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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패키지

요약

본 발명은, 저비용화 및 컴팩트화가 가능하고, 또 외부응력에 의한 반도체칩의 손상도 경감되며, 고신뢰
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한 주된 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구비한 기판(7)과, 이 기판(7)의 한 주된 면에 
페이스다운형 혹은 페이스업형으로 실장된 적어도 1개의 반도체 칩과, 이 반도체 칩에 배선회로를 매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또 기판(7)의 다른 주된 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81, 82, 

, 8n), 필요하다면 상기 반도체 칩면-기판면 사이를 충전하는 수지층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

지에 있어서, 상기 기판(7)의 다른 주된 면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81, 82, , 8n)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7)의 변에 평행한 횡단선 위 및 기판(7)의 변에 교차하는 종단면 위에 위치하도록 분
산, 배치한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패키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가 구비하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배열상태예를 도시한 평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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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가 구비하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다른 배열상태예를 도시
한 평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가 구비하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다른 배열상태예를 도시
한 평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가 구비하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더욱 다른 배열상태예를 
도시한 평면도.

제5도(a),(b)는 서로 다른 반도체 패키지의 요부구성예를 각각 도시한 단면도.

제6도는 종래의 반도체 패키지가 구비하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배열상태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반도체 칩                   2,7 : 회로기판

3 : 관통구멍                    4, 81,82, ,8n :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

5 : 몰드수지층                  5' : 밀봉수지층

6 : 본딩와이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예컨대 카드형의 외부 기억매체 등에 적합한 소형으로 박형(薄
形)인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예컨대, 각종 메모리 카드의 구성에 있어서는, 카드의 크기나 두께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
능 등에 기여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박형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또한 반도체 칩 크기에 가까운 가급적인 
컴팩트화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박형 실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컨대 플립 칩 실장, COB(Chip on Board)법 등이 알려져 있다. 
또, 박형 패키지로서는, 제5도(a) 및 (b)에 각각 다른 요부구성을 단면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칩(1)을 한 주면(主面)에 탑재 실장하는 회로기판(2)과, 관통구멍(3)을 매개로 회로기판(2)의 다른 주면

측에 도출된 외부접속용 단자(4)군, 상기 반도체 칩(1)의 실장영역면을 밀봉 피복하는 몰드수지층(5) 혹

은 반도체 칩(1) 주변부를 피복 밀봉하는 포팅(potting)수지층(5')을 구비한 구성을 채용한 모듈이 알려

져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박형 패키지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제6도에 평면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외부접속용 단자(4)를 X방향 및 Y방향으로 같은 피치로, 또한 직시각형을 기본으로 한 형
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여기서,  회로기판(2)은  한  주면에  피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구비하고 
있고, 또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혹은 유리 에폭시 수지계 등을 절연체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제5도(a)에 있어서 참조부호 4a는 반도체 칩(1)의 본딩층, 6은 본딩와이어, 제5도(b)에 있어서 참조부호 
1a는 반도체 칩(1)의 범프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반도체 칩(플립 칩;1)을 회로기판(2)의 한 주면에 탑재 실장하면서 한쪽 면을 밀봉한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는 종래의 몰드 플라스틱 패키지의 경우(두께 1.0 1.2  정도)에 비해 더욱 박형화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박형화의 정점에 주목하여 회로기판(2)의 두께를 더

욱 얇게(예컨대, 0.1 0.2  정도) 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회로기판(2)은 박형화에 따라 

기계적인 외부응력(휘어짐, 비틀어짐 등)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탑재 실장된 반도체 칩

(1)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복수개의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한 구성 혹

은 반도체 칩(1)의 대형화나 다(多)핀화시킨 대형의 반도체 패키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
게 된다. 이점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예컨대 제6도에 도시한 형상 배열을 채용한 평면형의 외부접속

용 단자(4)군을 구비하고,  또한 두께 0.2  정도의 수지계 회로기판(2)에  반도체 칩(1)을 페이스다운
(face down)(제5도(a)) 혹은 페이스업(face up)형(제5도(b))으로 탑재 실장하며, 더욱이 트랜스퍼 몰드

로 완전히 밀봉한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를, 소위 메모리 카드에 장착한 형태로 하여 휘어짐이나 비틀어짐 
등을 실시해서 시험 검토를 행한 바, 상기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4)을 서로 구획하는 영역, 즉 외부

접속용 단자(4)를 분리 구획하고 있는 회로기판(2)의 변(邊)에 평행한 직선 또는 교차하는 직선영역에 

응력이 집중하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파손을 일으키기 쉬운 경향이 인지되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저비용화 및 컴팩트화가 가능하면서 외부응력에 의한 반
도체 칩의 손상도 경감되고, 고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제1의 반도체 패키지는, 한 주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
로를 갖춘 기판과, 이 기판의 한 주면에 실장된 적어도 1개의 반도체 칩 및, 이 반도체 칩에 배선회로를 
매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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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의 변에 평행한 횡단선 위 및 기판의 변에 교차하는 종단선 위에 위치하도록 
분산, 배치된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제2의 반도체 패키지는, 한 
주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갖춘 기판과, 이 기판의 한 주면에 실장된 적어도 1개의 반도체 
칩, 이 반도체 칩면-기판면 사이를 충전하는 수지층, 및 상기 반도체 칩에 배선회로를 매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반

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의 변에 평행

한 횡단선 위 및 기판의 변에 교차하는 종단선위에 위치하도록 분산, 배치된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제3의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각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에 잇어서,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중 일부가 더미(dummy) 접속용 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4의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각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를 곡선적인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비대칭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수지계 기판 혹은 세라믹계 기판의 한 주면(한쪽 면)에 반도체 칩을 페이스다운형으로 실장한 
구성 혹은 페이스업형으로 배치하여 와이어 본딩으로 전기적인 접속을 행한 구성으로 하면서, 박형 컴팩

트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더욱이 기판의 다른 주면에 도출 노출시킨 평면형의 외

부접속용 단자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의 변과 평행 및 교차하는 직선으로 정연하게 구획되지 않은 형태로 
배치된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상기 외부접속용 단자군은 기판의 변에 대해 평행한 직선영역 혹은 교차하
는 직선영역에 배치되지 않고 기판 변에 대해 평행한 직선 위 및 교차하는 직선 위에 항상 적어도 1개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일부가 위치하는 모양으로 배치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채용함으로
써, 상기 각 직선 위(영역)에 대한 외부응력의 집중을 회피하면서 반도체 패키지의 컴팩트화, 박형화 및 
기계적인 강도의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기판의 다른 주면에 도출 노출시킨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의 배치 분포는, 상기

한 바와 같이 기판의 변과 평행 혹은 교차하는 직선으로 정연하게 구획되지 않은 형태가 채용된다. 제1도
제4도는 상기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의 서로 다른 배치 분포예를 평면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어느 

경우도 기판(7)의 변에 평행한 직선 위(A 혹은 B의 방향) 및 기판(7)의 변에 교차하는 직선 위(A' 혹은 
B'의 방향)에 각 외부접속용 단자(81,82,83,84,85,86,87,88, ,8n)중 적어도 어느 것인가 1개의 일부가 위치

하는 모양으로 분산, 배치된 형태를 채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기 각 외부접속용 단자
(81,82,83,84,85,86,8  7,88, ,8n)를 서로 구획(이격)하는 영역(7a)을 기판(7)의 변에 평행하게 혹은 교차

시켜 직선적으로 연장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기판(7)의 변에 평행한 직선방향(A 혹은 B의 방향) 및 기판
(7)의 변에 교차하는 직선방향(A' 혹은 B'의 방향)에는 항상 어느 하나의 외부접속용 단자(81, 82, 83, , 

8n)가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을 상기와 같이 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시킴으로써, 기판(7)에 외부응력이 걸렸을 때, 응력집중이 용이하게 분산적 내지 흡

수적으로 해소되어 기판(7)의 파손, 굳이 말하자면 반도체 칩의 손상을 경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다른 제1의 반도체 패키지에 의하면, 반도체 칩의 페이스다운형 혹은 
페이스업형 실장, 외부접속용 단자군의 기판 이면측으로의 평면적인 도출 노출에 따른 박형화, 컴팩트화

의 달성과 더불어, 상기 외부접속용 단자군의 X방향, Y방향으로의 등피치 배치를 회피함으로써, 외적인 
작용의 부분적인 집중 등이 방지되기 때문에, 기판의 파손, 손상 등도 대폭적으로 억제, 방지되는 한편, 
상기 외적인 작용에 의해 반도체 칩이 받는 손상도 대폭으로 경감되기 때문에 신뢰성 등도 향상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제2의 반도체 패키지의 경우는, 더욱이 반도체 칩을 소위 수지로 한쪽 면을 밀봉한 
구성을 채용하기 때문에 상기 외적인 작용에 따른 기판의 파손, 손상 등의 억제, 방지 및 반도체 칩이 받
는 손상의 경감이 조장되기 때문에 신뢰성 등도 더욱 향상된다. 

더욱이, 외부접속용 단자군중 일부를 더미접속용 단자로 한 경우는, 회로기판면에 반도체 패키지를 장착
접속할 때 용이하게 평면적인 위치를 내고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접속도 확실하게 이루

어지게 된다. 또, 상기 외부접속용 단자군을, 기판의 예컨대 긴 방향에 따른 곡선적(예컨대, S자형)인 분
리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분리대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분산 배치(비대칭적인 배치)시킨 경우는, 상기 

외적인 작용에 의한 기판의 파손, 손상 등의 억제, 방지 및 반도체 칩이 받는 손상의 경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시예]

이하, 제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의 요부구성예를 도시한 아래면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상기 제5도
(b)에 요부구성을 단면적으로 도시한 메모리 카드용의 반도체 패키지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반도

8-3

1019950006079



체 패키지의 경우는,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한 회로기판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접속용 단자군의 평면적

인 도출 노출의 형태가 다르다. 여기서, 회로기판의 한 주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구비한 길

이 30, 폭 20 , 두께 0.2 의 각 각부(角部)가 잘려져 면으로 된 수지계의 회로기판이고, 제4도에 평면

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81,82,83,84,85,86,87,88, ,8n )가 상기 회로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즉, 이 반도체 패키지의 실시예에서는, 구성부재의 하

나를 이루는 회로기판(7)으로서, 수지계 회로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81,82,83,84,85 ,8   6,87,88, ,8n )가, 이 외부접속용 단자(81,82,83,84,85,86,87,88, ,8n )중 적어도 어느 

것인가 1개의 일부가 회로기판(7)의 변에 대해 평행한 직선 위 및 상기 변에 대해 교차하는 직선 위에 위
치하도록 분산적으로 배치된 것을 특별히 이용하고 있다. 

다음에, 상기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예를 설명한다.

먼저, 상기와 같이 구성된 수지계 회로기판을 에컨대 진공흡착기구가 부착된 스크린 인쇄기의 스테이지상
에 고정하고, 탑재 실장하는 반도체 칩의 전극 패드에 대응하는 수지계 기판상의 접속부에 접속패드를 

형성한다. 이 접속패드의 형성은, 상기 반도체 칩의 전극패드(예컨대, 100 100 )에 대응하는 개구부(예

컨대, 150 150 )를 갖춘 금속마스크를 이용하여 수지계 회로기판의 한 주면에 은페이스트(예컨대 은의 

입자지름 1 , 점도 1000ps)를 스크린 인쇄하고, 접속부면 위에 지름 150 , 높이 약 80 의 접속용 패

드를 형성한다. 한편, 전극패드면상에 전기도금에 의해 접속용의 금범프 혹은 볼본딩법에 의해 금의 볼범

프(예컨대, 높이 30  100 100 )를 형성한 반도체 칩을 준비한다.

상기 수지계 기판의 한 주면에서 상기 반도체 칩을 서로 대응하는 접속용 패드 및 접속용의 금범프를 위
치정합하여 배치하고, 상기 수지계 기판 및 반도체 칩을 대응, 위치정합한 피접속부끼리를 가압함으로써, 
접속패드에 접속범프의 적어도 선단부를 매립하는 모양으로 압입해 고정 접속하여 반도체 패키지를 조립
한다. 이 상태에서, 상기 접속패드를 이루는 은페이스트를 열경화시킴으로써, 소위 플립 칩 본딩했다.

그 후, 밀봉수지에 의한 처리를 행한다. 즉, 상기 수지계 기판의 주변부의 일단측에 밀봉용 수지(예컨대, 
점도가 낮은 에폭시 수지)를 적하하고 나서 가온하고, 반도체 칩면과 수지계 기판면의 틈부분에 그 틈부
분의 일단측으로부터 모세관현상을 이용하여 밀봉용 수지를 유입하여 충전한다. 이와 같이 하여 소요의 
수지처리를 행한 후, 상기 충전시킨 수지를 열 등으로 경화(고화)시킴으로써, 상기 제5도(b)에 단면적으
로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을 채용한 반도체 패키지가 얻어진다. 여기서, 반도체 패키지의 반도체 칩은, 
상기 충전한 수지층에 의해 수지계 기판면에 대한 고정화 등이 더욱 양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
의 수지계 기판면에 대한 절연보호 등도 도모된다. 한편, 반도체 칩은 그 상면이 노출하고 있지만, 반도
체 칩의 노출면은 소재인 실리콘이 치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표면이 보호되고, 이런 점에 의해 신뢰성 
등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다음에, 상기 구성의 메모리 카드용의 반도체 패키지에 대하여, 이런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를 메모리 카
드에 장착하고, 소요의 기능을 실행시킬 때를 상정하여 통상 가해지는 정도의 외부응력(휘어짐, 뒤틀어짐 
등)을 의식적으로 가하여 반도체 패키지의 평가를 행했다. 즉, 상기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를 준비하고, 
이 반도체 패키지를 카드에 장착하며, JISX6303에 규정되어 있는 카드시험방법에 따라 외력을 인가했다. 
그 후, 각 반도체 패키지의 외관을 관찰 평가한 바, 회로기판에 있어서는 파손 혹은 미세한 균열의 발생 

등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 또, 계속해서 각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적인 시험 평가를 행했지만, 반도체 

칩의 손상발생 등도 인지되지 않았다.

또한,  상기에서는  한  주면에  피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갖춘  길이 30 ,  폭 20 ,  두께 

0.2 이고, 또한 각 각부가 잘려져 면으로 된 22개의 전극단자의 수지계 회로기판을 이용한 구성예를 나
타냈지만, 상기 제1도 제3도에 도시한 8개의 전극단자의 수지계 회로기판 혹은 9개의 전극단자의 수지계 

회로기판, 및 대응하는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하여 구성한 반도체 패키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작용 효

과가 얻어진다.

더욱이, 상기에서는 반도체 칩을 페이스다운형으로 실장한 구성을 예시했지만, 반도체 칩을 페이스업형으
로 탑재하고, 기판의 배선회로의 일부를 이루는 접속부에 와이어본딩에 의해 접속함과 더불어, 상기 반도
체 칩의 실장영역부(한쪽 면)를 전체적으로 트랜스터 몰드한 외는, 마찬가지로 하여 제5도(a)에 도시한 
바와 같은 단면구조를 채용한 반도체 패키지를 구성했다. 이 반도체 패키지도 상기 이면측에 도출 노출

시킨 비대칭적인 배치에 의해 상기 JISX6303에 규정되어 있는 카드시험방법에서, 파손 혹은 미세한 균열
의 발생 등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

[실시예 2]

실시예 1의 경우의 반도체 칩에 있어서, 소위 선택적인 도금 혹은 증착(솔더 마스크(solder mask)를 이용

하여)에 의해 땜납(예컨대 63Sn-37Pb)을 전극패드면(100 100 )에 높이 100 의 접속범프를 구성한 것

을 이용하고, 또 수지계 회로기판(혹은 알루미나계나 질화알루미늄계 회로기판)의 주면에 땜납 페이스트
의 스크린인쇄로 접속패드를 설치한 것을 이용했다. 다음으로, 플립 칩 본더에 의해 상기 수지계 회로기
판의 한 주면에 반도체 칩을 위치결정하여 임시로 고정한 후, 리플로우노(爐)내를 통과시켜 상기 땜납 용
융온도(183 ) 이상으로 가열하여 고정했다.

그 후, 상기 실시예 1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수지를 선택적으로 충전 처리하여 제5도(b)에 도시
한 바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을 채용한 반도체 패키지를 얻었다. 이 반도체 패키지는 실시예 1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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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박형 컴팩트로 특징적인 신뢰성도 높고, 또한 수율도 양호했다. 또,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

체 패키지를 실시예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한 바, 회로기판에 있어서는 파손 혹은 미세한 균열의 발
생 등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 또, 계속해서 각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적인 시험 평가를 행했지만, 반도

체 칩의 손상발생 등도 인지되지 않았다.

또한, 상기에 있어서는 일정 외형의 회로기판에 1개의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한 구성의 반도체 패키지를 

예시했지만, 본 발명은 이들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취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변형을 채용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일정 외형의 회로기판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

한 구성 혹은 외형 치수 등을 바꾼 회로기판에 1개 혹은 복수개의 반도체 칩을 탑재 실장한 구성의 반도

체 패키지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본원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건에 병기한 도면참조부호는 본원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으로, 본원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에 한정할 의도로 병기한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는 기판 이면측에 도출 노출시

킨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중 일부가 기판의 변에 평행한 직선 위 및 변에 교차하는 직선 위에 위치하
는 형태를 채용하고 있다. 즉, 외부응력 등이 집중하고, 이 집중점을 기점으로 하여 직선적으로 균열 등
의 성장하기 쉬운 영역에 상기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의 적어도 일부가 항상 배치되어 보강하고 있는 
형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외부응력에  기인한  기판의  손상이나  반도체  칩의  손상  등이 
경감된다. 한편, 소위 몰드수지층의 생략 배제 혹은 박형화에 따라 컴팩트화 및 박형화되면서 특성 내지 

기능면도 높은 신뢰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컴팩트화 및 박형화가 가능한 것, 외적인 작용에 대한 악영향
의 저감(경감)화, 나아가서는 소요의 기능을 유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이런 종

류의 반도체 패키지를 용도에 대응한 특성 내지 기능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용도의 확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 주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갖춘 기판(7)과, 이 기판의 한 주면에 실장된 적어도 1개의 반
도체 칩(1) 및, 이 반도체 칩에 배선회로를 매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
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81,82, ,8n)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다른 주면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의 변에 평행한 횡단

선 위 및 교차하는 종단선 위에 위치하도록 분산, 배치된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패키지.

청구항 2 

한 주면에 접속부를 포함하는 배선회로를 갖춘 기판(7)과, 이 배선기판의 한 주면에 실장된 적어도 1개의 
반도체 칩(1) 및, 이 반도체 칩면 및 기판면 사이를 충전 밀봉하는 수지층(5) 및, 상기 반도체 칩에 배

선회로를 매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기판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

자군(81,82, ,8n)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다른 주면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중 적어도 일부가 기판의 변에 평행한 횡단선 위 및 종단선 위에 위치하도록 
분산, 배치된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81,82, ,8n)중 일부

가 더미접속용 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81,82, ,8n)중 일부

가 더미접속용 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

(81,82, ,8n)이 곡선형의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비대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패키지.

청구항 6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기판(7)의  다른  주면측에 도출 노출된  평면형의  외부접속용 단자군

(81,82, ,8n)이 곡선형의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비대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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