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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충분한 체적을 갖고 또한 높이 편차가 적으며, 게다가 재료 선정상의 제약이 적은 다수개의 범프를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에 고속이면서 높은 신뢰도로 용이하게 실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범프 형성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다공질판(242)을 이용한 흡착 헤드(240)와 다수의 개구부(221a)를 갖는 스텐슬(221)을 사용한다. 미리 스

텐슬(221) 내에 땜납 볼(140)을 정렬 충전하고, 땜납 볼(140)과 스텐슬(221)을 흡착 헤드(240)에 흡착하여 반도체 

장치(100)의 패드(101) 면에 대하여 위치 결정한 상태에서, 땜납 볼(140)만을 패드(101)상에 낙하시켜 미리 도포한 

점착제에 의해 땜납 볼(140)을 패드상에 고정하고, 그 후 리플로우함으로써 범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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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의 기본적인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2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시스템의 기본적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

도3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점착제 공급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4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정렬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5는 도4에 도시한 정렬 공정에 있어서, 스크레이프 부재로서 복수개의 와이어를 구비한 볼 스키지를 이용하여 볼 

마스크의 개구부에 땜납 볼을 충전해 가는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6은 도4에 도시한 정렬 공정에 있어서, 스크레이프 부재로서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를 구비한 볼 스키지를 

이용하여 볼 마스크의 개구부에 땜납 볼을 충전해 가는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7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정렬 공정후의 검사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8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흡착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9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위치 맞춤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0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이송 탑재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1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이동 탑재 공정후의 검사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2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보수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3은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흐름 중 절단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4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시스템의 타임 차트를 도시한 도면.

도15는 본 발명에 관한 흡착 헤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16은 본 발명에 관한 흡착 헤드의 변형예를 도시한 평면도 및 대상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17은 본 발명에 관한 흡착 헤드의 다른 변형예를 도시한 평면도 및 대상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대상물(웨이퍼)

101 : 패드

120 : 점착제

140 : 땜납 볼

160 : 범프

200 : 마스크

201 : 스텐슬

210 : 스키지

220 : 볼 마스크

230 : 볼 스키지

240 : 흡착 헤드

242 : 다공질판

250 : 헤드 이동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에 대하여 전기적, 기계적, 열적 접속점이 되는 범프의 형성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에 대한 범프 형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금 기술에 의해 반도체 장치의 패드상에 금속을 석출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도금법(종래 기술 1), 땜납 

페이스트를 반도체 장치의 패드상에 인쇄한 후, 이를 가열함으로써 땜납 페이스트 중의 땜납의 미립자를 용융시키고,

나중에 이것이 패드상에서 고체화됨으로써 범프를 형성하는 인쇄법(종래 기술 2), 금의 와이어의 일단부를 패드상에 

접속한 후에 이를 절단함으로써 범프를 형성하는 스터드 범프법(종래 기술 3)이 있다.

또한, 종래의 땜납 볼에 의한 범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첫째로는 미국 특허 제5284287호 명세서 및 도면(종래 기

술 4)에서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땜납 볼을 진공 흡인에 의해 지그에 흡인한 후에 이를 반도체 장치의 패드면 상에

탑재하고, 그 후 가열하여 땜납 볼을 용융시킨 후에 이를 고체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일본국 특허 제2897356호 공보(종래 기술 5)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땜납 볼을 망판(網板)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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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공 흡착하여 이를 반도체 장치의 패드면 상에 탑재하고, 그 후 가열하여 땜납 볼을 용융시킨 후에 이를 고체화시

키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종래 기술은 이하와 같은 과제를 각각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프의 체적이 클수록, 반도체 장치를 전자 회로 기판상에 접속했을 때의 접속 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 1, 2의 도금법이나 인쇄법에서는 충분한 체적을 갖는 범프를 형성하는 것이 원리상 어렵다. 게다가

, 범프에 높이 편차가 발생하므로 반도체 장치를 전자 회로 기판상에 접속할 때, 모든 범프에 대하여 정상적인 접속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종래 기술 3의 스터드 범프법에는 와이어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므로, 금 등 특정 재질의 범프의 형성

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한 개씩 범프를 형성하므로, 수만개의 패드를 갖는 반도체 장치에 적용

한 경우, 범프 형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린다는 과제가 존재한다.

또한, 종래 기술 4, 5의 땜납 볼법에서는 범프 높이의 편차가 적고 또한 충 분한 체적을 갖는 범프를 형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그 제작에 매우 미세한 구멍 펀칭 가공 기술이 필요한 땜납 볼 진공 흡착용의 지그를 사용한

다. 이 지그는 구멍 펀칭수에 비례하여 가격이 높아지므로, 범프수가 많은 반도체 장치에 대한 경우는 범프 형성 비용

이 높아 비용면에서 과제가 있다. 또한, 망판을 이용하는 경우는 땜납 볼에 비해 큰 직경을 갖는 구멍을 가공하는 것만

으로 충분하고, 땜납 볼의 흡입 방지에는 망판을 이용하므로 지그가 간편해지는 잇점이 있지만, 망판을 이용하므로 

땜납 볼의 탑재 위치가 망선 상에 온 경우, 땜납 볼의 흡인 위치가 어긋나 버린다는 과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체적을 갖고 또한 높이 편차가 적으며, 게다가 재료

선정상의 제약이 적은 다수개의 범프를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에 고속이면서 높은 신뢰도로 용이하게 실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범프 형성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에 다수개의 범프를 일괄 형성하는 시스템 구성을 간소화하고, 

양산성이 우수한 범프 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범프 형성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공급된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

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

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

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

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

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합 공정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공정을,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한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한 쪽

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공정을,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

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공정을,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공정을,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

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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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공정을,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의 구름 운동에 의거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

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위치 맞춤 공정전에, 상기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 상의 적어도

패드의 군에 대하여 점착제를 공급하는 점착제 공급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렬 공정후, 상기 정렬 공정에서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게다가, 상기 정렬 공정후, 상기 정렬 공정에서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

구부의 군에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갖고,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도전성 

입자로 채워지지 않은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다른 정렬 공정을 실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공정후, 상 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공정후,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과,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도전성 입

자상에 장착되지 않은 패드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과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장착되지 않은 도전성 입자 상의 패드에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장착하고,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여분의 도전성 입자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

과함을 나타내는 경우,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보수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접합 공정후, 상기 접합 공정에 의해서 패드에 범프가 형성된 대

상물을 원하는 단위로 절단하는 절단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

에 적재하고, 공급된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

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장치와, 상기 정렬 장치에 의해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

는 흡착 장치와, 상기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범프를 형성하는 

패드의 군이 배열된 대상물 상으로 가져와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고, 상기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이송 탑재 제어 장치에 의해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

프를 형성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장치를,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한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장치를,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

렬 지그상을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

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

그에 대하여 정렬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장치를,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장치를,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

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

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정렬 장치를,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의 

구름 운동에 의거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도록 구

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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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렬 장치에 의해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외관 검사 장치를 또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제어 장치에 의해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외관 검사 장치를 또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제어 장치에 의해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외관 검사 장치와, 상기 외관 검사 장치로 검사된 결과, 누락이 허용수

를 넘어서 존재한 경우에는 누락되어 있는 패드상에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탑재하고, 또는 과잉이 허용수를 넘어

서 존재한 경우에는 과잉의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보수 장치를 또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흡착 장치는 진공 흡착 장치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흡착 장치는 도전성 입자의 군을 흡착하는 부분에 다공질의 

기판을 배치한 진공 흡착 장치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범프 형성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렬 장치에 있어서, 스크레이프 부재를 복수개의 와이어로 구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구성에 따르면, 충분한 체적을 갖고 또한 높이 편차가 적으며, 재료 선정상의 제약이 적은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이용한 범프 형성을 일괄하여 행하도록 하여 고속화를 실현하고, 게다가 높은 신뢰도로 

용이하게 범프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에 다수개의 범프를 일괄 형성하는 장치 구성을 간소화하고, 양산

성이 우수한 범프 형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성에 따르면,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의 과부족을 검사하여 필요에 따라서 재시도 동작 및 수정 동작을

행함으로써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하여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1에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의 기본적인 흐름을 도시한다. 도2에는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시스템의 기본적 

구성을 도시한다.

즉,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의 기본적인 흐름은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입 공정(1), 점착제 공급 공정(2), 위치 

맞춤 공정(3), 이송 탑재 공정(7), 검사 공정(8), 가열 공정(9), 세정 공정(13), 검사 공정(14), 및 필요에 따라서 절단 

공정(15)으로 이루어지는 주된 흐름과, 특히 본 발명의 특징으로 하는 정렬 공정(4), 검사 공정(5), 및 흡착 공정(6)으

로 이루어지는 제1의 부수적 흐름과, 보수 공정(10), 검사 공정(11), 및 재생 공정(12)으로 이루어지는 제2의 부수적 

흐름으 로 구성된다.

투입 공정(1)은 범프 형성 시스템에 투입하는 공정이다. 즉, 투입 공정(1)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 등

의 범프를 형성하는 대상물(100)을 수납한 카세트를 로더(501)에 삽입하고, 또한 대상물(100)을 로드 아암 등의 로봇

기구(504)에 의해 로더(501)에 삽입된 카세트로부터 취출하여 위치 맞춤 기구(503)에 탑재하고, 위치 맞춤 기구(503

)에 의해 대상물(100)상에 형성된 노치 등의 기준 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100)을 위치 맞춤을 행하고, 이 위치 

맞춤이 행하여진 대상물(100)을 예를 들어 로봇 기구(504)에 의해서 반송 장치(528)상의 미동(微動) 스테이지(280)

에 탑재하고, 상기 반송 장치(528)를 반송 궤도(505)를 따라서 반송하여 점착제 공급 스테이션까지 도달시키는 공정

이다. 또, 투입 공정(1)에 있어서 투입되는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100)은, 예를 들어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

퍼와 같이 웨이퍼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칩 상태로 잘라내어 기판 등에 고정되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점착제 공급 공정(2)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점착제 공급 스테이션에 설치된 점착제 공급 장치(520)에 의해, 반송 

장치(528)에 의해 점착제 공급 스테이션까지 반송되는 대상물(100)상의 범프 형성 부위[패드(101)]에 플럭스나 땜납

페이스트나 도전성 접착제 등의 점착제(120)를 공급하는 공정이다. 즉, 점착제 공급 공정(2)에 있어서는 도3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웨이퍼 등의 대상물(100)은 반송 장치(528)상에 설치된 미동 스테이지(280)에 진공 흡착에 의해 고정

되어 있다. 그리고, 점착제 공급 공정(2)에 있어서, 개구부(201a)와 패드(101)가 대응하는 위치에 위치하게 되도록, 

개구부(201a)가 있는 스텐슬(201)을 프레임(202)에 부착한 마스크(200)와 대상물(100)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을 

행하고, 그 후 플럭스 등의 점착제(120)를 개구부(201a)를 통해서 인쇄 등에 의해 공급한다. 플럭스 등의 점착제(120

)를 인쇄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플럭스 등의 점착제(120)는 고무로 된 스키지(210)에 의해서 스텐슬(201)에 

인쇄되어지고, 대상물(100)상의 패드(101)에 개구부(201a)를 통해서 인쇄 공급된다. 또, 사용하는 점착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쇄가 아닌 스탬프 전사 방식이나, 전체면 도포 방식이나 디스펜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점착제로서 유동성이 중간 정도인 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탬프 전사를, 유동성이 매우 높은 플럭스를 사용하

는 경우는 스핀코트 등의 전체면 도포를, 땜납 입자를 플럭스 성분과 혼화한 땜납 페이스트의 경우는 스크린 인쇄를, 

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디스펜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특징으로 하는 제1의 부수적 흐름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의 부수적 흐름인 정렬 공정(4), 검사 공정(5), 및 흡착 공정(6)은 도2에 도시한 복수의 정렬·흡착 스테이션에 설

치된 정렬 장치(522), 외관 검사 장치(320) 및 흡착 장치(522)에 있어서 점착제 공급 공정(2)과 병행하여 실행된다.

정렬 장치(522)는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15 내지 30도 정도 경사진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와, 상기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상에 배치되고 ㄷ자형의 프레임(222)에, 대상물(100)의 패드(101)에 상당하는 부분에 개구부(221a)를

형성한 스 텐슬(형판)(221)을 부착한 구조의 볼 마스크(볼 정렬용 지그)(220)와, 직사각형 형상의 프레임형 부분(230

a)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 사이에, 스크레이프 부재인 복수개의 유연성을 갖는 와이어(230c)를 가로질러 걸친 구조의 

볼 스키지[도4의 (a)에는 반으로 나누어진 상태의 볼 스키지(230)를 도시하고 있음](230)에 의해서 구성된다. 스텐

슬(형판)(221)은 대상물(100)상에 배열된 패드(101)의 위치에 대응시켜 땜납 볼(140)이 정렬되는 개구부(221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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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형성한 박판형 부재이다.

특히, 도4의 (b), (c) 및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경사진 볼 스키지(230)가 볼 마스크(220)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이동하므로, 볼 스키지(230) 내에 공급된 도전성 입자인 입자 형태의 땜납 볼(140)은 자중

에 의해 경사를 따라서 낙하하여(굴러), 하측의 프레임형 부분의 근처에 위치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스텐슬(형판)(2

21)에 형성된 개구부(221a)에 삽입(충전)되어 가게 된다. 그에 따라, 하측의 프레임형 부분의 근처부터는 와이어(230

c)를 없애어 구성된다. 그리고, 가장 상측의 와이어와 상측의 프레임형 부분 사이의 간극은 땜납 볼이 유입되지 않도

록 형성되어 있다.

또, 스텐슬(221)의 두께는 여분의 땜납 볼을 와이어(230c)에 의해서 긁어내기 쉽도록 땜납 볼의 직경보다 약간 작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볼 스키지(230)에 있어서의 프레임형 부분(230a)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에 있어서의 하면에는 땜

납 볼(140)의 직경의 절반 정도를 돌출시킨 썰매 형상 부분(230b)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썰매 형상 부분(230b)이

스텐슬(221)의 표면에 접촉하고, 그 사이의 프레임형 부분(230a)의 하면은 스텐슬(221)의 표면과의 사이에 땜납 볼(

140)의 직경의 절반 정도의 간극이 형성되어, 스텐슬(221)의 개구부(221a)에 삽입된 땜납 볼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정렬 공정(4)에서는 다수의 도전성 입자인 입자 형태의 땜납 볼(140)이 공급된 볼 스키지(23

0)가,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와 함께 15 내지 30도 정도 경사진 볼 마스크(220)의 스텐슬(221)상을 경사를 따라서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이동한다. 이 때, 땜납 볼(140)이 경사를 따라서 굴러 떨어지면서 스텐슬(221)의 개

구부(221a)에 순차적으로 충전되어 가고, 도4의 (c) 및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분으로 부착된 땜납 볼(140a)에 대

해서는 와이어(230c)에 의해 긁어내어지게 된다. 와이어(230c)는 예를 들어 텅스텐의 꼬임선으로 이루어지는 유연성

(힘이 가해지면 연신되고, 힘이 제거되면 원래로 복귀하는 신축성을 지님)을 갖고, 게다가 여분의 땜납 볼(140a)의 한

가운데보다 하부의 바닥 부분을 압박하도록 힘이 작용하므로, 여분의 땜납 볼(140a)에 과대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없

애고 들어올리는 듯한 힘을 작용시켜, 타격 흔적·변형 등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여분의 땜납 볼(140a)

을 볼 스키지(230)의 이동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부착한 스크레이프 부재인 복수개의 와이어(230c)로 긁어내도

록 했으므로, 스텐슬(221)의 표면으로부터의 와이어(230c)의 높이(땜납 볼의 반경 이하)의 설정이 용이해지고, 게다

가 볼 스키지(230)의 이동 방향으로 변형되기 쉬워 여분의 땜납 볼(140a)에 과대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종적으로 볼 스키지(230)는 볼 마스크(220)의 프레임(222)의 개구부로부터 빠져 나가고, 그에 수반하여 사용되지 

않은 땜납 볼(140)은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의 외측으로 압출되어 배출된다. 그리고, 그 후 경사 정렬 스테이지(31

0) 및 볼 마스크(220)는 도4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평 상태로 복귀한다.

또, 개구부(221a)의 직경은 정렬 공정(4)에서 사용하는 땜납 볼(140)의 직경의 1배 이상이면서 2배 미만(땜납 볼이 1

개 들어가고 2개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개구부(221a)의 직경을 2배 가까이로 크게 하면, 그 만큼 땜납 

볼(140)의 위치 결정 정밀도가 저하되게 되는 동시에, 여분의 땜납 볼(140a)이 개구부(221a)에 들어가는 양이 커져

서 와이어(230c)로 긁어내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대상물(100)상의 패드(101)의 크기가 0.2mm 정도이고, 땜납 볼

(140)의 직경이 0.3mm 정도인 경우, 땜납 볼의 위치 어긋남량으로서 0.1mm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구부(

221a)의 직경은 땜납 볼의 직경의 1.1배 내지 1.5배 정도가 바람직하게 된다.

또한, 스텐슬(221)에 있어서의 개구부(221a)는 드릴 등에 의한 기계적 제거 가공에 의해 가공 가능한 이외에, 엣칭이

나 부가적(additive) 가공 등의 화학적인 가공에 의해서도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구부(221a)의 수 등에 따라 적

절한 가공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하게 스텐슬(221)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 결과 저렴한 볼 마스

크(220)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 여분의 땜납 볼을 긁어내는 데에 프레임형 부분(230a)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의 바닥부에 부착된 복수개의 와이

어(230c)를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 지만, 복수개의 와이어(230c) 대신에 상기 와이어(230c)와 동일한 강성을 

갖고, 도6에 도시한 바와 같은 선단부를 고정밀도로 가지런히 한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230d)라도 좋다.

특히,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230d)의 선단부를 가지런히 하는 것은 개구부(221a) 내에 일단 들어간 땜납 볼(1

40b)을 쓸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230d)를 얕은 각도로 땜납 볼의 바닥부

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여분의 땜납 볼을 들어올리도록 하여 긁어내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입자 형태의 땜납 볼(140)이 공급된 볼 스키지(230)를, 스텐슬(221)상의 경사를 따라서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땜납 볼(140)을 경사를 따라서 굴러 떨어뜨리면서 스텐슬(221)의 개구

부(221a)에 순차적으로 충전해 가고, 스크레이프 부재인 와이어(230c)나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230d)에 의해

타격 흔적·변형 등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 여분의 땜납 볼(140a)을 긁어내는 데에 있다.

또, 이상 설명한 정렬 공정(4)에서는 다수의 도전성 입자인 입자 형태의 땜납 볼(140)이 공급되어 수납된 볼 스키지(2

30)가, Ø0.3mm의 땜납 볼(도전성 입자)을 이용한 경우는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와 함께 15 내지 30도 정도 경사

진 볼 마스크(220)의 스텐슬(221)상을 경사를 따라서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이동하도록 하고, 다수의 땜납

볼(140)을 경사를 따라서 굴려 볼 마스크(220)에 뚫린 개구부(221a)에 충전되기 쉽게 했지만, 볼 스키지(230)에 수

납되는 땜납 볼의 수가 적어지거나 한 경우, 스크레이프 부재를 연구함으로써 정렬 스테이지(310)나 그 위 에 적재하

는 볼 마스크(220)를 반드시 경사지게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정렬 스테이지(310)나 볼 마스크(220) 등을 경사시킨 경

우, 볼 스키지(230)에 수납되는 땜납 볼의 수가 적으므로, 여분의 땜납 볼(140a)이 개구부(221a)에 충전된 땜납 볼에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와이어(230c) 등의 스크레이프 부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검사 공정(5)에 있어서, 외관 검사 장치(320)를 도7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볼 스키지(230)를 퇴거시킨 상

태에서 정렬 장치(522)상에 두고, 이 외관 검사 장치(320)에 의해 정렬 공정(4)에서 충전된 땜납 볼의 유무를 검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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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관 검사 장치(320)는 예를 들어 어두운 시야를 조명하는 조명계(도시 생략)와, 땜납 볼을 포함한 스텐슬(221)로

부터의 산란 반사광에 의한 상을 결상시키는 렌즈(322), 및 상기 렌즈(322)로 결상한 땜납 볼의 상을 촬상하는 CCD 

카메라(321)로 이루어지는 검출 광학계와, 이들 조명 광학계 및 검출 광학계를 이동시키는 이동 기구(323)와, 상기 

검출 광학계의 CCD 카메라(321)로부터 얻어지는 땜납 볼을 현재화(顯在化)한 화상을 처리하여 모든 개구부(221a)에

충전된 땜납 볼의 유무를 판정하고, 상기 판정에 근거하여 도7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상, 합격, 불합격의 판단을

행하는 화상 처리부(도시 생략)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검사 공정(5)에서는 이동 기구(323)에 의해서 조명 광학계 및 검출 광학계를 2차원적으로 주행시킴으로써,

CCD 카메라(321)로부터는 개구부(221a)에 충전된 땜납 볼(140)에 대하여 밝은 링 형상의 화상으로서 현재화하여 

검출되고, 땜납 볼의 유무가 순차적으로 화상 처리에 의해서 검사되어 이상, 불합격, 합격의 판단이 행해진다.

그 결과, 땜납 볼(140)의 충전이 합격이면 흡착 공정(6)으로 진행하고, 불합격이면 정렬 공정(4)으로 복귀하여 다시 

땜납 볼의 충전을 행한다. 땜납 볼의 결손수가 많은 경우에는 볼 스키지(230) 내에 땜납 볼을 공급한 상태에서 다시 

볼 스키지(230)를 주행시켜 행한다. 또한, 땜납 볼의 과잉수가 많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상태로 다시 볼 스키지(230)

를 주행시켜 와이어(230c)나 브러시나 주걱 형상의 스키지(230d)에 의한 긁어내기를 행한다.

땜납 볼(140)의 충전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나, 정렬 공정(4)을 반복해도 합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볼 마스크

(220)의 오염이나, 땜납 볼(140)의 크기의 이상 등에 기인하므로, 이상으로 간주하여 경고 처리를 행한다. 통상은 오

퍼레이터 콜에 의한 정렬 장치(522)의 보수 작업이 실시된다.

또, 외관 검사 장치(320)의 화상 처리부에 있어서의 각각의 판단의 경계치(허용 볼 결손수, 허용 볼 과잉수, 허용 재시

도 횟수 등)는 요구 생산 수율이나 필요한 생산 택트 및 일괄 탑재 땜납 볼수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한다. 즉, 허

용의 한계는 범프 형성의 품종에 따라서 설정된다.

다음에, 흡착 공정(6)에 있어서, 외관 검사 장치(320)를 후퇴시키고 도8의 (b), (c),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착 장치

(522)를 반입하여 강하시킴으로써, 볼 마스크(220)와 충전된 땜납 볼(140)이 흡착 헤드(240)에 의해서 흡착된다.

흡착 헤드(240)의 구조는 도8의 (a)에 단면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241)에 다공질판(242)을 매립하고, 게다가 

다공질판(242)의 주변에는 마스크 흡착 구멍(243)이 복수 형성되어 구성된다. 또한, 다공질판(242)은 다공질판 배기 

구멍(244)을 연통하고, 마스크 흡착 구멍(243)은 마스크 배기 구멍(245)을 연통하며, 이들 다공질판(242)과 마스크 

배기 구멍(243)은 독립적으로 흡착 또는 비흡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공질판(242)은 다양한 종류의 

볼 마스크에서도 충전된 땜납 볼(140)을 일괄 흡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눈이 촘촘한 다공질 세라믹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 다공질 세라믹의 눈의 거칠기는 땜납 볼(140)을 흡착했을 때 땜납 볼(140)의 표면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하고, 게다가 흡착 위치에 얼룩짐이 없도록 땜납 볼(140)의 직경의 1/5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볼 

마스크(220)에 충전된 다수의 땜납 볼(140)의 군을 다공질판(242)에 의해서 흡착하므로, 볼 마스크(220)가 없는 경

우에는 흡착된 땜납 볼의 위치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흡착 헤드(240)에 볼 마스크(220)도 함께 흡착함

으로써 땜납 볼의 위치 어긋남을 방지할 수 있다.

흡착 헤드(240)는 도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헤드 이동 기구(250)에 의해서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의 상방으로 이동

하여 볼 마스크(220)에 끼워 넣어지도록 강하된다. 그 결과, 다공질판(242)은 모든 정렬이 끝난 땜납 볼(140)의 군에 

대향하게 된다. 여기서, 흡착 헤드(240)를 강하했을 때의 흡착 헤드(240)의 선단부면과 스텐슬(221)의 상면 사이의 

간극량은 다공질판(242)이 땜납 볼(140) 및 스텐슬(221)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땜납 볼(140)이 개구부(22

1a)로부터 튀어나오지 않도록 땜납 볼(140)의 직경의 절반 이하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다공질 배

기 구멍(244) 및 마스크 배기 구멍(245)으로부터 진공 배기가 행해지고, 각각 땜납 볼(140)의 군 및 볼 마스크(220)

가 흡착 헤드(240)에 흡 착된다. 여기서, 다공질판(242) 배면의 진공 압력은 땜납 볼(140)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적

절한 부압(땜납 볼 직경 Ø0.3mm의 비교적 부드러운 주석-납 공정 땜납인 경우, -1kPa 내지 -10kPa 정도)으로 유

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Sn-Ag-Bi 등의 Pb 프리 땜납인 경우, 주석-납 공정 땜납보다도 단단해지므로, 조

금 더 부압을 높일 수 있다.

이상에 의해, 제1의 부수적 흐름인 정렬 공정(4), 검사 공정(5), 및 흡착 공정(6)이 실행되어, 대상물(100)상에 형성된

다수의 패드(101)의 군에 대응시켜 정렬된 다수의 땜납 볼(140)의 군을 볼 마스크(220)와 함께 흡착 헤드(240)에 흡

착시킨 상태의 것이 얻어진다.

다음에, 위치 맞춤 공정(3)에 있어서, 도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송 궤도(505)상에 있어서 점착제 공급 스테이

션으로부터 이송 탑재 스테이션까지 반송 장치(528)에 의해 반송되어 온 대상물(100)상의 패드(101)의 군과, 정렬·

흡착 스테이션으로부터 상기 이송 탑재 스테이션까지 이동되어 온 흡착 장치(522)의 흡착 헤드(240)에 흡착된 땜납 

볼(140)의 군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것이 행해진다. 즉, 볼 마스크(220) 및 땜납 볼(140)은 흡착 헤드(240)에 

흡착되어, 헤드 이동 장치(250)에 의해서 이송 탑재 스테이션에 있어서의 대상물(100)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대상

물(100)과 볼 마스크(220)의 상대적 위치 어긋남을 위치 결정 장치(300)에 의해서 측정한다. 이 위치 결정 장치(300)

로서는 예를 들어 도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하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프리즘(303)을 렌즈(301)에 탑재한 

CCD 카메라(302)와, 상기 CCD 카메라(302)로부터 얻어지는 화상 신호를 처 리하여 상대적 위치 어긋남량을 측정하

는 화상 처리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9의 (b),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측정된 상대적 위치 어긋남량에 기인하여, 예를 들어 대상물(100)을 탑재

하고 있는 미동 스테이지(280)를 면내부 방향으로 미동 제어하여 대상물(100)과 볼 마스크(220)의 상대적 위치 어긋

남을 보정하고, 헤드 이동 장치(250)를 수직으로 강하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땜납 볼(140)의 군이 패드(101)의 군의 

바로 위에 배치되어, 이송 탑재 공정(7)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송 탑재 공정(7)에서는 도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땜납 볼(140)의 군만을 대상물(100)의 패드(101)의 군 위에 적재

한다. 즉, 마스크 배기 구멍(245)의 진공 배기는 유지한 채로 다공질 배기 구멍(244)을 대기 해방한다. 그러면, 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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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에 도시한 상태로부터 도10의 (b)에 도시한 상태로 땜납 볼(140)만이 볼 마스크(220)의 개구부(221a)로부터 

빠져나와 패드(101)상으로 낙하한다. 이미 패드(101)상에는 점착제(120)가 공급되어 있으므로, 땜납 볼(140)은 점착

제(120)의 점착력에 의해 패드(101)상에 안정된다. 그 후, 도10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크 배기 구멍(245)의 

진공 배기를 유지한 채로 흡착 헤드(240)를 상승시켜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가 위치한 정렬·흡착 스테이션까지 

복귀시키고, 마스크 배기 구멍(245)을 대기 해방하면 볼 마스크(220)는 당초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또, 정렬·흡착 스테이션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치 맞춤 공정(3) 및 이송 탑재 공정(7)

은 교대로 행해지게 된다.

다음에, 검사 공정(8)에 있어서 도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땜납 볼(140)의 탑재 상황을 검사한다. 도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관 검사 장치(320')를 반송 장치(528)에 있어서의 대상물(100)의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외관 검

사 장치(320')는 이송 탑재 공정(7)에서 탑재된 땜납 볼(140)의 유무 및 어긋남을 검사하여, 화상 처리부에 있어서 도

11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상,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다. 검사 방법은 검사 공정(5)과 마찬가지로 해도 좋다. 단, 

외관 검사 장치(320')에 있어서의 조명계는 땜납 볼(140)을 패드에 대하여 현재화하므로, 밝은 시야 조명에 의해서 

구성해도 좋다.

이 판단 결과, 땜납 볼(140)의 탑재가 합격이면, 이 합격의 대상물(100)을 반송 장치(528)에 의해 언로더의 근처까지

반송하고, 로봇 기구(504)에 의해서 언로더(502) 내의 카세트에 수납한다. 그리고, 언로더(502)로부터 카세트를 취출

하여 가열 공정(9)으로 보낸다. 또, 합격의 대상물(100)을 언로더(502)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열로까지 반송해도 좋

다.

판단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의 대상물은 반송 장치(528)에 의해 보수 스테이션까지 반송되어 보수 기구(340)

를 이용하여 보수 공정(10)이 실행된다.

또, 판단의 결과, 땜납 볼(140)의 탑재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는 이상으로 간주하여 대상물(100)을 반송 장치(

528)에 의해 언로더의 근처까지 반송하고, 로봇 기구(504)에 의해서 언로더(502) 내의 이상 카세트에 수납하는 동시

에 경고 처리를 행한다. 그리고, 언로더(502)로부터 이상 카세트를 취출하여 재생 공정(12)으로 보낸다. 통상은 오퍼

레이터 콜에 의한 흡착 장치(522) 및 위치 결정 장치(300) 등의 보수 작업이 실시된다. 또, 외관 검사 장치(320')의 화

상 처리부 에 있어서의 각각의 판단의 경계치(허용 볼 결손수, 허용 볼 과잉수, 허용 재시도 횟수 등)는 요구 생산 수

율이나 필요한 생산 택트 및 일괄 탑재 땜납 볼수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된다.

다음에, 가열 공정(9)에 있어서, 반입된 합격의 대상물(100)을 질소 리플로우로에 송입하고, 가열함으로써 도전성 입

자인 땜납 볼(140)을 융해하여, 점착제(120)의 플럭스의 작용으로 패드(101)에 접합하여 도13에 도시한 땜납 범프(1

60)가 형성된다. 그 후, 남아 있는 플럭스의 제거를 위해 세정 공정(13)을 거쳐서 범프 외관 검사를 행하는 검사 공정(

14)을 실시한 후, 대상물(100)이 예를 들어 웨이퍼인 경우에는 도13에 도시한 절단 공정(15)에 의해 각각의 범프가 

형성된 칩(180)으로 분리된다.

상기 보수 공정(10)에서는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수 스테이션에 설치된 보수 기구(340)를 이용하여 땜납 볼(140

)의 탑재의 보수를 행한다. 보수 기구(340)는 도12에 도시한 아암(341), 이에 부속되는 진공 핀셋(342), 도2에 도시한

진공 핀셋 선단부의 청소를 행하는 세척 패드(343), 신규 볼 트레이(345) 및 불량 볼 회수 트레이(346)로 구성된다. 

보수 공정(10)에서는 검사 공정(8)의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여분의 또는 위치가 어긋난 땜납 볼(140)을 순차적으로 

진공 핀셋(342)에 의해서 제거한다. 이 제거한 땜납 볼(140)은 불량 볼 회수 트레이(346)에 투입되어 회수된다. 이 동

안에, 진공 핀셋(342)의 선단부는 항상 세척 패드(343)를 이용하여, 부착된 점착제(120)를 닦아내어 깨끗하게 유지한

다. 그 후, 신규 볼 트레이(345)로부터 신규의 땜납 볼(140)을 진공 핀셋(342)에 의해 순 차적으로 보충한다. 이 때의 

보충 위치는 앞서의 검사 공정(8)에서 탑재 누락이 검출된 패드(101)상, 및 어긋남이 검출되어 땜납 볼(140)이 제거

된 패드(101)상이다.

보수 공정(10) 후에, 검사 공정(11)을 실시한다. 여기서도 외관 검사 장치(320')를 이용한 화상 처리 검사가 행해진다.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대상물(100)은 가열 공정(9)으로 진행하지만, 보수 공정(10)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땜납 볼(

140)의 탑재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 대상물(100)은 재생 공정(12)으로 돌려보내지는 동시에, 오퍼레이터 콜을 

포함하는 이상 처리가 실시된다.

재생 공정(12)은 기본적으로 이상 처리이므로, 오퍼레이터의 개입하에 실시된다. 재생 공정(12)에서는 플럭스 등의 

점착제(120)를 제거할 수 있는 유기 용제 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세정수를 이용한 세정이 행해지며, 땜납 볼(140

)은 전부 제거된다. 또한, 대상물(100)의 이상이 없는지, 또는 점착제 공급 공정(2)이나 정렬 공정(4) 등에 이상이 발

견되지 않는지의 확인 작업이 실시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범프 형성 시스템의 기본 순서를 도1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렬 장

치(522)는 2세트이므로, 이 정렬 공정(4), 검사 공정(5), 흡착 공정(6)의 3공정을 1세트씩 교대로 실시한다. 한편, 도2

에 도시한 범프 형성 시스템의 경우 반송 장치(528)가 1세트이므로, 로드(1a)로부터 언로드(1b)까지는 일련의 동작으

로서 실행된다. 이에 따라, 정렬 공정(4)에 시간을 들일 수 있으며, 전체의 택트 시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다음에, 흡착 장치(522)에 있어서의 흡착 헤드(240)의 구체적 실시예에 대하 여 도1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15에

는 대상물(100)이 웨이퍼인 경우에 있어서의 흡착 헤드(240)의 웨이퍼 대향면을 도시한다. 하우징(241)의 대략 중앙

에 원형의 다공질판(242)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다수의 마스크 흡착 구멍(243)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의해, 흡

착 헤드(240)는 웨이퍼(100)의 패드(101)의 배치, 즉 볼 마스크(220)에 있어서의 스텐슬(221)의 개구부(221a)가 변

경되어도 공용할 수 있다.

통상 칩 수량(收量)을 높이기 위해, 칩 수축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웨이퍼 등의 반도체 장치(100) 내에서의 패드(10

1)의 배치도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르면 플럭스 마스크(200) 및 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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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220)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패드 배치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스텐슬(201)이나 스텐슬(221) 

등의 스텐슬은 박판에 엣칭 등에 의한 가공에 의해서 대량의 구멍 가공을 일괄해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드릴 가공 등

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종래의 볼 탑재 장치에서 진공 흡착 헤드가 가격이 높았던 결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웨이퍼 등의 반도체 장치인 대상물(100)상의 패드수가 수만개 정도로 많아도, 범프(

160)를 일괄해서 상기 대상물(100)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범프 형성의 양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이 가능해지는 잇점이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해 범프가 형성 가능한 반도체 장치에는 웨이퍼 상태의 것 이외에, 웨이퍼를 수지 등으로 보호한 것, 

웨이퍼 상태로부터 일부를 잘라낸 것, 웨이퍼 상태로부터 잘라낸 일부를 패키징한 것 등으로 다양하며, 범프 형성의 

대상을 웨이퍼 상태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도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다공질판(242a)을 배열한 흡착 헤드(240a)를 이용하면, 중간 기판(100a

)에 개별 칩(180a)을 복수개 탑재한 반도체 장치에 일괄해서 범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개별 칩(180

a)에 형성된 패드(전극)의 배치에 맞춘 개구부(221a)를 형성한 스텐슬(221)을 갖는 볼 마스크(220)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16에는 4칩 일괄 탑재의 예를 도시했지만, 탑재 칩수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웨이퍼 일괄 

탑재에 비교하여 칩수나 칩 외형 치수의 변경에는 제한이 발생하지만, 종래의 칩 대응의 땜납 볼 마운터 장치를 이용

하는 용도의 대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도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의 직사각형의 다공질판(242b)을 설치한 흡착 헤드(240b)를 이용함으로써 복수 

칩에 대하여 일괄 탑재를 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작은 칩(180b)을 영역에서 일부를 잘라내고, 

성형한 후에 땜납 볼을 탑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실시 형태에서는 흡착 헤드(240)를 진공 흡착하도록 구성했지만, 마그네트(전자) 흡착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 흡착의 경우, 볼 마스크(볼 정렬용 지그)(220) 및/또는 흡착 헤드(240)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즉, 흡착 공정(6)에 있어서는 볼 마스크(220) 및 땜납 볼(도전성 입자)(140)의 군을 흡착 헤드(240)에

흡착 보유 지지하여 경사 정렬 스테이지(310)로 부터 들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또 이송 탑재 공정(7)에 있어서는 볼 

마스크(220)를 흡착 헤드(240)에 보유 지지한 상태에서 땜납 볼(도전성 입자)(140)만 반도체 장치(100)의 패드(101)

상에 적재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볼 마스크(220)의 스텐슬(221)을 전자 흡착되지 않는 재료, 예를 들어 경질의 

수지재 또는 세라믹재 등으로 형성하고, 스텐슬(221)을 부착하는 프레임(202)을 전자 흡착되는 금속 재료로 형성하

고, 흡착 헤드(240)는 상기 프레임(202)을 전자 흡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송 탑재 공정(7)에 있

어서는 땜납 볼(140)의 군에 대해서만 전자 흡착을 오프함으로써, 볼 마스크(220)를 흡착 헤드(240)에 보유 지지한 

상태에서 땜납 볼(도전성 입자)(140)만 반도체 장치(100)의 패드(101)상에 적재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충분한 체적을 갖고 또한 높이 편차가 적으며, 게다가 재료 선정상의 제약이 적은 다수개의 범프를,

일괄해서 반도체 장치 등의 대상물의 패드상에 고속이면서 높은 신뢰도로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하는 지그류로서 저렴한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시스템으로서도 단순한 구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양산성이 우수한 범프 형성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땜납 볼 등의 도전성 입자를 범프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성의 범프를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흡착 장치의 흡착 헤드에 다공질판을 이용하고, 볼 마스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범프 위치의

설계 변경이 있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공

급된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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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

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한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3.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하고, 다

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병진시킴으로써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

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

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4.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

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여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5.
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

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

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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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프 형성 위치에 대응시켜 다수의 개구부의 군을 배열 형성한 판형의 정렬 지그를 경사시킨 정렬 스테이지상에 적재

하고, 다수의 도전성 입자를 수납하고 또한 스크레이프 부재를 갖는 스키지를 상기 경사진 판형의 정렬 지그상을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을 향해 경사를 따라서 병진시킴으로써 수납된 도전성 입자의 구름 운동에 기인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를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순차적으로 충전하면서,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상기 스크레이프 부재

로 긁어내어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에 대하여 정렬하는 정렬 공정과,

상기 정렬 공정에서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정렬시키고 있는 판형의 정렬 지그를 흡착 

장치에 의해 흡착 보유 지지하여 상기 정렬 스테이지로부터 분리하는 흡착 공정과,

상기 흡착 공정에서 흡착 보유 지지된 도전성 입자의 군 및 판형의 정렬 지그를 이동하고, 상기 대상물이 범프를 형성

하는 패드의 군을 갖고 상기 판형의 정렬 지그와 상기 대상물을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하는 위치 맞춤 공정과,

상기 위치 맞춤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치 맞춤된 판형의 정렬 지그가 대상물을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기 도전성 입자

의 군에 대한 흡착 장치에 의한 흡착 보유 지지를 해방하여 상기 도전성 입자의 군을 상기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로

옮겨 바꾸는 이송 탑재 공정과,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을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에 접합시켜 범프를 형성하는 접

합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맞춤 공정전에, 상기 대상물 상의 적어도 패드의 군에 대하여 점

착제를 공급하는 점착제 공급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공정후, 상기 정렬 공정에서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 공정후, 상기 정렬 공정에서 판형의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군에 

정렬된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또한 갖고,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도전성 입자로 

채워지지 않은 정렬 지그의 개구부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다른 정렬 공정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공정후,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

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 탑재 공정후, 상기 이송 탑재 공정에서 대상물 상의 패드의 군으

로 옮겨 바꾸어진 도전성 입자의 군의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 공정과,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도전성 입자상에 장착되지 않은 패드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과함을 나타내는 경

우에 장착되지 않은 도전성 입자 상의 패드에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장착하고, 상기 검사 공정에서 검사된 결과, 

여분의 도전성 입자의 수가 최대 허용수를 초과함을 나타내는 경우, 여분의 도전성 입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보수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 공정후, 상기 접합 공정에 의해서 패드에 범프가 형성된 대상물

을 원하는 단위로 절단하는 절단 공정을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프 형성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등록특허  10-0391237

- 12 -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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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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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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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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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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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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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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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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