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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밀어레이 외부 콘택트를 갖춘 임시 반도체 패키지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를 제공한다. 임시 패키지는 종래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반도
체 패키지와 동일한 아웃라인과 외부 콘택트 구성을 갖는다. 임시 패키지는 표준장치를 이용하여 다이의 
번-인 테스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다이는 패키지로부터 제거될 수 있고 KGD로써 증명된다. 패키지는 
베이스, 인터콘넥트 및 힘 공급장치를 확인된다. 패키지 베이스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와, 핀 그리드 
어레이(PGA), 범프 그리드 어레이(BGA) 또는 패리미터 어레이와 같은 조밀어레이로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포함한다. 패키지 베이스는 세라믹 적층공정, 3-D성형공정 또는 Cerdip형성공정을 이용하여 내부 도전선
과 함께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조밀어레이 외부 콘택트를 갖춘 임시 반도체 패키지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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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패키지의 분해 사시도.

제2도는 조밀 그리드 어레이로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나타낸 패키지 베이스의 하부도.

제2(a)도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로 플랫패드처럼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나타낸 제2도의 단선 2A-2A에 
따른 횡단면도.

제2(b)도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로 핀처럼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나타낸 제2도의 단선 2B-2B에 따른 
횡단면도.

제2(c)도는 범프 그리드 어레이(BGA)로 범프처럼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나타낸 제2도의 단선 2C-2C에 따
른 횡단면도.

제2(d)도는 패키지를 위한 베이스의 적층된 세라믹층을 나타낸 제2도의 단선 2D-2D에 따른 횡단면도.

제3도는 조립된 패키지의 횡단면도.

제3(a)도는 다르게 실시한 패키지를 나타낸 제3도와 같은 횡단면도.

제4도는 제1도에 나타낸 패키지를 위한 인터콘넥트의 평면도.

제5도는 다이 상에 디바이스 본드 패드를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 인터콘넥트 상에 돌출 접촉부재를 나타
낸 단선 5-5에 따른 횡단면도.

제5(a)도는 마이크로범프 접촉부재를 갖춘 다르게 실시한 인터콘넥트의 제5도와 같은 횡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출원은 1992년 11월 10일 출원한 출원 제07/973,931호의 일부연속출원인 1993년 8월 14일 출원한 출원 
제08/046,675호의 일부연속출원인 1993년 9월 21일 출원한 출원 제08/124,899호의 일부연속출원인 1994년 
11월 14일 출원한 출원 제08/345,064호의 일부연속출원인 1995년 3월 1일 출원한 출원 제08/398,309호의 
일부연속출원이고, 특허 제5,302,891호는 1991년 6월 4일 출원한 포기된 출원 제07/709,858호의 연속출원
이다.

본  출원은  동시  출원계류중인  1991년  11월  5일  출원한  제07/788,065,  1992년  9월  29일  출원한 제
07/953,750호, 1993년 6월 7일 출원한 제08/073,005호, 1993년 6월 7일 출원한 제08/073,003호, 1993년 9
월  13일  출원한  08/120,628호,  1992년  6월  10일  출원한  제07/896,297호,  1994년  2월  3일  출원한 제
08/192,391호 및, 1993년 10월 14일 출원한 제08/137,675호와 관련되어 있다.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스팅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반도체 다이스를 임시로 패
키징하기 위한 개선된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종래, 패키지된 반도체 다이스(dice)는 제조공정 동안 여러차례 테스트된다. 엄밀한 테스트가, 다이스의 
전체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웨이퍼 레벨로 수행된다. 웨이퍼의 단일화(singulation)와 개별 다이스의 패
키징 후에, 전체기능과 번-인(burn-in) 테스트가 각 패키지된 다이에 수행된다. 통상, 이들 테스트는 패
키지에 외부 콘택트(예컨대, 터미널 리드)와 테스트 회로소자간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표준화 장
비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예컨대, 번-인 오븐은 온도 순환이 가능한 챔버 내에 다수의 패키지된 다이스를 유지하는데 적합하다.  
번-인 테스트 동안 집적회로는 다른 온도에서 전기적으로 테스트된다. 챔버 내에 탑재할 수 있는 번-인 
보드는, 개별적으로 패키지된 다이스와 테스트 회로소자간 전기적 상호접속을 이루기 위해 패키지된 다이
스에 외부리드와 결합되는 전기 콘넥터를 포함한다. 핀처럼 형성된 외부리드와 같은 메일(male) 외부 콘
택트를 갖춘 패키지된 다이스의 경우, 번-인 보드는 소켓 콘넥터를 포함한다. 피메일(female) 외부리드를 
갖춘 패키지된 다이스의 경우, 번-인 보드는 포고(pogo) 핀 콘넥터를 포함한다.

반도체 다이스가 표준화 된 배열로 패키지되기 때문에, 번-인 보드도 또한 표준화된다. 예컨대, 통상의 
싱글 다이(single die)를 위한 반도체 패키지는 스몰 아웃라인 제이-리드 패키지(SOJ ; Small outline j-
lead package)로 알려져 있다. SOJ 패키지를 위한 번-인 보드는 패키지를 위한 제이-리드와 결합되는 표
준화 소켓을 포함한다. 또한, 소켓을 위한 간격은 아주 조밀하게 간격된 어레이로 다수의 패키지가 싱글
보드 상에 탑재될 수 있도록 간격된다.

또한, 표준화되는 보드는, 특정한 패키지 배열을 위해 표준화되는 자동 핸들링 장치와 관련된다. 싱글 다
이를 위한 또 다른 표준화 패키지는 듀얼 인-라인 패키지(DIP ; Dual in-line package)와 지그제그 인-라
인 패키지(ZIP ; Zigjag in-line package)를 포함한다.

최근, 반도체장치는 패키지 되지 않거나 또는 노출된 구성으로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 노운 굿 다
이(KGD; Known good die)는, 패키지된 생산품과 동일한 품질과 신뢰성 레벨로 테스트 되는 패키지 되지 
않은  다이이다.  KGD와  같은  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패키지  되지  않은  다이는  번-인  테스트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번-인과 또 다른 테스트를 위한 패키지 되지 않은 싱글다이를 유지하는 테스트 캐리어의 발
전을 이끈다. 각 테스트 캐리어는 테스팅을 위한 다이를 수용하고, 또한 다이와 외부 테스트 회로소자간 
전기적인 상호접속을 제공한다. 테스트 캐리어의 예는 우드(wood) 등에 의해 미국특허 제5,302,891호와 
제5,408,190호에 공개되었다.

이들 캐리어의 특징은, 종래 패키지된 다이스를 테스팅 하기 위해 이용된 장치와 다른 특수화 된 번-인 
보드와 핸들링 장치와 같은 특수화된 테스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종래 캐리어는 종래 패키
지된 다이스보다 크므로 동일한 드로우풋(throughput)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많고 큰 테스트장치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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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것은 표준화 테스트장치에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 다이스를 위한 테스트 캐리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반도체  다이스  테스팅을  위한  종래  캐리어의  또  다른  특징은,  캐리어를  위한  외부  콘택트가 핀아웃
(pinout)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캐리어는 번-인 보드 상에 대응하는 소켓과 결
합되는 핀처럼 형성된 외부 콘택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외부 콘택트 구성의 타입은 다수의 조밀간격 본드
패드를 갖는 다이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외부 콘택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다이스 상에 
본드패드는 아주작게 그리고 더욱 조밀하게 간격된다. 따라서, 그것은 다수의 본드패드를 갖춘 다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조밀 외부 콘택트 구성을 갖는 반도체 다이스를 위한 캐리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캐리어가 표준 아웃라인과 조밀어레이로 배열된 외부 콘택트를 갖춘 임시 패키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테스팅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반도체 
다이스를 위한 임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높은 팩킹(packing)률을 갖는 조밀
어레이로 배열된 출력 콘택트를 갖춘 반도체 다이스를 위한 임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또한, JEDEC 표준 아웃라인과 JEDEC 표준 외부 콘택트 구성을 갖는 임시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반도체 다이를 위한 개선된 임시 패키지가 제공된다. 임시 패키지
는 종래 반도체 패키지와 매치(match)하는 아웃라인과 외부리드 구성을 갖는다. 또한, 외부리드는 다수의 
디바이스 본드패드(bond pad)를 수용하도록 조밀어레이로 형성된다. 외부리드를 위한 적합한 조밀어레이
와 리드 구성은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 land grid arrays), 핀 그리드 어레이(PGA; pin grid arrays), 
볼  그리드  어레이(BGA;  ball  grid  arrays)  및  조밀  페리미터  어레이(dense  perimeter  arrays)를 
포함한다. 임시 패키지의 표준 아웃라인과 리드 구성은, KGD에 대한 테스트 공정동안 표준화 번-인 보드
와 자동화 패키지 핸들링 장치가 사용된다.

임시 패키지는 베이스(base), 인터콘넥트(interconnect) 및 힘 공급장치를 포함한다. 패키지 베이스는 외
부 콘택트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내부 콘덕터(conductor)를 포함한다. 패키지 베이스는 세라믹 또는 플라
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세라믹의  경우,  패키지  베이스는  세라믹  적층  공정  또는  세라믹 담금형성
(Cerdip; ceramic dip formation)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패키지 베이스는 3-D 사출성형 
공정 또는 사출성형과 조합된 세라믹 담금형성(Cerdip) 공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다.

패키지를 위한 인터콘넥트는, 베이스에 탑재되어 패키지 베이스에 형성된 콘덕터에 와이어 본드된다. 인
터콘넥트는, 다이 상에 본드패드와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통하는 실리콘의 돌출 접촉부재로 형성될 수 있
다. 또한, 인터콘넥트는 2층 TAB 테이프와 유사한 플라스틱 막 상에 탑재된 마이크로범프(microbump) 접
촉부재로 형성될 수 있다.

패키지를 위한 힘 공급장치는 압착 플레이트(plate), 스프링 및 커버를 포함한다. 힘 공급장치는 베이스 
내에 다이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전기 콘택트 내에 인터콘넥트와 다이를 유지하도록 기능한다. 상기 힘 
공급장치는 래칭(latching)기구로 베이스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패키지는 다이와 인터콘넥트를 광학적으로 정렬함으로써 조립된다. 정렬 공정에 앞서 인터콘넥트는, 인터
콘넥트 상에 접촉부재와 패키지 베이스 상에 외부 콘택트간 전기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패키지 베이스 내
에 탑재되어 와이어 본드된다. 정렬공정동안 패키지의 힘 공급장치와 다이는 조립도구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플립칩(filp chip) 광학정렬은 다이상에 본드패드를 인터콘넥트 상에 접촉부재와 정렬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조립도구는 그때 인터콘넥트 상에 다이를 위치시켜 패키지 베이스에 힘 공급장치를 부착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임시 패키지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다. 패키지(10)는 테스팅과 번-인을 
위해, 반도체 다이를 유지하고 다이와 임시 전기접속을 확립하는데 적합하다. 테스트공정 다음에, 다이
(12)는 패키지(10)로부터 제거되어 KGD로 이용될 수 있다.

통상, 기술된 패키지(10)는 패키지 베이스(14), 인터콘넥트(16) 및 힘 공급장치(18)를 포함한다. 인터콘
넥트(16)는 패키지 베이스(14)와 다이(12)간을 전기적으로 통하도록 한다. 힘 공급장치(18)는 패키지 베
이스(14)에 다이(12)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인터콘넥트(16)와 접하는 다이(12)를 압축한다. 힘 공급장
치(18)는 압착 플레이트(20), 스프링(22) 및 커버(24)를 포함한다. 또한 패키지는 패키지 베이스(14)에 
힘 공급장치(18)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클립(26, 28: 제3도) 형태의 래칭기구를 포함한다.

패키지 베이스(14)는 패키지 베이스(14)의 하면(31; 제2(c)도)) 상에 형성된 외부 콘택트(38A 38C: 제2
도)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내부 콘덕터(40)의 패턴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콘덕터(40)는 다이(1

2)와 외부 콘택트(38A 38C)간 전기통로를 제공하도록 인터콘넥트(16)에 와이어 본드된다. 또한, 패키지 

베이스(14)는 다이(12)에 대한 외부 콘택트(38A 38C)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표시기 포

켓(37: 제1도)을 포함한다(즉, 핀 1 표시기).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립된 패키지(10)에 있어서, 다이(12)는 패키지 베이스(14) 내에 형성된 리세
스(36; recess) 내에 유지되고, 인터콘넥트(16)와 커버(24) 사이에 끼워진다. 또한, 인터콘넥트(16)는 패
키지 베이스(14) 내에 형성된 리세스(34) 내에 탑재된다. 또한,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립된 패키지
(10)에 있어서, 압착 플레이트(20)는 다이(12)를 덮고, 스프링(22)은 인터콘넥트(16)와 접하는 다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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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압착 플레이트(20)를 압축한다.

또한,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립(26, 28)은, 패키지 베이스(14)에 커버(24), 스프링(22), 압착 플레
이트(20) 및 다이(12)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베이스(14)에 대응하는 개구(30, 32)에 부착된다. 클
립(26, 28)은 스프링 강철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고, 커버(24) 상에 유지력
(retention  force)을  가하도록 형성된다.  더욱이,  조립된 패키지에 있어서,  커버(24)는  패키지 베이스
(14)의 상부 표면 아래에 리세스된다. 따라서, 패키지(10)의 외부 바깥둘레 크기와 아웃라인은 실질적으
로 패키지 베이스(14)의 외부 바깥둘레 크기와 아웃라인에 의해 결정된다.

더욱이, 제3도에 나타낸 커버(24), 스프링(22) 및 압착 플레이트(20) 모두는 각각 48C, 48S 및 48P로 표
시된 중앙 개구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구(48C, 48S, 48P)는 패키지(10)의 조립 및 분해동안 
이용된다. 특히, 개구(48C, 48S, 48P)는 패키지(10)의 조립동안 다이(12)와 인터콘넥트(16)의 광학정렬중
에 진공수단(도시하지 않았음)에 의해 다이(12)가 유지되도록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공수단(도시하지 
않았음)은 패키지(10)를 분해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패키지(10)는  실제로  종래  반도체  패키지와  동일한  표준  아웃라인을  갖는다.  또한,  외부 콘택트

(38A 38C)는 실제로 종래 반도체 패키지와 동일한 표준 크기와 간격으로 형성된다. 여기에 이용된 바와 
같이, 종래 반도체 패키지는 승인된 공업표준 셋팅(setting)몸체의 표준에 일치하는 아웃라인과 외부리드 
구성을 갖는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이들 표준 셋팅몸체는,

EIA/JEDEC - 전자산업협회 - 협력 전자장치 기술위원회

JEIDA - 일본 전자산업 개발협회

PCMCIA -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 카드 국제협회

를 포함한다.

표준 아웃라인과 리드 구성은 종래 패키지를 위한 표준화 번-인장치에 패키지(10)가 이용되도록 한다. 예
컨대, 표준화 장치는 마이크론 시스템스 인테그레이션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제조된 AMBYXTM 인텔리젼트 

번-인 및 테스트 시스템을 포함한다.

제2도에 나타낸 패키지(10)를 위한 외부 콘택트(38A 38C)는 베이스(14)의 하면(31) 상에 조밀 그리드 패
턴으로 형성된다. 제2(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A)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로 배열된 
랜드패드의 형태로 될 수 있다. 또한, 제2(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C)는 핀 그리드 어레
이(PGA)로 배열된 핀의 형태로 될 수 있다. 또한, 제2(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C)는 범

프 그리드 어레이(BGA)로 배열된 범프의 형태로 될 수 있다. 또한, 외부 콘택트(38A 38C)는 그리드 패턴
이라기보다는 조밀 페리미터 패턴(도시하지 않았음)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외부 콘택트(38A 38C)는 패키지 베이스(14)와 일체적으로 형성된 내부 도전
선(49)과 전기적으로 통한다. 내부 도전선(49)은 패키지 베이스(14) 상에 형성된 콘덕터(40)와 전기적으
로 통한다.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덕터(40)는 본드쉘프(42; bond shelf)에서 경계를 이루고 본드 
와이어(44; bond wire)를 이용하여 인터콘넥트(16)에 와이어 본드된다.

제2(a)도에 나타낸 랜 그리드 어레이의 외부 콘택트(38A)는 적합한 금속 또는 금속의 스택(stack) 이외에 
플랫 랜드 패드(flat land pad)로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금속은 금, 구리, 은, 텅스텐, 탄탈, 백금, 
팔라듐 및 몰리브덴 또는 이들 금속의 합금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스택은 하부도금하는 니켈과 함께 
금층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스택은 상기 금속의 또 다른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도금과 같은 
금속화 공정은 플랫 랜드 패드로서 외부 콘택트(38A)를 형성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도금 공정
은 레지스터(resist) 코팅, 노광, 현상 및 선택 습식 화학적 에칭에 의해 금속층에 전해 및 무전해 퇴적
을 포함할 수 있다. 통상, 외부 콘택트(38A)의 노출된 표면은 금과 같은 전기도금된 금속일 것이다.

예컨대, 외부 콘택트(38A)의 직경은 약 50 500 로 될 수 있다. 외부 콘택트(38A)의 중심선에서 중심

선까지의 간격은 약 50 500 로 될 수 있다. 외부 콘택트(38A)에 대한 표준 두께는 1.25 100

로 될 수 있다. 포고 핀, 소울더 볼(solder ball)과 같은 번-인보드 상에 매팅(mating) 전기 콘넥터 또는 
외부 테스트 회로소자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또 다른 콘넥터에 의해 접촉되는데, 외부 콘택트(38A)가 적합
하다.

제2(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B)는 외부 콘택트(38A)보다 위에 아웃라인 되도록 동일한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되지만, 플랫 랜드 패드에 핀 납땜 또는 소울더 공정과 함께 형성된다. 제2(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C)는 외부 콘택트(38A)에 대해 보다 위에 아웃라인 되도록 동일한 공정
을 이용하여 형성되지만, 플랫 랜드 패드 상에 소울더 페이스트(paste)스크린이 인쇄되어, 가열된 다음 
볼 내로 리플로우(reflaw) 되는 공정과 함께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용어 '조밀 그리드 패턴'은 콘택트(38A 38C)의 밀도가 콘택트에 의해 점유된 전체영역
에 따라 높아지는 콘택트 패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팩킹률'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콘

택트 패턴의 팩킹률은 이용가능한 전체영역중 콘택트에 의해 점유된 영역이다. 예컨대, 12인치 12인치 
영역내에서 1인치 스퀘어 블럭(square block)당 144의 그리드 패턴으로 형성된 콘택트는 팩킹률 1을 산출
한다. 1인치 스퀘어당 144의 그리드에 1인치 직경 라운드(diameter round) 콘택트당 144의 패턴은 팩킹률 
0.7854를 산출한다. 사실상 1에 가까운 팩킹률은, 인접하는 콘택트간 쇼팅(short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택트간 양간의 간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컨대, 범프처럼 형성된 콘택트(예컨대, 제2(c)도
에 38C)는 리플로우 동안 쇼팅을 방지하도록 약간의 간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조밀 그리드 패턴'은 
0.25 또는 그 이상의 팩킹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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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d)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키지 베이스(14)는 알루미나(Al2O3 )와  같은  불에 쬐인 적층 세라믹층

(41A 41E)으로 형성된 다층블럭이 존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정은 참조에 의해 여기에 구체화된 1995
년 3월 1일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제08/398,309호에 기술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공정은 x, y, z 평
면에 금속화 된 회로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회로는 적합한 금속화 공정을 이용하여 세라믹의 
그린시트(green sheet) 상에 형성되고, 충만된 금속과 상호접속된다. 그린시트는 함께 압착되고 단일 구
조를  형성하기  위해  고온에서  소결(sinter)된다.  이  공정을  이용하여  콘덕터(40)와  외부 콘택트

(38A 38C)는 적합한 금속을 이용하여 형성된 후 내부 도전선(49)을 형성함으로써 상호접속될 수 있다. 

또한, 제2(a)도 제2(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 콘택트(38A 38C)는 제일 바깥의 세라믹층(41E) 아

래에 리세스될 수 있다.

또한, 패키지 베이스(14)는 FR-4 재료와 같은 고온 유리가 충만 플라스틱외에 3-D 사출성형 공정을 이용
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정은  미국  특허  제4,985,116호에  기술되어  있고  미국특허출원 제
08/398,309호에 구체화되어 있다. 적합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테르이미드(PEI), 폴리에테르슬폰(PES), 폴리
아릴슬폰(PAS), 폴리페닐렌 황화물(PPS), 액체크리스탈 폴리머(LCP) 및 폴리에테르-에테르 케톤(PPEK)을 
포함한다. 이들 또는 또 다른 적합한 재료에 의한 사출성형 공정은, 원하는 직사각형 및 요구한 바와 같
은 구멍으로 패키지 베이스(14)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다음 금속화 공정동안 콘덕터(40)와 외

부 콘택트(38A 38C)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회로패턴은 패키지 베이스(14) 상에 형성될 수 있고, 내부 도
전선(49)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접속될 수 있다.

또한,  패키지  베이스(14)는  세라믹  담금형성(Cerdip)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erdip 공정의 경우, 알루미나 윤활제와 고착제의 혼합은 모놀리식(monolithic) 패키지 베이스(14)를 형
성하기 위해 성형되고 소결된다. 다음에, 금속 리드프레임은 콘덕터(40)를 형성하기 위해 저온 유리를 이

용하여 패키지 베이스(14)에 본드된다. 외부 콘택트(38A 38C)는 리드 프레임의 일부분이 되거나 각각 형
성될 수 있다. 세라믹 담금형성 공정의 또다른 형태는 세라믹 몸체보다는 플라스틱 몸체를 이용한다. 즉, 
이 Cerdip 공정은 그때 리드프레임에 본드된 플라스틱 베이스를 미리 성형한다. 이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
된 종래 반도체 패키지는, 상표 QUAD-PACKTM에 따라 펜실베니아, 워렌, GTE 프러덕트 코포레이션에 의해 

판매된다.

제3(a)도는 다르게 실시한 패키지(10A)를 도시했다. 다르게 실시한 패키지(10A)는 'A'접미사로 나타낸 패
키지(10)에 대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르게 실시한 패키지
(10A)에 있어서 스프링(22A)는 플랫 부재로서 형성되고, 압착 플레이트(20: 제3도)는 제거된다. 예컨대, 
스프링(22A)는 플랫 금속 스프링(예컨대, 웨이브 스프링)일 수 있거나 실리콘 탄성중합체나 폴리이미드 
재료와 같은 탄성력이 있는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다르게 실시한 패키지(10A)에 커버(24A)는 스프링(22A)과 다이(12)를 둘러싸는 리세스(50)를 포함
한다. 커버(24A)는 패키지 베이스(14A)  내에 리세스(36A)의 하면을 접하고, 미끄럼(sliding)  클립(26A, 
28A)쌍에 의해 유지된다. 미끄럼 클립(26A, 28A)은 베이스(14a)에 미끄러지도록 탑재되고, 커버(24A) 상
에 유지력이 미치도록 S-형태로 형성된다.

제4도에 나타낸 패키지(10)를 위한 인터콘넥트(16)는 분리적으로 나타냈다. 인터콘넥트(16)는 패키지 베
이스(14)에 형성된 콘덕터(40)에 와이어 본드된 본딩패드(56)를 포함한다. 또한, 인터콘넥트(16)는 도전
성 트레이스(58; trace)와 돌출 접촉부재(60)를 포함한다.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출 접촉부재(6
0)는 접촉하는데 적합하여 디바이스 본드패드(62) 또는 다이(12) 상의 또 다른 위치와 전기접속을 확립하
는데 적합하다. 또한, 돌출 접촉부재(60)는 자기제한 관통깊이로 디바이스 본드패드(62)를 관통하는데 적
합한 연장된 블레이드(blade)처럼 형성된 관통 프로젝션(70; pentrating projection)을 포함한다.

인터콘넥트(16)와 돌출 접촉부재(60)는 실리콘 기판(64)을 에칭함으로써 형성된다. 기판(64) 상에 형성된 
절연층(66)과 도전층(68)은 돌출 접촉부재(60)를 덮는다. 도전층(68)은 본드 와이어(44)로 와이어 본드된 
도전성 트레이스(58)와 전기적으로 통한다. 또한, 와이어 본딩 대신에 전기접속은 미끄럼 콘택트(44S)로 
도전성 트레이스(58)에 형성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접촉부재(60)를 형성하기 위한 적합한 공정이 참조에 의해 여기에 구체화된 미
국특허 제5,326,428호와 미국특허 제5,419,807호에 공개되었다. 또 다른 적합한 공정이 참조에 의해 여기
에 구체화된 1994년 11월 7일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제08/335,267호에 공개되었다.

제5(a)도에 있어서, 인터콘넥트(16)도 플라스틱막(72) 상에 형성된 도전성 트레이스(58B)와 마이크로범프 
접촉부재(60B)로 형성된다. 마이크로범프 접촉부재(60B)와 플라스틱막(72)은 Nitto Denko에 의해 제조된 
ASMAT와 같은 2층 TAB 테이프와 유사할 수 있다. 플라스틱막(72)은 유연한 점착층(74)을 이용하여 실리콘
과 같은 기판(64B)에 탑재된다. 유연한 점착층은 실리콘 탄성중합체, 에폭시(epoxy) 또는 폴리이미드 재
료로 형성된다. 마이크로범프 접촉부재와 상호접속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인용된 미국특허출원 제
08/398,309호에 기술되었다.

재차,  제1도에 나타낸 패키지(10)는  플립칩 본딩 반도체 다이스에 이용된 광학정렬 기법 및 얼라이너
(aligner) 본더 도구를 이용하여 조립될 수 있다. 플립칩 본딩은 반도체 다이를 인쇄 회로보드와 같은 기
판 하면 상에 위치시키는 공정에 관한 것이고, 다이 상에 본드패드는 기판 상의 접속점에 본드된다. 플립
칩 본딩을 위한 도구는 종종 얼라이너 본더로써 언급된다. 플립칩 본딩을 위한 광학정렬의 방법과 얼라이
너 본더는 '얼라이너 본더'로 명기된 Bendat 등의 미국특허 제4,899,921호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얼라이
너 본더는 Piscataway, N.J의 검사장치로부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얼라이너 본더는 패키지(10)를 조립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조립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변형된다. 조립장치는 힘 공급장치(18: 제1도), 다이(12) 및 클립(26, 28: 제3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조립도구(도시하지  않았음)를  포함한다.  힘  공급장치(18)의  구성요소는  조립도구의  진공원드(vacuum 
wand; 도시하지 않았음)가 다이(1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공(48C, 48S, 48P)을 포함한다. 조립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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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유지되는 다이의 경우 다이(12) 상에 본드패드(62: 제5도)는 인터콘넥트(16) 상에 접촉부재(60: 
제5도)와 함께 정렬된다. 다음에, 조립도구는 인터콘넥트(16)와 접촉하는 다이(12)를 위치시키고 패키지 
베이스(14)의 개구(30, 32)에 클립(26, 28: 제3도)을 안정하게 고정시킨다.

참조에 의해 구체화된 1994년 11월 14일 출원된 미국특허 제08/338,345호는 다이(12)와 인터콘넥트(16)를 
광학적으로 정렬하고 패키지 베이스(14)에 힘 공급장치(18)를 안정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적합한 자동화장
치를 기술한다.

조립공정 다음에, 다이(16)를 테스트하기 위해 패키지(10)가 이용될 수 있다. 테스팅은 번-인 테스팅 뿐
만 아니라 전체기능을 포함한다. 테스트 공정 다음에, 패키지(10)는 조립공정에 대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클립(26, 28)과 힘 분배장치(18)를 제거하기 위해 조립도구(도시하지 않았음)를 이용하여 
분배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이를 유지하고, 조밀어레이로 베이스의 표면 상에 형성된 다수의 외부 콘택트를 포함하기 위한 베이스
와, 상기 베이스에 탑재할 수 있고, 상기 다이 상에 접촉위치와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한 접촉부재를 
갖춘 인터콘넥트 및, 상기 인터콘넥트 상의 접촉부재와 상기 베이스 상의 외부 콘택트 사이에 형성된 전
기통로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밀어레이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와,  핀 그리드 어레이(PGA),  볼 그리드 어레이
(BGA) 및 페리미터 어레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승인된 공업표준 셋팅몸체의 표준을 따르는 종래 반도체 패키지에 일치하
는 구성을 갖는 아웃라인과 외부콘택트를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세라믹 적층, 3-D성형 및 세라믹 담금형성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
택된 공정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통로는 외부 콘택트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상기 베이스 상에 형성된 콘덕터에 
인터콘넥트 상에 형성된 와이어 본딩 도전성 트레이스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6 

다이를 유지하고,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와, 핀 그리드 어레이(PGA) 및 볼 그리드 어레이(BGA)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조밀 그리드 어레이로 형성된 외부 콘택트의 패턴과 전기적으로 통하는 내부 
도전성 트레이스를 갖춘 베이스와, 상기 베이스에 탑재할 수 있고, 상기 다이 상에 접촉위치와 전기적으
로 접촉시키기 위한 접촉부재를 갖춘 인터콘넥트 및, 상기 인터콘넥트 상에 접촉부재와 상기 베이스 상에 
외부 콘택트 사이에 형성된 도전통로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
키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베이스는 승인된 공업표준 셋팅 몸체의 표준을 따르는 종래 반도체 패키지
에 실제로 일치하는 구성을 갖는 아웃라인과 외부 콘택트를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통로는 내부 도전성 트레이스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상기 베이스 상에 콘덕터를 
형성하고 상기 접촉부재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상기 인터콘넥트 상에 형성된 상기 도전성 트레이스에 콘덕
터를 와이어 본딩함으로써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세라믹 재료의 그린시트가 소결공정을 이용하여 본드되는 적층공정을 이
용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유리 충만 플라스틱 외에 3-D성형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세라믹 담금형성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
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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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콘택트는 50 500  사이의 직경과 50 500  사이의 피치(pitch)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콘택트는 적어도 0.25의 팩킹률로 조밀 그리드 어레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콘택트는 플랫 랜드 패드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콘택트는 상기 플랫 랜드 패드에 부착된 핀처럼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콘택트는 상기 플랫 랜드 패드 상에 형성된 솔더 범프처럼 형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7 

다이를 탑재하고, 조밀 그리드 어레이로 형성된 외부 콘택트의 패턴과 전기적으로 통하는 콘덕터의 패턴
을 포함하는 패키지 베이스와, 상기 베이스에 탑재할 수 있고, 상기 콘덕터의 패턴과 전기적으로 통하는 
접촉부재의 패턴을 포함하는 인터콘넥트, 상기 인터콘넥트와 전기적으로 통하는 구멍내에 상기 다이를 유
지하기 위한 힘 공급장치 및, 상기 베이스에 상기 힘 공급장치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래칭장치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패키지 베이스와 외부 콘택트는 종래 반도체 패키지에 일치하는 크기와 형태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조밀 그리드 어레이는 랜드 그리드 어레이(LGA)와, 볼 그리드 어레이(BGA) 및 핀 
그리드 어레이(PGA)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콘넥트는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된 연장 관통 프로젝션을 갖춘 돌출된 실리콘 
접촉부재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콘넥트는 유연한 점착층을 이용하여 기판 상에 탑재된 마이크로범프 접촉부재
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베이스는 플라스틱과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형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베이스는 세라믹 적층, 3-D성형 및 세라믹 담금공정(Cerdip)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공정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힘 공급장치는 스프링과 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은 탄소중합체 재료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래칭장치는 상기 패키지 베이스에 제거할 수 있도록 부착되는 클립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청구항 26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조밀 그리드 어레이의 외부 콘택트는 적어도 0.25의 팩킹률을 갖는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다이를 위한 임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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