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H01L 23/50

H05K 1/18

(45) 공고일자   1996년05월22일

(11) 공고번호   특1996-0006710

(21) 출원번호 특1988-0001745 (65) 공개번호 특1989-0013754
(22) 출원일자 1988년02월19일 (43) 공개일자 1989년09월25일

(30) 우선권주장 62-40267  1987년02월25일  일본(JP)  

62-207163  1987년08월20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기가이샤 히다찌세이사꾸쇼    미다 가쓰시게

일본국 도오교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4-6

(72) 발명자 시미즈 이찌오

일본국 군마겐 사와군 다마무라마찌 이다이 974-5

호시 아기오

일본국 군마겐 이세사기시 하시에쵸우 1916-39

오가다 스미오

일본국 군마겐 다가사기시 가미나가이마찌 570-3 히다찌 유우와료우

나가무라 소오이찌로우

일본국 도오교도 신규구 니시신쥬구 5-13-4 그린하이즈 1402
(74) 대리인 백남기

심사관 :    양희용 (책자공보 제4472호)

(54)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 및 그 제조방법과 그 실장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 및 그 제조방법과 그 실장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인 걸윙형 외부리이드를 갖는 표면실장형 패키지 IC를 도시한 사시도.

제2도는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 리이드 프레임의 개략적인 패턴을 도시한 평면도.

제3도는 제2도의 III부를 도시한 확대 부분사시도.

제4도 및 제5도는 그 제조도중을 도시한 각 모식도.

제6도, 제7도 및 제8도는 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각 부분사시도.

제9도, 제10도 및 제11도는 변형예를 도시한 각 확대 부분사시도.

제12도는 본 실시예의 구체적인 리이드 프레임 패턴을 상세하게 도시한 평면도.

제13도는 제12도의 리이드 프레임상의 수지봉지 부분을 도시한 평면도.

제14도는  제12도의  리이드  프레임에  있어서의  프레임부재와  수지봉지부재사이의  절단부를  도시한 평
면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면실장 수지봉지 디바이스의 내부구조를 도시한 부분 단면사시도.

제16도는  본  발명의  면실장  디바이스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와이어본딩  프로세스를  도시한 모식단
면도.

제17도는 기상 리플로우의 공정에 사용하는 리플로우장치의 개요를 도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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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도∼제20도는 면실장 프로세스의 흐름을 도시한 프린트 배선기판 및 면실장 디바이스의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장치,  특히  표면실장형  패키지를  구비하고  있는  전자장치에  관한  것으로,  예를들면 
걸윙(Gull  Wing)형의  외부리이드를  갖는  반도체집적희로장치(이하,  IC라  한다)에  이용해서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표면실장형  패키지를  구비하고  있는  IC로서,  걸윙형의  외부리이드를  갖는  것이  있으며, 표면실장시
에  있어서의  땜납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걸윙형  외부리이드에는  그  표면에  땜납도금처리가 
실시되어  있다.  이  도금처리는  리이드  프레임에  패키지가  성형된  후에  실시된다.  그리고,  이 도금처
리후  리이드  프레임에  있어서의  외부리이드와  외부프레임과의  접속부가  절단되어  외부리이드의 걸윙
형상이 굴곡 성형된다.

또한,  표면실장형  패키지를  기술하고  있는  예로서는  닉케이  맥그로우힐사  「마이크로  디바이스 No.2
」소화 59년 6읠 11일 발행 P.148∼P.154가 있다.

또,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  61-75553에는  면실장  플라스틱패키지에  있어서,  리이드선단의  폭을 
가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실장시의 땜납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아이디어가 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걸욍형  외부리이드를  갖는  표면실장형  패키지  IC에  있어서는  외부리이드와 외부프레임과
의  접속부에  내한  절단면에  땜납도금처리가  실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면실장시에  이  절단면 장소
에  있어서의  땜납성이  나쁘게  되어  실장후에  있어서의  접속에  대한  신뢰성이나  외관이  나쁘게 된다
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 발명자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었다.

또,  외부리이드의  선단을  프레임체와  연결하지  않고  프리엔드(free  end)의  상태로  해  놓고, 선단부
에도  땜납도금층이  헝성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지만,  몰드시의  열응력  및  몰드압력에  내한  역학적 
강도가 낮은 것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본 발명자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표면실장에  있어서의  외부리이드의  땜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면실장에 유리한 반도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면실장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지  봉지  반도체집적회로장치를 제공
하는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신뢰성이 높은 면실장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고밀도  실장이  가능한  수지봉지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신뢰성이 높은 반도체디바이스의 면실장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예]

(1) 프로세스의 개요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인  걸윙형  외부리이드를  갖는  표면실장헝  패키치  IC를  도시한  사시도, 제
2도는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  리이드  프레임을  도시한  평면도,  제3도는  제2도의  III부를  도시한 확대
부분 사시도,  제4도 및 제5도는 그 제조도중을 도시한 각 모식도,  제6도,  제7도 및 제8도는 그 작용
을 설명하기 위한 각 부분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IC(1)은  리이드  프레임(2)를  구비하고  있으며,  리이드  프레임(2)는 외부리이드
성형  이전에는  제2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즉,  리이드  프레임(2)는  중앙부에 
대략  정사각헝의  빈공간(3)이  남도록  대략  방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러개의  내부리이드(4)와 
각  내부리이드(4)에  각각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2열로  나란히  되어  있는  여러개의  외부리이드(5)로 
이루어지는  여러개의  리이드,  인접하는  외부리이드(5),(5)  사이에  걸쳐져  있는  댐(6),  대략 사각형
의  프레임형상으로  형성되고,  그  내변의  각각에  외부리이드(5)군을  연결해서  마련되어  있는 외부프
레임(7),  빈공간(3)에  배치되어  이것보다도  약간  작은  대략  정방형의  평판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탭(8),  외부프레임(7)에서  돌출해서  마련되어  탭(8)을  서스팬딩(suspending)하고  있는  탭서스팬딩 

리이드(9)를 구비하고 있다.

각  외부리이드(5)와  외부프레임(7)의  접속부(10)에는  절단부(11)이  외부리이드(5)의양측끝변에  각각 
배치되어  대략  반원형상으로  절단해서  1쌍으로  마련되어  있다.  리이드  프레임(2)는 펀칭프레스가공
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예를들면  외부리이드(5)  및  외부프레임(7)을  펀칭하는  프레스금형의 나
이프를  절단부(11)에  대응하는  바라는  형상으로  형성시켜두는  것에  의해  절단부(11)은  탭(8)의 펀칭
가공과  동시에  형성된다.  또,  외부리이드(5)  및  외부프레임(7)의  접속부(10)에  에칭가공을 실시하더
라도 절단부(l1)을 형성할 수가 있다. 

탭(8)상에는  그  주면에  집적회로를  만들어  높은  펠릿(12)가  적당한  수단에  의해  본딩되어  있고, 펠
릿(12)의  여러개의  전극패드(도시하지  않음)에는  각  내부리이드(4)와의  사이에  와이어(13)이  각각 
본딩되어  있다.  펠릿(12)의  집적회로는  전극패드,  와이어(13),  내부리이드(4)  및  외부리이드(5)를 
거쳐서 전기적으로 외부로 인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성되어  펠릿(12)가  탑재된  리이드  프레임(2)에는  패키지(14)가  제4도에 도시되
어있는  바와  같이  트랜스퍼  성형장치(15)에  의해  성형재료로서  수지를  사용해서  대략  직사각헝의 평
판형상으로  일체성형되고,  이  패키지(수지체)(14)에  의해  상기  리이드  프레임(2)의  일부,  펠릿(12), 
와이어(13)  및  탭(8)이  기밀봉지된다.  즉,  탭(8)  등  이외의  외부리이드(5)군은  패키지(14)의 2측면
에서  각각  돌출되어  있다.  이  패키지  성형작업중,  외부리이드(5)는  접속부(10)에  의해서 외부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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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굴곡되거나 변형되는 일은 없다.

그후,  패키지(14)가  형성된  리이드  프레임(2)에는  예비땜납피막(17)이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해도금  처리장치(16)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패키지(14)에서  돌출한  부분의  표면에  전체에 걸
쳐서  형성된다.  이때에도  외부리이드(5)는  외부프레임(7)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굴곡되거
나 변형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리이드프레임(2)는  외부리이드(5)와  외부프레임(7)과의  접속부(10)  및  댐(6)을  각각 절단시
킴과  동시에  외부리이드(5)군의  접속부를  패키지(14)의  외부에서  아래쪽,  즉  상기  펠릿의  주면에 대
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굴곡되고,  또한  상기  펠릿의  주면에  대해서  수평외부방향으로  굴곡되는  것에 
의해  제6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위,  걸윙형상으로  형성된다.  이때,  외부  리이드(5)와 외부
프레임(7)과의  접속부(10)에는  리이드프레임의  소재가  외부리이드(5)의  선단부에  있어서 절단면(절
단구멍)(18)로서  노출하므로,  이  절단면(18)의  표면에는  땜납  피막(17)이  피착되지  않게  된다. 그러
나,  접속부(10)에는  절단부(11)이  형성되고,  이  절단부(11)의  표면에는  땜납  피막(15)가  피착되어 
있으므로,  절단면(18)에서  땜납피막(17)이  피착되어  있지  않은  표면의  면적은  외부리이드(5)의 단면
적에 비해서 충분하게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다음에, 상기와 같이 제조된 IC(1)의 사용방법 및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IC(1)은  배선기판(21)상에  그  기판(21)에  배선되어  형성된  각 랜
드패드(land  pad)(22)에  각  외부리이드(5)가  정합하도록  배치되어  탑재됨과  동시에  제8도에 도시되
어  있는바와  같이  랜드패드(22)와  외부리이드(5)  사이를  납땜처리한다.  이  납땜부(23)에  의해 IC
(1)는 배선기판(21)에 전기적이고 또한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표면실장된 상태로 된다.

그런데,  제7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부리이드의  선단부에  있어서의  외부프레임과의 절단면
(18')의  면적이  외부리이드의  단면적과  같게  되어  있었던  경우,  이  절단면(18')에는 땜납도금피막
(17)이  피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랜드패드(22)에서의  땜납재료의  흡입이  나쁘게  되어  절단면(18')에 
납땜부(23')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납땜부가  외부리이드선단부에  있어서  전체에  걸쳐서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는  경우, 실장
후에  있어서의  납땜부(23')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형태로  되므로,  외관이  나쁘게  될뿐만  아니라 전기
적이고 또한 기계적 접속성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외부리이드(5)에  있어서의  외부프레임(7)과의  절단면(18)의  면적은 
외부리이드(5)의  단면적  보다도  작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땜납피막(17)이  피착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8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납땜부(23)이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게  형셩되게  된다. 
즉,  절단면(18)의  양측에  절단되어  마련된  절단부(11)의  표면에  땜납도금  피막(17)이  각각  형성되어 
있으므로,  땜납재료는  그  표면에  효과적으로  흡입되어  표면장력으로  비대화하고,  좁은  절단면(18)을 
걸쳐서 양측에서 서로 가교하게된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1)  외부리이드의  외부프레임과의  절단면의  면적을  외부리이드의  단면적보다도  작게  형성하는  것에 
의해  표면실장시에  랜드패드와의  사이에서  외부리이드  선단부에  납땜부를  넓은  범위로  형성시킬 수
가 있으므로, 표면실장후에 있어서의 접속의 신뢰성이나 외관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2)  패키지의  성형시  및  땜납  도금처리시에  있어서,  외부리이드는  외부프레임에  접속부에  의해서 연
결되어  있으므토,  일체성  및  강성을  유지하게  되어  생산성  내지는  작업성의  저하를  회피할  수가 있
다.

(3)  리이드프레임에  절단부를  절단해서  마련해  두는  것에  의해  절단면의  면적을  외부리이드의 단면
적보다도  작게  형성할  수가  있으므로,  생산성  내지는  작업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 표면실장
시에 있어의 땜납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경가능한  것은 물톤
이다.

예를들면,  절단부는  반원형상의  것을  외부리이드의  양측끝변에  각각  배치해서  구성하는  것에 한정되
지 않고, 제9도, 제10도 및 제11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성하여도 좋다.

제9도에  있어서,  외부리이드(5)와  외부프레임(7)과의  사이에는  슬릿형상의  절단부(1lA)가 외부리이
드(5)의 한쪽에 접속부(10A)를 남기도록 절단되어 마련되어 있다.

제10도에  있어서,  외부리이드(5)와  외부프레임(7)과의  사이에는  원형  투과구멍형상의  절단부(1lB)가 
외부리이드(5)의 양측에 접속부(10B)를 남기도록 절단되어 마련되어 있다.

제11도에  있어서,  외부리이드(5)와  외부프레임(7)과의  사이에는  외부리이드(5)의  두께방향  중앙부에 
접속부(10C)를 남기도록 절단되어 마련되어 있다.

이상의  발명에서는  주로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그  배경으로  된  이용분야인  걸윙형 리
이드를  갖는  표면실장형  패키지  IC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J  밴드형  리이드나  빔형  리이드를  갖는  표면실장형  IC나  그밖의  표면실장형의  전자장치 전반
에 적용할 수가 있다.

상기의 실시예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리이드의  외부프레임과의  절단면의  면적을  외부리이드의  단면적  보다도  작게  형성하는  것에 의
해  표면실장시에  랜드패드와의  사이에서  외부리이드  선단부에  납땜부를  넓은  범위로  형성시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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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표면실장후에 있어서의 접속의 신뢰성이나 외관성능을 높일수가 있다.

본원에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표면실장형  패키지를  구비하고  있는  전자장치에  있어서,  각  리이드를  그  외부리이드의 외부프레
임과의 접속부에 있어서의 절단면 면적이 외부리이드의 단면적보다도 작게 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상기한  수단에  의하면,  외부리이드와  외부프레임과의  절단면의  표면적이  외부리이드의  단면적보다도 
작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땜납도금처리리가  실시되어  있지  않은  절단면이  있더라도  표면실장시에 있
어서는  그것에  거의  영향받지  않고  끝나므로,  땜납재료가  외부리이드에  탑재되게  되어  효과적으로 
부착한다. 따라서,실장후에 있어서의 땜납접속에 대한 신뢰성이나 외관의 저하는 억제되게 된다.

한편,  패키지의  성형시나  땜납도금처리시에  있어서는  리이드프레임에  있어서  외부리이드가 외부프레
임과의  접속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의해  각  리이드가  강성등에  대해서  적정한  상태  및  일체성을 확보
하므로, 패키지의 성형이나 도금처리에 대해서 소기의 성능 및 작업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다.

(2) 본 실시예의 리이드프레임의 상세

여기에서는  제2도에  도시한  리이드프레임에  대응해서  대량생산에  적합한  리이드프레임에  관한 것으
로, 앞서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2도는  리이드프레임의  실시형태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이  리이드프레임은  디바이스  약  4개분의 
영역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이  10배정도의  길이에  걸쳐서  종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리이드프레
임은  Sn  1.7∼2.3중량%,  Ni  0.1∼0.4중량%,  그밖에  미량의  Fe,P,Zn,Pn으로  이루어지는  Cu를 주성분
으로 하는 동합금의 0.15∼0.2mm 두께의 박판으로 프레스펀칭 또는 에칭에 의해 형성하었다.

제12도에  있어서,(4)는  내부리이드,  (5)는  외부리이드,  (6)은  트랜스퍼  몰드시에  수지의  누설을 방
지하기  위한  댐부,  (7)은  이것에  리이드등을  지지하기  위한  외부프레임,  (8)은  이  위에 반도체펠릿
을  고착하기위한  탬부(펠릿유지부  또는  칩지지부재),  (9)는  탭을  지지하기  위한  탭서스팬딩  리이드, 
(10)은  외부리이드의  자유단부에  대응하는  접속부(좁게한  부분  또는  제한부),  (11)은  절단부, (31
A)∼(31E)는  몰드시의  응력을  흡수하기  위한  슬릿형상의  열림구멍부,  (32)는  여러개의 디바이스영역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프레임, (33)은 내부프레임영역이다.

제13도는  상기  리이드프레임의  평면영역중,  점선으로  둘러싼  영역(34)가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팽창계수 2.1∼2.5∼10
5
/℃  정도의  열경화성을  갖는  에폭시계  수지에  의해  트랜스퍼  몰드되는 것

을 도시한 것이다.

제14도는  수지봉지체가  형성되고,  그  상태에서  전해도금법에  의해  노출하고  있는  리이드프레임의 대
략  전면에  9μm  정도의  땜납층이  형성된  후,  디바이스와  프레임체를  분리할때의  절단면을 점선(35)
에 의해 도시한 것이다.

(3) 본 실시예의 수지봉지 IC의 구조의 상세

본 발명이 주조 적용되는 반도체디바아스 패키지는 걸윙형이라 총치되고, SOP(Small Outine 
Package), SSOP(Shrink Small Outline Package), QFP(Quad Flat Package) 등으로 분류된다.

제15도에  SOP의  상세한  구조를  도시한다.  (1)은  Si칩(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디바이스  폘릿), 
(5)는  외부리이드이며,  모재는  Cu를  주성분으로  하고,  표면의  선단의  정면(36)을  제외하고 땜납도금
이  실시되어  있다.  (4)는  내부리이드부,  (8)은  탬부분,  (9)는  탭서스팬딩  리이드,  (11)은 외부리이
드의  자유단  측부의  절단부로서,  이  부분에는  상기  땜납도금이  실시되어  있다.  (13)은  99.999% 이상
의  순도를  갖는  무산소동으로  이루어지는  30μm  직경의  본딩와이어이며,  칩(1)상의  Al패드와 내부리
이드(4)  사이를  접속하고  있다·  (14)는  수지봉지체이며,  표면은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틴(satin)형상으로  거칠음면  마무리되고,  상부  주면상에  레이저마킹법에  의해  번호등이  표시되어 
있다. (37)은 탭(8)상에 펠릿(1)을 고착하기 위한 도전성 페이스트, 즉 Ag페이스트층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IC펠릿은  예를들면  2㎟,  두께  400㎛의  TTL  또는  CMOS로직등이  고려된다.  이  경우, 
핀수는 14∼16핀, Al패드의 크기는 120μ㎡, 그 피치는 180μm이다.

(4)  본  실시예의  와이어본딩  프로세스의  상세  제15도에  도시한  와이어본딩의  공정을  제16도에 도시
한다.  동일도면에  있어서,  (4)는  동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내부리이드,  (8)은  탭,  (12)는  Si  단결정 
펠릿,(13)은  Cu  와이어이며,  캐필러리(37)에  의해서  볼웨지  본딩되어  있다.  (38)은  칩상의  Al 본딩
패드,  (39)는  와이어(13)의  선단에  방전  또는 H 2  토오치로  만들어진  볼,  (40)은  패드를  위한 열림구

멍부,  (41)은  칩의  비활성화막으로,  인  글라스를  포함하는 SiO 2  또는  질화실리콘으로  이루어진다. 

(42)는  Ag페이스트층으로,  칩(12)를  탭(8)의  동표면에  다이본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43)은 
LOCOS  산화막등의  필드 SiO2 막,  (44)  및(45)는  PSG(인  실리케이트  글라스),  BSG(보론  실리케이트 글

라스),  BPSG(보론  인  실리케이트  글라스)등의  재료로  이루어지는  충간절연막이다.  P는  캐필러리에 
인가되는  가중의  방향을  나타낸다.  또,  U는  본딩시에  캐필러리를  거쳐서  인가되는  초음파진동의 방
향을 나타낸다.

동일도면을  도시한  바와  같이  탭(8)은  리이드안쪽  끝에서  낮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
해  와이어(13)의  늘어짐에  의한  탑끝  단락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  본딩시에는  칩  및  리이드는 아
래쪽에서  히트블록에  의해  350℃  정도로  가열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Al배선층과  동일한  Al층으로 
형성된  패드(38)과  와이어(l3)  및  내부리이드(4)의  동표면과  와이어와의  양호한  접속을  달성하고 있
다.

(5) 본 실시예의 실장프로세스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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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제20도는 실시프로세서의 설명을 위한 리플로우장치 및 기판 IC의 단면도이다.

제17도는  기상  납땜을  위한  장치이다.  동일도면에  있어서,(21)은  납땜될  IC  등을  탑재한  프린트 배
선기잔,  (46)은  히터,  (47)은  내  약품성용기,  (48)은  응축코일,  L은  1차액체로서 퍼플루오로트리아
밀 아민((C5F11)3 N,  제품명  "FLUORINATE  FC70"  3M사제,  비등점215℃,  밀도1940Kg/㎥,  분자량 820,25℃

에  있어서의  증기압  Pa  이상),  M은  동  중기,  즉  1차증기,  N은  상기  1차증기의  유출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위한 2차증기로서,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로에탄(프레온 TF, 비등점 48℃)이다.

제18도는  IC패키지  탑재전의  프린트배선기판을  도시한  것이다.  동일도면에  있어서,(21)은  글라스 에
폭시등의  재료로  이루어지는  배선기판용  절연간,  (50)은  땜납크림층으로서,  땜납  및  땜납  플럭스의 
혼합물이다. (49)는 동배선층, (51)은 10μm 두께의 땜납 레지스트층으로서, 아크릴계로 
이루어지며, 자외선조사에 의해 경화시킨다. (22)는 랜드패드영역이다.

제19도는  리플로우전의  IC디바이스를  땜납크림  패턴상에  탑재한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동일도면에 
있어서,  (4)는  동  내부리이드,  (5)는  외부리이드의  동  매트릭스  재료부,  (8)는  동탭,  (12)는  Si칩, 
(13)은  Cu본딩와이어,  (14)는  수지패키지,  (17)은  땜납도금층,  (18)은  외부리이드의  자유단  정면의 
절단면, (38)은 칩 (12) 상의 Al패드, (39) 는 Cu볼, (42) 는 Ag페이스트층이다.

제6도는 또는 제15도와 같이 개별의 디바이스로 분리된 수지봉지 IC는 이하와 같이 면실장된다.

먼저, 제1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랜드패드(22) 이외를 땜납레지스트로 커버한 배선기판의 
준비되고, 그위에 스트린인쇄에 의해 땜납패턴이 부착된다.

다음에,  제1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리이드의  선단근방이  패키지(14)의  아래쪽  주면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어서,  그  면과  대략  평행하게  외측으로  연장하도록,  땜납크림면과  접촉하도록  탑재된다. 
계속해서, 제1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리플로우 용기내에 투입된다.

리플로우노내의  1차증기내로  기판이  투입되면,  리이드면에  포화증기의  응집이  일어나고,  이  잠열에 
의해  리이드면이  균일하게  가열되고,  그것에  따라서  땜납크림중의  땜납이  녹아서  리이드의  선단  및 
그 근방을 대략 완전하게 적시게 된다.

그후,  2차증기중에  잠시  방치하면,  리이드  그  이외의  응집액체는  모두  기화해서  건조한  상태로 
되고, 온도의 저하에 따라서 땜납이 고화해서 납땜이 제2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완성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면에  여러개의  전극이  형성된  펠릿(12),  상기  펠릿을  봉지한  수지체,  상기  여러개의  전극의 각각
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수지체에서  돌출하며  또한  그의  선단에  접속부(10)을  갖는  여러개의 
리이드를  가지며,  배선기판상에  마련된  랜드패드(22)와  상기  접속부를  땜납에  의해  접속하는  것에 
의해서  면부착  실장되는  면실장형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리이드의  상기  수지체에서  돌출한 부
분은  그  표면에  땜납피막(17)이  형성된  부분과  상기  리이드의  선단부(18)에  있어서  땜납피막이 형성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를  가지며,  상기  접속부에  있어서  상기  땜납피막이  형성된  부분의  상기 리이
드의  단면적은  상기  땜납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단면적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

청구항 2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는  절단부를  가지며,  상기  절단부(11)의  측면에는 땜
납피막(15)가 형성되어 있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

청구항 3 

배선기판상에  마련된  랜드패드(22),  외부리이드의  접속부(10)을  땜납에  의해  접속하는  것에  의해서 
면부착  실장되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내부리이드(4)  및  상기 내부리
이드와  일체인  외부리이드(5)를  갖는  여러개의  리이드,  상기  여러개의  외부리이드에  접속된 외부프
레임(7)  이루어지는  리이드프레임(2)를  준비하는  공정,  주면에  여러개의  전극과  집적회로가  형성된 
펠릿(2)를  주비하는  공정,  상기  여러개의  전극의  각각과  상기  내부리이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공
정,  상기  펠릿과  상기  내부리이드를  수지에  의해서  봉지되는  공정,  상기  수지에서  돌출한  상기 외부
리이드  및  외부프레임에  땜납피막(17)을  헝성하는  공정,  상기  땜납피막을  형성한  후에  상기 외부리
이드와  외부프레임과의  접속부에  있어서상기  외부리이드를  상기  외부프레임에서  절단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접속부에  있어서  상기  땜납피막이  형성된  부분의  상기  리이드의  단면적은  상기 외
부프레임에서  절단된  부분의  상기  리이드의  단면적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실장형 반도체집
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4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리이드프레임은  상기  접속부에  있어서  절단부(11)을 가지
며,상기 절단부의 측면에도 땜납피막(15)가 형성되는 면실장헝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에  있어서,  또  상기  리이드프레임을  준비하는  공정후에,  상기  접속부에 절단
부(11)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면실장헝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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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제3항에  있어서,  또  상기  외부리이드를  상기  외부프레임에서  절단하고  선단부를 형
성하는  공정후에,  상기  외부리이드를  상기  펠릿  주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구부리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7 

특허청구의  범위  제6항에  있어서,  또  상기  외부리이드의  상기  접속부를  상기  펠릿의  주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구부리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주면에  여러개의  전극이  형성된  펠릿(12),  상기  펠릿을  봉지한  수지체,  상기  여러개의  전극의 각각
과전기적으토  접속되어  상기  수지체에서  돌출하며  또한  그의  선단에  접속부(10)을  갖는  여러개의 리
이드를  갖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를  준비하는  공정,  여러개의  배선(49)와  여러개의 랜드패
드(22)가  형성된  배선기판(21)과를  준비하는  공정,  상기  배선기판상에  형성된  랜드패드(22)에  상기 
외부리이드의  접속부(10)을  탑재하고,  상기  배선기판을  리플로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실장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이드의  상기  수지체에서  돌출한  부분은  그  표면에 
땜납피막(17)이  형성된  부분과  상기리이드의  선단부(18)에  있어서  땜납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를  가지며,  상기  접속부에  있어서  상기  땜납피막이  형성된  부본의  상기  리이드의  단면적은 상
기  땜납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단면적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실장형 반도체집
적회로장치의 실장방법.

청구항 9 

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는  절단부(11)을  가지며,  상기  절단부의  측면에는 땜
납피막(15)가 형성되어 있는 면실장형 반도체집적회로장치의 실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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