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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언더필 실런트로서 유용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캐리어 기판 상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플립 칩 어셈블리와 같은 반도체장치 내의 언
더필 공간을 신속하게 채우고, 반도체가 짧은 시간 동안의 경화에 의해 그리고 양호한 생산성으로 회로기
판에 확실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수용가능한 열충격 특성(또는 열순환 특성)을 나타내는, 언더필 실런트
로서 유용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제공한다.

그러한 반도체장치와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에서 언더필 실런트로서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에폭시수지 성분 및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잠재적인 경화제 성
분은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색인어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에폭시수지,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이미디졸, 반도체장치, 회로기판, 장착구조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캐리어 기판 상에 반도체 칩을 갖는 직접칩부착("DCA") 패키지를 회로기판 아래에 장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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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언더필 실런트(underfill sealant)로서 유용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몇년 동안에, 소형 전자제품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반도체장치의 크기가 바람직하게 감소하고 있
다.  그 결과로서, 칩 패키지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패키징되지 않은 다이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칩 패키지는, 많은 이로운 작동 특성을 유지하면서, 칩 패키지가 사용되는 
마이크로전자장치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패키징되지 않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칩의 신뢰도 및 
유효수명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개, 땜납 연결 등을 사용하여 칩 어셈블리를 회로기판 상의 전기전도체에 연결한다.  그러나, 결과되는 
칩/회로기판 구조물을 열순환의 조건에 노출시키면, 회로기판과 칩 어셈블리 사이의 땜납 연결부의 피로
로 인해 신뢰도가 의심스러워지게 된다.  최근의 제조기술의 진보로 인해, 회로기판 상에 DCA[칩 스케일 
패키지("CSP")/볼 그리드 어레이("BGA")  어셈블리]를 장착함으로써 생기는 공간 내에 밀봉용 수지(종종 
언더필 실런트로 불림)를 채워, 열순환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언더필 실런트는 열충격 
특성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구조물의 신뢰도를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폴리아민 경화제 그리고 섬유 매트
릭스로 경화되면 건축용도를 위한 복합물 및 프리프레그 재료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경화촉매가 있는 상태
에서 또는 없는 상태에서, 일차 아민-관능성 경화제와 함께 강화용 필라멘트 및 에폭시수지의 경화성 에
폭시수지 조성물에 관련된 미국 특허 No. 4,645,803(Kohli)를 참조한다.  

게다가, 미국 특허 No. 4,499,245(Ikeguchi)는, (a) 다관능성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의 프리폴리머 또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와 아민의 코프리폴리머, 및 (b) 폴리히단션 수지 -- 페놀계 에
폭시 경화제의 혼합물 및/또는 반응생성물을 필요로 하는 경화성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다관능성 말레이미드, 말레이미드의 프리폴리머 또는 말레이미드와 아민의 코프리폴리머를 성분 (c)로서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성물들은 녹방지, 내염, 방염을 위한 코팅재료; 전기 절연 광택제; 그리고 가구, 
건축자재 및 외장재에 사용하기 위한 적층물로서 유용하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및 에폭시수지의 열경화성 조성물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 JP 62-275,123의 영문 요약서에는 건축용도를 위한 강화용 섬유로 
프리프레그  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수지  조성물이  기술되어  있다.   이  조성물은  특정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비스말레이미드, 폴리에테르 술폰(용도가 강화제인 비반응성 열가소성 물질로서) 그리고 비스
페놀 F- 또는 A-형 에폭시수지를 포함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게다가, 이 조성물은 경화촉매에 의해 선택
적으로 경화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경화촉매 중 한가지로는 이미디졸을 들 수 있다.  

미국 특허 No. 4,918,157(Gardner)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를 위한 잠재적인 경화 촉진제로서의 요소 화합
물의 사용 그리고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및 요소 화합물의 열경화성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특허 No. 4,918,157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알킬 아릴 요소, 아릴 요소 
및  이것들의  혼합물;  그리고  에폭시수지의  열경화성  조성물을  청구범위로  한다.   미국  특허  No. 
4,918,157의 경화성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조성물은 매트릭스 수지로서 유용하고, 프리프레그, 섬유강화 
적층물, 복합물 등의 제조에 유용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에폭시 경화 시스템이 또한 공지되어 있다.  3관능성 경화제(비스페놀 A 1몰과 포름알데히드 1몰의 반응
생성물과 같은) 및 이미디졸로 이루어진 경화제가 개시되어 있는 미국 특허 No. 3,862,260(Sellers)을 참
조한다.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위한 사용은, 본 발명의 조성물이 관련되는 마이크로전자용도와는 대조되는 건축
용도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을 위해, 건축자재를 위한 프리프레그, 복합물 및 적층물 재료 
내에서 섬유강화를 위한 매트릭스 조성물로서의 에폭시수지 조성물의 사용은, 반도체 칩 내에 전기적 땜
납 접점에서와 같이, 에폭시수지 조성물을 마이크로전자용도에서 접착제 및 캡슐화제로서 사용하는 것과
는 현저히 다르고, 그것의 경화된 반응생성물뿐만 아니라 경화되지 않은 수지로부터 서로 다른 수요 및 
필요를 만든다.

언더필 실런트와 같은 마이크로전자용도에서 현재 사용되는 수지 조성물의 단점은 연장된 경화 스케줄이
다.  게다가, 그러한 수지가 실온 또는 분배온도에서 상업적으로 수용가능한 유효실용수명을 갖는지가 의
심스럽다. 

일반적으로,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는, 경화제 또는 촉매를 도입하면 곧 수지가 경화하기 시작한다.  이
로 인해 점도가 증가하고 분배성이 감소된다.  액체경화제 또는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점도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에, 액체촉매는 현재의 제품수요에 대해 상업적으로 맞지 않는 정도까지 잠재시간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미디졸과 같은 고체촉매의 도입은, 고체촉매의 존재로 인해 종종 조
성물의 유동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유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된 경화 스케줄 및 제한된 유효실용수명으로 인해, 특정 마이크로전자제
조라인의 제조용량이 손상되어 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최근 사용되는 언더필 실런트의 경화속도를 증진시키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은 대개 언더필 실런트의 유효실용수명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언더필 실
런트에 좀더 반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더필 실런트의 유효실용수명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므
로,  언더필  실런트용으로  반응성이  더  높은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없어진다.  

따라서, 언더필 실런트 조성물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유동 및 경화하면서 양호한 접착성을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매력있고, 연장된 유효실용수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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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1) 캐리어 기판 상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플립 칩 어셈블리와 같은 반도체장치 내
의 언더필 공간을 신속하게 채우고, (2) 반도체가 짧은 시간 동안의 경화에 의해 그리고 양호한 생산성으
로 회로기판에 확실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3) 우수한 열충격 특성(또는 열순환 특성)을 나타내는, 언더
필 실런트로서 유용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제공한다.

그러한 반도체장치와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에서 언더필 실런트로서 사용되는,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에폭시수지 성분 및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을 포함한다.  잠재적인 경
화제 성분은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플립 칩 어셈블리와 같은 반도체장치를 (1) 향상된 경
화속도 및 연장된 유효실용수명으로 인해 빠르고 제조라인이 정지되는 시간 없이 제조할 수 있고, (2) 조
성물을 짧은 시간 동안 열경화하여 회로기판에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고, 결과되는 장착된 구조물(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화된 조성물로 인해)은 우수한 열충격 특성(또는 열순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글롭 탑, 다이 부착 그리고 신속한 경화 및 연장된 유효실용수명이 바람직한 
열경화성 조성물을 위한 다른 용도와 같은, 언더필을 밀봉하는 것 이외의 마이크로전자용도를 위해 사용
될 수도 있다. 

도면과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어보면 본 발명의 이익 및 이점을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바와 같이, 반도체장치와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에서 언더필 실런트로
서 유용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에폭시수지 성분 및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을 포함한다.  잠재적인 경
화제 성분은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이 조성물은 약 100 중량부의 에폭시수지 성분, 그리고 0 내지 약 30 중량부의 잠재적인 경
화제 성분을 포함하고,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의 0 내지 약 15 부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으로 이루어
지고 0 내지 약 15 부는 이미디졸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은 시아네
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을 각각 약 4부씩 포함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에폭시수지 성분은 어떠한 통상의 에폭시수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에폭시수지는 선택적으로 
적어도 1종의 1관능성 에폭시수지와 함께 적어도 1종의 다관능성 에폭시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개
는, 다관능성 에폭시수지는 에폭시수지 성분의 약 20 부 내지 약 100 부의 범위 내의 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비스페놀 F-타입 에폭시수지의 경우에는, 바람직하게는 그 양이 약 40 내지 80 부의 범위 내에 있
어야 한다. 

1관능성  에폭시수지는,  만약  존재한다면,  대개  반응성  희석제,  또는  가교밀도조절제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1관능성 에폭시수지가 에폭시수지 성분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지는 전체 에폭
시수지 성분을 기준으로 약 20 중량%까지의 양이 사용되어야 한다.  

1관능성 에폭시수지는 약 6개 내지 약 28개의 탄소원자의 알킬기를 갖는 에폭시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 
예로는 C6-C28 알킬 글리시딜 에테르, C6-C28 지방산 글리시딜 에스테르 및 C6-C28 알킬페놀 글리시딜 에테

르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에폭시수지(들)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다원자가 페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예를 들면, 피로
카테콜;  레조르시놀;  히드로퀴논;  4,4'-디히드록시디페닐  메탄;  4,4'-디히드록시-3,3'-디메틸디페닐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디메틸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메틸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시
클로헥산; 4,4'-디히드록시-3,3'-디메틸디페닐 프로판; 4,4'-디히드록시디페닐 술폰; 트리스 (4-히드록시
페닐)메탄; 상기 디페놀의 염화 및 브롬화 생성물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노볼락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즉, 1가 또는 다가 페놀의 알데히드, 특히 포름알데히드와의 산촉매의 존재 하에서의 반응생성물); 방향
족 히드로카르복실산의 나트륨염 2몰을 디할로알칸 또는 디할로겐 디알킬 에테르 1몰과 에스테르화함으로
써 얻어지는 디페놀의 에테르 2몰을 에스테르화함으로써 얻어지는 디페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개시내
용이 여기에 참고문헌으로서 명백히 포함된, 영국 특허 No. 1,017,612 참조); 그리고 적어도 2개의 할로
겐 원자를 함유하는 장쇄 할로겐 파라핀과 페놀을 축합함으로써 얻어지는 폴리페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
르(개시내용이 여기에 참고문헌으로서 명백히 포함된, 영국 특허 No. 1,024,288 참조)를 들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적합한 에폭시 화합물로는,  N,N'-디글리시딜-아닐린; N,N'-디메틸-N,N'-디글리시딜-4,4'디아미노디
페닐 메탄; N,N,N',N'-테트라글리시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 N-디글리시딜-4-아미노페닐 글리시딜 에
테르; 및 N,N,N',N'-테트라글리시딜-1,3-프로필렌 비스-4-아미노벤조에이트와 같은, 방향족 아민 및 에피
클로로히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폴리에폭시를 들 수 있다.

다관능성 에폭시수지의 예로는, 비스페놀 A-타입 에폭시수지, 비스페놀 F-타입 에폭시수지, 페놀 노볼락-
타입 에폭시수지, 및 크레졸 노볼락-타입 에폭시수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에폭시수지는, 상품명이 EPON 828, EPON 1001, EPON 1009 및 EPON 1031인 
Shell Chemical Co.제 에폭시 수지; Dow Chemical Co.제 에폭시수지 DER 331, DER 332, DER 334 및 DER 
542; 그리고 일본의 Nippon Kayaku제 에폭시수지 BREN-S이다.  다른 적합한 에폭시수지로는 폴리올 등으
로부터 제조되는 폴리에폭시드 그리고 페놀-포름알데히드 노볼락의 폴리글리시딜 유도체를 들 수 있는데, 
후자는 Dow Chemical Company로부터 DEN 431, DEN 438 및 DEN 439의 상표명으로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또한 크레졸 유사체로는 Ciba-Geigy Corporation제 ECN 1235, ECN 1273 및 ECN 1299를 들 
수 있다.  SU-8은 Interez, Inc.제 A-타입 에폭시 노볼락이다.  아민, 아미노알코올 및 폴리카르복실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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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글리시딜  부가물도  또한  본  발명에서  유용하고,  이것들의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수지로는  F.I.C 
Corporation제 GLYAMINE  135,  GLYAMINE  125  및 GLYAMINE  115;  Ciba-Geigy  Corporation제 ARALDITE MY-
720, ARALDITE 0500 및 ARALDITE 0510 그리고 Sherwin-Williams Co.제 PGA-X 및 PGA-C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서로 다른 에폭시수지의 조합들도 또한 여기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의 에폭시수지 성분을 위한 에폭시수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점도 및 기타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 

잠재적인 경화성 성분 중의 성분으로서 유용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는 각각의 분자 상에 적어도 1개의 시
아네이트 에스테르기를 갖는 아릴 성분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화학식 Ar(OCN)m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식에서 m은 2 내지 5의 정수이고 Ar은 방향족 라디칼이다.  방향족 라디칼 Ar은 적어도 6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해야 하고, 예를 들면, 벤젠, 비페닐, 나프탈렌, 안트라센, 피렌 등과 같은 방향족 탄화
수소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방향족 라디칼 Ar은 또한 적어도 2개의 방향족 고리가 가교기를 통해 상호 
부착되어 있는 다핵성 방향족 탄화수소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또한 노볼락-타입 페놀계 수지로부터 유
도되는 방향족 라디칼, 즉 이들 페놀계 수지의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도 포함된다.  방향족 라디칼 Ar은 또
한 고리부착된 비반응성 치환기를 더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의 예로는, 예를 들면, 1,3-디시아나토벤젠; 1,4-디시아나토벤젠; 1,3,5-트리
시아나토벤젠; 1,3-,  1,4-,  1,6-,  1,8-,  2,6-  또는 2,7-디시아나토나프탈렌; 
1,3,6-트리시아나토나프탈렌; 4,4'-디시아나토-비페닐; 비스(4-시아나토페닐)메탄 및 3,3',5,5'-테트라메
틸 비스(4-시아나토페닐)메탄; 2,2-비스(3,5-디클로로-4-시아나토페닐)프로판; 2,2-비스(3,5-디브로모-4-
디시아나토페닐)프로판; 비스(4-시아나토페닐)에테르; 비스(4-시아나토페닐)술피드; 2,2-비스(4-시아나토
페닐)프로판;  트리스(4-시아나토페닐)포스파이트;  트리스(4-시아나토페닐)포스페이트; 비스(3-클로로-
4-시아나토페닐)메탄;  시안화  노볼락;  1,3-비스  [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  그리고  시안화 
비스페놀 말단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다른 열가소성 올리고머를 들 수 있다. 

다른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로는, 각각의 개시내용이 여기에 참고문헌으로서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미국 특
허 No. 4,477,629 및 No. 4,528,366에 개시되어 있는 시아네이트; 각각의 개시내용이 여기에 참고문헌으
로서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영국 특허 No. 1,305,702에 개시되어 있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및 국제 특
허 공개 WO 85/02184에 개시되어 있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를 들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조성물의 이
미디졸 성분 내에서의 이들 시아네이트 에스테르의 조합도 또한 여기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여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히  바람직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는,  Tarrytown,  New  York에  위치한 Ciba-
Geigy Corporation제 상품명 AROCY 366(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이다.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의 이미디졸 성분으로는, 이미디졸; 이소이미디졸; 일반적으로 각각의 알킬치환기가 
약 17개까지의 탄소원자,  바람직하게는 약 6개까지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2-메틸 이미디졸, 2-에틸-
4-메틸이미디졸,  2,4-디메틸이미디졸,  부틸이미디졸,  2-헵타데센일-4-메틸이미디졸,  2-메틸이미디졸, 2-
운데센일이미디졸,  1-비닐-2-메틸이미디졸,  2-n-헵타데실이미디졸,  2-운데실이미디졸, 2-헵타데실이미디
졸, 2-페닐이미디졸, 2-에틸 -4-메틸이미디졸, 1-벤질-2-메틸이미디졸, 1-프로필-2-메틸이미디졸, 1-시아
노에틸-2-메틸이미디졸,  1-시아노에틸-2-에틸  -4-메틸이미디졸,  1-시아노에틸-2-운데실이미디졸, 1-시아
노에틸-2-페닐이미디졸, 1-구아나미노에틸-2-메틸이미디졸, 이미디졸과 메틸이미디졸의 부가생성물, 이미
디졸과 트리멜리트산의 부가생성물, 및 2-n-헵타데실-4-메틸이미디졸 등의 알킬치환 이미디졸; 일반적으
로 각각의 아릴치환기가 약 10개까지의 탄소원자, 바람직하게는 약 8개까지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페닐
이미디졸, 벤질이미디졸, 2-메틸-4,5-디페닐이미디졸, 2,3,5-트리페닐이미디졸, 2-스티릴이미디졸, 1-(도
데실 벤질)-2-메틸이미디졸, 2-(2-히드록실-4-t-부틸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2-메톡시페닐)-4,5-디
페닐이미디졸, 2-(3-히드록시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p-디메틸아미노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
(2-히드록시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디(4,5-디페닐-2-이미디졸)-벤젠-1,4, 2-나프틸-4,5-디페닐이미디
졸, 1-벤질-2-메틸이미디졸, 2-p-메톡시스티릴이미디졸 등의 아릴치환 이미디졸과 같은 이미디졸 및 그것
들의 유도체와 같은 이미디졸류를 들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조성물의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으로서, 이들 이미다졸의 조합도 또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성분은, 모든 성분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1팩-타입이거나, 또는 에폭시수지 
성분 및 잠재적 경화제 성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사용 전에 함께 혼합되는 2팩-타입일 수 있다. 

적용 중에, 본 발명에 따르는 열경화성 수지 성분은 회로기판과 반도체장치 사이의 공간 내에 용이하게 
침투 및 유동하거나, 또는 가열 하에서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적어도 점도의 감소를 보임으로써 용이하
게 침투 및 유동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성분을, 겔 시간이 약 150℃의 온도에서 특정한 시간(1분 또는 2분
과 같이)에 맞춰지도록 타입 및 다양한 비율을 선택함으로써,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도가 증가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겔 시간에 대해, 조성물은 비교적 신속하게 회로기판과 반도체장치의 사이의 공간(예를 들
면, 100 내지 200㎛) 내에 침투하여, 적용하는데 덜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 조성물의 점도감소를 보이지 
않으면서 다수의 어셈블리가 충전되도록 한다. 

선택적으로는,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소포제, 평준화제, 염료, 안료 및 충전제과 같은 기타 
첨가제를 더 함유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조성물은 또한 조성물의 원하는 특성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면 광중합 개시제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는, 충전된 열경화성 조성물들이 제공된다.  이들 조성물은 에폭시수지 성분 및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 이외에 충전제 성분을 포함한다.  충전제 성분은 흡습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 점
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적절한 충전제 성분으로는 실리카, 알루미나, 실리카-코팅된 질화알루미
늄, 은 플레이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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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 0.1 내지 약 300 부의 충전제 성분을 사용할 수 있고, 약 150 내지 180 부가 바람직하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이 적용되고 경화된 장착된 구조물(즉, 플립 칩 패키지)이 도시
되어 있다. 

반도체 칩(패키징되지 않은 칩; 2)을 캐리어 기판(즉, 회로기판; 1)에 연결하고 그 사이의 공간을 열경화
성 수지 조성물(3)로 적합하게 밀봉함으로써 플립 칩 패키지(4)를 형성한다.  이 반도체장치는 캐리어 기
판(1) 상의 소정 위치에 장착되고, 전극(5 및 6)은 땜납과 같은 적합한 전기적 연결수단(7 및 8)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도체 칩(2)과 캐리어 기판(1) 사이의 공간을 열경화
성 수지 조성물(3)로 밀봉하고나서 경화한다.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의 경화된 생성물은 그 공간을 완전
히 충전하여야 한다. 

캐리어 기판은, Al2O3, SiN3 및 멀라이트(Al2O3-SiO2)의 세라믹기판; 폴리이미드와 같은 내열성 수지의 기

판 또는 테이프; 유리-강화된 에폭시; 회로기판으로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페놀계 기판 및 ABS 등으로
부터 구성될 수 있다.  고융점 땜납 또는 전기적으로(비등방적으로) 전도성인 접착제, 와이어 결합 등의 
반도체 칩의 캐리어 기판에 대한 어떠한 전기적 연결도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장착 공정에서는, 땜납 볼(예를 들면, 크림의 형태임)을 캐리어 기판 상의 적절한 위치에 프린
팅하고 용매가 제거되도록 적합하게 건조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반도체 칩을 캐리어 기판 상의 패턴에 
따라서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이 캐리어 기판이 환류로를 통과하도록하여 땜납을 용융하여 반도
체 칩을 연결한다.  더욱이, 땜납을 캐리어 기판 또는 반도체 칩 상에 적용하거나 또는 형성할 수 있다.  
다르게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접착제 또는 비등방적으로 전도성인 접착제에 의해 이 연결부를 만들 수
도 있다. 

반도체 칩을 캐리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한 후에, 대개는 결과되는 구조물에 대해 연속 시험 등을 수
행한다.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래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로 반도체 칩을 
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로 캐리어 기판
에 고정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다.  

분배기와 같은 적합한 적용 수단을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전기적으로 연결
된 반도체 칩의 주변에 적용한다.  이 조성물은 모세관 작용에 의해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공
간 내에 침투한다. 

그리고나서, 열을 적용하여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열적으로 경화한다.  이 가열의 초기 단계 도중에, 
이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점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하여,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공간 내에 더 용이하게 침투한다.  더욱이, 캐리어 기판을 예열함으로써, 열경화성 수지 조성
물은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공간 전체에 충분히 침투한다.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의  경화된  반응생성물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  우수한 
접착강도, 내열성 및 전기적 특성, 그리고 내굴곡균열성, 내화학약품성, 방습성 등의 수용가능한 기계적 
특성을 보인다. 

적용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의 양은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충전하도록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하고, 물론 그 양은 용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은 대개 약 0.5 내지 30분 동안 약 120 내지 180℃의 범위 내의 온도까지 
가열함으로써 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성물의 적용 후에, 약 1분의 최초 경화시간이 조성
물을 셋업하고, 150℃에서 약 15분 후에 완전한 경화가 관찰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을 비교적 알
맞은 온도 및 단시간 경화조건에서 사용하여, 매우 양호한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실시예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이 언더필 실런트로서 사용되는, 장착된 구조물의 1예를 도시하
는 단면도이다. 

실시예

이 실시예들에서는, 본 발명에 따르는 조성물을 제조하였고, 잠재적인 경화제의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
분없이 제조된 조성물과 대조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실시예 1

열경화성 수지 성분 : 1분 겔 시간

A. 92  중량부의 비스페놀 F-타입 에폭시수지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 성분, 그리고 4 중량부의 2-에틸-
4-메틸이미디졸 및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수지로서의 4 중량부의 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
덴)]벤젠(Ciba-Geigy제 상품명 AROCY 366)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을 개방된 용기 내에서 실온
에서 약 10분 동안 교반과 함께 혼합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르는 언더필 실런트를 위한 열경화성 수지 조
성물을 제조하였다.  

조성물을 조제하여 곧 사용한 반면에, 점도의 증가 없이 약 -20℃의 온도에서 약 3 내지 약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조제 후에, 조성물을 비반응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0ml 시린지로 옮기고, 시린지의 12G 바늘을 통해 
미리 형성된 어셈블리 내의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접합부 내에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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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은 전기적 땜납 연결부를 위한 캡슐화제의 기능을 한다.  

분배를 완료한 후에, 온도를 약 150℃에서 유지하면서 어셈블리를 오븐으로 옮겼다.  조성물은 약 1분 후
에 최초로 경화한 후, 그 온도에서 약 15분 후에 완전하게 경화하였다.

별도로, 조성물을 한 쌍의 랩 시어(lap shear) 사이에 놓고, 상기 어셈블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화하였
다.  속박된 랩 시어를 오븐으로부터 제거하고, 실온에 이르도록 하고, 이 온도에서 결합강도에 대해 평
가하였다.  경화된 조성물이 약 1660 psi의 랩 시어 강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강도는 조성물
의 용도인 마이크로전자용도를 위해 수용가능한 것이다. 

반감기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성물의 겔 시간을 150℃의 온도에서 1분으로 맞추었
다.  이 조성물이 6시간 후에 실온에서 점도증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약 15시간 후에 
약 52%의 점도증가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고; 약 24시간 후에 약 88%의 점도증가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
였다. 

B.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를 첨가하지 않은 비교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 조성물에는 96.5 부의 비스페
놀 F-타입 에폭시수지 및 3.5 부의 2-에틸-4-메틸이미디졸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조성물을 150℃의 온
도에서 약 1분의 겔 시간에 맞추었다.  랩 시어 강도가 약 1670 psi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조성물을 상기한 바와 같이 적용하였고, 조성물은 약 6시간 후에 실온에서 약 13%의 점도증가를 보였
고; 약 15시간 후에 약 153%의 점도증가를 보였고, 24시간 후에 약 267%의 점도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 중에서의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의 존재는 실온에서 시간에 대한 점도증가
를 늦춘다는 점에서 조성물의 유효실용수명을 유지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 2분 겔 시간

A. 88  중량부의 비스페놀 F-타입 에폭시수지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 성분, 그리고 8 중량부의 2-에틸-
4-메틸이미디졸 및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수지로서의 4 중량부의 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
덴)]벤젠(AROCY 366)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을 개방된 용기 내에서 실온에서 약 10분 동안 교
반과 함께 혼합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르는 언더필 용도를 위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조성물을 조제하여 곧 사용한 반면에, 점도의 증가 없이 약 -20℃의 온도에서 약 3 내지 약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저장할 수도 있다. 

조제 후에, 조성물을 비반응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0ml 시린지로 옮기고, 시린지의 12G 바늘을 통해 
미리 형성된 어셈블리 내의 캐리어 기판과 반도체 칩 사이의 접합부 내에 분배하여, 전기적 땜납 연결부
를 위한 캡슐화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분배를 완료한 후에, 온도를 다시 약 150℃에서 유지하면서 어셈블리를 오븐으로 옮겼다.  조성물은 약 2
분 후에 최초로 경화한 후, 그 온도에서 약 15분 후에 완전하게 경화하였다. 

또한, 이 조성물을 한 쌍의 랩 시어 사이에 놓고, 상기 어셈블리 및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화하
였다.  랩 시어를 오븐으로부터 제거하고, 실온에 이르도록 하고, 이 온도에서 결합강도에 대해 평가하였
다.  경화된 조성물이 약 1620 psi의 랩 시어 강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강도는 조성물의 용
도인 마이크로전자용도를 위해 수용가능한 것이다. 

반감기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성물의 겔 시간을 150℃의 온도에서 2분으로 맞추었
다.  이 조성물이 6시간 후에 실온에서 약 3%의 점도증가를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약 15시간 후에 
약 10%의 점도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약 24시간 후에 약 20%의 점도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관
찰하였다. 

B. 시아네이트 에스테르를 첨가하지 않은 비교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 조성물에는 97.5 부의 비스페
놀 F-타입 에폭시수지 및 2.5 부의 2-에틸-4-메틸이미디졸을 포함시켰다.  또한, 조성물을 150℃의 온도
에서 약 2분의 겔 시간에 맞추었다.  랩 시어 강도가 약 1600 psi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조성물을 상기한 바와 같이 적용하였고, 조성물은 약 6시간 후에 실온에서 약 16%의 점도증가를 보였
고; 약 15시간 후에 약 82%의 점도증가를 보였고, 24시간 후에 약 162%의 점도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 중에서의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의 존재는 실온에서 시간에 대한 점도증가
를 늦춘다는 점에서 조성물의 유효실용수명을 유지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장치와 상기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의 언더필을 밀봉할 수 있는 열경화
성 수지 조성물로서, 다음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a) 에폭시수지 성분; 그리고

(b) 다음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

   (i)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ii) 이미디졸 성분.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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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폭시수지가 적어도 1종의 다관능성 에폭시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에폭시수지 성분이, C6-C 28 알킬 글리시딜 에테르; C6-C 28 지방산 글리시딜 에스테르; 

C6-C 28  알킬페놀  글리시딜  에테르;  피로카테콜,  레조르시놀,  히드로퀴논,  4,4'-디히드록시디페닐  메탄, 

4,4'-디히드록시-3,3'-디메틸디페닐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디메틸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메틸 메탄, 4,4'-디히드록시디페닐 시클로헥산, 4,4'-디히드록시-3,3'-디메틸디페닐 프로판, 4,4'-디히드
록시디페닐 술폰, 및 트리스(4-히드록시페닐)메탄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상기 디페놀의 염화 및 브롬화 
생성물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노볼락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방향족 히드로카르복실산의 염을 디할로
알칸 또는 디할로겐 디알킬 에테르와 에스테르화함으로써 얻어지는 디페놀의 에테르를 에스테르화함으로
써 얻어지는 디페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적어도 2개의 할로겐 원자를 함유하는 장쇄 할로겐 파라핀과 
페놀을 축합함으로써 얻어지는 폴리페놀의 폴리글리시딜 에테르; N,N'-디글리시딜-아닐린; N,N'-디메틸-
N,N'-디글리시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  N,N,N',N'-테트라글리시딜-4,4'디아미노디페닐  메탄; N-디글
리시딜-4-아미노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N,N,N',N'-테트라글리시딜-1,3-프로필렌 
비스-4-아미노벤조에이트; 비스페놀 A 에폭시수지, 비스페놀 F 에폭시수지, 페놀 노볼락 에폭시수지 및 
크레졸 노볼락 에폭시수지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일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
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에폭시수지 성분이 비스페놀 F 에폭시수지 및 에폭시 크레졸 노볼락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에폭시수지 성분이 약 80 부의 비스페놀 F 에폭시수지 및 약 20 부의 에폭시 크레졸 
노볼락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이 0 내지 약 30 부의 범위 내의 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이 각각의 분자 상에 적어도 1개의 시아네이트 에스테르기를 
갖는 아릴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이 Ar(OCN)m으로 표시되고, 식에서 Ar은 방향족 라디칼이고 m

은 2 내지 5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이, 1,3-디시아나토벤젠; 1,4-디시아나토벤젠; 1,3,5-트리시
아나토벤젠; 1,3-, 1,4-, 1,6-, 1,8-, 2,6- 또는 2,7-디시아나토나프탈렌; 1,3,6-트리시아나토나프탈렌; 
4,4'-디시아나토-비페닐; 비스(4-시아나토페닐)메탄 및 3,3',5,5'-테트라메틸 비스(4-시아나토페닐)메탄; 
2,2-비스(3,5-디클로로-4-시아나토페닐)프로판;  2,2-비스(3,5-디브로모-4-디시아나토페닐)프로판; 비스
(4-시아나토페닐)에테르;  비스(4-시아나토페닐)술피드;  2,2-비스(4-시아나토페닐)프로판; 트리스(4-시아
나토페닐)포스파이트;  트리스(4-시아나토페닐)포스페이트;  비스(3-클로로-4-시아나토페닐)메탄;  시안화 
노볼락; 1,3-비스 [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 그리고 시안화 비스페놀 말단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다른 열가소성 올리고머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이 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이 0 내지 약 15 부의 범위 내의 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이미디졸 성분이, 이미디졸, 이소이미디졸, 2-메틸 이미디졸, 2-에틸-4-메틸이미디졸, 
2,4-디메틸이미디졸, 부틸이미디졸, 2-헵타데센일-4-메틸이미디졸, 2-메틸이미디졸, 2-운데센일이미디졸, 
1-비닐-2-메틸이미디졸, 2-n-헵타데실이미디졸, 2-운데실이미디졸, 2-헵타데실이미디졸, 2-페닐이미디졸, 
1-벤질-2-메틸이미디졸,  1-프로필-2-메틸이미디졸,  1-시아노에틸-2-메틸이미디졸, 1-시아노에틸-2-에틸-
4-메틸이미디졸, 1-시아노에틸-2-운데실이미디졸, 1-시아노에틸 -2-페닐이미디졸, 1-구아나미노에틸-2-메
틸이미디졸, 이미디졸과 메틸이미디졸의 부가생성물, 이미디졸과 트리멜리트산의 부가생성물, 2-n-헵타데
실-4-메틸이미디졸,  페닐이미디졸,  벤질이미디졸,  2-메틸-4,5-디페닐이미디졸,  2,3,5-트리페닐이미디졸, 
2-스티릴이미디졸,  1-(도데실  벤질)-2-메틸이미디졸,  2-(2-히드록실-4-t-부틸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2-메톡시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3-히드록시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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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디메틸-아미노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2-(2-히드록시페닐)-4,5-디페닐이미디졸, 디(4,5-디페닐-
2-이미디졸)-벤젠-1,4,  2-나프틸-4,5-디페닐이미디졸, 1-벤질-2-메틸이미디졸, 2-p-메톡시스티릴이미디졸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일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이미디졸 성분이 2-에틸-4-메틸이미디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이미디졸 성분은 0 내지 약 15 부의 범위 내의 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반도체장치와 상기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의 언더필을 밀봉할 수 있는 열경화
성 수지 조성물로서, 다음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a) 비스페놀 F 에폭시수지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 성분 약 92 중량부, 그리고

(b) 4 중량부는 (i) 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을 포함하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
분으로 이루어지고, 4 중량부는 (ii) 2-에틸-4-메틸이미디졸을 포함하는 이미디졸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약 8 중량부의 잠재적인 경화성 성분.

청구항 16 

반도체장치와 상기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 사이의 언더필을 밀봉할 수 있는 열경화
성 수지 조성물로서, 다음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a) 비스페놀 F 에폭시수지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 성분 약 88 중량부, 그리고

(b) 4 중량부는 1,3-비스[4-시아나토페닐-1-(메틸에틸리덴)]벤젠을 포함하는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으
로 이루어지고, 8 중량부는 2-에틸-4-메틸이미디졸을 포함하는 이미디졸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약 12 중
량부의 잠재적인 경화성 성분.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25℃의 온도에서 약 50,000 mPaㆍs 미만의 점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반응생성물.

청구항 19 

반도체장치를 위한 장착구조물로서, 

캐리어 기판 상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반도체장치 및 상기 반도체장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회로기판을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장치의 캐리어 기판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의 공간이 에폭시수지 성분을 포함하는 열경화성 수
지 조성물과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의 반응생
성물로 밀봉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착구조물.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이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착
구조물.

청구항 21 

반도체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캐리어 기판 상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반도체장치를 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

에폭시수지 성분 그리고 시아네이트 에스테르 성분 및 이미디졸 성분을 포함하는 잠재적인 경화제 성분으
로 이루어지는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반도체장치의 캐리어 기판과 상기 회로기판 사이의 공간 내
에 침투시키는 단계; 그리고

열을 적용함으로써 조성물을 경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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