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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가진 납땜 용제

요약

본 발명의 납땜 용제는 용매, 상기 용매 중의 활성화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상기 
납땜 용제는 땜납을 도포하기 전에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기재에 도포될 수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쇄 배선판과 같은 전자제품 조립용 땜납으로 유용한 땜납 용제(flux)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으로, 인쇄 배선판(PWB)이라고도 하는 인쇄 회로 기판(PCB)의 제조는 두 가지 처리 카테고리, 즉 제작 및 조립
으로 나뉜다. 도금 및 에칭 후, PCB 제작 공정 끝 무렵에, 대부분의 PCB는 땜납 마스크로 피복된다. 이 땜납 마스크는 
땜납의 부착으로부터 PCB의 마스크된 영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패드 및 구멍과 같이, 후에 납땜 처리될 
PCB의 영역은 마스크로 피복되지 않는다.

    
조립 공정의 제1 단계에서, 통공 및 표면 장착 구성요소, 예컨대 집적 회로, 커넥터, 이중 인라인 패키지, 커패시터 및 
레지스터가 PCB에 배향된다. 예를 들면, 리드를 갖춘 구성요소는 그 리드를 기판 내 통공을 통하여 배치함으로써 PCB 
상에 장착될 수 있다. 표면 장착 구성요소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기 기판의 저면(즉, 납땜될 표면)에 부착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구성요소는 PCB에 납땜될 준비가 되어 상기 구성요소와 PCB 회로 간의 전기 연속성을 신뢰성있게 한다. 
상기 구성요소 리드 및 단자 또는 패드는 웨이브 납땜 공정에 의해 납땜될 수 있다.
    

    
웨이브 납땜 공정은 용제 처리 단계, 예열 단계 및 납땜 단계를 포함한다. 용제 처리 단계에서, 용제는 납땜하고자 하는 
표면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다. 대체로, 그러한 준비 단계는 PCB와 구성요소가 납땜 공정 전에 비청결실 환경에 저장된 
결과로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산화물이 상기 리드, 단자 및/또는 패드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오염
물과 산화물을 반응시키거나, 또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상기 용제는 다른 기능, 예컨대 표면이 재산화되는 것
을 방지하는 기능 및 땜납과 기판 간의 계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습윤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분무, 발포 또는 웨이브 용제 처리 공정은 납땜하고자 하는 PCB 표면과 구성요소 표면에 용제를 도포하는 
데 사용된다. 용제 처리 과정 후, 예열 단계를 수행하여 용제 중의 용매 담체, 예컨대 알콜 또는 물을 증발시키고, 접합
될 표면을 가열하기 시작한다. 예열 단계 후, 구성요소가 장착된 PCB를 용융 땜납의 웨이브 위를 통과시키는 웨이브 납
땜 공정을 수행한다. 땜납 웨이브는 노즐을 통하여 펌핑된 후, 상기 웨이브는 땜납과 접촉하여 땜납을 접합될 표면에 부
착시킨다. 그 다음, 부착된 땜납은 PCB 상에서 접촉하는 구성요소의 리드 및 단자를 결합하여 전기 접속하는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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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존의 저 고형분, 비청결 납땜 용제는 과다한 땜납 볼을 PCB 표면 상에 남긴다. 또한, 이러한 용제는 이들의 
표면 장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땜납 브리지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이들의 약한 활성 수준으로 인하여, 그 용제는 접합
될 표면으로부터 오염물과 산화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땜납 볼은 땜납 마스크 상에, 및/또는 기판 상
의 구성요소의 리드 간에 랜덤 또는 비랜덤하게 생기는 땜납의 원치않는 볼이고, 땜납 볼은 전기 단락을 유발하는 두 개
의 전도체 간의 갭을 브리지 형성시킬 수 있다. 땜납 브리지는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 두 개의 트레이스 또는 리
드 간의 단락 회로를 형성할 수 있는 원치않는 땜납의 연결이다. 땜납 브리지 및/또는 땜납 볼은 기판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땜납 볼과 브리지 형성은 이들의 제거를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땜납 터치업(touch-up) 공정
을 요한다. 확대(예컨대, 10 배 확대)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마이크로 땜납 볼이라고 불리우는 미세한 땜납 볼도 
매우 밀접하게 이격된 기판 라인과 패드,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리드와 단자의 전기 단락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용
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이들이 PCB의 표면 상에 가시적인 잔류물을 남길 수 있어서, 볼품없다는 점 이외에도 회로 
내부 핀 테스트에서 불량품 판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합될 표면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가시적인 잔류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PCB 표면, 구성요소 리드/단
자 및 용융 땜납 간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땜납 볼과 땜납 브리지의수를 감소시키는 납땜 용제 조성물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감소된 마이크로 땜납 볼 형성, 저 잔류물, 저 고형분 및 비제거(no-clean) 용량을 제공하는 용제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의 용제는 용매, 용매 중의 활성화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특히, 용
제는 땜납의 도포 전에 PCB를 코팅하는 데 유용하다.

    
한 가지 구체예에서, 용매는 알콜, 예컨대 이소프로필 알콜이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계면
활성제일 수 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계면활성제일 수 있다. 활성화제는 디카르복실
산과 비이온성 브롬화 화합물의 조합물일 수 있다. 전술한 용제로 코팅된 인쇄 회로 기판은 통상적으로 금속으로 형성
된 전도성 경로와 전도성 접촉부가 인쇄되고 전기적으로 커플링되는 기재를 포함한다. 상기 용제를 전도성 접촉부 상에 
코팅한 다음, 땜납을 용제와 기판에 도포한다. 땜납은 PCB에 고정된 접촉부와 구성요소 간의 전기적 커플링을 제공한
다.
    

전술한 용제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상기 용제는 땜납 습윤을 촉진하도록 땜납하고자 하는 PCB 표면으로부터 
금속 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용제는 PCB 표면과 용융 땜납 합금 간의 계면 장력을 실질적으
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기판 표면으로부터 과량의 땜납의 배출을 촉진하고, 그 결과 땜납 볼 및 땜납 브리지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용제는 웨이브 납땜 공정 중에 형성된 가시적인 용제 잔류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납땜 용제 조성물은 1 종 이상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1 종 이상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휘발성 용매, 예컨대 이소
프로필 알콜, 에틸 알콜, 탈이온수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에 용해된 활성화제를 포함한다. 용제 조성물 중의 이러한 성
분에 대한 적절한 농도 범위(중량%)는 50 내지 98% 용매, 0.2 내지 10% 활성화제, 0.01 내지 1.0%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및 0.05 내지 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전술한 성분 각각에 대한 농도 범위(중량%)는 
75 내지 98% 용매, 0.2 내지 0.5% 활성화제, 0.05 내지 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0.10 내지 2.0% 비이온성 계
면활성제이다. 또한, 1 종 이상의 고 비점 첨가제도, 예컨대 0.2 내지 25 중량%의 농도로 용제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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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성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계면활성제, 예컨대 FLUORAD FC-135 계면활성제(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소재하는 3M 컴파니 제품), SURFLON S-121 계면활성제(일본에 소재하는 세이미 케미컬 컴파니 제품) 또는 Neos 
FTERGENT 300 계면활성제(일본에 소재하는 네오스 제품)는 용제 잔류물뿐만 아니라, 기판 표면과 용융 땜납 합금
의 표면 장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기판 표면 상의 랜덤 및 비랜덤 땜납 볼의 부피도 감소된
다. 방향족 술폰 작용기를 포함하는 암모늄 또는 아민 플루오로알킬 계면활성제(예컨대, 방향족 술폰 작용기를 가진 양
이온성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인 Neous FTERGENT 300 계면활성제)가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조성물의 표면 장력을 더 저하시키고, 상기 용제의 고온 생존력을 개선하여 땜납 볼 형성 및 브
리지 형성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된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약 500℉(260℃)의 온도의 비등 땜납 포트 상에서 
분해에 저항할 수 있다. 적절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알콜 에톡실레이트, 에톡시화/프로폭시화(EO-PO) 공중합체, 아세틸린계 디올, 아세틸린계 디올 에톡실레이트, 퍼플
루오로알킬 에틸렌 옥시드, 퍼플루오로알킬 아민 옥시드 및 퍼플루오로알킬 카르복실레이트(예컨대, S-141, S-145, 
S-111 및 S-113, 일본에 소재하는 세이미 케미컬 컴파니 제품)가 있지만, 이들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자체가 용융 땜납과, 접합될 금속 표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
지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조합은 용융 땜납의 표면 장력과 접합될 금속 표면, PWB 상의 땜
납 마스크 및 마스크되지 않은 적층체의 표면 에너지를 극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땜납 볼 형성과 땜납 브리지 형성을 
피한다고 하는 예기치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특히,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바람직한 고온 생
존력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심지어 더 고 농도에서도 기판 표면 상에 실질
적인 양의 땜납 볼이 여전히 잔존하기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조합 
농도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중 하나의 등농도가 다른 것의 부재시에 사용된 경우보다 실질적
으로 훨씬 더, 땜납 볼과 땜납 브리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마무리된 표면을 산출할 수 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조합은 용융 땜납의 표면 장략과 접합될 금속 표면, PWB 상의 땜납 마
스크 및 마스크되지 않은 적층체의 표면 에너지 모두를 저하시킴으로써 상승 효과를 생성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땜납 
볼, 브리지 및 용제 잔류물의 양은 매우 낮은 수치로 감소된다.

    
또한, 용제 조성물은 용제가 특별한 고온 납땜 분야에서 납땜 공정의 열에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 비점 첨
가제, 예컨대 알콜, 글리콜 에테르 및 에스테르를 포함할 수 있다. 알콜은 다양한 유형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방향족 
및/또는 장쇄 지방족 알콜 및 로진 알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예로는 벤질 알콜, 테트라데칸올 및/또는 히드로아
베이틸 알콜이 있다. 또한, 로진 에스테르, 예컨대 로진의 메틸 또는 글리세롤 또는 펜타에리트리톨 에스테르, 변성 로
진 또는 수지의 에스테르, 예컨대 수소화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및/또는 기타 유형의 에스테르, 예컨대 카르복실산의 
메틸 에스테르가 용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글리콜 에테르 용매, 예컨대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또는 에틸렌/프 로필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도 용제에 포함될 수 있다. 용제에 혼입될 수 있는 로진, 수지 및 왁스로는 
검 로진, 톨유 로진, 목재 로진, 화학 변성 수지 및 로진(예컨대, 수소화 로진), 중합화 로진, 로진의 푸마르산/말레산 
부가물, 페놀계 수지 및 기타 천연 및 합성 수지, 로진 및 왁스가 있다. 이러한 로진, 수지 및 왁스는 납땜된 PWB의 전
기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함께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용제 조성물은 숙신산, 아디프산, 이타콘산, 말론산, 옥살산 또는 글루타르산과 같은 1 종 이상의 카르복실산을 
포함할 수 있는 활성화제 시스템을 포함한다. 대안으로, 또는 추가로, 상기 용제는 비이온성 공유 결합 유기 할로겐화물 
활성화제, 특히 브롬화물 활성화제, 예컨대 트랜스-2,3-디브로모-2-부텐-1,4-디올 (DBD), 이브롬화스티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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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로모숙신산을 포함할 수 있다. 브롬화물 활성화제는 모노-, 디- 또는 트리카르복실산일 수 있다. 활성화제는 납땜
하고자 하는 표면으로부터 산화물을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용제는 용제의 기본 용제 처리 성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소량으로 다양한 성질 개선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
다. 그러한 성분으로는 부식 억제제, 염료, 발포제 및/또는 탈포제, 살생제 및 안정화제가 있지만, 이들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질 개선 성분의 사용은 용제 제조 분야의 숙련자라면 잘 알 것이다.

    
구성요소의 리드 또는 단자를 PCB 상에 배치하고 위치 설정한 후(예를 들면, PCB 내에 도금 또는 비도금 통공을 통하
여 리드를 공급함으로써), 용제를 분무, 발포, 웨이브 또는 기타 공지 방법에 의해 리드에 도포할 수 있다. 그 다음, 필
요에 따라, 에어 나이프를 사용하여 과량의 용제를 제거할 수 있다. 용제를 도포한 후, 기판을 가열하여 용매를 휘발시
킨 다음, 기판을 용융 땜납 웨이브 위에 통과시킴으로써 통상적으로 웨이브 납땜한다. 웨이브 납땜 공정은 리드 및 접촉
부 상에 부착시키며, 상기 땜납은 구성요소를 기판에 결합시키고 전기 접속시킨다.
    

실질적으로, 본 발명의 용제 조성물은 기판과 용융 땜납의 표면 장력이 웨이브 납땜 중에 저하되어 땜납이 땜납 마스크 
상에서, 그리고 기판 상의 구성요소 리드 사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땜납 볼 및/또는 브리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더욱이, PCB로부터의 잔류 용제의 세정을 생략하여 PCB가 PCB 상에 잔존하는 용제 잔류물의 미세 트레이스를 
갖춘 잔자제품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의 용제 성분 및 양태, 뿐만 아니라 전술한 용제와 방법을 수반하는 추가의 방법은 본원에서 그 전체를 참고 인용하
는 문헌[L. Turbini, " Fluxes and Cleaning" , Printed Circuits Handbook, 제4판 제 31장(1996)]에 제공된다.

    실시예

용제의 구체예는 하기 실시예의 조성으로 더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를 상세하게 기술
하는 것이지만, 실시예는 주로 예시 목적이며, 더 넓은 양태에서 본 발명이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
다.

실시예 1:

[표 1]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ABITOL 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4.50 용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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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숙신산 1.40 활성화제
ABITOL 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4.50 용매

실시예 3:

[표 3]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숙신산 1.40 활성화제
ABITOL 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4.50 용매

실시예 4:

[표 4]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0.72 용매
숙신산 0.60 활성화제
말론산 0.40 활성화제
글루타르산 0.20 활성화제
디브로모부텐 디올 0.50 활성화제
프로필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5.00 용매
벤질 알콜 2.00 용매
TRITON NP-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3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벤조트리아졸 0.08 부식 억제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2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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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ABALYN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4.50 용매

실시예 6:

[표 6]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ERGITOL NP-15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HERCOLYN D 수소화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4.50 용매

실시예 7:

[표 7]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3.00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ABLAYN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온 생존제
FLUORAD FC-135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콜 4.50 용매

실시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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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2.50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ABLAYN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테트라데칸올 0.50 고 비점 용매
SURFLON S-121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4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콜 4.50 용매

실시예 9:

[표 9]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0.825 용매
숙신산 0.600 활성화제
말론산 0.400 활성화제
글루타르산 0.200 활성화제
디브로모부텐 디올 0.500 활성화제
프로필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5.000 용매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30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테트라데칸올 2.000 고 비점 용매
벤조트리아졸 0.075 부식 억제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10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0:

[표 10]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65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TRITON NP-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ABITOL 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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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분 중량% 기능
에틸 알콜 97.5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트랜스-2,3-디브로모-2-부텐-1,4-디올(DBD) 0.40 활성화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2:

[표 12]
성분 중량% 기능
탈이온수 97.5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TRITON NP-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3:

[표 13]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50.00 용매
에틸 알콜 47.50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디브로모숙신산 0.4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 0.05 부식 억제제

실시예 14:

[표 14]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38.77 용매
에틸 알콜 38.78     
탈이온수 20.00 활성화제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고온 생존제
TRITON NP-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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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55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4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TRITON X-100,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6:

[표 16]
성분 중량% 기능
탈이온수 97.3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SURFLON S-121 퍼플루오로아릴 트리메틸암모늄염 0.2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7:

[표 17]
성분 중량% 기능
탈이온수 97.35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아디프산 0.4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SURFLON S-141 퍼플루오로알킬 아민 옥시드 0.20 비이온성 플루오로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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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25 용매
숙신산 1.40 활성화제
글루타르산 0.20 활성화제
아디프산 0.2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ABITOL 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에톡시화 계면활성제
TERGITOL NP-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10 비이온성 에톡시화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19:

[표 19]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2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HERCOLYN D 수소화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20:

[표 20]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2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디브로모부텐 디올 0.40 활성화제
ABALYN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0.30 고 (보일러) 온도 생존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21:

[표 21]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0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디브로모부텐 디올 0.40 활성화제
POLYPALE 수지(수소화 검 로진) 0.50 필름 형성제, 신뢰도 개선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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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6.5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검 로진 1.00 필름 형성제, 신뢰도 개선제
TRITON N-101 또는 NP 15,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에톡시화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23:

[표 23]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0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DYMEREX 이합체화 로진 0.50 필름 형성제, 신뢰도 개선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에톡시화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실시예 24:

[표 24]
성분 중량% 기능
이소프로필 알콜 97.05 용매
숙신산 1.80 활성화제
DBD 0.40 활성화제
UNI-REZ 8200 푸마르산 변성 수지 0.50 필름 형성제, 신뢰도 개선제
TRITON N-101, 노닐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0.20 비이온성 에톡시화계면활성제
FTERGENT 300 플루오로계면활성제 0.05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하기 표는 상기 실시예에 사용된 상표명의 화합물 각각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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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상표명 조성 제조업체
TRITON-N-101 및TERGITOL NP
-15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100% 활성 유니온 카바이드 코포레이션(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소재)

TRITON X-100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100% 활성 유니온 카바이드 코포레이션(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소재)

FLUORAD FC-135 양이온성 4차 암모늄플루오로알킬 계면활
성제

3M 컴파니(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소재)

FTERGENT 300 양이온성 4차 암모늄플루오로알킬 계면활
성제

네오스 컴파니 리미티드(일본 효고켄 고베 소재)

SURFLON S-121 퍼플루오로알킬 트리메틸암모늄염, 30% 
활성

세이미 케미컬 컴파니 저팬(일본 가나카와켄 지가사키 
소재)

SURFLON S-141 퍼플루오로알킬 아민 옥시드30% 활성 세이미 케미컬 컴파니 저팬(일본 가나카와켄 지가사키 
소재)

ABITOLE 히드로아베이틸 알콜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
재)

ABLYN 로진의 메틸 에스테르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
재)

HERCOLYN D 로진의 수소화 메틸 에스테르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
재)

POLYPALE 수지 수소화 검 로진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
재)

DYMEREX 로진 유도 이합체 산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
재)

UNI-REZ 8200 푸마르산 변성 수지 애리조나 케미컬(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소재)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 구체예를 참고로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라면, 형식과 상세의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며, 단지 하기 특허 청구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용매;

상기 용매 중의 활성화제;

상기 용매 중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상기 용매 중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를 포함하는 납땜 용제(flux).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글리콜 에테르 용매, 방향족 알콜, 장쇄 지방족 알콜, 로진 알콜, 카르복실산의 메틸 에스테르, 로진 에
스테르, 및 변성 로진 및 수지의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고 비점 첨가제를 더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3.

 - 13 -



공개특허 특2002-008945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알콜을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물을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제는 카르복실산인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실산 활성화제는 숙신산,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이타콘산, 옥살산 및 말론산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활성화제를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제는 비이온성 공유 결합 브롬화물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공유 결합 브롬화물 화합물은 트랜스-2,3-디브로모-1-부텐-1,4-디올, 디브로모 
스티렌, 및 모노-, 디- 및 트리브로모카르복실산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화합물 및 양이온성 플루오로알킬 아민 화합물
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에톡시화 계면활성제, 에톡시화/프로폭시화 중합체 계면활성제 및 플루오
로계면활성제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천연 로진, 수지 및 왁스; 화학 변성 로진, 수지 및 왁스; 합성 수지 및 왁스;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
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로진, 수지 또는 왁스를 더 포함하는 것인 납땜 용제.

청구항 12.

용매;

상기 용매 중의 활성화제; 및

양이온성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화합물 및 양이온성 플루오로알킬 아민 화합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상기 
용매 중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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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납땜 용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방향족 술폰 작용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용매, 활성화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용제를 기재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땜납의 도포를 위해 기재 표면을 준비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용제는 글리콜 에테르 용매, 방향족 알콜, 장쇄 지방족 알콜, 로진 알콜, 카르복실산의 메틸 에
스테르, 로진 에스테르, 및 변성 로진 및 수지의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고 비점 첨가제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용재를 기재에 도포한 후에 상기 기재를 납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양이온성 4차 암모늄 플루오로알킬 화합물 및 양이온성 플루오로알킬 
아민 화합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방향족 술폰 작용기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에톡시화 계면활성제, 에톡시화/프로폭시화 계면활성제 및 플루오로계
면활성제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0.

전기 절연성 기재;

상기 기재 상의 1 이상의 전기 전도성 경로;

상기 전기 전도성 경로와 전기적으로 커플링된 1 이상의 전기 전도성 접촉부; 및

상기 전기 전도성 접촉부 상에 코팅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납땜 용제

를 포함하는 인쇄 회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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