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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디드 몰디드 패키지 디자인 안의 대체 플립 칩 및 그제조방법

요약

  반도체 패키지를 기술한다. 패키지는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구조를 포함한다. 몰딩 물

질이 리드프레임 구조의 적어도 일부 주변에 몰드되어 있고 윈도우를 포함한다.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반도체 다이가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실장되고 윈도우 안에 있다. 반도체 다이의 가장자리와 몰딩 물질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관련 출원]

  본 특허 출원은 2003년 2월 11일자 미국 출원 제60/446,918호의 비임시 특허 출원이며, 그 전부는 여기에 원용되어 통

합된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리디드 몰디드 패키지 디자인 안의 대체 플립 칩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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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리디드 몰디드 패키지 안의 플립 칩(Flipchip in Leaded Molded Package : FLMP)이 미국 특허 출원 제09/464,717호에

기술되어 있다. 종래의 FLMP 패키지에서는, 실리콘 다이의 뒷면이 몰딩 물질 안의 윈도우를 통해 노출되어 있다. 다이의

뒷면은 PC 보드와 같은 회로 기판에 거의 직접적으로 열 및 전기적 접촉 상태에 있게 된다.

  FLMP 패키지를 제조할 때에, 다이를 리드프레임 구조에 부착한 후 몰딩 공정을 수행한다. 다이의 뒷면을 새어나온 몰드

(mold bleed, 이하 몰드 블리드)나 흩뿌려진 몰드(mold flash)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패키지는 몰드 공동

(cavity)과 실리콘 다이의 뒷면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제조 공정 동안에, 다이는 몰드 툴(tool) 클램핑

시 몰드 툴에 접촉된다. 다이가 취성이 있고 패키지가 얇기 때문에, 다이의 파손 및 다이와 리드프레임 사이의 분리 가능성

이 관심사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러한 문제 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반도체 패키지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가진 리드프레임 구조 주변에 몰딩 물질을 몰딩하는 단계

로, 상기 다이 부착 영역은 상기 몰딩 물질 안의 윈도우를 통해 노출되도록 하는 단계; 및 (b) 상기 (a) 단계 이후, 플립 칩

실장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다이 부착 영역에 반도체 다이를 실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구조; (b)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의

적어도 일부분 주변에 몰드되어 있으며 윈도우를 포함하는 몰딩 물질; 및 (c)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실장된 반도체 다

이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구조, (b)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

의 적어도 일부분 주변에 몰드되어 있으며 윈도우를 포함하는 몰딩 물질, 및 (c)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실장되고 가장

자리를 포함하며 상기 윈도우 안에 있는 반도체 다이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다이의 상기 가장자리와 상기 몰딩 물질 사

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반도체 패키지; 및 회로 기판을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패키지가 상기 회로 기판에 실장되어 있는 전

기적 조립체(assembly)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들 및 다른 실시예들이 아래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의 상면 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 패키지의 바닥면 사시도이다.

  도 1c는 회로 기판에 실장된 도 1a 및 도 1b의 반도체 패키지의 측단면도이다.

  도 1d는 하나의 다이만을 가진 패키지 구성을 보여준다.

  도 2는 두 개의 다이를 가진 패키지 구성을 보여준다.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의 상면 사시도이다.

  도 3b는 도 3a 패키지의 바닥면 사시도이다.

  도 3c는 열판(heat plate) 구조를 가진 도 3a의 패키지의 상면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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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d는 도 3a 및 도 3b의 패키지의 측단면도이다.

  도 4a 내지 도 4f는 제조되고 있는 중의 다양한 패키지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키지의 분해사시도이다.

  이러한 실시예들 및 다른 실시예들이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FLMP 패키지의 대체 디자인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몰딩 공정

동안에 반도체 다이가 겪는 기계적인 응력은 거의 제거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패키지를 제조하는 공정 동안의 기계

적인 응력은 다이 크랙(crack) 또는 솔더 크랙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또한 다이의 노출된 뒷면 상

에 몰드 블리드나 몰드 레진(resin) 오염 가능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이용하면, 기존의 FLMP 제조방법에서

는 어려운 얇은(예를 들면 높이가 약 0.5mm 미만인) 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패키지 상면의 개구부

가 더 나은 열 분산을 제공하기 위한 열판 구조와 같은 추가적인 히트 싱크의 선택적인 사용을 제공한다.

  반도체 패키지는 프리-도금(pre-plated) 및/또는 프리-폼드(pre-formed) 구리계 리드프레임 구조, 프리몰디드

(premolded) 리드프레임 구조를 생산하는 프리-몰딩(pre-molding) 기술, 솔더 범프가 형성되거나 솔더 범프가 없는 반

도체 다이, 및 중간 솔더 페이스트(past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세부 사항 및 이것을 사용할 때의 이점은 후술

한다.

  첫째, 구리는 훌륭한 전기적 및 열적 전도체이므로 구리 리드프레임 구조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선호된다. 일부 실시

예들에서, 리드프레임 구조는 NiPdAu와 같은 금속으로 프리-도금될 수 있다. 리드프레임 구조의 프리-도금은 패키지의

화학 물질에의 노출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형성된 후에는 마무리된 패키지가 도금 화학 물질과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리드프레임 구조의 프리-도금은 또한 용해없이 리드프레임 구조를 높은 리플로우 온도에 두게 할

수 있다. 리드프레임 구조의 프리-포밍(pre-forming)도 리드 형성 공정에 기인해 패키지가 흡수하는 기계적인 응력을 제

거한다.

  둘째, 프리-몰딩 기술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프리-몰디드 리드프레임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프리몰

디드 리드프레임 구조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바람직한 구조이다. 프리몰디드 리드프레임 구조 안에서, 리드프레임 구

조와 몰딩 물질은 함께 체결될 수 있다. 프리몰디드 리드프레임 구조는 다른 필름이나 테이프를 사용할 필요없이 다이 부

착을 위한 노출된 리드프레임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회로 기판(예를 들면, PC 보드)으로의 드레인, 게이트 및 소스 연결

을 위한 패키지 구조에 따라 리드프레임 구조의 노출된 리드에 대하여 다이 뒷면의 평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

리몰디드 리드프레임 구조는 다이를 수용하기 위한 제1 윈도우, 및 (더 이상의 열 분산을 위한) 열판 구조와 같은 히트 싱

크를 수용하기 위한 선택적인 제2 윈도우를 포함한다.

  셋째, 다이 안의 범프 어레이는 트랜지스터 다이를 위한 소스 및 게이트 전기적 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범프 어레이는 또

한 다이와 리드프레임 구조 사이에서 기계적 및 열적 응력 흡수체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의 FLMP 패키지에서, 실리콘 다

이와 리드프레임 구조 사이에 몰딩 물질이 흐르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범프 높이가 높아야 한다. 몰딩 공정 동안에

다이에 의해 흡수되는 압축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FLMP 패키지에서는 유연한 솔더 범프 물질이 이상적이다. 대조

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어떠한 범프 물질이든지 그리고 낮은 높이라도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리드프레임 구조

에 다이 부착을 하기 전에 몰딩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범프 물질과 높이는 몰딩 공정 요건에 무관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패키지는 0.10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실리콘 다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이 상의 범프(특

히 비-솔더 범프)를 리드프레임 구조에 결합시켜 전기적 및 기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데에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한다. 범

프, 및 솔더 페이스트는 일부 실시예에서 260℃ 이상의 융점을 가진, Pb-계 또는 무연 솔더 물질일 수 있다. 범프는 구리

및 금과 같은 비-솔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원하는 전기적 핀-아웃(pin-out) 구조를 충족하고 단일 패키지 안에 다수의 다이를 허용하는 리드

프레임 구조 변종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선택적인 히트 싱크를 제공하기 위해 몰딩 물질 안의 탑 윈도우 개구

부도 제공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더 얇은 리드프레임 구조, 더 얇은 몰딩 물질, 더 얇은 다이, 및 더 낮은 범프를 사용하

여 두께가 0.50mm 이하인 패키지를 제조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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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키지(100)를 도시한다. 패키지(100)는 패키지(100) 상면에 두 개의 홀(20)을 가

진 몰딩 물질(22)을 포함한다. 홀(20)은 패키지(100) 안에 있는 다이로부터의 더 나은 열 분산을 허용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폭시 몰딩 물질을 포함하는 임의의 적당한 몰딩 물질(22)이 사용될 수 있다. 패키지(100)는 게이트 리

드(24(g))와 복수개의 소스 리드(24(s))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리드(24)도 포함한다. 도시된 패키지(100)는 7개의 소스 리

드와 하나의 게이트 리드를 가진다. 다른 패키지 실시예들은 더 많거나 적은 리드를 가질 수 있다.

  패키지(100) 안의 리드(24)는 리드프레임 구조의 일부일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리드프레임"이라는 용어는

리드프레임으로부터 유도된 구조를 가리킬 수 있다. 전형적인 리드프레임 구조는 소스 리드 구조, 및 게이트 리드 구조를

포함한다. 소스 리드 구조, 및 게이트 리드 구조 각각은 하나 이상의 리드를 가질 수 있다.

  도 1b는 패키지(100)의 바닥면을 도시한다. 패키지(100)는 반도체 다이(30)를 포함한다. 반도체 다이(30)의 뒷면(30(a))

은 몰딩 물질(22) 안의 윈도우를 통해 보여질 수 있다. 다이(30) 안의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대응되는 다이(30)의 뒷

면(30(a))은 금속화되어 있을 수 있고 리드프레임 구조의 다이 부착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다이(30)의

반대편 앞면은 소스 영역 및 게이트 영역에 대응되거나 포함할 수 있으며 리드프레임 구조의 다이 부착 영역에 근접하여

있을 수 있다. 다이 뒷면(30(a))은 전기적인 단자를 제공하며, 몰딩 물질(22)의 바닥면과 동일 평면에 있을 수 있으며 리드

(24)의 단부와 동일 평면에 있을 수 있다. 몰딩 물질(22) 안의 윈도우는 다이(30)의 외부 가장자리(및 평면 치수)보다 약간

크다.

  몰딩 물질(22)과 다이(30)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에 작은 간격(11)이 존재한다. 이 작은 간격(11)은 다이(30)가 몰딩 물질

(22)에 무관하게 열적으로 팽창하고 수축하게 허용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간격(11)은 다이(30)의 전체 외주부 주변으로

신장될 수 있다. 리드프레임 구조와 다이(30)를 결합하는 솔더 조인트 사이에는 몰딩 물질이 없다.

  도 1c는 전기적 조립체(103)의 측단면도이다. 도 1a와 도 1b에 도시한 패키지(100)는 도 1c의 회로 기판(55) 상에 실장

된다. 63Sn/37Pb와 같은 솔더(미도시)가 다이(30)의 뒷면과 리드(24)의 단부를 회로 기판(55) 안의 하나 이상의 도전성

영역에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작은 간격(11)은 몰딩 물질(22)과 다이(30)의

외부 가장자리 사이에 존재한다.

  도 1d는 리드프레임 구조(36)를 도시한다. 범프(34)는 다이(30)를 리드프레임 구조(36)에 부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리

드프레임 구조(36) 안에 개구부(38)가 존재하여 몰딩 물질(22)이 그것을 통해 흐르게 해 리드프레임 구조(36)를 체결하도

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 안에 사용되는 반도체 다이는 종형 전력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종

형 전력 트랜지스터는 VD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VDMOS 트랜지스터는 확산으로 형성된 둘 이상의 반도체 영역을

가지는 MOSFET이다. 이것은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및 게이트를 가진다. 소자는 소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이 반도체 다

이의 반대면 상에 있다는 점에서 종형이다. 게이트는 트렌치 게이트 구조이거나 평면 게이트 구조일 수 있으며, 소스 영역

과 동일 표면 상에 형성된다. 트렌치 게이트 구조가 평면 게이트 구조보다 더 좁으며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트렌치

게이트 구조가 선호된다. 동작 동안에, VDMOS 소자 안의 소스 영역으로부터 드레인 영역으로 흐르는 전류는 다이 표면에

거의 수직이다.

  도 2는 두 개의 반도체 다이(30(a), 30(b))와 두 개의 대응되는 리드프레임 구조(36(a), 36(b))를 단일 몰딩 물질 안에 가

진 패키지(101)를 도시한다. 각 리드프레임 구조(36(a), 36(b))는 게이트 리드와 복수개의 소스 리드를 포함한다. 리드프

레임 구조(36(a), 36(b))의 다이 부착 영역 안에 개구부(38)가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패키지당 더 많은 리드프레임 구

조와 더 많은 다이가 있을 수 있다.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상면도이다. 패키지(100)는 몰딩 물질(22) 안에 탑 윈도우(58)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리드프레임 구조(24)의 상면(24(x))을 노출시킨다. 상면(24(x))은 다이가 부착되는 면의 반대면일 수 있다.

  도 3b는 도 3a에 도시한 패키지(100)의 바닥면을 도시한다. 패키지(100)는 몰딩 물질(22) 안의 다른 윈도우 안에 있는

다이(30)를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이의 뒷면(30(a))은 몰딩 물질(22)을 통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패키지(100)

는 패키지(100)의 서로 반대면에 제1 및 제2 윈도우를 가질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102638

- 4 -



  도 3c는 리드프레임 구조(24)의 상면(24(x))에 결합된 금속판 구조(52)를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판 구조(52)

는 평평하고 리드프레임 구조의 상면(24(x))에 결합된 제1 부분과 패키지(100)의 열판 아래로 신장하는 다리를 가진다. 금

속판(52)의 다리는 하부의 회로 기판(미도시)으로의 패키지(100)의 추가적인 전기 및/또는 열적 연결부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d는 금속판 구조가 없는 패키지(100)의 측단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이(30)의 외부 가장자리와 몰딩 물질

(22) 사이에 간격(15)이 존재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몰딩 물질(22)의 바닥면은 다이 뒷면(30(a))과 리드 단부(24(s))와

동일 평면이다. 또한,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프레임 구조와 다이(30)를 결합하는 조인트 사이에는 몰딩 물질이 없

다.

  상술한 실시예들은 임의의 적당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정 순서 옵션은 다음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1.프리-몰드/디게이트(degate)/디플래시(deflash) 공정, 2.워터젯(water jet) 디플래시 공정, 3.솔더 분무/플립

칩 부착 공정, 및 4.리플로우 공정. 리플로우 공정 다음에는, A.리드컷(leadcut)/테스트/마크 공정, 및 B.단일화

(singulate)/테이프 및 릴(reel) 공정이 올 수 있다. 리플로우 공정은 대신에 단일화/테스트/마크/테이프 및 릴 공정이 뒤에

올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2 공정 순서 옵션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프리-몰드/디게이트/디플래시/리드컷 공정, 2.솔더

분무/플립칩 부착 공정, 및 3.리플로우 공정. 리플로우 공정 다음에는, A.테스트/마크 공정, 및 B.단일화/테이프 및 릴 공정

이 더 올 수 있다. IR 리플로우 공정은 대신에, 단일화/테스트/마크/테이프 및 릴 공정이 뒤에 올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의 공

정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알려져 있다.

  도 4a 내지 도 4e를 참조하면, 첫 번째 단계는 리드프레임 구조(24) 상으로 몰딩 물질을 몰드하는 것이다. 도 4a를 참조

하면, 의도된 소정의 패키지 두께, 형상 및 리드프레임 노출에 맞도록 디자인된 공동을 가진 몰드 툴(60) 안으로 리드프레

임 구조(24)를 로딩한다. 몰딩 물질을 액상으로 하여 몰드 공동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몰드 툴(60)의 몰딩 다이 사이에서

고체화하도록 한다. 몰딩 다음에, 형성된 몰디드 스트립(리드프레임이 리드프레임 스트립 안의 많은 리드프레임 중 하나라

면)은 디게이트/디플래시 공정을 거쳐 리드나 리드프레임 구조 상의 과잉 몰드를 제거한다. 몰디드 스트립의 세정이 더 필

요하면, 몰디드 스트립은 워터젯 디플래시 공정을 거칠 수 있다. 더 이상의 세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의 공정 선택은

리드프레임 구조의 다이 부착 패드의 옆면에 연결된 타이바(tiebar)를 남기고 모든 신장된 리드를 완전히 자르는 것이다.

이것은 반도체 다이를 리드프레임 구조에 부착하기 전에 수행할 수 있다.

  몰디드 리드프레임 구조(99)가 도 4b에 도시되어 있으며 몰딩 물질(22) 및 리드프레임 구조를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

이, 다이를 수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윈도우(98)가 몰딩 물질(22) 안에 있다. 윈도우(98)는 리드프레임 구조(24)의 다

이 부착 영역(97)을 노출시킨다.

  도 4c를 참조하면, 솔더 분무 공정 및 플립칩 부착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95Pb/5Sn을 포함하는 범프(34(a))

가 제1 어레이 안의 다이(30) 상에 증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88Pb/10Sn/2Ag를 포함하는 솔더 물질(34(b))이 제2 어레

이 안의 리드프레임 구조(24)의 다이 부착 영역의 노출된 면 상에 증착될 수 있다. 범프 물질(34(a))은 솔더 물질(34(b))보

다 높은 융점을 가질 수 있다.(마무리된 패키지를 회로 기판에 부착하는 데에 이용된 솔더는 범프 또는 솔더 페이스트 물질

에 비하여 낮은 융점을 가질 수 있다). 도 4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범프가 형성된 다이(30)를 뒤집어 범프의 어레이(34(a))

와 솔더 페이스트 물질(34(b))을 정렬하고 결합시켜 리드프레임 구조(24)와 다이(30)를 결합하는 조인트의 어레이를 형성

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다이(30)는 몰딩 물질(22) 안의 윈도우 안에 꼭맞고 몰딩 물질(22) 안의 윈도우의 가장자

리와 다이(30) 사이에 작은 간격이 존재한다. 다이(30)의 뒷면은 몰딩 공정이 이미 수행되었기 때문에, 잔존하는 몰딩 물질

을 가지지 않는다.

  도 4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드프레임 구조에 다이를 부착한 다음에, 이들 조합을 리플로우 오븐으로 보내 솔더 페이스

트를 녹이고 범프가 형성된 실리콘 다이를 프리-몰디드 리드프레임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적당한 리플로우 온도는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도 4e와 도 4f를 참조하면, 전기적 테스트 및 후속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1 접근은 단일화를 수행하기 전에 스트립 테

스팅과 마킹을 한 다음 테이프와 릴 공정을 하는 것이다. 여전히 리드가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립 테스팅 전에 리드 커

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은 리드컷과 단일화 공정을 먼저 수행한 다음, 테이프와 릴 공정을 하기 전에 유닛 테스팅과

마킹을 하는 것이다. 도 4f는 테이프와 릴 공정 안의 패키지를 도시한다.

  도 5는 패키지의 분해사시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패키지는 리드프레임 구조(24)에 결합된 몰딩 물질(22)을 포함한다.

솔더 페이스트 물질(34(b))을 가지고 범프(34(a)) 어레이를 가진 반도체 다이(30)를 리드프레임 구조(24)에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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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이 상술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목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안에서 이

기술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변형과 수정이 수행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본 발

명의 정신과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하나 이상의 실시예와 결합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미국 임시 및 비임시 특허 출원과 공개 특허는 모든 목적을 위해 그 전부가 원용되어 통합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FLMP 패키지의 대체 디자인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몰딩 공정 동안에 반도체 다이가

겪는 기계적인 응력은 거의 제거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패키지를 제조하는 공정 동안의 기계적인 응력은 다이 크랙

도는 솔더 크랙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다이의 노출된 뒷면 상에 몰드가 흐르거나 흩뿌려질 가능

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을 이용하면, 기존의 FLMP 제조방법에서는 어려운 (예를 들면 높이가 약 0.5mm 미만인)얇은 패키

지를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가진 리드프레임 구조 주변에 몰딩 물질을 몰딩하는 단계로,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은 상기 몰딩 물질 안의 윈도우를 통해 노출되도록 하는 단계; 및

  (b) 상기 (a) 단계 이후, 플립 칩 실장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다이 부착 영역에 반도체 다이를 실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종형 전력 MOSFE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리드는 적어도 하나의 소스 리드와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리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이후, 상기 리드프레임의 상기 다이 부착 영역과 상기 반도체 다이 사이에 있는 솔더를 리

플로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 부착 영역은 적어도 하나의 개구부(apertur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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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몰딩하는 단계는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를 몰딩 툴(tool) 안에 놓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안으로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의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솔더를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리드는 소스 리드와 게이트 리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방

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에 열판(heat plate) 구조를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10.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구조;

  (b)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의 적어도 일부분 주변에 몰드되어 있으며 윈도우를 포함하는 몰딩 물질; 및

  (c)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실장되고 가장자리를 포함하며 상기 윈도우 안에 있는 반도체 다이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다이의 상기 가장자리와 상기 몰딩 물질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는 구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는 소스 영역, 게이트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을 포함하는 종형 전력 트랜지스터를 포함

하고, 상기 소스 영역과 게이트 영역은 상기 다이 부착 영역에 근접하여 있으며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다이 부착 영역으

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반도체 다이와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 사이에 범프와 솔더 조인트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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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는 상기 반도체 다이의 가로 치수보다 큰 치수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몰딩 물질은 에폭시 몰딩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는 제1 윈도우이고 상기 몰딩 물질은 제2 윈도우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윈도우는 상기 다

이 부착 영역 반대편의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윈도우를 통해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에 결합된 히트 싱크(heat sink)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와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를 결합하는 조인트 어레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조인트 어레

이는 서로 다른 융점들을 포함하는 솔더 또는 비-솔더 범프 물질과 솔더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9.

  (a) 다이 부착 영역과 복수개의 리드를 포함하는 리드프레임 구조, (b) 상기 리드프레임 구조의 적어도 일부분 주변에 몰

드되어 있으며 윈도우를 포함하는 몰딩 물질, 및 (c) 상기 다이 부착 영역 상에 실장되고 가장자리를 포함하며 상기 윈도우

안에 있는 반도체 다이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다이의 상기 가장자리와 상기 몰딩 물질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반도체

패키지; 및

  회로 기판을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패키지가 상기 회로 기판에 실장되어 있는 전기적 조립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다이를 결합하는 솔더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적 조립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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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도면1c

도면1d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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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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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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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f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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