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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그리드 어레이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가요성(可撓性) 회로 기판 스트립(30)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 BGA) 반도체 패키지(10)의 싱귤레이션(Singulation)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지 봉지부(50)의 측단 하
방에 인접한 가요성 회로 기판(30) 부분에 펀치(95)를 이용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30) 및 에폭시 양면 접
착 테이프(75)에 놋치(96)를 형성시킨 다음, 수지 봉지부(50)의 상방으로 부터 압력을 가하여, 금속 캐리
어 프레임(80)을 탈락시킴과 동시에, 낱개의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10)로 분리시키는 것에 의
하여,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10)의 싱귤레이션시, 가요성 회로 기판(30)에 형성되어 있는 회로 
패턴(32) 외곽의 미세한 구리 회로선(321)들의 변형 또는 손상을 방지하여 쇼트될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코스트 다운을 이룰 수 있는 신규 유용한 발명이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에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적층시키는 단계를 설명하는 설명도

제2도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된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 BGA)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본 발명의 싱귤레이션(Singulation)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도

제3도는 제2도의 A-A선 부분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       20 : 반도체 칩

30 : 가요성(可撓性) 회로 기판 스트립     31 : 가요성 수지 필름

311 : 솔더볼 안착 개구                          312 : 핀 홀

32 : 회로 패턴(부)                                321 : 구리 회로선

33 : 다이 패드                                       40 :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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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수지 봉지부                                    60 : 솔더볼

70 : 열 전도성 접착 수단                        75 :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

76 : 통공                                              77 : 핀 홀

80 : 금속 캐리어 프레임                         81 : 통공]

82 : 핀 홀                                             83 : 가이드 홀

90 : 지그                                              91 : 하부 평판

92 : 상부 평판                                      93 : 핀

94  : 핀 홀                                            95 : 펀치

96 : 놋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요성(可撓性)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 
BGA)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Singulation)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된 연속적인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의 종래
의 싱귤레이션 방법은 펀치나 커터 등을 이용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이 부착된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절단
시키므로, 가요성 회로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회로 패턴 외곽의 미세한 구리 회로선들이 절단시의 충격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어 상호간에 쇼트될 우려가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러한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된 연속적인 볼 그리드 어레
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시, 가요성 회로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회로 패턴 외곽의 미세한 구리 회
로선들의 변형 또는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에 의하여 쇼트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양태(樣態)에 의하면, 두께 20~150 미크론의 가요성(可撓性) 수지 필름 스트립상
에 수개의 회로 패턴부를 형성시켜서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형성시키고, 상기한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상의 회로 패턴부를 제외한 외곽부 상면에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기한 회로 패턴
부가 노출되게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부착시킨 다음, 반도체 칩을 실장하고, 와이어 본딩한 후, 수지 봉
지부를 몰딩 형성시키고, 상기한 회로 기판 저면에 다수의 솔더볼을 융착시키는 것에 의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Singulation) 방법에 있어서,

수지 봉지부의 측단 하방에 인접한 가요성 회로 기판 부분에 펀치를 이용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 및 에폭
시 양면 접착 테이프에 놋치를 형성시킨 다음, 수지 봉지부의 상방으로 부터 압력을 가하여,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탈락시킴과 동시에, 낱개의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로 분리시키는 싱귤레이션 방법이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에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적층시키는 단계를 설명하는 설명도로서, 상단
의 도면 부호 80은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나타내며, 둘째단의 도면 부호 75는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를 
나타내고, 세째단의 도면 부호 30은 가요성 회로 기판을 나타내며, 도면 부호 92 및 91은 각각, 상부 및 
하부 평판을 나타낸다.

먼저, 제1도중 세째단의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은 두께 20~150 미크론, 바람직하게는 30~80 미크론 
범위의 폴리이미드(Polyimide) 등과 같은 가요성 수지 필름(31) 상에 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리 회
로 패턴(부)(32)을 형성시켜 구성되며, 핀 홀(312)이 형성된다.  가용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은 도시된 
바와 같은 스트립 형태이거나 또는 릴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75)에는 통공(76) 및 핀 홀(77)이 형성되며 이 통공(76) 및 핀 홀(77)은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회로 패턴부(32) 및 핀 홀(312)에 각각 일치되게 형성된다.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은 구리, 구리 합금,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등과 같은 금속재가 사용되며, 
몰딩시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로 부터의 원활한 디게이팅(Degating)을 확보하는 동시에, 싱귤레이션시의 
원활한 분리를 위하여 니켈(Ni)이나 크롬(Cr)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할 수도 있다.  금속 캐리어 프레
임(80)에는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7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공(81) 및 핀 홀(82)이 형성되며 이 통
공(81) 및 핀 홀(82)은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회로 패턴부(32) 및 핀 홀(312)에 각각 일치되게 
형성된다.  또한,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에는 핀 홀(82) 외에 이송 및 위치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 홀(83)이 형성된다.

또한, 상하부 평판(92, 91) 상에는 핀 홀(94)만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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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의 최하단에 도시한 것은, 지그(90) 상에 밑으로 부터 차례대로 하부 평판(91),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75), 금속 캐리어 프레임(80), 상부 평판(92)을 올려 놓은 다음, 
핀(93)을 핀 홀(82, 77, 312)에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가압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회로 패
턴부(32)를 제외한 부분에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을 접착시키는 방법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에의 접착에 의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은 리지드(Rigid)한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으므로 패키지 제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

제2도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을 이용하여 제조된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10)에 대한 본 
발명의 싱귤레이션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도로서, 먼저,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10)의 구조에 대
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반도체 칩(20)은, 제1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의 저면에 부착된 가요성 회로 기
판 스트립(30)의 상면에 형성된 다이패드(33) 상에 에폭시나 접착 테이프 등과 같은 열 전도성 접착 수단
(70)에 의하여 실장되며, 이러한 열 전도성 접착 수단(70)의 바람직한 예로서는 은 충진 에폭시계 수지 
접착제와 같은 열 전도성이 우수한 수지가 사용된다.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상에 접착된 반도체 칩(20)과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 사이의 전기적 
접속은, 반도체 칩(20)에 형성된 본드패드(도시하지 않음)와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상면에 형성
된 회로 패턴(32)의 도전성 구리 회로선을 와이어(40)로 본딩시켜 이루어진다.

반도체  칩(20)과  본드  와이어(40)  및  선택적  요소인  수동  소자등과  같은  주변  구성  요소들(도시하지 
않음)은, 습기나 먼지 또는 외부적 충격이나 진동등과 같은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과 같은 봉지재로 몰딩된 수지 봉지부(Encapsulant)(50) 내에 수납된다.  수지 봉지부(5
0)는 또한, 완성된 패키지의 반도체 칩(20) 작동시 반도체 칩(20)과 가요성 회로 기판(30) 사이의 열 팽
창 계수 차이에 기인하는 응력 및 변형력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반도체 칩(20)의 코너부에 집중되는 응력 
및 변형력을 반도체 칩(20)의 전체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칩(20)이 실장되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저면에는 다수의 솔더볼(60)이 융착되어 있으
며, 솔더볼(60)은 입출력 단자로서 기능한다.

이어서, 본 발명의 싱귤레이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수지 봉지부(50)의 측단 하방에 인접한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 부분에 펀치(95)를 이용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 및 에폭시 양면 접착 테
이프(75)에 놋치(96)를 형성시킨 다음, 수지 봉지부(50)의 상방으로 부터 압력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 금
속 캐리어 프레임(80)이 탈락됨과 동시에, 낱개의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10)로 분리된다.

놋치(96)의 깊이는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이 압력에 의해 탈락될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로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의 저면에도 형성시키는 것이 싱귤레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서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은 재활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의 탈락시 수지 봉지부(50)의 상방으로 부터 하방으로 가압함과 동시에, 놋
치(96)와 놋치(96) 사이 또는, 놋치(96)의 외측에서 하방으로 부터 상방으로 가압하면 절단 효율을 높힐 
수 있다.

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의 탈락 및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30)의 절단에 의한 결과로서, 놋치(96)에 의
한 절단면과 수지 봉지부(50) 사이의 구리 회로선(제3도의 도면 부호 321) 길이가, 낱개로 분리된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를 갖도록 하는 위치에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놋치(96)는 반도체 패키지(10)의 최종적인 형상에 따른 경계선상에 형성되어야 하므로, 정방형의 4 변에 
직선상으로 형성시키거나, 정방형의 4 모서리를 따내는 형상의 직선상으로 형성시키거나, 또는 정방형의 
4 변 및 4 모서리를 따내는 형상의 직선상으로 형성시킬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이
다.

제3도는 놋치(96)에 의한 절단면을 나타내는 제2도의 A-A선 부분 단면도로서, 가요성 수지 필름(31)상에
는 회로 패턴(32)으로 부터 연장되는 구리 회로선(321)이 위치하며, 그 위에는 수지 봉지부(50) 및 그 단
부(금속 캐리어 프레임(80)이 탈락된 부분)가 위치하고, 가요성 수지 필름(31) 저면에는 솔더볼(60)이 위
치한다.   따라서,  싱귤레이션후 완성된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리 회로선
(321)이 기능 검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길이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가요성(可撓性)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은,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시, 가
요성 회로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회로 패턴 외곽의 미세한 구리 회로선들의 변형 또는 손상을 방지하여 
쇼트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프레임의 재질등과 관련한 제약이 거의 없으므로 코스트 다운을 
이룰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께 20~150 미크론의 가요성(可撓性) 수지 필름 스트립상에 수개의 회로 패턴부를 형성시켜서 가요성 회
로 기판 스트립을 형성시키고, 상기한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상의 회로 패턴부를 제외한 외곽부 상면에 
에폭시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기한 회로 패턴부가 노출되게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부착시킨 다
음, 반도체 칩을 실장하고, 와이어 본딩한 후, 수지 봉지부를 몰딩 형성시키고, 상기한 회로 기판 저면에 
다수의  솔더볼을  융착시키는  것에  의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Singulation)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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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봉지부의 측단 하방에 인접한 가요성 회로 기판 부분에 펀치를 이용하여 가요성 회로 기판 및 에폭
시 양면 접착 테이프에 놋치를 형성시킨 다음, 수지 봉지부의 상방으로부터 압력을 가하여, 금속 캐리어 
프레임을 탈락시킴과 동시에, 낱개의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놋치를 금속 캐리어 프레임이 압력에 의해 탈락될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로 금속 
캐리어 프레임의 저면에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캐리어 프레임의 탈락시 놋치와 놋치 사이 또는 놋
치의 외측에서 상방으로 가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놋치에 의한 절단면과 수지 봉지부 사이의 구리 회로선 
길이가, 낱개로 분리된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를 갖도록 하는 위치
에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회로 기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볼 그리드 어레이 반도
체 패키지의 싱귤레이션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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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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