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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패키지 배열에 관한 것이다. 상기 패키지배열은 반도체패키지 배열 내에서 발생되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열기를 포함한다. 또 상기 패키지는 전기절연 접착제로 방열기에 부착된 제1 측면을 갖는 접지판을 포함한다. 
접지판은 반도체 다이를 수납하도록 구성된 방열기의 표면에 통로를 한정하는 제1 개구부를 가지고 있다. 접속기판은 
접지판에 접착되고, 접속기판은 접지판의 제1 개구부에 걸쳐있는 보조 제2 개구부를 가지고 있다. 접속기판은 반도체 
다이를 반도체패키지 배열의 외부에 있는 전기접속에 전기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금속패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패키지 배열은 접속기판을 관통하여 한정되고 접지판과 전기 접촉되어 접속기판의 다수의 금속패턴 중 일부로부터 
직접 접지접속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를 포함한다. 접지판의 제2 측면은 접속기판을 관통하
여 한정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와 전기 접속되는 소정의 지역에 걸쳐 있는 패턴화된 도금패드를 포
함한다.
    

대표도
도 3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집적회로를 패키지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볼그리드어레이(BGA) 반도체소자 패키지 및 그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집적회로의 성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증폭된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열을 방산하고, 고 클럭
주파수하에서 작동가능하며 푸트프린트(footprints)가 작은 집적회로 패키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패키
징 기술은 이들 특성 중 일부는 만족시키지만 다른 것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현재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층 세라
믹 및 증착 박판 BGA는 우수한 해결책이나, 불행히도 이들 은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대량 패키징 작업에 수반하는 
경쟁적 단가구조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고성능 제품에 고가의 패키징재 및 패키지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도 1에, 종래의 기술로서 미국특허 제5,583,378호(R.C. Marrs)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층 인쇄회로기판(PCB) 및 금
속 방열기(10)를 갖는 "캐버티다운(cavity down)" BGA 패키지(5)가 도시되어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 캐버티는 절
연층(24) 위의 패턴화된 PCB 접속 금속층(14, 16, 18)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층 PCB는 금속층(즉, 1
4, 16, 18)과 절연층(즉, 24)을 교차함으로써 형성되는데, 일본의 미쓰비시 가스화학(주)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절연성 
BT수지일 수 있다. 본딩쉘브(28)는 와이어본드(26)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각의 패턴화된 금속층(14, 16) 중 일부
로서 한정된다. 와이어본드(26)는 다이 부착 에폭시(13)에 의해 방열기(10)에 부착된 반도체 다이(12)에 전기접속될 
수 있다.
    

    
금속층 간의 전기접속을 위해 다수의 비아스(30)를 사용할 수도 있다. PCB 기술을 이용한 통상의 BGA 설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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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금속트래이스의 폭 100μ), 약 다섯 열의 솔더볼(20)을 접속시키는데 적어도 네개 이상의 금속층이 필요하며, 
전원 및 접지판이 요구되는 경우는 더 많은 금속층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PCB기판은 필연적으로 두께가 0.7m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패키지 제조단가가 증가하게 된다. 또 기판이 보다 두꺼워지면 열 방산능이 
열화해지고 패키지 신뢰성이 줄어든다. 또한 복잡한 회로루팅을 완성하기 위한 다중 금속층은 금속 트래이스와 비아 접
속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트래이스의 길이 및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반사에 따른 전기잡음뿐만 아니라 트래이스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종래의 패키징 배열의 단점이다.
    

보다 두꺼운 다이(12)를 수용하기 위해서, 통상 설계자들은 방열기 (10)와 금속층(14) 사이에 개재된 절연층(24) 등
의 절연층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캐버티의 깊이는 증가되지만,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 열 방산력은 떨어지고 
전기적 성능은 개선되지 않는다. 또 다이(12)를 봉지재(22)로 봉지하고 고온의 솔더 리플로(즉, 220℃ 이상) 하에 두
는 경우, 패키지배열(5)의 열분산 특성이 열화해져

다이(12)와 다른 패키지층이 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열 방산이 불충분한 경우 패키지 배열은 가열 실패 이상으로 될 
수 있다.

    
도 2는, 미국특허 제5,397,921호(M. Karnezos)에 기재된 바와 같이, 캐버티 다운 BGA 패키지(50)의 다른 일예를 
나타낸 것으로, 방열기(10)에 부착되어 있는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16)을 갖는다. 여기에서, 캐버티(15)는 방열기
(10)의 주요 특징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에칭조작에 의해 한정된다. 에칭의 단점은 캐버티(15)의 측벽이 매우 불균일
하게 되고 캐버티(15)의 마우스 주위에 끝이 뾰족한 모서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이 뾰족한 모서리
는 응력집중점으로 작용하여 봉지에 크랙을 발생시키고 패키지의 신뢰성을 떨어 뜨린다.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16)은 "단일 금속층" 접속기판으로, 접착제(23)에 의해 방열기(10)에 직접 부착된다. 도시된 
예에 있어서, 방열기(10)에 금 또는 은도금된 접지링(21)이 캐버티(15) 주위에 드러나도록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1
6)을 설계한다. 따라서 도금된 접지링(21)은 다이(12)에 연결된 와이어본드(26")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본딩와이어
(26')는 다이(12)를 여러 신호, 전원 및 솔더볼에 접속되는 접지선에 연결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6)은 제1 절연층(25), 단일 금속루팅층(18') 및 제2 절연층(36)을 포함한다. 통상의 신
축테이프 접속 기판에 대해서 일본국 스미또모 금속광산(주) 등의 패키지 설계자의 명세서에 정리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12)에 추가 신호루팅이 요구되는 복잡한 응용인 경우는 추가 솔더볼(20)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이
상의 금속층을 갖도록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이 요구된다. 다중 금속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총 반
도체 패키지의 단가는 각각의 추가 금속층에 따라 배가될 수 있다.
    

캐버티(15)에 직접 부착되는 반도체 다이(12)는 도 1의 패키지에 비해 방열기를 통과하는 열저항 통로가 낮지만, 다
이부착 에폭시(13)와 방열기(10) 사이의 계면에서 패키지가 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박리는, 반도체 다이(12)가 작동
상태인 경우 증가된 온도에 응하여 캐버티(15)가 구부러질 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캐버티(15) 바닥은 방열기
(10)의 본체 두께에 약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온하에서 구부러지거나 특이하게 팽창될 수 있다.

박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술로서, 다이부착 에폭시(13)와 캐버티(15) 면의 봉지(22)의 부착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캐버티(15) 면을 두꺼운 금속산화물로 처리함으로써 부착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두꺼운 금속산화물을 캐
버티(15) 면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싸다. 또한 두꺼운 금속산화물은 단일 방열기(10) 상의 은도금조작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금도금이 필요하다.

봉지화합물(22)은 캐버티(15) 내에 포함된 습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습기가 봉지된 캐버티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220℃ 이내의 후속 솔더 리플로(reflow) 작동시에 팽창기류가 된다. 내포된 기류는 외부로 팽
창되어 봉지(22)에 소위 "팝콘" 크랙을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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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종래의 단일 방열기는 캐버티(15)를 충분한 깊이로 에칭하는데 여러 작업이 필요하며, 금속산화물 코팅 때
문에 그 단가는 특히 비싸다. 또한 방열기는 통상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가 있는 스트립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하나의 패
키지 사이트에 결함이 있으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스트립을 폐기한다.

상기한 바에 의하면 비용 효과적이고 기존의 제조장비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볼그리드어레이(BGA) 반도체소자 
패키지가 필요하다. 또한 실용적인 고성능 반도체패키지를 제공하면서 고율로 생산할 수 있는 패키지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능적 접지판 및 방열 베이스를 갖는 반도체 BGA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은 고수율의 고성능 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으며,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BGA패키지는 열분산력이 우수하고, 전기잡음이 적으며 고집적화
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BGA패키지는 종래의 BGA패키지에 비해 가볍고 저렴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로서 반도체패키지 배열을 설명한다. 패키지 배열은 반도체 패키지 배열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분
산시키는 방열기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상기 패키지는 절연접착제에 의해 방열기에 부착된 제1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접지판에는 방열기 면에 패스가 있는 제1 개구부를 가지고 있고, 방열기 면은 반도체 다이를 수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접속기판은 접지판에 부착되고, 접속기판은 접지판의 제1 개구부 위에 보조 제2 개구부가 있다. 접속기판은 반도체 다
이를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에 있는 전기결선에 전기접속하기 위한 다수의 금속패턴을 가지고 있다. 또 패키지배열은 전
도성 충진재가 들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비아는 접속기판으로 한정되고 접지판과 전
기 접속되어 접속기판에서의 다수의 금속패턴 중 소정의 패턴으로부터 직접 결선된다. 접지판의 제2 측면은 소정의 지
역에 걸쳐 패턴화된 습윤성 평패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접속기판으로 한정된 전도성 충진재가 들어 있는 적
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와 전기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플립칩" 반도체패키지는 반도체패키지 내에서 발생한 열을 분산시키지 위한 방열기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패키지는 접지판을 포함하는데, 상기 접지판은 전기 절연 접착제에 의해 방열기에 부착되는 제
1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접지판에는 방열기의 표면이 노출되는 제1 개구부가 구비된다. 또한 반도체 다이의 제1 측면은 
제 1개구부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방열기 면에 부착되며, 반도체 다이의 제2 측면은 다수의 입출력 패드가 구비되어 있
으며 다수의 솔더범프에 전기 접속된다. 접속기판은 접지판에 부착되며, 접속기판은 반도체패키지의 외부에 있는 전기 
결선에 반도체 다이를 전기 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금속 패턴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금속패턴은 다수의 금속범프패드
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범프패드는 반도체 다이의 제2 측면에 있는 다수의 솔더범프와 결합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
기 패키지는 접속기판에 한정된 전도성 충진재가 들어 있는 비아를 포함하는데, 접속기판의 다수의 금속패턴 중 소정의 
패턴으로부터 직접 접지결선되도록 접지판과 전기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상기 방법은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를 갖는 접지판 스트립을 제공하는 단계, 각각의 패키지 사이트용으로 접지판을 관통하는 제1 개구부를 
스탬핑하는 단계, 및 접지판 스트립을 방열기 스트립에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어서 접속기판을 접지판 스트립 
상의 각각의 패키지 사이트에 부착시킨다. 본 방법은 제2 개구부가 실질적으로 제1 개구부에 정렬되도록 접속기판을 접
지판 스트립에 부착하기 전에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제1 개구부 보다 큰 제2 개구부를 스탭핑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기판의 제2 개구부를 스탬핑함과 동시에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비아홀을 스템핑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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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실시예의 패키지는 종래의 패키지 이상의 새로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패키지는 비용 효율적인 단일 금속 신
축테이프 접속 기판을 사용하여 고비용의 다중 금속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으로 얻을 수 있는 고성능을 이룰 수 있다. 접
속기판의 금속층은 신호접속, 전원접속 및 모든 필요한 접지결선의 접지판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도 2에 도시
된 활성 전류접지판을 갖지 않는 종래의 패키지 보다 우수한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접지결선은 접지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 트래이스 인덕턴스에 따른 전기기생이 없기 때문에 접
지잡음이 실질적으로 줄어 든다.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기판의 금속트래이스는 절연층에 의해 접지판으로부터 균일
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 클럭주파수 시스템에 매우 바람직한 전기 임피던스에 대해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접지판은 원치않는 전자방사에 방지하는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집적회로에 미치는 전자기영향 및 집적회로로부터의 전
자기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전자기 영향이 줄어듬에 따라 소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현재의 전자제품의 고 주파수 시스
템에 특히 유리하다.
    

    
본 발명은 종래의 패키지에 비해 열저항 세타 j-a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접속기판은 그 두께가 0.125mm 이하이고, 
열저항은 통상 0.70mm 이상인 PCB 기판 두께에 비교될 만큼 훨씬 작다. 예를 들어, 접속기판의 절연층이 0.075mm 
증가하면 열저항 세타 j-a가 약 0.75C/W까지 증가할 것이다. 두께가 0.70mm인 PCB기판은 약 5.0C/W 세타 j-a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비교적 얇은 접속기판은 접속기판을 통해 접지판으로부터 솔더볼 
및 마더보로 열이 효율적으로 유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열분산력이 우수하다.
    

    
접속기판은 비교적 얇기 때문에 패키지의 총 두께는, 종래의 패키지가 약 1.4mm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에 비해 약 1.
0mm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접속기판(예를 들어, 약 0.15mm), 및 얇게 스템핑된 접지판과 방열기(예를 들어, 약 0.15
-0.2mm) 때문에 패키지 칫수가 얇아진다. 도 2의 종래의 패키지에 사용된 에칭공정은 약 0.025mm의 오차 내에서 약 
0.25mm 깊이의 캐버티를 균일하게 에칭할 수 없다. 또한 도 1의 종래의 패키지는 접속기판의 최소 두께가 0.7mm이기 
때문에 총 두께를 약 1.0mm로 할 수 없다.
    

또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얇은 금속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패키지는 종래의 패키지 보다 훨씬 가볍다. 그 결과 
본 발명의 경박 패키지는 컴팩트화 가 필요하고, 고 클럭주파수 작동에 따른 높은 열분산이 요구되는 차세대 집적회로
를 결합한 소형 제품에 바람직하다.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패키지의 단일 방열기의 단가는 본 발명의 접지판 및 방열기의 단가를 합친 단가보다 상당히 비
싸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 2의 단일 방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스탬핑단계 및 접지판을 도금하기 
위한 단일 마스킹단계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비해 여러 마스킹단계를 포함하는 도금단계 및 값비싼 에칭단계가 필요하
다.

    
요약하면, 상기한 BGA패키지는 단일 금속층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이라는 비용 효율적인 특징과, 플라스틱 패키지를 조
립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열을 분산시키고 고 클럭주파수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높고 경박단소하며, 종래의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 보다 저렴한 볼그리드 어레이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성 및 이점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든 첨부된 도면에 따라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방열기 및 반도체다이에 와이어 본드된 다층 PCB 접속기판을 갖는 종래의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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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에칭된 캐버티 방열기 및 반도체다이에 외이어 본드된 다층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을 갖는 종래의 또다른 볼그리
드어레이의 단면도;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방열기, 접지판, 및 반도체 다이에 와이어 본드된 단일 금속층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을 갖는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의 단면도;

도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일 금속층, 두개의 절연층, 접착층, 접지 비아, 볼패드, 전원링, 본딩핑거, 및 
소자개구부를 포함하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의 저면도;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 접착제, 한개의 금속층, 및 두개의 절연층을 포함하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
의 단면도;

도 3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테이프 접착제, 접지비아 및 소자개구부를 포함하는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의 평면도
;

도 3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은도금 접지링, 은도금 패드 및 소자개구부를 갖는 접지판의 제2 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3F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착층 및 소자개구부를 갖는 접지판의 평면도;

도 3G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착층, 은도금 접지볼패드 및 접지링을 갖는 접지판과, 소자개구부를 나타낸 단
면도;

도 3H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방열기판의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열기 및 접지판을 갖는 볼그리드어레이, 신축테이프 접속기판 및 리드를 나타
낸 단면도;

도 5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한개의 금속층, 한개의 절연층 및 한개의 절연/접착층을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을 사용한 방열기 및 접지판을 포함하는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의 단면도;

도 5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한개의 금속층, 한개의 절연층, 접지볼 개구부, 본드핑거 개구부 및 소자 개구부
를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의 평면도;

도 5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5A 및 5B의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의 단면도;

도 6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열기 및 접지판, 솔더범프로 반도체 다이에 연결된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을 
갖는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의 단면도;

도 6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한개의 금속층, 한개의 절연층, 및 반도체 다이에 플립칩을 부착하기 위한 범프
패드를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의 평면도;

도 6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6A 및 6B의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의 단면도;

도 7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의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제1 접착제를 갖는 접지판 스트
립의 평면도;

도 7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볼그리드어레이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접지판 스트립의 저면도;

도 7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방열기 스트립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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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D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2 접착제, 스프로킷홀, 접지비아, 및 소자 개구부를 갖는 단일 신축테이프 접
속 기판의 평면도;

도 7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지판에 부착된 단일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의 저면도;

도 7F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지판에 부착된 두개의 신축테이프 접지 기판 프레임을 갖는 부분조립 패키지
스트립의 저면도.

    실시예

    
이하에, 기능성 접지판 및 방열 베이스를 갖는 반도체패키지에 대한 본 발명을 개시한다. 또 본 발명은 고율의 고성능 
반도체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고 제조단가를 줄일 수 있는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특정 상세를 기재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이들 특정 상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더라도 본 발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공지의 공정은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업자에게
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와이어본드형 볼그리드어레이(BGA) 패키지(100)의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BGA패키지(100)는 다이부착 에폭시(113)에 의해 부착된 반도체다이(112)를 갖는 방열기(110) 및 신축테이
프 접속기판(150)을 갖는 접지판(160)을 포함한다. 접지판(160)은, 먼저 접지판(160)에 부착되고 이어서 방열기(1
10)에 부착되는 접착층(127)에 의해 방열기(110)에 부착된다. 다이(112)는 제1 면을 가지는데, 이 면은 접지판(16
0)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으로 한정되는 패키지캐버티에서 다이부착 접착제(113)에 의해 방열기(110)에 부착
된다. 다이부착 접착제(113)는 우수한 열전도성 및 전기전도성을 갖는 은 충진에폭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공지의 접
착제일 수 있으며, 또는 강한 접착력을 갖는 다른 접착제일 수 있다.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다이(112)의 제1 면은 보조 은충진 다이부착 에폭시(113)를 분포시키고 지점(113a)에 접지판 
측벽(166a)을 접촉시킴에 따라 접지판(160)에 전기접속된다. 보조 은충진 다이부착에폭시(113)를 사용하는 경우 반
도체 다이(112)의 제1 면은 접지판(160)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반도체 다이(
112)는 제2 면을 가지는데, 제 2면에는 외부와 전기결선될 수 있는 본드패드라 불리우는 전기접점을 포함한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제2 절연층(125)을 접지판(160)에 고착시키기 위한 접착층(124)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일본국 스미모또 금속광산(주) 등의 여러 회사에 주문할 수 있다. 패턴화된 
금속층(118)은 제1 절연층(125)과 제2 절연층(136) 사이에서 구획져 있다. 제2 절연층(136)은 통상적으로 패드 개
구부(152)라 불리우는 원형 개구부를 갖는 솔더마스크이다. 패드개구부의 직경은 금속층(118)으로 패턴화된 하부 볼
패드의 직경보다 작은 약 0.1mm이다. 제2 절연층(136)은 패턴화된 금속층(118)의 일부가 드러난채 있는 직사각형 
개구부를 갖는데, 상기 패턴화된 금속층은 전원링(118a) 및 전원링(118a)에 또는 그 부근에 종지되는 본드핑거를 한
정한다. 전원링(118a) 및 본드핑거(118e)는 이하의 도 3B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접지판(160)에 의해 한정된 직사각형 캐버티 개구부(166b)를 둘러
싸고 있는 보다 큰 직사각형의 개구부(154)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접지판(160: 예를 들어 은도
금된 것) 상에 접지링(164)을 직접 전기도금하여 다이(112)용 접지원을 구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지판(
160)이 패키지(100) 전체에 걸쳐있는 소정의 솔더볼(120a)에 접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능성 층의 역활
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접지판(160)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값비싼 제2 금속층을 사
용하지 않고도 모든 접지결선을 위한 활성 전류층을 제공한다. 실시예에 의해 접지판을 은도금(162)으로 사전 도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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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접지결선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통해 비아(119)를 한정함에 따라 솔더볼로 만들 수 있다. 또다른 실
시예에 있어서, 솔더볼(120a)이 비아(119)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아(119)에 솔더 페이스트로 사전 충진
할 수 있다. 그 결과, 보다 균일한 솔더볼(120)이 얻어진다.
    

    
반도체 다이(112) 본드패드는 본드핑거(118e), 전원링(118a), 접지링(164) 또는 신호라인 중 하나 이상에 와이어 
본드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예시적인 본드와이어(123)는 신호라인에 결합되고, 예시적인 본드와이어(126')는 
전원링(118a)에 결합되며, 예시적인 본드와이어(126")는 접지링(164)에 결합된다. 일단 다이(112)가 적절히 접속되
면 캐버티는 봉지재(122)로 충진되어 다이 및 와이어본드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적절한 기계적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와이어본드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상면에 결합하기 때문에 봉지재(122)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
(150)의 약 0.20mm 위에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당한 봉지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댐형성 및 봉지충진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고점도의 봉지재(122)를 본포시키고, 이어서 캐버티에 저점도의 동일한 봉지재(122)
를 충진함으로써 봉지의 아웃라인에 댐을 형성한다.
    

도 3A의 볼그리드어레이 패키지(110)는 종래의 패키지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싱예에 따
른 패키지(100)는 실질적으로 열분산력이 개선되고 전기성능 및 신뢰성이 개선된다. 또한 패키지(100)는 종래의 것 
보다 실질적으로 경박하고 저렴하다.

또 유연성 접착제(127)를 갖는 층상 캐버티는 방열기(110)와 접지판(160)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열팽창한다. 그 결과, 
두 부품 사이의 온도차이는 방열기(110)가 구부러지는 것을 상당히 줄어 들게 하기 때문에 반도체 다이(112)의 응력
을 줄이고 캐버티로부터 박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박리가 줄어들면 패키지의 신뢰성이 보다 좋아진다.

또다른 이점으로서, 층상 구조의 패키지(100)는 방열기(110) 및 접지판(160)용의 구리박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축테이프 접지기판(150)은 경박의 BGA패키지를 제조하는데 적당하다. 이것은 콤팩트형 패키지가 필요하고 고주파
수에서의 작동이 요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열분산력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는 소형 차세대 반도체소자에 바람직하다.

패키지는 공지의 기계식 스탬핑으로 형성되는 단일 금속층(118)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줄일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방열기(110) 및 접지판(160)을 기계식으로 스탬핑함으로써 도 2의 실시
예에서 사용되는 값비싼 에칭기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방열기(110)는 패키지 본체 칫수 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반도
체 다이(112) 칫수와 특정 전기 접속에 특별히 맞출 필요가 없다.

    
도 3B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저면가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 제2 절연층(13
6)의 패드 개구부(152)를 관통하는 다수의 원형 볼패드(117)가 도시되어 있다. 하부의 금속 볼패드(117)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금속층(118)으로부터 패턴화되어 있고, 패드개구부(152)의 직경은 솔더볼(120)의 직경과 동일하거나 또
는 그 이하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개구부(154)가 있는데, 이 개구
부는 바람직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접지판(160)에 의해 한정되는 직사각형의 캐버티 개구부(166b) 보다 크다. 은도금 
접지링(164: 도 3A 및 3E)은 본드와이어와 접속되기 위해 노출되어 있다.
    

    
도 3B에, 금속볼 패드(117)에 결합되어 캐버티 주위의 본드핑거(118e)에 종지되는 다수의 도전성 금속트래이스(11
8b)가 도시되어 있다. 또 전원링(118a)은 폭이 약 0.4mm-0.5mm이다. 어느 경우이든 금속트래이스(118b)는 전원
링(118a)에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 금속트래이스(118b)는 전원링(118a)의 단락을 종지함에 따라 본드핑거
(118e)를 한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금속층(118)의 모든 노출부(즉, 제2 절연층(136)으로 덮히지 않은 
부분)은 금속 볼패드(117)를 포함하며, 전원링(118a) 및 본드핑거(118e)는 두께 약 1μ-2μ인 니켈로 도금되거나 
두께 약 0.5μ의 금도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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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하부 접지판은 기능성 전류 면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비아(119)는 그 뒤에 형성되는 솔
더볼(120a)을 구비할 수 있다. 비아(119)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관통하여 구비되는 경우 솔더볼 접점에 필
요한 금속트래이스(118b)가 별도로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금속을 갖는 값 비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패키지(100)에 고성능 다이(112)를 패키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이점은 신축테이프 접지기판(150)의 루팅밀도가 전류접지판(160)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많은 솔더볼(120)이 외부 열(row)로부터 중앙부로 정열되어야 하는 경우에 패키
지의 모서리에 고밀도로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밀도로 각각의 금속층(118)에 충분히 정렬될 수 있는 수많은 솔더볼
(120)이 결정된다. 따라서 폭이 약 38μ인 금속트래이스(118b)를 사용함으로써 피치가 약 1.27mm인 다섯 열(row) 
정도의 솔더볼(120)을 하나의 금속층(118)에 정렬할 수 있다. 비교하기 위해, 종래의 BGA패키지에서 접지를 다이에 
접속하면 총 솔더볼 카운트 중 약 15% 이상까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접지판(160)에 걸쳐있는 다이(112)
와 솔더볼(120a) 사이를 모두 결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서리 지역의 솔더볼(120a)이 접지결선에 할당되면 여섯번
째 내부 열이 정렬되어 패키지(100)의 솔더볼(120) 카운트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그널루팅은 패키지 
칫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증가될 수 있다.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확대단면도이다. 이 확대도는 제1 절연층(125)의 
일측에 부착된 접착층(124)을 나타내고 있다.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층(124)은 두께가 약 50μ이고, 제1 절연층
(125) 위에 적층된다. 제1 절연층(125)은 두께 약 75μ의 폴리이미드재가 바람직하고 패턴화된 금속층(118)에 부착
된다. 금속층(118)은 적어도 약 2μ이상 및 약 0.5μ이상의 니켈 및 금층을 각각 포함하여 두께가 약 20μ인 것이 바
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패턴화된 금속층(118)은 두께 약 25μ의 통상의 솔더마스크인 제2 절연층(136)으로 선
택적으로 덮일 수 있다.
    

도 3C는 전류접지판(160: 도 3A)으로 접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비아(119)의 단면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패
드 개구부(152)는 제1 절연층(136)에 한정되어 패턴화된 금속층(118)의 금속 볼패드(117) 및 비아(119)로 패스를 
한정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아홀(119)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한정되는 직사각형의 개구부(154)는 기계
적 펀칭에 의해 한번에 모두 용이하게 펀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3D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기계식 펀칭으로 펀칭한 후 접착층(124) 쪽에서 본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접착층(124)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접지판(160)에 부착시키는데 사용
된다. 접착층(124)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3M사가 제조하는 감압성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다수의 비아홀
(119)은 패드 개구부(152)보다 작은 약 0.1mm 의 직경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또 접지판(160) 상에 구비된 은도금(
162)의 직경은 패드 개구부(152) 보다 약 0.1mm 작다. 직사각형의 개구부(154)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한
정된 캐버티 개구부(166a)에 정렬되고 캐버티 개구부보다 약 1mm 더큰 것이 바람직하다.
    

    
도 3E는 본 발명의 제1 실싱예에 따른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접착층(124)에 부착되도록 구성된 접지판(160)
을 나타낸 도면이다. 접지판(160)은 청정 구리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리재는 적당한 부분에 은(또는 다
른 적당한 도전성 도금)으로 선택적으로 도금하여 직경이 약 0.30-0.6mm, 두께가 적어도 1μ인 원형 은도금 패드(1
62)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은도금 패드(162)는 소정의 솔더볼(120a)로 제조된 접지결손용 접지판(160)
에 전기전도성의 솔더링이 가능한 면을 제공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실시예에 의하면 비아(119)를 도전성 솔더 페이스트로 충진하고,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금속층(118)으로 평

 - 9 -



등록특허 10-0339044

 
탄면을 만드는 것 처럼 전도성 솔더로 비아(119)를 충진하기 위해 리플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솔더
볼(120a)이 비아(119) 내로 스며나와 균일하지 않은 솔더볼 어레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접지판(160)을 도
시한 도면을 보면 직사각형 캐버티 개구부(166b) 주위에 은도금된 접지링(164)이 나타나 있다. 직사각형 캐버티 개구
부(166b)에 의해 한정된 전체 직사각형을 도금하더라도 마스크도금을 하기 때문에 은도금되는 면적만 정밀도금될 수 
있다. 따라서 은도금된 접지링은 폭이 약 0.50mm, 최소 두께 약 1μ가 바람직하다.
    

도 3F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지판(160)을 도시한 것으로, 접지판(160)에 부착된 접착층(127)에서 본 것
이다. 접착층(127)은 양면 접착층으로, 먼저 접지판(160)에 부착되고 이어서 방열기(110)에 부착된다. 이런 식으로 
접지판(160)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열기(110)에 적층된다.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층(127)은 두께가 약 
50μ이고, 감압성 접착제, 에폭시 또는 b단계 에폭시를 포함하여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접착제 중 하나일 수 있
다.

감압성 테이프접착제는 상온에서 접지판(160)에 적층될 수 있으며, 값 비싼 경화단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접지판(160) 중앙에는 캐버티 개구부(166b)가 있으며, 반도체 다이(112) 보다 통상 약 1.0mm 더 크다.

    
도 3G는 중앙에 캐버티 개구부(166b)를 갖는 접지판(160)의 단면도이다. 상기 개구부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
른 접착층(127)과 함께 스탬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지판(160)은 두께 약 1.4mm의 BGA패키지용 구리판으로 
두께가 약 0.45mm인 것이 바람직하다. 두께 약 1.0mm 이하의 BGA패키지용 접지판(160)은 두께가 약 0.2mm인 것
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층(127)으로 덮여 있는 접지판(160)은 산화구리막이 바람직한데, 이
것은 접착력을 증대시키고 캐버티 바닥에서 박리되는 것을 줄이기에 알맞다. 이 도면에 캐버티 개구부(166b) 주위에 
있는 접지링(164)과 은도금된 패드(162)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접지판(160)은 모든 접지결선용 전류판을 구비하며,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150)의 금속층(118)은 
모든 신호 및 전원접속용으로 사용된다. 접지판(160)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제2 금속층이 필요없게 된다. 중
요한 이점 중의 하나는 고성능 반도체 다이(112)를 값비싼 다중 금속접속기판을 실행하는 다른 패키지 보다 실질적으
로 저렴하게 BGA패키지(100)에 패키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접지판(160)은 반도체 다이(112)에 방사되고 또 반도체 다이로부터 방사되는 원하지 않는 전자기 방사를 차폐하는 
전기장을 구비한다. 이것은 방출규제가 엄격한 전기통신 제품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사이가 좁은 고성능 전자소자에 있
어서 특히 중요하다. 캐버티의 층상구조는 봉지화합물에 우수한 기계식 로킹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측벽(166a)에서 박
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도 3H는 챔버(163)를 갖는 방열기(110)의 평면도로, 그 우상부 모서리에 솔더볼(120)이 위치한다. 방열기(110)는 
두께가 약 0.15mm-0.80mm의 구리판이 바람직하고, 패키지(100)의 상면 전체를 덮는 구조이다. 두께 1.4mm의 볼
그리드어레이 "BGA"패키지용 방열기(110)의 두께는 약 0.25mm가 바람직하고, 1.0mm 두께의 BGA패키지인 경우는 
방열기(110)의 두께가 0.15mm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방열기(110) 재료는 올린 브래
스사(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 소재)의 코프 올린 구리(151) 등의 99.9%의 순수 경성 구리(Cu)가 바람직하다. 경성 
구리는 패키지(100)의 평탄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양면은 다이부착 접착제(113)와 접착층(127)에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약 1μ- 7μ의 블랙 산화구리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어느 면은 도전성 면을 갖추기 위해 니켈 등의 금속으로 도금할 수도 있다. 방열기(110)의 설계 및 구조
는 패키지 본체의 칫수에 가변적일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다. 또 방열기(110)는 
열팽창계수가 3ppm/C로 실리콘의 열팽창계수와 비슷하고, 구리/텅스텐/구리 적층판, 구리/몰리브덴/구리 적층판, 또는 
질산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다른 열전도체로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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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방열기(110)는 약 50%의 열을 반도체 다이(112)로부터 대기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약 50%는 접착층(127), 열전도성 접지판(160) 및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포함하는 제2 통로
를 통해 전도된다. 열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으로부터 패키지(100)가 부착되는 마더보드(미도시)와 접촉되어 
있는 솔더볼로 이동된다. 열전도성 제2 통로는 접착층(127), 접착층(124) 및 제1 절연층(125)를 포함하는 약 125μ
의 절연층과, 접지판(160)에 결합된 450μ의 구리를 포함한다. 제2 통로 내에 고율의 금속(즉, 접지판(160))이 있기 
때문에 열은 마더보드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전된다.
    

반대로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BGA는 유효 금속 함량이 없는 두께 0.7mm의 PCB 접속기판을 갖기 때문에 열 통로가 비
효율적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27mm x 27mm BGA패키지(100)의 열저항은 약 18C/Watt인 반면, 비슷한 
칫수의 PCB패키지의 열저항은 23C/Watt이다. 당업자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개량된 열분산력은 패키지 
기술에 상당히 유효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볼그리드어레이(BGA: 200)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리드(222)는 다
이(112)와 본드와이어(126)을 덮는데 사용된다. 리드(222)는 공지의 접착제에 의해 기판에 접착됨에 따라 공동(즉, 
봉지재가 없는 곳)이 남는다. 이러한 구조는 후술하는 약 220℃의 리플로 온도에서 캐버티 내에 수증기가 발생하면 공
간이 충분히 확장된다. 리드(222)는 다이부착 에폭시(113)에서 다이(112)가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며, 봉지재에
서 가장 일반적인 "팝콘"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있어서, 리드는 두께 약 0.20mm의 산화 
구리판으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제공되어 본드와이어(126)가 리드(222)로 단락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솔더볼(120, 120a)은 공지의 리플로 기술을 통해 통상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부착되며, 약 
67%의 주석과 약 23%의 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도 3A을 참고로 설명한 바와 같이, 솔더볼(120a)은 도전성재로 
충진된 비아(119)를 통해 접지판(160)과 전기접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접지판(160) 상의 금도금된 볼패드(11
7)와 은도금된 패드(162)는 그 위에 솔더가 확실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우수한 습식 면을 제공한다.

    
도 5A는 하나의 금속층(118), 제1 절연층(125') 및 제2 절연층(136)을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절연층(125')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접지판
(160)에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과 떨어져 있는 본 실시예의 볼그리드
어레이 BGA패키지(300)는 이전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BGA패키지(300)은 본 발명의 이전 실시예와 실
질적으로 동일한 종래의 패키지 이상의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도 3B의 신축테이프 접속
기판 보다 다소 덜 비싸다.
    

도 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금속층(118)을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평면도이다. 볼패드(117)는 
금속층(118)의 다수의 본드핑거(118e')에 연결되어 있다. 볼패드(117)의 칫수는 패드 개구부(152)에 한정되며, 직
사각형 개구부(154)와 접지볼패드 비아는 실질적으로 도 3A 내지 3H를 참조하여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금속층은 최
소 두께가 각각 약 2μ및 약 0.5μ로 니켈/금으로 비슷하게 도금된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상의 본딩핑거(118e')는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절연층(125')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제1 절연층(125')을 응용하는 경우 주의가 요망되며, 이 절연층의 접착에 의해 금도금된 본딩핑거(118e')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수하고 신뢰성있는 와이어본딩이 유지된다. 또한 통로를 본딩핑거(118e')로 한정하는 주연 
개구부(250)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절연 보유링(136')은 주연 개구부(250) 주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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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단면적이다. 제1 절연층(125')은 금속층(118)을 
완전히 덮고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표면을 형성한다. 제2 절연층(136)은 통상 두께가 약 50μ인 폴리이미드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절연층(136)은 금속층(118) 위로 볼패드를 노출시키는 다수의 원형 개구부와, 주연 개구
부(250)를 통해 노출된 본딩핑거(118e')를 가질 수 있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접지판(160) 상의 은도금된 접지패드(162) 중앙에 절연층(136)의 볼패드 개구부(15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경을 갖는 원형 개구부(152)를 갖는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접지판(160)의 소자 
개구부(166b) 중앙에 약 1.0mm 정도 더 큰 직사각형 개구부(154)를 포함한다. 물론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은 
한쌍 이상의 금속층(118), 및 솔더볼(120)을 통해 보조 전원과 접지판을 루팅시키기 위한 절연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BGA패키지(400)의 단면도로, 반도체 다이(112)는 솔더범프(320)에 의해 신
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연결된다. 도 5A의 실시예에서 처럼, 제1 절연층(125')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이 
접지판(160)에 잘 부착되게 하는 접착층이다. 솔더범프(320)는 금속층(218)에 전기 및 야금 본드를 형성하도록 금속
층(218)의 범프패드(218a)에 리플로된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과 다이(112) 사이의 공간은 다이(112)와 솔
더범프(320)와의 접속면을 보호하고 우수한 기계 강도를 제공하도록 하부충진(underfill) 에폭시(322)으로 충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이전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특이한 이점 중의 하
나는 솔더범프(320)를 범프패드(218a)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단일 금속층(118)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달리 본 실시예는 실질적으로 상기한 바와 같거나 그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 6B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갖는데, 이 기판은 다수의 금속 트래이스(218b)를 통해 원형 금속볼패드(117) 
사이에 루팅된 금속층(118)을 갖는다. 중앙부위의 범프패드(218a)는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니켈과 금으로 도금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점 중의 하나는 다이(112)의 솔더범프(320)에 접속시키기 위해 단
일 금속층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볼그리드어레이는 플라스틱 볼그리드어
레이 조립에 널리 사용되는 장치 및 도구를 사용하여 스트립에 조립할 수 있다.
    

도 6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일 금속층(218)을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단면도이다. 상기한 바
와 같이, 제1 절연층(125')는 접지판(160)에 잘 부착되는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이 단면은 하부 금속층(218)과 직접 
접속되는 제2 절연층(236': 예를 들어 솔더마스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1 절연층은 금속층(218)의 범프패드(218a)가 드러나는 소자 개구부(154')를 갖는다. 또 제2 절연층(236)은 
이전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개구부(154) 및 비아(119)를 갖는다. 비아(119: 일단 도전성 충진재로 충진되어 
있다)는 솔더볼(120a)를 통해 접지판(160)에 전기접속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범프패드(218a) 및 볼패드(117)는 
그 위에 솔더가 잘 부착되는 습식 면을 갖도록 니켈과 금으로 도금한다.

    
도 7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착층(127)의 측면에서 본 접지판 스트립(160')의 평면도이다. 효율적으로 제
조하기 위해 상기한 실시예의 BGA패키지는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가 있는 구리시이트(702)로 제조된다. 다수의 패키
지 사이트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본 실시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4개의 패키지 사이트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판 스트립(160')은 각 패키지 사이트와 관련하여 대칭적으로 위치한 한쌍의 스프로킷 홀(704)을 가지고 있고, 조
립공정 시에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정렬하는데 사용하기 적합하다. 패키지 사이트의 네모서리에 각각 위치하는 
두쌍의 툴링 홀(706)은 솔더볼 위치 및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패키지 싱귤레이션 장치로 사용된다. 제1 접착제의 
폭 "W"는 패키지 몸체 칫수 보다 크지만, 방열기(160')의 폭과 실질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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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은도금된 패드(162) 및 은도금된 접지링(164)를 갖는 접지판 스트립(160')의 
저면도이다. 제조시 직사각형 개구부(166b)는 모든 패키지 사이트용 구리 스트립(702)을 관통하여 기계적으로 스탬
핑된다. 따라서 직사각형 개구부(166b)가 스탬핑되면 하부 접착층(127)도 펀칭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낮은 제조단가
로 두 개구부가 정확히 정렬된다.

도 7C는 발열기 스트립(110')을 도시한 것으로, 접지판 스트립(160')과 같은 갯수의 패키지 사이트를 가지며 접지판 
스트립(160')과 길이가 실질적으로 같다. 방열기 스트립(110')은 패키지 본체 칫수(710) 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고, 
아웃라인(712, 714)으로 한정된 접착층(127)과 폭이 실질적으로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방열기 스트립(110')은 접
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블랙 산화구리로 양 면을 처리한 구리 스트립이다.

이후 제조공정으로 방열기 스트립(110')을 접착층(127)을 갖는 접지판 스트립(160')에 부착한다. 그러나 일단 방열
기 스트립(110')이 접지판 스트립(160')에 부착되면 접착층(127)에 공기 방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층시에 주
의해야 한다. 일단 조립되면 수득된 스트립은 각 패키지 사이트의 접지판(160)에 의해 형성된 캐버티 개구부(166b)를 
갖게 될 것이다.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정위치에 접착층(127)을 갖는 릴형태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정렬할 수 있다. 도 
7D는 접지판 스트립(160') 상에 조립되어 지는 단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사이트의 정면도이다. 접착층(124)
의 폭은 라인(712)와 라인(714) 사이이기 때문에 스프로킷홀(704)은 부착되지 않으며 접지판 스트립(160')의 스프
로킷홀(704)과 정렬하는데 이용되나, 접착층(124)은 패키지 아웃라인(710) 보다 폭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테이
프 접속기판(150)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각 위치에 대칭적으로 위치하는 두개의 스프로킷홀(704)을 사용하
여 펀치툴에 정렬시킨다. 이어 기판 사이트(710)를 싱귤레이트하고, 소정의 패턴을 갖는 펀치를 사용하여 단일 작동으
로 캐버티 개구부(154)와 비아(119)를 기계식으로 펀칭한다. 그 결과 펀치는 접착층(124)을 갖는 신축테이프 접속기
판(150)을 잘라냄으로써 저렴한 제조단가로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다.
    

이어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사이트를 스프로킷홀(704)을 사용하여 아웃라인(710)에 의해 한정된 접지판 스트
립(160') 패키지 사이트에 정렬한다. 이 지점에서각각의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접착층(124)으로 접지판 스트
립(160')에 접착한다. 그러나 접착층(124)에 공기 방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도 7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접지판 스트립(160')에 부착된 단일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사이트의 저면
도이다. 비아(119)는 은패드(162)에 정렬되고, 캐버티 개구부(154)는 은도금된 접지링(164)에 정렬된다. 도 7F는 
접지판 스트립(160') 상에 별개의 패키지 사이트(710)에 부착된 두개의 싱귤레이트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도시한 것이다. 또 라인(712) 및 (714)에 의해 한정된 하부 방열기 스트립(110')의 아웃라인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한 공정은 접지판 스트립(160') 상의 모든 패키지 사이트(710)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에 부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제조공정은 다이부착 에폭시(113)을 경화한 후, 다이(112)를 다이부착 에폭시(113)로 패키지 사
이트의 캐버티에 부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보조 은충진 에폭시는 다이(112)와 접지판(160) 사이에 전기접점을 형
성하기 위해 캐버티 내에 넣을 수 있다. 이어 다이 상의 본드패드를 와이어본드(126)로 핑거(118e), 전원링(118a) 및 
접지판(160) 상의 접지링(164)에 접속시킨다. 이후 각 캐버티를 봉지화합물(122)로 소정의 수위까지 충진시킨 후 경
화하여 다이(112), 와이어본드(126)를 보호하고 솔더볼의 크라운으로부터의 소정의 틈 "D"을 유지한다.
    

    
전기한 바와 같이, 솔더 페이스트는 접지 비아(119)를 충진하는데 이용된 후, 비아를 솔더로 충진하고 볼패드 금속(1
17)으로 실질적으로 고른 표면을 형성하도록 리플로된다. 이로 인해 다음 단계의 플럭스 응용시에 모든 패드용의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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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얻어진다. 통상 플럭스를 적용한 후에는 솔더볼(120, 120a)을 솔더볼 패드(즉, 금속패드(117)를 덮는 패드와 
비아충진 접지비아(119)를 덮는 패드) 위에 위치시키고, 계속해서 리플로시켜 패드에 전기 및 야금 본드를 형성시킨다. 
이와 같이 접지 솔더볼(120a)은 접지판(160)에 직접 접촉되며, 나머지 전원 및 신호 볼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의 금속패드(117)와 직접 접촉된다.
    

이후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접지기판 스트립(160') 및 방열기 스트립(110')을 펀칭하여 패키지를 싱귤레이트함
에 따라 단일 단계로 패키지 경계선(710)을 효율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싱귤레이트로 인해 다른 패
키지 층과의 사이에 정렬 미스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패키지 모서리가 얻어진다는 것은 당업자에 자명할 
것이다.

상기 조립공정은 봉지화합물(122)을 이용하는 제1 및 제3 실시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리
드(222)를 사용하는 제2 실시예에서는 와이어 본딩조작 이후에 리드(222)를 부착한다. 먼저 리드부착제를 붙이고 리
드(222)를 부착한 후 에폭시를 경화한다. 나머지 단계는 상기한 바와 같다.

    
도 6A 내지 도 6C의 플립칩 실시예의 조립공정은 상기한 공정과 비슷하지만, 이하의 작동순서는 다르다. 접지판 스트
립(160')은 은도금된 접지링(164)을 갖지 않지만, 이전 실시예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방열기 스트립(110')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전 실시예와 동일한 공정으로 조립된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상의 범프패드(218a)를 
녹여 솔더범프(320)를 범프패드(218a)에 정렬시킨다. 이후 솔더범프(320)를 리플로시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에 금속 및 전기 본드를 형성시킨다. 이어서 다이(112)와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사이의 공간을 하부 충진 에폭
시(322)로 충진하고 경화시킨다. 이에 따라 기계적 경도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 다이(112)와 솔더범
프(320)의 코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 6A 내지 도 6C의 플립칩 배열의 제조공정에서,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 사이트를 싱귤레이트하고, 접지 비아(
119)를 이전 실시에와 같은 단일 단계로 펀칭한다. 이후 다이부착 에폭시(113)를, 다이(112)를 수납하는 지역의 캐버
티 내에 넣는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150")을 스프로킷홀(704)를 사용하여 접지판 스트립(160')에 정렬한다. 신축
테이프 접지기판(150") 사이트를 갖는 접지판 스트립(160')을 접착층(127)으로 접지판 스트립(110')에 부착하고, 다
이(112)를 다이부착 에폭시(113)로 방열기(110')에 부착한다. 다이부착 에폭시를 실질적으로 경화하여 영구 본드를 
형성한다. 이후 개별 패키지를 이전 실시예와 같은 기계식 펀칭으로 싱귤레이트한다.
    

상기한 볼그리드 어레이 패키지는 집적회로 패키지산업에서의 공통적인 기계, 공정, 재료 및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저렴
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패키지 산업에서 널리 알려진 플라스틱 볼그리드어레이를 조립하는데 사용되
는 조립장치, 공정 및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트립 조립 패키징 방법에는 매거진 대 매거진처리(magazine-
to-magazine handling)를 통해 자동적으로 패키지를 조립하는 조립기술을 이용한다.

이상 본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청구범위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 및 변경이 가능
할 것이다. 신축테이프 접속기판은 추가 전원 및 신호를 루팅하고, 고성능에의 응용에 있어서 더 많은 솔더볼을 루팅하
기 위해 추가 금속 및 절연층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도시된 바대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제한적인 것은 아
니며, 본 명세서의 상세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범위의 범위 내에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을 분산하기 위한 방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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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측면을 가지며 전기 절연접착제에 의해 상기 방열기에 부착되고, 상기 방열기의 표면에 반도체 다이를 수납하기 위
한 구조의 제1 개구부를 갖는 접지판;

상기 접지판에 접착되는 것으로, 단일 금속층만을 가지며 상기 접지판의 제1 개구부 위에 보조 제2 개구부가 있으며, 
상기 단일 금속층은 반도체 다이를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에 있는 전기결선에 전기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금속패턴을 
갖는 접속기판; 및

접속기판의 다수의 금속패턴 중 일부로부터 직접 접지결선되도록 접속기판을 관통하여 접지판에 전기접속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은 상기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에 접촉되어 있는 소정
의 지역에 패턴화된 습식 도금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는 접지판에 야금 본드를 형성하기 위해 충진되고 리플로되
는 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기판의 보조 제2 개구부는 상기 접지판의 제1 개구부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
키지.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도금된 접지링은 상기 접지판의 제1 개구부 주위에 있으며, 상기 접속기판의 보조 제2 개구부로 실질
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솔더볼은, 소정의 솔더볼이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에 접촉
되도록 접속기판 상의 다수의 금속패턴에 의해 한정된 습식 볼패드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는, 상기 솔더볼이 상기 다수의 금속트래이스에 의해 루팅
될 필요가 없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에 접촉되도록 상기 접속기판의 실질적으로 외연부에 위치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본딩와이어는 접지판의 제1 개구부 주위에 있는 패턴화된 접지링에 반도체 다이를 
접속시키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리드는 반도체 다이를 덮고, 다수의 본드와이어는 본딩핑거를 반도체칩에 접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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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전원링은 접속기판 상의 다수의 금속패턴에 의해 한정되며, 상기 전원링은 접속기판의 보조 제2 개구
부 주위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열기는 구리, 구리/텅스텐/구리 적층판, 및 구리/몰리브덴/구리 적층판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
터 선택된 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방열기 금속은 방열기의 접착성을 개선하기 위해 두께 약 1μ내지 7μ의 블랙 산화구리 또는 
니켈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은도금 다이부착 에폭시에 의해 방열기 표면에 선택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접지판의 제1 측면을 상기 방열기에 부착하는 전기절연접착제는 테이프 형태의 가압성 접착제 또는 b
단계 에폭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기판은 감압성 테이프 접착제 또는 b단계 에폭시 테이프에 의해 접지판에 접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방열기, 접지판 및 접속기판을 포함하는 반도체패키지는 두께가 약 1.0m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7.

반도체패키지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분산하기 위한 방열기;

제1 측면을 가지며 전기 절연접착제에 의해 상기 방열기에 부착되고, 상기 방열기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제 1개구부를 
갖는 접지판;

제1 개구부에 의해 한정된 상기 방열기 면에 부착된 반도체 다이의 제1 측면, 다수의 솔더범프와 전기접속되고 다수의 
입출력 패드를 갖는 반도체 다이의 제2 측면;

상기 접지판에 접착되는 것으로, 반도체 다이를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에 있는 전기 결선에 전기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금속패턴이 있고, 단일 금속층만을 가지며, 다수의 금속범프 패드를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금속 패턴이 반도체 다이의 
제2 측면 상의 다수의 솔더범프 중 일부에 맞도록 구성되는 접속기판; 및

접속기판의 다수의 금속패턴 중 일부로부터 직접 접지결선되도록 접속기판을 관통하여 상기 접지판에 전기접속되는 도
전성 충진 비아,를 포함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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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은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도전성 충진 비아와 접촉되는 소정의 지역에 패턴화된 습식 도금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충진 비아는 접지판에 본드를 형성하도록 솔더볼로 충진되고 리플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다수의 솔더볼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솔더볼이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도전성 충진 비아에 접속되도록 
접속기판 상의 다수의 금속 패턴에 의해 한정된 습식 볼패드에 부착되며, 다수의 금속 트래이스는 접속기판 상의 다수
의 금속패턴에 의해 한정되고, 상기 다수의 금속트래이스는 습식 볼패드를 반도체 다이상의 다수의 솔더범프에 전기접
속되는 다수의 금속범프에 접속시키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충진 비아는 도전성 충진 비아에 접속되는 솔더볼이 다수의 금속트래이스에 의해 루팅될 
필요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상기 접속기판의 외주연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열기는 구리금속, 구리/텅스텐/구리 적층금속, 및 구리/몰리브덴/구리 적층금속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방열기 금속은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두께 약 1μ내지 7μ의 블랙 산화구리 또는 니켈도금
으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은 구리금속이며, 상기 반도체 다이의 제1 측면은 방열기 표면에 은도금 다이부착 에폭시
로 전기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방열기, 접지판 및 두께 약 1.0mm 이하의 접속기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플립칩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26.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를 갖는 접지판 스트립을 구비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용의 접지판을 관통하는 제1 개구부를 스탬핑하는 단계;

접지판 스트립을 방열기 스트립에 결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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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층 만을 갖는 접속기판을 상기 접지판 스트립 상의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 각각에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접속기판의 제조는

접속기판을 부착하기 전에, 제2 개구부를 제1 개구부에 실질적으로 정렬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 개구부 보다 큰 제2 
개구부를 상기 접속기판을 관통하여 스탬핑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기판의 제2 개구부를 스탬핑함과 동시에 상기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홀을 스탬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을 관통하는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용 제1 개구부를 스탬핑하기 전에, 접착테이프가 상기 
제1 개구부와 실질적으로 동시에 스탬핑되어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접지판 스트립의 제1 측면에 접착테이프를 접
착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기판을 상기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에 부착하기 전에, 상기 접속기판을 관통하여 스탬핑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홀과 실질적으로 정렬되는 습식 패드를 포함하는 습식 패턴을, 접지판의 제2 측면에 도금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기판의 제1 측면은, 상기 접지판 스트립 상의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에 접속기판을 부착하는 
단계에 사용되며, 접속기판의 제2 개구부를 스탬핑함과 동시에 접속기판을 관통하고 실질적으로 동시에 기판첩착층을 
관통하여 스태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홀을 스탬핑하는 단계에 사용되는 기판 접착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판의 제2 측면 상의 습식 패턴은 제1 개구부를 둘러싸는 접지링 도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패키지 사이트의 제1 및 제2 개구부에 의해 한정된 캐버티 내에 반도체 다이를 다이부
착 에폭시로 부착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접속기판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아홀에 솔더볼을 넣는 단계;

실질적으로 고른 표면을 형성하도록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를 리플로 하는 단계;

솔더볼 위에 제2 솔더볼을 두는 단계; 및

제2 솔더볼을 리플로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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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에 있어서, 패키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방열기 스트립, 접지판 스트립을 펀치로 싱귤레이션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그리드어레이 반도체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열분산수단;

제1 측면을 가지며 전기절연 접착수단으로 상기 열분산 수단에 부착되고, 상기 열분산 수단 표면에 반도체 다이를 수납
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제1 개구부를 갖는 접지판수단;

단일 금속층만을 가지며 상기 접지판에 접착되는 것으로, 상기 접지판 수단의 제1 개구부 위에 보조 제2 개구부를 가지
며, 반도체 다이를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에 있는 전기 결선수단에 전기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금속패턴수단을 갖는 접
속기판수단; 및

상기 접속기판수단의 다수의 금속패턴수단 중 일부로부터 직접 접지결선되도록 상기 접속기판수단을 관통하여 접지판
수단에 전기접속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도전성 충진 비아,를 포함하는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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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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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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