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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CSP 패키지 제조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CSP용 
칩을 웨이퍼 상태로 제조하여 전기적 기능검사(EDS)를 수행한 후, 양품으로 확인된 CSP용 칩에 대하여 스트립(Strip) 
상태의 패키징(packaging)을 수행하고, 다시 스트립 상태의 CSP를 전기적으로 검사하여 개별 CSP로 분리(singulat
ion)하는 특징을 지니고, 상기 분리된 개별 CSP를 모듈 보오드에 표면 실장(surface mounting)한 후, 모듈(module) 
보오드 상태로 번인 검사(Burn-in test)를 진행하는 특징을 지닌 CSP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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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CSP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흐름도(flow chart)이다.

도 2는 일반적인 CSP의 전기적 검사 및 번인 검사에 사용되는 테스트용 트레이(plastic tray) 및 이를 이용한 전기적 
검사공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V-V'면을 절개한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이 전기적으로 검사되는 공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7은 도 6에서 개별 CSP가 테스터의 콘택터에 접촉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의 개별 CSP가 테스터와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개별 CSP가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된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0은 도 9의 X-X'면을 절개한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CSP 모듈이 적재된 번인 보오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90: 스트립 상태로 이동, 200: CSP 모듈로 이동,

112: 스트립 본체, 114: 개별 CSP,

115: 메탈 패드(metal pad) 116: CSP 몸체,

117: 솔더볼(solder ball), 118: CSP 스트립,

122: 스트립 콘택터(contactor), 124: 전도성 알갱이,

125: 테스터 헤드(test head), 126: 프루버 스테이지(probe stage),

127: 인터페이스 보오드 연결부, 128: 인터페이스 보오드(board),

129: 동축게이블(Coaxial cable), 152: 모듈(module) 보오드 본체,

154: CSP 모듈, 156: 모듈 보오드 메탈 패드,

162: 번인(burn-in) 보오드 본체, 164: 모듈 삽입용 소켓(socket),

166: 번인 보오드 콘넥터(connecto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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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CSP(Chip Scale Package)의 전기적 검사와, 
번인(burn-in) 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점차 고기능화, 소형화 및 빠른 동작속도를 요구하는 전자기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패키지도 끊임없이 발전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는 DIP(Dual In-line Package)과 같은 고전적인 형태에서 CSP와 같은 최신의 
반도체 패키지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소형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전자기기인 카메라형 VT
R(Video Tape Recorder)이나 휴대용 전화기에는 이러한 CSP를 그 주요부품으로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CSP는 외부단자가 100핀 이상의 다핀 패키지나, 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패키지 또는 칩의 크기가 비교적 
큰 패키지에 유리한 형태이다. CSP에 대한 정의는 아직 각 반도체 패키지 생산업자마다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나 일
반적으로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가 칩 크기의 120% 미만인 패키지를 지칭한다. 설령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가 칩크기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에 리드(lead) 대신에 솔더볼이 탑재된 BGA(Ball Grid Array),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에 전극(land)이 어레이 형태로 구성된 LGA(Land Grid Array) 및 반도체 패키지 하부에 리드(lead) 
대신에 2열로 전극(land)이 배열된 SON(Small Outline Non-leaded)는 통상 CSP로 간주한다.
    

도 1은 일반적인 CSP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흐름도(flow chart)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정(Fabrication process)을 진행하여 웨이퍼에 다수개의 반도체 칩을 형성한
다. 그후, 프로브 팁(probe tip)을 테스터(tester)와 칩(chip)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전기적 검사(EDS: Elect
ric Die sort) 공정을 수행하여 웨이퍼에 있는 다수의 칩(Chip)에 대하여 전기적 특성에 의한 양품과 불량을 선별(51)
한다. 이어서, 상기 전기적 특성이 양품인 칩을 스트립(Strip) 상태의 CSP로 조립(packaging, 53)한다. 상기 스트립 
상태로 있는 CSP를 개별 CSP로 분리(Singulation, 55)한다.
    

    
상기 분리된 개별 CSP에 대하여 초기 불량(infant mortality)을 스크린하기 위한 검사인 번인 검사(Burn-in test)를 
실시(57)한다. 이러한 번인 검사는 반도체 패키지에 심한 스트레스(Stress), 예컨대 열, 전압 및 클락(clock)과 같은 
고주파를 인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초기 불량시점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불량으로 판명된 
반도체 패키지는 후속되는 전기적 검사를 통하여 초기에 걸러지고 양품의 제품만으로 최종 전기적 검사(59)를 걸쳐 생
산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어서, 상기 번인 검사가 완료된 CSP에 대하여 최종 전기적 검사를 진행(59)한다. 상기 최종 전기적 검사에서 양품으
로 판정되면 CSP에 제품의 명칭을 인쇄하는 마킹공정을 진행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CSP에 대하여 외관상의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61)하게 된다. 그후, 양품으로 판정된 CSP는 모듈보오드에 표면실장하여 조립(63)하고, 다시 
모듈 상태에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포장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여기서, 개별로 분리된 CSP는 모
듈조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낱개의 단위로 공정간의 이동(69)이 일어나며, 모듈 조립부터 최종 포장까지는 모듈보오
드의 상태(71)로 공정간에 이동 및 취급이 이루어진다.
    

도 2는 일반적인 CSP의 이동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트레이(plastic tray) 및 이를 이용한 전기적 검사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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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분리(singulation)가 완료된 CSP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서 공정간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
기적 검사공정에서는 다시 테스트용 트레이(93)에 담겨진다. 이러한 테스트용 트레이(93)의 본체(89)는 표면에 정전
기 방지처리(anti-static treatment)가 된 플라스틱을 그 재질로 하며, 플라스틱 트레이(93)에 움푹 파인 모양으로 
형성된 포켓(pocket, 91)에 개별 CSP(81)가 각각 들어가 안착된다. 그 후, 상기 테스트용 트레이(93)에 담겨진 개별 
CSP는 테스터(tester)와 연결된 핸들러(handler)로 로딩(loading)된다. 상기 핸들러에서 인터페이스 보오드(interf
ace board, 83)에 있는 소켓(85)에서 CSP(81)의 외부연결단자인 솔더볼이 소켓 접점단자(87), 예컨대 포고핀(POG
O pin)과 연결되어 전기적 검사가 수행된다. 또한,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번인 장비에서는 번인 보오드(Burn-in boa
rd)에 있는 소켓에 삽입되어 초기불량품의 선별을 위한 신뢰성 검사가 수행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CSP 제조방법에 의하면, 분리된 낱개의 CSP는 번인 검사에서 수차례의 플라스틱 트레이와 번인 보오
드간의 로딩, 언로딩(unloading) 단계가 반복된다. 그리고 최종 전기적 검사공정에서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복수개의 
CSP를 테스터의 인터페이스 보오드와 병렬로 연결시키는 테스터 트레이간의 로딩, 언로딩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된 낱개의 CSP에 대한 최종 전기적 검사와 번인검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CSP는 외부연결단자로 기존 외부리드(outer lead) 대신에 비교적 외부의 충격에 쉽게 손상을 받는 
솔더볼을 사용하고, 봉합제(Encapsulant)의 재질이 기존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패키지 보다 취약하다. 따라서, 상기 
번인 및 최종 전기적 검사공정에서 로딩과 언로딩을 반복할 동안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기능이 취약하여 
쉽게 외관불량(visual defects)이 발생한다. 이러한 외관불량의 대표적인 예로는 패키지 깨짐(broken), 균열(crack) 
및 솔더볼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접촉 불량등을 들 수 있으며, 결국은 CSP 제조공정에 있어서 이러한 외관불량은 수율저
하로 이어진다.
    

둘째, CSP와 같은 면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는 기존의 반도체 패키지에 비하여 접점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번인 및 전
기적 검사공정에서 접점수의 증가에 기인한 접촉불량이 증가한다.

셋째, CSP의 솔더볼과 테스터 인터페이스 보오드 및 번인 보오드에 구성된 소켓의 핀을 연결하는 방법은 정교하며 복
잡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교하고 복잡한 연결 메커니즘을 갖는 소켓 역시 고가이다. 그러므로 고가
의 소켓 사용에 기인한 제조원가의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넷째, 상기 로딩 및 언로딩을 반복하는 시간은 번인공정 및 최종 전기적 검사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CSP 제조공정에 있어서 과잉 시간 및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스트립 상태의 조립이 완료된 후에 분리공정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낱개의 
CSP 상태가 아닌 스트립 상태에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번인 검사에서는 낱개의 CSP 상태가 아닌 모듈 보오드로 
조립된 상태로 번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CSP에 가해지는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고 검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접촉불량
을 줄이며, 로딩 및 언로딩에 필요한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낱개의 CSP를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고가의 소켓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 CSP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CSP 제조공정에서 스트립 상태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C
SP 전기적 검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CSP 제조공정에서 모듈보오드에 조립된 상태로 번인 검사를 수
행하는 CSP 번인 검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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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CSP용 칩을 웨이퍼 상태로 제조하는 제1 공정과, 상기 웨이퍼 상태에
서 CSP용 칩에 대한 전기적 기능검사(EDS)를 수행하는 제2 공정과, 상기 전기적 기능검사에서 양품으로 확인된 CSP
용 칩에 대하여 스트립(Strip) 상태의 패키징(packaging)을 수행하는 제3 공정과, 상기 스트립 상태의 CSP를 전기적
으로 검사하는 제4 공정과, 상기 전기적 검사가 완료된 스트립 상태의 CSP를 개별 CSP로 분리(singulation)하는 제5 
공정과, 상기 분리된 개별 CSP를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surface mounting)하는 제6 공정과, 상기 모듈(module) 
상태의 CSP에 대하여 번인 검사(Burn-in test)를 진행하는 제7 공정과, 상기 번인 검사가 완료된 CSP 모듈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달키 위한 포장을 진행하는 제8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SP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 공정의 CSP는 웨이퍼 레벨의 CSP(Wafer level CSP), BGA(Ball Gr
id Array), LGA(Land Grid Array)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고, 상기 CSP용 칩은 반도체 메모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상기 제3 공정의 스트립은 2n(n=자연수)으로 표현되는 개수의 CSP가 조립된 것이 적합하고, 상기 제4 공정의 
전기적 검사는 CSP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는 테스터의 콘택터(contactor)로 전도성 고무(PCR)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제4 공정후에 스트립 상태의 CSP에 마킹(marking)을 수행하는 공정과,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
를 수행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7 공정의 번인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번인보오드에 CSP 모듈을 
탑재하고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전기적인 검사를 수행하거나, 번인보오드에 CSP 모듈을 로딩(lo
ading)하여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먼저 인가한 후, 다시 CSP 모듈을 번인보오드로부터 언로딩(unloading)하여 CS
P 모듈을 전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상기 제7 공정의 번인검사를 수행한 후, 개별 CSP 모듈에 대한 기능 및 속도측정을 포함하는 전기적 최종 모듈 검사와 
외관검사를 수행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웨이퍼 상태의 전기적 검사(EDS)가 완료된 양품의 칩을 스트립 
상태의 CSP로 패키징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스트립 상태로 패키징 된 CSP를 테스터의 콘택터와 연결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콘택된 스트립 상태의 CSP에 대한 전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제3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SP의 전
기적 검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 공정의 스트립은 2 n(n=자연수)개의 개별 CSP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
하고, 상기 제2 공정의 테스터 콘택터는 전도성 고무(PCR)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개별 CSP를 적어도 한 개 이상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하는 
제1 단계와, 상기 모듈 보오드를 번인보오드에 적재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적재된 모듈 보오드에 대하여 번인검사를 수
행하는 제3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SP 번인 검사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3 단계의 번인 검사는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전기적
인 검사를 수행하거나,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먼저 인가한 후, 모듈 보오드를 번인보오드로부터 언로딩(unloading)
하여 전기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낱개의 CSP 상태로 전기적 검사 및 번인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스트립 상태나 모듈 보오드 상태로 전
기적 검사 및 번인 검사를 수행하여 CSP제조공정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제품
의 수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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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당 명세서에서 말하는 스트립 상태의 CSP를 전기적 검사하기 위해 콘택터(contactor)로 사용되는 전도성 고무(PCR)
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것이며 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필수의 특징을 이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스트립 상태의 CSP를 전기적 검사하는데 사용
되는 콘택터가 전도성 고무(PCR)이지만, 이는 다른 형태, 예컨대 포고핀형(POGO pin type), 국소적 상호연결형(PI
: Partial Interconnection type), 전도성 범퍼형(conductive bumper type), 스프링 접촉형(spring contact type)
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CSP 모듈은 8개의 CSP가 1열로 모듈 보오드에 조립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변형
하여 조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CSP 제조방법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CSP 
제조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정(Fabrication process)을 진행하여 웨이퍼에 다수개의 반도체 칩을 형
성한다. 상기 웨이퍼 상태의 칩에 대해 프로브 팁(Probe tip)을 이용한 전기적 검사(EDS: Electric Die sort) 공정을 
수행하여 웨이퍼에 있는 다수의 칩(Chip)에 대하여 전기적 특성면에서 양품과 불량을 선별(100)한다.

    
그 후, 일반적인 CSP 패키지 조립공정, 예컨대 웨이퍼 소잉(wafer sawing), 다이 본딩(Dir bonding), 와이어 본딩(
Wire bonding), 봉합(Encapsulation), 솔더볼 또는 솔더 범프(bump) 탑재 및 부착 공정을 진행하여 CSP의 패키징 
공정을 완료(110)한다. 이때, 웨이퍼 레벨의 CSP의 경우는 웨이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본드패드에 범프(bump)를 형
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와이어 본딩, 봉합, 솔더볼 탑재 공정이 공정이 필요없다. 단지, 스트립 상태의 캐리어(carrier)
에 칩을 부착하는 다이본딩(die bonding) 공정만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CSP가 스트립 상태로 존재하도록 분리(singulation) 공정을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1개의 스
트립에 존재하는 CSP의 개수는 2n(n=자연수)으로 표현되는 수로서 일반적으로 32개 또는 64개를 형성한다. 따라서, 
후속되는 전기적 검사공정에서 병렬 검사(parallel)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기 CSP의 조립(packaging) 순서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리플로우(reflow) 공정으로 솔더볼의 부착이 끝난 후에 기존의 CSP 제조공정에서는 분리공정(singulation)을 
수행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계속 스트립 상태로 CSP를 공정간 이동시키는 것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기존의 CSP 제조 공정에서는 분리가 완료된 낱개의 CSP를 플라스틱 트레이를 이용하여 공정간 이동한 후, 이를 다
시 테스터의 핸들러에서 로딩 및 언로딩을 반복해야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스트립 상태로 CSP를 공정간 이동하여 이
를 낱개가 아닌 스트립 상태로 전기적 검사(120)를 하기 때문에 로딩(loading) 및 언로딩(unloading) 공정이 필요없
고, 고가의 소켓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정중에 물리적 충격에 의해 CSP가 손상을 받아 외관불량이 발생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어서 수율 향상에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스트립 상태의 CSP를 테스터와 연결하는 수단의 일예로 
전도성 고무(PCR: Pressure Conductive Rubber)를 사용할 수 있다. 전도성 고무(PCR)는 CSP의 외부연결 수단인 
돌출된 형상의 솔더볼이나 범프(Bump)가 밀착되어 누르는 압력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전도성을 띄기 때문에 CSP를 단
락결함의 발생없이 테스터의 인터페이스 보오드(Interface board)와 연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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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스트립 상태에서 전기적 검사가 끝난 스트립에 대하여 제품의 명칭을 CSP 몸체 표면에 인쇄하는 마킹공정(M
arking)과 외관상의 불량을 검사하는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를 실시(130)한다. 그 후, 기존의 CSP 패키징 공정
의 마지막 공정인 분리 공정을 진행(140)하여 스트립 상태의 CSP를 낱개의 CSP로 만든다. 이때, 상기 전기적 검사공
정(120)에서 불량으로 판명된 CSP는 테스터 장비에서 스트립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분리가 완료
된 상태에서 모두 제거(Scrap)된다.
    

    
이어서, 낱개 상태의 CSP는 다시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Surface mounting) 방식으로 조립(150)되어 모듈 보오드 
상태로 된다. 그 후 번인(burn in) 시스템에서 모듈 보오드를 삽입할 수 있는 번인보오드의 소켓에 모듈 보오드를 끼운
다. 상기 번인보오드에 끼워져 모듈 상태로 존재하는 CSP에 스트레스(Stress)를 인가하여 번인검사를 진행(160)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인가하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번인검사를 동적인 번인(Dynamic Burn-in)과 정적인 번인(
Static burn-in)으로 나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동적이든, 정적인 번인이든지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번인검사를 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동안에 동시에 전기적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도 있고, 일단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한 후에 다시 번인보오드로부터 모듈 보오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전기적 검
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낱개의 CSP 상태로 번인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를 모듈보오드 상태로 번인검사를 하
게된다. 그러므로 번인 검사공정에서 기존의 낱개의 CSP를 삽입(insertion)하는 소켓이 부착된 번인보오드를 사용하
는 대신에, 본 발명에서는 모듈 보오드가 삽입될 수 있는 소켓이 구성된 번인보오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낱개의 
CSP를 번거롭게 번인 소켓에 로딩하거나 언로딩할 필요가 없이 다수개의 CSP가 1개의 모듈로 구성된 모듈 보오드를 
번인 보오드의 소켓에 삽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듈 보오드 단위로 번인검사(160)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낱개의 CSP를 번인 보오드의 소켓에 삽입하는 방식
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즉, 로딩 및 언로딩 시간을 단축하고, 값비싼 CSP용 소켓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번인 
보오드의 면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 개의 번인 보오드에서 번인을 수행할 수 있는 CSP의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로딩 및 언로딩 단계에서 CSP에 가해질 수 있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방지하여 외관불량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소켓에 개별 CSP를 연결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접촉불량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인가되
는 동안에 CSP가 번인보오드에서 열화되는 번트(burnt) 결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듈 보오드 상태의 번
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낱개의 CSP로 번인을 할 때보다 실제적인 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CSP가 메모리인 경우, 대부분 모듈 상태로 사용자측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상기 모듈 상태의 번인검사(160) 끝난 모듈 보오드에 대하여 후번인 단계의 전기적 최종 모듈 검사를 진행(1
70)한 후, 최종 출하전 외관검사(미도시)를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전달을 위한 포장(180)을 실시한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90은 스트립 상태로 공정간 이동을 하는 구간을 나타내면, 200은 모듈 보오드 상태로 공정간 이동
을 하는 구간을 가리킨다.

CSP의 전기적 검사방법

이하, 도 4 및 도 8을 참조하여 상술한 CSP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CSP 스트립의 구조 및 이를 활용한 CSP의 전기적 검
사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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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CSP 스트립(118)은 인쇄회로기판(PCB: Print Circuit Board)이나 폴리이미드(polyimide) 테이프
로 만들어진 스트립 본체(Strip substrate, 112)에 개별 CSP(114)가 병렬상태의 전기적 검사가 용이하도록 32개 구
성된 것을 나타낸다.

도 5는 도 4의 V-V'면을 절개한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스트립 본체(112)에 구성된 한 개의 CSP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트립 본체(112) 상부에는 CSP 몸체
(116)가 있고 하부에는 메탈 패드(115)와 연결된 외부연결단자인 솔더볼(117)이 돌출된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이 전기적으로 검사되는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스테이지, 예컨대 프로브 스테이지(probe stage, 126)에서, 상기 프로
버 스테이지(126)의 최상부에 위치한 전도성 고무(PCR)와 스트립 상태에 있는 CSP의 솔더볼이 밀착된 것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물론 밀착전에 CSP(114)의 솔더볼과 프로브 스테이지(126)의 전도성 고무(PCR)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정렬이 이루어지고 진공(Vacuum)을 이용한 흡입으로 스트립상태의 CSP가 프로브 스테이지(126)에 있는 전도성 고
무(PCR)에 밀착되도록 한다.
    

도 7은 도 6에서 개별 CSP들이 테스터의 콘택터에 접촉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도 6에서 VII-VII'면을 절개한 단면도로서 스트립 본체(112)의 일면에 돌출된 형태로 부착된 
솔더볼(117)이 테스터의 스트립 콘택터(122)인 전도성고무(PCR)를 적정 압력으로 누른다. 그러면, 상기 전도성 고무
(122) 내에 구성된 전도성 알갱이(124)가 고무와 함께 눌러져서 상하 방향으로만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진다. 참조부
호 116은 CSP의 몸체를 가리킨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CSP 스트립의 개별 CSP가 테스터에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CSP 패키지의 솔더볼(117)이 스트립 콘택터(122)인 전도성 고무로 연결되는 것은 도 7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이렇게 연결된 신호는 인터페이스 보오드 연결부(127)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보오드(128)와 연결되고, 인
터페이스 보오드(128)의 신호들은 다시 동축케이블(Coaxial cable, 129)을 통해 테스터 해드(test head)인 유니버
셜 보오드(universal board, 125)와 연결되어 서로 신호를 송수신하며 전기적 검사가 이루어진다.

CSP의 번인 검사방법

이하, 도 9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CSP 제조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개별 CSP가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된 상태를 나타낸 평명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PCB나 폴리이미드로 만들어진 모듈 보오드 본체(152)에 8개의 단위 CSP(114)가 표면실장 방식으
로 부착되어 있는 모듈 보오드(154)의 평면을 나타낸다.

도 10은 도 9의 X-X'면을 절개한 단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모듈 보오드 본체(152)의 일면에 구성된 모듈 보오드 메탈패드(156)에 플럭스(flux)를 코팅하고 
리플로우(reflow) 방식으로 개별 CSP(114)의 솔더볼(117)이 부착된 단면을 나타낸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CSP 모듈이 적재된 번인 보오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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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을 참조하면, 도 9에 도시된 CSP 모듈(154)이 번인 보오드 본체(162) 위에 구성된 모듈 삽입용 소켓(164)에 
끼워진 형상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66은 번인 보오드와 번인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번인 보오드 
콘넥터(connector)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전기적 검사공정에서 낱개 상태로 CSP에 대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대신에 스트
립 상태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번인 검사공정에서 낱개 상태의 CSP에 대한 번인을 수행하는 대신에 모듈 보오드 
상태로 번인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장점이 발생한다.

첫째, CSP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로딩/언로딩 단계를 줄여 시간 및 인력의 낭비를 없앨 수 있으면, 상기 로딩 및 언로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 때문에 발생되는 CSP의 손상에 의한 외관불량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제조공정의 생산성 
및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고가의 소켓(socket)을 전기적 검사 공정 및 번인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
으며, 소켓에서 발생하는 접촉불량을 억제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번인 보오드에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개수의 CSP에 대한 번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번인 시스템
을 개조하지 않고 번인 보오드만을 바꾸어 번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서 장비의 가동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모듈 보오드 상태의 번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낱개의 CSP로 번인을 수행할 때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CSP의 기능이 메모리인 경우, 대부분 모듈 상태로 사용자(user)가 활용하기 때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SP용 칩을 웨이퍼 상태로 제조하는 제1 공정;

상기 웨이퍼 상태에서 CSP용 칩에 대한 전기적 기능검사(EDS)를 수행하는 제2 공정;

상기 전기적 기능검사에서 양품으로 확인된 CSP용 칩에 대하여 스트립(Strip) 상태의 패키징(packaging)을 수행하는 
제3 공정;

상기 스트립 상태의 CSP를 전기적으로 검사하는 제4 공정;

상기 전기적 검사가 완료된 스트립 상태의 CSP를 개별 CSP로 분리(singulation)하는 제5 공정;

상기 분리된 개별 CSP를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surface mounting)하는 제6 공정;

상기 모듈(module) 상태의 CSP에 대하여 번인 검사(Burn-in test)를 진행하는 제7 공정;

상기 번인 검사가 완료된 CSP 모듈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달키 위한 포장을 진행하는 제8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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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정의 CSP는 웨이퍼 레벨의 CSP(WLCSP), BGA(Ball Grid Array), LGA(Land Grid Arra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정의 CSP용 칩은 반도체 메모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3 공정의 스트립은 2n(n=자연수)으로 표현되는 개수의 CSP가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공정의 전기적 검사는 CSP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는 테스터의 콘택터(contactor)로 전도성 고무(PC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공정후에 스트립 상태의 CSP에 마킹(marking)을 수행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마킹 공정후에 스트립 상태의 CSP에 대한 외관검사(Visual inspection)를 수행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7 공정의 번인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번인보오드에 CSP 모듈을 탑재하고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전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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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7 공정의 번인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번인보오드에 CSP 모듈을 로딩(loading)하여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먼저 인가한 후, 다시 CSP 모듈을 번인보오드로부터 언로딩(unloading)하여 CSP 모듈을 전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7 공정의 번인검사를 수행한 후, 개별 CSP 모듈에 대한 기능 및 속도측정을 포함하는 최종 전기적 검사를 수행
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전기적 검사를 수행한 후에 CSP 모듈에 대한 외관검사를 수행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웨이퍼 상태의 전기적 검사(EDS)가 완료된 양품의 칩을 스트립 상태의 CSP로 패키징하는 제1 단계;

상기 스트립 상태로 패키징 된 CSP를 테스터의 콘택터와 연결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콘택된 스트립 상태의 CSP에 대한 전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제3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전기적 검사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정의 스트립은 2n(n=자연수)개의 개별 CSP가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전기
적 검사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정의 테스터 콘택터는 전도성 고무(PC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전기적 검사방법.

청구항 15.

단위 CSP를 적어도 한 개 이상 모듈 보오드에 표면실장하는 제1 단계;

상기 모듈 보오드를 번인 보오드에 적재하는 제2 단계;

상기 적재된 모듈 보오드에 대하여 번인검사를 수행하는 제3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
지의 번인 검사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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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번인 검사는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전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번인 검사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번인 검사는 번인을 위한 스트레스를 먼저 인가한 후, 모듈 보오드를 번인보오드로부터 언로딩(unlo
ading)하여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크기 반도체 패키지의 번인 검사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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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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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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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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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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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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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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