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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시 접합 작업에 적합한 집적회로 리드 프레임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동시 접합 작업에 적합한 집적회로 리드 프레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서의 흐름도이다.

제 2 도는 제 1 도의 단계들의 상세도이다.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1칩의 다른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제4a도 및 제4b도는 접촉 패드들의 상이한 어레이들을 갖는 칩들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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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도는 리드프레임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제 6 도는 본 발명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집적회로의 횡단면도이다.

제 7 도는 본딩 단계중에 리드프레임과 다이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캐리어(carrier)를 도시한 
것이다.

제8a도 내지 제8b도는 16핀 집적회로들에 적합한 리드 프레임 설계도이다.

제9a도 및 제9b도는 리드프레임용의 그리퍼기구(gripper mechanism)를 도시한 것이다.

제10a도 및 제10b도는 특정임피던스를 갖는 다른 리드 프레임을 도시한 것이다.

제11도는 제10도의 리드프레임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제12도는 리드프레임 내지는 다이본드의 광 검사 장치의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의 분야는 리드들(leads)을 집적회로칩에 부착하는 분야다.

[기술의 배경]

보통  백엔드(back  end)라  칭해지는  집적회로의  조립작업은,  수백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칩들을 포
함한  실리콘  웨이퍼를  얻는  단계와,  칩들이  동작되는가  안되는가를  결정하는  칩  시험단계와,  칩들을 
따로따로  절단하는  단계와,  칩을  리드프레임에  부착하는  단계와,  한번에  하나씩  리드들에  와이어를 
접합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단계와, 소자의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과 조합하여 캡슐화
(encapsulating)하는  단계와,  리드프레임의  외부  부분들을  그들의  최종  형태로  되도록  절단  및 접착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와이어들을  칩에  부착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와이어  본딩법인데,  이  방법에서  금  또는  알루미늄  합금 
와이어가  접합이  이뤄질때까지  칩상의  패드에  대해  상승된  온도  및  초음파  에너지하에서  심하게 프
레스된다.   이것은  한번에  1와이어에  대해  행해진다.   이런  방법은  상당한  노동력이  들고,  값비싼 
재료가 사용된다.   자동식 와이어 본딩 기계가 공지되었으나,  이것은 고유의 한계를 갖고 있다.   상
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계에서라도,  16핀  칩에  대해  1시간당  대략  2000유닛들의  필수적인  한계 
요인이  존재한다.   와이어  본딩  기술에서,  또한  와이어  본딩이  적절한  위치에  형성되어  유지되도록 
칩을  패키지에  또는  리드프레임에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공정에서  리드들이  칩과 리드
들  사이에서  정확한  열팽창  정합을  갖도록  고가의  팽창제어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리드
들  또는  고가의  특별한  접착재(adhesive)가  열적  부정합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리드는  굽은  와이어가  리드와  신뢰할만한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금,  은  또는  고가의  금속으로 도
금되어야 한다.

동시  납땜(lead  soldering)의  한가지  종래의  방법은  아이  비  엠(IBM)에  의해  개발된  "플립  칩(flip 
chip)"방법인데,  이  방법에서는  땜납  덩어리가  칩상에  놓이고,  칩은  리드에  부착되는  세라믹  기판에 
납땜된다.  이 IBM 방법은 칩의 상면에 1층의 리드들을 갖지 않는다.

[본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자동으로  집적회로  칩들을  조립하고,  캡슐화  하는  방법에  적합한  리드  프레임에  관한 것
으로서,  여기에서  칩들은,  칩들의  다수의  상이한  모델을  위해  동일위치에  있는  표준  접속부를 갖는
다.   즉,  리드들은  모두  동시에  일종의  납땜  방법에  의해  부착되고,  리드  프레임은  구리와  같은 값
산 재료로부터 스탬프(stamp)되고, 집적회로 다이(die)는 중간단계에서 지지체에 부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특징은 자동 공정에서 동시에 본드들의 신뢰할 만한 형성을 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을 제
공한 것이다.

본  발명의  1특징은,  조립속도가  핀들의  수와  무관하게  모든  리드들이  동시에  부착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집적회로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동일한  핀들의  수를  갖는  상이한  칩들에  사용되는  표준  패드  어레이를 제공
하여서,  리드  프레임의  오직  1종만이  각  핀  패밀리를  위해  인벤토리(inventory)에  유지될  필요가 있
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비교적 큰 리드들에 의해 제공되는 우수한 열방출 특징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리드  프레임과  칩  사이의  열팽창  적합성(compatability)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납 융착전에 다이를 지지체에 접합하는 본딩단계를 제거한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본  발명은  집적회로들을  조립하고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함께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다른  특징들은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고  본  출원과  동일자  출원된  특허출원에  상세히  기술된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의 설명이 본원의 명세서에 포함되었다.

백  엔드  어셈블리에  사용된  단계의  전체  순서도는  제  1  도에  예시되는데,  여기에서  다수의  단계는 
개략적으로  예시된  것으로  시험  및  기타  데이타를  기억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통신하고  때로는 컴퓨
터에 의해 제어되는 다수의 다른 기계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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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박스  I로  표시된  제  1  의  주단계에서,  "프론트  엔드(front-end)"  또는  "백  엔드(back-end)"의 
부분일  수도  있는  공정은  통상의  모든  단계(안정화  단계등을  포함함)를  완성하였던  웨이퍼를 받아들
이고  또  칩  회로를  보호하고  유전체의  최상면상에  반송중인  신호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에 충
분한 두께를 갖는 유전체의 층을 가한다.

금속  리이드의  패턴은  칩상의  접촉  패드로부터  유전체의  상부상의  접촉패드의  표준  배열로  연장되어 
형성된다.  그 표준 배열은 칩 다이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의 핀을 갖는 모든 칩에 대하여 동
일하다.

이어서  그  웨이퍼는  주  단계  II에서  탐침으로  시험되고  그  탐침  시험결과는  이를테면  컴퓨터에 전기
적으로 기억된다.  불량 칩에 대한 통상의 잉크도트 표시방식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웨이퍼는  그  공정에서  여러  고정구에  자동  삽입  및  방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여  웨이퍼의 
전체  두께를  절단하는  자동  소잉(sawing)공정(단계  III)에서  절단하도록  형성된  프레임  홀더내의 접
착 필름상에 단단히 장착된다.

이어서  우량  다이스는  회로측을  아래로  놓이게  하는  전용  캐리어로  다이를  선택적으로  집어 내리도
록  테이프에  대하여  위로부터  누르는  자동적인  순서(단계  IV)에서  웨이퍼로부터  제거된다.   이것은 
표준  패드  유전체  및  표준  패드에  의해  그  능동  회로망이  보호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웨이퍼와  펀치  아웃(punch-out)장치는  컴퓨터제어하에서  캐리어  내의  정확한  장치로  다이스를 집어
넣도록 이동된다.

그  다이스는  두  캐리어의  "샌드위치(sandwich)"를  180도  회전시키는  반전동작에서  동시에  접합용 캐
리어로  반송되므로,  제  2  캐리어에  놓인  다이스는  최상부  측상에  접점을  갖는다.   1세트의  다이스는 
편의상  가령  14개의  다이스를  홀드하는  접합용  고정구로  반송된다.   일단  적재가  완료되면, 고정구
내의  다이스의  공간을  접합시키는  리이드  프레임은  납땜용  고정구내의  다이스  위에  놓이며  상부 접
합용 고정구는 접합공정 동안 납을 패드 접점에 유지시키도록 부가된다.

접합용 고정구는 땜납을 다시 흐르게 하여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도록 가열된다(단계 V).

다이스가  부착된  리드  프레임은  다이스를  리드  프레임에  대한  상호  접속부와  함께  캡슐화하는  반송 
또는 주입 모울딩 기계에 놓인다(단계 VI).

이어서 장치의 모울드된 스트립은 트림(trim)되어 통상적으로 형성된다(단계 VII).

상술한  단계들을  수행하는  기계와  제어용  컴퓨터  간의  데이타  통신에  대해  제  1  도에  도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데이타  통신  단계는  임의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  단계는  오퍼레이타의  제어하에서 
수행되고  데이타는  손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데이타의  자동  기록과  선행  단계로부터의  데이타의 
에러 없는 호출이 주는 이익은 본 분야의 숙련 기술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다.

제  2  도는  제  1  도에서의 단계를 보다 상세히 나타냄과 동시에 자료 및  데이타의 흐름을 예시한 것
이다.   이  도면에  사용된  내규로서  점선은  자료를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콘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이
동시키는  형태의  자료  이송  단계를  나타내고  이중  화살표는  컴퓨터  또는  기타  기억장치로의  또는 로
부터의  테이타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  공정의  세가지  자료입력은  웨이퍼,  리이드프레임  및 캡슐화
용  플라스틱이다.   두개의  재순환  루우프는  소잉  및  다이  선택  단계동안  웨이퍼를  지지하는데 사용
되는  세그먼트와  정렬되는  상태로  1세트의  다이스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  위치설정용  고정구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단계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고  동일자로  출원되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
도된 계류중인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다.

[표준 접촉 패드]

제  1  주단계로  돌아가서,  예시한  유전체  층은  6미크론의  두께로  가해지고  260℃  이상의  온도에서 경
화된  듀퐁  2525와  같은  폴리이미드이다.   재흐름  유리  또는  다른  상부층에  대한  접착을  개선하도록 
폴리이미드  아래에  질화물  또는  다른  층이  있을  수도  있다.   통상의  처리  기술에  의해  집적회로 칩
에  먼저  형성되었던  전기  접촉  패드는  유전체의  상부에  액체  또는  테이프의  형태로  된  광저항체를 
가하여 통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통하여 회로내의 금속 접촉 패드로의 통로를 식각함으로써 
노출된다.   "바이어(Via)"는,  유전체의  표면에  금속  또는  다른  도체로써  접촉  혹은  채움으로써 형성
될  것이다.   광저항체는  벗겨지고  금속층이  폴리이미드의  표면위에  스퍼터링(sputtering)과  같은 어
떤  기술에  의해  가해진다.   일례로서,  폴리이미드는  표면을  제조하도록  백  스퍼터(back sputtered)
되고,  그후  600옹스트롬의  10%  티탄+90%  텅스텐,  그  다음  1000옹스트롬의  구리  및  티탄이  동시에 스
퍼터되고,  이어서  전형적으로  3미크론의  구리가  스퍼터된다.   제  2  층의  광저항체가  가해져서 금속
층에  1세트의  금속  리이드를  형성하도록  패턴을  이룬다.   그  리드는  유전체를  관통하는 바이어로부
터 동일한 수의 리드를 갖는 모든 칩들에 대하여 동일한 패드 접점의 표준 패드배열을 갖는 칩 중앙
에 있는 구역으로 도달한다.  예를 들어, 16핀 칩은 .126"× .126"의 규격을 갖는 표준 구성에서 약  
.016"  크기의  동일한  표준  패드  배열을  가지는데,  이것은  메모리이든가  또는  어떤  다른 논리장치이
든간에 불문한다.   표준 패드 배열은 그  리드 프레임과 함께 사용되어질 가장 작은 칩상에 끼워질만
한 크기이다.  본 발명의 변형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배치된 패드 배열을 이용한다.

금속의  노출  구역은  95%  주석  및  5%  납의  혼합물을  이용하는  통상의  전해  도금  공정에서  납과 주석
의  표준  혼합물로  구성된  땜납으로  도금된다.   광저항체는  벗겨지고  금속층의  도금영역은  다음 단계
에서  식각용  마스크로서  사용되는데,  그  단계에서  금속층  나머지  원하지  않는  구역은 하이드로겐페
록사이드와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의  조에서  식각된  다음  하이드로겐페록사이드에  의해  식각되는데, 
이와 같이 식각하면 땜납이 침식당하지 않는다.

이제  제3a도에  예시한  형태의  칩(300)이  납게  되는데,  여기서  다이(310)는  그위에  두꺼운 폴리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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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층(320)과  칩  외측상의  접촉영역(330)으로부터  표준  패드  배열(340)에  이르는  금속라인의 네트
워크(326)를  갖는다.   금속라인(326)은  이전에  사용된  와이어와  비교하여  낮은  인덕턴스,  높은 열전
도도 및 높은 강도를 갖는다.

제3a도에  도시한  예에서는,  제  1  접점  및  폴리이미트  층을  통과한  바이어가  모두  칩의  주변상에 형
성된다.   이  도면은  종래의  와이어  본딩방법을  위해  레이아웃  설계가  이루어진  칩을  예시한  것인데, 
접촉 영역이 칩의 주변상에 있어야 한다.   종래의 설계 방식의 장점은 새로운 레이아웃의 비용을 절
감하는  것  이외에도  용량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때  통상의  와이어  본딩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제3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사용하고  어떤  편리한  장소에  유전체를  통과하는  접촉  영역을 
두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이  리드들에  대한  바이어들은  종래의  경우처럼  오로지  가장자리가 아니
라,  칩  표면상의  다른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리드(348)는  표준  패드  배열내에 
위치한  바이어를  접속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리드(343)는  폴리이미드  아래에  있는  배후  칩의 
안정화  층의  최상부에  놓인  브릿지(bridge)(도시생략)를  통해  바이어부(344)에  접속된다.   이것은 
리드를  루우팅(routhing)하고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구성요소를  배치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자유도
를 예시한 것이다.

바이어(305)는  하부  접촉영역(304)으로부터  리드(326)중  하나의  단부에  있는  상부 접촉영역(306)으
로 연장되는 것으로서 도면의 절결부인 제 3  도에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하부 접촉 패드는 
통상  4mils×4mils이다.   이와  같이  큰  영역을  접촉시키는데  있어서,  바이어의  형성  및  위치와 리드
(326)의  배치에  대한  정렬  허용오차는  보통  ±2mils  내지  ±3mils인데,  이것은  통상의  와이어 본딩
에 사용되는 정밀 처리에서 리드를 접속하기 위한 통상 ±1/2mil 내지 ±1mil의 허용오차보다 크다.

바이어를  형성하고  리드를  배치하는  단계는  편리한  경우  사진  석판술용  표준  기계를  사용한 프론트-
엔드(front-end)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금속  리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유전체  및 상부-리드
의 패턴을 형성하도록 스크린 프린팅과 같은 후막(thick-film)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후막 기술은 정밀기술(precision technique)의 비용에 대해 1/4 내지 1/2정도이다.

제  3  도의  폴리이미드(polyimide)층(320)이  만일  그  층이  그층의  바로  아래에  있는  산화물층에  직접 
부착된다면  신뢰할  만하게  접착하지  않는다.   다이의  일부의  횡단면도가  제  6  도에  도시되었는데, 
이  도면에서  기판(6-100)은  실리콘  기판이고,  개구(6-200)는  다이스에  인접해서  분리하는 스트리트
(street)다.   스트리트의  폭은,  0.001인치의  폭을  가진  다이아몬드  소오(saw)로  수행되는  분리 단계
에서 소오 절단하기 위한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100미크론(micron)이다.

접촉패드(6-05)는  그  패드안에  한정된  일련의  개구들을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패드(6-05)는 전형
적으로  알루미늄으로서  회로의  나머지  부분에  금속화된  스트립(도시안됨)에  의해  연결되고,  또한 
SiO2 에  인과  다른  첨가제를  더한  종래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1미크론의  두께를  가진  산화물(6-10)에 

의해  둘러쌓여진다.   산화합물(6-10)은,  폴리이미드층(6-50)이  처음에  직접인가된  상면(6-15)을 갖
는다.   초기에  시험은  폴리이미드층(6-50)(제  3  도의  층(320))이  종종  접합되지  못하고 리드프레임
으로 하여금 폴리이미드를 하부에 있는 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곤란하였다.

산화물(6-10)은  회로에서  상부  유전층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  산화물은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기판과 접점들을 피복할 뿐만아니라, 회로소자들 및 금속화부분도 피복한다.

회로의  능동소자들의  패시베이숀(passivation)은  소오스,  드레인  및  능동지역상에  박막으로서 실리
콘  MOSFET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서,  산화물(6-10)이  패시베이팅  층으로서  뿐아니라 순수하
게 유전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니트라이드(Nitride)층(6-20)은,  스트리트(6-200)가  산화물(6-10)을  통해  기판까지  식각(etching)된 
후에,  종래의  방법으로  250℃의  플라즈마  보조  CVD에  의해  0.3미크론의  두께로  융착된다.   듀퐁사의 
2525  폴리이미드의  층이  인가되고  잡아늘여져서  비교적  평편한  상면을  형성한다.   스트리트(6-
200)위의  개구(6-55)와,  접점(6-05)위의  개구(6-45)가  Shipley  312  현상재와  같은  종래의  기본적인 
용액으로  습윤식각(wet  etching)하여서  경화안된  폴리이미드를  통해  개구된다.   개구(6-55)와 (6-
45)의  상면의  칫수는  각각  100  및  87미크론이다.   개구(6-45)가  개구된후에,  개구(6-45)가  CF4에서 
플라즈마  식각에  의해  니트라이드  층(6-20)을  통해  개구된다.   개구(6-40)의  전형적인  칫수는, 개구
(6-40)가  니트라이드(6-20)에  의해  둘러쌓여지고  산화물(6-10)의  어떤것도  노출하지  않도록, 75미크
론이다.   폴리이미드를  니트라이드(6-20)의  상면(6-25)에  접착하는  것은  표면(6-15)에서 폴리이미드
를  산화물(6-10)에  접착하는  것보다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니트라이트(6-20)는 표면
(6-15)에서  산화물에  잘  접착한다.   그러므로,  니트라이드(6-20)의  기능은,  바이어(via)에서 뿐아니
라  스트리트들상의  소오절단부에서  산화물(6-10)을  전체적으로  포위하는  구조에  의해,  폴리이미드의 
접착을 개선한다.

[탐침시험]

다음  주요단계  II는  웨이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개별적인  회로  다이스에  대한  시험이다.   종래의 
전기적  시험  단계가,  작은  탐침들이  입/출력으로  사용되며  개별적인  칩들이  시험되는  접점들에 부착
되어서  실행된다.   본  발명의  장점은,  폴리이미드의  상면의  금속리드들이  구형의  접촉패드가 하는것
보다도  상당히  큰  지역을  덮기  대문에  전기접촉  탐침의  감소된  압력으로  전기  접점을  만들기  쉽고, 
또는  종래의  기술에  사용되는  적은  패드를  가지고  할때보다  이러한  큰  금속  패드들을  가진  전극을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접촉  지역에  이르기전에  리드들에의  전기접촉을  이룰수가  있어서 탐
침  단계에서  부가적인  융통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탐침 팁들
의  1세트만이  동일한  핀수를  가진  회로들의  전  패밀리에  대해  표준  패드  배열(array)을  정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점이다.   종래의  기술에서,  탐침  팁들의  다른  1세트가  통상적으로  각각의  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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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 필요하였다.

만일  칩이  제3b에서  접점(35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이  접점은  시험될  회로내의  1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성된  바이어지만  정상적인  접점들중의  하나에는  연결하지  못함)  표준  패드  배열의  외부에 
선택적인  전기  접촉  패드를  갖는  경우라면,  탐침핀들의  다른  1세트가  그  경우에는  물론  필요할 것이
다.

종래의  웨이퍼  시험에  있어서,  결함있는  칩들이  잉크의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서  수동  조립시에  쉽게 
식별되어서  버려졌다.   이  공정에서,  칩들이  전기적으로  식별된다.   즉,  웨이퍼가  특정  방식으로 배
향되고  칩들이  X-Y  매트릭스의  그들의  위치에  의해  식별된다.   개별적인  칩들의  시험  데이타가  중앙 
컴퓨터  메모리내에,  또는  플로피디스크에,  또는  다른  기억  매체에  기억되고,  결함있는  칩들이  그 컴
퓨터에서 식별된다.  이 공정을 제 2 도에서 웨이퍼 매핑이라 부른다.

만일  칩이  대규모  집적회로  배열에서  행해지는  것같이,  연결되거나  레이저에  의해  퓨즈를 블로우
(blow)하므로  연결되지  않는  여분의  또는  선택적인  회로들의  특징을  갖는다면,  이  공정은  현재 행해
지고  있는  것처럼  폴리이미드층이  아래로  놓이기전에  행해질것이다.   그러나,  선택적인 서브회로들
을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링하거나,  여분의  회로들을  인에이블링하여서,  금속  스트립들의 폴리이
미드층  외측을  통해  위치되는  누가적인  접점들(접점(350)와  유사함)을  통한  접근  수단에  의해서, 또
는  후에  폐쇄될  여분의  회로들상에  큰  개구를  갖도록  폴리이미드를  내려놓므로서,  전기적으로 행해
질  수  있다.   그  경우에,  중앙컴퓨터가  인에이블되거나  디스에이블될  선택적인  회로들을  식별할 것
이고,  시험탐침을  통해  적절히  퓨즈를  블로우한다.   퓨즈  블로우잉(fuse  blowing)이  행해질 시퀀스
의 지점(point)은 물론 선택적이다.

만일  웨이퍼들이  식별용  라벨(label)이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컴퓨터에  기억된  시험 데이
타와,  그  데이타가  발생된  웨이퍼  사이에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  라벨을  붙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상관관계를  실행할  많은  방법이  물론  존재하므로,  특정의  방법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   양호한 
한가지  방법은  식별용  라벨상에  식별표시,  예를들면,  웨이퍼를  식별하는  광학적  바  코드(bar code)
를  붙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결함있는  칩들의  식별  표시가  기억되도록  웨이퍼내에  프로그램 가
능한  메모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웨이퍼가  메모리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운반하여서, 웨
이퍼가 시험 결과로부터 분리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접합]

최종 접합 단계(제  1  도의  단계 V,  제  2  도의  리드프레임 고정구 조립,  적합,  분해)를  위한 조립체
가  제  7  도에  분해도로  도시되었다.   이  도면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홀더(7-110)가  정확한 간격으
로  14칩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리셉터클(7-225)들중  2개만  도시된다.   리셉터클(7-225)상에 칩(7-
230)이  위치되고,  그  칩상에  리드프레임  스트립(5-125)의  일부인  리드프레임(5-100)내에  핑거 접점
들(5-122)의  1세트가  위치된다.   리드프레임의  상세한  설명이  이하에  기술된다.   덮개(7-120)가 리
드프레임  스트립(5-125)의  에지(5-110)상을  내리눌러서  에지가  그  스트립의  외부  부분을  위치하기 
위해  셀브(shelve)(7-112)상에  안착하므로  접촉팁들이  약간  휘어진다.   이  휨(deflection)은 신뢰할
만한  접촉이  접합  공정중에  보장되도록  제조공정중에  팁들의  위치의  피할  수  없는  변동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휨은,  칩(7-230)의  상부가  설정량만큼  셀브(7-112)의  평면위로  돌출하도록 리셉터
클(7-225)의  깊이를  만들어줌으로  이뤄진다.   그  휜량은  0.005인치  내지  0.007인치로,  신뢰할만한 
결합  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팁  위치의  공칭(nominal)변동의  예시적인  몇가지  표준  편차이다.   리드
프레임  스트립(5-125)의  에지(5-110)는  덮개(7-120)에  의해  셀브(7-112)로  압박될  것이고, 팁(5-

122)들은, 그러므로, 리드들의 탄성 계수에 의해 패드에 대항하여 압박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리드프레임의  개략도가  제  5  도에  도시되었는데,  이  도면에서  두개의  상이한 
크기의  칩들과  관련한  분해도로  리드프레임의  일부가  도시된다.   이  도면은  본  발명의  중요한 경제
적  이익을  예시한다.   오직  한개의  리드프레임만이  동일한  핀수를  가진  모든  칩들을  위해 인벤토리
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접합공정의  생산고(throughput)가,  리드들이  리드프레임의  리드 지
지부재에  의해  적절히  유지되는  동안에  동시에  부착되기  때문에,  핀들의  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개별적인  리드프레임들이,  종래기술의  표준  공정에서  사용되는  열보상  특성을  가진  값비싼  합금과는 
대조적으로  값싼  구리  합금인  금속  리본으로부터  스탬프된다.   그  리본의  어느  편상의 스트립(5-
110)이나  실제적인  리드(5-120)를  함께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리드(5-120)들은  소켓에  끼우거나 
표면 장착하기 위한 끝을 가진 외부 단부(5-123)와,  다이에 부착하기 위한 내부 단부를 갖는다.   두 
부분은  접합단계  후에  제거될  위치  조정  부재(5-124)에  의해  결합된다.   구멍(5-112)이 리드프레임
의  위치  조정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다.   리드세그먼트(5-121)의  각각의  단부에서  리드가 
표준  규격의  평편한  접촉  부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1/4  원안에서  굽어진(또는  평행  접촉부를 형성하
기  위해  두번  굽어진)  지역(5-122)을  갖는다.   상이한  길이를  갖는  상이한  리드세그먼트(5-121)들의 
각각은,  접촉지역(5-122)이  납땜작업을  위해  정확한  배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이상의  교합한 패드들
에  대항하여  균일하게  압박받게  되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성  계수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리드들(5-120)은 리드프레임 리본 조작의 이전 단계에서 납땜으로 주석이 입혀졌다.

동일한  핀수를  가진  칩들의  1패밀리가  유전체  상부상에  동일한  표준  패드  배열을  갖는  본질적인 것
은  아닐지라도  본  시스템의  장점이다.   예를들면,  상이한  크기를  갖는  두  다이스(5-130),  (5-132)가 
리드프레임과  함께  도시된다.   이  때문에,  칩들의  전  패밀리에  대해  리드프레임들의  오직  1리본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되므로 인벤토리에서 중요한 절약을 갖는다.

다이의  접촉패드(342)와  팁(5-122)의  모두는  주석입혀졌고(tined)  가열될  준비가  되었다.   증기상의 
리플로우(reflow)  납땜방법이나  용융가능한  합금을  리플로우하기  위해  재료를  가열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접합이  이뤄진다.   이러한  대안의  방법에는  적외선  가열,  컨베이어  오븐,  고온가스  가열  또는 
레이저  가열등이  있다.   증기상  리플로우에서,  Flourinert  FC-71과  같은  액체가  비등점에  유지된다.   
이  액체는  비등점이  납땜  온도  이상인  것으로  선택된  것이다.   칩과  리드프레임이  정렬되어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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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홀더(7-110),  (7-120)의  납땜  조립체가  비등점  온도에서  증기로  채워진  콘테이너  또는 오븐속
에  삽입되어,  납땜이  녹아서  접합을  형성하도록  흐르기까지  그속에  유지된다.   가열  사이클의 전형
적인 시간 길이는 5  내지 15초다.   이 비등점 온도는 전형적으로 225℃ 이상 300℃ 이하다.  대조적
으로,  와이어  본딩단계  및  다이  부착단계는  최고  460℃의  온도에서  수행되고,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가열  사이클의  길이를  감소하기  위해  접합고정물이  적은  질량을  갖고  많은  구멍을  가져서  증기가 납
땜접합부  주위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한다.   홀더(7-110),  (7-120)은  도면의  복잡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 간단히 도시했다.

본  발명의  중요한  경제점  장점은  모든  리드들이  동시에  납땜되는  것이다.   이것은  리드들이  하나씩 
접합되는  와이어  본딩  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납땜  단계에서  16핀칩에  대한  시간과  비교할때  28핀 
칩에 대한 시간길이가 길지않다.

[검사]

조립 시퀀스의 다음 단계(제  1  도의 단계 VI)는  선택적인 검사 공정으로서,  납땜 결합의 기계적, 전
기적  결합이  검사되는  단계다.   공지의  여러  시험방식이  있는데,  예를들면  결합부의  기계적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  칩을  당기고,  전기적  연속성을  시험하기  위해  표준  패드의  에지와  리드  프레임상에 
탐침을 놓고, 또는 납땜 덩어리를 광학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제12도에  개략적인  형태로  도시된  장치는  광학  시험장치로서,  이  장치에서  리드프레임  스트립이 홀
더(7-110)로부터  취해지고  카세트를  성형스테이숀으로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공정의  중간 단계로
서  검사하기  위해  제공된다.   광원(12-2)은  예를들면  반도체  다이오드  또는  반도체  레이저로서, 입
력  비임  파워를  측정하는  파워  감시소자(12-3)를  통과하는  비임(12-11)을  발생한다.   비임(12-4)은 
리드립(5-122)에  있는  납땜과  충돌하여  여러방향으로  반사되는데,  반사된  출력의  정확한  분포는 납
땜  덩어리의  상세한  모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칩마다  달라진다.   두검출기(12-13)(12-15)는 반사
된  광의  일부를  검사한다.   양호하게,  이러한  검출기들은  강도  분포에서의  작은  변동을  집적하기에 
충분한 지역을 갖는다.

만일  리드  팁(5-122)이  패드와  접촉되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납땜면  대신에  갭이  존재할  것이므로 
매우  적은  광만이  반사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  검출기(12-15)(12-13)는  모두 감시기
(12-3)내에서  신호의  어떤  일부를  수신해야  한다.   임계값이,  생산라인이  처음에  동작될때, 경험적
으로 설정될 것이다.

모든  14칩들상의  모든  리드들은  시험될  것인데,  14개칩  단위당  오직  1리드만이  검사되거나  또는 그
의  다른  방법으로  검사될  수  있다.   시험회수는  통상의  비용/신뢰도를  고려한  판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가지  적당한  방법은  리드  프레임  스트립을  비임(12-11)을  지나는  일정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검출기(12-15)와  (12-13)에서의  신호들이,  비임(12-11)이  접합이  이뤄져야할  지점에 부딪
힐때, 샘플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접합부들이, 그들이 비임을 통과하는 시간에 의해 판별된다.

[모울드(mold)]

다음  주요단계(제  1  도의  단계  VII)에서,  부착된  14칩들을  가진  리드프레임(5-100)은  반송  또는 사
출  성형기계로  이동되어  그  기계에  관해  플라스틱  성형되어서  칩을  캡슐화하고  보호한다.   모울딩
(성형)공정은  종래의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할  것이다.   본  발명은  한가지  특징은  리드프레임과  접촉 
패드  사이의  넓은  접촉지역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와이어  본딩에  비해  극히  울퉁불퉁하여서  칩들의 
매우  적은  부분이  공정중에  손상될  것이고,  칩들은  세심한  주의를  덜  요구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될 수 있다.  또 한가지 장점은 리드들이 동작중에 열을 칩으로부터 방출하는 것이다.

캡슐화된  다이스(아직까지  리드  프레임내에  있음)가  성형  기계로부터  제거된  후에  제  2  도에 선택적
인  라벨  표시단계가  실행된다.   다이스  식별(dice  identity)이  개별적인  다이에  인가되는  데이타가 
측정될때  탐침  시험중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식별은  웨이퍼,  테이프  프레임  및  리드  프레임상의 
라벨들에 의해 보존되고, 컴퓨터는 리드 프레임상의 다이식별을 로그(log)하도록 요구될때 
갱신된다.   각  칩은  레이저  브랜딩  공정  또는  다른  편리한  방법에  의해  식별  라벨,  시험결과  등을 
갖도록 표시된다.

또한, 과잉 플라스틱이 리들로부터 제거되는 종래의 디정크(dejunk) 단계가 이 시간에 행해진다.

[트림/형성단계]

다음  단계(제  1  도의  단계  VIII)에서,  칩과  리드  프레임  조합이  리본으로부터  분리되고,  리드들이 
올바른  정렬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간격  세그먼트(5-124)가  절단된다.   만일  리본이  구리  또는 구
리합금의  판으로부터  형성된다면,  연결부분(5-124)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모든 리
드들이  함께  짧아질  것이다.   만일  상부에  구리  도금된  리드가  형성되어  리드들(5-120)을  지지하기 
위해  및  부분(5-110)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지지체가  사용된  다른  형태의  리본이  사용된다면, 부
분(5-124)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하기 쉬울것이고 또한 리드들을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리드 프레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  5  도의 도시는 본  발명에 사용가능한 다이 본딩 원리들에 대해 리드 프레임의 일반적으로 광범위
한  형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리드  프레임의  상세도가  제  8  도에  도시되는데, 제
8a도는  각각  지점(1),  (2)에  중심  설정된  두  리드프레임을  포함한  리드프레임  스트립의  일부분의 평
면도이다.   이  도면의 본  발명의 한가지 유익한 특징 때문에 복잡한데,  상기 특징은,  인접 트레임들
의  외부부분(5-120)이  중첩하므로(종래의  용어  로인터디지테이티드(interdigitated)"됨),  리드들이 
스탬프되거나,  금속리본으로부터  식각될때  발생되는  조각의  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또한,  그 부분
(5-120)을  리드들(5-120)  사이의  거리의  1/2만큼  매  다른  리드프레임  마다 오프세트(offset)시키므
로  중첩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나,  그렇게하면,  고정구에서  칩  위치도  필연적으로  오프세트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정 공정으로의 다이 적재(loading)가 더욱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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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6-핀  리드프레임이  4개의  4부분  품(quadrant)들  (10),  (10'),  (20),  (20')로부터  형성된다.   4
부분품(10)(10')은,  4부분품(20)(20')과  마찬가지로  중심선(8-3)  또는  (8-4)을  중심으로  반사된 거
울  영상들이다.   4부분품(10)와  (20)과의  차이는  결합하는  스트립(5-124)으로부터  개개의  리드들의 
접촉패드(5-122)까지  연장한  핑거(5-121)의  모양이다.   4리드들(8-11)  내지  (8-14)  및  (8-21)  내지 
(8-24)의  두세트가 제  8  도에 도시되고 그것의 보다 상세한 도면이 각각 제8a도  및  제8C도에 도시된
다.

리드프레임의  완전한  상세도를  보여주기  위해,  도면들의  적당한  부위가  다시  도시된다.   소숫점으로 
표시한  수치들은  원점을  구멍(5-112)에  둔  직각  좌표계에서  인치로  표시한  규격이다.   예를들면 4부
분품(10의 핑거(8-11)는 (0.2641인치-0.2531인치)인 0.011인치의 폭을 갖고, 핑거(12)로부터 
(0.2531인치-0.2413인치)인 0.012인치 만큼 분리된다.

핑거들(5-121)은  동일  탄성계수를  갖도록  설계되는데,  이  실시예에서  핑거  팁(5-122)의  패드(342) 
사이에  신뢰할만한  접촉을  보장하기  위해  981dyn에  대해  0.025mm  휨(디플랙숀)을  갖는다.   팁(5-
122)들은  0.010인치의  곡율반경을  가지고  핑거(5-121)들을  휨으로서  형성된다.   그  결과  접촉팁은 
공칭적으로 0.01 제곱인치가 된다.

도시된  특정  리드프레임은  16핀  DIP에  대한  공업표준  규격에  따르는  외부  리드(5-120)들을  갖는다.   
그  재료는  도금하기전에  두께  0.010+0.0005인치를  갖으며,  OLIN  195,  3/4  경도를  갖는다.   납땜 도
금은  주석성분  88%  내지  98%  나머지가  납으로된  주석-납으로서  60-350마이크로  인치의  두께를 갖는
다.

제8a도의  중심선(8-3),  (8-4)들은  0.540인치들씩  분리되어,  14리드프레임들  1세트가  7.75인치의 전
체길이를 갖는다.

본  발명의  개시로부터  본  분야에  익숙한자들은  핑거(5-121)들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설계를  할  수 
있다.

핑거(5-121)들이  정확히  동일탄성계수를  갖는  것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
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리드프레임들은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것들은  깨지기  쉽고,  쉽게  종래의  그리퍼에  의해 
부서진다.   그리퍼에  "택타일(tactile)"이란  감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지만,  그것들의  가격은 비싸
다.  진공식 리프터는 리드프레임에 많은 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다.

제9a도  및  제9b도는  리드프레임을  리프트하여  정열시키는  일을  하는  경제적인  그리핑  고정구를 도시
한  것이다.   제9a도는  분해되고,  제9b도는  조립된  고정구의  측면도다.   제9b도를  참조하면,  그 고정
구에  사용되는  원리는  그리핑  고정구(9-20)들이  인가할  수  있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백업바"(9-
22)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퍼(9-20)들  사이에  연결된  것처럼  도시된  스프링(9-26)으로부터  힘이 
발생하여  그들을  분리하도록  인가한다.   상이한  위치에  있는  다른  스프링들이나  또는  힘을  인가하는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리드프레임(9-30)은  바(9-22)  아래에,  그리핑  고정구(9-20)의  연장부(9-23)내의  노치들(9-24) 사이
에  위치된다.   제9a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노치(9-24)들이  존재한다.   바(9-22)의 바
닥과,  노치(9-24)의  바닥  사이의  공칭  허용차  0.015인치이다.   리드프레임(9-30)이  오직  0.010  인치 
두께를 갖기 때문에 0.005인치의 마진이 존재한다.

그리핑  고정구(9-20)는,  이  고정구(9-20)에  부착된  로울러(9-15)에  대해  콘(cone)(9-14)으로부터의 
하방압력에  반응하여  피봇(9-29)을  중심으로  선회운동한다.   콘(9-14)는  세이코(seiko)회사제로 시
판되는  스프링  복귀력을  갖는  공기  구동식  실린더(9-10)의  일부분이다.   하우징(9-11)은 실린더(9-
13)를  둘러싸고  하단부에  콘(9-14)를  가져서  아암(9-12)상에  구멍단부(9-28)를  통해  피봇(9-29)에 
대한  지지를  해준다.   각  피봇(9-29)의  양단부들을  지지하는  4개의  구멍단부(9-28)들이  있다.   또한 
하우징(9-11)은  제9a도에서  도시생략된  견고한  지지체를  통해  바(9-22)를  지지한다.   그리핑 고정구
(9-20)의 운동은 제9b도에서 화살표로 도시된다.

제9a도에  도시된  고정구(9-20)의  슬롯(9-30)들은  백업바(9-22)에  고정된  지지용의  바(9-32)에  의해 
지지되는,  도면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스프링  장착된  플런저들이  통과할  수  있게한다.   플런저(9-
33)의  기능은,  백업바(9-22)가  그것의  정열핀들에  의해  접합  고정구에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하부 접합 고정구(7-110)에 대항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두  정열핀(9-34)들이  제9b도에  도시된다.   핀(9-34)들은  바(9-22)에  대해  접합고정구(7-2112)를 위
치시키기  위해  바(9-22)의  대각선상으로  반대되는  모퉁이에  위치된다.   이러한  정렬은  접합  고정구 
또는  다이스에  대해  리드  프레임을  정렬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핀(9-34)들이  통과하는 리드프
레임의  구멍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열은,  도며에  도시생략된  접합고정구  내의핀,  즉, 리드프
레임내의  선택된  구멍에  들어가는  핀에  의해  달성된다.   접합고정구,  리드프레임  및  그리퍼와의 조
합은  반드시  접합  고정구내의  정열핀들이  리드프레임내의  적당한  구멍들에  들어가지전에  허용차 범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핀(9-34)의 기능이다.

핀들과  구멍들의  정확한  위치에는  항상  오차가  있을  것이어서,  핀(9-34)들은  그들의  교합구멍에 결
합한다.   플런저(9-33)들은,  (9-34)들이  접합고정구로부터  확실히  이탈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리드프레임(9-30)은  접합고정구와  함께  남아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핀(9-34)들이  통과하는 리드프
레임내의  구멍들이  접합고정구내의  정열핀들과  결합하는  4개의  구멍들보다  큰  허용차를  가지기 때문
이다.  4개의 핀들과 보다 적은 허용차로 인해서 리드프레임(9-30)은 그리퍼가 
둘려질때(리프트될때) 보다 견고히 유지된다.

[개별 부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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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도  및  제4b도를  참조하며,  표준  패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다이의  변형이  도시된다.   제3a도와 
제3b도의  표준  패드어레이는,  단일  리드프레임이  완성된  크기의  범위에  대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매우 
작은  칩을  끼우기  위해  규격지워진  사각형  윤곽을  갖는다.   그러나,  상이한  패드  어레이(이것은 집
적회로들의 수와 공통임)를 정당화하는 기술적, 경제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제4a도는 앞서와 같이 동일 기판(310)과 폴리이미드(320)를 갖는 다이를 도시하고 
있으나,  패드  배열은,  각각이  칩의  외측으로  설치된  8개의  피드들로  구성된  2열(350)들을  포함한다.   
중앙에  빈터(Clear)가  있어서  회로내의  여러점들에  전력  공급전압을  분배해주는  버스(353)용의 공간
을  제공하는데,  상기  점들중의  하나는  번호(352)로  도시된  바이어로서  리드와  접촉하도록  배열 위치
들중의  한  위치에  위치된다.   얇은  와이어들을  사용하는  종래  기술과  비교해볼때,  버스(353)는 대단
히  감소된  저항과  인덕턴스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버스(354)도  패드(351)의  접촉하고  다이 주위
에 접지단자를 배치한다.

강인한  폴리이미드층(320)의  다른  장점은,  개별적인  전기소자들,  능동소자나  수동소자가  층(320)의 
상부에  위치되고,  회로에  바이어들  또는  표준  패드들에  연결된다.   제4a도에서  소자(368)가 바이어
(370)(369)들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된다.   소자는  큰  크기를  가진  후막  저항이다(이것은  종래의 집
적회로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그것은  종래의  표면에  장착되는  소자  패키지 법
으로 분리형성된 소자일 수 있다.  예를들면, 저항들, 커패시터들 및 인덕터들이 있다.

커패시터의  한가지  유용한  예가  유닛(355)로  도시되었는데,  그것은  전원과,  지점(367)에  부착된 도
전성  접착재를  사용한  접지  사이에서  스트립(366)에  연결된  전하  보존  용량이다.   그러한 커패시터
들은  회로가  스위치될  경우  안정한  공급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종래에는  집적회로  소켓들에  부착되는 
것이다.   칩과 함께 커패시터를 포함한 것은 명백한 장점이다.   유닛(355)의  같은 소자는 물론 회로
내의 어느 지점이나 연결될 수 있다.

큰  관심을  끄는  한가지  변형은,  동일기판  상에  조립하기  어려운  광학소자  또는  다른  소자들인 분리
소자(355)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자(355)는  갈륨  아세나이드  기판을  사용하는  반도체 레
이저일 수 있으며, 다이(310)는 종래의 실리콘 집적회로이다.  그 경우에, 광섬유 피그테일
(pigtail)이 다른 광학소자로 통신하기 위해 포함될 것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소자는,  고정되거나,  또는  접근구멍이  조정  가능한  소자를  위해  캡술화 플
라스틱내에  형성되는  그러한  조정가능한  소자를  갖는  RC타이밍  네트워크거나,  열  부하를  방출할  수 
있게  소자(355)의  지역을  사용하는  파워  트랜지스터이다.   열  싱크(heat  sink)가  층(320)에  직접 부
착되거나  또는  기판(310)의  고전력  부로부터  낮은  열저항  통로를  제공하는  바이어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소자들은  어떠한  종래의  방법으로도  부착될  수  있다.   이것들은  리드프레임의 납땜전이
나  후에  접착가능하게  부착된다(또는  그들은  납땜되고  리드프레임이  접착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또는,  대안으로  리드프레임과  개별적인  소자들이  납땜이나  글루접합은  접착재에  의해  접합하기전의 
위치에 리드프레임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뤄진다.

제4b도는  인벤토리에서  상당한  감소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다른  변형이  도시된다.   여기에서  두  칩 
조립체가  기판(310),  폴리이미드(320),  표면패드들을  전과  같이  같은  제  1  칩(330')과  기판(310'), 
폴리  이미드,  층(320)상에서  접점  배열(382)와  결합하는  접점배열(382')를  갖는  제  2  칩(380)을 포
함한다.

대안의  U형  접점  배열(350')은  칩(380)에  대한  층(320)의  반까지  절감되는  장점을  갖는다.   모든 리
드들을  칩(300')의  반까지  가져오기  위해,  리드들의  탄성  계수에서  약간의  변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
다.

접점(350')와  (382)사이에  몇개의  접속만이  전원과  접지에  대해  도시되었다.   칩(380)은  입/출력을 
위해 물론 리드들로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도시된  경우,  칩(380)은  전력  공급과  접지가  필요한  ROM  이고,  배열(382)에서의  바이어들을  통해 또
는 리드(373)와 같은 표면 리드들을 통해 보다 큰 칩과만 통신한다.

지대한  상업적  이익이  있는한  특징  응용은  한  ROM  을  부가하여  키스토마이즈된(customijed)  단일 칩
과 같은 다용도 칩응용이다.

만일  그  ROM이  마스크옵숀(mask  option)이라면,  생산에서의  변동이나  급작한  주문쇄도에  대처하기 
위해  커스토마이즈된  마이크로컴퓨터의  예비  공급품(reserve  supply)  이  있어야만하고,  제조자들은 
1커스토머를  위해  오직  양호한  칩들의  인벤토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4b도의  실시예에 있어
서,  각  커스토머를  위한  인벤토리는,  마이크로  컴퓨터들보다  상당히  값싼  그것의  ROM들일  필요가 있
을뿐이다.   제조자는  물론  모든  키스토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마이크로컴퓨터칩들  중의 
예비품을  유지할  것이다.   인벤토리의  총  가격은  단순히  통계학  법칙  때문에  중앙  예비품보다  작을 
것이다.

두 칩 시스템의 한 변형이,  그 안에 주칩(302)이  입력 제어기와 같은 일반화된 시스템이고,  제 2 칩
(380)이  각각이  특정  응용을  위해  커스토마이즈된  다수의  대안품들  중의  하나인  두칩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주칩은  5볼트  논리칩이고,  칩(380)은  모뎀  또는  코더(coder)와  같은  텔리폰인터페이스의 
전화 네트워크의 고전압을 견디도록 설계될 수 있다.

플러그  호환성(plug  compatible)  시스템을  위해  상이한  제조자들의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제 2  칩의 다른 여러 응용과,  또는 병렬 출력 또는 직렬 출력과 같은 표준 논리 기능들 중의 한 실
시는 본 분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칩(380)을  부착하는  한가지  편리한  방법은  패드들(382')을  신뢰할만한  접촉을  위해  고온의  솔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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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양으로  형성(form)하고,  저온에서  리드와  접합하기전에  접합부를  리플로우(reflow)하는 것이
다.   다른  방법은  정렬한  칩(380)을  접착하도록  부착하고,  동시에  접점들의  세트들을  납땜하는 것이
다.

[임피던서 매침된 리드들]

제10도  및  제11도에  도시된  리드프레임의  다른  형태가,  리드들의  임피던스가  특정한  값이라는 개선
된  특징을  갖는데,  상기  특정한  값이란,  칩으로부터  또는  칩으로  신호들을  전송하는  전송을 개선하
기  위해  집적회로  칩이  삽입되는  회로들의  나머지  부분과  매칭되는  값이다.   개선된  리드프레임은 
제  5  도와  제  8  도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   구성에서의 주요 차이는, 리드
프레임의  재료가  중간에  유전체를  가진  두  도체층들을  가진  샌드위치의  구성이란  점이다.   유전체의 
두께와 리드들의 형태는 소망의 임피던스를 발생하도록 선택된다.

보다  복잡한  리드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주파용  집적회로에서,  1나노초  펄스의  기본  주파수가 
1 GHZ이고, 그러한 1펄스를 깨끗이 통과하는데 필요한 대역폭이 13 GHZ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주파  영역에서,  집적회로로  패키지  않는것(packaging)은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적분  회로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는  리드의  상승시간  그  자체가  회로의  대역폭을  제한한다.   그러한 
고주파  시스템의  또한가지  문제점은,  인쇄회로  소켓  또는  다른  코넥터와  리드  사이에  임피던스 부정
합(impeadancemis  match)이  회로들이  나노초  이하의  시간에  응답할때,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반
사파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

와이어  본딩으로  집적회로들을  부착하는  현재의  방법에  있어서,  1mil의  직경을  가진  작은  와이어가 
비교적  넓은  리드프레임을  집적회로  칩에  결합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작은  직경의  와이어는  물론 
그  직경과  관련하여  고  인덕턴스를  가지며,  와이어와  리드프레임과의  사이의  임피던스  부정합은 반
사파의 상승을 가져오고 또한 대역폭 제한을 가져온다.

제10a도를  참조하면,  제  5  도의  리드의  외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도면번호(5-120)으로  도시된 리
드의  일부가  도시된다.   리드팁은  제  1  도체(10-2),  유전체(10-6),  다른  도체(10-4)의  샌드위치 구
성을 갖는다.

이  리드팁은  소켓위에  도시되었는데,  상기  소켓은  리드팁의  각각의  도체  층들과  전기  접촉을  이루는 
제 1 측(10-1) 및 제 2 측(10-3)을 갖는다.

이러한 도체들의 하나는 접지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호를 반송할 것이다.

소켓은  리드의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형상을  갖는다.   이런  샌드위치  구성을  만드는  것은  직접 
이뤄질  수  있다.   예를들면  전체  리드프레임이  두  도체들  사이에  적층된  폴리이미드의  판으로부터 
형성되고, 리드들이 스탬핑이나 에칭에 의해 성형된다.

표준  스트립  전송선  공식은  Z=120π/(Er  S/w)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Er은  유전상수이고,  S는 두도
체의 분리 거리고,  w는  리드의 폭이다.   이  공식을 폭이 10mil,  유전체 두께가 5mil,  그  재료가 유
전상수  3.5를  가진  폴리이미드인  예에  적용하면,  특성  임피던스  값은  50오옴으로  계산될  것이다.   
이  50오옴은 RF  회로에서 통상 사용되는 임피던스와 잘  어울리는 값이다.   본  분야에 익숙한 자들은 
임피던스의 다른 소망의 값을 갖도록 상이한 리드 구성으로 쉽게 바꿀수 있을 것이다.

제10b도를  참조하면,  리드(5-121)의  팁(5-122)(다이팁)이  도시되었는데,  이것의  부재(10-122), (10-
24)는 집적회로 칩상의 접점들과 쉽게 부착하도록 굽어진 도체(10-2)(10-4)다.  도면번호(10-
32)(10-34)로  도시된  바와같은  적당한  접점들이  제  3  도의  설명에서  설명된  바와같은  구성을  갖는 
미리  주석입힌  접촉  패드들이다.   전송선  리드(5-122)는  저항(10-35)으로  종단되는데,  이저항은 전
송선과 같은 동일 임피던스를 가지며 후막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개별적인 저항이다.

동일  부착  방법은,  만일  칩이  표면  장착  소자  구성에  사용될  경우라면,  리드  프레임의 외부팁(5-
120)들에 사용될 수 있다.

제11도를  참조하면,  제  8  도의  단일  리드(8-22)가  외부  리드팁(5-123)과  리드  다이팁(5-121)를 가진
것으로  도시된다.   이  경우,  임피던스  변화에서  최대로  완만한  변화를  주고,  반사파의  최소량을 제
공하도록  전체에  걸쳐  동일한  폭을  가진  단일폭스트립  도체(11-12)가  사용된다.   리드(8-22)의  이런 
부분의  몸체(11-10)는  유전체(제10a도에서(10-6))로부터  형성되고,  단일의  작은  스트립(11-12)은 도
체로부터  형성된다.   이런  방법으로  반사파외  임피던스의  변화,  즉  전송선의  형태를  바꿈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반사파 및 임피던스의 변화는 피할 수 있다.   부가적인 한가지 장점은,  제  5  도의 실시
예에서  트림되어  없어지는  세그먼트(5-124)가  이제는  유전체이고,  리드들이신호전파에  아무런 부작
용없이  플라스틱에  의해  서로서로  부착된  채로  유지되기  때문에  트림  단계가  제거된  점이다.   단일 
폭  스트립이  사용되어야할  필요는  없고,  그  스트립의  횡단면은  문제되는  시스템응용에  의해 피키지
하는 재료의 대역폭에 부과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본 발명의 실시에서 리드 프레임이 접촉 팁들이 4각형 배열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   평행선, U
형, 또는 다른 불규칙적인 배열과 같은 여러 배열들이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드프레임의  배열이  반드시  표분적인  듀얼  인  라인(dualin  line)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

내부의 싱글인 라인 세트도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3  또는 4쪽으로 구성된 세트로 된 외
부리드들도 원형 또는 편리한 다른 구성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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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리드들의  각각이  집적회로의  외부  소자와  접속  하기  위한  외부와,  반도체  칩상의  한  접점과 
접속하기  위한  부착부를  갖는  상기  도정성  리드들의  최소한  1리드  배열과  :  각각이  상기  리드들의 
배열을  연결하고  위치조정하기  위해  상기외부와  상기  부착부와의  사이에서  상기  리드들의  배열의 최
소한  1리드에  부착되어서  상기  리드들의  배열의  상기  부착부가  반도체  칩과  부착하기전에  소정의 위
치에  유지되고,  상기  리드들의  배열의  상기  외부가  외부부착에  적합한  구성내에  유지되게  하는 최소
한  두개의  위치  조정부재를  포함한  집적회로용  리드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1리드의  상기 부
착부가  상기  위치  조정부재로부터접촉팁까지  연장한  코넥터부재를  포함하고  :  상기  부착부들의 각각
의  코넥터부재가,  상기  부착부들의  각각의  상기  접촉팁이  1접촉팁  배열내의  소정의  위치에 위치되도
록  소정의  통로를  따라  연장하고  :  상기  코넥터  부재들의  각각이  상기  최소한  2위치  조정부재들에 
의해  정의되는  제  1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따라  상기  부착부들의  각각의  휨을  특징지워주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탄성계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한 집적회로용 리드프레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최소한  1리드배열이  최소한  2리드그룹으로  분리되고,  상기  리드  그룹들의  각각이 
상기  최소한  2위치  조정부재중의  하나에  의해  위치되고  지지되며,  상기  접촉팁  배열이  상기  최소한 
2위치  조정 부재 사이에 배치되는데,  상기  리드 그룹들중 제  1  그룹은 상기 제  1  리드  그룹의 상기 
위치  조정부재의  내부  측상에  상기  제  1  리드  그룹의  리드들을  부착하는  부착부와,  상기  제  1  리드 
그룹의  상기위치  조정부재의  외부측에  상기  제  1  그룹의상기  리드들의  외부를  갖으며,  상기  접촉팁 
배열의  제  1  측상에  위치되고  ;  상기  리드  그룹들의  다른  하나는  상기  접촉팁  배열의  제  2  측상에 
놓이며, 상기 제 2  리드 그룹의 상기 위치 조정 부재의 대응 내측에 상기 다른 리드 그룹의 상기 리
드들을  부착하는  부착부와,  상기  다른  리드그룹의  상기  위치  조정부재의  대응  외측에  있는  상기 다
른 리드 그룹의 상기 리드들의 외부를 갖는 : 것을 특징으로 한 집적회로용 리드 프레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들의  상기  접촉  팁들의  각각이  소정의  량만큼  상기  제  1 평면으로부
터  연장하므로,  상기  접촉팁  배열이  상기  제  1  평면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제  2  평면을  한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 집적회로용 리드프레임.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전기도전성  리드들의  상기  리드배열들의  최소한  두개가  스트립 축
을  따라  연장한  최소한  한개의  연결용  스트립에  의해  정열되고,  상기  최소한  2리드  배열들에 절단가
능하게  부착되어서  상기  최소한  2리드  배열들의  상기  접촉팁  배열들이  최소한  2집적회로  상에서 최
소한  두개의  미리  위치된  집적회로와  정열하기에  적합한  소정의  관계를  위치될  수  있어서,  상기 최
소한  2접촉팁  배열이  상기  최소한  2집적회로  패드  배열에  동시에  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집적회
로용 리드프레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한 2접촉 팁 배열들의 모두는 상기 스트립 축에 수직인 제 1  소정의 거
리씩  정열되고  상기  스트립축을  따라  소정의  분리  거리로  이격되며  :  상기  최소한  2리드  배열들의 
인접 배열들의 상기 외부들은, 인접 리드 배열들의 상기 대응 외부들의 제1  및 제 2  변위 거리씩 상
기  스트립  축으로부터  변위되도록  상기  스트립축을  따라  오버래핑하여서  상호  분리되므로,  상기 리
드 배열들의 하나의 제1  및  제  2  리드그룹들이,  상기 제1  및  제  2  그룹들의 상기 외부들이 인접 리
드 배열들의 각각의 인접 제2  및 제 1  리드 그룹들의 외부들 사이에 놓이도록 일정량씩 상기 스트립 
축으로부터 변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집적회로용 리드프레임.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제 1 변위를 가진 제 1 리드 배열의 부착부들이, 제 1 변위를 가진 상기 제 1 리
드  배열의  모든  상기  부착부들이  그들의  각각의  외부들로  부터  상기접촉팁  배열의  각각의  위치들로 
연장한, 소정의 부착부 길이들의 제 1 부착 세트를 가지며 ; 제 2 변위를 가진 제 2 리드 배열의 부
착부들이,  제  2  변위를  가진  상기  제  2  리드  배열의  모든  상기  부착부들이  그들의  각각의  외부들로 
부터  상기  접촉팁  배열의  각각의  대응위치들로  연장하는,  소정의  부착부  길이들의  제  2  부착세트를 
가진것을 특징으로 한 집적회로용 리드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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