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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메모리카드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 제조 방법은 제어 칩과 메모리 칩을 모두 실장한 다음 전기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칩을 먼저 실장하고 이 제어 칩에 대한 전기적 검사를 한 다음 제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회로기판에 메모

리 칩을 실장하기 때문에 제어 칩의 불량으로 인해 정상의 메모리 칩까지 불량으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 제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은 제어 칩을 실장하기 위한 제어 칩 실장 영역과,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위

한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제어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1 본딩 패드와,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2 본딩 패드

와, 제1 본딩 패드 및 외부의 검사 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검사용 패턴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

모리 칩 실장 영역과 별도의 공간에 형성될 수도 있고 중복 배치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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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회로기판 및 여기에 수동소자를 실장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는 회로기판에 제1 칩을 부착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은 회로기판에서 제1 칩을 와이이 본딩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는 회로기판에 실장된 제1 칩을 검사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5는 회로기판에 제2 칩을 부착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6은 회로기판에서 제2 칩을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7은 회로기판에 제1 칩과 제2 칩이 실장된 칩 패키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다른 구조의 회로기판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또 다른 구조의 회로기판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0: 회로기판 20: 메모리 칩 실장 영역

24, 26: 본딩 패드 30: 제어 칩 실장 영역

40: 수동 소자 50: 검사용 패턴 영역

60: 제어 칩(제1 칩) 65, 75: 본딩 와이어

70: 메모리 칩(제2 칩)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메모리 카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회로기판 및 이를 이용한 메모리

카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카드(Memory Card)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초소형

의 기록 매체이다. 메모리 카드는 용량이 1G 바이트까지 증가하였고 낮은 전압(예컨대, 1.65∼1.95V)으로 고속 동작(예컨

대, 52MB/s)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용 통신기기나 디지털 영상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메모리 카드는 데이터를

쓰고 지우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이용하고, 읽기 전용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OM 기술을 이용한다.

메모리 카드는 베이스 카드와 이 베이스 카드에 실장되는 칩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칩 패키지로는 카드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제어 칩(controller)과 메모리 칩이 모두 들어 있는 멀티칩 패키지(MCP: Multi-Chip Package)를 널리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칩 패키지로 된 메모리 카드는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1) 회로기판에 제어 칩과 메모리 칩을 부착한다(칩 부착(die attach) 공정).

(2) 부착된 제어 칩과 메모리 칩을 와이어로 본딩한다(와이어 본딩(wire bonding) 공정).

(3) 플라스틱 수지 등으로 몰딩하여 패키지 몸체를 형성한다(몰딩(molding)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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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키지 몸체들을 개별 칩 패키지로 분리한다.

(5) 칩 패키지를 베이스 카드에 실장한다.

(6) 메모리 카드를 검사한다.

이처럼 메모리 카드의 검사 단계가 베이스 카드에 칩 패키지가 실장된 후에 진행하는 종래 기술에서는, 제어 칩이나 메모

리 칩 중 어느 한 칩에서만 불량이 생긴 경우에도 전체 카드를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이 아닌 정상 칩의 손실이 생

긴다. 특히, 메모리 칩의 가격은 제어 칩 가격의 10∼20배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제어 칩에서만 불량이 있고 메모리 칩

이 정상인 경우에도 종래 기술에 따른 제조 공정에서는 고가의 메모리 칩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칩이 실장되는 메모리 카드에서 정상

칩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메모리 카드의 칩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메모리 카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카드 제조 방법은 제어 칩과 메모리 칩을 모두 실장한 다음 전기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칩을 먼저 실장하고 이 제어 칩에 대한 전기적 검사를 한 다음 제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회로기판에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때문에 제어 칩의 불량으로 인해 정상의 메모리 칩까지 불량으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카드 제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은 제어 칩을 실장하기 위한 제어 칩 실장 영역과,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위한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제어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1 본딩 패드와,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2 본딩 패

드와, 제1 본딩 패드 및 외부의 검사 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검사용 패턴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별도의 공간에 형성될 수도 있고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중복 배치될 수도 있다.

구현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검사용 패턴이 형성된 회로기판의 평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회로기판(10)에는 메모리 칩 실장 영역(20)과 제어 칩 실장 영역(30) 및 검사용 패턴 영역(50)이 형성되

어 있다. 메모리 칩 실장 영역(20)은 'ㄱ'자 모양으로 된 4개의 표지(22)의 안쪽 영역으로 정의되며 그 둘레에는 메모리 칩

을 위한 본딩 패드(22)가 배치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어 칩 실장 영역(30)도 'ㄱ'자 모양으로 된 표지(32)의 안쪽 영

역으로 정의되며 그 둘레에는 제어 칩을 위한 본딩 패드(26)가 배치되어 있다. 검사용 패턴 영역(50)은 메모리 칩 실장 영

역(20) 아래쪽에 배치되며, 외부 검사 장치의 프로브 핀이 연결될 수 있는 복수의 검사용 패드(52, 54)로 구성된다.

이러한 메모리 칩 실장 영역(20), 본딩 패드(22), 제어 칩 실장 영역(30), 본딩 패드(26) 및 검사용 패턴 영역(50)이 형성된

회로기판을 준비하는데, 회로기판으로는 복수의 금속 패턴층과 절연층이 번갈아 배치된 다층 PCB를 사용할 수 있다. 금속

패턴층은 회로기판에 실장될 메모리 칩과 제어 칩을 연결하는 역할, 검사용 패턴을 제어 칩과 연결하는 역할, 메모리 칩과

제어 칩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핀을 내부 소자(메모리 칩, 제어 칩)과 연결하는 역할 등을 한다. 회로기판

(10)을 준비한 다음 도 1에 나타낸 것처럼 수동소자(40, 예컨대, 저항기, 커패시터)를 실장한다.

그 다음 도 2에 나타낸 것처럼 제어 칩 실장 영역(30)에 예컨대, 접착제를 통해 제어 칩(60)을 부착한다. 제어 칩(60)의 표

면에는 복수의 전극 패드(62)가 배치되어 있으며, 메모리 칩보다 제어 칩(60)을 먼저 실장하기 때문에 이를 '제1 칩'이라고

한다.

회로기판에 부착된 제어 칩(60)의 전극 패드(62)를 회로기판(10)의 본딩 패드(26)와 도 3에 나타낸 것처럼 본딩 와이어

(65)로 연결한다.

제어 칩(60)이 실장된 다음에는 이 제어 칩(60)이 메모리 칩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를 검사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도 4에 나타낸 것처럼 회로기판(10)에 실장되지 아니한 외부의 표준 칩(vehicle chip)과 제어 칩(60)을 연결하여 제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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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을 검사한다. 즉, 도 4에 나타낸 것처럼 회로기판(10)의 검사용 패턴 영역(50)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검사 패드(52,

54) 각각에 프루브 핀(82, 84)을 연결한다. 도 4에서 빗금친 검사 패드(52)는 메모리 카드 전체의 동작에 필요한 신호 예컨

대, 데이터 신호(DAT), 클럭 신호(CLK), 명령/응답 신호(CMD), 접지(VSS), 전원(VSS), 예비 단자(RSV)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프루브 핀(82)을 통해 외부의 검사 장치와 연결된다. 검사 장치는 이 검사 패드(52)를 통해 메모리 카드의 전기적

특성 검사에 필요한 신호를 주고 받는다. 한편, 도 4에서 빗금이 없는 검사 패드(54)는 RB/ (Ready/Busy), CE/ (Clock

Enable), VSS/, ALE/ (Address Latch Enable), WP/ (Write Protection), RE/ (Read Enalbe), CLE (Command Latch

Enalbe), WE/ (Write Enalbe), IO (Input/Output) 1∼7과 같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루브 핀(84)을 통해 예

컨대, 외부의 검사용 소켓(도시 아니함)에 실장된 표준 메모리 칩과 연결된다. 표준 메모리 칩은 메모리 칩 실장 영역(20)

에 부착될 메모리 칩과 동일한 칩으로 소켓을 통해 검사 장치와 연결되어 필요한 신호를 주고 받는다.

본 발명에서는 도 4에 나타낸 것처럼, 제어 칩(60)만 부착된 회로기판(10)을 검사 장치와 연결하여 메모리 카드의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제어 칩(60)이 불량인 경우에는 고가의 메모리 칩을 불량 제어 칩(60)과 함께 메모리 카드로 제조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제어 칩에 대한 검사 결과 제어 칩(60)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도 5에 나타낸 것처럼 메모리 칩(70)을 회로기판

(10)의 메모리 칩 실장 영역(20)에 부착한 다음, 도 6에 나타낸 것처럼 메모리 칩(70)의 전극 패드(72)를 회로기판(10)의

본딩 패드(22)와 본딩 와이어(75)로 연결한다. 한편, 도 4와 같이 연결하여 메모리 카드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한 결과 비정

상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회로기판(10)에 실장되어 있는 제어 칩(60)이 불량인 것으로 판단하고, 메모리 칩을 이 회로

기판에 실장하지 아니한다.

제어 칩(60)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도 5에 나타낸 것처럼 회로기판(10)에 메모리 칩(70)을 실장하고, 메모리

칩(70)의 전극 패드(72)와 회로기판(10)의 본딩 패드(24)를 도 6에 나타낸 것처럼 본딩 와이어(75)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여 제1 칩(60)과 제2 칩(70)이 회로기판(10)에 실장되고 나면 플라스틱 몰딩 수지로 패키지 몸체를 형성하여 칩

패키지를 형성하고 이 칩 패키지를 베이스 카드에 부착한 다음 최종 검사를 진행한다. 도 7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칩

패키지의 뒷면에는 메모리 카드를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7개의 핀(80∼92)이 배치되어 있다. 예컨대, 핀(80)

은 DAT(데이터), 핀(82)은 VSS(접지), 핀(84)는 CLK(클럭 신호), 핀(86)은 VDD(전원), 핀(88)은 VSS, 핀(90)은 CMD

(명령/응답), 핀(92)은 RSV(예비) 단자이다. 이 핀들(80∼92)을 검사 장치와 연결하여 메모리 카드에 대한 최종 검사를 진

행한다.

도 1∼7에 나타낸 본 발명의 회로기판(10)에서는 검사용 패턴 영역(50)이 칩 실장 영역(20, 30)과는 별도의 영역에 형성되

어 있지만, 검사용 패턴 영역(50)이 반드시 칩 실장 영역과 별도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 8에 나타낸 회로기판(100)처럼, 메모리 칩 실장 영역(120) 아래에 제어 칩 실장 영역(130)과 수동 소자(140)가

일렬로 배치되어 검사용 패턴 영역을 별도로 마련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메모리 칩 실장 영역(120)에 검사용 패턴 영

역(150)이 중복 배치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모리 칩(제2 칩)은 제어 칩(제1 칩)보다 나중에

실장되고 검사용 패턴 영역(150)을 통해 제어 칩을 검사한 다음에 메모리 칩을 영역(120)에 실장하기 때문에, 검사용 패턴

영역(150)을 메모리 칩 실장 영역(120)에 중복 배치하더라도 제어 칩의 검사 및 메모리 카드의 제조가 가능하다. 검사용

패턴 영역(150)은 도 1∼7의 예와 마찬가지로, 2군의 검사 패드(152, 154)로 구성된다.

또한, 도 9에 나타낸 회로기판(200)처럼, 메모리 칩 실장 영역(220)의 왼쪽에 제어 칩 실장 영역(230), 수동 소자(240)가

배치되는 경우에도 제어 칩 실장 영역(230)과 수동 소자(240) 사이의 공간을 지나 메모리 칩 실장 영역(220)에 중복 배치

되도록 검사용 패턴 영역(250)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검사용 패턴 영역(250)도 2군의 검사 패드(252, 254)로 구성된다.

검사용 패턴 영역을 도 8, 9와 같이 구성하면, 메모리 칩 또는 제어 칩의 크기가 커서 회로기판에 검사용 패턴 영역을 별도

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사용 패턴 영역으로 인해 회로기판의 실장밀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7-핀 표준 메모리 카드, 7-핀 소형 메모리 카드, 13-핀 고속 메모리 카드, 이중 전압 메모리 카드, 보안 메모리

카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의 메모리 칩을 실장하는 회로기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개 또는 4개의 메모리 칩이 적층

된 구조를 실장하는 회로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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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제어 칩과 메모리 칩을 모두 실장한 다음 전기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칩을 먼저 실장하

고 이 제어 칩에 대한 전기적 검사를 한 다음 제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회로기판에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때문에 제어 칩의 불량으로 인해 정상의 메모리 칩까지 불량으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어 칩의 전기적 특성 검사를 위한 검사용 패턴이 메모리 칩이나 제어 칩을 실장하기 위한 영역과 반드시 별도로 배

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 배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회로기판의 크기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의 실장 밀

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 칩의 손실을 줄이고, 메모리 카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 카드의 제조에 사용되는 회로기판으로서,

제어 칩을 실장하기 위한 제어 칩 실장 영역과,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위한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상기 제어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1 본딩 패드와,

상기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2 본딩 패드와,

상기 제1 본딩 패드 및 외부의 검사 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검사용 패드로 구성되는 검사용 패턴 영역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중복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모리 카드의 전체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위한 제1 복수의 검사용 패드와 외부의 표준 메모리

칩과 연결되는 제2 복수의 검사용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4.

제3항에서,

상기 제1 복수의 검사용 패드는 외부의 검사 장치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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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카드는 7-핀 표준 메모리 카드, 7-핀 소형 메모리 카드, 13-핀 고속 메모리 카드, 이중 전압 메모리 카드 및

보안 메모리 카드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한 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메모리 칩은 2개 이상의 적층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

청구항 7.

메모리 카드의 제조 방법으로서,

제어 칩을 실장하기 위한 제어 칩 실장 영역과, 메모리 칩을 실장하기 위한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상기 제어 칩과 전기적

으로 연결될 제1 본딩 패드와, 상기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제2 본딩 패드와, 상기 제1 본딩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외부의 검사 장치와 연결되는 복수의 검사용 패드를 포함하는 검사용 패턴 영역을 포함하는 회로기판을 준

비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칩 실장 영역에 제어 칩을 부착하고 이 제어 칩을 제1 본딩 패드와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용 패드를 표준 메모리 칩 및 검사 장치와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칩 실장 영역에 메모리 칩을 부착하고 이 메모리 칩을 제2 본딩 패드와 와이어 본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

모리 카드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서,

상기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모리 칩 실장 영역과 중복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서,

상기 검사용 패턴 영역은 메모리 카드의 전체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위한 제1 복수의 검사용 패드와 외부의 표준 메모리

칩과 연결되는 제2 복수의 검사용 패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복수의 검사용 패드는 검사 장치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서,

상기 제2 본딩 패드에 대한 와이어 본딩 단계 다음에는, 패키지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와 메모리 카드에 대한 최종 검사를

진행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카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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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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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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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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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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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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