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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반도체 웨이퍼(1)의 표면의 복수의 반도체 칩(11)을 위한 전

자 회로를 형성하는 단계; 도금(plating) 방법에 의해, 전자 회로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1)의 회로-제공 표면(circuit-

provided surface)(111) 상에 각각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단(upper end) 및 높이를 갖는 실질적으로 칼럼 형상의 범프(2)

를 형성하는 단계; 반도체 웨이퍼(1)의 표면 위에 각 범프(2)의 높이보다 큰 두께 및 단일 스루-홀(through-hole)(6a)을

갖는 금속 마스크(6)를 배치함으로써, 범프(2)의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단을 포함하여 범프(2)를 캡슐화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1)의 표면, 및 반도체 웨이퍼(1)의 표면 상에 형성된 전자 회로를 수지 실란트(40)로 스크린-프린팅하여, 실란트층

(4)을 형성하는 단계; 실란트층(4)을 경화시키는 단계; 범프(2)의 상단이 노출될 때까지 아래로 경화된 실란트층(4)을 연

마(grinding)하는 단계; 집적 유닛으로서의 웨이퍼(1)와 실란트층(4)을 개별적인 반도체 칩으로 다이싱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스크린 프린팅 수단을 사용하여 수지로 웨이퍼의 전체 표면을 캡슐화하여, 장비 비용이 몰드를 사용하는 종래 방법들

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반도체 패키지들의 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들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의 실시예에서 웨이퍼 상에 형성되는 전자 회로들을 개략적

으로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웨이퍼의 회로-형성측 상에 형성되는 범프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5는 스크린 프린팅 수단을 사용하여 실란트를 강제로 채움으로써 형성되는 실란트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

도.

도 6은 도 4에 나타낸 웨이퍼 상에 경화된 실란트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7은 표면이 접지된 도 6에 도시된 실란트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8은 도 7에 나타낸 범프들의 상단 표면에 놓여서 용접된 솔더 볼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9는 개별적인 반도체 칩들로 하나씩 절단되는 통합된 웨이퍼 및 실란트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생산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반도체 패키지들의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시도.

도 11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반도체 패키지의 생산 코스에서, 웨이퍼의 회로-형성 표면상에 범프들을 가진 웨이퍼

위로 실란트를 공급하고 스크린 프린팅 수단에 의해 웨이퍼 상에 실란트를 강제로 펼침으로써 형성되는 실란트층을 개략

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도 12a는 도 11에서 점선 원 X로 둘러싸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확대도.

도 12b는 금속 마스크를 제거(release)한 후 웨이퍼의 한 끝에 존재하는 실란트층의 일부의 단면 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

내는 수직 단면도.

도 13은 도 11의 웨이퍼 상에 경화된 실란트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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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접지된 도 13의 실란트층의 표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칩-사이즈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휴대 전화, 노트북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 전자 개인용 데이터 북, 등과 같은 전자 장비의 최근의 발전에 비추어, 그러한 전

자 장비에 유용한 고 밀도, 소형, 박형의 반도체 패키지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가 개발되어 있다. 예로는 LSI-탑재 탭, 테이프 캐리어, 플라

스틱 리디드 칩 캐리어(PLCC), 볼 그리드 어레이(BGA), 칩-사이즈 패키지(CSP), 플립 칩 등을 들 수 있다. 이 반도체 패

키지들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나 생산성 및 탑재 신뢰도(mounting reliability)에 결함이 있다.

생산성 및 탑재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기 반도체 패키지들 중에 칩-사이즈 반도체 패키지의 생산을 위한 방법들이 제

안되어 있다(일본특허출원공개번호 79362/1998). 제안된 방법들에 따르면, 복수의 반도체 칩들을 위한 전자 회로들은 웨

이퍼 상에 형성되고 범프들이 상기 반도체 칩들 상에 제공된다. 그 다음에, 웨이퍼가 몰드 캐비티(mold cavity) 내에 놓인

후, 수지가 소위 이송-몰딩(transfer-molding)에 의해 범프들을 캡슐화하기 위하여 범프들 주위 공간으로 공급된다. 그

후 수지층으로 덮인 적어도 범프들의 끝들(tips)이 수지층의 표면에 노출된다. 끝으로, 그 위에 형성된 수지층을 포함하는

웨이퍼가 반도체 패키지를 얻기 위해 개별적인 반도체 칩들로 절단된다.

반도체 패키지들을 생산하기 위한 이전의 종래 방법들에 따르면, 인쇄 회로 보드 상에 반도체 패키지를 탑재하기 전에 웨

이퍼의 범프-배열 표면상에 수지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 방법들에서는, 탑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드 상에 반

도체 칩들을 탑재한 후에 반도체 칩들과 인쇄 회로 보드간의 좁은 공간으로 캡슐 수지를 채우는 단계가 필요 없다. 수지로

웨이퍼를 캡슐화하므로, 이 방법들은 수지로 개별적인 반도체 패키지들을 캡슐화하는 것보다 보다 높은 생산성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방법들은 몰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적으로 장비 면에

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캡슐화 단계 및 열-경화 단계가 몰드 내에서 이 순서로 수행되므로, 웨이퍼가 보다 긴 시

간 동안 몰드 내에 갇히게 되어, 생산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1mm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수지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장비 투자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며,

1mm 이하의 두께를 갖는 수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은 이어지는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복수의 반도체 칩을 위한 전자 회로를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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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plating) 방법에 의해, 전자 회로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제공 표면(circuit-provided surface) 상에 각각 실질

적으로 평탄한 상단(upper end) 및 높이를 갖는 실질적으로 칼럼 형상의 범프를 형성하는 단계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위에 각 범프의 높이보다 큰 두께 및 단일 스루-홀(through-hole)을 갖는 금속 마스크를 배치함으

로써, 범프의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단을 포함하여 범프를 캡슐화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및 반도체 웨이퍼의 표

면 상에 형성된 전자 회로를 수지 실란트로 스크린-프린팅하는 단계

- 여기서, 이러한 스크린-프린팅에 의해 실란트층이 형성되고 - 와,

실란트층을 경화시키는 단계와,

범프의 상단이 노출될 때까지 아래로 경화된 실란트층을 연마(grinding)하는 단계와,

집적 유닛으로서의 웨이퍼와 실란트층을 개별적인 반도체 칩으로 다이싱(dic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이 제공된다.

이어서,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2개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그러나, 실시

예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3-9는 도 2에 도시된 방법의 각 단계들을 개략적으로 나타

낸다.

도 1은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계별로 실행되는 생산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반도체 패키지(10)의 일 예를 나타내는 사

시도이다.

먼저, 도 1을 참조하여, 반도체 패키지(10)의 구조를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반도체 패키지(10)는 반도체 칩(11), 전극으

로 작용하는 범프들(2), 범프들(2)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이를 갖는 실란트층(4) 및 범프들의 상단 표면에 용접되는 솔더

볼들(3)을 포함한다. 즉 반도체 패키지(10)가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갖는다.

상기한 구조를 갖는 반도체 패키지(10)는 반도체 칩(11)과 실질적으로 크기가 같은, 소위 칩-사이즈 패키지 구조이다. 이

구조로 인하여, 본 발명 방법에 의해 생산된 반도체 패키지는 최근에 요구되는 바와 같은 축소형 반도체 패키지

(miniaturized semiconductor packages)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반도체 패키지(10)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도 2-9를 참조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반도체 패키지(10)는 도 2에 나타낸 단

계들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된다.

도 2에서 전자 회로들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복수의 반도체 칩들(11), 예를 들어 수백 개의 반도체 칩들에 상응하는

전자 회로들(도시하지 않음)이,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등으로 만들어진 웨이퍼(1) 상에 형성된다. 엑시머 레이저

를 조사(application)하는 것과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해 전자 회로들이 형성된다.

전자 회로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한 후에, 웨이퍼(1)에 범프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범프들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특정 높이의 기둥(pillar)-형태 범프들(2)이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로가 제공된 웨이퍼 표면(111) 상에 제공

된다. 범프들(2)은 도금 방법(plating method)과 같은, 플립 칩 등을 위해 종래 사용된 범프-형성 기술에 의해 형성된다.

범프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한 후, 웨이퍼(1)에 캡슐틀(encapsulation)을 프린팅하는 단계가 수행된다. 캡슐화틀

(encapsulation)을 프린팅하는 단계에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범프들(2) 보다 큰 두께 또는 높이를 갖는 실란트층(4)

을 웨이퍼(1)의 전체 회로-형성 표면상에 형성하기 위하여 스크린 프린팅에 의하여 점성액 실란트(40)를 강제로 채워 넣

는다. 보다 특정하여 설명하면, 금속 마스크(6) 및 웨이퍼(1)가 적절하게 위치를 잡으면, 특정량의 실란트(40)가 금속 마스

크(6)의 특정 부위 상으로 공급되고, 스퀴즈(5)의 왕복 운동에 의해 금속 마스크(6)의 스루-홀(6a) 속에 강제로 채워진다.

실란트를 채운 후, 금속 마스크(6)가 실란트층(4)으로부터 제거된다. 스루-홀(6a)의 직경은 웨이퍼의 직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대략 1 내지 대략 10mm만큼 작다. 실란트(40)로서 유용한 바람직한 실링 물질들은 웨이퍼(1)에 대한

부착성이 우수하고, 경화시 수축률이 낮고, 경화 후 잔존 스트레스가 낮으며, 열팽창 계수가 낮고, 흡수율이 낮고 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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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점성액이다. 그러한 물성들을 갖는 에폭시 수지 조성물(epoxy resin composition)은 실란트(40)로서 적합하다. 특

정 예로서는 NPR-780 및 NPR-785(Japan Rec 사의 제품의 상표명임)와 같은, 조성물 대해 60 내지 95 중량%의 에폭시

수지 및 실리카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실란트(40)를 금속 마스크(6)의 스루-홀(6a) 내로 강제로 채워 넣을 때 실

란트(40) 내에 공기가 포함될 수도 있다. 진공 분위기 하에서, 바람직하게는, 스퀴즈의 전방향 운동 기간과 후방향 운동 기

간간의 동일한 정도의 진공 하에서, 스크린 프린팅 수단에 의해 캡슐화함으로써 공기가 포함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전방향 운동은 10 Torr 이하이고 후방향 운동은 50 내지 150 Torr 하에서) 스퀴즈의 전방향 운동 기간

과 후방향 운동 기간간에 진공도가 변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대략 50㎛의 최소 두께로 실란트층이 얇아질

수 있도록, 캡슐화를 위해 프린팅 수단이 사용된다. 필요한 경우, 대략 2mm 두께로 두꺼운 층이 형성될 수 있다.

캡슐을 프린팅하는 단계를 수행한 후, 웨이퍼(1)에 대해 실란트층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수행한다. 실란트층을 경화시키는

단계에서, 실란트층을 가진 웨이퍼(1)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란트층을 경화하기 위하여 공지의 가열로(heating

furnace) 내에 놓인다.

실란트층을 경화하는 단계를 실행한 후, 웨이퍼(1)에 대해 범프들을 노출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범프들을 노출시키는 단계

에서, 범프(2)의 상단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마기(grinder)(7)로 실란트층(4)의 표면을 연마한

다.

범프들을 노출하는 단계를 실행한 후, 웨이퍼(1)에 대해 솔더 볼들을 용접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솔더 볼들을 용접하는 단

계에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볼 탑재기(ball mounter)에 의해 인쇄 회로 보드에 본딩되기 위한 솔더 볼들(3)이

범프들의 노출된 상단 표면상에 놓여 거기에서 용접된다. 솔더 볼들(3)은 이송 방법(transfer method)과 같은 종래의 범

프-형성 기술에 의해 범프들에 용접될 수 있다.

끝으로 솔더 볼들을 용접하는 단계를 실행한 후에, 웨이퍼(1)에 대해 다이싱 단계(dicing step)가 수행된다. 다이싱 단계에

서, 통합된 웨이퍼(1) 및 실란트층(4)은 알려진 다이서(8)에 의해 개별적인 칩들(11)로 다이싱되어, 다수의 칩-사이즈 반

도체 패키지(10)를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다음에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생산 방법에 의해 생산된 반도체 패키지의 다른 예를 개략적

으로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반도체 패키지(100)는, 캡슐화틀(encapsulation)을 프린팅하는 단계, 실란트

층을 경화하는 단계, 범프들을 노출시키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1의 반도체 패키지(10)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 2의 단계들을 실행함으로써 생산된다. 도 11 내지 도 13은 제2 실시예에서 다른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되었다.

먼저,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100)를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반도체 패키지(100)는 제1 실시예의 반도체

패키지(10)에 제공되어 있는 반도체 칩(11), 범프들(2), 실란트층(400), 솔더 볼들(3)을 포함한다. 그러나, 반도체 패키지

(10)와 달리, 실란트층(400)의 상단 표면은 평탄하지 않게 연장되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범프(2)를 경사져

둘러싸는 방식으로 범프(2)를 덮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반도체 패키지(100)는 실란트층(400)에 의해 범프들(2)이 강

화되고 칩(11)의 회로-형성 표면(111)이 실란트층(400)에 의해 덮이고 보호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패키지(100)는

도 1에 도시된 제1 실시예의 반도체 패키지(10)와 동일한 탑재 신뢰도를 갖는다.

반도체 패키지(100)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에 설명한다. 반도체 패키지(100)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회로들을 형성하는 단계와 범프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이 초기에 수행되고, 이어서 웨이퍼의 표면

을 캡슐화하는 단계가 수행된다. 전자 회로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범프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

키지(10)를 생산하는데 실행되는 단계들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단계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고무(rubber)와 같은 탄성재로 된 스퀴즈(squeegee)(5)가 제2 실시예의 캡슐화틀을 프린트하는 단계에서 금속 마스

크(6)의 스루-홀(6a)로 실란트(40)를 강제로 채우기 위하여 수직으로 잡아당겨지거나 수축된다. 그런 다음 실란트(40)는

개별적으로 경사져 둘러 싸여있는 범프들(2)을 가진 요철의 실란트층(400)을 형성하도록 긁어진다(rake out). 보다 특정

하여 설명하면, 초기 위치(도 11의 L1)의 스퀴즈(5)는 금속 마스크(6)의 상부 표면에 대하여 강하게 압력을 가하도록 수축

된다. 그런 다음 스퀴즈(5)는 스루-홀(6a)로 실란트(40)를 강제로 채우도록 진행되고 그 다음 실란트층(400)의 경사진 부

분에 의해 각 범프(2)가 둘러싸이도록 실란트(40)를 긁기 위하여 스퀴즈(5)가 아래로 잡아당겨진다. 범프들(2)이 없는 위

치(도 11의 L2)에서, 연장된 스퀴즈(5)는 실란트층(400)이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요철이 되도록 실란트층(400)을 부

분적으로 긁는다(scrape out). 범프(2) 상의 위치(도 11의 L3)에서, 스퀴즈(5)는 그의 최상부에 대하여 수축된다. 범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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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최상부에 얇은 층의 실란트(40)를 형성한 후, 스퀴즈(5)가 범프(2)를 지나서 앞으로 이동한다. 스퀴즈(5)의 끝의 형

상은, 범프들(2)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쉽게 수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사면을 가

진다. 도 12a는 도 11에서 점선 원 X로 둘러싸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확대도이다. 예를 들어, 만일 도 12a에서 범

프들(2)의 높이(H1)가 130㎛이면, 범프들(2)의 상부 표면상의 실란트층(400)의 두께(H2)는 대략 20㎛이고 범프들(2)이

없는 위치에서의 실란트층(400)의 두께(H3)는 대략 50㎛일 수 있다. 웨이퍼(1)의 한 끝에서 실란트층(400)의 일부의 단면

형상이 범프들(2)간의 실란트층(400)의 단면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 마스크(6)와 웨

이퍼(1)는 범프들(2)의 상단보다 낮은 레벨에 금속 마스크(6)의 상부 표면이 있도록 수직 위치가 조정된다. 도 12b는 금속

마스크(6)를 제거한 후 웨이퍼(1)의 한 끝에서 실란트층(400)의 일부의 단면 형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수직 단면도이

다. 금속 마스크(6)의 상부 표면이 범프들(2)의 최상부보다 낮은 레벨이 될 때, 금속 마스크(6)의 한끝에서의 실란트층 부

분(400a)이 평평하게 되어 범프들(2)간의 실란트층 부분(400b)과 두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실질적

으로 동일한 단면 형상을 개별적으로 가진 반도체 패키지(100)들로 수지층을 가진 웨이퍼(1)가 다이싱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란트층(400)이 제2 실시예에 따라 형성될 때, 실란트(40)의 소모량이 감소되어,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

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여, 반도체 패키지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된다. 제2 실시예는 실란트(40)의

물질들과 같은 캡슐화틀을 진공 분위기 하에서 프린팅하는데 이 제1 실시예에서 사용된 바람직한 기술들을 채용할 수 있

다.

캡슐화틀을 프린팅하는 단계를 실시한 후에, 웨이퍼(1)에 대해서 실란트층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수행한다. 실란트층을 경

화하는 단계에서, 프린트된 웨이퍼(1)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범프들의 쌍들간에 들어간 실란트층을 경화시키기 위

하여 가열로(heating furnace) 내에 놓인다.

실란트층을 경화하는 단계를 수행한 후, 웨이퍼(1)에 대해서 범프들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수행한다. 범프들을 노출시키는

단계에서, 실란트층(400)의 표면은 범프(2)의 상단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마기로 연마된다.

범프들(2)이 노출될 때까지 범프들(2) 상의 층(400)을 연마한 후, 바람직하게는 범프들(2)의 최상부를 약간 연마하여 수평

이 되도록 함으로써, 범프들(2)의 최상부에 솔더 볼들이 쉽게 용접되도록 한다. 제1 실시예와는 달리, 제2 실시예에서 연

마되는 부분은 범프들(2)의 상부 표면상의 층으로 제한됨- 범프들(2)의 표면까지 연마되는 것은 가능함-으로써, 연마가

용이해진다. 또한, 부수적으로 연마에 대한 저항이 낮아짐으로써, 범프들(2) 상의 부하가 감소되고 범프들(2)이 손상될 가

능성이 낮아진다.

범프들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수행한 후, 솔더 볼들을 용접하고 다이싱하는 단계들을 수행함으로써 복수의 반도체 패키지

들(100)이 얻어진다. 솔더 볼들을 용접하고 다이싱하는 단계는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생산 방법에 따르면, 스크린 프린팅 수단이 사용되어 수지로 웨이퍼의 전체 표면을 캡슐화하고, 그에 따라 장비

비용이 몰드를 사용하는 종래에 방법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 실란트층을 형성하는 것과 가열-경화가 별개

로 행해지므로, 시간 지연을 위해 웨이퍼를 가두어둘(confining)필요 없이 연속적으로 생산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더욱

이, 실란트층이 대략 50㎛의 최소 두께로 얇아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패키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복수의 반도체 칩을 위한 전자 회로를 형성하는 단계;

도금(plating) 방법에 의해, 상기 전자 회로에 따라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제공 표면(circuit-provided surface) 상에

실질적으로 칼럼 형상의 범프를 형성하는 단계 - 여기서, 각 범프는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단(upper end) 및 높이를 가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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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위에 상기 각 범프의 높이보다 큰 두께 및 단일 스루-홀(through-hole)을 갖는 금속 마스크를

배치함으로써, 상기 범프의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단을 포함하여 상기 범프를 캡슐화하기 위해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및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상에 형성된 전자 회로를 수지 실란트로 스크린-프린팅하는 단계 - 여기서, 상기 스크린-프

린팅에 의해 실란트층이 형성됨 - ;

상기 실란트층을 경화시키는 단계;

상기 범프의 상단이 노출될 때까지 아래로 상기 경화된 실란트층을 연마(grinding)하는 단계;

집적 유닛으로서의 상기 웨이퍼와 상기 실란트층을 개별적인 반도체 칩으로 다이싱(dic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프린팅하는 단계는,

상기 배치된 마스크 상에 상기 수지 실란트를 공급(feeding)하는 단계; 및

왕복(reciprocative) 운동으로 상기 마스크를 따라 스퀴즈(squeegee)를 슬라이딩시킴으로써, 상기 마스크의 단일 스루-

홀을 통해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상에 상기 수지 실란트를 스퀴징(squeegee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퀴즈는 탄성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수지 실란트로 하여금 상기 마스크를 따라 슬라이딩되는 동안 상기 범프 사이에

서 케이빙(caving)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 범프를 넘어가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솔더 볼을 상기 범프에 용접(welding)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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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프린팅하는 단계는 진공 분위기(vacuum atmosphere) 하에서 수행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범프는, 하단에서 상기 상단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폭,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이를 갖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스루-홀은 상기 웨이퍼의 크기보다 크지 않은 크기를 갖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스루-홀은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직경보다 1㎜ 내지 10㎜만큼 더 작은 직경을 갖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실란트는 실리카(silica)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란트층은 50㎛의 최소 두께로 얇아지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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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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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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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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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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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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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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