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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ＷＢＧＡ형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WBGA형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서, 일면(一面)에 기판패드와 그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

를 구비하고 중심부에 기판윈도우(window)가 형성되어 있으며 타면(他面)에서 그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오목하게 형성

된 요부(凹部)가 마련되는 기판과, 그 기판의 타면상에 적층되고 그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칩패드를 구비한 반도체칩

과, 그 기판패드와 그 칩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와, 그 기판패드, 그 칩패드 및 그 와이어를 봉지하는 봉지재

와, 그 볼패드에 형성된 솔더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서, 그 기판의 타면(他面)이 에칭되어 그 기판윈도우 둘레로 요부(凹部)가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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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 반도체칩과 그 요부 사이의 통로가 칩 접착층이 개재된 기판과 그 반도체칩 사이의 통로보다 더 넓어지므로,

그 요부에서 그 칩 접착층의 접착제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그 칩 접착층의 접착제가 반도체칩의 칩패드쪽으로 근접되는 현

상이 억제되어 칩패드상의 접착제 오염이 방지된다.

대표도

도 4l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절연성기재(絶緣性基材)와, 상기 절연성기재의 일면(一面)에 마련된 기판패드및 상기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를 포함하는 제1도전패턴이 구비된 기판이 준비되는 단계;

(B) 상기 기판에서 상기 볼패드가 노출되는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의 일부가 에칭되어 제1요부(凹部)가 형성되고, 상기

제1요부의 중심부를 재차 에칭하여 제2요부가 형성되는 단계;

(C) 상기 제2요부의 중심부를 천공(穿孔)하여 상기 기판에 기판윈도우(window)가 마련되는 단계;

(D) 상기 제1요부 내에 칩 접착층을 매개로 칩패드를 갖는 반도체칩이 적층되어 상기 칩패드가 상기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

출되는 단계;

(E) 상기 기판패드와 상기 칩패드를 와이어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와이어 본딩 단계;

(F) 상기 기판패드, 칩패드 및 와이어를 봉지재로 봉지하고, 상기 볼패드상에 솔더볼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요부의 바닥면과 상기 반도체칩 상부면과의 거리값이 상기 칩 접착층의 두께치보다는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상기 제1요부와 제2요부는 상기 절연성기재의 일부가 에칭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기판은 상기 절연성기재의 타면(他面)상에 상기 제1도전패턴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도전패턴과, 상기 절연성기재

의 타면상에 도포되어 상기 제2도전패턴을 덮는 기판절연층을 더 포함하고;

상기 (B)단계의 상기 제1요부와 제2요부는 상기 기판절연층의 일부가 에칭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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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상기 칩 접착층의 두께치는 상기 제1요부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상기 반도체칩의 측면과의 거리값보다는 더 큰 것을 특

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면과, 상기 제1면에 반대되는 제2면을 가지며, 상기 제1면에 기판패드와 상기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를

구비하고, 중심부가 천공(穿孔)되어 형성된 기판윈도우(window)를 가지고, 상기 제2면에 상기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오

목하게 제1요부가 형성되고, 상기 제1요부 안쪽의 상기 기판윈도우에 근접하게 오목하게 제2요부가 형성된 기판,

상기 제1요부 내에 칩 접착층을 매개로 적층되면서 상기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칩패드를 가진 반도체칩,

상기 기판패드와 상기 칩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상기 칩패드 및 상기 와이어를 봉지하는 봉지재 및

상기 볼패드에 형성된 솔더볼을 포함하고;

상기 제2요부의 바닥면과 상기 반도체칩 상면과의 거리값이 상기 칩 접착층의 두께치보다 더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접착층의 두께는 상기 제1요부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상기 반도체칩의 측면과의 이격 거리보다 더 큰 것을 특징

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8.

제1면에 마련된 기판패드와 상기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와,

중심부가 천공되어 형성된 기판윈도우(window)와,

상기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에서 상기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오목하게 들어간 제1요부와,

상기 제1요부내에서 상기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재차 오목하게 형성된 제2요부를 포함하는 기판;

상기 제1요부내에 칩 접착층을 매개로 수납되면서, 상기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칩패드를 가진 반도체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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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패드와 상기 칩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상기 칩패드 및 상기 와이어를 봉지하는 봉지재; 및

상기 볼패드에 형성된 솔더볼;을 포함하고,

상기 칩 접착층은 상기 제1요부와 상기 제2요부에 충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요부와 상기 반도체칩 사이에는 제1칩 접착층이 개재(介在)되고,

상기 제1칩 접착층의 두께는 상기 제1요부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상기 반도체칩의 측면과의 이격 거리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부와 상기 반도체칩 사이에는 상기 제1칩 접착층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제2칩 접착층이 개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기판에 칩패드를 노출시키는 기판윈도우가 마련된 WBGA형

반도체 패키지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전자산업의 추세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 고속화, 다기능화, 고성능화되고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제품을 저렴하게 제

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품 설계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패키지 조립 기술이며,

이에 따라 근래에 개발된 패키지 중의 하나가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형 패키지이다. BGA형 반도체 패

키지는 통상적인 플라스틱 패키지에 비하여, 모 기판(mother board)에 대한 실장 면적을 축소시킬 수 있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BGA형 반도체 패키지중에서 기판의 중심부가 관통된 기판윈도우(window)를 가지고 이러한 기판윈도우에 의해

반도체칩의 칩패드가 노출되도록 하는 WBGA형 반도체 패키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WBGA형 반도체 패키지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WBGA형 반도체 패키지(100)

는 반도체칩(110), 기판(120), 칩 접착층(130), 와이어(140), 봉지재(160)(170) 및 솔더볼(150)을 구비한다.

기판(120)은 절연물질로 이루어진 절연성기재(絶緣性基材)(121)와, 절연성기재(121)의 일면(一面)에 마련된 제1도전패

턴(122)과, 절연성기재(121)의 타면(他面)에 마련된 제2도전패턴(126)과, 절연성기재(121)의 일면에 도포되면서 제1도

전패턴(122) 일부를 노출시키는 솔더레지스트층(125)과, 절연성기재(121)의 타면에 도포되면서 제2도전패턴(122)을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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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판절연층(127)을 구비한다. 제1도전패턴(122)은 반도체칩(110)과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기판패드(123)와, 외부와

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볼패드(124)를 구비한다. 또한 기판(120)에는 천공(穿孔) 작업에 의해 형성된 기판윈도우(W)가 마

련되어 있다.

도 2는 도 1의 D부분에 대한 상세도이다.

칩 접착층(130)은, 도 1 및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120)의 저면(底面)에 마련된다. 칩 접착층(130)은 기판(120)

상에 반도체칩(110)을 견고히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칩(110)은 칩기판(111)상에 마련된 칩패드(112)와, 칩기판(111)상에 적층되면서 칩패드(112)를 노출시키는 패시

베이션(passivation)층(113)을 구비한다. 이러한 반도체칩(110)의 칩패드(112)는 기판윈도우(W)에 의해 노출된다.

와이어(140)는 기판(120)의 기판패드(123)와 반도체칩(110)의 칩패드(112)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와이어(140) 재질로

는 통상 골드(Au)가 사용된다.

봉지재(160)(170)는 에폭시(epoxy) 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 1에서와 같이 칩패드(112), 기판패드(123), 와이어(140)

및 반도체칩(110) 측면을 봉지한다. 이러한 봉지재(160)(170)는 반도체칩(110)과 와이어(140)를 기계적 또는 전기적 충

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솔더볼(150)은 볼패드(124)상에 형성되는데, 반도체 패키지(100)의 외부 접속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종래의 WBGA형 반도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칩 접착층(130)으로서 기판(120)에 도포되는 접착제의 도포량이 과다하거나 기판(120)상에 반도체칩(110) 부착시

칩 접착층(130)이 과도하게 가압력을 받게되는 경우에, 도 2에서와 같이 칩 접착층(130)의 접착제가 F1방향으로 흘러 칩

패드(120)가 접착제로 오염되므로 후속 공정인 와이어본딩 공정시 와이어(140)가 칩패드(112)상에 견고히 융착(融着)되

지 못하여 전기적 접속불량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칩 접착층(130)으로서 기판(120)

에 도포되는 접착제의 도포량을 적게 하거나 기판(120)상에 반도체칩(110) 부착시 칩 접착층(130)이 기준치에 미흡하게

가압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더욱 치명적인 문제점이 초래된다. 즉 칩 접착층(130)의 에지

(edge)부분(130e)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F2방향으로 더 이동되어 기판(120)과 반도체칩(110)사이에 불필요한 빈 공간이

마련된다. 따라서 봉지재(170)에 대한 몰딩공정시 그 빈 공간 사이로 액상 봉지재가 흘러 들어가고 기판(120)과 칩 접착층

(130)사이, 그리고 반도체칩(110)과 칩 접착층(130)사이에 액상 봉지재가 침투하므로, 기판(120)에 대한 반도체칩(110)

의 부착력이 약화되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반도체칩(110)이 기판(120)에서 이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된다.

둘째, 종래의 WBGA형 반도체 패키지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공정중 기판과 반도체칩을 결합시키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지

그(jig)와 관련하여 아래의 문제점도 가진다.

도 3a 내지 도 3c는 각각 종래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중에서 반도체칩 부착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

다. 도 3a에서와 같이 기판(120a)상에 반도체칩(110a)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기판(120a)과 반도체칩(110a) 사이에 칩 접

착층(130a)을 개재시키고 하부지그(J1)와 상부지그(J2)로 가압하는 경우에 칩 접착층(130a)의 접착제가 오버-플로우

(over-flow)되어 상부지그(J2)에 접착제 오버플로우부(Q1)가 달라붙는다. 이후에 도 3b에서와 같이 상부지그(J2)가 기판

(120a)에서 이격되면 접착제 돌기부(Q2)가 상부지그(J2)에 부착되어 버린다. 이 후에 도 3c에서와 같이, 하부지그(J1)와

상부지그(J2) 사이에 도 3a 및 도 3b와는 각각 다른 반도체칩(110b), 기판(120b) 및 칩 접착층(130b)을 준비시켜 반도체

칩 부착공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부지그(J2)에 붙은 접착제 돌기부(Q2)가 기판(120b)의 좌반부를 가압하므로 기판

(120b)의 좌반부는 과도하게 가압되는 경우에 기판(120b)의 우반부는 미흡하게 가압되어 반도체칩 부착을 위한 가압력이

불균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가압력이 과도한 부분은 접착제가 오버-플로우되어 칩

패드를 오염시키고, 이러한 가압력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몰딩 공정시 액상 봉지재가 침투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판상에 반도체칩 부착시 칩 접착층이 칩패드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된 WBGA형 반도체

패키지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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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은, (A) 절연성기재(絶緣性基材)와, 그 절연성기재의 일면(一面)에 마

련된 기판패드및 그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를 포함하는 제1도전패턴이 구비된 기판이 준비되는 단계; (B)

그 기판에서 그 볼패드가 노출되는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의 일부가 에칭되어 요부(凹部)가 형성되는 단계; (C) 그 요부

의 중심부를 천공(穿孔)하여 그 기판에 기판윈도우(window)가 마련되는 단계; (D) 그 기판의 제2면상에 칩패드를 갖는 반

도체칩이 적층되어 그 칩패드가 그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되는 단계; (E) 그 기판패드와 그 칩패드를 와이어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와이어 본딩 단계; (F) 그 기판패드, 칩패드 및 와이어를 봉지재로 봉지하고, 그 볼패드상에 솔더볼

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B)단계는, 그 절연성기재의 일부가 에칭되어 제1기재 요부가 형성되는 단계

및 그 제1기재 요부의 중심부를 재차 에칭하여 제2기재 요부가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A)단계에서 그 기판은 그 절연성기재의 타면(他面)상에 그 제1도전패턴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2도전패턴과, 그 절연성기재의 타면상에 도포되어 그 제2도전패턴을 덮는 기판절연층을 더 포함하

고; 전술한 (B)단계는 그 기판절연층의 일부가 에칭되어 제1절연층 요부가 형성되는 단계 및 그 제1절연층 요부의 중심부

를 재차 에칭하여 제2절연층 요부가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술한 (D)단계는 그 제1기재 요부 또는 그 제1절연층 요부내에 그 반도체칩이 수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 반도체칩과 그 제1기재 요부 또는 제1절연층 요부 사이에는 그 반도체칩을 부착

시키기 위한 칩 접착층이 개재(介在)되고, 그 칩 접착층의 두께는 그 제1기재 요부 또는 제1절연층 요부 각 측면과 이와 대

향되는 그 반도체칩의 각 측면간의 이격 거리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는, 제1면에 기판패드와 그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를

구비하고 중심부가 천공(穿孔)되어 형성된 기판윈도우(window)를 가지는 기판, 그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에 적층되면서

그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칩패드를 가진 반도체칩, 그 기판패드와 그 칩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그 칩패

드 및 그 와이어를 봉지하는 봉지재 및 그 볼패드에 형성된 솔더볼을 포함하고; 그 기판의 제2면에는 그 기판윈도우 둘레

를 따라 오목하게 형성된 요부(凹部)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 요부와 그 반도체칩 사이에는 칩 접착층이 개재(介在)되고, 그 칩 접착층의 두께

는 그 요부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그 반도체칩의 측면과의 이격 거리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는, 제1면에 마련된 기판패드와 그 기판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와, 중심부가 천공되어 형성된 기판윈도우(window)와, 그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에서 그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오목하게 들어간 제1요부와, 그 제1요부내에서 그 기판윈도우 둘레를 따라 재차 오목하게 형성된 제2요부를 포함하는 기

판; 그 제1요부내에 수납되면서, 그 기판윈도우에 의해 노출된 칩패드를 가진 반도체칩; 그 기판패드와 그 칩패드를 전기

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그 칩패드 및 그 와이어를 봉지하는 봉지재; 및 그 볼패드에 형성된 솔더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 제1요부와 그 반도체칩 사이에는 제1칩 접착층이 개재(介在)되고, 그 제1칩 접착

층의 두께는 그 제1요부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그 반도체칩의 측면과의 이격 거리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그 제2요부와 그 반도체칩 사이에는 그 제1칩 접착층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제2칩

접착층이 개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도 4a 내지 도 4l은 각각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먼저, 도 4a에서와 같이, 절연물질로 이루어진 절연성기재(絶緣性基材)(221), 제1도전패턴(222), 솔더레지스트층(225),

제2도전패턴(226) 및 기판절연층(227)이 구비된 기판이 준비된다. 제1도전패턴(222)은 절연성기재(221)의 일면(一面)에

마련된 기판패드(223) 및 기판패드(223)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224)를 포함한다. 솔더레지스트층(225)은 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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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221)의 일면에 도포되는데 기판패드(223)와 볼패드(224)를 노출시킨다. 제2도전패턴(226)은 기판(220)에 형성된

비아홀(via hole)(미도시)내의 메탈라인(metal line)(미도시) 등에 의해 제1도전패턴(222)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기판절

연층(227)은 절연성기재(221)의 타면(他面)상에 도포되어 제2도전패턴(226)을 덮는다. 여기서 기판(220)의 구조는 제1

및 제2도전패턴(222)(226)에 의한 양면 패턴형이지만, 제1도전패턴(222)만이 구비된 단면 패턴형도 적용 가능하다. 만일

단면 패턴형의 경우에는 후술할 반도체칩(도 4i의 210)이 절연성기재(221)의 타면상에 직접 적층된다.

다음으로, 도 4b에서와 같이, 기판절연층(227)상에 제1마스크 패턴(301)이 마련된다. 제1마스크 패턴(301)은 기판절연층

(227)의 가장자리에 배치된다. 여기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제1마스크 패턴(301)에 의해 생성되는 제1요부(도 4c의 227a)

내에 반도체칩(도 4i의 210)이 수납될 수 있도록 제1마스크 패턴(301) 개방영역의 폭(M1)은 후술할 반도체칩(도 4i의

210)의 폭(WC)보다 더 커야한다. 제1마스크 패턴(301)은 통상의 포토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포토레지스트층이 될 수도 있

다.

다음으로, 도 4c에서와 같이, 기판(220)에서 볼패드(224)가 노출되는 제1면(A1)의 반대면인 제2면(A2)의 일부가 에칭되

어 제1요부(凹部)(227a)가 형성된다. 즉 기판절연층(227)이 에칭되어 기판절연층(227)의 저면(底面)(A2)과 단차를 가진

제1요부(227a)가 만들어진다. 제1요부(227a)는 건식에칭, 습식에칭 또는 레이저가공(laser beam machining)에 의해 형

성될 수 있는데, 에칭시 정확도와 공정 단순화를 위해서는 레이저가공에 의한 에칭이 바람직하고, 레이저가공에 의할 경우

레이저 소스는 Nd-YAG 레이저와 같은 엑시머 레이저가 바람직하며 제1마스크 패턴(301)은 쿼츠(quartz)상에 형성된 크

롬(Cr)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요부(227a)는 전술한 에칭 공정에 의해 직육면체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만약 기판(220)이 도 4c와 같은 양면 패턴형이 아닌 단면 패턴형인 경우에는 절연성기재(221) 또는 절연성기재(221)상의

소정의 보호층(미도시)이 에칭되어진다. 이는 아래의 제2요부(227b)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도 4d에서와 같이, 기판절연층(227)상의 제1마스크 패턴(도 4c의 301)이 제거된다.

다음으로, 도 4e에서와 같이, 제1요부(227a)내에 충진재(302)를 채우고 기판절연층(227)과 충진재(302)상에 제2마스크

패턴(303)이 마련된다. 여기서 후술될 도 4g에서의 기판(220)에 대한 천공(穿孔)공정 후에도 제2요부(도 4g의 227b)가

잔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마스크 패턴(303) 개방영역의 폭(M2)은 기판윈도우(도 4g의 W1)의 폭(도 4g의 WW)보

다는 커야하는 반면, 제1요부(227a) 역시 잔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술한 제1마스크 패턴(도 4b의 301) 개방영역의

폭(도 4b의 M1)보다는 작아야 한다.

다음으로, 도 4f에서와 같이, 기판절연층(227)이 재차 에칭되어 제1요부(227a)와 단차를 가진 제2요부(227b)가 만들어진

다. 이후 충진재(도 4e의 302) 및 제2마스크 패턴(도 4e의 303)이 제거된다. 제2요부(227b)도 제1요부(2257a)와 마찬가

지로 직육면체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도 4g에서와 같이, 제2요부(227b)의 중심부를 천공(穿孔)하여 기판(220)에 기판윈도우(window)(W1)가 마련

된다. 기판윈도우(window)(W1)는 타발(打拔)용 공작기계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때 기판(220)의 일면 및 타면을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보호 테이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 4h에서와 같이, 제1요부(227a)내에 칩 접착층(304)이 인쇄(printing)된다. 반도체칩(도 4i의 210)에 칩 접착

층(304)이 충분히 접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칩 접착층(304)의 인쇄두께(t1)는 제1요부(227a)의 깊이(L1)보다는 더 두

꺼워야 한다. 하지만 칩 접착층(304)의 인쇄두께(t1)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반도체칩 부착시 칩 접착층의 과도한 오버-

플로우가 초래되므로 칩 접착층(304)의 인쇄두께(t1)는 제1요부(227a)의 깊이(L1)의 1.3~2배 정도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4i에서와 같이, 기판(220)의 제1요부(227a)내에 반도체칩(210)이 적층된다. 이때 반도체칩(210)의 칩패드

(212)가 기판윈도우(W1)에 의해 노출된다. 한편 반도체칩(210)에서는 패시베이션층(213)에 의해 칩패드(212)가 노출되

는데, 도 4i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반도체칩(210)은 센터패드형 반도체칩이다.

여기서 제2요부(227b)의 바닥면과 반도체칩(210) 상면과의 거리값(L3)이 칩 접착층(304)의 두께치(t2)보다 더 커짐에 따

라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 제2요부(227b)에서 칩 접착층(304)의 접착제의 유속이 제1요부(227a)에서 칩 접착층(304)의

접착제의 유속보다 더 느리게 되므로, 칩 접착층(304)의 접착제가 P1 및 P2방향으로 흐르는 세기가 약화된다. 즉 베르누

이의 정리에 의하면 연결된 두 통로중에서 좁은 통로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는 빠른 반면 넓은 통로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

는 느리게 되는데, 제2요부(227b)의 바닥면과 반도체칩(210) 상면 사이의 통로는 전술한 "넓은 통로"가 되는데 반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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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227a)의 바닥면과 반도체칩(210) 상면 사이의 통로는 전술한 "좁은 통로"가 되어 "넓은 통로"인 제2요부(227b)의 바

닥면과 반도체칩(210) 상면 사이의 통로에서는 접착제의 유속이 느려져 접착제가 칩패드(212) 가까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칩패드(212)상의 접착제 오염이 방지된다.

한편, 칩 접착층(304)의 두께치(t2)는 제1요부(227a)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반도체칩(220)의 측면(210a)과의 거리값

(L2)보다 더 크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술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제1요부(227a)의 측면과 이

와 대향되는 반도체칩(220)의 측면(210a)간의 거리값(L2)이 칩 접착층(304)의 두께치(t2)보다 더 작아서 전술한 "좁은 통

로"에 해당하는 L2거리 사이 통로에서의 접착제의 유속이 전술한 "넓은 통로"에 해당하는 t2두께 사이 통로에서의 유속보

다 더 빠르게 된다. 따라서 L2거리 사이로 칩 접착층(304)의 접착제가 삐져나오게 되어 반도체칩(210)과 기판(220) 사이

에 접착제 돌출부(304b)가 형성된다. 이러한 접착제 돌출부(304b)는 반도체칩(210)과 기판(220)을 더욱 견고히 결착시킴

과 동시에 몰딩 공정시 액상 봉지재가 반도체칩(210)과 기판(220) 사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도 4j에서와 같이, 기판패드(223)와 칩패드(212)를 와이어(240)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와이어

(240)는 골드(Au)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도 4k에서와 같이, 기판패드(223), 칩패드(212), 와이어(240) 및 반도체칩(210) 측면을 봉지재(260)(270)로 봉

지한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접착제 돌출부(304b)에 의하여 반도체칩(210)과 기판(220) 사이로 액상 봉지재의 침투가

억제된다.

다음으로, 도 4l에서와 같이, 볼패드(224)상에 솔더볼(250)을 형성시킨다. 솔더볼(250)은 WBGA형 반도체 패키지(200)

의 외부 접속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솔더볼(250)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볼패드(224)와 솔더볼(250) 사이에 니켈

(Ni), 크롬(Cr)등으로 이루어진 UBM(under bump mentalization)층(미도시)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로써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가 완성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를 설명한다.

도 4l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WBGA형 반도체 패키지(200)는 반도체칩(210), 기판(220), 칩 접착층(304), 와이어(240),

봉지재(260)(270) 및 솔더볼(250)을 포함한다.

기판(220)은 절연물질로 이루어진 절연성기재(絶緣性基材)(221), 제1도전패턴(222), 솔더레지스트층(225), 제2도전패턴

(226) 및 기판절연층(227)을 포함한다. 제1도전패턴(222)은 절연성기재(221)의 일면(一面)에 마련된 기판패드(223) 및

기판패드(223)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볼패드(224)를 포함한다. 솔더레지스트층(225)은 절연성기재(221)의 일면에 도포되

는데 기판패드(223)와 볼패드(224)를 노출시킨다. 제2도전패턴(226)은 기판(220)에 형성된 비아홀(via hole)(미도시)내

의 메탈라인(metal line)(미도시) 등에 의해 제1도전패턴(222)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기판절연층(227)은 절연성기재

(221)의 타면(他面)상에 도포되어 제2도전패턴(226)을 덮는다. 또한 기판(220)은 중심부에 상하로 관통된 기판윈도우

(window)(W1)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판(220) 타면(他面)에는 반도체칩(210)이 수납되어지도록 식각된 제1요부(227a)가 마련되어 있다. 제1요부

(227a)는 기판절연층(227)이 에칭되어 형성된 것이다.

제2요부(227b)는 제1요부(227a)내의 기판윈도우(W1) 둘레에 형성된다. 제2요부(227b)는 제1요부(227a)의 바닥면이 재

차 에칭되어 형성된 것이다.

칩 접착층(304)은 기판(220)과 반도체칩(210) 사이에 개재된다. 여기서 칩 접착층(304)의 두께치(t2)는 제1요부(227a)의

측면과 이와 대향되는 반도체칩(210)의 측면(210a)과의 거리값(L2)보다 더 크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앞의 도 4i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전술하였다. 또한, 제2요부(227b)와 반도체칩(210) 사이에는 L3의 두께를 가지는 칩 접착층(304a)이 개재

되어 있고, 칩 접착층(304) 양단에는 전술한 접착제 돌출부(304b)가 돌출 형성되어 있다. 칩 접착층(304a)이 칩패드(212)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이유 및 접착제 돌출부(304b)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미 전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반도체칩(210)은 칩기판(211)상에 마련된 칩패드(212)와, 칩기판(211)상에 적층되면서 칩패드(212)를 노출시키는 패시

베이션(passivation)층(213)을 포함한다. 여기서 칩패드(212)는 기판윈도우(W1)에 의해 노출된다.

와이어(240)는 기판(220)의 기판패드(223)와 반도체칩(210)의 칩패드(212)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와이어(240) 재질로

는 골드(Au)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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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재(260)(270)는 에폭시(epoxy) 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 4l에서와 같이 칩패드(212), 기판패드(223), 와이어

(240) 및 반도체칩(210) 측면을 봉지한다. 이러한 봉지재(260)(270)는 반도체칩(210)과 와이어(240)를 기계적 또는 전기

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솔더볼(250)은 볼패드(224)상에 형성되는데, WBGA형 반도체 패키지(200)의 외부 접속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상,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그와 같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과 수정 및 균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반도체칩의 칩패드를 노출시키는 기판윈도우 둘레에 형성된 요부(凹部)에 의하여 그 반도체칩과 그 요부 사이의 통로가 칩

접착층이 개재된 기판과 그 반도체칩 사이의 통로보다 보다 더 넓어지므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그 요부에서 그 칩 접착

층의 접착제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그 칩 접착층의 접착제가 반도체칩의 칩패드쪽으로 근접되는 현상이 억제되어 칩패드

상의 접착제 오염이 방지되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WBGA형 반도체 패키지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D부분에 대한 상세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각각 종래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중에서 반도체칩 부착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

다.

도 4a 내지 도 4l은 각각 본 발명에 따른 WBGA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반도체칩 212: 칩패드

220: 기판 221: 절연성기재

222: 제1도전패턴 223: 기판패드

224: 볼패드 225: 솔더레지스트층

226: 제2도전패턴 227: 기판절연층

240: 와이어 260, 270: 봉지재

250: 솔더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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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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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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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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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f

도면4g

도면4h

등록특허 10-0651124

- 13 -



도면4i

도면4j

도면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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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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