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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a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의 (a)는 종래의 볼 그리드 어레이용 리드페러임의 사시도,  (b)는 종래의 볼 그리드 어레이용 리드
프레임의 저면도.

제2도의 (a)는 본 발명의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의 사이도, (b)는 본 발명의 볼 그리드 어레이 리
드르레임의 저면도.

제3도의 (a)는 본 발명의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화된 마운틴부 단면도, (b)는 내주리드 패턴과 일체화된 
마운틴부의 다른 실시예 1의 단면도, (c)는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화된 마운틴부의 다른 실시예 2의 다면
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패드부                       2 : 본딩 패드부

3 : 솔더블 래딩부            4 : 마운틴 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 이하 BGA라 칭함) 리드프레임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조
립 분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그리드 어레이(BGA)용 패키지가 완성되기 까지의 공정을 살펴보면, 볼 그리드 어레이(BG
A)용 리드프레임을 제작하고 다이 어태치를 한 후에 와이어 본딩을 하고 몰딩을 하고 솔더 볼랜딩을 한 
후에 솔더 볼 마운트를 하고 트림을 하여 하나의 패키지를 완성한다.

상기의 볼 그리드 어레이(BGA)용 리드프레임은 제1도의 (a)도와 (b)도에 도시할 수 있는 바, 칩을 부착하
기 위한 패드부(1); 와이어본딩을 위한 본딩 패드부(2)와; 솔덜 볼 랜딩을 위한 솔더 볼랜딩부(3)로 포함
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볼 그리드 어레이(BGA)용 리드프레임을 사용하여 완성된 패키지는 패키지에 
적용되는 블의수가 80-600개 소요되므로 솔더블 랜딩이 어렵고, 프린티드 서키를 보드에 마운트시 장착 
높이 유지가 어려워 열방출이 잘되지 않고, 솔더 볼 마운트 시에 고열(약 260℃)에 의한 패키지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그리드 어레이(BGA)용 리드 프레임 제작시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로 
하여 돌출된 마운트부를 형성하여 반도체 조립중에 상기 돌출된 마운트부 솔더 프레이팅을 하여 패키지를 
완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로 하여 돌출된 마운트부와; 칩을 부착하기 위한 패드부와 와이어본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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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딩 패드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볼 그리드 어레이(BGA) 리드 프레임은  제2도의 (a)도와 (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로 하여 돌출된 마운트부(4)와; 칩을 부착하기 위한 패트부(1)와; 와이어본딩을 위한 본딩 패
드부(2)를 포함하여 구성하여 프린트 서키트 보드에 마운트시 장착 높이가 유지됨에 따라 열방출이 잘되
어 신뢰성이 양호해진다.

상기 마운트부(4)의 단면도는 제3도의 (a)에 도시할 수 있는 바, 다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마운트부(4)의 다른 실시예 1의 단면도는 제3도의 (b)에 도시할 수 있는 바, 블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마운트부(4)의 다른 실시예 2의 단면도는 제3도의 (c)에 도시할 수 있는 바, 둥근 풀형태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본 발명의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가 완성되기 까지의 공정을 살펴보면, 본 발명의 볼 그리드 어
레이(BGA) 리드 프레임을 제작한 후에 다이 어태치를 실시하고 와이어 본딩을 한 후 리드프레임의 상부를 
몰딩하여 솔더플레이트후 트림하여 하나의 패키지를 완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솔더 볼 랜딩 공정이 필요없어 반도체 조립의 전체공정 시
간이 단축되고, 프린티드 서키트 보드에 마운트시 장착 높이가 유지됨에 따라 열방출이 작되어 신뢰성이 
양호해지고, 마운트부에 솔더 플레이팅을 함으로써 고열에 의한 패키지 손상이 적게 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칩을 부착하기 위한 패드부(1)와 와이어본딩을 위한 본딩 패드부(2)를 가지는 볼 그리드 어레이(BGA)용 
리드 프레임에서, 내부리드 패턴과 일체로 하여 돌출된 마운트부(4)가 볼 그리드 어레이 기능을 하는 구
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4)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4)는 볼형으로 이루어진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4)는 둥근 풀형으로 이루어진 볼 그리드 어레이 리드프레임.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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