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데이터 시트

다이 접합 어플리케이션용 AuSn 프리폼
특징

기하 도형적 배열

• 고온 강도, 고융점 솔더
• 내부식성
• 다른 귀금속들과 양립 가능

서론

Indalloy® 182 (80Au/20Sn)는 용융점이 280°C
(556°F)이다. 이것은 다양한 옵션으로 가공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솔더 프리폼으로 만들수
있다. 금-주석 솔더 프리폼은 일반적으로 고융점
(150°C 이상), 좋은 열피로 속성 및 고온 강도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또한 높은
인장 강도와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후의 저온 리플로 과정 동안 프리폼이 녹지
않는 단계 납땜 어플리케이션에도 이것이 사용된다.
이 합금은 플럭스가 없는 납땜에도 적합하다. 이같은
이유에서, Indalloy® 182 솔더 프리폼은 다이 접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다. AuSn 합금
고유의 특성은 강력한 다이 용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을 최적화 하기 위해 몇몇 특성들을
프리폼으로 가공해야 한다.
• 합금의 화학적 성질
• 기하 도형적 배열
• 포장

합금의 화학적 성질

AuSn은 금 성분이 풍부한 금속 박막에 의해 변질될
수 있는, 민감한 공정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영역들이
적절히 젖거나 플로우 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이 금속 박막들을 수용하여 접합부 특성을
최적화,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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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폼을 기하 도형적으로
배열하는데 대한 지침은
다이의 크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 대개 다이 크기의
90-100%가 프리폼의 x 와
y 치수를 가리키게 된다.
두께 면에서는 접합 라인이
얇을수록 바람직 하지만 신뢰도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이 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평평함이다. 공정의 제약 조건들로 인해
고정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이가
프리폼 위에 공떠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프리폼이 평평하지 않으면 리플로에서
다이가 기울어지게 하여 실패할 수 있다.
프로세싱이 평평함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포장

많은 다이 접합 어플리케이션에서 와플 트레이
포장이 사용된다. 또 한가지 비슷한 포장법으로
테이프와 릴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조립에서는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며,
수송과 저장시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준다.
다이 부착 프리폼은 여러가지 크기로 생산되므로
디자인에서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당사는 아주 많은
종류의 트레이 및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파트너십

이것이 없이는 다이 부착 공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리폼을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Indium Corporation
은 다이 접합 장비 제조업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당사의 프리폼이 조립에서부터 리플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제작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결론
온도°C

AuSn preforms프리폼은 훌륭한 성능과 신뢰도가
보장되는, 다이 접합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 올바른
프리폼 특성들 및 포장은 생산 공정에서의 거듭되는
성공을 보장한다. 각 어플리케이션이 나름대로 일련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프리폼의 설계 및 그 포장은 지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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