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1L 27/14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2월27일

10-0539234

2005년12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3-0037458 (65) 공개번호 10-2004-0106661

(22) 출원일자 2003년06월11일 (43) 공개일자 2004년12월18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최경세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삼성아파트204동1302호

(74) 대리인 리엔목특허법인

심사관 : 고광석

(54)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및그 제조방법

요약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로 사용되는 카메라 및 일반 이동용 카메라에 사용되는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에 관해 개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 및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의 기판의 상하면에 배치하

고,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를 사출성형 혹은 트랜스퍼 성형방식으로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밀착되게 밀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패키지 모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번

의 성형공정으로 봉지수지부를 형성함으로써 원가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등록특허 10-0539234

- 1 -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110: 기판(substrate),

112: 유연성 인쇄회로기판(FPCB), 120: 제1 반도체 칩,

122: 금선(gold wire), 130: 제2 반도체 칩,

132: 금선(gold wire), 140: 봉지수지부,

142: 나사 홈, 144: 보호재,

150: 렌즈 키트 하우징(housing), 152: 적외선 필터(IR cut filter),

154: 광학 렌즈, 160: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

162: 수동소자, 170: 렌즈 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카메라의 화상 인식용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

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을 내장하는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CIS: CMOS Image Sensor) 모듈에 관한 것이다.

카메라 장치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모듈은, 내부에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과, 상기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에서 수집

한 광학 영상(optical images)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멀티칩

구조의 반도체 소자이다. 상기 이미지 센서 모듈은 내부에 적용되는 반도체 칩의 종류에 따라 전하결합소자(CCD: Charge

Coupled Device)형 이미지 센서 모듈과, 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로 크게 구별된다.

상기 이미지 센서 모듈 중에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에 관한 선행기술이 미국 특허공개번호 2003-0025825호에

"Small Image Pickup Module"이란 제목으로 Olympus Optical Co.,Ltd.,에 의하여 2002년 8월 29일에 특허 출원된 바

있다.

도 1은 상술한 종래 기술에 의한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구조는, 기판(11) 위에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12)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18)이 수평구조로 탑재되어 있다. 또한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12)을 동작시키기 위한 별

도의 렌즈 키트(13)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렌즈 키트(13)는 접합수단인 포팅재(potting material, 271, 272)를 통해 상

기 기판(11)에 부착되어 있다.

상기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12)은 투명한 소재의 보호수단(25)과 또 다른 포팅재(261, 262)를 통해 뚜껑을 밀봉하는 방

식(capping)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18) 역시 주사기 형태(syringe type)의 포팅 수단을

사용하여 밀봉되어 있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5는 광학렌즈를 가리키고, 14는 적외선 필터를 가리키고, 16은 칸막이 판

(Diaphragm)을 각각 가리킨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 기술에 의한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첫째, 렌즈 키트(13)를 기판(11)에 부착하고,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12)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18)을 각각 별

도의 공정을 통해 몰딩해야 하기 때문에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고 제조원가가 높아지

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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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불량 발생률이 높아져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 칩이 수평상태로 기판에 부착되기 때문에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간단한 몰딩공정을 사용하여 반도체 칩들을 밀봉하고,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크기를 축소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

지 센서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과,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 표면에 사출성형 방식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

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

서 모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봉지수지부는 제1 반도체 칩에만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되거나 혹은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봉지수지부가 상기 제1 반도체 칩과만 완전하게 밀착되게 형성될 경우, 상기 제2 반도체 칩은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EMC: Epoxy Mold Compound)부에 의하여 밀봉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되는 봉지수지부는 필요에 따라 렌

즈 키트와의 결합을 위한 나사 홈을 구비하거나, 광학 렌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플라스틱 렌즈부를 구비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은 상기 기판 하부에 탑재되는 수동소

자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봉지수지부 측면에 광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재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상기 나사 홈에 결합되는 렌즈 키트는 광학 렌즈와 적외선 필터가 수직방향으로 배열된 구조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판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에 플라스틱 렌즈부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기 봉지수지부 위에 적외선 필터를 더 코팅할 수 있

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 및 제2 실시예를 통하여,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

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 및 수동소자를 탑재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을 진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로 몰딩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을 탑재하고 와이

어 본딩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사출성형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제1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위쪽에 렌즈 키트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홈이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후, 상기 나사 홈에 렌즈 키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성형시 내부에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

하도록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후,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 위에 적외선 필터를 코

팅하는 단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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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단계 후에, 상기 기판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의 측면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

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3 및 제4 실시예를 통하여,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

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 및 수동소자를 탑재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을 진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을 탑재하고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에 사출성형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위쪽에 렌즈 키트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홈이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후, 상기 나사 홈에 렌즈 키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사출 성형시 내부에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후,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 위에 적외선 필터

를 코팅하는 단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단계 후에, 상기 기판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의 측면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

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밀봉 공정을 별도의 공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화되고, 둘째,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셋째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을 기

판에 탑재할 때에 상하 방향으로 수직 배열하기 때문에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개

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

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말하는 성형 공정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실시예에서 설명되는 사출 성형 공정만을 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및 필수의 특징을 이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

어서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봉지수지부가 성형되는 것이 사출성형이지만, 이는 다른 방법으로 변형하여 트랜스퍼

(transfer) 몰드(mold) 장비를 사용한 성형 혹은 인젝션 몰드(injection mold) 장비를 사용한 성형이어도 무방하다. 또한

상기 보호재로 사용되는 테이프는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다른 종류의 코팅재로 치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제1 실시예: 제1 반도체 칩에만 투명한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고 나사 홈을 형성한 경우.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의 구성은,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

는 회로패턴(미도시)이 형성된 기판(110)과, 상기 기판(110)의 상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

체 칩(120)과, 상기 기판(110)의 하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130)과, 상기 기판

(110) 표면에 사출성형 방식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1 반도체(120)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

수지부(140)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은 상기 기판(110) 하부면에 탑재된 제2 반도체 칩(130) 및

수동소자(162)를 밀봉하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160)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봉지수지부(140) 측면에 부착되는

보호재(144)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봉지수지부(140) 위에 형성된 나사 홈(142)과 결합되는 렌즈 키트(170)를 더 구

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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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호재(144)는 빛이 내부로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렌

즈 키트(170)는 렌즈 키트 하우징(150)에 광학 렌즈(154)와 적외선 필터(152)가 수직 배열된 상태의 구조물인 것이 적합

하다. 상기 수동소자(162)는 저항소자나 커패시터와 같은 소형 전자 부품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제1 반도체 칩(120) 및

제2 반도체 칩(130)을 상기 기판(110)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은 금선(gold wire, 122, 132)인 것이 적합하다. 도면

의 참조부호 112는 유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으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이 부착되

는 모 기판(mother board)을 가리킨다.

상기 봉지수지부(140)의 재질이 열가소성 고분자 소재인 경우, 봉지수지부(140)의 열변형 온도가 100~120℃ 정도로 매

우 낮다. 그러므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을 유연성 인쇄회로기판(112)에 접합시에

낮은 온도에서 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과 유연성 인쇄회로기판(112)과의 접합은, 국부적으

로 열을 가하여 서로 접합하거나, 이방성 도전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미도시)을 사용하여 상호 접합이

가능하다.

상기 봉지수지부(140)는 PMMA(Polymethylmethacrylate), PC(Polycarbonate), 열경화성 투명 에폭시 및 투명 ABS 등

의 투명 고분자 소재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만든다. 상기 PMMA는 CD(Compact Disc), 렌

즈, LCD 도광판 등에서 이미 광학적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며, 상기 투명 ABS는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티렌(Styrene) 등의 세 가지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열가소성 수지로서 일상 생

활용품에서부터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자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다.

상기 봉지수지부(140)의 재질은 필라를 넣지 않은 형태(non-filler)의 투명 에폭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질은 이

미 LED(Light Emitting Diode) 부품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소재이다. 상기 필라를 넣지 않은 형태의 투명 에폭시는

약 150℃ 온도에서 트랜스퍼 몰드(transfer mold) 장비를 이용한 성형이 가능하다.

제2 실시예: 제1 반도체 칩에만 투명한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고 플라스틱 렌즈부를 형성한 경우.

이하 제2 내지 제4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을 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이해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참조부호를 상술한 제1 실시예와 서로 대응되도록 구성하였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200)은, 봉지수지부(240)에 나사 홈

대신에 플라스틱 렌즈부(246)를 형성하여 제1 실시예에 있는 렌즈 키트(170)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246) 위에는 적외선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252)을 코팅시켜 형성함으로써 봉지수지부(240)에 렌즈 키트부

를 포함시키는 구조이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에 의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100, 200)의 제조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210)을 준비한다. 상기 기판(210)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GA(Ball Grid Array) 패키지 제조용 양면 기판과 유사한 구조의 기판이다. 상기 기판(210)의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

용(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제2 반도체 칩(230)과 수동소자(262)를 탑재하고, 금선(232)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

공정을 진행한다.

이어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기 기판(210)의 하부면을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EMC)를 사용하여 밀봉함으로써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260)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기판(210)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220)을 탑재하고

금선(222)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 공정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기판(210)의 상부면을 투명 고분자 소재를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봉지수지부(240)를 만든다. 여기서,

제1 실시예의 경우에는 봉지수지부(도2의 140) 상부에 나사 홈(142)을 만든 후, 렌즈 키트(170)를 결합한다. 그리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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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의 경우에는 봉지수지부의 상부에 플라스틱 렌즈부(246)를 만들고, 적외선 필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252)을 코

팅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상기 기판(210)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240)의 측면에 빛의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재

(222), 예컨대 테이프를 부착한다.

상기 봉지수지부(240)를 형성할 때, 재질로 PC나 투명 ABS 등의 소재를 이용할 경우, 사출성형 조건은 사출온도가

200~250℃ 범위, 사출압력은 800 ㎏f/㎠ 범위가 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출조건은 투명 고분자 소자의 종류와 분자량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센서 내의 마이크로 렌즈의 형성 여부에 따라서도 사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제3 실시예: 제1 및 제2 반도체 칩에 모두 투명한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고 나사 홈을 형성한 경우.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기판(310) 하부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를 형성하지 않고 기판(310)의 상하면 모두에 투명 고분자 소

재를 이용한 봉지수지부(340)를 형성한 경우이다. 그리고 기판(310) 상부면에 있는 봉지수지부(340)의 위쪽에 나사 홈

(342)을 형성하여, 렌즈 하우징(350), 적외선 필터(352) 및 광학렌즈(354)로 이루어진 렌지 키트를 결합시킨 경우이다.

제4 실시예: 제1 및 제2 반도체 칩에 모두 투명한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고 플라스틱 렌즈부를 형성한 경우.

도 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시예에 의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기판(410) 하부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를 형성하지 않고 기판(410)의 상하면 모두에 투명 고분자 소

재를 이용한 봉지수지부(440)를 형성한 것은 제3 실시예와 동일하다. 그러나 기판(410) 상부에 있는 봉지수지부(440)상

부에 나사 홈 대신에 플라스틱 렌즈부(446)를 형성한 경우이다. 그 후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446) 위에 적외선 필터의 기

능을 수행하는 물질(452)을 코팅하여 렌즈 키트 기능을 봉지수지부(440)에 포함시킨 것이다.

본 발명의 제3 및 제4 실시예에 의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300, 400)의 제조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410)을 준비한다. 상기 기판(410)은 BGA 패키지 제조용

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판(410)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430) 및 수동

소자(462)를 탑재하고 금선(432)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을 수행한다. 계속해서, 상기 기판(410)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420)을 탑재하고 금선(422)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판(410)의 하부면에 제

2 반도체 칩(430)을 탑재한 후, 상부면에 제1 반도체 칩(420)을 탑재하였으나, 이는 반대로 제1 반도체 칩(420)을 기판

(410)의 상부면에 먼저 탑재한 후, 제2 반도체 칩(430)을 기판(410) 하부면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변형해도 무방하다.

이어서,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420, 430)이 탑재된 기판(410)에 대한 성형 공정을 진행한다. 상기 성형은 사출성형,

트랜스퍼 몰드 장비를 사용한 성형 및 인젝션 몰드 장비를 사용한 성형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3 실시예의 경우에는 봉지수지부(도4의 340) 상부에 나사 홈(342)을 만든 후, 렌즈 키트를 결합한다. 그리고 제4 실시

예의 경우에는 봉지수지부(440)의 상부에 플라스틱 렌즈부(446)를 만들고, 적외선 필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452)을

코팅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상기 기판(410)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440)의 측면에 빛의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재

(422), 예컨대 테이프를 부착한다. 그 후, 상기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300, 400)을 유연성

인쇄회로기판(312, 412)에 이방 전도성 필름(ACF)을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접합시킨다.

상기 봉지수지부(440)를 형성할 때, 재질로 PC나 투명 ABS 등의 소재를 이용할 경우, 사출성형 조건은 사출온도가

200~250℃ 범위, 사출압력은 800 ㎏f/㎠ 범위가 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출조건은 투명 고분자 소자의 종류와 분자량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렌즈부(246)의 형성 여부에 따라서도 사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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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밀봉 공정을 별도의 공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 단계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이 단순화되고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사출성형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공정으로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을 대량으로 만

들 수 있다.

셋째, 셋째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과,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을 기판에 탑재할 때에 상하 방향으로 수직

배열하기 때문에 씨모스(CMOS)형 이미지 센서 모듈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탑재되고 와이어 본딩된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 및

상기 기판 표면에 사출성형 방식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상기 제1 반도체 칩에만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

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은,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서 상기 제2 반도체 칩과 밀착되게 형성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투

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상기 제1 반도체 칩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

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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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위쪽에 렌즈 키트(lens kit)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

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측면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재가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

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재는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상기 나사 홈과 결합되는 렌즈 키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키트는 광학 렌즈와 적외선 필터가 수직으로 배열된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

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사출성형시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내부에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는 표면에 적외선 필터가 코팅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

지 센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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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하부면에 탑재된 수동소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

서 모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소자는 상기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부에 의해 밀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되고 위쪽에는 렌즈 키트를 조립할 수 있는 나사 홈

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부면에 있는 봉지수지부는 상기 나사 홈과 결합되는 렌즈 키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

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키트는 광학 렌즈와 적외선 필터가 수직으로 배열된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

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사출성형시 내부에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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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는 표면에 적외선 필터가 코팅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

지 센서 모듈.

청구항 1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기판 상부면에서 측면으로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재가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

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2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하부면에 탑재된 수동소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

서 모듈.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재는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열변형 온도가 100~120℃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

서 모듈.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는 PMMA(PloyMethylMethAcylate), PC(PolyCarbonate), 열경화성 투명 에폭시 및 투명 ABS로 이루

어진 투명 고분자 소재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청구항 24.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 및 수동소자를 탑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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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을 진행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로 몰딩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을 탑재하고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성형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제1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

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위쪽에 렌즈 키트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홈이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나사 홈에 렌즈 키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

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사출성형시 내부에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

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 위에 적외선 필터를 코팅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의 측면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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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사출성형 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트랜스퍼 몰드 장비를 사용한 성형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인젝션 몰드(injection mold) 장비를 사용한 성형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3.

양면에 와이어 본딩을 할 수 있는 회로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하부면에 디지털 신호 처리용 제2 반도체 칩 및 수동소자를 탑재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칩과 상기 기판의 하부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을 진행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상부면에 이미지 센서용 제1 반도체 칩을 탑재하고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에 성형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칩과 완전히 밀착되게 형성된 투명 고분자 소재의 봉지수지부

를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위쪽에 렌즈 키트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 홈이 만들어진 구조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나사 홈에 렌즈 키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

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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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는 방법은 사출성형시 내부에 광학 렌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플라스틱 렌즈부가 만들어진 구조

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렌즈부 위에 적외선 필터를 코팅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위에 있는 봉지수지부의 측면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보호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사출성형 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트랜스퍼 몰드 장비를 사용한 성형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지부를 형성하기 위한 성형 공정은 인젝션 몰드(injection mold) 장비를 사용한 성형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투명 고분자 소재를 적용한 씨모스형 이미지 센서 모듈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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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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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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