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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질 탄소필름이 코팅된 반도체 봉지용 ＥＭＣ 몰드금형과 그 코팅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공구강 재질의 몰드 금형과, 상기 몰드 금형의 표면에 코팅된 수소를 함유하지 않은 경질 탄소 필름으로 구성
되는 향상된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EMC) 몰드 금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한 몰드 금형은 EMC와 우수
한 이형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표면 오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몰딩공정의 생산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MC 몰드, 경질 탄소 필름, 이형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된 진공여과아크 합성장치의 모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해 제작된 몰드의 사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2:시편 몰드 14:시편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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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아크발생부 22:탄소 이온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epoxy modling compund: EMC) 몰드의 표면에 수소를 함유하지 않는
경질 탄소 필름을 코팅함으로써, EMC 와 금형간의 이형성을 증진시키고, 잔류 EMC에 의한 몰드의 표면오염을 억제하여
반도체 봉지용 EMC 몰드 공정의 생산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봉지(encapsulation) 공정은 반도체 칩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으로 절연하며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
도록 하는 반도체 패키징의 최종단계이다. IC 봉지방법으로는 EMC를 이용한 몰딩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EMC는 세라믹에 비해 열안정성이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EMC는 성형성, 내열성, 내습성, 부식성, 접착성, 전기 절연성, 고인장 및 굽힘특성 그리고 마킹성등 다양한 특성을 충
족시켜야 하므로, 수지, 경화제, 결합제, 착색제등 다양한 소재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

  EMC에 요구되는 다양한 특성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접착성과 이형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
에 만족시켜야 한다. 접착성이 필요한 이유는 실리콘 다이나 금속 리드프레임과의 접착이 양호하여야만 패키지의 안정성
즉, 기계적 안정성이나 전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흐름성이 좋은 저분자량의 수지를 사용하
거나 왁스의 양을 적게 하여야 하지만, 그런 경우 금형몰드 표면과의 이형성이 저하되어 EMC가 금형몰드에 달라붙게
(sticking) 되는 불량이 발생하거나, 잔류 EMC에 의한 금형몰드의 오염이 발생하여 주기적인 금형의 표면청소가 필요하다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형몰드는 고속도강 계열의 공구강 재질이 사용되며, 몰드의 표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습식코
팅된 크롬 층을 가지고 있다. 이 몰드는 EMC와의 이형성이 양호하나, 잔류 EMC에 의한 오염물이 발생하여 매 300회의 봉
지 공정 후 멜라민 수지 혹은 러버 수지를 이용하여 금형의 표면을 세척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척공정은
패키징 몰딩 공정에서 최고 10%의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RF PACVD 등을 이용한 수소함유 비정질 탄소 혹은 다이
아몬드상 카본필름을 코팅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필름 내에 수소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형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선도기술개발 사업 2단계 최종보고서, BSN1718-619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8]. 이 현상
은 수소와 탄소의 결합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170내지 180도의 고온에서 일어나는 EMC의 경화과정에 필름표면의 수소-
탄소 결합이 깨지면서 표면의 탄소가 EMC의 원자들과 결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EMC와 우수한 이형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표면 오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
써 몰딩공정의 생산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몰드 금형을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경질 탄소 필름의 우수한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이용하여 금형몰드의 크롬코팅을 대체하므로써, 금형 보호효과를
얻고, 표면 크롬의 습식 코팅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몰드의 표면처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공구강 재질의 몰드 금형과, 상기 몰드 금형의 표면에 코팅된 수소를 1at.% 이하
로 함유하는 경질 탄소 필름으로 구성되는 반도체 봉지(encapsulation)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EMC) 몰드 금형을 제공
한다. 상기 경질 탄소 필름의 두께는 0.5 ~ 5㎛ 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챔버에 설치된 시편홀더 EMC 몰드를 장착하고, 챔버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한 채로, Ar을 공급하면서 아
크건을 작동시켜 몰드의 표면을 건식 세척하고, Ar 공급을 중단하고 아크건을 작동시켜 탄소 이온빔을 형성하여 몰드 표면
에 경질 탄소필름을 코팅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의 코팅방법을 제공
한다.

  경질 탄소 필름은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합성온도가 낮고 표면이 평활하며 물성의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표면에너지가 매우 낮아서 이종물질과의 이형성이 우수하고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
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내마모성 및 윤활 특성이 뛰어나, 내마모성 고체윤활 박막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
료이다. 따라서, 드릴 등 가공용 공구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 디스크, 비디오 헤드 및 헤드 드럼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이 필름의 합성을 위해서는 탄소이온을 형성시키고, 이들 이온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필름의 표면에 충
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필름의 합성방법에는 고체 흑연을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진공아크법, 레이저 어블레이션법, 스퍼터링법 등이 있고, 탄
화수소 가스를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 법, 이온빔 합성법등이 있다. 후자에 의해 합성된 필름은 대부분 20 -
60 % 에 이르는 많은 수소를 필름 내에 함유하고 있으며, 이 수소가 비정질 상인 필름내의 미 결합 탄소와 결합하여 안정
화시킴으로써, 광 투과성을 증진시키고, 전기전도도를 감소시키고 표면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
나, 이러한 수소-탄소 결합이 증가하면 필름내의 3차원적 결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필름의 기계적 특성은 수소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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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합성된 필름내에 수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름의
합성에 사용되는 탄소이온의 에너지가 낮은 스퍼터링의 경우에는 보통 흑연의 특성을 가진 필름이 합성되며, 이 경우 sp3

혼성결합(hybridized bond)의 분율이 대략 30 - 40%에 불과하여 경도가 10GPa 정도에 이른다. 한편, 에너지가 높은 진
공아크법이나 레이저 어블레이션 법은 다이아몬드성 결합 (sp3 hybridized bond)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경도가 매우 높고
치밀한 박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박막의 결합구조와 뛰어난 물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모픽 다이아몬드 혹은 tetrahedral
amorphous carbon (ta-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발명에서는 필름의 합성방법에 따른 필름과 EMC와의 이형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수소를 1at.%이하로, 바람직
하게는 전혀 함유하지 않은 필름의 이형성이 수소를 함유한 경우보다 현저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1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몰드 표면에 합성된 경질 탄소필름에 대해서 경화된 EMC를 몰드 표면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측정한 결과이다. 우선 코팅된 몰드를 170도로 가열한 뒤, EMC를 공급하고 몰드내에서 경화
시킨 뒤, 경화된 EMC를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거핀(ejector pin)에 미치는 힘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된 수지는
실제 반도체 봉지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경화성 EMC 인 MP8000 (일본 니토사 제조) 였다. 각 몰드당 여러차례의 반
복 실험을 행하였으며, 처음 5회까지의 결과를 표에 정리하였다. 5회 이후에는 측정오차 범위내에서 동일한 배출력을 가
지고 있었다. 코팅되지 않은 몰드의 경우 배출력은 횟수에 관계없이 1.5 - 1.8Kgf 구간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경화된 EMC의 배출에 필요한 힘의 측정 결과

 합성방법  1회  2회  3회  4회  5회
플라즈마 CVD
(폴리머성)

 9.5Kgf  7.5Kgf  3.9Kgf  1.79Kgf  1.4Kgf

플라즈마 CVD
(다이아몬드성)

 8.2Kgf  7.6Kgf  2.3Kgf  1.3Kgf  0.7Kgf

 스퍼터링법  1.8Kgf  0.9Kgf  0.8Kgf  0.5Kgf  0.4Kgf
 진공여과아크법  1.2Kgf  1.0Kgf  0.7Kgf  0.5Kgf  0.5Kgf

  표 1 에서 플라즈마 CVD에 의해 합성된 폴리머성 경질 탄소필름은 합성에 사용된 바이어스 전압을 낮추고 압력을 높여
서 합성에 참여하는 이온의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필름 내에 수소 농도가 50% 정도로 다량 함유되도록 한 필름을 말
한다. 한편, 플라즈마 CVD에 의해 합성된 다이아몬드성 경질 탄소필름은 높은 이온에너지의 조건에서 합성된 필름으로서
수소의 농도가 30% 미만인 폴리머성 필름에 비해 수소의 함량이 현저히 낮은 필름이다. 탄화수소 가스를 탄소원으로 사용
하는 플라즈마 CVD 법과는 달리 고상 흑연을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스퍼터링이나 진공여과 아크법에 의해 합성된 필름에
는 수소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

  표 1에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코팅된 필름의 종류에 따라 경화된 EMC의 배출에 필요한 힘이 많이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필름내의 수소가 감소함에 따라 배출에 필요한 힘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스퍼터링이
나 진공여과아크법에 의해 코팅된 경질 탄소 필름의 경우에 배출에 필요한 힘은 2회부터는 1Kgf 이하로 현저히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배출력이 필름내의 수소함량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형 현상이 필름내의 수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름내의 수소함량이 증가할수록 필름의 표면에너지는 감소하고 순수(pure water)에 대한 젖음각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이형성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관찰된 현상은 순수에 대한 필름 표면의 젖음각으로부
터 평가된 표면에너지 변화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즉, 수소가 필름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EMC와의 이형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지 경화과정 중에 코팅층 표면에서 수소와 탄소의 결합이 끊어지면, 표면에 비결합 탄소를 만들어 주고 이 탄소
가 EMC내의 원자들과 반응하여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표면처리된
금형의 표면과 EMC와의 이형성이 극히 저하된다. 본 발명자들은 표 1의 폴리머성 필름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관찰하였다.

  결국, 경질 탄소 필름을 EMC 몰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함유하지 않는 필름의 코팅이 이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진공여과 아크법, 스퍼터링법, 또는 레이저 어블레이션법에 의하여 수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탄소 필름의 코팅
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진공여과아크법에 의한 경질 탄소필름을 적용한 봉지용 EMC 몰드를 개발하였다. 스퍼터링 방
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탄소의 스퍼터율이 매우 낮아서 필름의 코팅속도가 느리고, 둘째, 합성된 필름의 내마모
성과 기계적 특성이 진공여과아크법에 비해 매우 나빠서 몰드표면의 보호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레이저 어블레
이션 기술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본 발명에 따른 진공여과아크법에 의하여 합성
된 경질 탄소필름은 수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았으며(수소의 함량은 측정오차범위에 해당하는 1at.% 이하) 탄소간 결합중
sp3 분율이 60 - 90%에 이르는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미세구조를 보였으며, 경도가 60GPa에 이르는 높은 값을 보였고, 내
마모성도 우수하였다. 합성된 경질 탄소필름은 경도 및 잔류응력 등을 고려할 때 sp3 분율이 70 - 80%의 범위가 적당하였
다.

  본 발명은 진공여과아크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어떤 방법이든 수소를 함유하지 않는 경질 탄소필름을 합성할 수 있
는 방법이라면 본 발명에서의 효과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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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을 위해 사용된 진공여과아크 합성장치의 모식도이다.

  챔버(10) 내부에는 시편홀더(14)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편 몰드(12)는 시편홀더에 장착된다. 챔버의 상단에는 구동모터
(18)에 연결된 회전축(16)이 있고, 회전축은 시편홀더에 회전력을 전달하여 시편홀더에 장착되는 몰드가 코팅과정에서 회
전이 가능하다.

  챔버(10)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연장되어 설치된 아크발생부(20)에서는 진공 여과아크에 의하여 탄소 이온빔(22)을 생성
하고, 탄소 이온빔은 거대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45도로 휘어진 자기장 내를 통과하여 챔버로 유입된다.

  몰드의 측면코팅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시편의 표면과 탄소 이온빔 간에는 30 ~ 60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바람직하며, 본
실시예에서는 약 4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하였다.

  챔버내부를 진공을 유지하면서(본 실시예에서는 챔버 내의 압력을 10-5 Torr이하까지 펌핑), Ar을 공급하면서 아크건을
작동시켜 10분간 몰드의 표면을 건식 세척하였다. 진공여과아크법에 의해 합성된 경질 탄소 필름은 경도가 60GPa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내마모성도 뛰어나지만, 7 내지 8 GPa에 이르는 높은 잔류응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름의 접착력
증진을 위한 이와 같은 전처리가 필요하다. 스퍼터 세척시에는 인가바이어스 전압이 클수록 접착력이 증가하였으므로, -
900V의 전압을 기판에 인가하였다.

  건식세척 후 더욱 필름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몰드 기판을 Ar 이온을 이용하여 스
퍼터 세척한 후, 아크건의 작동을 중단하고 챔버 내에 설치된 마그네트론 스퍼터 건을 이용하여 접착력 증진층인 W 층을
코팅하였다. W 층의 합성 시에는 바이어스의 인가 없이 코팅하였다.

  이 후, Ar 공급을 중단하고 아크건만을 작동하여 경질탄소필름을 합성하였다. 필름의 합성시에는 기판에 -400V의 바이
어스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2시간동안 약 0.8㎛ 두께의 경질탄소필름을 모든 시편에서 동일하게 코팅하였다.

  이러한 접착력 증진 방법을 사용하여 경질 탄소 필름을 안정되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도 2는 진공여과아크법으로 제작
된 EMC 몰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코팅몰드를 제작하여 표 1의 실험을 300회 반복한 뒤, 몰드의 표면에 형성되는 잔류 EMC의 양을 조사한 결과, 코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잔류 EMC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여 300회 몰딩 후 실시하던 클리닝 공정을 1000회 몰딩 후 1회로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몰드의 코팅에 의해 패키징(packaging) 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수소가 함유되지 않은 경질 탄소 필름을 코팅한 몰드를 IC 봉지 공정에 적용한 결과, 이형성
이 향상되어 경화된 EMC의 분리가 매우 용이하고 몰드의 오염 또한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구강 재질의 몰드 금형과, 상기 몰드 금형의 표면에 코팅된 수소 함량이 1at.% 이하인 경질 탄소 필름으로 구성되며,

  상기 경질 탄소필름은 sp3 혼성 결합의 분율이 60 - 90%인

  반도체 봉지(encapsulation)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EMC) 몰드 금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탄소 필름의 두께는 0.5 ~ 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챔버에 설치된 시편홀더 EMC 몰드를 장착하고,

  챔버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한 채로, Ar을 공급하면서 아크건을 작동시켜 몰드의 표면을 건식 세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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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공급을 중단하고 아크건을 작동시켜 탄소 이온빔을 형성하여 몰드 표면에 sp3 혼성 결합의 분율이 60 - 90%가 되도
록 경질 탄소필름을 코팅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의 코팅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몰드 표면과 탄소 이온빔 간에는 30 ~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의 코팅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세척된 몰드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하여 W 층을 코팅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반도체 봉지용 에
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의 코팅방법.

청구항 7.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수소를 함유하지 않는 경질 탄소 필름이 코팅된 반도체 봉지용 에폭시 몰딩 콤파운드 몰드 금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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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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