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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클립형 리드프레임은 칩
(20)의 본드패드(미도시)와 와이어(23)로 연결되는 인너리드부(11)와, 상기 인너리드부(11)와 일체로 형
성되고 'ㄷ'자 형태로 절곡형성되어 패키지 몸체(21)에 삽입 설치되는 아웃리드부(12)로 구성되며, 이를 
사용하여 패키지(P)를 제조하는 방법은 패키지몸체(21)를 몰딩하는 공정과, 클립형 리드프레임(10)을 상
기 패키지몸체(21)에 삽입 설치하는 공정과, 상기 패키지몸체(21)에 에폭시를 도포하뎌 칩(20)을 부착하
는 공정과, 상기 리드프레임(10)의 인너리드부(11)와 칩(20)을 와이어(23)로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와이어(23)를 본딩하는 공정과, 패키지몸체(21)의 상면에 부착되어 있는 칩(20)과 인너리드부(23)를 인캡
슐레이션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한가지 종류의 리드프레임을 다양한 형태
의 패키지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b도는 종래 기술에 의한 패키지의 내부구조를 보인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패키지의 구조를 보인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하이 써멀 퍼포먼스(HIGH THERMAL PERFORMANCE) 패
키지의 내부 구조를 보인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패키지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도면으로,

a도는 기판상에 실장된 상태를 보인 실장상태도.

b도는 수직형 패키지가 실장된 상태를 보인 실장상태도.

c도는 본 발명에 의한 패키지가 적층된 상태를 보인 적층상태도.

d도는 리드면에 연결회로를 갖는 기판을 실장한 상태를 보인 실장상태도.

제5a,b,c도는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를 도시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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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도는  패키지몸체의  칩본딩부에  다수의  칩이  본딩되어  구성된  멀티칩  모듈패키지의  내부를  보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리드프레임                            11 : 인너리드

12 : 아웃리드                               13,13' : 절곡포켓

20 : 칩                                         21 : 패키지몸체

22 : 칩본딩부                               23 : 와이어

24 : 몰딩컴파운드                         40 : 기판

P : 패키지                                     I : 연결리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종류의 패키
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패키지의 박형화를 이루고, 패키지의 적층성의 향상 및 리드배치설계의 다양성
이 향상된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a,b도는 종래 기술에 의한 패키지의 내부구조를 보인 단면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
에 의한 패키지(1,1')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3)은 중앙에 칩(2)이 부착되는 다이패들(4)과, 상기 다이패
들(4)의 주위에 다수개의 인너리드(5)가 구비되고, 상기 인너리드(5)에서 연장되어 일체로 형성된 아웃리
드(6)가 구비되어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리르프레임(3)으로 형성되는 패키지(1,1')의 구조는 상기 다이패들(4)에 부착된 칩(2)과 리
드프레임(3)의 인너리드(5)를 와이어(7)로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칩(2)이 부착된 다이패들(4)과 인
너리드(5)가 몰딩컴파운드(6)로 몰딩되어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리드프레임(3)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리드프레임(3)의 다이패들(4) 위에 에폭시를 바른 뒤, 웨이퍼로부터 절단된 칩(2)을 부착하는 
다이본딩공정을 수행하고,  다이본딩된 칩(2)의  패드(미도시)와,  리드프레임(3)의  인너리드(5)를 와이어
(5)로 연결하여 전기적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와이어본딩공정을 수행하며, 칩(2)이 얹히는 패들(4)부위와 
인너리드(5)를 포함하는 일정 면적을 몰딩컴파운드(8)로 몰딩한 다음, 리드프레임(3)과 패들(4)을 연결하
는 서포트바(미도시)와, 아웃리드(6) 사이를 연결하는 댐버(미도시)와, 섹션바(미도시)를 절단하는 트림
공정을 실시하여 독립된 패키지(1,1')를 제작한 후, 마지막으로 패키지(1,1')의 각 아웃리드부(6)를 소정 
형태로 절곡하는 포밍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패키지(1,1')의 제조가 완료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는 패키지(1,1')의 형태에 따라 각각의 리드프레임
(3)을 따로 제작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메모리(memory)의 리버스타입(reverse type) 제작시에는 제
조공정의 변경이나 리드프레임(3)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패키지(1,1')는 적층
성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패키
지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적층성이 좋으며 전기적인 패스(pass)가 짧아 전기적인 특성이 
향상되는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 제조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너리드부와 아웃리드부를 일체로 형성하는 것에 의하여 별도의 전기적 접속 작
업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키지몸체에 결합되는 'ㄷ'형으로 절곡 형성된 아웃리드부와, 상기 아웃
리드부의 수평부 일부를 내측으로 연장하여 칩과 와이어 본딩되는 인너리드부를 일체로 형성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형 리드프레임이 제공된다.

상기 아웃리드부에는 패키지몸체에 매립되는 절곡포켓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절곡포켓은 상기 아웃리드부의 상하부에 서로 대향되게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키지몸체를 단일체로 몰딩하는 공정과, 'ㄷ'자형으로 절곡 형
성된 아웃리드부와 이 아웃리드부의 수평부 일부를 내측으로 연장하여 형성된 인너리드부가 일체로 형성
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상기 아웃리드부가 상기 패키지몸체의 외주부에 끼워지고 인너리드부가 패키지몸
체의 칩본딩부를 향하도록 상기 패키지몸체에 결합하는 공정과, 상기 패키지몸체에 에폭시를 도포하여 칩
을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리드프레임의 인너리드부와 칩을 와이어로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와이어 
본딩 공정과, 패키지몸체의 상면에 부착되어 있는 칩과 인너리드부를 외부와 차폐시키는 인캡슐레이션 공
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과 이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례를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패키지의 구조를 보인 단면도이고, 제3도는 본 발명
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하이 써멀 퍼포먼스 패키지의 내부 구조를 보인 단면도이며, 제4도
는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구비한 패키지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도면으로, a도는 기판상에 
실장된 상태를 보인 실장상태도, b도는 수직형 패키지가 실장된 상태를 보인 실장상태도, c도는 본 발명
에 의한 패키지가 적층된 상태를 보인 적층상태도, d도는 리드면에 연결회로를 갖는 기판을 실장한 상태
를 보인 실장상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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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 리드프레임(10)은 칩(20)의 본드패드(미도시)와 
와이어(23)로 연결되는 인너리드부(11)와, 상기 인너리드부(11)와 일체로 형성되고 'ㄷ'자 형태로 절곡형
성되어 패키지몸체(21)에 삽입 설치되는 아웃리드부(12)로 구성된다.

상기 아웃리드부(12)에는 패키지몸체(21)에의 설치를 위한 절곡포켓(13,13')이 형성되며, 상기 절곡포켓
(13,13')은 상기 아웃리드부(12)의 상하부의 어느 일측에만 구비될 수 있으나 서로 대향되게 양측에 형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절곡포켓(13,13')은 아웃리드부(12)가 패키지몸체(21)에 확실하게 삽입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r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아웃리드부(12)가 'ㄷ'자 형태로 절곡형성되게 
되면, 상기 아웃리드부(12)의 3면은 패키지(P)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각각의 면이 실장면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하나의 리드프레임(10)으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패키지(P)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드프레임(10)을 사용하여 패키지(P)를 제조하는 경우에 패키지몸체(21)에 칩(20)이 
본딩되는 칩본딩부(22)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패키지몸체(21)는 몰딩형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클립형리드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조된 패키지의 일실시례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20)과, 상기 칩(20)이 부착되는 칩본딩부(22)를 구비한 패키지몸체(21)와, 인너리드부(1
1)가 상기 칩(20)과 와이어(23)로 연결되고 아웃리드부(12)가 패키지몸체(21)에 삽입설치된 클립형리드프
래임(10)으로 구성되어 상기 칩본딩부(22)에 본딩된 칩(20)과 와이어(23) 및 인너리드부(11)부분이 인캡
슐레이션되어 구성된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24는 몰딩컴파운드, 26은 히트스프레드(HEAT SPREAD)이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리드프레임(10)을  가지고  패키지(P)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한  바와  같이  칩본딩부(22)가  형성되어  있는  패키지몸체(21)를  몰딩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은 클립형 리드프레임(10)을 상기 패키지몸체(21)에 삽입 설치하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패키지몸체(21)는 제5a,b,c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리고는 상기 패키지몸체(21)에 칩(20)을 부착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리드프레임(10) 삽
입공정과 칩부착 공정은 반드시 상기와 같은 순서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와 같으 패키지몸체(21)에 칩(20)과 리드프레임(10)을 부착시킨 후에는 이들 리드프레임(10)의 인너
리드부(11)와 칩(20)의 본딩패드(미도시)와 와이어(23)를 통해 전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와이어(23)를 본
딩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상기 패키지몸체(21)의 칩본딩부(22)에 부착되어 있는 칩(20)과 인너리드부(11)를 
차폐시켜 주는 인캡슐레이션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정은 일반적으로 몰딩컴파운드(24)를 가
지고  상기  칩(20)과  인너리드부(11)를  몰딩(MOLDING)하여  주거나,  실링(SEALING)하여  주거나, 파팅
(POTTING)하여 줄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10)을  사용하여  패키지(P)를  제조하게  되면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키지(P)를 다양하게 실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아웃리드부(12)의 3면이 모두 실장면으로 사용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패키지(P)를 기판(40)에 실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더 상세히 설명하면, 패키
지(P)의 상면이 위로 향하도록 기판(40)상에 장착할 수 있고, 또한 패키지(P)의 하면이 위로 향하도록 리
버스(REVERSE)형태로 기판(40)상에 장착할 수 있으며, 제5도의 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측단에만 리드
프레임(10)의 아웃리드부(12)를 설치하여, 제4도의 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키지(P)를 수직으로 실장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4도의 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40)과 기판(40')사이에 패키지(P)를 실
장하여 듀얼 터미널(dual terminal)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제4도의 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
키지(P)를 다수개 적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한편, 제6도에 패키지몸체(21)의 칩본딩부(22)에 다수개의 칩(20)을 본딩한 멀티칩모뮬패키지의 내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멀티칩모뮬패키지에도 본 발명에 의한 클립형리드프레임(10)을 사용하여 패키지
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도면부호 1는 연결리드이다.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미리 그형상성형이 완료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사용
하여 패키지를 제조하므로 패키지제조의 작업성이 향상되며, 패키지 구조의 특성상 칩과 인너리드부만 와
이어본딩하는 것이므로 전기적인 접합 부위가 최소화되며 전기적인 패스(pass)가 짧아 스피드가 향상되고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하나의 리드프레임으로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 제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판과 패키지간의 간격이 좁지만 아웃리드부가 패키지몸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더 
퍼티그(SOLDER FATIGUE) 특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리드프레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패키지는 기판상에 다양한 형태로 실장이 가능하게 
되는  등  실장성,  적층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패키지몸체의  구조상  써멀  미스매치(thermal 
mismatch), 디라미네이션(delamination), 패키지 내부로의 수분침투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키지몸체에 결합되는 'ㄷ'형으로 절곡 형성된 아웃리드부와, 상기 아웃리드부의 수평부 일부를 내측으
로 연장하여 칩과 와이어 본딩되는 인너리드부를 일체로 형성하여야 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형 리드프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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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웃리드부에는 패키지몸체에 매립되는 절곡포켓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형 
리드프레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절곡포켓은 상기 아웃리드부의 상하부에 서로 대향되게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
립형 리드프레임.

청구항 4 

패키지몸체를 단일체로 몰딩하는 공정과, 'ㄷ'자형으로 절곡 형성된 아웃리드부와 이아웃리드부의 수평부 
일부를 내측으로 연장하여 형성한 인너리드부가 일체로 형성된 클립형 리드프레임을 상기 아웃리드부가 
상기 패키지몸체의 외주부에 끼워지고 인너리드부가 패키지몸체의 칩본딩부를 향하도록 상기 패키지몸체
에 결합하는 공정과, 상기 패키지몸체에 에폭시를 도포하여 칩을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리드프레임의 인
너리드부와 칩을 와이어로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와이어 본딩 공정과, 패키지몸체의 상면에 부착되어 
있는 칩과 인너리드부를 외부와 차폐시키는 인캡슐레이션 공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클립형 리드
프레임을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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