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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럭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semiconductor) 장치 패키지(packages)에 관한 것이다. 보다 특별하게는, 본 발명은 열적으로 강화
된, 성형된 플라스틱 반도체 장치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는 통합된 회로 장치(다이(die))에 환경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패키지는 다이
를 코팅하는 성형 화합물(molding compound)과 기판(substrate)의 적어도 일부분을 갖는 리드 프레임(lead frame) 타입
의 기판(substrate)이나 인터포져(interposer) 타입의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입력/출력(I/O) 패드(pads)를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반도체 장치(다이)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상기 다이상의 상기 입/출력(I/O) 패드는 와이어 접합
(bonding), 테입 접합, 또는 플립-칩(flip-chip) 접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기판상의 접합 지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게 된
다. 상기 리드 프레임 또는 인터포져 기판은 상기 입/출력(I/O) 패드와 상기 패키지 외부의 전기 회로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송한다.

  리드 프레임 타입의 기판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 패키지에서, 전기 신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이와 인쇄 회로판과 같은
외부 회로 사이에 전기 전도성 리드 프레임에 의해서 전송된다. 상기 리드 프레임은 다수의 리드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내부 리드 단부와 대향하는 외부 리드 단부를 구비한다. 상기 내부 리드 단부는 상기 다이상의 입/출력(I/O) 패드에 전기적
으로 접속되며, 외부 리드 단부는 외부 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터미널(terminal)을 제공한다. 상기 외부 리드 단부가 상기
패키지 바디의 면에서 종결하면, 상기 패키지는 "노-리드(no-lead)" 또는 "리드가 없는(leadless)" 패키지로서 공지된다.
널리 공지된 노 리드 패키지의 예시들은, 4개의 플랫 노 리드(quad flat no-lead)(QFN) 패키지를 포함하며, 이는 4각형 패
키지 바디의 하부 주변의 둘레에 배치된 4 세트의 리드를 구비하고, 이중의(dual) 플랫 노-리드(DFN) 패키지는 패키지 바
디의 하부의 대향하는 측면을 따라서 배치된 2 세트의 리드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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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포져 타입의 기판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 패키지에서, 전기 신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이와 인쇄 회로판과 같은 외
부 회로 사이에서 그 위에 형성된 전기 트레이스(traces), 핀, 비아스(vias), 및 그와 같은 것을 갖는 유전체 물질
(dielectric material)의 다중 층, 일반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얇은 층을 포함하는 기판에 의해서 전송된다. 통상적으로, 이
러한 타입의 기판은 그리드 배열(grid array) 패키지에서 사용되며, 이는 볼 그리드 배열(BGA) 패키지, 핀 그리드 배열
(PGA) 패키지, 랜드 그리드 배열(LGA) 패키지, 파인 볼(fine ball) 그리드 배열(FBGA) 패키지, 가요성(flexible) 볼 그리
드 배열(FxBGA) 패키지, 및 적합한 회로 보드-부착 피치(attach pitch)("그리드 배열")에서 배열될 상기 패키지상에 랜드
(land)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다른 타입의 패키지와도 같다. 솔더(solder) 볼, 범프(bump) 또는 핀은 상기 회로판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BGA 및 PGA 타입 패키지와 같이, 랜드상에 배치될 수 있다.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의 어떠한 타입에서도, 다이의 작동은 그 작동 통일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하는 열을 발생한다. 몇몇 열은 기판과 접합 와이어 부분과 같은 패키지의 금속 구성품을 통해서 방산(dissipated)
되지만, 잔류열(remainder)은 성형 화합물내로 흡수된다.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성형 화합물이 낮은 열 전도체인 것이다.
그 결과로서, 시도(attempts)는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의 열 방산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의 열 방산 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 방법은, 상기 패키지내에 금속 열 스프레더(spreader)를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일반적인 설계에서, 상기 금속 열 스프레더는 상기 다이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열 스프레
더 설계의 예시는 예를 들면, 마훌리카(Mahulika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5,367,196호와 5,608,267호, 그리고 파르타
사라티(Parthasarathi)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5,560,663호에서 제공된다.

  다른 일반적인 설계에서, 금속 열 스프레더는 다이 위에 이격 배치되므로, 상기 다이는 상기 열 스프레더와 상기 기판 사
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에서, 통상적으로 상기 열 스프레더는 기판, 다이 또는 이들 양자에 접촉하는 아래쪽으로
도입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아래쪽으로 도입된는 부분은 유전체 접착제(dielectric adhesive)를 사용하여 기판 및/또
는 다이에 접착될 수 있다. 이러한 열 스프레더는 통상적으로 칩의 구역보다 더 긴 구역에 걸친 캡슐화(encapsulant)를 통
해서 나오는 열을 스프레드하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열 스프레더의 일 예시는 구안(Gua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6,432,742호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열 스프레더의 다른 예시는 왕(Wan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5,997,626호에서 제
공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타입의 열 스프레더를 사용하는 패키지를 위한 제조 방법은 저 비용의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
지의 조립체를 위해서 필요한 자동화(automation)의 높은 레벨에 적합하지 않다.

  열 스프레더를 갖는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의 조립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리브레스(Libre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6,432,749호('749 특허)에 제공된다. 상기 '749 특허는 그 안에서 다수의 패키지가 동시에 조립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열 스프레더가 스트립 포맷(format)에 제공되는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열 스프레더의 스트립은 다이와 기판 위로
위치하게 되며, 성형 화합물은 상기 캡슐화된 재료(encapsulating material)의 에지가 인접한 열 스프레더를 연결하는 감
소된 횡-단면 필라(pillar)와 일치하도록 열 스프레더, 다이 및 기판 위에 배치된다. 그 다음에, 감소된 횡-단면 필라는 상
기 패키지를 분리하도록 절단된다. 상기 기판이 리드프레임(leadframe)인 경우에, 상기 '749 특허는 전기적 단락
(shor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기 리드프레임에 상기 열 스프레더를 접착하는 것을 설명
한다. 이러한 방법이 조립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제공되지만, 상기 조립체는 절단될 수 있도록 상기 횡-단면 필라를 나타
내기 위해서 상기 패키지가 개별적으로 성형되는(즉, 포켓(pocket) 성형되는) 것을 요구한다. 각 패키지를 위한 개별적인
성형의 사용은 다이와 기판에 대한 정렬되지 않은(misalignment) 개별적인 성형과 같은 결함을 제조하는 경향이 있는 성
형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문에 특정한 적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상기 '749 특허에 설명되어 있는 방
법은 상기 열 스프레더를 상기 리드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서 전기적 단락 회로를 방지하는 비-전도성 접착제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결함을 발생할 수 있는 제조 프로세스의 또 다른 단계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제조 단계를 필요로하지 않는 열 강화 성형 플라스틱 패키지의 자동화된 제조 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 기술의 상술된 것 및 다른 결점(drawback)과 결함(deficiencies)은 다음의 장치에 의해서 극복되거나 완화된다. 이
러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표면을 갖는 기판(substrate)과, 일반적으로 상기 기판의 제 1 및 제 2 표
면에 평행하게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표면을 갖는 다이(die)와, 상기 다이와 적어도 상기 기판의 제 1 표면을 캡슐화하는
성형 화합물(molding compound) 및, 상기 성형 화합물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입된(embedded) 열 스프레더(heat
spreader)를 포함하며, 상기 기판의 제 1 표면은 그 위에 배치된 다수의 접합 지점(bond site)을 가지며, 상기 다이는 그
위에 배치된 다수의 입/출력 패드(I/O pads)를 가지며, 상기 입/출력(I/O) 패드는 상기 접합 지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상기 열 스프레더는 그와 함께 정렬되고 상기 기판과 성형 화합물의 관련된 주변 절단 에지부로부터 오목하게 되지
않는 주변 절단 에지부를 갖는다.

  상기 기판은 금속 리드 프레임이 될 수 있거나, 그 위에 배치된 제 1 전기 전도체를 갖는 유전체 재료(dielectric
material)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제 1 전기 전도체는 전기 전도성 트레이스(traces), 비아스(vias), 층(layers), 핀
(pins),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물(combinations)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된다. 제 2 전기
전도체의 배열은 외부 회로에 상기 기판을 전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 전기 전도체는 솔더 볼(solder balls),
솔더 범프(bumps), 솔더 페이스트(paste), 핀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된다. 상기 다이상의 입/출력(I/O) 패드는 와이어 접합, 테입 접합, 또는 플립-칩(flip-chip)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기
판상의 접합지점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열 스프레더는 일반적으로 상기 다이의 제 1 및 제 2 표면에 평행하게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표면을 갖는
다. 상기 열 스프레더의 제 2 표면은 성형 화합물에 의해서 커버되며, 상기 열 스프레더의 제 1 표면은 상기 성형 화합물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다. 상기 열 스프레더는 상기 열 스프레더의 제 2 표면으로부터 연장하는 돌출부(protrusion)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상기 돌출부는 상기 다이와 접촉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열 스프레더는 상기 기판의 제 1 표면에 접촉하
는 다운-세트 레그(down-set leg)를 포함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는 상기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열 스프레더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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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서,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상으로 다수의 다이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다이에서 각각의 다이상의 입/출력(I/O) 패드를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에서 결합된
기판상의 접합 지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다이를 통해서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를 고정하
는 단계와; 다수의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precursors)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다이, 접합 지점 및 다수의 서로 연
결된 열 스프레더를 성형 화합물의 연속적인 코팅으로 오버몰딩(overmolding)하는 단계와; 다수의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
해서 상기 서로 연결된 패지키 선행물을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는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의 주변에 배치된 다운세트 부분
(downset portion)을 포함한다. 상기 다수의 다이를 통해서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를 고정하는 단계는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상에 상기 다운세트 부분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리 단계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완전
히 분리된 열 스프레더를 갖는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다운세트 부분을 통해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하나 이상의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과 하기의 설명으로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목적 및 잇점은
청구항, 도면 및 설명으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터포져(interposer) 기판을 갖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패키지 스트립(package strip)의 횡-단면도.

  도 2는 도 1의 스트립으로부터 분리된 패키지의 황-단면도.

  도 3은 인터포져 기판을 갖는 패키지 스트립의 다른 실시예의 횡-단면도.

  도 4는 도 3의 스트립으로부터 분리된 패키지의 횡-단면도.

  도 5는 리드 프레임 기판을 갖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패키지 스트립의 횡-단면도.

  도 6은 도 5의 스트립으로부터 분리된 패키지의 횡-단면도.

  도 7a는 리드 프레임 기판을 갖는 패키지 스트립의 다른 실시예의 횡-단면도.

  도 7b는 다이와 열 스프레더 선행물 사이에 배치된 열 전도성 재료를 갖는 도 7a의 패키지 스트립의 횡-단면도.

  도 8a은 도 7a의 스트립으로부터 분리된 패키지의 횡-단면도.

  도 8b는 도 7b의 스트립으로부터 분리된 패키지의 횡-단면도.

  도 9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을 형성하는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평면도.

  도 10은 도 9의 구역 A-A를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1은 다이 접촉 돌출부를 포함하는 도 9의 구역 A-A를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2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을 형성하는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도 13은 도 12의 구역 B-B를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4는 다이 접촉 돌출부를 포함하는 도 12의 구역 B-B를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5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을 형성하는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도 16은 도 15의 구역 C-C를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7은 다이 접촉 돌출부를 포함하는 도 15의 구역 C-C을 따라 취한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 배열의 횡-단면도.

  도 18은 제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본 발명의 패키지 스트립의 평면도.

  도 19는 도 18의 구역 D-D를 따라 취한 패키지 스트립의 횡-단면도.

  도 20은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순서도(flow chart).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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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동일한 요소들은 비슷한 도면 번호로 지정된 첨부된 도면에 관련하여 취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도면 부호 10으로 도시된, 패키지 스트립(package strip)의 횡-단면도는 서로 연결된 3개
의 패키지 선행물(precursors)(12)을 포함하며, 패키지 선행물 각각은 기판(substrate)(16)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성형
화합물(molding compound)(18)로 코팅된 다이(die)(14)를 포함한다. 상기 다이(14)상에 배치되고 상기 성형 화합물(18)
로 부분적으로 캡슐화된(encapsulated) 각각의 패키지 선행물(precursor)(12)은 열 스프레더(heat spreader)(20)이다.
상기 기판(16)은 기판 스트립(22)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
(24)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다.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기판 스트립(22)의 에지와 결합된 다운
-세트 레그부(down-set leg portions)(26)를 포함한다.

  패키지 스트립(10)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다이(14)가 상기 기판 스트립(22)에 전기적으
로 접속된 이후에 그리고 상기 성형 화합물(18)이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 상기 다이(14) 및 상기 기판 스트립(22)
부분에 적용되기 전에 상기 다이(14)상에 배치된다. 상기 성형 화합물(18)은 블럭 몰드(block mold)를 사용하여 상기 스트
립(10)에 잇점있게 적용되며, 여기에서 성형 화합물(18)의 연속적인 코팅은 상기 패키지 스트립(10)의 각 패키지 선행물
(12)을 오버몰드(overmold)한다. 상기 성형 화합물(18)이 경화(cured)된 이후에, 상기 패키지 스트립(10)은 이어서 각각
의 패키지내로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을 분리하기 위해서 톱날(blade saw), 펀치(punch), 레이저, 워터 제트(water jet)
등에 의해서 라인 28을 따라 절단되며, 이 중 하나만이 도 2에 일반적으로 30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분리된 패키지(30)는 상기 패키지(30)에 대한 기판(16)을 형성하는 기판 스트립(22)(도
1)의 부분과, 상기 패키지(30)에 대한 열 스프레더(20)를 형성하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precursor)(24)(도 1)의 부분에 전
기적으로 접속된 다이(14)를 포함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성형 화합물(18)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입되며,
기판(16)과 성형 화합물(18)의 각각의 관련된 주변 절단 에지부(34, 36)로부터 오목하게 되지 않고 함께 정렬되는 주변 절
단 에지부(32)를 구비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패키지(30)는 열적인 면을 향상시키고, 패키지(30)의 전기적 수
행을 유리하게 강화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패키지(30)에 작용하는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으로부터 상기 다이(14)를 보호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의 측면에 배치된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
역(reduced thickness notch areas)(38)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은 분리시에 반드시 절단되
야만 하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분리
이후에, 상기 노치 구역(38)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매입되어 남아있는 견부(shoulder)를 형
성한다. 상기 성형 화합물(18)은 상기 성형 화합물(18)내에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를 고정하기 위해서 상기 견부에 작용
한다.

  상기 다운-세트 레그(26)는 상기 기판 스트립(10)에서 상기 다이(14) 위로 각각의 서로 결합된 열 스프레더(20)를 지탱
한다.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의 분리는 상기 레그(26)를 제거하며, 상기 패키지(30)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열 스프레더(20)를 가지는 패키지(30)에서 발생된다. 상기 열 스프레더(20)가 상기 기판(16)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때
문에, 상기 열 스프레더(20)와 상기 기판(16)의 전기적 절연(isolation)은 종래 기술의 열 스프레더 설계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비-전도성 접착제(non-conductive adgesive)가 필요없이 보장된다.

  많은 패키지 설계에서는 상기 기판(16)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될 열 스프레더(20)가 잇점있게 존재하지만, 다른 적용
에서는 상기 열 스프레더(20)와 기판(16)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전기적 접지부
(ground)와 관련된 상기 기판(16)상의 접합 지점(bond site)에 상기 열 스프레더(20)를 전기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상기 열
스프레더(20)를 전기적으로 접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
안적인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이 사용될 수 있다.

  도 3의 실시예에서, 상기 레그(26)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둘레에 배치되는 것에 부가하여서, 열 스프레더 선
행물(24)은 각각의 상기 패키지 선행물(12)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다운-세트 레그(52)를 포함한다. 라인 28로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의 분리는 상기 기판 스트립(22)과 접촉하는 레그(52)의 부분에서 발생하며, 그 결과, 상
기 레그(52)의 부분은 분리 이후에 각 기판(16)에 부착된다.

  도 4는 도 3의 패키지 스트립(10)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패키지(54)의 횡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레그(52)는 그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기 기판(16)상에 형성된 패드(pad)(56)에 접착된다. 양호
하게는, 상기 레그(52)는 에폭시 수지 접착제(epoxy adhesive)로서 상기 패드(56)에 접착된다.

  도 1 내지 도 4의 실시예에서, 각각의 상기 다이(14)상의 입력/출력(input/output)(I/O) 패드(60)와, 상기 기판(16)상의
결합된 접합 지점(62) 사이의 전기적 접속은 와이어 접합이나 테입 접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와이어(64)의 일 단부나 전
도성 테입(도시 생략)은 입/출력(I/O) 패드(60)에 연결되고 상기 와이어(64)의 대향 단부는 상기 접합 지점에 연결된다. 그
러나, 상기 다이(14)상의 입/출력(I/O) 패드(60)와, 상기 기판(16)상의 접합 지점(62) 사이의 전기적 접속은 대안적으로 플
립 칩(초소형 반도체 소자의 하나)(flip-chip) 타입의 접속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여기에서 상
기 다이(14)는 입/출력(I/O) 패드(60)가 상기 접합 지점(62)에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될 수 있도록 플립된다. "직접" 전기적
으로 접속되는 것의 의미는 서로 연결(interconnection)이 방해하는 와이어 접합 또는 테입 접합 테입의 사용이 없는 플립
칩에 의한 방법을 의미한다. 적합한 부착은 금, 주석(tin), 납(lead)으로 구성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주요 구성물
(primary constituent)로서 솔더(solders)를 포함한다.

  도 1 내지 도 4의 실시예에서, 상기 기판(16)은 그 위에 형성된 전기 전도체(electrical conductors)(72)(예를 들면, 트레
이스(traces), 핀, 비아스(vias) 등)를 갖는 유전체(dielectric) 재료의, 3개의 얇은 층(66)으로 도시된 다중 층을 포함하는
기판의 인터포져 타입처럼 도시되어 있다. 상기 전기 전도체(72)는 상기 패키지(30 또는 34)의 표면에서 노출되는 랜드
(lands)(68)에서 종결한다. 솔더 볼, 솔더 범프(bumps), 솔더 페이스트(paste), 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전기 전도체(7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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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랜드(68)에 부착될 수 있다. 전기 신호는 상기 다이(14)상의 입/출력(I/O) 패드(60)와, 상기 와이어(64), 전기 전도체
(72), 랜드(68) 및 전기 전도체(70)에 의해서 인쇄 회로판(printed circuit board)과 같은 외부 회로 사이에서 전송된다. 본
발명이 인터포져 기판을 갖는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기판의 다른 타입을 갖는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 5 내지 도 8은 리드 프레임(lead frame)
타입 기판을 갖는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를 도시한다.

  도 5를 참조하면, 횡-단면도로 도시된 금속 리드 프레임 타입의 기판 스트립(22)을 갖는 패키지 스트립(10)은 기판(16)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성형 화합물(18)로서 코팅된 다이(14)를 각각 포함하는 3개의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12)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 스트립(22)은 리드 프레임의 형태인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16)을 포함한다. 상기 리드 프레임 타입
의 기판(16)은 구리(copper)나 구리 합금과 같은 금속 재료로부터 형성된다. 각각의 기판(16)은 거기에 다이(14)가 접착
되는 다이 패드(80)와, 상기 다이 패드(80)로부터 이격 배치된 다수의 리드(28)를 포함한다. 상기 다이(14)상에 배치되고
각각의 패키지 선행물(12)의 상기 성형 화합물(18)에서 부분적으로 캡슐화되는 열 스프레더(20)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
(24)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접한 열 스프레더(20)와 서로 연결된다. 도 5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도 1 내지 도 4의 실시예에서 참조로 도시된 열 스프레더 선행물(24)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각각의 리드(82)는 내부 리드 단부와, 대향하는 외부 리드 단부를 갖는다. 접착 지점(62)은 내부 리드 단부상에 형성되며,
다이(14)상의 입/출력(I/O) 패드(6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외부 리드 단부는 외부 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랜드(68)를 제
공한다. 상기 리드(82)는 분리중에 반드시 절단되는 기판(16)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패키지 선행물(12)의 분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안에 배치되는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84)을 가질 수 있다.

  도 5의 패키지 스트립(10)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다이(14)가 다이 패드(80)에 부착되고 리드
(82)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이후에 그리고 성형 화합물(18)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기 다이(14) 위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성
형 화합물(18)은 블럭 몰드를 사용하여서 상기 스트립(10)에 잇점있게 적용된다. 상기 성형 화합물(18)이 경화(cured)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상기 패키지 스트립(10)은 각각의 패키지내로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을 분리하기 위해서 톱날(blade
saw), 펀치(punch), 레이저, 워터 제트(water jet) 등에 의해서 라인 28을 따라 절단되며, 이 중 하나가 도 6의 도면 부호
86으로 일반적으로 도시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분리된 패키지(86)는 상기 패키지(86)용 열 스프레더(20)를 형성하는 열 스프레더 선행
물(24)(도 5)의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성형 화합물(18)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입되며, 기판
(16)과 성형 화합물(18)의 각각의 관련된 주변 절단 에지부(34, 36)로부터 오목하게 되지 않고 함께 정렬되는 주변 절단
에지부(32)를 구비한다. 이미 상술된 실시예와 같이,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패키지(86)의 열적 및 전기적 수행을 잇
점있게 강화한다. 부가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패키지(86)에 작용하는 전자기력(electro-magnetic)으로부터
상기 다이(14)를 보호한다.

  도 7a와 도 7b는 리드 프레임 타입의 기판(16)을 갖는 패키지 스트립(10)의 횡-단면도이며, 여기에서 상기 다이(14)는
플립 칩 형태로 상기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패키지 스트립(10)은 도 7a와 도 7b의 리드 프레임 기판(16)이 다
이 패드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도 7a와 도 7b의 리드(82)가 입/출력(I/O) 패드(60)와 직접적인 전기적 접속을 위해서 상기
다이(14) 아래에서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5에서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상술된 실시예와 같이, 상기 패
키지 스트립(10)은 각각의 패키지로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을 분리하기 위하여 톱날, 펀치, 레이저, 워터 제트 등에 의해
서 라인 28을 따라 절단된다. 도 7a는 상기 다이(14)가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의해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로부
터 분리되는 패키지 스트립(10)을 도시한다. 도 7b의 패키지 스트립에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이 상기 성형 화합
물(18) 보다 더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재료(88)의 층으로 각각의 다이에 부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7b와 동일하다. 예
를 들면, 재료(88)의 층은 열 전도성 페이스트의 층이나 상기 다이(14)상에 배치되는 금속 재료의 층이 될 수 있다.

  도 8a와 도 8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분리된 패키지(90)는 상기 리드(82)에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된 다이(14)를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분리된 패키지(90)는 상기 패키지(90)를 위해서 열 스프레더(20)를 형성하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
행물(24)(도 7a 및 도 7b)의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입되
며, 기판(16)과 성형 화합물(18)의 각각 관련된 주변 절단 에지부(34, 36)로부터 오목하게 되지 않고 함께 정렬되는 주변
절단 에지부(32)를 구비한다. 상술된 실시예와 같이,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패키지(86)의 열적 및 전기적 수행을 잇
점있게 강화한다. 도 8b의 실시예에서, 상기 다이(14)와 상기 열 스프레더(20) 사이에 배치되는 재료(88)의 층은 상기 다
이(14)와 상기 열 스프레더(20) 사이의 열 전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패키지(90)의 열적 수행을 추가로 강화한다.

  도 9와 도 10을 참조하면, 도 1, 도 2 및 도 5 내지 도 8의 실시예에서 사용하기 위한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서로 연결된 다수의 열 스프레더(20)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평면 상부 표면(92)
과, 대향하는 평면 하부 표면(94) 및 상기 상부 표면(92)의 주변으로부터 오목하게 되고 그 둘레에서 연장하는 견부 표면
(96)을 포함한다. 각각의 열 스프레더(20)는 한 쌍의 타이 바아(tie bars)(98)에 의해서 열 스프레더(20)에 인접하여 서로
연결하게 된다. 도 10의 입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타이 바아(98)와 견부(96)는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을 형성
한다. 상기 레그(26)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 주변의 둘레에 배치된다. 비록 도시되지는 않지만, 도 3 및 도 4의 실
시예에 대한 열 스프레더 선행물이 도 3 및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레그(52)내로 타이 바아(98)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성형 화합물(18)보다 더 큰 열 전도성을 갖는 어떠한 재료의 시트로도 형성될 수 있
다. 양호하게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또는 하나 이상의 구리와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합금과 같은 금속이다. 구리와 구리에 기초한 합금은 예를 들면, 보다 높은 열 전도성이 요구될때에 바람직하며, 반면에 알
루미늄이나 알루미늄에 기초한 합금은 보다 낮은 무게의 열 스프레더가 요구될때에 바람직하다. 본원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용어 "합금"은 2개 이상의 금속 혼합물, 또는 특정한 비금속 요소와 하나 이상의 금속의 혼합물을 인용하며, 금속과 관련되
어 사용된 용어 "기초한"은 특별한 요소의 적어도 50 wt%를 포함하는 합금을 인용한다. 각각의 열 스프레더(20)의 부분,
특별히 패키지의 상부에 배치되는 상부 표면(92)은 산화(oxidation)을 방지하는 니켈(nickel)과 같은 금속으로 도금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예를 들면, 그 표면상에 블랙 산화물 코팅(black oxide coating)을 제공하는 것과 같
은 어떠한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비-손상(anti-tarnishing) 및/또는 미적 가치(aesthetic properties)를 위해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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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을 형성하는 전도성 재료의 시트는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5mm, 보다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3mm 사이의 두께를 포함한다. 타이 바아(98)와 레그(26)를 포함하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
의 특징은, 스탬핑(stamping), 화학적 에칭(chemical etching), 레이저 제거(laser ablation) 또는 그와 같은 어떠한 공지
된 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호하게는, 상기 레그(26)는 벤딩(bending)에 의해서 다운-세트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은 양호하게는 화학적 에칭이나 레이저 제거와 같은 제어되는 서브트랙
티브 프로세스(subtractive process)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은 양호하게는 상기
열 스프레더(20) 두께의 약 25% 내지 약 60% 사이의 견부(96)와 타이 바아(98)의 두께(즉, 상부와 하부 표면(92, 94) 사이
의 두께), 보다 양호하게는 약 50% 내지 60% 사이의 두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에칭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범위내의
두께는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에서 성형 화합물(18)을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틈(clearance)을 제공하며, 이는 상
기 패키지내에서 열 스프레더(20)를 고정시키며,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금속을 제거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각각의 열 스프레더(20)가 상기 하부 표면(94)으로부터 연장하는 돌출부(protrusion)(100)를 포함하
는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대안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돌출부(100)는 상기 열 스프레더(20)가 상기 패키
지내에 설치될 때에 관련된 다이(14)와 접촉하며, 따라서 상기 다이(14)로부터의 열이 열 스프레더(20)에 직접 전도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열 스프레더는 에폭시 수지, 접착제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상기 다이에 부착될 수 있다. 돌출
부를 갖는 상기 열 스프레더가 도 1 내지 도 8의 어떠한 실시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도 12와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의 실시예에
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평면 상부 표면(92)과,
대향하는 평면 하부 표면(94) 및 상기 상부 표면(92)의 주변으로부터 오목하게 되고 그 둘레에서 연장하는 견부 표면(96)
을 포함한다. 각각의 열 스프레더(20)는 오목하게된 평면 부분(102)에 의해서 인접한 열 스프레더(20)에 서로 연결된다.
도 13의 입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목하게된 평면 부분(102)은 분리 중에 절단되는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의 부분
을 형성한다. 상기 레그(26)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주변 둘레에 배치되며, 상기 레그(26) 부분을 통해서 다수의
관통 홀(through holes)(104)이 배치되며, 이는 성형 화합물(18)의 진입(ingress)을 허용한다.

  도 12와 도 13의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을 형성하는 전도성 재료의 시트는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5mm, 보다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3mm 사이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레그(26)와 관통 홀(104)과 같은, 상기 열 스프레더 선
행물(24)의 특징은, 스탬핑, 화학적 에칭, 레이저 제거 또는 그와 같은 어떠한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상기 레그(26)는 벤딩에 의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상기 견부 구역(26)은 열 스프레더(20) 두께의 약
25% 내지 약 60% 사이의 두께(즉, 상부와 하부 표면(92, 94) 사이의 두께), 보다 양호하게는 약 50% 내지 60% 사이의 두
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칭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범위내의 두께는 감소된 두께의 노치 구역(38)에서 성형 화합물(18)을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틈(clearance)을 제공하며, 이는 상기 패키지내에서 열 스프레더(20)를 고정시키며, 분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금속을 제거한다. 또한, 도 12와 도 13의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도 14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다이(14)에 접촉하기 위해서 돌출부(10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5와 도 16을 참조하면,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5의 실시예에
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평면 상부 표면(92)과,
대향하는 평면 하부 표면(94) 및, 상기 상부 표면(92)의 주변으로부터 오목하게 되고 그 둘레에서 연장하는 견부 표면(96)
을 포함한다. 각각의 열 스프레더(20)는 오목하게된 평면 부분(102)에 의해서 인접한 열 스프레더(20)에 서로 연결된다.
도 16의 입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도 15와 도 16의 실시예는 도 3의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에 대응하고, 여기에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레그는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주변에 배치되는 것에 부가하여서, 각각의 상기 패
키지 선행물(12)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다운-세트 레그(52)를 포함한다. 상기 오목하게된 평면 부분(102)은 분리 중에 절
단되는 레그(52)의 하부 부분을 형성한다. 상기 레그(26, 52) 부분을 통해서 다수의 관통 홀(104)이 배치되며, 이는 성형
화합물(18)의 진입을 허용한다. 상기 관통 홀(104)의 수와 위치는 레그(26, 52)의 상이한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 15와
도 16에 도시된 것으로부터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기 열 스프레더(20)가 도 3 및 도 4에 참조로 도시된 바와 같
이, 기판(16)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면, 필요해 질 수 있다.

  도 15 및 도 16의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을 형성하는 전도성 재료의 시트는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5mm, 보다 양호하게는 약 0.2mm 내지 약 0.3mm 사이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관통 홀(104)과 같은,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특징은 스탬핑, 화학적 에칭, 레이저 제거 또는 그와 같은 어떠한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레그(26, 52)는 벤딩에 의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상기 견부 구역(26)은 열 스프레더(20) 두께
의 약 25% 내지 약 60% 사이의 두께(즉, 상부와 하부 표면(92, 94) 사이의 두께), 보다 양호하게는 이러한 두께의 약 50%
내지 60% 사이의 두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칭된다. 또한, 도 15 및 도 16의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도 17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상기 다이(14)에 접촉하기 위해서 돌출부(100)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상술된 실시예에서, 상기 패키지 스트립(10)과 그와 관련된 열 스프레더 선행물(24)과, 기판 스트립(22)은 3개의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12)의 배열(array)이나 매트릭스(matrix)를 갖는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이
배열이나 매트릭스 방식으로 조립되는 2개 이상의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12)을 갖는 어떠한 패키지 스트립(10)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 18 및 도 19는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의 2x2 매트릭스 조립체를
위해서 형성된 패키지 스트립(10)을 도시한다.

  도 18은 제조의 다양한 단계에서 본 발명의 패키지 스트립의 예시적인 평면도이다. 도 19는 도 18의 패키지 스트립(10)
의 횡-단면도이며, 도 20은 성형된 플라스틱 패키지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118)을 도시하는 순서도(flow chart)이고, 이
는 본원에 설명된 어떠한 실시예에서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방법(118)에 있어서, 각각의 다이(14)는 솔더, 에
폭시 수지, 양면 접착 테입 및 그와 같은 어떠한 편리한 방법(방법(118)의 블럭(120))을 사용하여 상기 기판 스트립(22)에
고정된다. 상기 다이(14)가 상기 기판 스트립(22)에 고정된 이후에, 와이어(64)는 상기 다이(14)상의 입/출력(I/O) 패드
(60)와 상기 기판 스트립(22)상의 접합 지점(62) 사이에서 각각 연결된다(블럭 122). 또한, 상기 입/출력(I/O) 패드(60)가
플립 칩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접합 지점(6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지점에서, 단계(120 및 122)는 상기 기판상에 상기 다
이(14)를 기계적으로 부착하기 위해서 또한 적용하는 각각의 다이(14)와 기판 스트립(22) 사이의 전기적 접속으로 동시에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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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다이(14)가 상기 기판 스트립(22)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이후에, 열 전도성 재료(88)(도 7b)는 각각의 패키지에서 상
기 다이(14)에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를 갖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다이의 후방에 적용될 수 있다(블럭 124). 그
다음에,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그 각각의 다이(14)상으로 정렬된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각각의 열 스프
레더(20)와 함께 상기 다이(14)위에 배치되며,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상의 레그(26)는 솔더, 에폭시 수지, 양면 접착
테입 및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상기 기판 스트립(22)에 결합된다(블럭 126).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방향에 따라서,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은 블럭 몰드 방법을 사용하여 성형 화합물(18)로
서 코팅된다(블럭 128). 즉, 성형 화합물(18)의 연속적인 코팅은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의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패키지
선행물(12)을 오버몰드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열 스프레더(20)의 상부 표면(92)은 상기 성형 화합물(18)
로부터 노출된다. 상기 성형 화합물이 경화된 이후에, 전기 전도체(70)(예를 들면, 솔더 볼, 솔더 범프, 솔터 페이스트, 핀
등)의 배열은 기판 스트립에 부착될 수 있다(블럭 130). 그 다음에, 상기 패키지 선행물(12)은 각각의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톱, 펀치, 레이저 또는 워터 제트와 같은 어떠한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라인(28)을 따라서 분리된다
(블럭 132). 상기 방법(118)은 특별한 패키지 설계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 다양한 검사 단계, 경화 단계, 세척 단계 또는 다
른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방법(118)은 종래 기술의 방법에 관련된 몇몇 복잡한 제조 단계를 제거하면서 열 강화 성형 플라스틱 패키지의 자동화된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방법(118)은 패키지 스트립에서 패키지를 성형하기 위한 블럭 성형 기술의 사용을 허용
한다. 그 결과,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열 강화 성형 플라스틱 패키지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성형 기술과 관련된 문
제를 제거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이 각각의 패키지내에서 상기 기판에 부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방법에서 필요한 것과 같은, 유전체 접착제를 사용하여 각각의 패키지 선행물내에서 상기
기판에 열 스프레더를 고정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가 설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경이 본 발명의 범위와 원리에 벗어나지 않고 만들
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실시예들은 하기의 청구항의 범위내에 존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로서,

  제 1 및 제 2 대향 표면을 갖는 기판(16)과,

  상기 기판(16)의 제 1 표면에 장착되는 다이(14)와,

  상기 다이(14)와 상기 기판(16)의 적어도 제 1 표면을 캡슐화하는(encapsulating) 성형 화합물(18)과,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매입되며(embedded), 상기 기판(16)과 성형 화합물(18)의 관련된
(associated) 주변 절단 에지부(34, 36)로부터 오목하게 되지 않고 함께 정렬되는 주변 절단 에지부(32)를 갖는 열 스프레
더(20)를 포함하며,

  상기 기판(16)의 제 1 표면은 그 위에 배치된 다수의 접합 지점(62)을 가지며,

  상기 다이(14)는 일반적으로 상기 기판(16)의 제 1 및 제 2 표면에 평행한 제 1 및 제 2 대향 표면을 가지며, 상기 다이
(14)의 제 1 표면은 그 위에 배치된 다수의 입/출력(I/O) 패드(60)를 가지며, 상기 입/출력(I/O) 패드(60)는 상기 접합 지점
(62)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일반적으로 상기 다이(14)의 제 1 및 제 2 표면에 평행하게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표면을 가지며, 상기 열 스프레더(20)의 제 2 표면은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의해서 커버되고, 상기 열 스프레더(20)
의 제 1 표면은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성형 화합물(18)의 열 전도성 보다 더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재료(88)에
의해서 상기 다이에 열에 의해 연결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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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열 스프레더(20)의 제 2 표면으로부터 연장하는 돌출부(100)를 포함하
고, 상기 돌출부는 다이(14)에 접촉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기판(16)의 제 1 표면에 접촉하는 다운-세트 레그(52)를 포함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기판(16)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
지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기판(16)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기판(16)과 상기 열 스프레더(20) 사이에 상기 성형 화합물(18)의 진입
(ingress)을 위해서 그 안에 배치되는 관통 홀(through holes)(104)을 포함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은 금속 리드 프레임인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은 그 위에 배치된 제 1 전기 전도체(72)를 갖는 유전체 재료(dielectric material)(66)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기 전도체(72)는 전기 전도성 트레이스, 층, 비아스, 핀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
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을 외부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 2 전기 전도체(70)의 배열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2 전기 전도체(70)는 솔더 볼(solder balls), 솔더 범프, 솔더 페이스트, 핀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와이어(64)나 다수의 전도성 테입 스트립을 추가로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상기 다이(14)의 제 1 표면상의 입/출력(I/O) 패드(60)와, 상기 기판(16)의 제 1 표면상의 접합 지점(62) 사
이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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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14)상의 각각의 상기 입/출력(I/O) 패드(60)는 플립-칩(flip-chip) 방식으로 상기 기판(16)
상의 접합 지점(62)에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블랙 몰드 조립체용 열 강화 패키지 장치.

청구항 14.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다이(14)를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16)상에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다이에서 각각의 다이(14)상의 입/출력(I/O) 패드(60)를 상기 서로 연결된 기판에서 관련된 기판(16)상의 접
합 지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를 상기 다수의 다이(14)위에 고정하는 단계와;

  다수의 서로 연결된 패키지 선행물(precursors)(12)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다이(14), 접합 지점(62) 및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를 성형 화합물(18)의 연속적인 코팅으로 오버몰딩하는 단계와;

  다수의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서로 연결된 패지키 선행물(12)을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
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일반적으로 상기 다이(14)의 제 1 및 제 2 표면에 평행하게 대향하는 제 1 및
제 2 표면을 가지며,

  상기 오버몰딩하는 단계는, 상기 열 스프레더(20)의 제 2 표면이 성형 화합물(18)에 의해서 커버되며 상기 열 스프레더
(20)의 제 1 표면이 상기 성형 화합물(18)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도록 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 이후에 그리고 상기 오버몰딩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다수의 다이 후방에 열 전도성 재료
(88)를 적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열 전도성 재료(88)는 상기 성형 화합물(18)의 열 전도성 보다 더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
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열 스프레더(20)의 제 2 표면으로부터 연장하는 돌출부(100)를 포함하
며, 상기 돌출부는 상기 다이(14)에 접촉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의 주변에 배치된
다운세트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다이를 통해서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열 스프레더를 고정하는 단계는 상기 다수의 서로 연결된 기판상에
상기 다운 세트 부분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리 단계는 상기 기판(16)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열 스프레더(20)를 갖는 패키지(30)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다
운세트 부분을 통해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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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열 스프레더에서 각각의 열 스프레더(20)를 상기 다수의 기판에서 관련된 기판(16)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20)는 상기 기판(16)과 상기 열 스프레더(20) 사이에서 상기 성형 화합물(18)의 진
입을 위해서 그 안에 배치된 개구(apertures)를 포함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1.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은 금속 리드 프레임인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은 그 위에 배치된 제 1 전기 전도체(72)를 갖는 유전체 재료(66)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기 전도체(72)는 전기 전도성 트레이스, 층, 비아스, 핀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물 중 적
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6)에 제 2 전기 전도체(70)의 배열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2 전기 전도체(70)는 솔더 볼(solder balls), 솔더 범프, 솔더 페이스트, 핀 및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으로부터 채택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I/O) 패드(60)를 상기 접합 지점(6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는:

  상기 입/출력(I/O) 패드(60)를 상기 접합 지점(62)에 와이어 접합 또는 테입 접합 단계를 포함하는 패키지된 반도체 장치
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I/O) 패드(60)를 상기 접합 지점(6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는:

  상기 입/출력(I/O) 패드(60)를 상기 접합 지점(62)에 플립-칩 방식으로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키
지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요약

  열 스프레더(20)는 열적인 면을 향상시키고, 패키지(30)의 전기적 수행을 유리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패키지에 추가된다.
제조에 있어서,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다이의 그룹을 통해서 유리하게 위치하게 되며, 접합(예를 들면, 와이어 또는 테
입 접합 또는 플립-칩 접합) 이후에 그리고 매트릭스/블럭 성형 이전에 고정된다. 예를 들면, 패키지 스트립은 다이 부착
구역(예를 들면, 4개의 사각 배열)의 그룹의 열(선형 배열)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은 상기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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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10)을 따르는 그룹이나 다중 그룹과 같은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패키지 스트립(10)은 개별적인 패키지
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리될 수 있다. 각각의 분리된 패키지는 다이(14)와, 그에 관련된 기판(16)(예를 들면, 리드 프레임 또
는 인터포져 타입의 기판) 및 열 스프레더(20)와 같은 열 스프레더 선행물(24)의 부분을 포함한다.(도 1 참조)

대표도

도 1

색인어

블럭 성형 조립체, 패키지, 기판, 스프레더, 다이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5-0071524

- 11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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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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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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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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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공개특허 10-2005-0071524

- 16 -



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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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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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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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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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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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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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공개특허 10-2005-0071524

- 2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8a
	도면8b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0
대표도 11
색인어 11
도면 11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 13
 도면4 14
 도면5 15
 도면6 15
 도면7a 16
 도면7b 17
 도면8a 17
 도면8b 18
 도면9 18
 도면10 18
 도면11 18
 도면12 19
 도면13 19
 도면14 19
 도면15 20
 도면16 20
 도면17 20
 도면18 21
 도면19 22
 도면2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