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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응력 보상 합성물과 이 응력 보상 합성물을 사용하여 형성된 반도체 컴포넌트

(57) 요약

감광성 응력 보상층(photodefinable stress compensation layer; 21)을 갖는 반도체 컴포넌트(10) 및 응력 보상 물질의

합성물이 개시된다.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반도체 웨이퍼(11) 상에 형성되고, 개구들(22)은 포토리소그래픽으로 형성

된다. 이어서, 그 위에 전도성 범프들(26)이 배치되고, 부가적인 전도성 범프들(28)은 원래의 전도성 범프들(26) 상에 형성

된다.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광개시제(photointiator), 제 1 굴절률을 가진 에폭시, 희석제 및 충전제로 구성된다. 에폭

시-희석제의 결합 및 충전제의 굴절률들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전도성 범프들(46)이 배치된 반

도체 웨이퍼(11) 상에 형성될 수 있다. 개구들(49)은 전도성 범프들(46)을 노출시키도록 응력 보상층(47)에 형성된다. 부

가적인 전도성 범프들(51)은 원래의 전도성 범프들(46) 상에 형성된다.

대표도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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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전도성 범프들(26)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면(major surface)(12), 상기 주면 상에 배치된 본드 패드(13), 및 상기 본드 패드 상에 형성된 제 1 전도성 범프(26)를

갖는 기판(11)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주면과 상기 제 1 전도성 범프 상에 응력 보상층(21)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전도성 범프를 노출하는 단계; 및

제 2 전도성 범프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전도성 범프는 상기 제 1 전도성 범프 상에 형성하는, 상기 단계;를 포함

하는, 전도성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4.

전도성 범프들(26)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면(major surface)(12) 및 상기 주면 상에 배치된 본드 패드(13)를 갖는 기판(11)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주면과 상기 본드 패드 상에 응력 보상층(21)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본드 패드를 노출하는 단계; 및

상기 본드 패드 상에 제 1 전도성 범프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도성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5.

반도체 컴포넌트(10)에 있어서,

주면(major surface)(12) 및 상기 주면 상에 배치된 본드 패드(13)를 갖는 기판(11);

상기 본드 패드 상에 배치된 제 1 전도성 범프(26);

상기 주면 상에 배치되는 응력 보상층(21)으로서, 상기 제 1 전도성 범프를 노출하는 비아(via)를 갖는 상기 응력 보상층

(21);을 포함하는, 반도체 컴포넌트(10).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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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컴포넌트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반도체 컴포넌트들에서의 응력 경감(stress relief)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업자들은 인쇄 배선 회로 기판들, 테이프 자동 접착(Tape Automated Bonding; TAB) 기판들, 리드프레임들

등의 기판들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해 반도체 칩들 상에 전도성 범프들을 형성한다. 전도성 범프의 사용 이점으로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수행하는 능력, 소형 장치 "풋프린트(footprint)"를 야기하는 입출력(I/O) 밀도의 증가, 보다 짧은 상

호접속으로 인한 신호 전달 속도의 증가, 수직 프로파일의 저감 및 장치 중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전도성 범프들은 기판 상에 마스킹 또는 스텐실 물질 층을 침착하고, 솔더 마스크에 개구들을 형성하고, 상기

개구들에 전도성 페이스트(conductive paste)를 배치하고, 전도성 범프들을 형성하도록 전도성 페이스트를 리플로우

(reflow)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이어서, 전도성 범프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는 인쇄 배선 회로 기판 등의 지지 기판에

설치된다. 기계적인 응력들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력 보상층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형성된다. 하나의 접근방

법으로, 응력 보상층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캡슐화하기 위해 수지 이송 성형 공정(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는, 반도체 웨이퍼의 압축 및 수지내에 공기 방울이 포획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다

른 접근 방법으로는 웨이퍼의 표면 상에 재분포 유전체(redistribution dielectric)를 도포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단점으로

는, 패키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범프들이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도성 범프들이 대경

(large diameter)화되어 I/O 카운트의 밀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포토이미지어블(photoimageable) 응력 보상층을 갖는 반도체 컴포넌트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응력 보

상층은 반도체 컴포넌트 상에 있는 솔더 접합부들의 열팽창(Thermal Expansion; CTE) 계수와 매칭하는 열팽창 계수를

갖는 부가의 장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감광성 응력 보상층을 갖는 반도체 컴포넌트와, 반도체 컴포넌트 제조 방법 및 감광성 응력 보상 물

질의 합성물을 제공한다.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공정의 복잡도 또는 본드 패드 풋프린트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400마

이크로미터(㎛)까지의 범프 높이를 갖는 전도성 범프들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응력 보상 물질은 광에 민감하며, 따

라서 개구들과 비아들은 포토이미지어블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물질에 형성될 수 있다. 이 물질은 광 감응성이기 때문에,

감광성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특성 외에,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기판과 언더범프 물질 또는 본드 패드 간에 형성된 솔

더 접합부들의 열팽창(CTE) 계수와 매칭하는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감광성 응력 보상층의 합성물이 제공된다. 응력 보상 물질의 특성은 에폭시의 특성에 의해 영

향받기 때문에, 에폭시가 솔더 접합부들의 CTE에 가까운 CTE, 신뢰도 테스트 동안에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리 전

이 온도, 열 주기(thermal cycling) 동안에 응력을 크게 하지 않을 탄성률, 1%이상의 브레이크의 신장도 및 낮은 수분 흡수

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특성들은 단일 에폭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폭시들과 충전제의 혼합물

을 포함하는 에폭시 제형(epoxy formulation)이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예로,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충전된 에폭시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에폭시, 희석제, 충전제 및 광개시제들을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바

람직하게, 에폭시는 적절한 응력 보상 합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맞춤 형성되거나 조절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진 방향족 에

폭시(aromatic epoxy)이다. 일예로, 방향족 에폭시로는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bisphnoll F diepoxide)가 있다. 다른 적

절한 방향족 에폭시로는 비스페놀 A 디에폭시드가 있다.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 폴리머는 약 58ppm/℃의 CTE, 약

50KCp의 점도, 약 135℃의 유리 전이 온도 및 약 1.58의 귤절률을 갖는다.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의 CTE는 솔더 접합부

의 CTE보다 높아서, 충전제는 30 내지 45ppm/℃ 정도의 CTE를 갖는 에폭시 혼합물을 생성하기 위해, 비스페놀 F 디에

폭시드에 첨가된다. 적절한 충전제로는 1.52 내지 1.54 범위의 굴절률을 갖는 붕규산 유리(borosilicate glass)를 수 있다.

그러나, 충전제의 굴절률은 약 1.58의 굴절률을 갖는 에폭시의 굴절률보다 낮다. 다른 적절한 충전제 물질들로는 수정, 실

리카, 구면 유리 비드들(spherical glass bead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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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혼합물과 충전제 간에 굴절률들을 매칭시키기 위하여, 방향족 에폭시의 굴절률보다 낮은 굴절률을 갖는 지방족 에

폭시(aliphatic epoxy) 등의 희석제는 에폭시 혼합물을 생성하기 위해 방향족 에폭시와 결합된다.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

와 결합될 수 있는 지방족 에폭시들의 적절한 종류로는 지환족 에폭시(cycloaliphatic epoxy)가 있다. 방향족 에폭시들의

예로는 디글리시디(diglycidyl)-1, 2-사이클로헥산에디카복실레이트(cyclohexanedicarboxylate)와 리몬네 옥사이드

(limonene oxide) 및 3, 4-에폭시사이클로헥실메틸(epoxycyclohexylmethyl)3, 4-에폭시사이클로헥산 카복실레이트

(epoxycyclohexane carboxylate)를 포함한다. 지방족 에폭시들이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의 점도보다 낮은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폭시 혼합물의 점도는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의 점도보다 낮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경화된 지방족 에폭

시들이 약한 수분 저항력을 나타내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지방족 에폭시들의 양은 이 파리미터들이 에폭시 혼합물에 나

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광개시제는 광 등의 방사에 대하여 노출될 때 에폭시 혼합물의 중합반응(polymerization)을 일으킨다. 광개시제는 카티오

닉 광개시제(cationic photoinitiator)나 프리라디칼 광개시제(free-radical photoinitiator)일 수 있다. 자외선(UV) 광이

존재하는 경우, 카티오닉 광개시제는 에폭시의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강한 산을 발생한다. 즉, 강한 산은 에폭시 구성들의

크로스링킹(cross-linking)을 조장한다. 프리라디칼 광개시제들은 에폭시 아크릴레이트(epoxy acrylate)의 아크릴레이

트 일부를 공격함으로써 에폭시 아크릴레이트의 중합반응을 일으킨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광개시제는 예를 들어 트리어릴 설폰니움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triaryl 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염제와 같은 오니엄 염제(onium salt)와, 예를 들어 프로필렌 카보네이트(propylene carbonate)

와 같은 용해제의 혼합물인 카티오닉 광개시제이다. 적절한 트리어릴 설폰니움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염제로는 비스-

p-디펜닐솔포니엄펜닐솔피이드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Bis-p-diphenylsulfoniumphenylsulfide

hexafluorophosphate)와, 디펜닐펜닐스이오펜닐솔포니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diphenylphenylthiophen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의 혼합물이 있다. 예로서, 카디오닉 광개시제는 오니엄 염

제의 50 중량%와 용해제의 50 중량%로 이루어진다.

에폭시의 카티오닉 포토크로스링킹(photocrosslinking)은 강한 산을 형성하기 위해 카티오닉 광개시제와 반응하는 UV 방

사의 결과이다. 강한 산은 반응성 카티오닉 종들을 형성하기 위해 에폭시 단량체(monomer)의 링(ring)을 개방하고, 결과

적으로 에폭시의 중합반응을 야기시킨다.

카티오닉 광개시제의 다른 실시예에서,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에폭시, 희석제,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크로스-링커, 충

전제 및 카티오닉 광개시제를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는 감광성 응력 보상층의 포토이미지어빌리티

를 향상시키고, 예를 들어 트리아크릴레이트와 같은 크로스-링커와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를 혼합함으로써 형성된

다. 특히,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약 15 중량%의 방향족 에폭시, 희석제 또는 지환족 에폭시의 약 32.6 중량%, 에폭시 아

크릴레이트와 트리아크릴레이트 혼합물의 약 47.5 중량% 및 약 4.7 중량%의 카티오닉 광개시제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에폭시로는 시바 게이지(Ciba Geigy) 회사 제품의 상품명 GY 281로서 판매되는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가 있고, 지환족

에폭시로는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 제품의 상품명 ERL 4221로 판매되는 3, 4-에폭시사이클로헥실메틸 3, 4-에폭시사이

클로헥산 카복실레이트가 있고, 에폭시 아크릴레이트와 트리아크릴레이트의 혼합물로는 UCB 화학 회사 제품의 상품명

이베크릴(Ebecryl)로 판매되는 70 중량%의 아크릴레이트 비스페놀 F과 30 중량%의 트리메틸로프로파네트리아크릴레이

트(trimethylolpropanetriacrylate)가 있고, 충전제로는 붕규산 유리가 있고, 카티오닉 광개시제는 UCB 화학 회사 제품의

상품명 유바큐리(Uvacure) 1590로 판매되는 트리어릴 솔포니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염제의 50 중량%와 1,2 프로포

리니(propylene) 카보네이트의 50 중량%가 있다. 특히, 트리아크릴 설폰니움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염제로는 비스-p-

디페닐솔포니엄페닐솔피이드(bis-p-diphenylsulfoniumphenysulfonium)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와 디페닐페닐시오페

닐솔포니엄(diphenyphenythiophenylsulfonium)의 결합물이 있다. 에폭시 포뮬레이션은 충전제 30 내지 80 중량%를 포

함할 수 있다.

카디오닉 광개시제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희석제, 충전제 및 카디오닉 광개시제에 의해 형성되

고, 충전제는 수정 또는 실리카 중 하나이다.

프리라디칼 광개시제의 실시예에서,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은 에폭시, 에폭시아크릴레이트, 희석제, 충전제 및 프리라디칼

광개시제에 의해 형성된다. 프리라디칼 광개시제의 실시예에서, 프리라디칼 광개시제는 개시제(initiator)와 아민 시너지

스트(amine synergist)의 혼합물이다. 예로서, 개시제로는 이소프로필디오스안톤(isopropylthioxanthone)와 아민 시너

지스트 에틸 p-(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가 있다. 적절한 혼합물은 1:1 중량/중량 혼합의 이소프로필디오스안톤과 에틸

p-(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혼합물은 약 50 중량%의 이소프로필디오스안톤과 약 50 중량%

의 에틸 p-(디메틸아미노)벤조에이트로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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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에폭시는 적절한 응력 보상 합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맞춤 형성되거나 조절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방향족

에폭시이다. 예로서, 방향족 에폭시로는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가 있고, 에폭시 아크릴레이트로는 에베크릴(Ebecryl)

9636가 있다. 다른 적절한 방향족 에폭시로는 비스페놀 A 디에폭시드가 있다.

에폭시 혼합물과 충전제 간의 굴절률들을 매칭시시키기 위해, 방향족 에폭시의 굴절률보다 낮은 굴절률을 갖는 지방성의

에폭시는 에폭시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방향족 에폭시와 결합된다. 비스페놀 F 디에폭시드와 결합될 수 있는 지방족 에

폭시의 적절한 종류로는 지환족 에폭시가 있다.

아크릴레이트의 포토크로스링킹은 아민 제거에 의해 프리라디칼을 생성하도록 프리라디칼 광개시제와 화학 반응한 UV방

사의 결과이다. 에폭시를 덜 용해(광삽입(photointercalation))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프리라디칼은 아

크릴레이트와 화학 반응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전도성 범프를 형성할 때 응력 보상 합성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따

른 초기 제조 단계에서의 반도체 컴포넌트(10)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도 1에는 예를 들어, 표면(12)을 가진 반도체 웨이퍼

와 같은 기판(11)이 도시되어 있다. 본드 패드(13)가 형성될 위치에서, 표면(12) 및 개구에 형성된 유전체 물질의 층(14)은

유전체 층(14)내에 형성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는 트랜지스터, 다이

오드, 집적 회로, 패시브 소자 등과 같은 회로 소자를 포함한 복수의 반도체 칩들로 구성된다. 본드 패드(13)는 집적 회로

또는 반도체 장치의 적절한 영역에서 전기적으로 접촉한다. 상기 회로 소자가 도 1에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본드 패드(13)는 유전체 층(14)의 개구에 의해 노출된 표면의 일부(12) 상에 형성된다. 재분포 구조물(16)은 본드 패드들

(13)과 유전체 층(14)의 일부분 상에 형성된다. 도 1의 실시예에 따르면, 재분포 구조물(16)은 상부에서 배치된(disposed)

유전체 층(18)을 갖는 전기 전도성 층(17)으로 구성된다. 전기 전도성 층(17)을 위한 적절한 물질로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물질이 있다. 유전체 층(18)을 위한 적절한 물질로는 폴리이미드(polyimide), 벤조사이클로부텐

(BCB:benzocyclobutene) 등의 물질이 있다. 재분포 구조물(16)은 미세 피치 주변의 배열(fine pitch peripheral

configuration)에서 보다 조잡한 피치 영역 어레이 배열(coarser pitch area array configuration)까지 본드 패드를 재분

포한다. 그래서, 재분포 구조물(16)은 본드 패드 연장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유전체 층(18) 상에 배치된(disposed) 전

기 전도성 층(17)을 도시하고 설명하였더라도,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분포 구조물(16)은 복수의

전기적으로 절연 또는 비전도성 층들에 의해 분리된 복수의 전기 전도성 층들로 구성될 수 있다.

복수의 비아들(19)은 전기 전도성 층(17)의 범핑 영역을 노출하기 위해 유전체 층(18)에 형성된다. 전기 전도성 층(17)의

범프 또는 범핑 영역들은 전도성 범프들이 형성될 영역들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술된 바와 같이 감광성 응력 보상 층(21)은 재분포 구조물(16)에 배치된다. 응력 보상층(21)은 비아들

(19)을 충전한다. 개구들(22)은 포토리소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 전도성 층(17)의 범프 영역을 노출하기 위해 응력

보상층(21) 내에 형성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선택적인 언더범프 금속화 층(23)은 전기 전도성 층(17)의 노출된 일부 즉, 전기 전도성 층(17)의 노출된

본드 패드 영역 상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솔더 페이스트와 같은 전도성 페이스트(24)는 응력 보상층(21) 상에 배치된다. 바람직하게는, 전도성 페이스트

(24)는 응력 보상층(21)의 표면상 및 개구(22)내에 분배, 분산, 침수(flood)된다. 스퀴이지(squeegee)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는 응력 보상층(21)을 가로질러 전도성 페이스트를 밀고(sweep), 응력 보상층(21) 내의 개구들(22)을 실질적으로 충

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분의 전도성 페이스트는 응력 보상층(21)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전도성 페이스트(24)는 전도성 범프들(26)을 형성하기 위해 리플로우된다. 전도성 범프들(26)은 전도성

페이스트(24)가 솔더 페이스트일 때, 솔더 범프로 언급된다. 부가적인 전도성 페이스트(27)는 응력 보상층(21)과 전도성

범프(26) 상에 배치된다. 부가적인 전도성 페이스트를 적용하는 목적은 전도성 범프의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대안

적으로, 솔더 볼은 전도성 범프(26) 상에 배치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전도성 페이스트는 전도성 범프들(26) 상의 전도성 범프들(28)을 형성하기 위해 리플로우된다. 전도성

범프들(28)은 전도성 범프들(29)을 형성하기 위해 전도성 범프들(26)과 함께 융합한다. 실시예에서, 응력 보상층(21)은 웨

이퍼 상의 응력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도성 범프(28)의 형성을 위한 스텐실(stencil)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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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초기 제조 단계에서의 반도체 컴포넌트(40)를 확대한 단면도이다. 동일한 소자에 대

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로 사용된다. 도 6에는 예를 들어, 표면(12) 및 본드 패드(13)와, 표면(12)상의 유전체층(14)를 갖

는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기판(11)이 도시되어 있다. 재분포 구조물(16)은 본드 패드(13) 및 유전체층(14)의 일부 상에 형

성된다. 실시예에 따라, 재분포 구조물(16)은 그 위에 배치된 유전체 층(18)을 갖는 전기 전도성 층(17)으로 구성된다. 복

수의 비아들(19)은 전기 전도성 층(17)의 일부를 노출하기 위해 유전체 층(18)에 형성된다. 선택적인 언더범프 금속화 층

(42)은 전기 전도성 층(17)의 노출된 부분들 상에 형성된다.

도 7를 참조하면, 솔더 마스크 물질의 층(41)은 재분포 구조물(16) 및 언더범프 금속화 층(42) 상에 형성된다. 솔더 마스크

층(41)은 개구들(43)이 언더범프 금속화 층(42)의 일부를 노출하기 위하여 솔더 마스크 층(41) 내에 형성하도록 패턴화된

다. 솔더 마스크 층(41)은 스텐실로서 제공되며 이 스텐실을 위한 재료는 본 발명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스텐

실은 감광제, 응력 보상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더 페이스와 같은 전도성 페이스트(44)는 솔

더 마스트 층(41)상에 배치되며 개구들(43) 안으로 배치된다. 전도성 페이스의 배치를 위한 기술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

되었다. 초과 전도성 페이스트는 솔더 마스크 층(41)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된다.

도 8을 참조하면, 솔더 마스크 층(41)은 제거되고, 전도성 페이스트는 전도성 범프(46)를 형성하기 위해 리플로우된다. 전

도성 페이스트(44)가 솔더 페이스트인 경우, 전도성 범프(46)는 솔더 범프이다. 전도성 범프(46)는 세정되고, 감광성 응력

보상 물질의 층(47)은 전도성 범프들(46) 및 재분포 구조물(16) 상에 배치된다. 개구들(49)는 포토리소그래픽 기술의 이용

하여 응력 보상층(47) 내에 형성된다.

도 9를 참조하면, 제 2세트의 전도성 범프들(51)은 전도성 범프들(46) 상에 형성된다. 전도성 범프들(51)은 범프 구조물

(52)을 형성하기 위해 전도성 범프들(46)과 융합한다. 총 높이가 약 300미크론(μ)이상인 범프가 본 발명을 사용하여 형성

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솔더 볼은 전도성 범프(46) 상에 배치된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감광성 응력 보상층 및 응력 보상층을 위한 화학 혼합물을 갖는 반도체 컴포넌트가 제공되었다. 감광성 응력 보

상층은 충전제의 굴절률에 매칭되는 에폭시 제형(formulation)의 굴절률을 포함한다. 스트레스 보상층의 일부가 UV 광 중

합 같은 방사에 노출되지 않고 반면에, 광에 노출된 부분들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굴절률의 매칭은 매칭되지 않

은 제형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두께까지 응력 보상층이 포토이미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두꺼운 에폭시 막 즉, 두께

200㎛ 이상인 막은 형성될 수 있고, 비아는 이러한 두꺼운 막 안에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부가적인 개조 및 개선이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도시된 특정한 형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수정은 본 발명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및 정신 내에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전도성 범프(16)는 프린트 기판, 플렉스 회로, 금속 세라믹스, 금속 유리 등 상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

기 전도성 범프는 솔더 파우더와 솔리드 솔더 플럭스의 콤비네이션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초기 제조 단계에서의 반도체 컴포넌트를 확대한 단면도.

도 2는 응력 보상층이 형성된 도 1의 반도체 컴포넌트를 확대한 단면도.

도 3은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2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도 4는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3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도 5는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4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초기 제조 단계에서의 반도체 컴포넌트를 확대한 단면도.

도 7은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6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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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7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도 9는 후기 제조 단계에서의 도 8의 반도체 웨이퍼를 확대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반도체 컨포넌트 11 : 반도체 웨이퍼

22, 46, 49 : 개구 13 : 전도성 범프

21, 47 : 응력 보상층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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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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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718821

- 9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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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718821

- 11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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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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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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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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