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3/10

(45) 공고일자   2001년06월01일

(11) 등록번호   10-0285664

(24) 등록일자   2001년01월05일
(21) 출원번호 10-1998-0017500 (65) 공개번호 특1999-0085220
(22) 출원일자 1998년05월15일 (43) 공개일자 1999년12월06일

(73) 특허권자 현 전자산업주식회사    박종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박명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1동 243-15 201호

박창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48-1 현 사원아파트 109동 507호

이남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1차아파트 101-1703호

백형길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204-13 혜인빌라 1동 201호

최윤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삼익아파트 102동 601호
(74) 리인 강성배

심사관 :    이수형

(54) 스택패키지및그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스택 패키지, 특히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과 재료를 그 로 사용
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함으로써 용량을 배가시키면서도 패키지의 
외관이 작아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고,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한 스택 패
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센터라인을 따라 배열되는 다수의 본딩패드를 갖춘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가 일정간격을 두고 상,하로 이격 배치되고, 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이 각 소자의 본딩패드 형
성면에 접착 테이프의 개재하에 각각 부착되며, 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는 제 1 및 제 2 금속세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 및 제 2 리드 프레임
의 해당 인너리드가 서로 접속되도록 수지로 밀봉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 
제 2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의 접속면에는 양 리드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전도성 접착물질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스택 패키지의 한 예를 보인 단면도.

도 2는 종래 스택 패키지의 다른 예를 보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도 4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내부 구조를 보인 일부 절개 사시도.

도 5는 본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 1 리드 프레임(상부 리드 프레임)의 구조를 보인 사시도.

도 6은 본 실시에에 사용되는 제 2 리드 프레임(하부 리드 프레임)의 구조를 보인 사시도.

도 7은 본 실시예의 제 1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소자와의 리버스 와이어 본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
면도.

도 8은 본 실시예의 제 2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소자와의 와이어 본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면도.

도 9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트랜스퍼 몰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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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트림 공정을 나타낸 사시도.

도 11은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포밍 공정을 나타낸 사시도.

도 12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에서 제 1 리드 프레임과 제 2 리드 프레임과의 리드 접속 상태를 보인 
사시도.

도 13a, 13b 및 13c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에서 제 1 리드 프레임과 제 2 리드 프레임과의 리드 접속
에 한 다른 실시예들을 보인 사시도.

도 14는 본 실시예의 스택 패키지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0,10',10″;반도체 소자            10a,10'a,10″a;본딩패드

20,20',20″;리드 프레임            21;인너리드

21a;인너리드의 단부               21b;접속홀

22;아웃리드                       23;댐바

30,30',30″;접착테이프             40,40',40″;금속세선

50;수지                           60;전도성 접착물질

60';솔더 조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 특히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적층(Stack)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한 스택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칩의 용량 증 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128M  DRAM이 양산 단계에 있으며, 256M 
DRAM의 양산도 가까운 시일안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칩의 용량 증 , 다시말하면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정된 반도체 소자의 공간내에 
보다 많은 수의 셀을 제조해 넣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정밀한 미세 선
폭을 요구하는 등 고난도의 기술과 많은 개발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근, 보다 쉬운 방법으로 고집
적화를 이룰 수 있는 스택킹(Stacking) 기술이 개발되어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말하는 스택킹이란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수직하게 쌓아 올려 메모리 용량을 
배가시키는 기술로써, 이러한 스택킹에 의하면, 예를 들어 2개의 64M DRAM급 소자를 적층하여 128M DRAM
급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2개의 128M DRAM급 소자를 적층하여 256M DRAM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스택킹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반도체 소자 레벨에서의 스택킹 이외에도 패키지 레벨에서의 스택킹과, 모
듈 레벨에서의 스택킹 등이 있다. 

패키지 레벨에서의 스택킹은 제조된 패키지를 2∼3층 또는 그 이상으로 쌓아 올려 스택킹하는 방식으로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스택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키지 레벨에서의 스택 패키지는 
미리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패키지를 그의 해당 리드들끼리 일  일 응하도록 연결하는 방식과, 표준 
패키지를 사이드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보조 액서서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반
도체 소자 제조업체에서는 패키지공정에서부터 주문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므로 전자의 방법을 택하
고 있으며, 스택킹 전문 업체에서는 웨이퍼를 공급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패키지를 공급받아 
스택킹하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패키지 레벨의 스택킹에 의한 패키지의 전형적인 예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 이
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패키지(1)(1')는 상부 패키지(1)의 하면과 하부 패키지(1')의 상면이 맞닿도
록 적층되어 있고, 각 패키지(1)(1')의 양측으로 돌출된 리드(1a)(1'a)는 해당 리드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예에서는 2개의 패키지가 적층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적층될 수 있으며, 또한 
적층된 각 패키지의 리드들은 사이드 레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보조 액서서리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패키지 레벨에서의 스택 패키지는 2개 이상의 패키지를 적층하여 
구성함으로써, 패키지의 외관이 커지고, 취급이 어려우며, 또한 공정이 추가주식회사로 몰드 및 포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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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추가되거나 변형된다)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포옴 이후에도 리드를 다시 변형시켜야 스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또 리드 폭이나 리드 공간에 따라 작업 조건이 열악하게 되어 스택할 수 없는 경
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패키지 레벨의 스택 패키지가 가지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패키지
내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내장시켜 구성한 스택 패키지가, 일본국 특개소 62-8529 호, 특개
소 62-131555 호, 특개소 62-119952 호 및 특개소 63-1214450 호에 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앉고 있다.

즉, 일본국 특개소 62-8529 호 및 특개소 62-131555 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반도체 소자 레벨에서
의 스택 패키지, 즉 탭의 양측에 반도체 소자를 탑재하는 구조는, 일측면 소자상의 전극과 리드 프레임을 
금속세선으로 접속한 후에 반 면의 금속세선 접속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최초에 접속한 금속세선
에 데미지를 주게되므로 반 측 금속세선 접속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일본국 특개소 63-124450 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스택 패키지, 즉 2단의 리드 프레임을 수지
봉지하는 구조는, 통상 이용되고 있는 트랜스퍼 몰드로는 량으로 제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
다.

또, 일본국 특개소 62-119952 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스택 패키지, 즉 패키지 내부에서 리드 프레
임끼리를 접합하여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구조는, 수지 봉지전에 리드 프레임을 성형하는 것이 곤란
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  패키지가 두껍기 때문에 고집적화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
술과 재료를 그 로 사용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함으로써 용량을 배
가시키면서도 패키지의 외관이 작아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고,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양산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한  스택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는, 센터라인을 따라 배열되는 다수의 본
딩패드를 갖춘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가 일정간격을 두고 상,하로 이격 배치되고, 상기 각 반도체 소
자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이 각 소자
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접착 테이프의 개재하에 각각 부착되며, 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는 제 1 및 제 2 금속세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가 서로 접속되도록 수지로 밀봉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
의 인너리드와 제 2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의 접속면에는 양 리드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전도성 접
착물질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반도체 소자와 제 2 반도체 소자는 그의 본딩패드 형성면이 마주하도록 이격 배치될 
수 있고, 또 그 이면이 맞닿도록 이격, 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본딩패드 형성면이 상부 또는 하부를 향
하도록 이격,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리드 프레임은 그의 인너리드부가 각 반도체 소자와 해당 
리드 프레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금속세선의 쇼트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업-셋 및/또는 다운-셋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 단부가 접촉하는 수지 외측의 제 2 리드 프레임의 리드 경
계부에 솔더 조인트가 형성되어 양 리드의 전기적인 접속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제 1 리드 프레
임의 인너리드 단부에는 제 2 리드 프레임 리드와의 보다 넓은 접촉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반원형, 원형 
또는 사각형의 접속홀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의 리드 폭은 제 2 리드 프레임의 
리드 폭보다 작게 형성되어, 리드의 미스매치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은, a)중앙부에 다수의 본딩패드가 
일정간격으로 배열, 형성된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를 제조 및 준비하는 단계; b)상기 각 반도체 소자
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2개의 리드 프레임을 제작 및 준비하는 단
계; c)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각각의 리드 프레임을 부착하는 단계; d)다이 어태치된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를  금속세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 e)와이어 본딩된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를 접속시키는 단계; f)해당 인너리드
가 접속된 조립체를 수지로써 밀봉하는 단계; g)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댐바를 동시에 절단하는 단
계; h)제 2 리드 프레임의 아웃리드를 소정 형상으로 절곡, 형성하는 단계; 및 i)리드 플래팅 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드  리드 접속단계는,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 제 2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의 접속면에 전도성 접착물질을 코팅한 후, 이를 맞 고 전도성 
접착물질의 용융점 온도로 가열하면서 눌러 붙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패키지내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내장시킬 수 있으므로 
패키지의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고,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으므로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또 패키지를 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첨부한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 이고, 도 4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
키지의 내부 구조를 보인 일부 절개 사시도 이며, 도 5는 본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 1 리드 프레임의 구조
를 보인 사시도 이고, 도 6은 본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 2 리드 프레임의 구조를 보인 사시도이다. 또한 
도 7은 본 실시예의 제 1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소자와의 리버스 와이어 본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평
면도 이고, 도 8은 본 실시예의 제 2 리드 프레임과 반도체 소자와의 와이어 본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
인 평면도이다. 그리고 도 9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트랜스퍼 몰딩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인 사시도 
이고, 도 10은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의 트림 공정을 나타낸 사시도 이며, 도 11은 본 실시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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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의 포밍 공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또 도 12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지에서 제 1 리드 프레임과 
제 2 리드 프레임과의 리드 접속 상태를 보인 사시도 이고, 도 13a, 13b 및 13c는 본 실시예에 의한 패키
지에서 제 1 리드 프레임과 제 2 리드 프레임과의 리드 접속에 한 다른 실시예들을 보인 사시도이다.

상기와 같은 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에서 참조부호 10 및 10'는 반도체 소자, 20 및 20'는 리드 프레
임, 30 및 30'는 접착 테이프, 40 및 40'는 금속세선, 50은 수지, 60은 전도성 접착물질이다.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의 반도체 소자(10)(10')는 그의 본딩패드(10a)(10'a) 형성면이 
향 하도록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소자(10)(10')의 본

딩패드 형성면에는 이 소자의 외부로의 신호 전달 경로를 이루는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이 
접착 테이프(30)(30')의 개재하에 부착되어 있다.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소자(10)(10')의 본딩패드
(10a)(10'a)와  해당 리드 프레임,  즉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제  1  및  제  2 금속세선
(40)(40')에 의해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부재들, 즉 반도체 소자와, 리드 프레임
과, 금속세선을 포함하는 부재들은 수지(50)에 의해 밀봉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소자(10)(10')의 본딩패드(10a)(10'a)는 도 7 및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반도체 소자
(10)(10')의 중앙부에 그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바, 제 1 리드 프레임(20)은 다수의 인너리드(21)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 2 리드 프레임
(20')은 인너리드(21)와 이로부터 연장되어 수지(50)의 외측으로 돌출되는 아웃리드(22)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된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당 인너리드(21)(21')가 
수지(50)내에서 서로 접속되는 것에 의하여 연결되어, 각 반도체 소자(10)(10')의 동일한 본딩패드의 신
호가 하나의 경로를 통하여 입력 또는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20)은 그의 인너리드(21)가 부분적으로 업-셋되어 있고, 제 2 리드 프레임
(20')은 그의 인너리드(21)가 부분적으로 다운-셋되어, 소정의 공간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리드 프레임
과 반도체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 1 및 제 2 금속세선(40)(40')이 쇼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스택 패키지가 원하는 동작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의 해당 인너리드(21)(21')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전기적으로 접속되었느
냐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리드(21)(21')의 접속면에 전도성 
접착물질(60)을 개재시키고 있다. 또한 도 3 및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리드 프레임(20)의 인너
리드(21) 단부(21a)와 수지(50)의 외측에서 접촉하는 제 2 리드 프레임(20')의 리드 경계부에 솔더 조인
트(60')를 형성하여 양 리드의 전기적인 접속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기 제 1 리드 프
레임(20)의 인너리드(21) 단부(21a)에 도 13a, 13b 및 13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원형, 사각형 또는 원
형의 접속홀(21b)을 형성하여 틴 플래팅이나 솔더 조인트 공정에서 표면적을 넓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양
호한 리드간의 전기적인 접속 상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스택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첨부한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의 제조방법은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과 같은 공정 
및 재료들을 그 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스택 패키지에 비해 조립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스택 패키지의 제조방법은, a)중앙부에 다수의 본딩패드가 일정간격으로 배
열, 형성된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를 제조 및 준비하는 단계와, b)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외부로의 신
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2개의 리드 프레임을 제작 및 준비하는 단계와, c)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각각의 리드 프레임을 부착하는 단계와, d)다이 어태치된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를 금속세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와, e)와이
어 본딩된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를 접속시키는 단계와, f)해당 인너리드가 접속된 
조립체를 수지로써 밀봉하는 단계와, g)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댐바를 동시에 절단하는 단계와, h)
제 2 리드 프레임의 아웃리드를 소정 형상으로 절곡, 형성하는 단계와, i)리드 플래팅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바, 이를 단계별로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리드 프레임 제작 및 준비단계는 도 5 및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리드 프레임(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상부 리드 프레임'이라 칭한다)(20)과 제 2 리드 프레임(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하
부 리드 프레임'이라 칭한다)(20')의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 즉 본 발명의 스택 패키지에서 아웃리드는 
하부 리드 프레임(20')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부 리드 프레임(20)은 아웃리드가 없이 댐바(23)까지
만 제작한다. 또 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부 리드 프레임(20)의 사이드 레일 홀은 이를 뒤집
었을 때 하부 리드 프레임의 홀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는데, 몰드 공정에 사용되는 홀은 상,하부 리드를 일
치시키기 위해 동일 지름으로 제작하고, 트림/포옴에 사용되는 홀은 작업 중 간섭을 받지 않도록 상부 리
드 프레임의 홀을 충분히 크게 제작한다. 그리고 상부 및 하부 리드 프레임의 업-셋 및/또는 다운-셋은 
모두 6∼8mil 정도를 준다. 또한 몰딩시 상부 리드 프레임의 리드와 하부 리드 프레임의 리드의 미스매치
를 고려하여 상부 리드 프레임의 리드 폭을 약 3mil정도 작게한다.

상기와 같이 반도체 소자와 리드 프레임을 준비한 다음에는 도 5 및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하부 
리드 프레임(20)(20')에 해당 반도체 소자(10)(10')를 각각 부착하는 다이 어태치공정을 실시한다.

그런 다음, 반도체 소자(10)(10')와 이에 해당하는 리드 프레임(20)(20')의 리드를 금속세선(40)(40')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와이어 본딩을 실시한다. 이 때 상부 리드 프레임은 리버스 와이어 본딩
을, 하부 리드 프레임은 정상적인 와이어 본딩을 행한다. 이는 두 개의 반도체 소자(10)(10')가 그의 본
딩패드  형성면이  마주하도록  배치됨으로써  두  개의  반도체  소자를  같은  정상적인  와이어  본딩을 
실시하면, 각 반도체 소자의 동일 패드를 같은 리드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본 실시예에
서 연결은 상,하의 리드  리드의 연결이기 때문에 패키지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하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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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레임을 와이어 본딩 할 때 커먼(Common)으로 묶을 핀들은 같은 아웃리드에 연결하고, 분리해야 할 
핀들은 패키지가 원하는 핀 배열(Configuration)을 가지도록 분리해서 본딩해야 한다. 이러한 본 실시예
에서의 와이어 본딩예가 도 7 및 도 8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도 7의 경우가 상부 리드 프레임의 리버
스 와이어 본딩 상태이고, 도 8의 경우가 하부 리드 프레임의 정상적인 와이어 본딩 상태이다. 도시된 바
와 같이, 도 7에서는 1번 본딩패드와 a리드가 연결되어 있고, 도 8에서는 1번 본딩패드와 f'리드가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와이어 본딩 후, 양 소자를 그의 본딩패드 형성면이 마주하도록 배치하게 되면, 각 소
자의 1번 본딩패드에 연결된 상부 리드 프레임의 a리드와 하부 리드 프레임의 f'리드가 겹쳐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각 반도체 소자의 와이어 본딩후에는 상,하 리드 프레임의 중첩 리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공정을 진행한다. 본 발명의 스택 패키지에서 리드  리드의 접속은 패키지의 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
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리드  리드를 전기적으
로 접속시키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몰딩시의 클램핑에 의한 조인트 형성방법이다. 이는 리드  리드 접속을 위한 별도의 공정을 진
행하지 않고, 몰딩시의 온도 및 클램핑 압력 조건으로 몰딩과 동시에 상,하의 리드가 전기적으로 접속되
도록 하는 것이다.

①, 1차 실험결과를 토 로 보면, 상기한 몰딩시의 온도 및 압력 조건으로도 어느 정도의 전기적인 접속
을 만들 수 있었다.

②, 상기한 ①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클램핑 에어리어의 표면 조도(거칠기)를 증가시킨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③, 클램핑 에어리어의 표면을 울트라-소닉 클리닝 또는 플라즈마 클리닝의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④, 클램핑 에어리어에 Tin 플래팅 또는 적합한 솔더링 재료(예컨 , Sn/Ag, Sn/Pb 또는 Ag)를 개재하여 
몰드 클램핑에 의해 솔더링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바람직한 온도는 150∼200℃ 이다.

⑤, ④와 유사한 방법으로 클램핑 에어리어에 등방성 전도성 에폭시 또는 비등방성 전도성 에폭시를 도포
하고 몰드 클램핑시 조인트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로, 몰딩전에 조인트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몰딩전에 별도의 리드  리드 접속단계를 진행
하여 상,하의 리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①, 가열 및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 전기적인 접속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②,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트 에어리어의 표면 조도를 증가시킨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눌러 접속시
키는 방법도 있다.

③, 조인트 에어리어의 표면을 울트라-소닉 클리닝 또는 플라즈마 클리닝의 방법으로 활성화시킨 후 기계
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 ④ 조인트 에어리어에 Tin 플래팅 또는 적합한 솔더링 재료(예컨 , Sn/Ag, 
Sn/Pb 또는 Ag)를 개재하여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 및 ⑤, 조인트 에어리어에 등방성 전도성 에폭
시 또는 비등방성 전도성 에폭시를 도포해서 조인트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 조인트 
에어리어는 패키지의 아웃라인 또는 인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④의 경우에 200∼260℃의 열을 가
하면서 가압함이 좋다.

셋째로, 몰딩후 솔더 조인트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①, 1차 실험결과를 보면, 몰딩후 Tin 플래팅(일렉
트로 플래팅)을 하면 상부 리드와 하부 리드의 경계면에 틴 필렛(Tin fillet)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는 바, 이것이 전기적인 접속을 보조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틴 필렛은 솔더 디핑에 의해서도 
상,하의 리드 경계면에 형성된다.

②, 또 다른 방법으로 솔더 페이스트를 상,하 리드의 경계면에 도포해서 리플로워 하는 방법으로 조인트
를 형성할 수 있고, ③, 상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도성 에폭시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형성시킬 수 있다.

④, 그리고 상기의 ①, ② 및 ③의 방법을 조합하여 조인트를 형성시킬 수 있고, 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인트 에어리어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인트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부 리드의 단부에 반원형, 원형 및 사각
형의 접속홀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택하여 상,하부 리드 프레임의 리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킨 다음에
는 몰딩을 하는 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부 리드 프레임(20')에 상부 리드 프레임(20)을 뒤집어
서 로딩한다. 이와 같은 몰딩은 두 개의 리드 프레임이 로딩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패
키지에서의 몰딩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리드 프레임이 겹칠 때 소자를 포함한 금속세
선에 데미지가 없도록 리드 프레임에 다운-셋을 주었는데, 와이어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 다운-셋 깊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몰딩후에는 트림공정을 진행하는 바, 이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사용중인(일반적
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에서 사용중인) 메카니즘을 그 로 사용하여 두 개의 겹쳐진 댐바(23)를 커
팅한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70은 커팅툴이다. 여기서 상,하부 리드의 미스매치를 고려하여 상부 리드 프
레임의 리드 폭을 약 3mil 정도 작게하고 있으나, 그래도 미스매치가 발생할 경우는 적절한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툴을 제작한다.

이 후, 솔더 디핑이나 일렉트로플래팅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리드 도금을 행하고, 아웃리드를 소정의 
원하는 형태로 절곡하는 포옴공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포옴도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
고 있는 메카니즘을 그 로 적용한다. 도면에서 부호 80은 포밍부재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는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공
정과 재료를 그 로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예를 들면, Fe-Ni계 합금, Cu합금 등으
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 1 및 제 2 금속세선(40)(40')은 알루미늄(Al), 금(Au) 또는 동(Cu) 등의 세선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지(50)를 형성하기 위한 수지로는 페놀계 경화제, 실리콘 고무 및 에폭시계 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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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고, 이에 난연화제, 커플링제, 착색제 등을 약간량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수지(50)의 외측으로 돌출된 아웃리드가 걸(Gull) 타입으로 절곡된 예를 도시하
고 있으나, 이를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의 방향 및 형상으로 절곡, 예를 들면 SOJ나 DIP 타입으
로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및 제 2 반도체 소자(10)(10')가 그의 본딩패드 형성면이 마주하도록 향 
배치된 예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제 1 및 제 2 반도체 소자(10)(10')는 도 15
와 같이, 그의 이면(본딩패드 형성면 반 면)이 맞닿도록 배치될 수도 있고, 또 도 16과 같이, 그의 본딩
패드 형성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배치될 수도 있으며, 또 도 17과 같이, 그의 본딩패드 형성면이 하부를 
향하도록 배치될 수도 있다. 이상의 제 2, 제 3 및 제 4 실시예에 나타낸 스택 패키지는 반도체 소자
(10)(10')의 배치 방향과, 이에 따라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의 업-셋 및/또는 다운-셋 형태
가 달라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구성은 상술한 제 1 실시예의 경우와 같으며, 제조방법 또한 같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동일 부호를 부여하여 도시하고, 이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첨부한 도 18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를 나타낸 스택 패키지의 단면도로서, 이는 상술한 실시예들과는 
달리 3개의 반도체 소자(10)(10')(10″)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반도체 소자(10)(10')(10″)는 그의 본딩패드 형성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수직하게 
적층, 배치되어 있다. 상기 각 반도체 소자(10)(10')(10″)의 본딩패드 형성면에는 각각의 소자와 전기적
으로 접속되는 제 1, 제 2 및 제 3 리드 프레임(20)(20')(20″)이 접착테이프(30)(30')(30″)의 개재하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각 반도체 소자(10)(10')(10″)와 해당 리드 프레임(20)(20')(20″)의 리드
는 금속세선(40)(40')(40″)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이들 부재는 이들 주위를 에워 싸도록 
성형되는 수지(50)에 의해 밀봉되어 있다.

상기 각각의 반도체 소자(10)(10')(10″)는 그 중앙부에 다수의 본딩패드(10a)(10'a)(10″a)가 일정간격
을 유지하여 배열되어 있고, 상기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수지(50)에 내장되는 인너리드
(21)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상기 제 3 리드 프레임(20″)은 수지(50)에 내장되는 인너리드(21)와, 
이로부터 연장되어 수지(50)의 외측으로 돌출되는 아웃리드(22)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상기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의 인너리드(21)와 제 3 리드 프레임(20″)의 인너리드(21)는 해당 리드 끼리 접
속되어 동일 패드의 신호가 하나의 경로를 통하여 입,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각 리드 프레임은 
와이어 본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게 업-셋 및/또는 다운-셋 되어 있는 바, 상기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20)(20')은 그의 인너리드가 전체적으로 업-셋 되어 있고, 상기 제 3 리드 
프레임(20″)은 그의 인너리드가 부분적으로 다운-셋되어 있다.

그외 다른 세부 구성은 상술한 제 1 실시예의 경우와 같으며, 제조방법 또한 3개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실시예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함으로써 
메모리 용량을 배가시키면서도 경박단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수지봉지형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공정과 재료를 그 로 이용하여 제조하므로 개발이 용이하고, 생산적용이 쉬우며, 고가의 매터
리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는 핸들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상 외부와의 전기적인 신호 전달 
경로가 짧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는 효과도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스택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하여 도
시하고 또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센터라인을 따라 배열되는 다수의 본딩패드를 갖춘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가 일정간격을 두고 상,하로 
이격 배치되고, 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이 각 소자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접착 테이프의 개재하에 각각 부착되며, 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는 제 1 및 제 2 금속세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되
고,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가 서로 접속되도록 수지로 밀봉하여서
된 스택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 제 2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의 접속면에는 양 리드의 전기적인 
접속을 위한 전도성 접착물질이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접착물질은 Sn, Sn/Ag, Sn/Pb 또는 Ag 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접착물질은 등방성 또는 비등방성의 전도성 에폭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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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패키지.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 단부에는 제 2 리드 프레임 리드와의 보다 넓은 접
촉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반원형, 원형 또는 사각형의 접속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리드 프레임의 리드 폭은 제 2 리드 프레임의 
리드 폭보다 작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청구항 7 

a)중앙부에 다수의 본딩패드가 일정간격으로 배열, 형성된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를 제조 및 준비하는 
단계;

b)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2개의 리드 프레임
을 제작 및 준비하는 단계;

c)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각각의 리드 프레임을 부착하는 단계;

d)다이 어태치된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를 금속세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
로 연결하는 단계;

e)와이어 본딩된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를 접속시키는 단계;

f)해당 인너리드가 접속된 조립체를 수지로써 밀봉하는 단계;

g)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댐바를 동시에 절단하는 단계;

h)제 2 리드 프레임의 아웃리드를 소정 형상으로 절곡, 형성하는 단계; 및

i)리드 플래팅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드  리드 접속단계는, 제 1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와 제 2 리드 프레임의 인너리드의 접속면에 
전도성 접착물질을 코팅한 후, 이를 맞 고 전도성 접착물질의 용융점 온도로 가열하면서 눌러 붙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접착물질으로써 Sn, Sn/Ag, Sn/Pb 또는 Ag 솔더를 이용하고, 이 때 가열
온도는 200∼260℃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접착물질으로써 등방성 또는 비등방성의 전도성 에폭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10 

a)중앙부에 다수의 본딩패드가 일정간격으로 배열, 형성된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소자를 제조 및 준비하는 
단계;

b)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외부로의 신호전달경로를 이루는 리드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2개의 리드 프레임
을 제작 및 준비하는 단계;

c)상기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 형성면에 각각의 리드 프레임을 부착하는 단계;

d)다이 어태치된 각 반도체 소자의 본딩패드와 해당 리드 프레임의 리드를 금속세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
로 연결하는 단계; 및

e)와이어 본딩된 조립체를 수지로써 밀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
드가 접속되도록 구성한 스택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몰딩단계에서 몰딩시의 온도 및 상,하부 금형의 리드 클램핑 압력조건에 의해 몰딩과 동시에 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해당 인너리드가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 후, f)제 1 및 제 2 리드 프레임의 댐
바를 동시에 절단하는 단계와, g)제 2 리드 프레임의 아웃리드를 소정 형상으로 절곡, 형성하는 단계와, 
h)리드 플래팅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몰딩 직전에 접속하고자 하는 리드의 클램핑 에어리어에 Sn, Sn/Ag, Sn/Pb 또는 Ag 
솔더를 코팅한 후, 몰드 클램핑에 의해 솔더링되어 양 리드가 접속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
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몰딩 직전에 접속하고자 하는 리드 클램핑 에어리어에 등방성 또는 비등방성의 전도
성  에폭시를  도포하여  몰드  클램핑시  양  리드가  접속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  패키지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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