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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IC 패키지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조회하고 편집하는 처리를 자동

으로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for ASIC)으로서, 칩 레이아웃 데이터, 리드 프레임 공백도, 패키지 외형도를 기초로

본딩도, 패키지 외형도, 패키지 핀 구성, 핀 좌표 데이터를 포함하는 조립 기준을 작성하는 조립 기준 작성 수단(DMS

)과, 상기 조립 기준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본딩 규격을 작성하는 본딩 규격 작성 수단(eSPEC)을 포함하며, 상기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은 칩 크기, 전극 패드의 크기와 위치, 다이 패드의 크기와 위치, 본딩 와이어의 길이와 위치 및 각도,

본딩 작업 순서, 전극 패드 기준점, 리드 기준점, 전극 패드 중심점,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 본딩 변수에 관한 데

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관리 시스템은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 DMS 파일 서버, DMS 웹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상기 조립 규격과 본딩 규격 및 기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 DMS 파일 서버는 

리드프레임 공백도, 패키지 외형도, 본딩도, 표준 파일을 관리하고, 상기 DMS 웹 서버는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을 허용하며, 상기 조립 규격 작성 수단은 상기 본딩 규격이 양산에 적합한 본딩 규칙을 만족하는

지 검증하는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을 포함하고, 본딩 설비에 전달되는 표준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와이어본딩, 반도체 칩 패키지, 리드프레임, 와이어 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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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표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작업을 주문형 반도체 소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작업을 메모리 반도체 소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칩 레이아웃의 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6은 리드프레임의 공백도(blank diagram)의 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7은 본딩도(bonding diagram)의 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8은 핀 구성과 패키지 외관을 나타내는 패키지 외형도의 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9a와 도 9b는 각각 전극 패드와 관련된 설계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와 평면도.

도 10은 리드 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과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

도.

도 11은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2는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 내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는 조립 기준 조회와 편집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5는 본딩 규격 조회와 편집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통합 관리 시스템 200: DMS

220: 관리자 메뉴 240: 사용자 메뉴

260: 정보 메뉴 300: eSPEC

400: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 500: DMS 파일 서버

600: DMS 웹 서버 610: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620: 조립 기준 등록/편집 모듈 630: 일괄 개정

640: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650: 본딩 규격 등록/편집 모듈

700: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

710: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

720: CAD 데이터 가공 모듈

730: 본딩 규칙 검증 모듈

740: 본더 뷰어(bonder viewer)

750: 본딩 설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IC 조립 공정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와이어 본딩 공정의 자동화와 와이어 본딩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자 부품들을 패키지하고 접속하는 조립 기술은 컴퓨터나 다른 전자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점점 더 중요한 분야

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반도체 칩의 패키지는 실리콘 칩을 전자 시스템 내에 수용하고 반도체 칩의 적절한 동작과 신

뢰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이 전자 시스템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패키지 공정 또는 조립 공정은 웨이퍼 일괄제조 공정(wafer fabrication processes)을 거쳐 집적회로가 형성된 웨이

퍼로부터 시작된다. 전형적인 플라스틱 패키지를 중심으로 패키지 조립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웨이퍼에 EDS

(Electric Die Sorting) 검사를 통해 불량 칩을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조립 공정을 위해 웨이퍼를 적절한 프레임에 실

장하고, 웨이퍼를 절단하여 개별 칩을 분리한다. EDS 검사를 통해 표시된 바에 따라, 칩을 선별하고 양품 칩을 패키지

베이스(예컨대, 리드 프레임의 다이 패드)에 부착한다. 이러한 다이 본딩 공정은 패키지 베이스 또는 칩 뒷면에 은(Ag

)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반도체 칩과 패키지 베이스를 부착하고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패키지 

베이스와 반도체 칩은 보통 금속 와이어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TAB(Tape Automated Bonding) 테이프를 패

키지 베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TAB 리드를 반도체 칩의 전극 패드와 연결함으로써, 패키지 베이스와 반도체 칩의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도체 칩을 플립칩 솔더 본딩함으로써 이러한 전기적 접속을 구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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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패키지 몸체를 성형하고 몸체 외부로 돌출된 외부 리드를 적절한 형태로 절곡한 다음 제품번호 등을 마킹하

면 조립 공정이 끝난다. 조립된 패키지 제품의 신뢰성과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여 출하한다.

이러한 조립 공정에서, 패키지 베이스와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와이어 본딩 기술이 가장 널리 사

용된다. 와이어 본딩 공정은 높은 생산량과 경제적인 양산성을 달성해야 한다. 고속 와이어 본딩 장비는 리드 프레임

을 작업 공간으로 공급하는 핸들링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통해 다이(die; 웨이퍼에서 분리된 개별

반도체 IC 칩을 말함)가 본딩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와이어는 한번에 하나씩 본딩된다. 와이어 본딩에는 금선이나 구

리선을 열음파 본딩하는 공정과 와이어를 공급하는 세라믹 캐필러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열 에너지와 초음파 에너지

를 이용하여 금속 와이어 본딩을 형성한다. 하나의 전기적 접속부를 위해 2개의 와이어 본드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IC

칩의 전극 패드에 형성되고 다른 하나는 리드 프레임의 리드에 형성된다. EFO(Electric flame-off) 공정으로 형성되

는 볼(ball)은 하중과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밀리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다이 상의 전극 패드 개방부에 직접 접

촉하도록 형성되며, 알루미늄 금속 패드에 볼 본드를 형성한다. 그 다음 와이어를 들어올려 루프를 형성하며 리드 프

레임의 원하는 위치에 접촉시켜 웨지 본드(wedge bond)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와이어 본딩 공정은 칩의 전극 패드와 리드 프레임 리드를 하나씩 금속 와이어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의 자동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해서는 칩의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와 리드 프레임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칩 레이아웃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리드 프레임을 설계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 패키지 조립 공정 특히, 와이어 본딩 공정의 양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훌륭한 칩 설계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설계 규칙은 생산하고자 하는 패키지 제품의 유형

에 맞게 생성되어야 하며, 사용가능한 조립 장비에 적합해야 한다. 설계 규칙의 결정은 칩 레이아웃을 시작하기 전 초

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패키지의 I/O 핀의 수가 증가하고 반도체 칩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전기적 접속을 위

해 필요한 면적이 칩 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 본딩 패드의 크기와 

패드 피치 및 공차(tolerance)를 줄일 필요가 있다. 칩 레이아웃은 조립공정의 자동화와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설계 규칙은 다이 설계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컨대, 설계 

규칙에 따른 볼 본딩 위치와 스티치 본딩 위치를 나타내는 와이어 본딩 형판(template)을 플라스틱 패키지 조립 공정

에 이용한다. 설계자는 이 형판에 칩 레이아웃을 중첩시키고 본딩 패드를 어느 위치에 형성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

조립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설계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립 공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음 조립 공정 단계에서 별도의 수정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종래 기술로는 예컨대, 사이러스 로직(Cirrus logic)의 미국 특허 제6,256,549호 '통합 제조 솔루션'에는 제품번

호를 나타내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것을 서로 다른 조립 공정에 필요한 제조 공정 데이터

를 컴퓨터 링크시킨다. 데이터들을 상관(correlate)시킬 때 작업자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번호에 대

한 공정 단계를 클릭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 종래 기술에 사용되는 제조 공

정 데이터는 웨이퍼 후면연마 데이터, 와이어 본딩 데이터, 테스트 변수, 패키징 데이터 및 마킹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조 공정 데이터 항목에 대응하는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고 이 데이터 파일을 제조 

공정 데이터 항목과 링크시키고, 링크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조립 설비로 전송한 다음, 개별 조립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온다.

조립 공정 자동화 기술의 다른 예는 AMD (Advanced Micro Devices)의 미국 특허 제5,608,638호 'IC 패키지를 제

조하기 위한 bulid sheet 자동화 장치 및 방법'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엑스-윈도즈(X-Windows)를 기반으로 한 유닉

스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데, 블랭크 본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blank bond master database)와 칩 레이아

웃(chip layout) 설계 데이터로부터 칩 패드 레이아웃(chip pad layout)과 이미지 파일(image file)을 추출하고 GDS t

o AUTOCAD, TIF to AUTOCAD로 변환/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다이 이미지는 본딩 장치 다이아그램과 병

합되어 빌드 시트(build sheet)를 작성하며, 그 다음 IC 패키지가 상기 본딩 장치 다이아그램을 기초로 제조된다.

이러한 종래 자동화 기술은 자동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한 본딩도를 작성하는 개별 설계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수많은 종류의 IC 칩을 조립해야 하는 대량 조립라인의 설계자 및 작업자에게는 여전히 좀 더 진보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칩 레이아웃 설계자와 리드 프레임 설계자는 종래 자동화 기술로부터 기술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으며, 종래 자동화 기술이 구현되는 특정 플랫폼(예컨대, 유닉스 시스템의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

지 못한 작업자나 설계자는 자동화 기술로 구축된 정보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또한, 기존에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CAD 도면화 툴에 의해 생성된 설계 데이터나 조립 데이터를 실제 

조립 양산 라인에서 조립 기준으로 본딩 규격으로 등록하고 이것을 범용적으로 활용·편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

작업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에 추가적인 인적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어

서 조립 공정의 생산성과 양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어렵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칩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리드 프레임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조립 공정에서 그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시 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칩이나 리드프레임 설계 데이터와 조립 공정 데이터를 플랫폼에 상관없이 접근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립 공정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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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립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조립 공정의 생산성과 양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칩이나 리드프레임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조립 공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칩 설

계자, 리드프레임 설계자, 조립 공정 작업자 등이 단일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IC 패키지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조회하고 편집하는 처리를 자동

으로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for ASIC)으로서, 칩 레이아웃 데이터, 리드 프레임 공백도, 패키지 외형도를 기초로

본딩도, 패키지 외형도, 패키지 핀 구성, 핀 좌표 데이터를 포함하는 조립 기준을 작성하는 조립 기준 작성 수단(DMS

)과, 상기 조립 기준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본딩 규격을 작성하는 본딩 규격 작성 수단(eSPEC)을 포함하며, 상기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은 칩 크기, 전극 패드의 크기와 위치, 다이 패드의 크기와 위치, 본딩 와이어의 길이와 위치 및 각도,

본딩 작업 순서, 전극 패드 기준점, 리드 기준점, 전극 패드 중심점,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 본딩 변수에 관한 데

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관리 시스템은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 DMS 파일 서버, DMS 웹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상기 조립 규격과 본딩 규격 및 기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 DMS 파일 서버는 

리드프레임 공백도, 패키지 외형도, 본딩도, 표준 파일을 관리하고, 상기 DMS 웹 서버는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을 허용하며, 상기 조립 규격 작성 수단은 상기 본딩 규격이 양산에 적합한 본딩 규칙을 만족하는

지 검증하는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을 포함하고, 본딩 설비에 전달되는 표준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웹 인터페이스는 조립 기준 조회와 조립 기준 편집 기능 및 설계된 본딩도를 

기준으로 와이어 본딩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예비 본딩 기능을 제공하며, 조립 기준이나 본딩 규격의 부분적인 수정

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일괄 수정 기능과, 관리 메뉴 및 정보 메뉴 기능을 제공한다. 예비 본딩은 설계된 IC

칩의 크기와 패키지 유형 데이터를 기초로 이 데이터에 대응되는 전극 패드 크기별 항목을 열거하는 것이며, 조립 기

준과 본딩 규격의 편집은 새로운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작성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DMS 파일 서버에서 작성되어 전송되는 칩 패드 파일은 

칩의 크기, 전극 패드 개방부의 크기, 전극 패드의 배치와 개수, 전극 패드 피치, 절단선의 폭과 길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의 본딩 규칙 검증 모듈에서 적용하는 본딩 규칙은 반도체 칩의 전극 패드 피치를 기

준으로 작성되며, 본딩 패드 개방부(BPO; Bonding Pad Opening)와 관련된 규칙,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 본딩 와이어와 관련된 규칙, 칩 크기와 관련된 규칙이 포함

된다. 여기서, BPO 관련 규칙은 BPO 크기와 BPO 간격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은 최소 코너 패드 피치, 코너 패드의 개수, 최소 코너 BOP 간 간격을 정하고,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은 전극 패드와 주변 패턴 및 절단선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으로 최소 패드 미치별로 적용되는 규

칙값을 정의하며, 와이어에 관련된 규칙은 와이어 크기와 길이, 각도, 와이어와 리드프레임의 공백도와 사이의 거리를

정하고, 칩 크기에 관련된 규칙은 칩 피치 즉, 칩의 크기에 절단선의 폭과 길이에 합쳐진 값을 포함한다.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은 CAD 도면화 툴로 작성된 본딩도 원도를 읽는 판독부와 상기 중심점 잡기 작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부와 상기 가공된 데이터를 소정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록기를 포함하며, 칩 패드 파일에는 칩 식

별부(chip ID)와 위치, 패드와 리드 연결 정보, BGA 볼 번호, 패드 기능 이름, 전극 패드 물리적 데이터가 더 포함되고

, 공백도 파일에는 리드 칩(tip),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리드 번호, 볼 번호, 도면 레이어

구분 데이터가 더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은 칩 설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리드 프레임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별

도의 수작업 가공없이 와이어 본딩 설비까 지 자동으로 처리하여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와이어 본딩 공정의 양산성(

production yield)을 개선할 수 있고, 생산량(throughput)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칩 설계나 리드 프레임 설계자에게도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해 수정 또는 가공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설계 

작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공된 칩 전극 패드와 리드 프레임 리드의 중심점

데이터를 칩 설계와 리드 프레임 설계 과정에 피드백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설계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

본 발명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칩이나 리드 프레임 설계 데이터와 조립 공정 데이터를 플랫폼에 상관없이 원

격 접속된 사용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조립 공정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자동

으로 생성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규격(specification)'은 IC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생산된 IC 반도

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의미하며, '기준(reference)'은 IC 반도체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

한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서, '설계 규격'이란 제조된 IC 제품의 동작 전압과 전류, 동작 속

도, 내부 신호간 또는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간의 타이밍 관계 등을 정의하며, '조립 기준'은 와이어 본딩 자동 공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 정보 예컨대, 본딩 작업 순서, 칩 전극 패드와 리드프레임 리드의 기준점, 본딩 지점, 본딩 규칙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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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조를 나

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은 조립 기준 신규 작성/편집 기능(30)과 조립 규격 조회(40) 기능을 가지며, 

도면 관리 시스템(200, DMS; Drawing Management System, 이하, 'DMS'라 함)과 본딩 규격 작성 시스템(300, 이

하, 'eSPEC'이라 함)을 포함한다. 통합 관리 시스템(100)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사

용자가 시스템(100)에 로그온하면, DMS와 eSPEC에 접속할 수 있는 초기 화면이 제공된다.

조립 기준은 설계 규격(design specification)을 근간으로 하고, 설계 규격은 개발 규격을 기초로 작성된다. 조립 기준

은 DMS(200)에서 문서화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된다. 조립 기준은 IC 제품을 조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는데, 예컨대, 본딩도, 핀 구성, 패키지 외형, 패키지 핀 좌표, 본딩 규칙 검증 결과를 포함하며, 패키지의 마킹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조립 기준은 조립 공정 특히,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한 정보 제공용 규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DMS(20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관리자 메뉴(220), 사용자 메뉴(240) 및 정보 메뉴(240)를 포함한다. 관리자

메뉴(220)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를 위한 것인데, 관리자 권한을 갖는 사용자는 이 인터페이스(220)를 통해 패

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221), 리드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222), 게이트 어레이 데이 터베이스(223), 분류 체계

(224), 본딩 규칙 관리(225) 및 일반 정보(226)를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리드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

이스(222)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일반 플라스틱 패키지의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에 대한 공백도에 한정되

지 않고, 예컨대, 인쇄 회로 기판(PCB)의 공백도 데이터도 포함된다.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221)는 패키지 외부

로 돌출된 핀의 정의, 1번핀의 위치, 핀 번호 매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리드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22

2)는 패키지 유형별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수 있으며, 다이패드의 위치, 리드에 관한 정보, 와이어 본딩 장

비의 인식을 위한 리드의 기준점, 리드 상의 본딩 지점에 관한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게이트 어레이 데이터베이스(22

3)는 설계 완료된 다이패드의 위치에 대한 설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분류 체계(224)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

는 각종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분류 방식과 체계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사용자 메뉴(240)는 예비 본딩(241, pre-bonding), 일괄 수정(242), 조립 기준 조회(243), 조립 기준 편집(244)을 선

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예비 본딩(241) 기능은 조립 기준을 만들기 전에 설계된 본딩도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고 오

류를 수정하는 와이어 본딩 공정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예비 본딩(241) 기능에는 설계한 칩의 크기와 패키

지 유형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전극 패드 크기별 항목들을 열거하여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

가할 수 있다. 일괄 수정(242) 기능은 예컨대, 특정 제품군의 본딩 위치 일부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조립 기준 조회(243) 기능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조립 기준을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립 기준 편집(244)은 새로운 조립 기준을 작성하여 등록하는 작업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조립 기준을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조립 기준 편집(244) 기능을 통해, 새로 등록

되거나 수정 또는 삭제된 기준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시스템의 서버에 업로딩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관리자 메뉴(220)와 사용자 메뉴(240)에 포함되는 기능은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

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은 종래 예비 본딩 기능만 제공하던 것과 달리, 조립 기준을 편집하고 일괄 수

정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통합 관리 시스템(100)의 정보 메뉴(260)는 선택 사항으로서, 본딩 규칙 도움말(261) 기능과 CAE 파일(Computer A

ided Engineering file) 관리(262)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딩 규칙 도움말(261) 기능은 본딩 규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DMS(200)에 접속한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또는 조립 기준 조회나 편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본딩 규

칙(예컨대, 전극 패드 크기, 코너 패드 피치, 본딩 와이어 사이의 거리, 본딩 와이어의 길이와 각도 등)을 참조할 수 있

도록 한다. CAE 파일 관리(262) 기능은 IC 칩의 조립 공정을 위해 생성된 각종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

는데,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르면, 칩 레이아웃 원도(예컨대, 도 5)와 리드프레임 공백도 원도(예컨대, 도 6)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CAD 도면화 툴(drawing tools)에 의해서 생성된 파일들은 확장자가 예컨대, MI, GBR, DXF이고,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의해 가공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본딩도 파일은 DXF 형식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 6의 공백도는 패키지 조립 공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리드프레임을 나타내었지만, 본 발

명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PCB에 대한 공백도를 포함한다. 또한, 예를 들어서, 시스템(100) 내부에 저장된 

공백도 파일은 *.bcf, 패키지 외형도는 *.pkg, 표준 파일은 *.std 형식을 갖는다. CAE 파일 관리(262)는 로그인한 사

용자별로 해당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디스플레이하며, 패드 파일을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에서 PC 플랫폼으

로 넘겨줄 때 통로 역할을 한다.

통합 관리 시스템(100)의 본딩 규격 작성 시스템(300, eSPEC)은 본딩 규격 조회(320)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본딩 규

격 편집(340)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조립 기준 편집(244)과 마찬가지로 본딩 규격 편집(340)도 새로운 본딩

규격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본딩 규격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

르면, 본딩 규격은 칩 크기, 전극 패드의 크기와 위치, 다이 패드의 크기와 위치, 본딩 와이어의 길이와 위치 및 각도, 

본딩 작업 순서, 전극 패드 기준점, 리드 기준점, 전극 패드 중심점,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에 관한 데이터를 포

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표현한 블록도이다.

통합 관리 시스템(100)은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400), DMS 파일 서버(500), DMS 웹 서버(600)를 포함하며, 리드

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700),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710),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

0), 본딩 규칙 검증(BRC; Bonding Rule Check) 모듈(730), 본더 뷰어 모듈(74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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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 데이터베이스 서버(400)에는 조립 기준 데이터, 본딩 규격 데이터, 기준 정보, 본딩 규칙 데이터 등이 저장된다.

DMS 파일 서버(500)는 공백도(510), 패키지 외형도(520), 본딩도(530), 표준 파일(540), 칩 패드 파일(550)을 작성

하고 전송한다. 예컨대, 본딩도(530)는 외부 업체(760)에 전송될 수 있다. 칩 패드 파일(550)은 예컨대, 도 5의 칩 레

이아웃 데이터로부터 생성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칩 레이아웃은 반도체 칩(50)과, 전극 패드(51), 칩 인식부(52)를 

포함한다. 도 5의 칩 레이아웃은 칩 설계 CAD 툴, 예컨대 케이던스(Cadence)사의 'OPUS' 또는 아반티(Avanti)사의 '

Applo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IC 칩을 제조하는 동안 사용되는 칩 전극 패드의 마스크 층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칩 레이아웃 데이터로부터 칩 패드 리스트를 추출하고 칩 I/O 유틸리티(예컨대, 도 12의 '1200')를 이용

하여 DMS 본딩용 패드 파일을 생성한다. 칩 I/O 유틸리티는 예컨대, 워크 스테이션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툴로서 칩 

설계 CAD 툴에서 나온 레이아웃 데이터와 설계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드 파일을 생성하는 유틸리티이다. 패드

파일에는 칩의 크기 'a×b', 칩의 활성면에 형성되어 있는 전극 패드(51) 개방부의 크기(도 9a의 'BPO'), 칩 인식부(51

)의 위치, 전극 패드(51)의 배치와 개수, 1번 패드의 위치, 전극 패드 피치 'e', 전극 패드(51)와 칩 모서리면까지의 거

리 'i', 절단선(scribe line, 도시 아니함)의 폭 과 길이 등에 관한 데이터, 칩 인식부(chip ID)와 위치, 패드와 리드 연결

정보, BGA 볼 번호, 패드 기능 이름(핀 이름), 전극 패드 물리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칩 레이아웃은 예컨대, GDS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CAD 파일인데, 이것은 DMS 파일 서버(500)에 의해 DXF 파일 포맷으로 변환된다. 즉, 워크

스테이션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한 파일 포맷에서 PC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자동 변환된다. GDS 

파일 포맷과 DXF 파일 포맷은 표준화된 그래픽 CAD 데이터 파일 포맷 중 하나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파일 포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패드 파일(550) 이

외의 공백도(510), 패키지 외형도(520) 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DMS 웹 서버(600)는 원격 사용자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신망(도시 아니함)과 연결되며, 예컨대, 월드와이드웹(wor

ld wide web)을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DMS 웹 서버(600)와 연결된 통신망은 TCP/IP를 이용하여 상호

접속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일 수 있고, 동축 케이블, 광섬유로 연결된 근거리 통신망(LAN)이거나, 통합 서비스 

디지털 망(ISDN),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B-ISDN)과 같은 원거리 통신망(WAN)이 될 수도 있다. DNS 웹 서버(60

0)에 대한 원격 사용자의 접속에는 방호벽(fire wall)과 같은 보안 장치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 장치

는 통합 관리 시스템 내부로 부정한 액세스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안 장치는 인증을 받은 트래

픽만이 보안 장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보안 장치는 서버 관리자가 설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검사하며 그에 

따른 작동을 하는데, 허가(또는 권한 부여), 인증, 로깅(logging) 기능을 하며, 경고(altering)나 이진 코드/실행 코드 

스캐닝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웹 서버(600)는 예컨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HyperText Markup Langu

age)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의 문서를 구현함으로써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HTML은 어느 한 플랫폼(platform)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매우 간단한 데이터 포맷이다. 한편,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의 자바(Java)를 사용하여 동적이고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다양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적 웹 페이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의 자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호환되는 특수 애플리케이션 즉, 자바 애플릿을 사용하거나 CGI(Common 

Gateway Interface)를 사용하여 웹 문서에 대화형 콘텐츠를 부가할 수도 있다.

웹 서버(600)를 통해 제공되는 웹 서비스는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제공(610), 조립 기준 등록/편집(620), 조립 기준이

나 본딩 규격의 일괄 개정(630),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제공(640), 본딩 규격 등록/편집(650), 본더 뷰어(660) 등

을 포함한다.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제공(610) 기능은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700)과 링크되고, 패키지 외형 

DB 제공(620) 기능은 패키지 외형 DB 구축 모듈(710)과 링크된다. 본딩 규격 등록/편집(650) 기능은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0)과 본딩 규칙 검증 모듈(730)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본더 뷰어(660) 기능은 본더 뷰어 모듈(740)과

연결되는데, 본더 뷰어 파일은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되어 있는 본딩도를 DMS 파일 서버(500)를 통해 불어온 파

일을 말하는데, 본딩 장비의 인식점과 인식 영역 등을 미리 파일로 만들어서, 본딩 작업 순서의 진행과정을 화면에 표

시 하여, 작업자가 본딩 공정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이상 유무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더 뷰어 모듈(74

0)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본딩 설비(750)로 넘어간다.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의해 제공되는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700) 기능과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710

) 기능에 대해서는 도 10을 참조로 후술한다.

CAD 데이터 가공(720) 기능은 CAD 도면화 툴로 작성된 데이터가 본딩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이것을 본딩 공정을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

대, 메모리 소자의 경우 전극 패드가 칩 활성면(active surface)의 중앙부에 배치된 중앙 패드형 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칩 레이아웃과 리드 프레임 공백도가 일대일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즉, 여러 칩 레이아웃에 대해 하

나의 리드 프레임 공백도를 적용할 수 없고, 개별 칩 레이아웃에 맞는 별도의 리드프레임 공백도를 작성해야 한다. 따

라서, CAD 도면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칩 전극 패드와 리드프레임 리드의 중심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리드와 전극 패드 사이의 연결 정보만 정의한 채 CAD 도면화 작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CAD 도면화 파일

을 예컨대, LAN으로 받아서, 중심점 잡기 작업(centering opertion)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한 보정 작업을 

하여 표준 본딩도를 생성하는 것이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0)의 기능에 포함된다.

BRC (Bonding Rule Check)

본딩 규칙 검증(730) 기능은 작성된 본딩도(bonding diagram)가 정해진 설계 규칙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설계 규

칙은 예컨대, 칩의 전극 패드 피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조 공정에는 상관없이 칩 패드와 패키지 유형(예컨대, QFP

(Quad Flat Package), PLCC (Plastic Leaded Chip Carrier), DIP (Dual Inline Pacakge), TSOP (Thin Small Outli

ne Package), BGA (Ball Grid Array) 등), 제조 업체로만 구분할 수 있다. 본딩 규칙에 포함되는 항목 가운데, 최소 

패드 피치는 칩의 전극 패드 중심에서 인접 전극 패드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나온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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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이 값에 따라서 적용되는 본딩 규칙이 달리지는데, 조립 공정 능력에 따라서 최소 패드

피치별로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딩 규칙은 본딩 패드 개방부(BPO; Bonding Pad Opening)와 관

련된 규칙,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 와이어에 관련

된 규칙, 칩 크기에 관련된 규칙을 포함한다.

BPO 관련 규칙은 BPO 크기와 BPO 간격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BPO는 도 9a에 도시된 것처럼, IC 칩의 일정한 

위치에서 절연층(912) 위에 형성된 전극 패드 금속층(910)을 포함한 웨이퍼 전체 표면에 도포된 패시베이션 층(915; 

passivation layer)을 식각하여 개방되는 전극 패드 영역을 말한다. 도 9a에서 도면 부호 '916'은 절연층(912)과 패시

베이션 층(915)이 중첩된 부분의 폭을 나타낸다. BPO 크기와 관련된 규칙은 단일 BPO(도 9b의 '920' 및 '930')와 이

중 또는 삼중 BPO(도 9b의 '940')에 따라 달라진다. 단일 BPO(920, 930)는 하나의 전극 패드에 하나의 금속 와이어

가 본딩되고, 이중/삼중 BPO(940)에는 2개 또는 3개의 금속 와이어가 본딩된 다. BPO 크기의 최소값은 금속 와이어

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며, 와이어 크기에 비해 BPO 크기가 작을 경우 와이어 본딩 공정에서 형성되는 볼(ball)에 의해

패시베이션 층(915)이 손상될 수 있다. 이중/삼중 BPO(940)의 크기가 정해진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의 전극 

패드에 본딩된 여러 와이어가 접촉하는 불량이 생길 수 있다. BPO 간격을 정하는 규칙은 인접 BPO 사이의 거리, BP

O와 절단선(scribe line) 사이의 거리, 마지막 BPO와 절단선 사이의 거리(dead zone)의 최소값을 정한다.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은 예컨대, 100㎛ 이하의 패드 피치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 칩 중앙부의 전극 패드 레이아웃에서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미세 패드 피치 규칙은 예컨대, 최소 

코너 패드 피치(코너 패드에 적용되는 값 중 가장 작은 패드 피치), 코너 패드의 개수, 최소 코너 BOP 간 간격(코너 패

드 개수에 제한을 받는 패드에 대한 BPO 사이의 간격)을 정한다.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은 전극 패드와 주변 패턴 및 절단선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이며 최소 패드 미치별

로 적용되는 규칙값을 정의한다.

와이어에 관련된 규칙은 와이어 크기와 길이 및 각도를 정한다. 와이어의 크기는 리드프레임의 공백도가 구축될 때 

패키지 유형별로 규정된 와이어 크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백도에 디스플레이되거나, BPO 크기에 따라 더 작

은 와이어 크기가 적용될 경우에는 BPO 크기에 따른 와이어 크기를 규칙화하여 구현한다. 한편, 최소 패드 피치가 작

아질수록 작은 와이어 크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규칙에 서 패드 피치별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와이어의 길이

는 전극 패드 중심에서 리드의 본딩 지점까지의 최대 길이를 제한하고, 와이어 각도는 IC 칩의 옆면과 본딩 와이어가 

이루는 각도이며 보통 최대 45°~ 60°값을 가진다. 와이어와 관련된 규칙에는 반도체 칩(다이)을 지나가는 와이어

의 길이값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극 패드 중심에서 칩 모서리까지의 거리로 정할 수 있다. 이 값이 너무 크면, 

칩에 본딩된 후 와이어가 늘어져서 칩의 모서리와 접촉되는 불량(sagging)이 생길 수 있다.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의 

간격(최단 수직 거리)과 와이어와 리드 사이의 간격도 와이어와 관련된 규칙에 규정될 수 있다.

칩 크기에 관련된 규칙은 칩 피치 즉, 칩의 크기에 절단선의 폭과 길이에 합쳐진 값을 포함한다. 칩 피치는 웨이퍼상의

스텝 크기(step size)를 의미한다. 칩 크기와 절단선의 폭과 길이 값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 값을 

토대로 칩 패드 파일이 생성되어 BRC에 입력된다. 칩 크기 관련 규칙은 BPO에서 절단선까지의 거리, 마지막 BPO에

서 절단선까지의 거리, 전극 패드 중심에서 칩 모서리까지의 거리, 칩 크기에 대한 다이 패드 크기의 비, 칩 모서리에

서 다이 패드까지의 거리, 칩 두께 등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작업을 주문형 반도체 소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여기서 설명

하는 작업 흐름은 새로 생산할 반도체 IC 소자의 조립 공정 특히,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한 것이다.

CAE 도면화 툴(30)에 의해 작성된 칩 레이아웃 데이터로부터 칩 패드 파일(550)을 작성하고, 리드 프레임 원도로부

터 리드프레임 공백도(510)를 작성한 다. CAE 도면화 툴(30)은 예컨대, X-원도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워크스테이

션 플랫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33)에서는 칩 패드 파일(550)과 리드프레임 공백도(510) 및 DMS(200)의 본

딩 규칙 검증 모듈(730)을 이용하여 조립 기준 또는 본딩 규격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34)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

스(34)로부터 본딩도를 테이터 파일로하여 보고서 자동 생성 단계(35)에서 새로운 조립 개발 규격으로 등록 상신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단계 36), 본딩 규격으로 등록하고, DMS 본더 뷰어 모듈(740)에서 편집하여 표준 파일을 

생성하고(37), 이것을 본딩 설비(750)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작업을 메모리 반도체 소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여기서 설명

하는 작업 흐름은 새로 생산할 메모리 반도체 소자의 조립 공정 특히, 와이어 본딩 공정을 위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소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AE 레벨에서 작성된 본딩도(40)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표준 본딩

도 생성을 위한 가공(42)이 필요하다. 데이터 보정과 가공(42)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

0)에서 이루어진다. 가공된 표준 본딩도를 규격으로 등록하고(45), DMS 본더 뷰어(740)에서 편집한 다음, 본딩 설비

(750)로 전송한다.

도 10은 리드 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과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

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CAD 도면화 툴(1010)에 의해 작성된 리드프레임 원도와 패키지 외형도는 전송 유틸리티(1020)를

통해 예컨대, CAE LAN에서 PC LAN으로 전 송된다. 리드프레임 공백도에는 예컨대, 도 6에 나타낸 것처럼, 다이 패

드(60), 타이바(61; tie bar), 내부 리드(62; inner leads)가 도시된다. 한편, 패키지 외형도는 예컨대, 도 8에서 보는 

것처럼, 패키지 외형(80), 핀(82)과 기준부(84) 등을 도시한다. 기준부(84)이 좌상단에 놓이도록 패키지 외형(80)을 

정렬했을 때, 기준부(84) 왼쪽 맨 처음에 배열되어 있는 핀이 통상 1번 핀이고, 시계방향으로 핀 번호를 매긴다. 도 8

의 실시예는 모두 100개의 핀을 가진 TQFP(Thin Quad Flat Package) 형의 소자이다.

리드프레임 공백도 DB 구축 모듈(700)은 판독기(702), 생성 모듈(704), 관리 모듈(706), 기록기(708)를 포함한다. 

판독기(702)는 예컨대, MI, GBR, DXF 형식으로 작성된 CAD 파일을 읽어서 생성 모듈(704)로 전달하고, 생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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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은 판독기(702)로부터 입력된 3개의 파일을 읽고 이를 다시 DXF 파일 형태로 변환한다. 즉, MI -> DXF, GBR -

> DXF로 변환하여 표준화된 CAD 파일을 만든다. 관리 모듈(706)은 생성된 리드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를 관리하며, 

기록기(708)는 예컨대, DXF 파일 형식의 공백도 파일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610)에 저장한다. DMS 파일 서버(도 

2의 '500')에서 가공된 공백도 파일(*.bcf)은 공백도 데이터베이스(610)에 저장된 DXF 포맷의 공백도 파일을 읽어 들

여, 에는 다이 패드의 크기(도 7의 'i×j'), 1번 리드(63)의 위치, 리드 팁(tip), 본딩 지점(teach point), 기준점 설정, 리

드 프레임의 크기, 리드 번호 등의 정보를 고유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이다.

패키지 외형도 DB 구축 모듈(710)은 판독기(712), 생성 모듈(714), 관리 모듈(716), 기록기(718)를 포함한다. 판독

기(712)는 예컨대, MI, GBR, DXF 형식으로 작성된 CAD 파일을 읽어서 생성 모듈(714)로 전달하고, 생성 모듈(714)

은 판독기(712)에서 읽어들인 파일을 판독기(712)로부터 입력된 3개의 파일을 읽고 이를 다시 DXF 파일 형태로 변

환한다. 즉, MI -> DXF, GBR -> DXF로 변환하여 표준화된 CAD 파일을 만든다. 관리 모듈(716)은 생성된 패키지 

외형도 데이터를 관리하며, 기록기(718)는 예컨대, DXF 파일 형식의 패키지 외형도 파일을 외형도 데이터베이스(64

0)에 저장한다. DMS 파일 서버(도 2의 '500')에서 가공된 패키지 외형도 파일(*.pkg)은 패키지 외형도 데이터베이스(

640)에 저장된 외형도 파일을 불러와서, 패키지의 외형 형태도, 유형, 핀의 개수, 기준부(84)의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저장한 고유 파일 형태이다.

도 11은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0)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컨대 메모리 반도체 소자와 같이 CAD 도면화 툴로 작성된 

데이터가 본딩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이것을 본딩 공정을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르면,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0)은

도 11에 도시한 것처럼, 판독기(722), 데이터 가공부, 기록기(724)를 포함한다. 판독기(722)는 CAD 도면화 툴(1110

)에 의해 작성된 본딩도를 전송 유틸리티(1120)를 통해 CAE LAN에서 PC LAN으로 전송받은 MI, GBR, DXF 형식의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가공부로 전송한다. 데이터 가공부는 금속 와이어가 본딩되어야 할 전극 패드의 중심점과 리드

프레임 리드의 중심점 및 정확한 본딩 지점 등 중심점 잡기 작업(centering opertion)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한 보정 작업을 한다. 가공된 데이터는 기록기(724)에 의해 예컨대, DXF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며, 표준 본딩도(113

0)를 생성하고 본더 뷰어 모듈(740)에 그 결과값이 전송된다.

도 12는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딩 규칙 검증 모듈(730)은 칩 I/O 유틸리티(1200)에 의해 생성된 패드 파일과 공백도 DB(610)에 저장되어 있는 공

백도 파일 및 패키지 외형 DB(640)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 외형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판독기(732)와 B

RC 실행부 및 기록기(734)를 포함한다. 판독기(732)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은 예컨대, DXF 또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

이다. BRC 실행부는 앞에서 설명했던 본딩 규칙(예컨대, BPO와 관련된 규칙,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

아웃과 관련된 규칙,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 와이어에 관련된 규칙, 칩 크기에 관련된 규칙 등)을 특정 IC 제

품이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BRC 실행부는 본딩 규칙 검증 이외에 배선(wiring), 게이트어레이 프로세싱 작업도 수행

한다. 배선 작업은 패드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배선이 이루어진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삭제 등 편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한 본딩 형태를 예를 들어서 칩 패드에서 칩이 올려지는 리드프레임 패드로 배선이 되는 형태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게이트어레이 프로세싱 작업은 이미 설계 검증이 끝난 

형태의 칩 레이아웃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없는 레이아웃을 칩 패드 파일 형태로 구축해 놓고, 사용자가 

이것을 불러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변경되지 않고 내부 설계만 변경하

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

BRC 실행부의 검증 결과는 기록기(734)에 의해 예컨대, DXF 형식과 BVF (bonder viewr file)의 파일로 저장되어 

조립 기준(1210)으로 등록되거나 편집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본더 뷰어 모듈(740)로 전송된다.

데이터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 내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3의 데이터 흐름은 시스템 내외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면에서 기호 '▶'는 데이터의 입력을 나타내고, 기호 '◀'는 데이터의 출력을 나타낸다.

먼저, CAD 워크스테이션 플랫폼(1010)에서 작성된 리드프레임 원도, 칩 레이아웃, 패키지 외형도, 본딩도(메모리 칩

의 경우)가 출력되어 DMS 파일 서버(500)로 입력된다.

DMS 파일 서버(500)는 CAD 플랫폼(1010)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기초로 공백도 파일, 칩 패드 파일, 패키지 외형도 

파일, 본딩도(메모리) 파일을 생성한다. DMS 파일 서버(500)에서 작성된 공백도 파일과 칩 패드 파일은 예비 본딩(2

41)으로 전송되고, 패키지 외형도 파일은 조립 기준 편집(620)으로 전송되며, 본딩도(메모리) 파일은 CAD 데이터 가

공 모듈(720)로 전달된다. DMS 파일 서버(500)는 예비 본딩(241)에 의해 작성된 본딩도(dxf) 파일 또는 CAD 데이터

가공 모듈(720)에 의해 가공된 메모리 본딩도(dxf)를 기초로 본딩도 파일을 작성하고 이것을 조립 기준 편집(620)과 

본딩 규격 편집(650)으로 보낸다. DMS 파일 서버(500)는 예비 본딩(241)에 의해 작성된 표준 파일(std)과 CAD 데이

터 가공 모듈(720)의 출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표준 파일(std)을 작성하고 이것을 조립 기준 편집 모듈(620)로 

전송한다.

예비 본딩(241)에서는 공백도 파일과 칩 패드 파일이 입력 데이터가 되고, 본딩도(dxf) 파일과 표준 파일(std)이 출력

데이터로 된다. 한편, 조립 기준 편집(620)에서는 본딩도(dxf) 파일과 패키지 외형도 파일, 칩 패드 파일이 입력 데이

터이고, 조립 기준(ps,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파일과, 본딩도 파일(dxf) 및 표준 파일(std)이 출력 데이터이다. 

여기서 표준 파일(std)은 BRC나 CAD 데이터 가공 모듈에서 생성하는 파일로서 각각의 모듈에서 작업이 끝난 후 조

리에서 필요한 데이터 즉, 장비에 넣을 수 있는 표준 파일을 말한다. 따라서, 와이어의 시작과 끝점에 대한 위치 데이

터, 와이어 작업 순서, 와이어 작업 방향, 기준점 설정 정보, 파라미터 그룹 설정 정보, 도면 회전정보, 원점 정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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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및 위치 정보, 기타 기준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가 표준 파일에 포함된다.

DMS 웹 서버(600)는 조립 기준 편집(620)에서 출력된 조립 기준(ps)과 본딩도 파일(dxf)을 입력 데이터로 하는데, 

조립 기준(ps) 본문으로 삽입하고, 본딩도 파일(dxf)을 첨부로 삽입한다. DMS 웹 서버(600)는 eSPEC 서버(300)에서

출력된 본딩 규격(ps)을 본문으로 삽입하여 조립 기준 문서를 원격 접속자에게 웹 서비스한다.

본딩 규격 편집(650)은 본딩도(dxf)를 입력으로 하여 본딩 규격(ps), 본딩도(dxf), 표준 파일(std)을 출력하는데, 이 

출력은 eSPEC 서버(300)와 본딩 설비(750)으로 전송된다. eSPEC 서버(300)는 본딩 규격 편집(650)에서 출력된 본

딩 규격(ps)을 본문으로 삽입하여 DMS 웹 서버(600)로 출력하고, 본딩 설비(750)는 조립 기준 편집(620)고 본딩 규

격 편집(650)에서 출력된 본딩도 파일(dxf) 및 조립 기준 편집(620), 본딩 규격 편집(650), 본더 뷰어(740)에서 출력

된 표준 파일(std)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자동 와이어 본딩 공정을 수행한다.

본더 뷰어(740)는 DMS 파일 서버(500)로부터 본딩도 파일(dxf)과 본더 뷰어 파일(bvf) 및 표준 파일(std)을 입력받

아서 표준 파일(std)을 본딩 설비(750)로 출력한다.

조립 규격 조회/편집 프로세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 기준 조회와 편집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사용자(예컨대, 설계자나 조립 공정 엔지니어)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로그인한다(1410). 사용자

가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술문서 편집 기능(예컨대, 도 1의 조립 기준 편집 '244')을 선택하면, 편집하고자 하는 기술 

문서의 정보, 예컨대 패키지의 유형, 칩의 종류 등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시스템에 제공된 리스트를 통해 선택

하여 입력한다(1412). 예비 본딩과 본딩 규칙 검증 등을 통해 완성된 도면 정보는 조립 기준 작성으로 전달되고(1414

), eSPEC(300)의 데이터베이스(350)에 저장된다. 예비 본딩과 본딩 규칙 검증에서는 DMS 파일 서버(500)에서 제공

되는 도면 정보가 활용되고, 예비 본딩과 본딩 규칙 검증 결과 가 DMS 파일 서버(500)로 전송된다. 또한, 조립 기준 

작성에서도 DMS 파일 서버(500)와 데이터의 주고 받는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조립 기준이 작성되면, 해당 기술 문서가 조립 기준으로서 기술문서 편집으로 피드백되고(1416), 기술 문서로 상신된

다(1418). 상신된 기술 문서는 결재 과정(1420)을 거치는데, 상신된 문서가 곧 바로 결재 승인이 되면 기술 문서로 등

록이 되고(1422)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다(1424). 한편, 상신된 문서에 흠결이 있어서 승인이 되지 않으

면 기술 문서의 보완과 수정 작업을 거쳐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다(1490).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되어 있는 기술문서들은 사용자가 이것을 조회할 수 있다(1426, 1428). 이때 결재 

정보도 함께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 기술문서들은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도 있다(1430). 외부 사용자(76)에게는 기술문서의 등록이나 수정 등에 관한 정보가 통지되고(1432), 방화벽 등을 통

해 그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1434). 웹 서비스는 조립 공정 엔지니어와 설계자와 같은 작업자에게도 접근을 허용하

는데, 작업자는 웹 서비스(1430)를 통해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정되어 있는 기술 문서를 조회할 수 있고(147

2), 해당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본딩 순서 등의 정보를 변경하여 이것을 DMS 파일 서버(500)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CAD 워크스테이션 플랫폼(1010)은 공백도, 칩 레이아웃, 패키지 외형을 CAD 파일로 작성하여 DMS 파일 서버(500)

로 보낸다. DMS 파일 서버(500)는 DMS 관리자(220)에게 공백도 관리, 패키지 외형 관리, 본딩 규칙 관리 기능 등을 

제공 한다(1456). 본딩 설비(750)는 DMS 파일 서버(500)를 통해 도면 정보와 본딩 순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동 와

이어 본딩 공정을 수행한다.

본딩 규격 조회/편집 프로세스

도 15는 본딩 규격 조회와 편집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100)에 사용자가 로그인한다(1510). 로그인한 사용자가 본딩 규격 편집을 선택하

면, 예비 본딩, 와이어 보정 기능이 제공되고(1512), DMS 파일 서버(500)를 통해 제공되는(1592) 도면 정보를 토대

로 예비 본딩과 와이어 보정 작업을 수행하여(1514), 본딩 규격을 작성하고 작성된 데이터를 eSPEC 데이터베이스(3

50)에 저장한다(1516). 저장된 본딩 규격은 경로(1536)를 따라 피드백되어 본딩 규격 문서를 상신하는 절차(1520)가

진행된다. 상신된 본딩 규격 문서는 규격 결재 절차를 거치는데(1522), 결재 과정에서 문서가 곧바로 승인이 되면 PC

CB 합의 과정을 거치고(1524) 이 합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신된 본딩 규격은 표준 문서로서 등록되

어(1526),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다. PCCB 합의 과정은 기술 부서와 품질 부서 등 실무자들이 중요한 변

경 사항에 대하여 진행 여부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PCCB 합의 과정은 결재 과정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할 수도 있다. 한편, 결재 과정이나 PCCB 합의 과정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됨과 동시에(1532, 1540), 보완 수정 절차가 진행된다(1534, 1542). 보완 수정된 문서는 eSPEC 데이터베이스(

350)에 갱신 저장되고 경로(1536)를 따라 본딩 규격 문서 상신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결재나 합의 과정에서 곧바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하여, 틀린 부분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올바

른 내용으로 항상 다시 재상신/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표준 문서로 저장된 본딩 규격은 사용자가 그 결재 정보와 함께 또는 결재 정보와는 별도

로 문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며(1560, 1562), DMS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된 결재 정보는 eSPEC 데이터베이스(35

0)로 전송된다(1564). 결재 정보는 도면 작성이나 침 패드 파일 등 중요한 생성과정은 DMS에서 발생되고, 발생된 데

이터를 불러와서 상신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보와 관련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결재 상신 프로세스는 eSPEC을 통해 이

루어진다. 따라서, 결재 정보 eSPEC 데이터베이스(350)에 저장하면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eSPEC 데이터베이스(350)에 저장된 본딩 규격 문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 사용자에게 제공된다(1570). 예를

들어서, 본딩 규격 문서가 새로 등록되거나 기존의 본딩 규격 문서가 수정이 된 경우에는 이 사실이 통지되고(1572) 

외부 사용자(760)는 방화벽을 통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574). 조립 공정 엔지니어를 포함한 작업자는 웹 인터

페이스를 통해 본딩 규격 문서를 조회할 수 있고(1576), 본딩 순서 등의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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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파일 서버(500)를 통해 본딩 규격 문서를 수정할 수도 있다. DMS 파일 서버(500)는 CAD 플랫폼(1010)으로부터

본딩도 원도를 받으며(1580), 표준 문서로 등록된 본딩 규격 등의 도면 정보와 본딩 순서에 관한 정보를 본딩 설비(7

50)로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칩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리드 프레임 설계 단 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조립 공정에서 그

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칩이나 리드프레임 설계 데이터와 조립 공정 데이터를 플랫폼에 상관없이 원격 또

는 직접 접속하는 사용자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 패키지 조립 공정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조립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조립 공정의 생산성과 양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칩이나 리드프레임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조립 공정에서 생성

된 데이터를 칩 설계자, 리드프레임 설계자, 조립 공정 작업자 등이 단일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미세 패드 피치

와 관련된 규칙 등 설계 규칙을 현실화하여 설계자가 미리 규칙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설계 오류를 최소한 5~10% 

정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와이어 본딩 공정과 같은 칩 설계 정보와 리드프레임 설계 정보가 필요한 공정 전체를 미리 

검증하여 공정 오류 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IC 패키지 제품의 리드 타임(lead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본딩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본딩 오류 모니터링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본딩 설비

의 교체율을 낮추어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조립 기준이나 본딩 규격과 같은 표준 문서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조립 공정 엔지니어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

고, 제품의 설계 변경을 실제 조립 생산 라인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제품의 대량 생산이 시장적시

성의 요구에 맞게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C 패키지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조회하고 편집하는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for ASIC)으로서,

칩 레이아웃 데이터, 리드 프레임 공백도, 패키지 외형도를 기초로 본딩도, 패키지 외형도, 패키지 핀 구성, 핀 좌표 데

이터를 포함하는 조립 기준을 작성하는 조립 기준 작성 수단(DMS)과,

상기 조립 기준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본딩 규격을 작성하는 본딩 규격 작성 수단(eSPEC)을 포함하며,

상기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은 칩 크기, 전극 패드의 크기와 위치, 다이 패드의 크기와 위치, 본딩 와이어의 길이와 위

치 및 각도, 본딩 작업 순서, 전극 패드 기준점, 리드 기준점, 전극 패드 중심점,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 본딩 변

수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관리 시스템은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 DMS 파일 서버, DMS 웹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DMS 데이터베

이스 서버는 상기 조립 규격과 본딩 규격 및 기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 DMS 파일 서버는 리드프레임 공백

도, 패키지 외형도, 본딩도, 표준 파일을 관리하고, 상기 DMS 웹 서버는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을 허용하며,

상기 조립 규격 작성 수단은 상기 본딩 규격이 양산에 적합한 본딩 규칙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본딩 규칙 검증 모듈

을 포함하고, 본딩 설비에 전달되는 표준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조립 기준 조회와 조립 기준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설계된 본딩도를 기준으로 와이어 본딩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예비 본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조립 기준이나 본딩 규격의 부분적인 수정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일괄 

수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관리자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정보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3항에서, 상기 예비 본딩은 설계된 IC 칩의 크기와 패키지 유형 데이터를 기초로 이 데이터에 대응되는 전극 패드 

크기별 항목을 열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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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상기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의 편집은 새로운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작성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어 있는 조립 기준과 본딩 규격을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서, 상기 DMS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본딩 규칙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서, 상기 DMS 파일 서버는 칩 레이아웃 데이터로부터 칩 패드 파일을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서, 상기 칩 패드 파일은 칩의 크기, 전극 패드 개방부의 크기, 전극 패드의 배치와 개수, 전극 패드 피치, 절

단선의 폭과 길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2항에서, 상기 웹 인터페이스는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능, 패키지 외형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능, 본더 뷰어 

제공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서, 상기 본더 뷰어는 본딩도를 상기 DMS 파일 서버를 통해 불러온 파일을 본딩 작업 진행 과정에 따라 화

면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서,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은 CAD 도면화 툴로 작성된 본딩도에서 칩의 전극 패드 중심점과 리드 프레

임 리드의 중심점을 산출하는 중심점 산출 작업을 수행하며, 본더 뷰어에서 필요한 작업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서, 상기 IC 패키지 소자는 메모리 반도체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서, 상기 본딩 규칙 검증 모듈에서 적용하는 본딩 규칙은 반도체 칩의 전극 패드 피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서, 상기 본딩 규칙은 본딩 패드 개방부(BPO)와 관련된 규칙,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 본딩 와이어와 관련된 규칙, 칩 크기와 관련된 규칙이 포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서, 상기 BPO 관련 규칙은 BPO 크기와 BPO 간격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상기 미세 패드 피치를 위한 

전극 패드 레이아웃과 관련된 규칙은 최소 코너 패드 피치, 코너 패드의 개수, 최소 코너 BOP 간 간격을 정하고, 상기

패드 피치별 칩 패드 설계 규칙은 전극 패드와 주변 패턴 및 절단선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으로 최소 패드 미치별

로 적용되는 규칙값을 정의하며, 상기 와이어에 관련된 규칙은 와이어 크기와 길이, 각도, 와이어와 리드프레임의 공

백도와 사이의 거리를 정하고, 상기 칩 크기에 관련된 규칙은 칩 피치 즉, 칩의 크기에 절단선의 폭과 길이에 합쳐진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에서, CAD 도면화 툴에 의해 작성된 리드프레임 공백도 원도를 읽는 판독기와, 이 판독기에서 읽은 데이터를 

리드프레임 공백도 파일로 변환하는 생성 모듈과, 상기 변환된 공백도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록기를 포

함하는 리드프레임 공백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서, 상기 리드프레임 공백도 파일에는 다이 패드의 크기, 1번 리드 의 위치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서, CAD 도면화 툴에 의해 작성된 패키지 외형도 원도를 읽는 판독기와, 이 판독기에서 읽은 데이터를 패키

지 외형도 파일로 변환하는 생성 모듈과, 상기 변환된 외형도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록기를 포함하는 패

키지 외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서, 상기 외형도 파일에는 패키지 유형과 핀수, 리드 번호, 기준부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14항에서, 상기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은 CAD 도면화 툴로 작성된 본딩도 원도를 읽는 판독부와 상기 중심점 잡기

작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가공부와 상기 가공된 데이터를 소정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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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서, 상기 CAD 데이터 가공 모듈은 표준 본딩도를 생성하여 본더 뷰어 모듈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1항 또는 제17항에서, 상기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은 판독기, BRC 실행부, 기록기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서, 상기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은 패드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배선화 기능을 제공하는 배선(wiring)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11항에서, 상기 칩 패드 파일에는 칩 식별부(chip ID)와 위치, 패드와 리드 연결 정보, BGA 볼 번호, 패드 기능 이

름, 전극 패드 물리적 데이터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1항, 제19항, 제20항 또는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공백도는 리드프레임 공백도와 인쇄 회로 기판(PC

B) 공백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21항에서, 상기 공백도 파일에는 리드 칩(tip), 리드 본딩 지점(teach point)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리드 번호, 볼 

번호, 도면 레이어 구분 데이터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26항에서, 상기 본딩 규칙 검증 모듈은 이미 설계 검증이 끝난 형태의 칩 레이아웃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가 없는 레이아웃을 칩 패드 파일 형태로 구축하여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 제공하는 게이트어레이 프로세싱 기능

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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