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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발명은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칩탑재판에 그라운드용의 와이어를 
본딩시 그 칩탑재판의 바운싱(Bouncing) 현상을 억제하고, 또한 칩탑재판 등이 봉지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리드프레
임의 칩탑재판 외주연에 그라운드링을 더 형성시키되, 상기 그라운드링은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
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성되도록 한 리드프레임과, 상기 리드프레임이 이용된 
반도체패키지 및 그 제조 방법을 특징으로 함.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및 도1b는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을 도시한 평면도 및 저면도이다.

도2a 내지 도2c는 도1a 및 도1b의 I-I선, Ⅱ-Ⅱ선 및 Ⅲ-Ⅲ선에 대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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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3d는 그 저면도이다.

도4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패키지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순차 설명도이다.

도5a 내지 도5f는 도4에 따른 반도체패키지의 제조 상태를 도시한 상태도이다.

도6a는 종래의 리드프레임을 도시한 평면도이고, 도6b는 도6a의 I'-I'선에 대한 단면도이다.

도7a 및 도7b는 종래의 리드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의 단면도 및 저면도이다.

- 도면중 주요 부호에 대한

100;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

2; 프레임 4; 타이바

4a,4b,4c; 타이바의 제1면, 제2면 및 제3면

6; 그라운드링

6a,6b,6c; 그라운드링의 제1면, 제2면 및 제3면

8; 칩탑재판

8a,8b,8c; 칩탑재판의 제1면, 제2면 및 제3면

10; 리드

10a,10b,10c; 리드의 제1면, 제2면 및 제3면

12; 댐바 14; 지지용리드

16; 장공

200;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패키지 20; 반도체칩

22; 입출력패드 24; 도전성와이어

26; 봉지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MLF(Mi
cro LeadFrame)형 반도체패키지에 이용되는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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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반도체패키지용 리드프레임이란 구리(Cu), 구리 합금(Cu Alloy), 합금 37(니켈(Ni)37%, 철(Fe)55%) 
등의 연속된 금속 스트립(Strip)을 기계적 스탬핑(Stamping)이나 화학적 에칭(Etching) 방법에 의해 제조한 것으로, 
그 역할은 반도체칩과 외부 회로(예를 들면, 마더보드)를 연결시켜 주는 전선(Lead) 역할과 반도체패키지를 마더보드
(Mother Board)에 고정시켜 주는 버팀대(Frame)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래의 리드프레임중 MLF형 반도체패키지(200')에 이용되는 리드프레임(100')이 도6a 및 도6b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종래의 리드프레임(100')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판상의 사각 프레임(2')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프레임(2')의 내측으로는 다수의 
타이바(4')가 연장되어 있으며, 상기 타이바(4')에는 대략 사각판상의 칩탑재판(8')이 연결 및 지지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칩탑재판(8')의 외주연에는 다수의 리드(10')가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모든 리드(10')는 상기 
리드(10')와 대략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 댐바(12')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댐바(12')는 양끝단이 상기 프레임(2')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상기 댐바(12')는 다수의 지지용 리드(14')에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상기 지지용 리드(14')는 
상기 프레임(2')에 연결되어 있다.
    

계속해서, 도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리드(10')중 상기 칩탑재판(8')을 향하는 영역은 일정 깊이로 부분에칭되어 
있고, 상기 칩탑재판(8')의 둘레 영역도 일정 깊이로 부분에칭되어 있다.

여기서, 편의상 상기 칩탑재판(8')의 상면을 제1면(8a'), 하면을 제2면(8b') 및 부분에칭된 영역을 제3면(8c')으로 정
의한다. 또한, 상기 리드(10')의 상면을 제1면(10a'), 하면을 제2면(10b') 및 부분에칭된 부분을 제3면(10c')으로 정
의한다.

또한,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칩탑재판(8') 근처의 타이바(4')에도 일정깊이로 부분에칭된 제3면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프레임(2'), 댐바(12') 및 지지용 리드(14')는 반도체패키지 제조 공정중 싱귤레이션(Singulation) 공정에
서 모두 제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의 반도체패키지(200')에서는 상기 칩탑재판(8') 및 타이바(4')와 리드(10')
가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리드프레임(100')을 이용한 반도체패키지(200')가 도7a 및 도7b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도7a는 반도
체패키지(200')의 단면도이고, 도7b는 그 저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평면인 제1면(8a')과 제2면(8b')을 갖고, 상기 제1면(8a')과 제2면(8b') 사이에는 제3면(8c')
이 형성된 칩탑재판(8')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제3면(8c')을 상술한 바와 같이 제2면(8b') 둘레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칩탑재판(8')의 제1면(8a')에는 접착수단(28')에 의해 다수의 입출력패드(22')를 갖는 반도체칩(20')이 
접착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칩탑재판(8')의 외주연에는 대략 평면인 제1면(10a')과 제2면(10b')을 갖고, 상기 제1면(
10a')과 제2면(10b') 사이에는 제3면(10c')이 형성된 리드(10')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제3면(10c')은 상기 
칩탑재판(8')을 향하는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반도체칩(20')의 입출력패드(22')와 상기 리드(10')의 제1면(10a')은 도전성와이어(24')에 의해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기 칩탑재판(8'), 반도체칩(20'), 도전성와이어(24') 및 리드(10')는 봉지재로 
봉지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봉지재로 봉지된 영역을 봉지부(26')로 정의한다.

상기와 같이 칩탑재판(8') 및 리드(10')에 제3면(8c',10c')이 형성된 이유는, 상기 칩탑재판(8') 및 리드(10')가 봉지
부(26')에서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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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칩탑재판(8') 및 리드(10')중 제2면(8b')은 상기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다. 즉, 상기 칩탑재판
(8') 및 리드(10')중 제1면(8a',10a') 및 제3면(8c',10c')은 봉지부(26') 내측에 위치되고, 상기 제2면(8b',10b')은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리드(10')의 제2면(10b')이 차후 마더보드에 실장되는 영역이 되
고, 또한 상기 반도체칩(20')의 열은 상기 칩탑재판(8')을 통하여 외부로 용이하게 방출됨을 알 수 있다.

도9b에서 미설명 부호 4'는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된 타이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는 반도체칩의 그라운드(Ground) 신호를 처리하는 수
단이 리드가 됨으로써, 신호용 리드를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 즉,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 중에는 전력 공급용 및 신호용 
입출력 패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그라운드용 입출력패드도 존재하는데, 상기 그라운드용 입출력패드가 상기 리드에 도전
성와이어로 본딩되기 때문에, 신호용 리드가 과다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상기 낭비된 신호용 리드의 갯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기 리드프레임의 리드를 파인피치(Fine Pitch)화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제조 비용이 더욱 증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상기 낭비된 신호용 리드를 보충하기 위
해서 상기 리드프레임의 전체적인 크기를 크게 제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상기 리드프레임을 이용한 반도
체패키지의 부피가 더욱 커져 현재의 경박단소화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운드용의 도전성와이어를 상기 리드대신 상기 칩탑재판의 둘레면에 직접 본
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기 칩탑재판의 제3면이 히트블럭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딩시 바운
싱(Bouncing)이 심하게 발생하여 와이어본딩 수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즉, 와이어 본딩 공정중에는 상기 
리드프레임이 고열을 발생시키는 대략 평판 모양의 히트블럭 상면에 위치되고, 이어서 클램프로 고정된 후 실제의 와이
어 본딩이 수행되는데, 상기와 같이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와 칩탑재판의 둘레면 사이의 와이어 본딩중에는 상기 칩탑
재판의 제3면이 히트블럭과 직접 접촉(직접 접촉되는 영역은 하면(제2면)임)되지 않은 상태가 됨으로써, 본딩시 캐필
러리와의 접촉에 의해 바운싱이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결국, 상기 바운싱에 의해 와이어 본딩이 양호하게 수행되지 않
음은 당연하다.
    

한편, 상기 리드 및 칩탑재판이 봉지부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기 리드 및 칩탑재판에 비록 제3면이 형
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기 반도체패키지가 마더보드에 실장된 후 여러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게 되면, 상기 
봉지부에서 상기 리드 및 칩탑재판이 비교적 쉽게 이탈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칩탑재판에 그라운드용의 와이
어 본딩시, 그 칩탑재판의 바운싱(Bouncing)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
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리드 및 칩탑재판 등이 봉지부에 더욱 강하게 결합되어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반도체칩의 그라운드 신호를 리드가 아닌 칩탑재판쪽으로 인출하여, 신호용 리드의 갯수를 최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은 대략 평판 모양의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
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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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내
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
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
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를 포
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그라운드링과 상기 칩탑재판 사이에는 다수의 장공(長空)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패키지는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칩탑재판의 외
주연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
수의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와;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에 다수의 입출력패드를 가지며 접착수단으로 접착된 반도체칩과; 상기 반도체
칩의 입출력패드와 상기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1면을 상호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성와이어와; 상기 칩
탑재판, 타이바, 그라운드링, 리드, 반도체칩 및 도전성와이어가 봉지재로 봉지되어 있되,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라
운드링 및 리드의 제2면은 봉지부 외측으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봉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그라운드링은 제2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만 도전성와이어가 본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패키지의 제조 방법은 대략 평판 모양의 프레임과, 상기 프레
임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내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리드프레임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에 접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의 입출력패드가 형성된 반도체칩을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와 상기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1
면을 도전성와이어를 이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본딩하는 단계와;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라운드링, 리드, 반도
체칩 및 도전성와이어를 봉지재로 봉지하되,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2면은 외측으로 노출되도
록 봉지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에서 상기 리드 및 타이바의 외측을 소잉하여 낱개의 반도체패키지로 싱귤레
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와이어 본딩 단계는 도전성와이어가 상기 그라운드링의 제2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 본딩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하여 본 발명은 그라운드용의 도전성와이어를 제1면, 제2면 및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중 제2면(와이
어 본딩중 히터블럭에 접촉되는 면)과 대응하는 제1면에 본딩함으로써, 와이어 본딩중 그라운드링의 바운싱(Bouncin
g)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와이어 본딩이 양호하게 수행되어 전체적인 와이어 본딩 수율이 향상된다.

즉, 종래에는 칩탑재판의 둘레면(제3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 본딩함으로써 바운싱 현상에 의해 와이어 본딩 수율이 현
저히 저하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와 반대로 와이어 본딩 수율이 현저히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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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칩탑재판 및 리드뿐만 아니라 그라운드링중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위치됨으로써, 특히 상기 
칩탑재판과 봉지부 사이의 결합력이 더욱 향상된다. 즉, 종래에는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위
치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칩탑재판과 연결된 그라운드링의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더 위치됨으로써, 전체
적으로 상기 칩탑재판과 봉지부와의 결합력이 더욱 향상된다.

더불어, 반도체칩의 그라운드 신호를 처리하는 수단이 리드가 아닌 별도의 그라운드링이 됨으로써, 다수의 신호용 리드
를 더 확보하게 된다.

즉,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 중 다수의 그라운드용 입출력패드를 도전성와이어를 이용하여 리드가 아닌 그라운드링에 모
두 본딩함으로써, 그만큼 나머지 전력공급용 또는 신호용 입출력패드에 대한 리드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파인피치화한 리드프레임을 제조하거나, 크기가 더 큰 리드프레임을 제조할 필요가 없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a 및 도1b는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100)을 도시한 평면도 및 저면도이다.

대퍅 평판 모양의 프레임(2)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프레임(2) 내측에는 대략 사각링 모양의 그라운드링(6)이 위치되
어 있으며, 상기 그라운드링(6) 내측에는 대략 사각판 모양의 칩탑재판(8)이 위치되어 있다.

상기 프레임(2)으로부터는 내측으로 다수의 타이바(4)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타이바(4)에는 상기 그라운드링(6) 
및 칩탑재판(8)이 연결 및 지지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칩탑재판(8)과 그라운드링(6) 사이에는 다수의 장공(16)이 더 형성되어, 상기 칩탑재판(8)과 상기 그라
운드링(6)은 일정거리 이격되어 있다. 물론, 상기 칩탑재판(8)과 그라운드링(6)의 일정영역은 타이바(4)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계속해서, 상기 그라운드링(6)의 외주연에는 대략 방사상으로 다수의 리드(10)가 배열되어 있다. 상기 모든 리드(10)
는 그 리드(10)의 길이 방향과 수직 방향을 이루는 댐바(12)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댐바(12)는 프레임(2)에 연결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댐바(12)는 다수의 지지용 리드(14)의 일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지지용 리드(14)의 타단
은 프레임(2)에 연결되어 있다. 도1b에서 해칭(Hatching)으로 표시된 영역은 부분 에칭된 영역으로서, 아래의 설명에
서는 제3면으로 설명된다.
    

도2a 내지 도2c는 도1a 및 도1b의 I-I선, Ⅱ-Ⅱ선 및 Ⅲ-Ⅲ선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칩탑재판(8)은 대략 평면인 제1면(8a)과 제2면(8b)을 갖고, 상기 제1면(8a)과 제2면(8b) 사이에
는 상기 제1면(8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8b)의 둘레에 제3면(8c)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제2면(8b)의 
둘레에는 상기 제1면(8a) 및 제2면(8b)과 수직 방향으로 일정 깊이 함몰 또는 부분에칭된 제3면(8c)이 형성되어 있
다.

    
또한, 상기 칩탑재판(8)의 외주연에는 일정거리 이격되어 그라운드링(6)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그라운드링(6)은 
대략 평면인 제1면(6a)과 제2면(6b)을 갖고, 상기 제1면(6a)과 제2면(6b) 사이에는 상기 제1면(6a)과 반대면인 다
수의 제3면(6c)이 더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그라운드링(6)은 제2면(6b)에 상기 제1면(6a) 및 제2면(6b)과 수직 
방향으로 일정깊이 함몰 또는 부분에칭된 다수의 제3면(6c)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략 상기 제2면(6b)과 함께 요
철(凹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그라운드링(6)의 제1면(6a)에는 일정 두께의 도금층(도시되지 않음)이 
더 형성될 수도 있다. 즉, 상기 제1면(6a)에는 은(Ag) 또는 금(Au)과 같은 금속으로 도금층이 더 형성되어 차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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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와이어와의 양호한 본딩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그라운드링(6)의 외주연에는 다수의 리드(10)가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리드(10)는 대략 평면인 제1면(1
0a)과 제2면(10b)을 갖고, 상기 제1면(10a)과 제2면(10b) 사이에는 상기 제1면(10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
운드링(6)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10c)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제1면(10a) 및 제2면(10b)과 수직 방향으로 일정
깊이 함몰 또는 부분에칭된 제3면(10c)이 형성되어 있다. 더불어, 상기 리드(10)의 제1면(10a)에도 차후 도전성와이
어(24)와의 양호한 본딩을 위해 은(Ag) 또는 금(Au)과 같은 금속으로 일정 두께의 도금층이 더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리드(10)는 일체의 댐바(12)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댐바(12)는 지지용 리드(14)를 통하여 그 외측의 프레임
(2)에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상기 타이바(4)는 대략 평면인 제1면(4a)과 제2면(4b)을 갖고, 상기 제1면(4a)과 제2면(4b) 사이에는 상기 
제1면(4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6)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4c)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제
1면(4a) 및 제2면(4b)과 수직 방향으로 일정 깊이 함몰 또는 부분에칭된 제3면(4c)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상기 
타이바(4)의 제1면(4a)에는 차후 도전성와이어와의 양호한 본딩을 위해 은(Ag) 또는 금(Au)과 같은 금속에 의해 일
정 두께의 도금층이 더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리드프레임(100)은 모두 구리(Cu), 구리 합금(Cu Alloy), 합금 37(니켈(Ni)37%, 철(Fe)55%) 등의 연속된 
금속 스트립(Strip)을 기계적 스탬핑(Stamping)이나 화학적 에칭(Etching)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서, 이것의 형
성 방법은 반도체패키지의 제조 방법 설명에서 하기로 한다.

이어서, 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패키지(200)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3d는 그 저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평면인 제1면(8a)과 제2면(8b)을 갖고, 상기 제1면(8a)과 제2면(8b) 사이에는 상기 제1면(
8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8b)의 둘레에 제3면(8c)이 형성된 칩탑재판(8)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칩탑재판(8)의 외주연에는 일정 거리 이격된 채, 대략 평면인 제1면(6a)과 제2면(6b)을 갖고, 상기 제1면(6a)과 
제2면(6b) 사이에는 상기 제1면(6a)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6c)이 형성된 그라운드링(6)이 위치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그라운드링(6)의 제1면(6a)에는 은(Ag) 또는 금(Au)과 같은 금속으로 일정두께의 도금층이 더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그라운드링(6) 및 칩탑재판(8)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4a)과 제2면(4b)을 갖고, 상기 제
1면(4a)과 제2면(4b) 사이에는 상기 제1면(4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6)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는 제
3면(4c)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4)가 위치되어 있다. 여기서도, 상기 타이바(4)의 제1면(4a)에는 은(Ag) 또는 금(
Au)과 같은 금속으로 일정두께의 도금층이 더 형성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상기 그라운드링(6)의 외주연에는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10a)과 제2면(10
b)을 갖고, 상기 제1면(10a)과 제2면(10b) 사이에는 상기 제1면(10a)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6)을 향
하는 부분에 제3면(10c)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10)가 위치되어 있다. 여기서도, 상기 리드(10)의 제1면(10a)에는 은
(Ag) 또는 금(Au)과 같은 금속으로 일정두께의 도금층이 더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칩탑재판(8)의 제1면(8a)에는 다수의 입출력패드(22)를 갖는 반도체칩(20)이 접착수단(28)으로 접착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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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반도체칩(20)의 입출력패드(22)와 상기 그라운드링(6) 및 리드(10)의 제1면(6a,10a)은 골드와이어 또는 
알루미늄와이어와 같은 도전성와이어(24)에 의해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리드(10)에 연결된 도전성와이어(24)는 전력 공급용 또는 신호용이고, 상기 그라운드링(6)에 연결된 도
전성와이어(24)는 반도체칩(20)의 그라운드용이다.

또한, 상기 그라운드링(6)은 상기 제2면(6b)과 대응되는 제1면(6a)에만 도전성와이어(24)가 본딩될 수 있다. 이는 
차후 설명하겠지만, 와이어 본딩시 그라운드링(6)의 바운싱(Bouncing)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또한, 상기 칩탑재판(8), 타이바(4), 그라운드링(6), 리드(10), 반도체칩(20) 및 도전성와이어(24)는 봉지재로 봉지
되어 일정 형태의 봉지부(26)를 구성하고 있되, 상기 칩탑재판(8), 타이바(4), 그라운드링(6) 및 리드(10)의 제2면(
8b, 4b,6b,10b)은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다. 즉, 상기 칩탑재판(8), 타이바(4), 그라운드링(6) 및 리드(1
0)의 제1면(8a,4a,6a,10a), 제3면(8c,4c,6c,10c) 및 각각의 측면은 상기 봉지부(26) 내측에 위치되어 인터락킹(In
ter-locking)되고, 상기 제2면(8b,4b,6b,10b)은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됨으로써, 차후 마더보드에 실장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봉지부(26) 외측으로 노출된 칩탑재판(8), 타이바(4), 그라운드링(6) 및 리드(10)의 제2면(8b,4b,6b,1
0b)에는 통상 구리(Cu), 금(Au), 솔더(Pb/Sn), 주석(Sn), 니켈(Ni), 팔라디엄(Pd) 또는 납땜 가능한 금속 등으로 
일정 두께의 도금층(도시되지 않음)이 형성될 수 있다.

통상 상기와 같은 반도체패키지(200)는 리드(10), 그라운드링(6) 및 타이바(4)의 제2면(10b,6b,4b)이 마더보드의 
소정 패턴에 실장되지만, 상기 반도체패키지(200)의 방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칩탑재판(8)의 제2면(8)도 상
기 마더보드의 소정 패턴에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등으로 실장될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패키지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순차 설명도이고, 도5a 내지 도5f는 도4에 따른 반도체패키지
의 제조 상태를 도시한 상태도로서, 이를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리드프레임 제공 단계(S1)로서, 도1a,1b,2a,2b 및 도5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리드프레임(100)을 제공한다. 이러한 
리드프레임(100)은 통상 금속 스트립(Metal Strip)의 화학적 ?? 에칭(Wet Etching)에 의해 형성된다.

    
주지된 바와 같이, 화학적 에칭은 포토리토그래피(Photolithography),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그리고 금속 스트
립에 패턴을 에칭하기 위한 화학 용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포트레지스트층은 스트립의 한면 또는 양면에 형성
된다. 다음으로, 상기 포트레지스트층은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통하여 빛에 노출된다. 계속해서, 화학용액이 
마스킹된 스트립의 한면 또는 양면에 적용된다. 스트립의 노출된 영역은 에칭되어 제거되고, 금속 스트립에 원하는 패
턴이 남게 된다.
    

    
통상, 2회에 걸친 에칭이 도1a,1b,2a,2b 및 도5a의 리드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제1에칭은 스트립의 한면 
또는 양면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따라서 스트립의 한면 또는 양면에 실시된다. 이러한 제1에칭은 도1a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리드프레임(100)의 전체적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금속 스트립의 소정 영역을 완전히 관통하여 실시된다. 다
음으로, 2번째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리드프레임(100) 한면의 일정 영역에 형성된다. 칩탑재판(8)의 둘레 영역과, 그라
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의 선택된 영역은 2번째 포토레지스트 패턴에 의해 감싸여지지 않고, 따라서 차후
의 에칭에서 보다 많이 에칭된다. 제2에칭은 상기 2번째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따라서 리드프레임(100)의 한면에 부분
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제2에칭은 도1b,2a,2b,5a에 도시된 리드프레임(100)의 함몰된 표면을 형성한다.(예를 들면, 
칩탑재판(8)의 제3면(8c), 그라운드링(6)의 제3면(6c), 타이바(4)의 제3면(4c) 및 리드(10)의 제3면(10c)이 상기 
제2에칭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화학용액이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의 선택된 영역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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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및 선택된 거리를 에칭하였을 때, 상기 제2에칭은 중지된다. 즉, 상기 제2에칭은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
바(4) 및 리드(10)중 선택된 영역의 두께만큼 실시된다. 이러한 제2에칭 단계에 의한 에칭량은 봉지부(26)에서 상기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가 안전하도록, 즉, 칩탑재판(8)의 제3면(8c), 그라운드링(6)의 
제3면(6c), 타이바(4)의 제3면(4c) 및 리드(10)의 제3면(10c) 하부로 충분한 량의 봉지재 또는 봉지부가 형성될 정
도로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제2에칭은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 두께의 대략 50%
를 제거하지만, 제거된 량은 상기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 두께의 대략 25%에서 75% 
범위일 수 있다. 에칭 과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상기 각각의 제3면(4c,6c,8c,10c)은 평면이 아니고 근사적으로 평면
에 가까울 수 있으며,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의 측벽 각도도 90°가 아니고 원형의 코
너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1,2에칭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제1에칭에 의해서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제1에칭에 의해 총체적 리드(10) 패턴을 형성함은 물론,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
0)를 소정 두께 이상으로 에칭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단면상 계단형의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
드(10)를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으로, 리드프레임은 리드프레임의 전체적 패턴을 스탬핑하는 제1단계와, 상기했듯이 리드프레임의 함몰된 표면
까지 스탬핑된 리드프레임의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를 부분적으로 화학적 에칭하는 제
2단계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2. 반도체칩 탑재 및 접착 단계(S2)로서,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면에 다수의 입출력패드(22)가 형성된 반도체칩
(20)을 칩탑재판(8)의 제1면(8a) 중앙에 접착수단을 이용하여 접착한다. 칩탑재판(8) 상에 반도체칩(20)의 탑재와 
접착은 통상적인 반도체칩 접착 장비와 통상적인 반도체칩 접착 에폭시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상기 반도체칩 접착 단계와 차후의 조립 단계에서, 상기 리드프레임은 정전방전(ESD, ElectroStatic Discharge)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접지된다.

    
3. 와이어 본딩 단계(S3)로서, 도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칩(20) 상면의 각 입출력패드(22)와 그라운드링
(6)(또는 타이바(4)) 및 각 리드(10)의 제1면(6a,4a,10a)을 골드와이어(Au Wire) 또는 알루미늄와이어(Al Wire)
와 같은 도전성와이어(24)로 또는 이것의 등가물을 이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상기 제1면(6a,4a,10a)
은 도전성와이어(24)와의 본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Au), 은(Ag), 니켈(Ni), 팔라디엄(Pd), 구리(Cu) 및 다른 
금속들로 도금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리드프레임은 정전방전에 의해 반도체칩(20)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상기 본딩 
공정 동안 접지된다.
    

    
또한, 이때 상기 리드프레임(100)은 통상 히트블럭(도시되지 않음) 상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상기 그라운드링(6)은 
제2면(6b) 및 제3면(6c)이 대략 요철 형태로 되어 있음으로써, 상기 그라운드링(6)은 와이어 본딩중 바운싱(Bounci
ng) 현상 없이 상기 히트블럭 상에 고정된다. 따라서, 상기 도전성와이어(24)는 상기 그라운드링(6)의 제1면(6a)에 
안정적으로 본딩이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도전성와이어(24)는 상기 그라운드링(6)중 제2면(6b)(히트
블럭에 접촉되는 면)과 대응되는 제1면(6a)에 본딩됨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상기 그라운드링(6)에 본딩되는 도전성와이어(24)는 그라운드용이다. 즉, 반도체칩(20)의 입출력패드(22)중 
그라운드용은 상기 도전성와이어(24)에 의해 상기 그라운드링(6) 또는 타이바(4)에 본딩된다. 물론, 상기 반도체칩(
20)의 입출력패드(22)중 전력 공급용 또는 신호용은 상기 도전성와이어(24)에 의해 상기 리드(10)에 본딩된다.

    
4. 봉지 단계(S4)로서, 도5d 및 도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착성 접착 봉지재가 상기 리드프레임상에 적용되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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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봉지부(26)를 형성한다. 상기 봉지부(26)는 다른 무엇보다도, 반도체칩(20), 도전성와이어(24), 칩탑재판(8) 
제1면(8a), 제3면(8c) 및 측면, 그라운드링(6)의 제1면(6a), 제3면(6c) 및 측면, 타이바(4)의 제1면(4a), 제3면(4
c) 및 측면, 리드(10)의 제1면(10a), 제3면(10c) 및 측면을 덮는다. 칩탑재판(8)의 제2면(8b), 그라운드링(6)의 제
2면(6b), 타이바(4)의 제2면(4b) 및 리드(10)의 제2면(10b)은 봉지부(26)에 의해 덮혀지지 않고 외부로 노출된다.
    

    
상기와 같은 봉지 공정은 적용분야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플락스틱 봉지 기술을 이
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 리드프레임은 금형내에 위치되고, 리드프레임의 상면에 봉지재에 의해 일
정 형태의 봉지부가 형성된다. 상기 봉지재는 통상적인 기술에 이용되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Epoxy Molding Comp
ound)일 수 있다. 상기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의 예는 일본의 니토사(Nitto Company)로부터 구할 수 있는 NITTO M
P-8000AN 몰딩 컴파운드, 일본의 수미토모사(Sumitomo Company)로부터 구할 수 있는 EME 7351 UT 등이 있다. 
통상적인 게이트가 봉지 공정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리드프레임에 형성될 수 있다. 금형의 측면은 봉지부(26)가 금형
으로부터 용이하게 빠지도록 테이퍼(Taper)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봉지 공정을 이용하는 대신, 액상 봉지재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단계로서 도5c의 리드
프레임을 수평면에 위치시킨다. 두번째 단계로서, 캘리포니아, Dexter-Hysol Company of City of Industry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HYSOL 4451 에폭시와 같은 통상적인 경화 가능한 점착성 접착 재료의 접촉성 비드(Bead)가 반도체
칩(20) 주위 및 적어도 댐바(12) 내측의 소정 리드(10) 영역에 폐직사각 댐을 형성하도록 리드프레임상에 적용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서, 1시간동안 대략 140℃로 가열하는 것과 같은 공정에 의해 상기 댐을 경화시킨다. 네번째 단계
로서, HYSOL 4450 액체 봉지재와 같은, 봉지부(26)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통상적인 경화가능한 점착성 접착제가 상
기 댐내에서 봉지된다. 마지막 단계로서, 1시간동안 대략 140℃로 가열하는 것과 같은 공정에 의해 리드프레임상에 경
화된 봉지부(26)가 경화 및 형성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봉지 공정후에는 통상 상기 칩탑재판(8), 그라운드링(6), 타이바(4) 및 리드(10)의 제2면(8b,6b,4b,10
b)을 포함하는, 봉지부(26)로 덮혀지지 않은 리드프레임의 일정영역이 마더보드에 실장될 수 있는 통상적인 도금용 금
속으로 도금될 수 있다. 도금용 금속의 예는 그 적용분야에 따라서 금, 니켈, 팔라디엄, 인코넬(Inconel), 납과 주석의 
솔더 또는 탄탈륨(Tantalum) 등을 포함한다. 상기 단계는 리드프레임(100)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금속이 도금 또
는 예비 도금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단계는 리드프레임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금속 스트립이 니켈 팔라디엄으로 도금된 구리일 경우 생략될 수 있다.
    

5. 싱귤레이션 단계(S5)로서, 도5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봉지부(26)가 형성된 리드프레임을 절단한다. 즉, 댐바(12) 
내측인 리드(10)의 일정 영역을 절단한다. 상기 절단은 리드(10)의 제2면(10b)을 완전히 관통하여 실시된다. 또한, 
이어서 상기 봉지부(26) 외측의 타이바(4)도 절단한다. 상기와 같이 하여, 마침내 상기 리드프레임과 상기 봉지부(26) 
사이에 위치된 모든 영역이 제거되고 완전한 반도체패키지가 얻어진다.

    
상기 단계는 펀치, 톱, 또는 이와 동등한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펀치나 톱은 봉지부(2
6) 외측에서 사용될 수 있다. 펀치가 사용된 경우, 완성된 반도패키지는 한번의 펀치 작동으로 리드프레임으로부터 완
전하게 절단될 수 있다. 이는 통상 상기 리드프레임을 뒤집은 상태에서 펀치로 댐바(12)의 내측의 리드(10) 및 타이바
(4)를 각각 절단함으로써 구현된다. 절단 위치는 봉지부(26) 측면으로 연장되는 절단된 리드(10) 또는 타이바(4)의 
영역이 0에서, 예를 들면 0.5mm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비록 상기의 실시예에 한하여 설명하였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형된 실시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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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리드프레임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패키지와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그라운드용의 도전성와이어
를 제1면, 제2면 및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중 제2면(와이어 본딩중 히터블럭에 접촉되는 면)과 대응하는 제1면에 
본딩함으로써, 와이어 본딩중 그라운드링의 바운싱(Bouncing)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와이어 본딩이 
양호하게 수행되어 전체적인 와이어 본딩 수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종래에는 칩탑재판의 둘레면(제3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 본딩함으로써 바운싱 현상에 의해 와이어 본딩 수율이 현
저히 저하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와 반대로 와이어 본딩 수율이 현저히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은 칩탑재판 및 리드뿐만 아니라 그라운드링중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위치됨으로써, 특히 상기 
칩탑재판과 봉지부 사이의 결합력이 더욱 향상된다. 즉, 종래에는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위
치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칩탑재판과 연결된 그라운드링의 제1면 및 제3면이 봉지부 내측에 더 위치됨으로써, 전체
적으로 상기 칩탑재판과 봉지부와의 결합력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반도체칩의 그라운드 신호를 처리하는 수단이 리드가 아닌 별도의 그라운드링이 됨으로써, 다수의 신호용 리드
를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즉,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 중 다수의 그라운드용 입출력패드를 도전성와이어를 이용하여 리드가 아닌 그라운드링에 모
두 본딩함으로써, 그만큼 나머지 전력공급용 또는 신호용 입출력패드에 대한 리드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파인피치화한 리드프레임을 제조하거나, 크기가 더 큰 리드프레임을 제조할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략 평판 모양의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
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내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
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
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
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리드프레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링과 상기 칩탑재판 사이에는 다수의 장공(長空)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드프
레임.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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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칩탑재판의 외주연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
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와;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에 다수의 입출력패드를 가지며 접착수단으로 접착된 반도체칩과;

상기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와 상기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1면을 상호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성와이어
와;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라운드링, 리드, 반도체칩 및 도전성와이어가 봉지재로 봉지되어 있되, 상기 칩탑재판, 타이
바,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2면은 봉지부 외측으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봉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반도체패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링은 제2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만 도전성와이어가 본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
키지.

청구항 5.

    
대략 평판 모양의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다수의 제3면이 형성된 그라운드링과, 상기 그라운드링 내측에 위치되어 있으
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제2면의 둘
레에 제3면이 형성된 칩탑재판과,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내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그라운드링 및 칩탑재판을 연결 및 지
지하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
드링과 연결된 부분의 외측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타이바와, 상기 그라운드링의 외주연에 대략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대략 평면인 제1면과 제2면을 갖고,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는 상기 제1면과 반대면인 동시에 상기 그라운
드링을 향하는 부분에 제3면이 형성된 다수의 리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리드프레임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칩탑재판의 제1면에 접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출력패드가 형성된 반도체칩을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칩의 입출력패드와 상기 그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1면을 도전성와이어를 이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본
딩하는 단계와;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라운드링, 리드, 반도체칩 및 도전성와이어를 봉지재로 봉지하되, 상기 칩탑재판, 타이바, 그
라운드링 및 리드의 제2면은 외측으로 노출되도록 봉지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에서 상기 리드 및 타이바의 외측을 소잉하여 낱개의 반도체패키지로 싱귤레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 반도체패키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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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딩 단계는 도전성와이어가 상기 그라운드링의 제2면과 대응되는 제1면에 본딩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패키지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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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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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도면 2c

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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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도면 3c

도면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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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a

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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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c

도면 5d

도면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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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f

도면 6a

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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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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