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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리드 프레임은 그 몸체의 측면에서 잘려 나간 홈부를 구비한 리드 프레임 몸체, 반도체 칩 고정용 다이 패드, 그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다이 패드, 리드 프레임을 실장하도록 하는 외부 전극, 그리고 리드 프레임 몸체의 측면에서 홈부 반대
편에 위치한 일부에 위치하는 단부를 가지며 리드 몸체 상에 뻗어있는 표면 처리용 배선을 포함한다. 본딩 전극 및 표면 
처리용 배선 그리고 외부 전극 및 표면 처리용 배선은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리드 프레임이 이송 유닛과의 마찰로 
정전기적으로 대전되더라도, 리드 프레임 상의 반도체 칩은 정전기 손상을 입지 않는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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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련 기술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2는 관련 기술의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평면도이다.

도 3은 관련 기술의 프레임 몸체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4는 관련 기술의 프레임 본체를 제공하는 원판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필수 부분의 평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프레임 본체의 평면도이다.

도 8은 프레임 본체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판의 평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필수 부분의 평면도이다.

도 10은 이러한 다른 실시예의 프레임 본체의 평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추가 실시예를 나타내는 필수 부분의 평면도이다.

도 12는 이러한 추가 실시예에 대한 프레임 본체의 평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또 다른 추가 실시예를 나타내는 필수 부분의 평면도이다.

도 14는 이러한 추가 실시예에 대한 프레임 본체의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용 기판 및 그 제조방법과 반도체 장치 및 프레임 본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장치를 실장
하는 절연 기판체가 그 측면에서 잘려나간 홈부(cut-away portion)를 구비하며, 표면 처리용 배선은 절연 기판체의 
측면의 일부에 모여 있는 단부(end)를 가지며 절연 기판체 상에서 연장되어 있고, 그 일부는 홈부의 반대편에 위치함
으로써, 절연 기판체의 측면을 통해 표면 처리용 배선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송 도중 기판에 정전기에 대전될 때
에도 반도체 칩이 정전기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최근, 반도체 장치에 관하여 고속 및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고속 및 소형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도체 
장치로서 LGA(Land Grid Array), BGA(Ball Grid Array)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LGA는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1은 반도체 장치(1)의 정단면도이며,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반도체 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인 리드 프레임(10)의 세그멘트(segment)를 도시한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91816

 
    
리드 프레임(10)은 절연 기판인 리드 프레임 몸체(12)를 포함한다. 리드 프레임 몸체(12)의 상부에 위치한 다이 패드
(12a)는 반도체 칩(14)을 실장하며 반도체 장치(1)에 포함된다. 다이 패드부(12a) 주위에는 복수의 본딩 전극(bond
ing electrode)[랜드(land)]을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주위를 에워싸도록 증착시켜 형성한다. 반도체 칩(14)의 
전극은 도 1에 도시한 금선(18)과 본딩 전극(16)을 연결시킨다. 리드 프레임 몸체의 상부면(12)은 합성수지(20)로 
주조(봉인)되어 반도체칩(14), 금선(18) 및 본딩 전극(16)을 각각 덮도록 한다.
    

리드 프레임 몸체(12)의 저부면에 리드 프레임(10)을 실장하는 외부 전극(22)을 증착하고 형성한다. 외부 전극(22)
은 각각 본딩 전극(16)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공지된 바와 같이, 본딩 전극(16)과 외부 전극 사이의 전기적인 도전
은 스루홀(through hole)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딩 전극(16)과 외부 전극(22)의 표면 각각은 표면 처리에 따라 반도체 칩(14)과의 결합과 실장용 기판 상에 적용되
는 땜납 페이스트(soldering paste)와 결합시킨다.

표면 처리는 대개 도금 처리(plating treatment)이다. 도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예를 들면, 하부 코팅
(undercoat)용 니켈 도금 처리를 한 후 금도금 처리를 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전극판 공정은 종종 도금 처리를 수행
하는 공정으로 이용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딩 전극(16)과 외부 전극(22) 모두는 각각 도금 처리용 
배선(표면 처리용 배선)(24)을 구비한다. 표면 처리용 배선(24)은 전기도금 처리를 수행하는 전류를 통과시킨다.

    
도 3은 반도체 칩용으로 이용되는 리드 프레임(10)을 자르기 이전의 프레임 본체(30)를 도시한다. 프레임 본체(30)는 
몇 개의 리드 프레임(10)을 제공할 수 있는 크기를 갖는다. 표면 처리용 배선(24)은 모두 반대면 표면(31a, 31b)을 
통해 거기에 이르게 되는 단부를 갖는 프레임 본체(30) 위에서 연장된다. 땜납 레지스트층(solder resist layer)은 본
딩 전극(16)을 포함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리드 프레임 몸체(12)의 상부와 저부 반대면을 절연시킨다. 즉, 영역(32)과 
반도체 칩(14)을 실장하는 다이 패드(12a)는 도 2에 도시한 경우에서 절연된다.
    

여기서, 표면 처리용 절단부(cut ends)는 프레임 본체(30)의 측면(31a, 31b)에서 노출된다. 이는 도 4의 구성으로부
터 명백하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 프레임 본체(30)를 제공하는 원판(40)은 복수의 본체(30)를 거기에 형성할 수 있는 
크기를 갖는 절연 기판이다. 원판(40)은 프레임 본체(30)의 각각의 반대 측면[절단 후 측면(31a, 31b)이 될 부분]으
로부터 표면 처리용 배선(24)을 연장시켜 얻어지는 2차선(26)을 구비한다. 이러한 수많은 2차선들 모두는 프레임 본
체(30)의 상하부 각각에 배선된 버스(La, Lb)에 연결된다.

이어, 프레임 본체(30)의 표면 처리용 배선(24), 2차선(26) 및 한 쌍의 버스(La, Lb)는 패터닝되어 버스(La, Lb)는 
원판(40)의 좌우측면(41a, 41b)에 제공되는 절개부(opening)(42)에 이르게 된다. 또한, 버스(La, Lb)용 연결 단자
(전극 단자)(43)를 절개부 반대편에 위치한 원판(40)의 일부에 증착시켜 형성한다. 연결 단자(43)는 도금 처리에 사
용되는 전극이다.

    
이어, 원판(40)을 소정의 도금조(plating bath)에 담그고 버스(La, Lb)에 소정 전압을 인가하면 본딩 전극(16)과 외
부 전극(22)을 도금 처리 할 수 있다. 도금 처리 후, 도 4에 도시한 쇄선을 따라 원판을 잘라서 도 3에 도시한 복수의 
프레임 본체(30)를 얻는다. 따라서, 원판(40)이 프로임 본체(30)로 분리될 때, 표면 처리용 배선(24)과 그 각각의 2
차선들(26)은 서로 분리된다. 표면 처리용 배선(24)은 프레임 본체(30)의 반대 측면(31a, 31b)에 이른다. 그 결과, 
표면 처리용 배선(24)의 절단면 각각은 프레임 본체(30)의 반대 측면(31a, 31b)으로부터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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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 본체(30)를 분리한 후에는 어느 프레임 본체(30)도 반도체 칩에 대응하는 크
기를 갖는 각각의 리드 프레임(구획)으로 절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도체 칩의 고정, 배선 결합 및 합성수지에 의한 
주조 처리를 프레임 본체(30)에서 행한다. 프레임 본체(30)는 그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처리 단계 또는 
처킹(chucking) 공정으로 이동한다.

    
이송 공정 및 처킹 공정 동안에 이송 유닛(transferring unit) 및 처킹 유닛은 리드 프레임 몸체(12)인 절연 기판체와 
종종 접촉된다. 따라서, 리드 프레임 몸체(12)가 마모될 때, 리드 프레임 몸체(12)의 표면은 정전기적으로 대전될 수 
있다. 리드 프레임(12)의 몸체가 정전기적으로 대전되는 경우, 리드 프레임 몸체(12)의 표면이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금속부 가까이 이동할 때 방전이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의 방전 전류는 표면 처리용 배선(24)을 통해 반도체 칩
(14)으로 흐른다. 이와는 달리,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금속부와 표면 처리용 배선(24)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난
다. 이 때, 방전 전류는 반도체 칩(14)으로 흐른다. 이러한 대전 및 방전 과정을 되풀이됨으로써, 반도체 칩이 정전기에 
의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전기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장치로서 고집적, 축소 지향 LGA, BGA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고속 
처리 및 고집적에 관련된 반도체 칩에 있어서, 웨이퍼 처리 과정에서의 소형화와 함께 단일 반도체 소자의 크기 감소 및 
산화막 두께의 감소는 현저하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장치는 정전기에 취약하다. 그 결과, 반도체 장치의 반도체 소
자는 사소한 방전 및 대전에 기인한 정전기적 손상(electrostatic damage)(ESD)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장치용 기판과 반도체 장치 등의 정전기적 손상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정전기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정전기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과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장치의 정전기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제조하는 제조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 그 제조 방법, 반도체 장치 및 프레임 본체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반도체 장치용 기판으로 이용되는 리드 프레임(10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은 이러한 리드 
프레임(100)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101)의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5의 리드 프레임(100) 각각으로 
구분되는 프레임 본체를 도시한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리드 프레임(100)은 절연기판체인 리드 프레임 몸
체(112)를 포함한다. 리드 프레임(100)은 또한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한 면(상부면)에 반도체 칩(114)을 직사각
형으로 반도체 칩을 실장하고 고정시키는 다이 패드(112a)를 포함한다. 복수의 본딩 전극(116)은 다이 패드(112a)를 
에워싸도록 증착되어 형성된다. 형성되는 본딩 전극의 수는 반도체 칩(114)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도면의 예에서, 
본딩 전극의 수는 설명의 편의상 16개(4 ×4)이다.
    

리드 프레임(112)의 다른 면(저부면)에는 리드 프레임(100)을 실장하게 하는 복수의 외부 전극(122)을 직사각형으
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각각의 전극 단자(122)는 본딩 전극(116)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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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리드 프레임(100)을 구성하는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긴 변을 따라 반대편 측면(131a, 131b)의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홈부를 형성한다. 도 5에 도시한 실시예에서, 리드 프레임 몸체(112)는 각각의 측면에 대응하는 
측면(131a, 131b)으로부터 잘려 나간 2개의 홈부(136a, 138a)를 갖는다. 각 측면에 대한 이들 2개의 홈부는 하나의 
다이 패드(112a)에 대하여 서로 소정 거리에 있도록 설정된다.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리드 프레임 몸체(112) 상
에서 연장되며 표면 처리용 배선(124)의 단부(end)는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측면(131a, 131b)의 수평 단면(저
부)(136a, 138a) 각각에 모여있다.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본딩 전극(116)과 외부 전극(122)의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배선층이다. 표면 처리가 전기
도금 처리인 경우, 그 배선은 전압을 도금 처리에 인가하는 리드선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 하, 좌, 우 4개 섹션에 배치된 본딩 전극(116)은 섹션당 2개의 동일한 그룹으로 
각각 분리된다. 따라서, 모두 4개의 본딩 전극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4개의 각 그룹에서의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대응하는 4개의 홈부(136, 138) 사이에 분산되도록 배선된다.

홈부(cut-away portion)(136, 138)의 깊이, 폭 등을 각각 주어진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홈부(136, 138)의 깊이 
및 폭은 리드 프레임(100)의 크기를 고려하여 선택된다. 대전된 정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된다.

각각의 4개의 홈부는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측면(131a, 131b)의 하부(136a, 136b, 138a, 138b)로부터의 돌출
부(140)가 남아있도록 대응하는 반대 측면(131a, 131b)으로부터 잘려져 나간다. 돌출부(140)는 처킹 유닛에 의하여 
처킹부(chucking portion)로 사용된다. 반면, 이송 유닛에 있어서 돌출부(140)는 이송 유닛에 장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홈부(136, 138) 반대편에 위치한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측면(131a, 131b)의 하부(136a, 136
b, 138a, 138b) 각각에 표면 처리용 배선(124)을 모으면 표면 처리용 배선(124)과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단부
가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뢰성있게 반도체 칩(114)을 정전기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리드 프레임(100)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적 손상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 장치(101)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장치(101) 자체가 각각 이송 유닛과 처킹 유닛에 의하여 이송 및 처킹되고 리드 프레임(100)이 이러한 장치들
과 마찰로 인하여 정전기를 띠게 될 때, 전하를 띤 표면은 리드 프레임 몸체(112)에 제공되는 돌출부(140)이다. 각각
의 돌출부(140)와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상대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방전 경로로서 표면 처리용 배선(12
4)을 통하여 정전기가 방전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돌출부(140)가 대전되더라도, 이송 유닛, 처킹 유닛 등과의 접촉 
영역은 작으면서 매우 협소하여 대전되는 양이 적다. 그 결과, 표면 처리용 배선(124)이 방전 경로로 작용하더라도, 이
는 반도체 칩(114)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칩(114) 자체가 대전되는 경우,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금속부에 표면 처리용 배선(124)이 접촉할 때 금
선(18)에 의한 배선 본딩에서 방전이 일어난다. 종래의 궂에서, 표면 처리용 배선(124) 등은 이송 유닛 등의 금속부와 
접촉하기 쉽다. 그 결과, 방전이 통상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표면 처리용 배선(124)이 본 발명에 따른 홈부(136, 1
38) 반대편에 위치한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측면(131a, 131b) 저부(136a, 138a)에 모여 있는 경우,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이송 유닛 등의 금속부와 덜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방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
은 정전기 손상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된다.
    

또한, 이송 유닛의 절연 소자 또는 처킹 유닛의 절연 소자는 반도체 처리 장치의 동작 동안에 정전기적으로 대전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방전 경로는 표면 처리용 배선(124)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표면 처리용 배선
(124)에 의한 방전 경로 형성 가능성은 이 경우에 매우 희박하다.

 - 5 -



공개특허 특2002-0091816

 
이는 돌출부(140)에서 내측으로 보다 많이 잘려진 리드 프레임 몸체(112)의 측면(131a, 131b)의 저부(136a, 136b)
에 표면 처리용 배선(124)이 있어 종래의 것보다 방전 경로를 형성하는 간격이 넓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칩(11
4)이 정전기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

한편, 도 8에 도시한 원판(104)을 분리시켜 도 7에 도시한 대로의 프레임 본체(103)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8
은 복수의 프레임 본체(103)를 제공할 수 있는 크기를 갖는 절연 기판이다. 절개부(opening)(142)는 각각의 소정 위
치(도 8에 도시한 경우에 있어서 좌우 측면)에 제공된다. 버스(La, Lb)는 좌우 절개부(142) 사이에 연장되도록 배선
된다. 연결 단자쌍(143)은 원판의 일부에 각각 제공되며, 그 일부는 절개부 반대편에 위치한다.

프레임 본체(103)인 원판(104)의 표면은 소정 섹션을 제외한 땜납 레지스트로 절연 처리된다. 리드 프레임 몸체(10
3)에 형성된 각 본딩 전극(116)에 연결된 복수의 표면 처리용 배선(124)과 버스(La, Lb) 사이의 상호 접속은 2차선
(126)으로 이루어진다. 각 외부 전극(22)에 연결된 복수의 표면 처리용 배선(124)과 버스(La, Lb) 사이의 접속도 또
한 2차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면에 있어서, 본딩 전극(116)에 대응하는 표면 처리용 배선(124)과 버스(La, Lb) 사이에 연결된 2차선만을 
도시한다. 표면 처리용 배선(124)은 패터닝되어 홈부(136, 138)가 나중에 형성될 부분을 관통하며 대응하는 2차선(
126) 각각에 연결된다.

이어, 원판(104)을 도금 처리한다. 도금 처리는 전기도금 처리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먼저 니켈 도금 처리를 행한 후 
금 도금 처리를 행하고 이어 원판(104)을 쇄선을 따라 자르고 복수의 프레임 본체(103)로 분리한다. 복수의 프레임 
본체(103)를 자름과 동시에 홈부(136, 138)를 형성한다.

복수의 프레임 본체(103)로 분리한 후, 본딩 처리와 금선(118)을 이용한 배선 본딩 처리 및 반도체 칩(114)의 주조 
처리를 종래의 방법과 같이 행한다. 이어, 프레임 본체(103)를 리드 프레임으로 잘라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반도
체 장치(101)를 제조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처리 단계 동안에 정전기적 손상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효율적으
로 보호할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정전기적 손상에 대하여 보호 능력을 제고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9 및 도 10은 이러한 구성을 이용하여 도 5에 도시한 리드 프레임(100)을 실장한 도 6의 반도체 칩(114)에 대전된 
정전기를 반도체 칩(114)에 연결된 전원용 배선(244)(접지용 배선)을 이용하여 방전시키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9
는 리드 프레임(200)을 도시한다. 리드 프레임(200)은 리드 프레임 몸체(212)를 구비한다. 리드 프레임(200) 각각
은 도 10에 도시한 프레임 본체(203)와 구분된다.

도 9에 도시한 실시예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은 전원용 또는 접지용 본딩 전극(217)
에 관하여 배선된다.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은 표면 처리용 기타 배선(224)보다 약간 큰 폭을 갖는다.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은 도 6에 도시한 것과 같은 반도체 장치(101)를 실장하는 경우에는 전원선 또는 접지선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약간 큰 폭을 갖는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은 정전기적 손상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킨다.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은 리드 프레임 몸체(212) 상에서 연장된다.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의 단부는 
리드 프레임(212)의 측면의 돌출부(240), 즉 이 예에서는 홈부(236, 238) 반대편에 위치한 리드 프레임 몸체(212)
의 측면 하부(236a, 238a)가 아니라 각 측면에 대한 좁은 돌출부(240a)에 위치한다.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을 돌출부(240)를 통해 연장하는 경우,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의 절단부(cut 
ends)는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금속부와 더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이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금속부와 접촉하는 경우, 반도체 칩에 누적된 정전기는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을 통하여 이
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의 측면으로 방전된다. 그 결과, 반도체 칩이 정전기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홈부(236, 238) 반대편에 위치한 리드 프레임 몸체(212)의 측면의 저부(236a, 238a)에 제공되는 표면 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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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224)의 반대편에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을 배설한다. 즉, 표면 처리용 배선(224)은 하나의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과 다른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분할 공정(반도
체 웨이퍼의 다이 공정)에서, 전체 공정을 위한 금속 주조와 같은 금속 재료가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과 처음 
접촉하게 된다. 이는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244)을 통하여 방전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반도체 칩(
114)이 정전기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 11 및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추가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11은 반도체 장치용 절연 
기판인 리드 프레임(300)을 도시한다. 리드 프레임(300)은 절연 기판체인 리드 프레임 몸체(312)를 구비한다. 리드 
프레임(300) 각각은 도 12에 도시한 프레임 본체(303)와 분할된다.

이 실시예에서, 표면 처리에 이용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324)은 상기 홈부를 형성하는 대신에 중점에서 분리된다. 예
를 들면, 이 실시예에서, 표면 처리용 배선(324)이 도 11에 도시한 4개의 그룹으로 분산되는 경우, 4개의 슬릿(350)
은 어느 중점에서 표면 처리용 배선(324)을 각각 분리시키도록 형성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표면 처리용 절단부는 리드 프레임 몸체(312)의 가장 측면(331a, 331b)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송 
유닛 등의 금속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각각의 슬릿(350)은 표면 처리용 배선(324)을 분리시킨다. 
따라서, 이송 유닛 또는 반도체 칩이 정전기적으로 대전되더라도, 표면 처리용 배선(324)은 반도체 칩을 통한 방전 경
로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정전기적 손상을 입지 않는다.

한편,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원용 또는 접지용 배선은 슬릿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바이패스 방식(bypass manne
r)으로 반도체 칩과 연결된다.

상기 설명한 실시예 모두는 절연 기판에 표면 처리용 배선을 형성한 경우를 도시한다. 여기서, 그러한 구성은 반도체 칩
을 포함하여 정전기의 방전 경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이와는 달리, 본딩 전극(116, 216, 316) 및 리드 프레임(100, 200, 300)의 외부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로서, 상기 전
극도금 처리 이외에 무전해(electroless) 도금 처리도 생각할 만하다. 무전해 도금 처리에 있어서, 본딩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용 배선은 또한 불필요하다. 이 때, 외부 전극과 본딩 전극을 연결하는 배선만 필요하다.

    
도 13 및 도 1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무전해 도금 처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행한 반도체용 기판을 도시한
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용 기판인 리드 프레임(400)을 도시한다. 리드 프레임(400)은 절연 기판체인 
리드 프레임 몸체(412)를 구비한다. 리드 프레임 각각은 도 14에 도시한 프레임 본체(403)와 구분된다. 본딩 전극(4
16)과 리드 프레임(400)의 외부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를 무전해 도금 처리에 따라 행할 경우, 도 5에 도시한 홈부(1
36, 138)는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리드 프레임 본체(412)는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와 동
일한 평면 구성을 갖는다.
    

    
본딩 전극(416)과 리드 프레임(400)의 외부 전극 사이의 연결용 배선을 리드 프레임 몸체(412)의 적어도 상부면에 
형성한다. 연결용 배선(454)은 리드 프레임 몸체(412)의 반대면(413a, 413b)이 아니라 각각의 적절한 그 부분까지 
리드 프레임의 몸체(412) 상에서 연장된다. 즉, 연결용 배선(454)의 단부는 리드 프레임 몸체(412)의 측면(413a, 4
13b)으로부터 내측에 위치한다. 그 단부와 리드 프레임(400) 아래에 위치한 외부 전극 사이의 연결은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멍(56)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어떠한 배선도 연결용 배선(54)으로서 리드 프레임 몸체(412)의 가장 바깥 측면까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결용 배
선(54)은 이송 유닛과 처킹 유닛 등의 금속부와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용 배선(54)은 리드 프레임(400)에 실
장되는 반도체 칩을 통한 방전 경로를 형성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반도체 칩이 정전기적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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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채용하여 표면 처리용 단부를 각각의 대응하는 홈부 반대편
에 위한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측면의 일부에 모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러한 구성을 채용하여 반도체 장치용 기판
의 상하 반대편에 배치된 전극 사이의 연결용 배선은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측면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구성으로, 이송 유닛 또는 처킹 유닛은 이송 또는 처킹 동안에 표면 처리용 배선이나 기타 배선과 접촉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정전기적 손상을 입는 LGA, BGA 등의 반도체 칩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반도체 칩이 정전기적 손상을 입
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표면 처리 후, 표면 처리에 이용되는 배선을 절단 등으로 분리시킨다. 이러한 구성
으로, 표면 처리용 배선이 반도체 장치용 기판의 측면에서 노출되더라도, 내부의 표면 처리용 배선은 전기적으로 단절
된다. 따라서, 정전하는 표면 처리용 배선을 통하여 반도체 칩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반도체 칩이 정전기적 손
상을 입는 위험이 없다.

전술한 명세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람직한 실
시예에 대한 여러 변형을 할 수 있다. 첨부된 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 내에 있는 그러한 모든 변형을 포함하
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정전기적 손상에 견디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적 손상에 견디
는 그러한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및 프레임 본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집적 고속 지향 LGA, BGA 등의 반도체 장치용 기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측면으로부터 잘려 나간 홈부(cut-away portion)를 구비한 절연 기판체,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며 상기 절연 기판 상에 위치하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bonding electrode)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절연 기판체 하부에 위치하
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절연 기판체의 측면 일부에 위치한 단부(end)를 가지며 상기 절연 기판체 상에서 연장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

을 포함하며,

상기 측면 일부는 상기 홈부 반대편에 위치하고,

상기 본딩 전극과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 그리고 상기 외부 전극과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이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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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상기 절연 기판체는 자신의 반대편 측면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홈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절연 기판체는 자신의 반대편 측면 각각에 적어도 2개의 홈부와 상기 절연 기판체를 처킹하는 처킹부(chucking 
portion)를 포함하고

상기 처킹부는 상기 2개의 홈부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홈부를 제외한 상기 절연 기판체의 측면에 위치하며 상기 반도체 칩으로의 전원 공급 및 접지용 배선을 더 포함하
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의 양쪽에 위치하는 상기 반도체 칩으로의 전원 공급 및 접지용 배선을 더 포함하며,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은 상기 절연 기판체의 상기 측면 일부에 위치하며, 상기 반도체 칩에 전원 공급 및 접지용의 한 
배선과 상기 반도체 칩에 전원 공급 및 접지용의 다른 배선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측면 일부는 상기 홈부 반대편에 위
치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반도체 칩으로의 전원 공급 및 접지용 배선은 표면 처리용 배선보다 큰 폭을 갖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표면 처리는 전기도금 처리(electroplating process)인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8.

절개부(opening)를 구비하는 절연 기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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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며 상기 절연 기판체 상에 위치한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절연 기판체 하부에 위치하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절연 기판체 상에서 연장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

을 포함하며,

상기 절개부는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을 중간(midpoint)에서 분리시키며, 상기 본딩 적극과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 그
리고 상기 외부 전극과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은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9.

제7항에서,

상기 표면 처리는 전기도금 처리인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10.

측면으로부터 잘려 나간 홈부를 구비한 절연 기판체,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며 상기 절연 기판 상에 위치하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과 전기적으
로 연결되고 상기 절연 기판체 하부에 위치하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본딩 전극과 상기 외부 전극 각각을 위
하여 제공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을 이용하여 상기 본딩 전극과 상기 외부 전극에 상기 표면 처리를 행한 후 상기 표면 처리용 배
선을 절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절단 공정 후에 상기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서,

상기 표면 처리는 전기도금 처리인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절연 기판체,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며 상기 절연 기판 상에 위치하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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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절연 기판체 하부에 위치하
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본딩 전극과 상기 외부 전극 사이를 연결시키는 배선

을 포함하며,

상기 배선은 상기 절연 기판체의 측면으로부터 내측에 위치한 단부를 가지며 상기 절연 기판 상에서 연장되는

반도체 장치용 기판.

청구항 13.

제12항에서,

상기 본딩 전극 및 상기 외부 전극에 대한 표면 처리는 무전해 도금 처리인 반도체 장치용 절연 기판.

청구항 14.

절연 기판체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용 기판,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 상에 고정되는 반도체 칩, 그리고

상기 반도체 칩을 봉인하는 봉인재

를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은 상기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한 면에 본딩 전극을 제공하며 반대면에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
판을 실장하도록 하는 외부 전극을 제공하며,

상기 본딩 전극과 상기 외부 전극에는 표면 처리용 배선이 제공되고,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은 상기 절연 기판체의 측면 일부에 제공되는 단부를 가지며 상기 절연 기판체 상에서 연장되며, 
상기 측면 일부는 상기 절연 기판체의 상기 측면에서 잘려 나간 홈부 반대편에 위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5.

잘려 나간 홈부를 각각 구비하는 복수의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포함하는 프레임 본체로서,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 각각은,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프레임 본체의 측면 일부에 위치하는 단부를 가지며 반도체 장치용 기판 상에서 연장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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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상기 측면 일부는 상기 홈부 반대편에 위치하는 프레임 본체.

청구항 16.

제15항에서,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은 상기 반도체 칩으로의 전원 공급 및 접지용 전극을 더 포함하는 프레임 본체.

청구항 17.

각각 절개부를 구비하는 복수의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포함하는 프레임 본체로서,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상기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 상에서 연장되는 표면 처리용 배선

을 포함하며,

상기 절개부는 상기 표면 처리용 배선을 중간에서 분리시키는

프레임 본체.

청구항 18.

복수의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포함하는 프레임 본체로서,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 각각은

반도체 칩을 고정시키는 다이 패드,

상기 다이 패드를 에워싸는 복수의 본딩 전극,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을 실장하도록 하며 각각 상기 본딩 전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외부 전극, 그리고

상기 본딩 전극 및 상기 프레임 본체의 측면으로부터 내측에 위치한 단부를 가지며 상기 반도체 장치용 기판 상에서 연
장되는 상기 외부 전극을 연결시키는 배선

을 포함하는

프레임 본체.

청구항 19.

절개부를 구비하는 복수의 프레임 본체를 제공하는 원판으로서, 상기 프레임 본체 각각에 대한 표면 처리용 버스가 상
기 절개부 사이에 연장되는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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