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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패키지 및 그 구조의 형성 방법

(57) 요약

인캡슐런트(32) 상에 도전 층(34, 46)을 형성하여, 전자기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EMI) 및/또는 전자기 방사

차폐가 형성된다. 도전 층은 도전 접착제(38, 48, 52)와 금속 페인트(36, 50)의 결합을 포함한다. 와이어 루프(30)는 도전

층과 리드프레임(10)에 접속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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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지로서,

플래그(flag)와 리드핑거(leadfinger)를 갖는 리드프레임(leadframe);

상기 플래그에 부착되고 상기 리드핑거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반도체 다이;

상기 반도체 다이 상의 인캡슐런트(encapsulant);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차폐 금속 층과 도전 접착 층의 결합을 포함하는 도전 층; 및

상기 도전 층에 상기 리드프레임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와이어(wire)

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은, 상기 인캡슐런트의 표면의 제1 영역 상에 스텐실(stencil)된 도전 접착제의 제1 층과, 상

기 인캡슐런트의 표면의 제2 영역 상에 스텐실된 상기 차폐 금속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영역은 상기 제1 영역을 둘러싸고,

상기 도전 접착 층은 상기 차폐 금속과 상기 도전 접착제의 제1 층을 덮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은 도전 접착제의 제1 층, 차폐 금속의 제2의 스텐실 층, 및 도전 접착제의 제3 층을 포함하

고, 상기 제1 층과 제3 층은 이격된 위치에서 서로 접촉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는 상기 반도체 다이 및 와이어 본드를 통해 상기 리드프레임에 접속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 금속은 강자성 재료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강자성 재료는 NiFe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 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주석, 및 아연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일 원소를 포함하

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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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플래그와 복수의 리드핑거를 갖는 리드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

상기 플래그에 반도체 다이를 부착시키는 단계;

상기 리드핑거에 상기 반도체 다이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

상기 리드프레임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와이어 루프(wire loop)를 형성하는 단계;

인캡슐런트로 상기 반도체 다이와 상기 와이어 루프의 적어도 일부를 캡슐화하는 단계; 및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도전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전 층은 차폐 금속과 도전 접착제의 결합을 포함하고, 상기 와이어 루프는 상기 도전 층을 접촉하여, 상기 도전 층

에 상기 리드프레임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 형성 단계는,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스텐실을 통해 상기 인캡슐런트에 도포되는 상기 차폐 금속을 포함하는 제1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인캡슐런트와 상기 차폐 금속 상에 상기 도전 접착제를 포함하는 제2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층은 상기 제1 층 및 상기 인캡슐런트 모두와 접촉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 형성 단계는,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상기 도전 접착제의 제1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층 상에, 스텐실을 통해 상기 제1 층에 도포되는 상기 차폐 금속을 포함하는 제2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과 제2 층 상에서 상기 도전 접착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층 및 상기 제2 층 모두와 접촉하여 접착되는 제3 층

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루프는 상기 반도체 다이와 와이어 본드를 통해 상기 리드프레임과 접속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 금속은 강자성 재료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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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강자성 재료는 NiFe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 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주석, 및 아연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일 원소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5.

각각이 플래그와 복수의 리드핑거를 포함하는 제1과 제2 리드프레임을 갖는 리드프레임 패널을 설치하는 단계;

상기 제1과 제2 리드프레임의 플래그들에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를 각각 부착시키는 단계;

상기 제1과 제2 리드프레임의 핑거들에 상기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 각각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

제1 단과 제2 단을 갖는 와이어 본드를 설치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드프레임의 리드핑거에 상기 와이어 본드의 상기 제1 단을, 상기 제2 리드프레임의 리드핑거에 상기 와이어 본

드의 상기 제2 단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

상기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와, 일부가 노출되는 상기 와이어 본드 상에 인캡슐런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인캡슐런트와 상기 와이어 본드 상에, 상기 와이어 본드의 노출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차폐 금속과 도전 접착제의

결합을 포함하는 도전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리드프레임 패널을 싱귤레이트하여 제1과 제2 패키지된 장치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캡슐런트 형성 단계는,

상기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와 상기 와이어 본드 상에 상기 인캡슐런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인캡슐런트의 일부를 제거하여 상기 와이어 본드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 형성 단계는,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스텐실을 통해 상기 인캡슐런트에 도포되는 상기 차폐 금속을 포함하는 제1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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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캡슐런트와 상기 차폐 금속 상에서 상기 도전 접착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층 및 상기 인캡슐런트 모두와 접촉하

는 제2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층 형성 단계는,

상기 인캡슐런트 상에 상기 도전 접착제의 제1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층 상에, 스텐실을 통해 상기 제1 층에 도포되는 상기 차폐 금속을 포함하는 제2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제1과 제2 층 상에서 상기 도전 접착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층 및 제2 층 모두에 접촉하여 접착하는 제3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 금속은 강자성 재료를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 패키지에 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RF(radio frequency) 차폐된 반도체 장치 패

키지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장치 패키지 또는 집적 회로 칩 캐리어는 많은 고 밀도 전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집적 회로 또는 반도체 장치

는 장치에 대해 에폭시 재료 또는 열가소성 수지의 이송 몰딩(transfer molding)에 의한 캡슐화에 의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가소성 인캡슐런트(encapsulant)는,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또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같은, 방사로부터의 차폐를 제공하지 않는다.

회로가 소형화, 밀집화되고, 높은 주파수로 험한 환경에서 동작함에 따라, RFI 및 EMI와 같은, 방사로부터 더욱 회로를 차

폐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셀폰과 다른 모바일 장치는 그런 방사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점화 플러그 근처

에 장착된 마이크로제어기와 같은, 자동 회로도 또한 차폐될 필요가 있다. 종래 패키지는 그런 전자파로부터 내부의 반도

체 장치를 보호하지 않는다.

종래 차폐 시스템은 차폐될 회로를 둘러싸는 도전성 금속 인클로저(enclosure)를 사용한다. 인클로저는 EMI와 RFI로부터

내부 회로를 보호하고, 회로에 의해 발생된 RFI 또는 EMI의 누출을 방지한다. 또 다른 해결책은 패키지 몰딩 전에 반도체

장치 상에 금속 캡(cap)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큰 반도체 다이(즉, 적어도 1 제곱 인치)를 갖는 BGA(ball grid

array) 패키지에 적용가능하다. 또 다른 해결책은 캡슐화된 장치 상에 금속 코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해

결책은 일부 단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도전성 금속 인클로저의 사용은 패키지의 전체 크기를 증가시키고, 장치에 금속

차폐를 부착하기 위한 추가 납땜 단계가 필요하여, 추가 납땜 공정으로 인해 발생된 열로 인해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임의의 반도체 다이 크기를 갖는 다양한 패키지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컴포넌트 레벨의 차폐가 필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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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선호되는 실시예의 아래 상세한 설명은 첨부 도면과 연관하여 읽혀졌을 때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예를 통해 설명되고, 유사 참조부호가 유사 요소를 나타내는, 첨부 도면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싱귤레이션(singulation) 전의 복수의 장치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싱귤레이션 전의 복수의 장치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평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의 형성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업자라면, 도면의 요소들이 단순성과 명료성을 위해 도시되었고 반드시 치수조정을 하도록 도시된 것은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면의 일부 요소들의 치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과장되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첨부된 도면과 연결하여 아래 기재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현재 선호되는 실시예들의 설명으로서 의도되고, 본 발명

이 실시될 수 있는 단지 한 개의 형태를 나타내려는 의도는 아니다.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 내에 포함되려고 의도되는 다른

실시예들에 의해 동일하거나 동격인 기능들이 성취될 수 있슴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은, 플래그(flag)와 리드핑거(leadfinger)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leadframe), 플래그에 부착되고 리드핑거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반도체 다이, 반도체 다이 상의 인캡슐런트, 인캡슐런트 상의 도전 층, 및 도전 층에 리드프레임을 전기적을

접속하는 와이어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이다. 도전 층은 차폐 금속과 도전성 접착제의 결합이다. 도전성 접착제와 차폐

금속의 결합은 몰드 인캡슐런트로부터 도전 층이 벗겨짐을 방지한다.

본 발명은,

플래그와 복수의 리드핑거를 갖는 리드프레임을 설치하는 단계;

플래그에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는 단계;

리드 핑거에 반도체 다이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

리드프레임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와이어 루프(wire loop)를 형성하는 단계;

인캡슐런트로 반도체 다이와 와이어 루프의 적어도 일부를 캡슐화하는 단계; 및

인캡슐런트 상에 도전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도전 층은 차폐 금속과 도전성 접착제의 결합을 포함하고, 와이어

루프는 도전 층을 접촉하여, 도전 층에 리드프레임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반도체 패키지 형성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각각이 플래그와 복수의 리드핑거를 포함하는 제1과 제2 리드플레임을 갖는 리드프레임 패널을 설치하는 단계;

제1과 제2 리드프레임의 플래그에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를 각각 부착시키는 단계;

제1과 제2 리드프레임의 핑거에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를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

제1과 제2 단을 갖는 와이어 본드를 설치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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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리드프레임의 리드핑거에 와이어 본드의 제1 단을, 제2 리드프레임의 리드 핑거에 와이어 본드의 제2 단을 전기적으

로 접속하는 단계;

제1과 제2 반도체 다이와, 일부가 노출되는 와이어 본드 상에 인캡슐런트를 형성하는 단계;

인캡슐런트와 와이어 본드 상에, 와이어 본드의 노출 부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차폐 금속과 도전성 접착제의 결합을 포

함하는 도전 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제1과 제2 패키지된 장치를 형성하기 위해 리드프레임 패널을 싱귤레이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형성 방법을 더 제공한다.

<실시예>

도 1에, 제1 장치부(12), 제2 장치부(14), 및 제3 장치부(16)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패널(10)의 일부가 도시된다. 이하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리드프레임 패널(10)은, 또한 MLF(micro-leadframe package) 및 BCC(bump chip

carrier)로서 지칭되는, QFN(quad-flat no-lead) 패키지와 같은 임의의 반도체 패키지; BGA(ball grid array) 패키지;

QFP(quad flat package); 또는 몰딩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되거나 싱귤레이션에 의해 형성되는 임의의 다른 패키지를 위한

리드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리드프레임 패널(10)은, 니켈과 철, 니켈 팔라듐 등을 포함하는 합금과 같은 임의의 도전성

금속일 수 있다. 리드프레임 패널(10)은 원하는 패턴으로 이미 형성된 본드 패드(bond pads)와 접지 패드(ground pads)

를 포함한 패턴화된 리드프레임으로서 구매될 수 있다. 단지 3개의 장치부만이 도 1에 도시되었지만, 더 많은 장치부가 존

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드프레임 패널(10)은 임의의 수의 장치부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각 장치부는

제조 단순성을 위해 동일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 제2, 및 제3 장치부(12, 14, 및 16)의 각각은, 플래그(18)를 둘러싸는 복수의 리드핑거(20)를 포함한다. 플래그(18)는

임의의 특정 형태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플래그(18)는, "X-형태" 등으로, 리드프레임 패널(10) 내의 오픈 윈도우

일 수 있다. 또한, 플래그(18)는 리드프레임 패널(10)의 다른 영역에 비해 돌출되거나 만입될 수 있다.

원하는 형태의 리드핑거(20)를 갖는 리드프레임 패널(10)이 구매되지 않았으면, 이 분야에 공지된 것처럼, 리드핑거(20)는

패터닝과 에칭으로 형성될 수 있다. 리드핑거(20)는 분리된 접지 패드를 포함할 수 있다. 접지 패드는, EMI 차폐, 도전 층,

또는 장치를 접지와 접속하도록 전용으로 사용되는 리드핑거이다. 당업자라면, 리드핑거(20)의 수와 이들의 구성이 단지

예시적일 뿐임을 인식할 것이다.

플래그(18)는 반도체 다이 또는 집적 회로(22)를 수신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공지된 것처럼, 반도체 다이(22)

는 픽-앤-플레이스(pick-and-place) 툴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잘라내어, 플래그(18) 각각 위에 배치된다. 각

다이(22)는, 이 분야에서 공지된 것처럼, 각 플래그(18) 중의 하나에 접착제로 부착한다. 일 실시예에서, 일 반도체 다이가

각 플래그 상에 배치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반도체 다이가 플래그 상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

는 동일 플래그 상에 또 다른 반도체 다이에 인접하여 배치될 수 있거나, 동일한 플래그 상에 배치된 또 다른 반도체 다이

상에 스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수의 다이가 동일 평면 내의 플래그 상에 배치될 수 있거나, 또는 서로에 대해 스택될 수

있다. 도 1의 실시예에서, 제2 다이(24)는 반도체 다이(22)의 상부에 부착된다. 제2 다이(24)는, 일반 실리콘 기판 상에, 기

계 부품, 센서, 구동기, 및 전자부품을 집적한,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와 같은, 집적 회로 또는 마

이크로-기계적 컴포넌트를 갖는 또 다른 반도체 다이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하부 다이 상에 더 크거나 더 작은 다이를 스

택하는 것이 공지된 바와 같이, 제2 다이(24)는 제1 다이(22)와 같은 크기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분야

에서 공지된 것처럼, 제2 다이(24)는 제1 다이(22)로부터, 스페이서(25) 이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격될 수 있다.

각 다이(22)는 리드핑거(2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본 예에서, 다이(22)는 제1 와이어(26)로 리드핑거(20)에 연결된 복

수의 본딩 패드(도시 생략)를 포함한다. 제1 와이어(26)는, 알류미늄 또는 금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 형성된다. 일 실시예

에서, 각 와이어(26)의 직경은 약 1인치의 1/1000 - 1/2000이다. 통상, 제1 와이어(26)는, 상업적으로 가용한 와이어본딩

도구를 사용하여, 볼 본드(ball bond) 및 스티치 본드(stitch bond)를 갖는 다이 본딩 패드로 리드핑거(20)에 와이어본딩된

다. 그러나, 플립-칩 범프(flip-chip bumps)와 같은, 다른 연결이 가능하고, 본 발명은, 다이(22)가 리드핑거(20)와 접속된

방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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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다이(24)는 또한, 제2 와이어(28)에 의해, 제1 다이(22)와 리드핑거(20) 중의 적어도 하나에 연결된다. 제2 와이어

(28)는 동일 크기인 것이 선호되고, 제1 와이어(26)와 동일한 도전 재료로 형성된다. 반도체 다이(22-24)가 와이어본드에

의해 리드핑거(20)로 함께 전기적으로 접속되면, 인접 장치부의 접지 패드도 또한 동일 와이어본딩 공정 동안에 함께 전기

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반도체 다이를 본드 패드에 와이어본딩에 사용되는 것들과 동일

한 와이어본드를 사용하여 접지 패드를 서로 와이어본딩하여 접속이 수행된다. 그러나, 와이어가, 예를 들면, 직경에서 상

이하면, 접지 패드와 본드 패드를 접속하기 위해, 분리된 와이어 본딩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제2(상부) 다이(24)에 추가 와이어(30)가 와이어본드된다. 추가 와이어는 제2 다이(24)의 접지 패드에 그리고, 와이어(28

및 26)를 통해, 리드프레임의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하 더 상세히 설명될 것처럼, 와이어(30)가 인캡슐런트

이상으로 확장하도록, 추가 와이어(30)는 비교적 높은 루프 높이를 가진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추가 와이어(30)는

제2 다이(24)로부터 위로 확장한다. 형성되고 있는 장치가, 다이(22)와 같은, 단지 한 개의 다이를 가지면, 추가 와이어

(30)는 그 다이로부터 위로 확장할 것이다. 다른 경우, 추가 와이어는 일 장치의 접지 패드로부터 인접 장치의 접지 패드로

확장할 수 있다. 추가 와이어(30)가 가늘기 때문에, 후속 몰드 캡슐화 공정 동안에 붕괴되거나 또는 손상되기 쉬울 것이다.

후속 몰딩 공정 동안에 몰드 인캡슐런트가 흐르는 방향으로, 추가 와이어(30)를 정렬함으로써, 추가 와이어(30)가 그 형태

를 유지하여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몰드 인캡슐런트가 추가 와이어(30)로 90도로 흐르면, 와이어(30)가 붕괴되

기 쉽다. 가는 와이어와 몰드 흐름 방향의 상술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더 두꺼운 와이어가 사용될 수 있다.

추가 와이어(30)가 제2 다이(24)로 와이어본드된 후, 제1과 제2 다이(22, 24)와 와이어(24, 26, 28, 및 30) 상에 몰드 컴파

운드 또는 몰드 인캡슐런트(32)를 형성하기 위한 몰드 캡슐화 공정이 수행된다. 몰드 인캡슐런트(32)는 실리카-함유된 수

지, 세라믹, 무할로겐 재료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몰드 인캡슐런트(32)는 통상 액체를 사용하여 도포되고나서, 열

을 가해서 UV 또는 주변 환경에서 경화(curing)시켜 고체를 형성한다. 인캡슐런트(32)는 또한, 가열되어 액체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 식혀서 다이(22 및 24) 상에 고체 몰드를 형성하는 고체일 수 있다. 임의의 다른 인캡슐런트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추가 와이어(30)가 인캡슐런트(32) 이상 확장되어, 노출된다. 다이(22 및 24) 상에 인캡슐런트(32) 형성 후, 추가 와

이어(30)를 노출시키기 위해 디플래시(de-flash) 또는 클린(clean)이 수행된다. 임의의 종래 디플래시 또는 클린이 사용될

수 있다. 디플래시 공정은, 처리, 화학 공정, 높은 수압 공정, 또는 기계 공정과 무관할 수 있다.

캡슐화 후, 인캡슐런트(32)와 와이어(30)의 노출부 상에 도전 층(34)이 형성된다. 도전 층(34)은 차폐 금속 층(36)과 도전

접착 층(38)의 결합을 포함한다. 도전 접착 층(38)은 에폭시를 포함할 수 있다. 차폐 금속 층(36)은 중합체, 금속, 금속 합

금(예를 들어, 강자성 또는 강유전성 재료 등), 잉크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금속 층(36)은, 알류미

늄(Al), 구리(Cu), 니켈철(NiFe), 주석(Sn), 아연(Zn) 등,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금속 층(36)이 무철(non-ferrous) 재료

(예를 들어, Al, Cu, Sn, 및 Zn)이면, 재료 층(36)과 추가 와이어(30)는, 접지 패드를 통해 금속 층(36)에 반도체 다이(22

및 24)를 접지시켜, EMI로부터 장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강자성 재료(예를 들어, NiFe)가 사용되면, 금속 층(36)은

자기 방사로부터 장치부를 보호할 것이고, 이것은 반도체 다이(22 및 24)가 자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magnetic random

access memory;MRAM) 장치를 포함하면 유용하다. 그러므로, 주로 자기 방사로부터의 보호만이 필요하면, 추가 와이어

(30)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구리 층과 NiFe 층과 같이, 비강자성 재료 및 강자성 재료 모두가 함께

사용되어 금속 층(36)을 형성하면, 전자장 또는 광대역 차폐로써, 장치부는 전기장 및 자기장 모두로부터 보호되고, 이것

은, 반도체 다이(22 및 24)가, 예를 들어, MRAM 장치 및 트랜지스터 모두를 포함하면 유용할 것이다.

도 1의 실시예에서, 도전 층(34)은, 스텐실(stencil) 또는 마스크 등의 사용으로, 사전결정된 위치에서 인캡슐런트(32) 상

에 도전성 접착제(38)의 제1 층을 도포하여, 인캡슐런트(32)에 도포된다. 즉, 마스크가 몰딩된 장치 상에 배치되고나서, 도

전 접착제(38) 층(38)이 인캡슐런트(32)의 노출부에 도포된다. 그 다음, 마스크가 제거되고, 차폐 금속 층(36)이 인캡슐런

트(32)의 새 노출부에 도포된다. 최종적으로, 차폐 금속 층(36) 상에 또 다른 도전 접착층(38)이 도포된다. 이 방식으로, 인

캡슐런트(32)에, 차폐 금속(36)과 도전 접착제(38)의 결합이 도포된다. 접착제(38)와 금속(36)의 혼합은 금속 층(36)이 인

캡슐런트(32)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여,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시, 금속이 인캡슐런트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차폐 금속 층(36)은,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ALD(atomic layer

deposition), 전해 도금(electrolytic plating), 무전해 도금(electroless plating), 불꽃-분사(flame spray), 도전성 페인트

분사, 진공 금속화, 패드 페인팅 등,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피착될 수 있다. 금속 층(36)은, 약 1-50 마이크론(micron)의

두께일 수 있고, 5-7 마이크론의 두께가 선호된다. 금속 층(36)의 두께는 원하는 차폐 효과에 따를 것이다. 금속 층(36)의

최소 두께는 금속 층(36) 형성에 사용되는 공정에 따르고, 최대 두께는, 적어도 사용되는 재료의 함수인, 재료 층(36)의 스

트레스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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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것처럼, 추가 와이어(30)가 차폐 금속 층(36)을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지만, 와이어(30)는 EMI 보호를 제

공하기 위해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필요가 없다. 본드 패드의 레이아웃, 반도체 다이 크기, 및 플래그 크기가 허

용하면, 와이어(30)는, 접지 패드 대신에, 임의의 미사용 접지된 또는 접지될 본드 패드를 접속할 수 있다. 환언하면, 장치

부가 패키지로 싱귤레이트되어 PCB(printed circuit board)에 부착시, 미사용 본드 패드가 접지되거나 또는 후속적으로

접지되면, 접지된 본드 패드는 임의의 미사용 본드 패드일 수 있다.

도전 층(34)이 피착되거나 도포된 후, 각 장치부는 서로 싱귤레이트된다. 환언하면, 각 장치부는 개별 장치부로 절단되거

나, 또는 소잉(sawing)될 수 있다. 어디서 장치부의 싱귤레이션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선이 장치부(12, 14, 및 16) 사

이에 그려진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싱귤레이션 전에, 리드프레임 패널 상에 형성된 복수의 장치부(40, 42,

44)가 도시된다. 장치부(40, 42, 및 44)는 도 1의 장치(12, 14, 및 16)와 유사하다. 즉, 장치부는, 와이어(26 및 28)에 의해,

서로 간에 그리고 리드핑거(2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스페이서(25)에 의해 분리된 스택된 반도체 다이(22 및 24)를 포함

한다. 추가 와이어(30)는 제2 다이(24)로부터 위로 확장한다. 다이(22 및 24)와 와이어(26, 28, 및 30)는 인캡슐런트(32)

로 덮히게 되고, 와이어(30)의 일부가 노출된다. 도 1의 실시예와 같이, 다이(22 및 24)의 수와 구성은 예시적이다.

몰드 인캡슐런트(32) 형성 후, 추가 와이어(30)를 노출시키기 위해 디플래시 또는 클린이 수행된다. 임의의 종래 디플래시

또는 클린이 사용될 수 있다. 디플래시 공정은, 처리, 화학 공정, 높은 수압 공정, 또는 기계 공정과 무관할 수 있다. 와이어

(30)의 일부를 노출 후, 인캡슐런트(32)와 와이어(30)의 노출부 상에, 도전 층(34)에 대해 상술된 임의의 재료일 수 있는

도전 층(46)이 형성된다. 도전 층(46)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도전 층(46)과 플래그(18)는 EMI 또는 전자기 차폐를 형성

한다. 그러므로, 와이어(30)는 도전 층(46)에 접속되어, 접지된다. 도전 층(46) 형성 후, 패키지를 싱귤레이트하여, 개별 패

키지된 반도체 장치가 형성된다.

이 제2 실시예에서, 도전 층(46)은, 도전 접착제의 제1 층(48), 차폐 금속의 제2 층(50), 및 도전 접착제의 제3 층(52)으로

형성된다. 더 구체적으로, 인캡슐런트(32)의 표면 상에, 도전 접착제의 제1 층(48)이 형성된다. 이 제1 층(48)은, 약 3 내지

5 마이크론 등급으로, 비교적 얇아야 한다. 그 다음, 제1 층(48) 상에, 차폐 금속의 제2 층(50)이 형성된다. 제2 층(50)은

스텐실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스크린 프린트되거나 또는 페인트되어, 페인트된 영역 주변에 페인트가 안 된 영역이 존재

하도록 한다. 그 다음, 스텐실 금속 층(50) 상에 도전성 접착제의 제3 층(52)이 형성된다. 이 방식으로, 제1과 제3 층(48 및

52)은 서로 접촉하고, 제1 층이 인캡슐런트(32)에 고정되므로, 금속 층(50)은 인캡슐런트(2)에 단단하게 유지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스텐실(60)의 평면도가 도시된다. 스텐실(60)은, 제1 실시예(도 1)에 따른 인캡슐런트(32) 상에 도전성

접착제의 제1 층(38)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제2 실시예(도 2)에 따른 도전성 접착제의 제1 층(48) 상에 차폐 금속의 제2

층(50)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스텐실(60)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다른 적당한 재료와 같은, 강하고 비교적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 일정 패턴으로 형성된 구멍(62)을 가질 수 있다. 구멍(62)은, 원형 또는 사각형과 같은,

임의의 형태일 수 있고, 차폐 요구사항에 따른 크기와 스페이싱을 가질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스텐실(60)은, 약 250 μm

의 직경과 약 80 μm의 스페이싱을 갖는 구멍들로 제조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제1 단계(70)에서, 상술된 것과 같은, 플래

그와 복수의 리드핑거를 갖는 리드프레임이 설치된다. 제2 단계(72)에서, 반도체 다이는 리드프레임 플래그에 부착되고,

제3 단계(74)에서, 다이는 리드프레임의 리드핑거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다음, 단계(76)에서, 와이어 루프가 형성되어

리드프레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나서, 단계(78)에서, 다이와 와이어 루프의 적어도 일부가 가소성 재료 또는 인캡슐런

트로 캡슐화된다. 와이어 루프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단계(80)가 수행되어 와이어 루프의 일부를 노출시킬 것이다. 이 시

점에서, 장치는 차폐될 준비가 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82)가 수행되어, 인캡슐런트 상에 도전성 접착제 층이 형성되고,

단계(84)에서, 마스크 또는 스텐실을 사용하여 접착제의 제1 층 상에 차폐 재료 층이 페인트되거나 또는 프린트된다. 그 다

음, 단계(86)에서, 접착제의 제1 층과 금속의 스텐실 층 상에 도전성 접착제의 또 다른 층이 형성된다. 금속 층이 연속적이

아니므로, 접착제의 제1 층과 제2 층은 함께 혼합되어, 인캡슐런트 상에 금속 층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또한, 와이어 루프

는 도전 층을 접촉하여, 도전 층이 리드프레임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단계(82)가 수행되지 않으면, 단계(84)에서, 도전성

접착제의 제1 층이 마스크 또는 스텐실을 사용하여 인캡슐런트 상에 형성되고나서, 스텐실 접착 층 상에 금속 층이 형성된

다. 그 다음, 단계(84)에서, 도전성 접착제의 제2 층이 제1, 스텐실 층과 금속 층 상에 형성된다. 제2 접착 층은 제1 접착 층

과 결합되어, 인캡슐런트에 금속 층을 단단히 유지한다. 복수의 패키지가 동시에 형성되면, 분리된 패키지를 형성하는 싱

귤레이션 단계(90)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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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레벨에서 EMI 및/또는 전자기 차폐를 형성하는 공정이 제공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추가 처리 도구가 필요없

이 처리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이 공정이, 특히 QFN의 공정에 바람직하다. 또한, 이 공정은 컴포넌트 레벨에서 EMI 및/또

는 전자기 방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율적 방식이다. 도전 층을 접지하는 와이어 사용이, 예를 들어, QFN과 같은, 어레

이 몰딩된(즉, 프리몰딩(premold)되거나 또는 개별 몰딩되지 않음) 패키지에 특히 유용하다. 다양한 세라믹 층을 사용하여

제조된 CLCC(ceramic leadless chip carriers)와 같은, 프리몰딩된 패키지는, 비아(via)에 의해 하부 접지면으로 상부 금

속 캡이 접지되고 납땜되게 하여 EMI를 차폐할 수 있다. 제1 면에 노출된 리드프레임을, 제2 면에 몰딩된 MAP(multiple

array packaging)을 갖는 QFN 또는 다른 패키지에서, 몰딩 컴파운드는 전체 제2 면을 덮는다. MAP 몰딩된 리드프레임에

서 개별 장치가 서로 근접하게 배치되므로, 몰딩 공정 동안에 개별 캡이 각 장치에 배치되어, 제자리에 유지될 수 없다. 인

접 장치 간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몰딩 전에 개별 캡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기술적 난제들과 더불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개별 캡을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몰딩 공정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 프리몰딩되지 않은 패키

지의 공정 흐름으로 인해, 금속 캡이 사용될 수 없다. 또한, CLCC에 비아를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은 QFN, BGA 등

의 유형의 패키지를 형성하도록 사용되는 몰딩 공정과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QFN 유형의 패키지에 비아를 형성하기 위

해, 비아는 몰드 인캡슐런트에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제조 비용과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장치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전자 컴포넌트와 회로로, 대부분, 구성된다. 그러므로, 회로 세부사항은,

본 발명의 기저 개념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도로만, 본 발명의 지식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설명된다.

전술된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아래 청구항들에서 기재된 것처

럼,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만들어질 수 있슴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명세서와 도면은

제한적이 아닌 설명적인 관점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그런 수정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려고 의도된다.

특정 실시예들에 관해, 이득, 다른 이점, 및 문제의 해결책이 상술되었다. 그러나, 임의의 이득, 이점, 또는 해결책이 발생하

거나 또는 더 공고되도록 할 수 있는 이득, 이점, 문제의 해결책, 및 임의의 요소가, 임의의 또는 모든 청구항들의 중요한,

필수의, 또는 기본적 특징 또는 요소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것처럼, '포함하다(comprises)', '포

함하는(comprising)'이라는 용어, 또는 이들의 다른 변형은 비배타적-포괄성(non-exclusive inclusion)을 위해 의도되어

서, 요소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공정, 방법, 제품, 또는 장치는 단지 이들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리스트되

지 않거나 또는 그런 공정, 방법, 제품, 또는 장치에 고유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또는 '하나의'

(a or an)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것처럼, 한 개 이상으로서 정의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것처럼, '복수의

(plurality)'라는 용어는 2 이상으로서 정의된다. '또 하나(another)'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적어도 2

번째 이상으로서 정의된다. '접속된(coupled)'이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 사용된 것처럼, 직접적이거나 기계적일 필요는

없지만, 연결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또한,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에서, '전(front)', '후(back)', '상부(top)', '하부

(bottom)', '~상에(over)', '~아래에(under)' 등의 용어는, 만약 존재한다면, 설명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영구 상대

위치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사용된 용어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서 상호교환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본 명세서

에 기재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본 명세서에서 도시되거나 또는 기재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동작할 수 있슴을 이해할

것이다.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7-0058680

- 10 -



도면2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07-0058680

- 1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실시예 6
도면 6
 도면1 10
 도면2 11
 도면3 11
 도면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