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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에 관한 것으로,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된 자재의 일면에 문자 
및 기호(자재의 고유번호, 회사명, 날짜 등)를 인쇄하는 본 발명의 마킹장치는 자재공급부, 보트이송부, 
흡착이송부, 제1회전이송부, 마킹부, 검사부, 제2회전이송부와 불량자재배출부, 건조부 및 자재배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로서, 그 작업을 자동화 함으로서 마킹 불량을 방지하고, 생산성
을 향상시켜 품질을 높이도록 된 것이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의 정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공급부 및 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공급부 및 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측면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공급부의 로딩푸시로드를 나타낸 평면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트이송부 및 건조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트이송부 및 건조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8도는 제6도의 "I" 부 확대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흡착이송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흡착이송부의 구성을 나타낸 측면도.

제11도는 제9도의 Ⅱ-Ⅱ선 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회전이송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회전이송부의 작도상태를 나타낸 정면도.

제14도는 제12도의 Ⅲ-Ⅲ선 단면도.

제1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타리 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타리 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17도는 본 발명에 따른 마킹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1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마킹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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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20도는 제19도의 Ⅳ-Ⅳ선 단면도.

제2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불량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제2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불량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

제2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배출부의 언로딩푸시로드 구조를 타나낸 평면도.

제2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배출부의 언로딩푸시로드 구조를 타나낸 정면도.

제25도는 제24의 Ⅴ-Ⅴ선 단면도.

제2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수개의 자재가 안착되는 보트의 평면도.

제27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수개의 자개가 안착되는 보트의 단면도.

제28a도와 제28b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다이의 구성을 타나낸 정면도.

제29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다이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자재             A : 자재공급부

B : 보트이송부         C : 흡착이송부

D,E : 제1,2회전이송부  F : 마킹부

G : 검사부             H : 건조부

I : 불량자재배출부     J : 자재배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된 자
재를 이용하여 슈퍼 볼 그리드 어레이(SBGA : Super Ball Grid Array)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함에 있어서, 
반도체 패키지의 일면에 문자 및 기호(자재의 고유번호, 회사명, 날짜 등)를 인쇄하는 마킹공정시에 자재
의 공급, 이송, 마킹, 검사 및 배출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 함으로서 마킹 불량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품질을 높이도록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패키지는 여러 단계의 공정(원자재검사, 소잉공정, 다이본딩공정, 와이어본딩공정, 몰
딩공정, 마킹공정 등)을 거쳐 반도체 패키지의 제품으로 출고된다.

상기한 여러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키지의 자재가 스트립(하나의 프레임에 여러개의 
유니트가 배열되어 있는 형태) 단위로 공급 및 이송되어 각각의 공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스트립 단
위로 된 자재를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절단하는 싱글레이션공정을 거쳤던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반도체 패키지의 자재가 스트립 단위로 공급되지 않고,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공급되는 
자재에 있어서는 상기한 여러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가 매우 난이하였던 것이다.

특히, 마킹공정은 상기한 자재를 몰딩 성형한 후에 그 표면에 정교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킹공
정을 위한 자재의 공급시 스트립 단위로 된 자재는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하여 상기한 스트립 단위의 자재
를 한 피치씩 이송시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킨 상태로 마킹을 할 수 있었으나,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된 
자재는 그 공급이 용이하지 못하고, 공급된 자재를 이송시켜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으
로서 마킹공정 수행시에 자재의 유동이 발생되는 등의 이유로 마킹패드(MARKING PAD)와 정확한 셋팅이 되
지 못하고, 자재의 위치가 틀려지므로 마킹불량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된 자재를 마킹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자재를 수작업으로 마킹패드와 정확
한 위치에 세팅시켰음으로 작업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단련된 숙련공이 아니고는 마킹공정을 수행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공급되는 
자재에 몰딩 성형한 후, 그 표면에 문자 및 기호를 인쇄하는 마킹공정시 자재의 공급, 이송, 마킹, 검사 
및 배출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서 마킹 불량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품질을 높이도록 된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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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의 정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
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구성은, 몰드 
성형된 다수개의 자재(100)를 보트(80; Boat)에 안착시켜 이 보트(80)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자재공급부
(A)와, 상기한 자재공급부(A)에서 공급된 보트(80)를 이송시켜 상기 보트(80)에 안착된 자재(100)를 한 
피치(p)씩 이송시키는 보트이송부(B)와, 상기한 보트이송부(B)에 의해 한피치(p)씩 이송되는 자재(100)의 
상면을  흡착하여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는  흡착이송부(C)와,  상기한  흡착이송부(C)에  의해  이송된 자재
(100)의 배면에 마킹을 하도록 상기한 자재를 180°회전이송시켜 분할 회전되는 로타리 테이블(40)에 안
착시키는 제1회전이송부(D)와, 상기한 제1회전이송부(D)에 의해 이송되어 로타리 테이블(40)에 안착된 자
재(100)의 배면에 마킹하는 마킹부(F)와, 상기한 마킹부(F)에서 마킹된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부(G)와, 상
기한 검사부(G)에서 검사 완료된 자재(100)를 180°회전이송시켜 보트이송부(B)에서 이송되고 있는 보트
(80)에 안착시키는 제2회전이송부(E)와, 상기한 제2회전이송부(E)에 의해 마킹된 자재(100)가 보트(80)에 
안착되면 이  안착된 자재(100)  중에서 마킹불량의 자재(100)를  흡착이송하여 배출하는 불량자재배출부
(I)와, 마킹 완료된 자재(100)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80)를 이송시켜 자재(100)의 마킹부위를 큐어(Qur
e)시키는 건조부(H)와, 상기한 건조부(H)를 통과한 보트(80)를 이송시켜 마킹 완료된 자재(100)를 배출시
키는 자재배출부(J)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 3과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공급부 및 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와 측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재공급부(A) 및 자재배출부(J)는, 다수개의 자재(100)가 안착된 보트(80)를 
적층시킬 수 있는 매거진(MG)이 안착되고, 양측에는 제1벨트(11a)가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상부베이스플레
이트(11)와, 상기한 상부베이스플레이트(11)의 하부에 위치하고, 양측에는 제2벨트(12a)가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하부베이스플레이트(12)와, 상기한 상.하부베이스플레이트(11)(12)의 선단과 후단에 각각 위치하
여 상,하부베이스플레이트(11)(12)의 사이를 상하 이동하고, 양측에는 각각 제3벨트(13a)와 제4벨트(14
a)를 설치하되, 이 제3벨트(13a)와 제4벨트(14a)는 상기한 제1,제2벨트(11a)(12a)에 안쪽에 위치되어 상
기 제1,2벨트(11a)(12a)의 선단과 후단으로 각각 연장되는 로딩엘리베이터(13) 및 언로딩엘리베이터(14)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상부베이스플레이트(11)의 선단부에는 스톱퍼(15)가 설치되어 상기한 상부플레이트(41)에 안착된 
다수개의 매거진(MG)중에서 최선단에 위치하고 있던 하나의 매거진(MG)이 상기한 로딩엘리베이터(13)로 
이송되면 그 후단에 있는 매거진(MG)이 더이상 이송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다.

상기한 제1,2,3,4벨트(11a)(12a)(13a)(14a)에는  각각 스텝모터(SM)가  설치되어 이  스텝모터(SM)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고, 이러한 스텝모터(SM)는 센서(도시되지 않음)의 감지에 의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

상기한 로딩엘리베이터(13)와 언로딩엘리베이터(14)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것은, 스텝모터(SM)에 의해 구
동되는  볼스크류(BS)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고,  이  볼스크류(BS)에  상기한  로딩, 언로딩엘리베이터
(13)(14)가 결합되어 상하로 이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자재공급부(A)에 설치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딩푸시로드(16)를 로딩엘리베이터
(13)의 후단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상기 로딩푸시로드(16)를 슬라이딩시켜 매거진(MG)에 적층되어 있는 
보트(80)의 후단부를 순차적으로 밀어서 공급하는 것이고, 자재배출부(J)에 설치하면, 도 23과 도 24에 
도시된 바와같은 작업 완료된 자재(100)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80)의 후단부를 밀 수 있도록 언로딩푸시
로드(70)를 설치하여 이 언로딩푸시로드(70)에 의해 보트(80)를 빈 매거진(MG) 속에 순차적으로 적층시키
는 것이다. 이때 상기한 매거진(MG)은 각각 로딩엘리베이터(13)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한 로딩엘리
베이터(13)가 상하로 이동되면서 순차적으로 로딩 및 언로딩 하는 것이다.

도 6과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보트이송부 및 건조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와 정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보트이송부(B)와 건조부(H)는 동일선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트이송부(B)의 구성은, 공급되는 보트
(80)의 양측부를 가이드하는 두개의 가이드레일(21)과, 상기한 가이드레일(21)의 안쪽에 각각 설치되고, 
스텝모터(SM)에 의해 구동하여 상기한 보트(80)를 이송시키는 이송벨트(22)와, 상기한 이송벨트(22)에 의
해 이송되는 보트(80)가 한 피치(p)만큼 이송되면 이를 정지시키도록 스텝모터(SM)에 의해 구동하는 볼스
크류(BS)에 설치되어 상기한 이송벨트(22)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80) 보다 먼저 한 피치(p) 만큼 이송되
는 스톱퍼(24)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스톱퍼(24)는 연속적인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보트(80)의 중심선상을 기준으로 양측
에 각각 대칭으로 설치하여, 하나의 스톱퍼(24)가 작동하면, 다른 하나의 스톱퍼(24)는 대기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상기한 보트이송부(B)의 선단에는 센서(25)가 설치되어 이 센서(25)에 의해 공급되는 보트
(80)의 진행방향을 감지하여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상기한 가이드레일(21)의 안쪽에 각각 설치된 이송벨트(22)는 스플라인축(23)으로 결합되어 동시에 구동
하는 것이고, 상기한 두개의 가이드레일(21)은 공급되는 보트(80)의 폭에 따라 적절하게 그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볼스크류(BS)가 설치되고, 이 볼스크류(BS)의 끝단에 손잡이(21a)가 형성된 것이다.

도 6과 도 7에 도시된 보트이송부(B)와 동일선상에 설치된 건조부(H)는 마킹이 완료된 자재(100)를 큐어
(Qure)시키는 것으로, 그 구성은 마킹이 완료된 자재(100)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80)가 이송될 수 있도록 
상기한 보트(80)의 양측 하부면이 안착되도록 각각 이송체인(26)이 설치되어 스텝모터(SM)에 의해 구동되
고,  상기한 보트(80)가  이송되는 하부에는 UV램프(27)가  설치되어 보트(80)에  안착되어 이송되는 자재
(100)의 마킹부분을 큐어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한 이송체인(26)은 스플라인축(23)으로 결합되어 동
시에 구동되는 것이다.

도 9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흡착이송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와 측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흡착
이송부(C)의 구성은, 보트(80)에 안착되어 있는 자재(100)의 상면을 배큠에 의해 흡착하는 흡착러버(31)
와, 상기한 흡착러버(31)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실린더(32)와, 상기한 실린더(32) 및 흡착러버(31)를 좌우
로 이동시키는 볼스크류(BS) 및 스텝모터(SM)와, 상기한 흡착러버(31)로 흡착한 자재(100)를 안착시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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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착다이(33)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흡착러버(31) 및 실린더(32)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상기한 자재
(100)를 흡착하여 이송시키는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회전이송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이고,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회전이송부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정면도이며, 도 14는 도 12의 Ⅲ-Ⅲ선 단면도로서, 상기한 회전이송부는 동일한 구성
을 갖는 제1회전이송부(D)와 제2회전이송부로 구분된다. 도시된 바와같이 자재(100)의 상면을 흡착하여 
180°회전 이송시키도록 된 제1,2회전이송부(D)(E)의 구성은, 배큠에 의해 자재(100)의 상면을 흡착하는 
흡착러버(31)와,  상기한 흡착러버(31)를  180°회전 이송시키는 회전아암(34)과,  상기한 회전아암(34)을 
180°회전시키는 스텝모터(SM)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제1회전이송부(D)는 마킹공정을 행하기 위하여 자재(100)를 로타리 테이블(40)에 180°회전시켜 
안착시키는 것이고, 제2회전이송부(E)는 마킹공정이 완료된 자재(100)를 180°회전시켜 보트(80)에 안착
시키는 것이다.

도 15와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로타리 테이블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와 정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로타리 테이블(40)의 구성은, 자재(100)가 안착될 수 있는 안착홈(42)이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치에 각각 형성된 플레이트(41)와, 상기한 플레이트(41)를 분할 회전시키는 스텝모터(SM)와, 상기한 
스텝모터(SM)의 회전을 상기한 플레이트(41)로 전달하는 기어박스(44)와, 상기한 플레이트(41)의 분할 회
전시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보정장치(45)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오차보정장치(45)는 플레이트(41)의 저면에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치에 각각 홀(43)이 형성되
고, 이 홀(43)에 삽입되는 홀더(46)가 하부에 설치되며, 상기 홀더(46)는 실린더(47)에 의해 상하로 작동
하는 것이다. 상기한 홀(43)은 플레이트(41)의 저면에서 상부로 직경이 좁아지는 테이퍼로 형성되고, 이 
홀(43)에 삽입되는 홀더(46)는 상기한 홀(43)에 형성된 테이퍼와 대응하는 테이퍼가 형성된 것이다.

도 17과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마킹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와 평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분할 회
전되는 로타리 테이블(40)의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자재(100)에 
마킹을 실시하는 마킹부(F)의 구성은, 자재(100)의 배면에 마킹을 실시하는 마킹패드(51)와, 상기한 마킹
패드(51)를 크리닝하는 크리닝테이프(52)와, 상기한 크리닝테이프(52)가 양측으로 각각 감겨진 보빈(53)
과, 상기한 각각의 보빈(53)을 회전시키는 모터(54)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마킹부(F)는 로타리 테이블(40)의 안착홈(52)에 안착되어 있는 자재가 로타리 테이블(40)의 분할 
회전에 의해 순차적으로 상기한 마킹패드(51)의 저부로 위치되었을 때 마킹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부의 구성을 나타낸 정면도이고, 도 20은 도 10의 Ⅳ-Ⅳ선 단면도이다. 도시
된 바와같이 분할 회전되는 로타리 테이블(40)의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치 한 곳에 위치하되, 상기한 
로타리 테이블(40)이 분할 회전되어 마킹부(F)에서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로타리 테이블(40)이 분할 회
전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자재(100)의 마킹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부(G)의 구성은, 분할 회전하는 로타리 
테이블(40)에 의해 마킹된 자재(100)가 위치하는 상부에 설치된 라이트(61)와, 상기한 라이트(61)의 상부
에 설치된 카메라(62)와, 상기한 라이트(61) 및 카메라(62)가 수직이동 되도록 볼스크류(BS)가 설치된 지
지대(63)와,  상기한 라이트(61)를  지지대(63)에  연결하는 제1,2연결바(64)(65)와,  상기한 라이트(61)를 
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제1,2연결바(64)(65)를 결합하는 중심축(66)과, 상기 중심축(66)을 지점으로 상
기한 라이트(61)가 회동되면 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67)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고정수단(67)은 제1연결바(64)에 반구형상의 홈(64a)을 다수개 형성하고, 제2연결바에는 상기한 
홈(64a)과 대응하는 위치에 스프링(65b)에 의해 탄력지게 볼(65a)을 설치한 것으로, 상기한 볼(65a)이 홈
(64a)에  결합되어 제1연결바(64)와  제2연결바(65)가  회동된 후에 고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한 홈
(64a)과 볼(65a)은 제1,2연결바(64)(65)를 결합하고 있는 중심축(66)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원 상에 위치
하는 것이다.

도 21과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불량자재배출부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와 정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마킹된 자재(100) 중에서 마킹 불량이 발생된 자재(100)는 별도로 배출시키도록 된 불량자재배출부(I)의 
구성은, 마킹이 완료된 자재(100)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80)에서 마킹 불량이 발생된 자재(100)의 상면을 
배큠에 의해 흡착하는 흡착러버(31)와, 상기한 흡착러버(31)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수직실린더(35)와, 상
기한 수직실린더(35) 및 흡착러버(31)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수평실린더(36)와, 상기한 흡착러버(31)로 흡
착한 마킹불량의 자재(100)를 안착시키는 보트(80)와, 상기한 보트(80)가 안착되는 보트안착블럭(37)과, 
상기한 보트안착블럭(37)을 좌우로 슬라이딩시키는 볼스크류(BS) 및 스텝모터(SM)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23과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자재배출부의 언로딩푸시로드 구조를 나타낸 평면도와 정면도이고, 도 
25는 도 24의 Ⅴ-Ⅴ선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마킹 완료된 자재(100)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80)의 
후단부를 밀어서 매거진(MG)에 순차적으로 적층시키는 언로딩푸시로드(70)의 구성은, 자재(100)가 안착되
어 있는 보트(80)를 이송시키는 이송수단과, 상기한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된 보트(80)의 후단을 밀어서 
매거진(MG)에 순차적으로 적층시키는 푸시바(71)와, 상기한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80)가 상기한 
푸시바(71)의 하부로 이송될 때 푸시바(71)의 하단에 걸리지 않도록 상기한 푸시바(71)의 하단을 상부로 
회동되도록 한 고정축(75)과, 상기한 푸시바(71)의 하단이 상부로 회동되도록 상기한 푸시바(71)의 상부
가 축(74) 결합된 연결바(72)와, 상기한 연결바(72)를 좌우로 작동시켜 상기한 푸시바(71)로 보트(80)의 
후단부를 밀도록 하는 리니어모터(73)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이송수단은 모터에 의해 구동하는 이송체인(26)을 보트(80)의 양측 하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이송시킬 수 있고, 상기한 이송체인(26) 대신에 이송벨트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26과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다수개의 자재가 안착되는 보트의 평면도와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
이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제공되는 자재(100)에 마킹을 하기 위하여 상기한 자재(100)를 동일한 간격의 
피치(p)를 유지하면서 안착시켜 공급 및 이송하는 보트(80)의 구성은, 몸체(81)의 일직선상에 동일한 피
치(p)를 유지하는 다수개의 안착공(82)이 형성되고, 상기한 안착공(82)에는 각각 자재(100)를 안착시킬 

25-4

1019970025115



수 있도록 안착공(82)의  각 모서리부에 내측으로 걸림턱(83)을  형성하며,  상기한 안착공(82)의 걸림턱
(83)에 의해 안착된 자재(100)가 이탈되는 방지하도록 상기한 안착공(82)의 각 모서리부에는 상부로 돌출
턱(84)을 형성하여서 된 것이다.

상기한 몸체(81)의 선단 모서리부는 모따기(81a)하여 후단의 모서리부와 구분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보
트(80)가 공급될 때 상기 모따기(81a)를 감지하는 센서(25)에 의해 보트(80)의 공급방향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도 28a와 도 28b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다이의 작동상태를 타나낸 정면도이고,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다이의 구성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마킹장치를 작동 중에 자재(100)가 걸리거나, 마
킹부(F)에 잉크를 교체하는 등의 이유로 정비를 할 때,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설
치된 받침다이(91)의 구성은, 저면에 바퀴(92)가 설치되어 마킹장치의 저면으로 슬라이딩되는 바닥판(9
4)과, 상기한 바닥판(94)이 마킹장치의 저면으로 슬라이딩 될 때 이를 안내하는 가이드레일(93)과, 상기
한 가이드레일(93)에 안내되어 바닥판(94)이 마킹장치의 외부로 슬라이딩되면 더 이상 슬라이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바닥판(94)의 상면 후단에 형성된 걸림턱(95)과, 상기한 바닥판(94)의 상부에 설치되어 높이 
조절되는 받침판(96)과, 상기한 받침판(96)이 높이 조절되도록 받침판(96)의 저면에 일측이 힌지(98) 결
합되고, 타측은 바닥판(94)의 상부에 힌지(98) 결합된 작동링크(97)와, 상기한 작동링크(97)에 의해 받침
판(96)이 일정 높이로 위치되면, 상기 작동링크(97)를 고정하는 고정구(99)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동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낱개의 유니트 단위로 공급되는 자재(100)를 스트립 단위로 공급시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상기한 자재(100)를 동일한 간격의 피치(p)를 유지하면서 안착시킬 수 있는 보트(80)에 상기한 자재
(100)를 안착시켜 마킹공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재(100)가 안착된 보트(80)를 매거진(MG)에 적층시켜 상기한 보트(80)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상기한 보트(80)가 적층된 매거진(MG)은 자재공급부(A)의 상부베이스플레이트(11)에 안착시키면 
상기한 상부베이스플레이트(11)의 양측에 설치된 제1벨트(11a)가 구동되어 최선단에 위치한 하나의 매거
진이 로딩엘리베이터(13)로  이송된다.  이때,  로딩엘리베이터(13)로  이송되는 매거진(MG)을  센서(15')가 
감지하여 스톱퍼(15)를 상승시킴으로서 그 후단에 위치한 매거진(MG)은 상기한 스톱퍼(15)에 의해 정지되
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로딩엘리베이터(13)로 이송된 매거진(MG)은 상기한 로딩엘리베이터(13)가 스텝모터(SM)와 볼스
크류(BS)에 의해 상하로 이동되면서 슬라이딩되는 로딩푸시로드(16)로 상기한 보트(80)의 후단부를 밀어
서 보트이송부(B)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매거진(MG)에서 보트(80)가 모두 공급되면 상기한 빈 매거진(MG)은 로딩엘리베이터(13)의 제3벨
트(13a)가 구동되어 하부베이스플레이트(12)로 이송되고, 이와같이 이송된 매거진(MG)은 하부베이스플레
이트(12)의 제2벨트(12a)의 구동에 의해 언로딩엘리베이터(14)로 이송되는 것이다. 상기한 언로딩엘리베
이터(14)까지 이송된 매거진(MG)은 언로딩엘리베이터(14)의 제4벨트(14a)의 구동으로 상부베이스플레이트
(11)로 이송완료되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반복에 의해 매거진(MG)에 적층된 보트(80)가 모두 
배출되고 빈 매거진(MG) 만이 상기한 상부베이스플레이트(11)에 안착되어 있으면 보트(80)가 적층된 매거
진(MG)을 교체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공급되는 보트(80)는 보트이송부(B)에 의해 보트(80)가 한 피치(p)씩 이송되는 것으로, 상기한 
보트(80)의 몸체(81)는 선단과 후단이 각각 다른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서, 즉 상기한 몸체(81)의 
선단 모서리부에 모따기(81a)되어 있음으로서 공급되는 보트(80)의 진행방향을 센서(25)에서 감지하여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보트이송부(B)로 공급되어 이송되는 보트(80)의 양측부는 가이드레일(21)에 안내되면서 이송벨
트(22)에 의해 이송되는 것이다. 이때, 이송벨트(22)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80)는 스톱퍼(24)에 의해 한 
피치(p) 만큼씩 이송되는 것으로, 이와같이 보트(80)를 한 피치(p)씩 이송시키는 것은 이송벨트(22)에 의
해 이송되는 보트(80) 보다 상기한 스톱퍼(24)가 한 피치(p) 먼저 이송되어 정지되어 이송되는 보트(80)
를 한 피치(p)씩 정지시키면서 이송시키는 것이다.

상기한 보트이송부(B)에 의해 한 피치(p)씩 이송되어 정지되는 보트(80)에서 자재(100)를 순차적으로 흡
착이송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자재(100)를  흡착이송하는  흡착이송부(C)는  실린더(32)에  의해 흡착러버
(31)가 자재(100)의 상면으로 위치되도록 하강되어 자재(100)의 상면을 흡착하면 상기한 흡착러버(31)는 
실린더(32)에 의해 다시 상승되고, 이와같은 상태에서 스텝모터(SM)와 볼스크류(BS)에 의해 상기한 실린
더(32) 및 자재(100)를 흡착하고 있는 흡착러버(31)가 안착다이(33)로 이송되어 이 안착다이(33)에 흡착
하고 있는 자재(100)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안착다이(33)에 자재(100)가 안착되면, 상기한 자재(100)는 제1회전이송부(D)에 의해 180°회전 
이송되어 로타리 테이블(40)의 안착홈(42)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상기한 자재(100)를 180°회전 이송시키
기 위해서는 제1회전이송부(D)의 흡착러버(31)로 상기한 자재(100)의 상면을 흡착하면, 회전아암(34)이 
스텝모터(SM)에 의해 180°회전되면서 상기한 자재(100)의 배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로타리 테이블(40)의 
안착홈(42)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로타리 테이블(40)의 안착홈(42)에 자재(100)가 안착되면, 상기한 로타리 테이블(40)은 분할 회
전되면서 안착홈(42)에 안착된 자재(100)를 마킹부(F)의 저부에 위치시켜 마킹을 하는 것이고, 이와같이 
자재(100)의 배면에 마킹을 한 다음에는 상기한 로타리 테이블(40)이 다시 분할 회전되어 검사부(G)에서 
마킹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사부(G)는 비젼시스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재(100)의 배면에 마킹 및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분할 회전되는 로타리 테이블(40)의 오차는 
오차보벙장치(45)에서 보정하는 것으로, 실린더(47)에 의해 상승하는 홀더(46)가 플레이트(41)에 형성된 
홈(64a)에 삽입되어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한 홀더(46) 및 홈(64a)에는 서로 대응하는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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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 형성되어 있음으로서 정확하게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한  마킹부(F)의  마킹패드(51)는  크리닝테이프(52)로  크리닝하는  것으로,  상기 크리닝테이프
(52)는 양측에 설치된 보빈(53)에 감겨져 있고, 이 보빈(53)은 모터(54)에 의해 회전되는 것으로, 보빈
(53)에  감겨진  크리닝테이프(52)가  다른쪽의  보빈(53)으로  감겨지면서  마킹패드(51)를  크리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크리닝테이프(52)는 한쪽의 보빈(53)으로 감았다 다른 쪽의 보빈(53)으로 감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상기한 크리닝테이프(52)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한 마킹부(F)에 잉크나 마킹패드(51) 또는 크리닝테이프(52) 등을 교체할 때 상기한 검사부(G)의 라
이트(61)를 회전실 수 있음으로서 그 작업이 용이한 것으로, 이와같이 라이트(61)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상기한 라이트(61)가 연결된 제1연결바(64)를 중심축(66)을 지점으로 제2연결바(65)에서 회동시키는 것이
다. 이와같이 회동된 제1연결바(64)에 형성된 홈(64a)과 제2연결바(65)에 설치된 볼(65a)에 의해 고정되
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로타리 테이블(40)이 분할 회전되면서 마킹부(F)에서 마킹을 하고, 마킹 상태를 검사부(G)에
서 검사된 자재(100)는 제2회전이송부(E)에 의해 보트 이송부(B)에서 한 피치(p) 씩 이송되고 있는 보트
(80)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제2회전이송부의 작동은 제1회전이송부(D)의 작동과 동일함으로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이와같이 제2회전이송부(E)에 의해 마킹 및 검사가 완료된 자재(100)가 보트(80)에 안착되면, 상기한 보
트(80)에 안착된 자재(100) 중에서 마킹 불량이 발생된 자재(100)는 불량자재배출부(I)의 흡착러버(31)로 
그 상면을 흡착하여 보트안착블럭(37)에 안착되어 있는 빈 보트(80)에 상기한 마킹 불량의 자재(100)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때, 흡착러버(31)로 마킹 불량의 자재(100)를 흡착하거나, 빈 보트(80)에 안착시키
기 위해서는 수직실린더(35)에 의해 상하로 작동되는 것이고, 상기한 흡착러버(31)로 흡착한 자재(100)를 
좌우로 이송시키는 것은 수평실린더(36)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또한, 마킹 불량의 자재(100)를 안착시
키는 빈 보트(80)는 보트안착블럭(37)에 안착되어 이 보트안착블럭(37)이 볼스크류(BS)와 스텝모터(SM)에 
의해 이송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마킹 불량의 자재(100)가 배출되고 정확하게 마킹된 자재(100) 만이 안착되어 있는 보트(80)는 
건조부(H)로  이송시켜  큐어(Qure)시키는  것으로,  상기한  건조부(H)는  보트(80)를  이송시키는 이송체인
(26)에 의해 상기한 보트(80)가 이송되고, 이송되는 보트(80)의 하부에 위치하는 UV램프(27)에 의해 큐어
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큐어가 완료되면 자재배출부(J)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자재배출부(J)는 상기한 자재공급
부(A)의 동작과 동일하나, 로딩엘리베이터(13)에 안착되는 매거진(MG)을 빈 매거진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빈 매거진(MG)에 상기한 보트(80)를 적층시키도록 언로딩푸시로드(70)로 상기한 보트(80)의 후단부를 
밀어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기한 언로딩푸시로드(70)로 보트(80)의 후단부를 밀어주기 위해서 상기한 보트(80)가 푸시바
(71)의 하부를 통과하여 그 선단에 위치하면 푸시바(71)는 연결바(72)에 의해 슬라이딩되면서 보트(80)의 
후단을 밀어서 빈 매거진(MG)에 적층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보트(80)의 후단을 밀어서 빈 매거진(MG)에 
적층시킨 푸시바(71)는 다시 원위치로 슬라이딩되는 데, 이때 상기한 푸시바(71)의 하단은 고정축(75)에 
걸려 그 하단이 상부로 회동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서 이송되는 보트(80)가 상기한 푸시바(71)의 하
부로 이송되어 푸시바(71)의 선단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동작으로 진행되는 마킹장치는 작동 중에 자재(100)가 걸리거나, 마킹부(F)에 잉크를 교체하
는 등의 이유로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 정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기한 마킹장치의 저부로 슬라이딩되는 받침다이(91)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받침다이(91)는 평상시
에는 마킹장치의 저부로 슬라이딩되고, 정비를 필요시 상기한 받침다이(91)를 마킹장치의 정면으로 슬라
이딩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받침다이(91)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판(94)의 저면에 설치된 바퀴(92)에 의해 마킹장치의 정
면으로 슬라이딩되는데, 이때, 상기한 바닥판(94)의 양측은 가이드레일(93)에 안내되고, 마킹장치의 정면
으로 완전히 슬라이딩되면 걸림턱(95)에 의해 상기한 바닥판(94)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
이 바닥판(94)이 마킹장치의 정면으로 슬라이딩되면 작동링크(97)에 힌지(98)로 결합된 받침판(96)을 상
부로 올려 일정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상기한 받침판(96)이 상부로 올려지면 고정구(9)에 의해 상기한 
작동링크(97)가 더 이상 회동되지 않고, 상기한 받침판(96)을 고정 및 지지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장치에 의하면, 낱개의 유니트 단위
로 공급되는 자재에 몰딩 성형한 후, 그 표면에 문자 및 기호를 안내하는 마킹공정시 자재의 공급, 이송, 
마킹, 검사 및 배출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 함으로서 마킹 불량을 방지하고,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몰드 성형된 다수개의 자재를 보트(Boat)에 안착시켜 이 보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자재공급부와, 상기
한 자재공급부에서 공급된 보트를 이송시켜 상기 보트에 안착된 자재를 한 피치씩 이송시키는 보트이송부
와, 상기한 보트이송부에 의해 한 피치씩 이송되는 자재의 상면을 흡착하여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는 흡착
이송부와, 상기한 흡착이송부에 의해 이송된 자재의 배면에 마킹을 하도록 상기한 자재를 180°회전 이송
시켜 분할 회전되는 로타리 테이블에 안착시키는 제1회전이송부와, 상기한 제1회전이송부재 의해 이송되
어 로타리 테이블에 안착된 자재의 배면에 마킹하는 마킹부와, 상기한 마킹부에서 마킹된 상태를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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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사부와, 상기한 검사부에서 검사 완료된 자재를 180°회전이송시켜 보트이송부재에서 이송되고 있는 
보트에 안착시키는 제2회전이송부와, 상기한 제2회전이송부에 의해 마킹된 자재가 보트에 안착되면 이 안
착된 자재 중에서 마킹불량의 자재를 흡착이송하여 배출하는 불량자재배출부와, 마킹 완료된 자재가 안착
되어 있는 보트를 이송시켜 자재의 마킹부위를 큐어(Qure)시키는 건조부와, 상기한 건조부를 통과한 보트
를 이송시켜 마킹 완료된 자재를 배출시키는 자재배출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자재공급부 및 자재배출부는 다수개의 자재가 안착된 보트를 적층시킬 수 있
는 매거진이 안착되고, 양측에는 제1벨트가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상부베이스플레이트와, 상기한 상부베이
스플레이트의 하부에 위치하고, 양측에는 제2벨트가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하부베이스플레이트와, 상기한 
상.하부베이스플레이트의 선단과 후단에 각각 위치하여 상,하부베이스플레이트의 사이를 상하 이동하고, 
양측에는 각각 제3벨트와 제4벨트를 설치하되, 이 제3벨트와 제4벨트는 상기한 제1,제2벨트에 안쪽에 위
치되어 상기 제1,2벨트의 선단과 후단으로 각각 연장되는 로딩엘리베이터 및 언로딩엘리베이터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한 상부베이스플레이트의 선단부에는 스톱퍼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한 자재공급부에는 로딩엘리베이터의 후단에 위치하여 슬라이딩되
는 로딩푸시로드를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보트이송부는 공급되는 보트의 양측부를 가이드하는 두개의 가이드레일과, 상
기한 가이드레일의 안쪽에 각각 설치되고, 스텝모터에 의해 구동하여 상기한 보트를 이송시키는 이송벨트
와, 상기한 이송벨트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가 한 피치 만큼 이송되면 이를 정지시키도록 스텝모터에 의해 
구동하는 볼스크류에 설치되어 상기한 이송벨트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 보다 먼저 한 피치 만큼 이송되는 
스톱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한 보트이송부의 선단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이 센서에 의해 공급되는 보트의 진
행방향을 감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7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한 가이드레일의 안쪽에 각각 설치된 이송벨트는 스플라인축으로 결합되어 동시
에 구동되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8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한 두개의 가이드레일은 그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볼스크류가 설치되고, 이 볼
스크류의 끝단에 손잡이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건조부는 마킹이 완료된 자재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가 이송될 수 있도록 상기
한 보트의 양측 하부면이 안착되도록 각각 이송체인이 설치되어 스텝모터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한 보트
가 이송되는 하부에는 UV 램프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흡착이송부는 보트에 안착되어 있는 자재의 상면을 배큠에 의해 흡착하는 흡
착러버와, 상기한 흡착러버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실린더와, 상기한 실린더 및 흡착러버를 좌우로 이동시
키는 볼스크류 및 스텝모터와, 상기한 흡착러버로 흡착한 자재를 안착시켜 놓는 안착다이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한 흡착러버 및 실린더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두 개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제1,2회전이송부는 배큠에 의해 자재의 상면을 흡착하는 흡착러버와, 상기한 
흡착러버를 180°회전 이송시키는 회전아암과, 상기한 회전아암을 180°회전시키는 스텝모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로타리 테이블은 자재가 안착될 수 있는 안착홈이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
치에 각각 형성된 플레이트와, 상기한 플레이트를 분할 회전시키는 스텝모터와, 상기한 스텝모터의 회전
을 상기한 플레이트로 전달하는 기어박스과, 상기한 플레이트의 분할 회전시 오차를 보정하는 오차보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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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한 오차분할장치는 플레이트의 저면에 원주방향으로 4등분된 위치에 각각 홀을 
형성하고, 이 홀의 하부에 실린더에 의해 상하로 작동하는 홀더를 살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
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5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한 홀을 플레이트의 저면에서 상부로 직경이 좁아지는 테이퍼로 형성되고, 이 
홀에 삽입되는 홀더는 상기한 홀에 형성된 테이퍼와 대응하는 테이퍼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마킹부는 자재의 배면에 마킹을 실시하는 마킹패드와, 상기한 마킹패드를 크
리닝하는 크리닝테이프와, 상기한 크리닝테이프가 양측으로 각각 감겨진 보빈과, 상기한 각각의 보빈을 
회전시키는 모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한 마킹부는 분할 회전되는 로타리 테이블의 원주방향으로 4등분 
된 위치에 형성된 안착홈의 한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
(Marking)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검사부는 분할 회전하는 로타리 테이블에 의해 마킹된 자재가 위치하는 상부
에 설치된 라이트와, 상기한 라이트의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한 라이트 및 카메라가 수직이동 되
도록 볼스크류가 설치된 지지대와, 상기한 라이트를 지지대에 연결하는 제1,2연결바와, 상기한 라이트를 
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제2연결바를 결합하는 중심축과, 상기 중심축을 지점으로 상기한 랄이트가 회동
되면 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한 고정수단은 제1연결바에 반구형상의 홈을 다수개 형성하고, 제2연결바에는 
상기한 홈과 대응하는 위치에 스프링에 의해 탄력지게 볼을 설치한 것으로, 상기한 볼이 홈에 결합되어 
제1연결바와 제2연결바가 회동된 후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
치.

청구항 20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한 홈과 볼은 제1,2 연결바를 결합하고 있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원 상
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한 검사부는 로타리 테이블이 분할 회전되어 마킹부에서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로타리 테이블이 분할 회전되는 위치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불량자재배출부는 마킹이 완료된 자재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에서 마킹 불량이 
발생된 자재의 상면을 배큠에 의해 흡착하는 흡착러베와, 상기한 흡착러버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수직실린
더와, 상기한 수직실린더 및 흡착러버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수평실린더와, 상기한 흡착러버로 흡착한 마
킹불량의 자재를 안착시키는 보트와, 상기한 보트가 안착되는 보트안착블럭와, 상기한 보트안착블럭을 좌
우로 슬라이딩시키는 볼스크류 및 스텝모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
(Marking)장치.

청구항 2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자재배출부는 자재가 안착되어 있는 보트를 이송시키는 이송체인과, 상기한 
이송체인에 의해 이송된 보트의 후단을 밀어서 매거진에 순차적으로 적층시키는 푸시바와, 상기한 이송체
인에 의해 이송되는 보트가 상기한 푸시바의 하부로 이송될 때 푸시바의 하단에 걸리지 않도록 상기한 푸
시바의 하단을 상부로 회동되도록 한 고정축과, 상기한 푸시바의 하단이 상부로 회동되도록 상기한 푸시
바의 상부가 축 결합된 연결바와, 상기한 연결바를 좌우로 작동시켜 상기한 푸시바로 보트의 후단부를 밀
도록 하는 리니어모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보트는 몸체의 일직선상에 동일한 피치를 유지하는 다수개의 안착공이 형성되
고, 상기한 안착공에는 각각 자재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안착공의 각 모서리부에 내측으로 걸림턱을 형성
하며, 상기한 안착공의 걸림턱에 의해 안착된 자재가 이탈되는 방지하도록 상기한 안착공의 각 모서리부
에는 상부로 돌출턱을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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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한 보트의 몸체 선단에는 모서리부를 모따기하여 후단의 모서리부와 구분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청구항 26 

청구항 1에 있어서, 저면에 바퀴가 설치되어 마킹장치의 저면으로 슬라이딩되는 바닥판과, 상기한 바닥판
이 마킹장치의 저면으로 슬라이딩 될 때 이를 안내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한 가이드레일에 안내되어 바
닥판이 마킹장치의 외부로 슬라이딩되면 더 이상 슬라이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바닥판의 상면 후단에 형
성된 걸림턱과, 상기한 바닥판의 상부에 설치되어 높이 조절되는 받침판과, 상기한 받침판이 높이 조절되
도록 받침판의 저면에 일측이 힌지 결합되고, 타측은 바닥판의 상부에 힌지 결합된 작동링크와, 상기한 
작동링크에 의해 받침판이 일정 높이로 위치되면, 상기 작동링크를 고정하는 고정구로 이루어지는 받침다
이를 더 포함하여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용 마킹(Marking)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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