 또, BGA 기판(3)의 전극 패드(4)는 φ0.6mm이고, 패드 재질은 Cu, 그 위의 메탈라이

즈는 Ni(10∼25㎛)/Au도금(0.5∼1.2㎛)으로 하였다. 한편, 실장 기판(9)은 두께 1mm의 FR-4기판이다. 기판의 전극

패드(8)는 φ0.6mm이고, 재질 Cu의 위의 메탈라이즈는 Ni(2㎛)/Au(0.03㎛)이다. 실장은 기판(9)의 패드(8)에 솔더 

입자와 플럭스로 구성되는 땝납 페이스트(7)를 인쇄 마스크를 이용하여, 전극 패드(8)에 전사하고, 범프(5)와 기판(9)

의 전극 패드(8)를 위치 정렬하여 기판(9)에 BGA를 탑재하고, 리플로우 가열함으로써 행해진다.

실장시의 리플로우 가열은 공기 분위기에서도 행할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질소 분위기에서 행하였다. 그 때의 

온도는 솔더 접합부의 온도로 하여, 실제로는 솔더 범프(5)와 실장 기판 패드(7)와의 사이에 열전쌍을 넣어 온도를 측

정하여 결정하였다.

본 발명과 같이, 솔더 범프(5)와 실장용 솔더(7)의 재료를 다르게 하면 (솔더 범프(5)에 비교하여, 실장용 솔더의 융점

을 낮게 한 구성), 양자의 재료의 조합, 체적 비율, 리플로우 가열 온도에 의해서 최종적인 접속 부분의 형상, 및 조성

은 변한다.

우선, 리플로우 가열 온도를 솔더 범프(5)의 융점 이상으로 한 경우, 솔더 범프(5)와 실장용 솔더(7)가 완전히 용합하

여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범프(10)의 형상이 되어, 솔더는 균일 조성이 된다. 기판이나 다른 전자 부품의 내열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솔더 범프(5)와 실장 기판 패드(7)의 사이의 온도가 솔더 범프(5)의 융점 이상이 되도록 

리플로우 가열 온도를 설정하더라도 좋지만, 이 경우, 솔더 접속 부분은 종래의 접속 구조와 거의 동일하고, 접속 신뢰

성도 확보되어 문제가 없다.

다음에, 상기 대상 구조에 있어서, 솔더 범프(5)의 융점과 실장용 솔더(7)의 융점의 사이의 온도로 리플로우 가열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 경우, 리플로우 가열 온도에 의해서 실장 후의 범프 형상 (최종적인 접속 구조)은 변한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장 후의 범프 형상은 도 2와 동일하지만, 조성은 균일하지 않고, BGA 기판(3)에 형

성되어 있던 솔더 범프(5)의 조직과 이것에 실장용 솔더가 확산된 혼합층(11)의 2층으로 형성되거나, 도 4에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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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혼합층(11)은 얇고, 기판측에는 실장용 솔더(7)로 이루어지는 필렛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혼합층(11), 실장용 솔더(7)에 대해서는 실장용 솔더의 첨가 원소의 분포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래의 실장용 솔더(7) 보다 첨가 원소의 비율이 낮은 영역(11)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영역(11)은 범프(5)와 실장용 솔더(7)와의 혼합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솔더(7)에 포함되는 조성과 거의 동일하

면 그것은 실장용 솔더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범프의 실장 후의 솔더 범프 형상, 조직은 실장시의 리플로우 가열 

온도는 물론이고, 솔더 범프 재료와 실장용 솔더 범프와의 융점차, 습윤성, 체적 비율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은 물론이

다.

또한, 실장용 솔더의 비율이 높아지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술의 혼합층(11), 실장용 솔더(7)가 기판 주변뿐만 

아니라 BGA 용의 범프(5)의 측면에도 감돌아, 실장용 솔더(7)가 범프(5)의 주위를 둘러싼 형상이 된다. 예를 들면, 범

프, 패드 직경을 0.3mm, 실장용 솔더 인쇄 마스크의 직경을 0.3mm, 두께를 0.15mm로 한 경우, 범프(5)의 체적은 0.

014㎣, 실장용 솔더의 체적은 0.0064㎣로 범프와 실장용 솔더의 체적 비율은 약 2:1이 되어, 실장용 솔더의 일부는 

범프(5)의 측면에 감돌아 도 7의 범프 구조에 가까운 형이 된다. 이 형상으로서는 -55∼125℃의 온도 사이클 시험에

서는 전혀 문제없다. 오히려, 범프(5)와 실장용 솔더(7)와의 접속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향상한다.

이상과 같이, 도 3, 4, 5, 7에 도시한 구조, 즉 솔더 범프(5)의 융점보다도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7)의 융점을 낮게 하

여, 솔더 범프(5)의 융점과 실장용 솔더(7)의 융점의 사이의 온도로 리플로우 가열함으로써 형성한 접속 구조이면, 솔

더 범프가 완전히 용융되지 않고 남지만,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나 혼합층 등에 의해서 반도체 장치와 회로 기판을 고

신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에 의해서, 종래의 솔더 범프를 완전히 용융시키는 것에 비교하여, 기판이

나 전자 부품 등의 내열성을 고려한 온도에서의 리플로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도 2에 도시하는 구조도 고려하면, 적어도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가 용융하는 리플로우 온도 이상으로 하면, 

어느 하나의 접속 형태에 의해 반도체 장치와 기판을 고신뢰적으로 접속할 수가 있다. 종래는, 완전히 솔더 범프 및 땝

납 페이스트를 용융시켜 접속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솔더 범프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는 경우, 기판이나 전

자 부품 등의 내열성이 문제로 되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솔더 범프는 반드시 용융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은 용이하여 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장용 솔더를 주로 용융시켜 접속하는 경우, 그 실장용 솔더에 저융점 (137℃)의 Sn-1Ag-57Bi 

솔더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리 가능한 구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BGA 등의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는 회로 기판의

일부에 저온의 납-프리 솔더를 공급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는 통상의 고융점의 Sn-Ag-Cu계의 납-프리 솔더를 공급

하여 놓으면, 반도체 장치의 범프 접합부를 137℃ 이상으로 가열함으로써 상기 범프 구조를 갖는 전자 부품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수리를 저온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플로우 가열

온도를 160℃ 정도로 하여, 저온 솔더의 필렛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실장용 솔더에 이용하는 조성은 Sn

-1Ag-57Bi 솔더에 한하지 않고, 솔더 범프의 융점보다도 낮으면 좋다. 당연한 것으로서, 낮으면 낮을수록 저온에서

의 수리가 가능해지지만, 통상 동작에 있어서 용융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는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솔더 범프(5)의 융점보다도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7)의 융점을 낮게 하여, 솔더 범프(5)의 융점과 실장용 솔

더(7)의 융점 사이의 온도로 리플로우 가열함으로써 형성한 접속 구조의 신뢰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6은 솔더 범프로서, Sn-Ag-Cu (Sn-3.5Ag-0.75Cu)를 사용하고, 그것보다 저융점의 각종 실장용 땝납 페이스트

로 실장후, -55∼125℃, 1000사이클 후의 평가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샘플로는 범프 직경 (볼 직경 0.76 mm), 패드 직경이 0.60mm일 때, 솔더 범프의 체적은 0.23㎣, 실

장용 솔더 (인쇄 마스크: 0.76mm직경, t= 0.1mm, 플럭스 성분 10%로 가정)은 0.04㎣이고, 범프와 실장용 솔더의 체

적비는 약 6:1이다. 일반적으로 이 체적비는 범프 직경, 패드 직경, 인쇄 마스크의 직경과 두께에 의해 바뀌어, 범프, 

패드가 작아진다. 즉, 협피치화하면 실장 솔더의 비율이 높아진다.

실장 후의 범프 형상은 실장용 솔더(7)가 Sn-3Ag-5Bi, Sn-3Ag-2Bi-3In에서는 가열 온도에 따라서, 실장 후의 범

프의 형상은 미묘히 변한다. 함께 215℃에서는 도 3의 범프 형상, 210℃에서는 도 4의 범프 형상으로, 205℃에서는 

실장용 솔더가 일부 용융 불량이 된다. 또, 이들 2 종류의 솔더로는 215, 210℃ 어느 것이나 1000사이클 후에도 문제

가 되는 크랙은 인정되지 않았다. 크랙 발생 핀수, 최대 크랙 길이는 220℃에서 실장한 Sn-3Ag-0.7Cu나 종래의 Sn

-Pb 공정 땝납과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가열 온도는 Sn-Pb 솔더보다는 높아지지만, Sn-3Ag-0.7Cu보다 10℃ 정도

가열 온도를 낮게 할 수 있다.

Sn-Pb 공정 솔더에 의해 가까운 동일 온도로 실장한 Sn-9Zn, Sn-8Zn-3Bi의 실장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크랙

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Zn은 활성이 강한 금속이고, 플럭스와의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기판에서의 인쇄성이나 장

기의 보존 안정성이 과제이다. Sn-Pb 공정과 거의 동일 가열 온도로 실장할 수 있는 Sn-2.8Ag-15Bi 솔더로 실장한 

경우에는, 많은 범프로 크랙이 보여, 1000사이클에서는 패드 직경의 1/2를 넘는 길이의 크랙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

선 박리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저온 솔더인 Sn-1Ag-57Bi 솔더이라도 대부분의 범프로 크랙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

면 박리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실장용 솔더(7)가 Sn-Zn계, Sn-Ag-15Bi, Sn-1Ag-57Bi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범프 조

직이었다. 리플로우 가열 온도를 보다 실장용 솔더(7)에 가까운 온도로 하면 범프 형상은 도 4와 같이 변한다. 예를 들

면, Sn-1Ag-57Bi를 실장용 솔더로 하여, 165℃에서 리플로우 가열하는 경우, 상기 솔더의 일부는 솔더 범프에 확산

하여, 혼합층(11)을 형성하지만, 대부분은 실장 기판측의 전극에 Sn-1Ag-57Bi의 필렛을 형성하고 있다. 또, 리플로

우 가열 온도를 Sn-1Ag-57Bi 솔더의 융점에 가까운 150℃까지 내리면, 혼합층(11)은 확인되지 않지만, 도 4에 도시

한 바와 같은 필렛이 형성된다. 확산상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신뢰성상 문제는 없지만 리플로우 가열 온도가 실장용 

솔더의 융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패키지내의 온도의 변동이 큰 경우, 온도가 낮은 패드로서는 실장용 솔더(7)가 녹

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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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Ag-57Bi 솔더의 융점은 137℃이다. 따라서, 필렛을 형성하는 범프 구조를 갖는 실장체를 -55∼125℃에서 온

도 사이클 시험을 행하면, 필렛 부분이 연화하여 버린다. 0∼90℃의 온도 사이클에서는 1000사이클 후에도 크랙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기 솔더 조성의 필렛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137℃ 이상에서는 이 필렛 부분이 용융하기 때

문에, 범프 접합부를 137℃ 이상으로 가열함으로써 상기 범프 구조를 갖는 전자 부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를 저온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수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플로우 가열 온도를 160℃ 정도로 하

여, 저온 솔더의 필렛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솔더 범프의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리플로우한 경우이더라도, 어느쪽의 경우도 접속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Sn-Pb의 공정 솔더에 비교하여, 융점이 높은 Pb를 포함하지 않는 솔더 범프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기판에 실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솔더 범프보다도 융점이 낮은 솔더를 이용하여, 범프 매트릭스

중에 솔더 범프와 실장용 솔더의 혼합층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종래와 동일 신뢰성 레벨의 Pb를 포함하지 않는 범프 

구조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이 기본 구성을 멀티 칩 모듈 (반도체 모듈)에 적용한 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반도체의 고집적화, 반도체 장치의 소형화, 고 밀도 실장의 요구에 대하여, 메모리, ASIC, CPU라고 하는 여러가지의 

반도체를 하나의 모듈, 혹은 패키지에 통합한 멀티칩 모듈 (MCM) 혹은 멀티칩 패키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 일례를 도 8에 도시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솔더 접속 구조를 멀티칩 모듈내에서 사용한 예이다.

도면에 있어서는, 중간 기판(25)의 위에, WPP (웨이퍼 프로세스 패키지, Wafer Process Package) 혹은 웨이퍼 레벨

CSP라고 불리는 실리콘칩(20)에 배선을 실시하여, 칩(20) 상의 전극(21)에 솔더 범프(22)를 형성한 패키지 (이후, W

PP라고 부른다)를 여러개 탑재하고 있다. 이 중간 기판(25)에 형성되는 범프(27)의 직경은 φ076, 피치는 1.27mm인

데 비하여, 중간 기판상의 WPP의 범프(21)의 직경은 0.3, 피치는 0.5mm이다. 또, 중간 기판(25)상의 WPP는 탑재후,

범프 접속 부분에언더필(24)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프(22)가 반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이고, 범프(27)가 멀티칩 모

듈의 외부 접속 단자가 된다.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WPP를 중간 기판에 탑재한 개략을 도 9에 도시한다. 도면에 있어서, 중간 기판(25)에 땝납 페이스트(28)를 인쇄 후, 

중간 기판(25)과 WPP를 위치 정렬하여 탑재하여, 리플로우 가열하여 접합하였다. WPP 측에 이용한 솔더(22)은 Sn-

0.75Cu이고, 한편, 중간 기판에 인쇄한 땝납 페이스트(28)는 Sn-3Ag-0.5Cu이다. 즉, 땝납 페이스트(28) 보다도 솔

더(22)의 융점이 높아지는 조성으로 하였다. 중간 기판(25)의 범프(27)를 WPP 실장에 이용한 땝납 페이스트(28)와 

동일하게 Sn-3Ag-0.5Cu로 하였다.

그 멀티칩 모듈을 실장 기판에 접합한 후의 단면 형상을 도 10에 도시한다. 중간 기판(25) 측의 실장 후의 WPP의 범

프는 균일한 솔더 조성은 되지 않고, 원래의 솔더 조성의 부분(30)과 WPP 범프인 Sn-0.75Cu와 실장용 솔더인 Sn-3

Ag-0.5Cu와의 혼합층(31)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Sn-Ag-Cu계의 솔더에 있어서, Ag를 3% 이상 포함하는 경우, 위스커(whisker)라고 불리는 금속의 바늘형 

결정이 발생하여, 인접 범프까지 달하는 것에 의한 단락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위스커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WPP에 Ag를 포함하지 않는 Sn-Cu의 솔더를 이용하였다. 또, 범프(27)에는 

Sn-3Ag-0.5Cu 솔더를 이용하였지만, 리플로우 가열 후의 범프의 혼합층에서는 Ag 조성이 3%보다 낮기 때문에, 위

스커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WPP 범프에 이용하는 솔더 조성에 대해서는 Ag 조성이 1%의 Sn-1Ag-0.5Cu를 이용하

여도 문제는 없다. 상기 Sn-Cu 솔더와의 융점의 차는 약 1℃이다. 이와 같이, 중간 기판(25)상에 실장하는 반도체 장

치는, 실장 기판(41) 상에의 멀티칩 모듈 보다도 협 피치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간 기판(25) 상의 실장에 있어

서, Ag 조성이 적은 솔더를 이용하는 것은, 위스커 발생에 의한 단자 사이의 단락을 억제할 수 있는 점에서도 바람직

하다.

중간 기판(25)이 충분한 내열성이 있는 경우에는 WPP, BGA의 범프(22)나 땝납 페이스트(28)는 Ag 조성이 적은 솔

더를 이용하여, 실장 기판에는 그보다도 융점이 낮은, 소위 표준 조성의 솔더를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한 것으로서, 멀

티칩 모듈의 실장 기판(41)에의 실장에 있어서, 전술한 본 발명의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솔더 접속 구조를 멀티칩 모듈을 회로 기판에 실장할 때에 사용한 예를 설명한다.

도 11은, 반도체 장치의 범프(22), 멀티칩 모듈의 범프(27) 함께 Sn-0.75Cu, 또는 Sn-1Ag-0.5Cu로 하고, 그 멀티칩

모듈의 범프(27)를 그 융점보다 낮은 솔더(35), 예를 들면 Sn-3Ag-0.5Cu를 이용하여 기판에 실장하는 경우의 탑재 

시의 개략, 도 12에 기판 실장 후의 단면 형상을 도시한다. 실장 후의 멀티칩 모듈의 접속 구조는 원래의 범프 조성 부

분(50)과, 범프와 실장용 솔더와의 혼합층(51)으로 구성된다.

멀티칩 모듈에 있어서는, 중간 기판에 실장하는 반도체 장치 등의 솔더 접속과, 멀티칩 모듈의 외부 접속 단자 (솔더

볼)의 사이에서 온도 계층 접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멀티칩 모듈을 회로 기판에 솔더 접속하는 경

우에, 멀티칩 모듈내에서 이미 접속되어 있는 반도체 장치와 중간 기판의 솔더 접속이 재 용융되지 않고 고신뢰적으로

접속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구조에 따르면, 실장용의 솔더(35)을 용융시켜 접속하는 리플로우 온도에 있어서, 반도체 장치의 범프(22), 멀티

칩 모듈의 범프(27)에 그 자신이 거의 용융하지 않도록 하는 융점을 갖는 조성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멀티칩 

모듈내에서 온도 계층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고 신뢰의 접속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솔더(35)이 용융하면, 

그 접촉 부분에서 멀티칩 모듈의 범프(27)도 일부 용융 상태가 되어, 혼합층(51)이 형성된다. 당연한 것으로, 멀티칩 

모듈내에서의 재용융을 더욱 억제하는 것이면, 반도체 장치의 범프(22)에 이용되는 솔더를 멀티칩 모듈의 범프(27)에

이용되는 솔더 재료의 융점보다도 높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좋다. 또, 어느쪽의 경우도 중간 기판에 실장 기판보다도 

내열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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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WPP는 실리콘 칩(20)에 배선하여 칩형의 전극(21)에 범프(22)를 형성한 패키지이다. 따라서, 그대로 프린트

기판에 실장하면, 실리콘 칩(20)과 프린트 기판인 중간 기판(25)의 물성 (특히 열팽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의 영향으로 범프(22)가 박리할 염려가 있다. 그 때문에, 칩(20)과 중간 기판(25)의 사이에 언더필(24)을 흘려 범프를

보강하고 있다. 언더필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도 13,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과 범프의 사이에 수지 재료인 응력 완

화층(60)을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언더필은 불필요해진다. 또, 도 13은 도 10의 구조에 대응하고 있고, 도 14는 도 

12의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

다음에, 도 15는 유리, 또는 실리콘 기판(70)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를 기판(41)에 실장한 예이다. 상기 기판에 관해서,

배선(72)을 주위에tj 감아, 주변에 응력 완화층(71)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 범프(50, 51)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실리

콘 기판(70)의 중심 부근에서 기판의 하측에는 WPP의 실리콘 칩(20)을 실장 기판(41)측을 향하여 솔더 범프(22)로 

실장하고 있다. WPP, 및 응력 완화층(71)의 하측에 이용되는 솔더(22, 50)은 예를 들면 Sn-0.75Cu, Sn-1Ag-0.5Cu

와 같은 Ag의 조성이 적은 솔더로, 기판(41)에 실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Sn-Ag-Cu솔더, 예를 들면 Sn-3Ag-0.5

Cu이다. 따라서, 기판(41)에 실장 후의 범프 구조에는 실장솔더를 포함하는 혼합층(51)이 존재한다. 실리콘 기판(70)

은 WPP의 칩(20)과는 물성적인 차는 없다. 따라서, WPP의 칩(20)과 실리콘 기판(70) 사이의 범프 접합 부분에 언더

필을 들어가지 않게 해도 좋다.

이상, 멀티칩 모듈 구조에 있어서, WPP, 혹은 BGA 등의 반도체 장치가 갖는 범프의 납-프리 솔더를 Ag 조성이 적은,

예를 들면 Sn- 약(0∼2.0)mass%Ag- 약(0.3∼0.8)mass%Cu로 하고, 이들 반도체 장치를 중간 기판에 실장하는 경

우의 솔더를 상기 솔더보다 융점이 낮은 Sn-약(2.5∼3.5)mass%Ag-약(0.3∼0.8)mass%Cu로 하여, 위스커의 발생

을 막을 수 있고, 0.3mm 이하의 협 피치의 실장에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멀티칩 모듈이 갖는 범프와 실장 기

판측에 이용하는 실장 솔더의 관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실장용의 솔더은, 솔더 범프의 융점 쪽이 높으면, 상기

Sn-약(2.5∼3.5)mass%Ag-약(0.3∼0.8)mass%Cu 이외의 솔더이면 무엇이나 좋다. 이 경우, 예를 들면 Bi를 포함한

솔더, Sn-Zn계의 솔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회로 기판이나 전자 부품의 내열성을 고려한 고 신뢰의 솔더 접속을 실현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를 실장한 기판에 외부 접속 단자를 형성한 반도체 모듈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가 갖는 외부 전극을 제1 납-프리 솔더(lead-free solder)로 형성된 솔더 범프로 구성하고, 상기 반

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을 제1 납-프리 솔더보다도 저융점인 제2 납-프리 솔더로 형성된 솔더 페이스트를 통해 접속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납-프리 솔더는 동일 종류의 납-프리 솔더를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납-프리 솔더는 Sn-Ag-Cu계의 솔더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납-프리 솔더는 Sn- 약(0∼2.0)mass%Ag- 약(0.3∼0.8)mass%Cu로 하고, 상기 제2 납-

프리 솔더는 Sn- 약(2.5∼3.5)mass%Ag- 약(0.3∼0.8)mass%Cu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5.
반도체 장치를 실장한 기판에 외부 접속 단자를 형성한 반도체 모듈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가 갖는 외부 전극은 Sn- 약(0.7∼0.8)mass%Cu의 제1 납-프리 솔더로 형성된 솔더 범프로 구성하

고, 상기 반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은 제1 납-프리 솔더보다도 저융점의 Sn- 약(2.0∼3.5)mass%Ag- 약(0.3∼0.8)m

ass%Cu의 제2 납-프리 솔더로 형성된 솔더 페이스트를 통해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납-프리 솔더는 Sn- (0∼3)mass%Ag- (1∼58)mass%Bi- (0∼1)mass%Cu- (0∼5)mas

s%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범프의 일부가 녹지 않고 접속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모듈.

청구항 8.
외부 전극이 솔더 범프인 반도체 장치와, 상기 반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과 솔더 페이스트를 통해 접속하는 회로 기판

을 포함하고,

그 솔더 범프를 제1 납-프리 솔더로 구성하고, 그 솔더 페이스트를 제1 납-프리 솔더보다도 저융점의 제2 납-프리 

솔더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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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납-프리 솔더는 동일 종류의 납-프리 솔더를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납-프리 솔더는 Sn-Ag-Cu계의 솔더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납-프리 솔더는 Sn- 약(0∼2.0)mass%Ag- 약(0.3∼0.8)mass%Cu로 하고, 상기 제2 납

-프리 솔더는 Sn- 약(2.5∼3.5)mass%Ag- 약(0.3∼0.8)mass%Cu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12.
전자 회로 기판에 있어서,

외부 전극이 솔더 범프인 반도체 장치와,

상기 반도체 장치의 외부 전극과 솔더 페이스트를 통해 접속하는 회로 기판

을 포함하고,

그 솔더 범프는 Sn- 약(0.7∼0.8)mass%Cu의 제1 납-프리 솔더로 구성하고, 그 솔더 페이스트는 Sn-Cu계의 납-프

리 솔더보다도 저융점의 Sn- 약(2.0∼3.5)mass%Ag- 약(0.3∼0.8)mass%Cu의 제2 납-프리 솔더로 구성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납-프리 솔더는 Sn- (0∼3)mass%Ag- (1∼58)mass%Bi- (0∼1)mass%Cu- (0∼5)mas

s%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청구항 14.
제8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솔더 범프의 일부가 녹지않고 접속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회로 기판.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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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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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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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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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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