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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트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에 사용된 테이프 캐리어의 평면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가 마운트된 인쇄회로 기판을 확대한 단면도.

제4도는 제1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가 마운트된 인쇄회로기판상의 리드와이어 부분을 나타낸 평면도.

제5도는 제4도에 나타낸 리드와이어의 다른예를 나타낸 평면도.

제6도(A)는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캐리어의 6A-6A선에 따른 단면도.

제6도(B)는 제2도에 도시된 6B-6B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면서 인쇄회로기판상에 마운트된 후의 반도체장
치를 나타낸 부분단면도.

제7도(A)는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어의 6A-6A선에 따른 구조의 다른예를 나타낸 단면도.

제7도(B)는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어의 6B-6B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면서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
트된 후의 반도체장치의 구조의 다른예를 나타낸 부분단면도.

제8도(A)는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어의 6A-6A선에 따른 구조의 또다른예를 나타낸 단면도.

제8도(B)는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어의 6B-6B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면서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
트된 후의 반도체장치의 또다른 예를 나타낸 부분단면도.

제9도(A) 내지 제9도(C)는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트된 본 발명의 제2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
의 단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
어의 6A-6A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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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2도에 도시된 테이프 캐리
어의 6A-6A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면서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트된 후의 구조의 예를 나타낸 단면도.

제13도는 밑부분으로부터 바라본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평면도.

제14도는 제13도의 14-14선에 따른 단면도이면서 패킹 트레이에 세트된 제13도의 반도체장치를 나타낸 도
면.

제15도는 제13도의 15-15선에 따른 단면도이면서 패킹 트레이에 세트된 제13도의 반도체장치를 나타낸 도
면.

제16도(A)는 밑부분으로부터 바라본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평면도.

제16도(B)는 제16도(A)에 도시된 반도체장치의 16B-16B선에 따른 부분단면도.

제17도는 인쇄회로 기판상에 마운트된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 다른 반도체장치의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반도체칩10 : 캐리어 테이프

11 : 절연막13 : 장치구멍

15 : 리드19 : 접착제

20 : 금속판21 : 보강판

31~33 : 리드선34~36 : 땜납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TCP; tape carrier package)형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 핀
수의 증가와 소형화에 따라 용이하게 발생하는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음과 더불어 우수한 고주파 특성을 갖
춘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종래 반도체장치의 패키지 구조는 알루미나로 이루어진 세라믹용기내에 형성된 집적회로를 갖춘 반도체 
장치를 밀봉하기 위한 세라믹 패키지를 포함하는 바, 예컨대 프라스틱 패키지는 수지를 사용하여 반도체
칩을 몰딩함으로써 얻어지고, 포팅수지 밀봉 프라스틱패키지는 캐리어 테이프상에 반도체칩을 마운팅함과 
더불어 반도체칩상에 액체 수지를 떨어뜨림으로서 반도체칩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캐리어 테이프는 TAB(Tape Automated Bonding) 테이프로 불리워지고, 배선패턴(리드)에 예컨대 폴
리이미드 필림과 같은 절연막상에서 동박을 라미네이팅함과 더불어 포토에칭공정에서 동박을 선택적으로 
에칭함으로써 형성된다. 범프전극이 반도체칩상에 형성되고, 테이프 캐리어상에 형성된 배선패턴이 범프
전극에 본드되며, 이때 포팅수지가 배선패턴의 내부리드부와 반도체칩상에 떨어짐과 더불어 포팅수지를 
경화시키기 위해 열처리가 수행된다. 한편, 포팅수지 대신 몰드수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선패턴의 내부리드
부와 반도체칩을 밀봉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TAB기술은 PROCEEDING SECOND INTERNATIONAL TAB SYMPOSIUMFEBRUARY 5-7, 1990 pp. 7-15 
'VLSI  PACKAGING  TRENDS-AN  UPDATE'  J.  CourtneyMiller와,  pp,  230-249  'USING  ADVANCE  PULSED  HOTBAR 
SOLDER  TECHNOLOGY  FORRELIABLEE  POSITIONING  AND  MOUNTING  OF  HIGH  LEAD  COUNT  FLAT  PACKS  AND  TAB 
DEVICES' Gero Zimmer에 개시되어 있다.

최근, 직접도의 증가와 반도체장치의 기능수 및 반도체장치의 소형화에 따라 사용 핀수가 증가되고, 테이
프 캐리어상에 형성된 리드의 폭과 리드간의 거리가 감소된다, 따라서, 인접리드 신호선 또는 전원선이라
면, 나사법칙에 따라 리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장이 발생되어 왜곡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신호선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 변하여 반도체장치가 오동작하게 되며, 동작주파수가 높아질대(예컨대, 100MHz 이
상) 왜곡이 중요시 된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리드간의 접지패턴(접지된 리드)을 배치함과 더불어, 예컨대 캐리어 테이프의 하부 
표면(배선패턴이 형성된 상부표면에 반대되는)상의 접지된 금속박막을 형성하는 리드간의 거리를 증가시
키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리드간의 간격이 증가하면, 반도체자아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
게 되고, 더욱이 접지리드가 리드간에 배치되면, 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접지리드가 반
도체장치에서 요구되는 신호선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 더욱이, 캐리어 테이프의 하부표 면상에 접지된 
금속막을 형성하기 위해 예컨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캐리어 테이프 형성공정의 단계가 요구된다. 즉, 예
컨대 금속막이 증착에 의해 테이프 캐리어의 하부표면(절연막)상에 먼저 형성되고, 다음에 관통구멍이 접
지되도록 절연막내에 형성된다. 그 후, 금속막과 배선패턴에서의 접지리드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관통구멍의 내부 부분이 금속판으로 된다.

더욱이, TCP형 반도체장치의 캐리어 테이프에서 야기되는 비틀림 또는 왜곡의 문제가 왜곡에 부가하여 야
기된다. 캐리어 테이프에서 비틀림이나 왜곡이 야기되면, 외부리드 부분의 평탄성이 저하되어 리플로우 
솔더링에 의해 인쇄회로 기판상에 반도체소자를 마운트하기 어렵게 되어 만족스럽지 못하 마운팅을 야기
시킨다.

비틀림 또는 왜곡이 다름과 같은요소에 의해 테이프 캐리어에서 야기된다.

먼저, 반도체칩이 마운트된 캐리어 테이프가 그 상태에서 릴상에 감겨져 저장과 전송됨으로써 캐링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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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비틀려지는 경향이 있다. 캐리어 테이프에서의 비틀림이나 왜곡은 캐리어 테이프가 단일 반도체칩 
단위의 짧은 시트로 잘려진 후, 그 자체의 TCP에서의 비틀림이나 왜곡의 형태로 남는다. 포터링 수지의 
치유공정이 릴상에 감겨진 캐리어 테이프에 영향을 미치고, 열처리가 치유공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틀
림이나 왜곡이 열처리공정에서의 캐리어 테이프에서 야기된다.

캐리어 테이프에서 발생하는 상기한 비틀림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접착재의 사용에 의해 
캐리어 테이프에 보강판을 본딩하는 방법이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제3-125440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금속판이 보강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특허가 공개되어 있지만, 이 특허공개공보에 개시된 구조는 보호
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상기한 왜곡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사아기 특허 공개공보에 
개시된 구조에 따르면, 리드와 리드의 측면간에 형성된 공간이 노출되어 습기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습기의 침투를 허용하게 되어 리드간의 절연이 불충분하게 된다.

더욱이, TCP형 반도체장치는 개개의 반도체장치로 분할된 후 다른 형태의 패키지 구조에 비해 저장과 전
송을 위한 반도체장치로 위급되기 어렵다. 그리고, 밑표면상의 외부리드를 마운팅하기 위한 지지부재를 
갖춘 패킹 트레이에 세트되는 동안 와이어 본딩형 반도체장치가 저장 또는 전송된다. 반도체장치가 리드
부분상에 지지될 수 있는 이유는 리드프레임의 두께가 약 150μm이고 기계적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대
로, TCP형 반도체장치의 리드는 약 35μm이고, 지지부재상에 외부리드를 마운팅함으로써 주 몸체를 안정
되게 지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 사용된 패킹 트레이에 세트된 반도체장치와 함께 반도체장
치를 저장 및 전송시킬 수 없게 된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한하여 발명된 것으로, 고주파수특성이 우수하면서도 핀 갯수의 증가를 방해하
지 않고 캐리어 테이프의 형성처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누화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TCP
형 반도체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제1목적이 있고, 누화의 발생을 방지하면서 캐리어 테이프의 평탄성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TCP형 반도체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제2목적이 있으며, 용이하게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된 TCP형 반도체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제3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및 제2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는, 반도체칩과; 밑면을 갖춤과 더불어 상기 
반도체칩에 연결된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부로부터 연장되는 외부리드부를 각각 포함하는 리드에 갖춘 
배선패턴; 배선패턴의 밑면과 접하는 표면을 갖춤과 더불어 하부 표면을 갖춘 보호판; 배선패턴의 밑면에 
상기 보호판을 접착하는 절연접착제; 상기 반도체칩이 탑재되는 기저판 및; 상기 기저판상에 위치하면서 
상기 외부리드부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가 접지됨과 더불어 상기 보호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리드선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보호판의 저면과 상기 외부리드부에 대해 상기 리드선의 연결이 실질
적으로 동일 평면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보호막이 설치되기 때문에 누화를 방지할 수 있고 고주파수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보호막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캐리어테이프에 접합되기 때문에 보호판을 사용함에 따라 사
용가능한 핀의 갯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또한 캐리어테이프의 형성처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게 된다. 
또한 보호판으로서 금속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금속판의 견고성이 높아지게 되어 캐리어 테이프의 휘어
짐이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캐리어 테이프의 평탄성이 향상되게 된다.

상기 제3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는, 반도체칩과; 이 반도체칩이 위치하는 장치구멍을 
갖춘 절연막; 이 절연막의 윗면과 밑면중 한쪽 면에 형성되고, 각각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부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외부리드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리드를 갖춘 배선패턴; 상기 절연막의 밑면에 접하도록 
배치되고, 패킹 트레이의 도출부가 끼워지는 구멍을 갖춘 보강판 및; 이 보강판을 상기 절연막의 밑면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반도체장치가 패킹 트레이의 저부(bottom portion)상에 형성된 돌출부를 보강
판에 형성된 구멍과 맞물리도록 하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장치의 저장 및 운반을 간단화할 수 있
게 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각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인쇄회로기판상에 탑재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도면도이다. 동 도면에서 복
수의 리드(15)로 이루어진 배선패턴은 절연막의 밑면에 형성되고, 상기 리드(15)의 내부리드부(15A)는 반
도체칩(1)의 각 패드상에 형성된 대응하는 범프전극에 접합되며, 그 외부리드부(15B)는 각각 땜납층(36)
을 매개해서 인쇄회로기판(30)상에 형성된 대응하는 리드선(32)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리드(15)중 접
지선으로  기능하는  리드(15G)의  내부리드부(15GA)는  반도체칩(1)의  패드상에  형성된  범프전극에 

접합되고, 그 외부리드부(15GB)는 땜납층(34)을 매개해서 접지된 리드선(33)에 접속되어 있다. 또 금속판
(20)은 절연접착제(19)를 매개해서 리드(15)의 윗면에 접착되고 땜납층(35)을 매개해서 리드선(33)에 접
속되어 있고, 반도체칩(1)과 내부리드부(15A)는 포팅수지(potting 機能; 18)로 밀봉되어 있다.

제2도는 제1도의 반도체장치에 사용되는 캐리어 테이프를 나타낸 것으로, 반도체장치(1)와 금속판(20)이 
캐리어 테이프(10)에 부착되고 캐리어 테이프(10)가 아직 개별 반도체장치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
낸 도면이다. 캐리어 테이프(10)의 기저부재용 절연막(11)으로서는 유연성이 있는 폴리이미드나 폴리에스
터와 같은 플라스틱막이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예에서는 상기 절연막(11)으로서 두께가 약 75~125㎛인 폴
리이미드막이 사용된다. 절연막(11)은 스트립(strip)형상의 부재이고, 캐리어 테이프(10)를 길이 방향으
로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송구멍(12)은 캐리어 테이프의 양쪽 측단부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절연막(11)의 중앙부에는 반도체칩(1)이 설치되는 장치구멍(13)이 형성되어 있고, 이 장치구멍(1
3)의 4개 측면에는 각각 폭이 좁은 사다리꼴형상의 구멍(14-1~14-4)이 형성되어 장치구멍(13)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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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연막(11)상에는 배선패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배선패턴은 절연막(11)상에 예컨대 구리 도금
이나 스퍼터링으로 두께가 약 35㎛인 구리포일(foil)을 형성하고, 이 구리포일을 포토에칭법으로 패터닝
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패선패턴은 다수의 리드(15)을 구성하는데, 각 내부리드부(15A)의 전단부는 장치
구멍(13)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되고, 각 외부리드부(15B)의 일부는 대응하는 구멍(14-1~14-4)에 노출되어 
있다. 제2도에서 리드(15)는 서로 다른 4개 방향에서 반도체칩(1)으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지만, 서
로 대향하는 2개 방향에서 반도체칩(1)으로부터 연장되도록 형성되어도 된다.

또 반도체칩(1)은 장치구멍(13)에 설치되고, 내부리드(15A)의 전단부는 반도체칩(1)상에 선형적으로 배열
된 패드 또는 패드상에 형성된 범프전극과 같은 접속전극(도시되지 않음)에 접합된다. 그리고 금속판(2
0)은 구멍(14-1~14-4)으로 둘러싸인 절연막(11)의 영역내에 있는 리드(15)의 배선패턴형 성표면에 절연접
착제(19)를  매개해서  접합된다.  여기서  접착된(19)로서는  약  150℃의  온도에서  경화되는 열셋팅
(thermosetting) 접착제가 사용된다. 또 금속판(20)은 예컨대 금속몰드로 순수한 구리판을 프레스하여 중
앙부에 구멍을 갖는 정방형틀(square frame) 형태로 형성된다.

제2도의 예시에서는 반도체칩(1)과 내부리드부(15A)사이의 접속부가 내부리드부의 아랫쪽에 배치되기 때
문에,  반도체칩(1)은  금속판(20)과  마찬가지로 절연막(11)의  배선패턴형성영역상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금속판(20)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되는 리드선(33)에 접속되어 보호판으로서 기능하는 바, 리
드(15) 사이의 누화(漏話)는 금속판(20)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장치구멍(13)에 설치된 반도체입(1)은 절연막(11)의 장치구멍(13)의 주변영역과 함께 에폭시수지나 
실리콘과 같은 코팅수지(포팅수지; 18)를 사용하여 밀봉된다.

그리고 상기 캐리어 테이프(10)는 각 반도체장치용으로 분리되고, 리드는 외부리드부(15B)가 인쇄회로기
판상에 용이하게 탑재될 수 있도록 구부려진다. 이때 외부리드부(15b)의 전단부는 금속판(20)과 동일한 
평면내에 있으면서 또한 반도체장치가 인쇄회로기판상에 탑재될 때 기저판의 표면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되도록 세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도는 인쇄회로기판의 확대 단면도이고, 제4도는 인쇄회로기판중 반도체장치가 탑재되는 부분의 일부회
로패턴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제3도 및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쇄회로가 회로기판(30)상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인쇄회로는 다수의 리드선(31, 32, 33)으로 구성되고, 이 리드선은 납땜에 의해 반도체장치의 
외부리드부(15b)의 전단부에 접속된다. 그리고 접속영역에는 땜납부(34, 35, 36)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리드선(31)은 전원에 접속되고, 상기 리드선(32)은 신호선에 접속되며, 상기 리드선(33)은 접지되는데, 
상기 접지된 리드선(33)은 점선으로 표시된 금속판이 설치되는 영역으로 연장된다. 땜납층(34, 35)은 금
속판의 2부분에 배치되는데 땜납층(34)은 외부리드부와의 접속용으로 사용되고, 땜납층(35)은 금속판(2
0)과의 접속용으로 사용된다. 외부리드부와의 접속용 땜납층(36)은 외부리드선(31, 32)의 각각에 설치되
어 있다. 반도체장치의 각 외부리드부는 예컨대 리폴로잉(reflowing)에 의해 땜납을 매개해서 회로기판
(30)에 접속된다. 리드선은 반도체장치가 회로기판(30)상에 납재될 때 반도체장치의 주변영역상에 배열되
도록 회로기판상에 형성된다.

그리고 리드선(33)상에 설치된 땜납층(34)은 접지선으로 가능하는 외부리드부(15B)중 한개에 접속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장치를 회로기판(30)상에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장치와 회로기판
(30)을 반도체장치의 외부리드부(15B)의 전단부가 땜납층(34)과 접속하고 금속판(20)이 땜납층(35)과 접
촉하도록 세트하여 배열한 다음에 반도체장치를 리플로잉에 의해 탑재시킨다.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땜
납층(34, 35)을 단일 리드선(33)에 형성하여 금속판(20)이 외부리드부에 접속되도록 하였지만, 외부리드
부는 금속판(20)이 접속되는 동일한 리드선에 접속될 필요는 없고다른 리드선에 접속되어도 된다.

상술한 구성에 의하면, 금속판이 보호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화가 방지될 수 있어 고주파특성이 향상
될 수 있고 동작주파수가 100MHz이 상인 반에서도 누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그리고 금속판이 
접착제(19)를 사용하여 절연막(11)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판은 핀갯수의 증가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고 캐리어 테이프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게 된다. 또한 캐리어 테이프가 개별 반로 분리된 다음에 
절연막(11)에 접합된 금속판의 견고성 때문에 캐리어 테이프(10)에 휘어짐이나 왜곡이 존재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인쇄회로기판상에 반를 탑재시키는 공정에서 외부리드부의 수평성이 향상될 수 있어 외부리드
부와 인쇄회로의 접착성이 향상 될 수 있게 된다. 또 패키지의 기계적 강도가 금속판에 의해 향상되고, 
반도체장치가 회로기판상에 탑재된 다음에 반도체장치의 신뢰성이 향상되며, 반도체칩(1)으로부터 발생된 
열이 금속판(20)에서 방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출원의 발명자들이 종래 반도체장치와 본 발명 반도체장치의 휘어짐 정도를 측정하였는 바, 본 발명의 
경우에는 금속판(20)이 두께가 300㎛이고 외형의 한쪽 측면의 길이가 27mm이며 중심간격의 한쪽 측면의 
칫수가 15mm일 때 본 발명의 캐리어 테이프(10)에서 발생된 휘어짐은 종래의 반도체장치에서 발생된 약 
442㎛의 휘어짐에 비하여 약 178~50㎛로 감소되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금속판내에 홈이나 절
단부를 형성한 경우에는 케리어 테이프에서 발생되는 휘어짐이나 왜곡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금속판(20)로서 순수한 구리파을 사용하였지만, 금속판으로서 알루미늄판이나 듀랄
루민판 또는 니펠이 도금된 구리판을 사용하여도 된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된 인쇄회로기판으로 팬턴의 다른예를 나타낸 도면으로, 회로기판(20)상에 형성된 
전원리드선(31)과 신호리드선(32)은 반도체소자가 형성되는 영역의 주변부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접지리드선(33)은 접지된 리드선(31, 32) 내부의 영역에 배치된 링형상부(ring-form 部)를 갖추고, 이 링
형 상부로부터 리드선(31, 32) 사이에 연장되어 형성된 리드아웃부(lead-out 部)가 반도체장치의 아랫쪽
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금속판(20)을 링형상부의 원하는 부분에 접속시킬 수 있고, 신
뢰성이 향상되도록 그들간의 접속영역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제6도(A)는 제2도에 도시된 절연막(11)의 6A-6A선에 따른 단면도이고, 제6도(B)는 반도체장치가 인쇄회로
기판으로 기판상에 탑재 된 다음에 6B-6B선에 따른 부분의 단면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막
(11)에 접합된 금속판(20)상에 피복된 접착제(19)가 리드(15)의 윗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피복하고 있어서 
리드(15)가 접착제(19)에 묻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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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리드(15)간의 절연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제7도(A) 및 제7도(B)는 각각 제6도(A) 및 제6도(B)에 대응하는 캐리어 테이프(10)의 구성예이다 본 실시
예에서는 리드(15)가 접착제(23)를 매개해서 절연막(11)에 접합되어 있는데, 접착제(23)로서는 열플라스
틱 에폭시수지에 열셋팅 에폭시수지를 혼합하여 형성한 에폭시수지를 사용한다. 열셋팅 수지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접착제 기계적강도가 열셋팅 수지의 함유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서는 리드(15)를 접착제(19)로 피복함으로써 리드(15)의 절연성과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
게 된다.

제7도(A) 및 제7도(B)에 도시된 캐리어 테이프는 절연막과 접착제 및 리드의 3개층으로 구성되어 일반적
으로 3층 캐리어 테이프라고 한다. 이러한 3층 캐리어 테이프와 제6도(A) 및 제6도(B)에 도시된 2층 캐리
어 테이프 이외에 제8도(A) 및 제8도(B)에 도시된 단층 캐리어 테이프가 캐리어 테이프로서 설치되어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단층 캐리어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약 70㎛의 Cu판과 같은 
테이프형상의 금속판을 에칭하여 형성되고, 2층 캐리어 테이프는 절연막에 약 20~40㎛의 두께를 갖는 배
선 패턴을 구리도금이나 스퍼터링으로 형성한다. 여기서, 패터닝되지 않는 구리포일상에 폴리이미드 등을 
분사하여 붙이고 나서 구리포일과 폴리아미드를 패터닝한 다음에 에칭하는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3층 
캐리어 테이프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해질용 구리나 압연된 구리와 같은 금속포일을 하이-폴리머(high-
polymer)막에 접합하여 얻어진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상기 금속포일의 표면은 접합력을 증가시키 위해 
거칠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에칭이나 표면도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속포일과 
하이-폴리머를 접합한 다음에 접착제가 부착되고, 그후 포토리소그라피법으로 에칭처리를 행하여 배선패
턴을 형성한다. 상기 접착제로서는 폴리이미드나 에폭시, 아크릴수지 또는 페놀 부티랄과 같은 접착재료
를 사용할 수 있다. 캐리어 테이프상에 배선패턴을 구성하는 리드는 일반적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전기도금된다. 여기서 도금은 Au나 Sn을 투입도금(immersion-plating)하거나 전기도금함으
로써 달성되고, 절연막은 폴리이미드 이외에 폴리에스터나 폴리파라바닉산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
될 수 있다.

제8도(A) 및 제8도(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단층 캐리어 테이프가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판(20)은 접착
제(19)를 매개해서 직접 리드(15)에 접속되는데, 이때 충분히 큰 보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리드(15)를 
접착제에 매립할 필요가 있다. 리드 및 금속배선이 제7도(A) 및 제7도(B)에 도시된 경우와 제8도(A) 및 
제8도(B)에 도시된 경우중 양쪽에서 동일한 리드선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리드(15)는 리드선 및 외부리드
부(15B)의 전단부에 접촉하도록 세트된 금속판의 표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에 세트되도록 형성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제9도(A) 내지 제9도(C)를 참조하여 반도체칩과 리드의 구성예를 설명한다.

리드(15)가 접속되는 반도체칩(1)을 표면을 주표면이라 정의할 때 제1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의 주표면의 
윗쪽을 향하도록 세트되고 절연막(11)이  리드(15)상에 형성되는 구성을 제1형태[표면상/막상형태(face-
up/film-up type)]로 정의하고, 절연마가(11)이 리드(15)상에 형성되고 반도체칩(1)의 주표면의 아랫쪽의 
회로기판을 향하도록 세트되는 구성을 제2형태[표면하/막상형태; 제9도(A)  참조]로 정의하며, 절연막(1
1)이 리드(15)의 아랫쪽에 형성되고 반도체칩(1)의 주표면의 윗쪽을 향하도록 세트되는 구성을 제3형태
[표면상/막하형태;  제9도(B)  참조]로  정의하고,  절연막(11)이  리드(15)의  아랫쪽에  형성되고 반도체칩
(1)의  주표면이  아랫쪽의  반도체칩을  향하도록  세트되는  구성을  제4형태[표면하/막하형태;  제9도(C) 
참조]로 정의할 경우, 본 발명은 상술한 형태들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3 및 제4형태
에서는 절연막(11)이 리드(15)의 아랫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판(20)이 리드(15)의 아랫쪽에 형성
되어야 하고 리드(15)가 금속판(20)을 접합하기 위한 접착제(19)로 피복되지 않는 바, 이들 제3 및 제4형
태의 반도체장치는 리드간의 절연성과 수분에 대한 저항성면에서 상기 제1 및 제2형태의 반도체장치보다 
우수하지 않다.

계속해서, 제10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땜납범프(24)가 
금속판(20)을 회로기판(30)상에 형성된 접지된 리드선(33)에 접속하도록 형성되고, 땜납범프(25,  23)가 
외부리드(15B,  15GB)의 전단부상에 형성되며, 반도체장치가 탑재된 다음에 외부리드부(15B)의 전단부를 
리드선(32)에 접속하고 외부리드부(15GB)와 금속판(20)의 전단부를 접지된 리드선(33)에 접속하도록 열처
리를 받는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금속판(20)이 리드선(33)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판(20)과 리드
선(33)의 접촉면과 외부리드부(15GB)의 전단부가 동일한 평면에 세트되도록 형성되어 있지만, 반도체칩
(1)이 회로기판(30)과 접촉하도록 세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 접촉면을 반드시 동일한 평면에 형성
할 필요는 없다.

제11도는 제2도에 도시된 캐리어 테이프의 6A-6A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하여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반자의 단면도이다.  캐리어 테이프는 예컨대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절연막(11)가  Cu로  이루어진 리드
(15)로 구성된 베선패턴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폴리이미드와 같은 접착제(23)로 접합되어 있다. 그리
고 본 실시예에서는 폴리이미드와 같은 하이-폴리머 절연체로 이루어진 층간막(27)이 금속판(2)과 리드
(15)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 층간막(27)은 예컨대 폴리이미드 접착제(26)을 사용하여 금속판(20)에 
접합되어 있다. 또 캐리어 테이프와 층간막(27)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열세팅 에폭시수지를 열플라
스틱 에폭시 수지로 혼합하여 형성된 수지로 이루어진 접착제(19)가 사용된다. 접착제(19)가 리드(15)의 
노출된 부분을 완전히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15)에 대해 충분히 높은 절연보호성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또한 충간막(27)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리드(15)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Cu의  열팽창계수와 층간막
(27)의 재료인 폴리이미드의 열팽창계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금속판(20)이 탑재시에 발생되는 열과 
제조시의 온도사이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층간막(27)을 사용하여 금속판(20)과 리드(15)사이의 절연성을 충분히 높게 하는 구조는 제12도에 도시된 
단층 캐리어 테이프나 두께가 약 80㎛인 얇은 리드프레임용으로 적합하다, 단층 캐리어 테이프에서는 리
드(15)를 지지하는 절연막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드(15)가 구부러지거나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경향
이 있지만, 금속판(20)이 보호판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드의 불규칙적인 배열이나 구부러짐을 방지하
여 패키지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도록 보강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층간막(27)은 금속판(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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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15)사이의 충분한 절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밑도면이고,  제14도  및  제15도는  패킹 트레이
(packing tray)에 세트된 반도체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제14도는 제13도의 14-14선을 따른 도면도이고, 
제15도는 제13도의 15-15선을 따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구멍(28-1~28-4)이 상술한 각 실시예에
서 금속판(20)의 4개 모서리부에 형성되어 있다. 제14도 및 제1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구멍(28-
1~28-4)에 대응하는 위치의 저부(bottom  portion)상에 형성된 돌출부(41-1~41-4)를 갖춘 패킹 트레이(4
0)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도체장치는 금속판(20)의 구멍(28-1~28-4)에 상기 돌출부(41-1~41-4)가 맞물리
도록 함으로써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반도체장치가 패킹 트레이에 고정되기 때문에 반도체장치의 저장 및 운반이 간
단화된다.

구멍(28-1~28-4)이 형성되는 경우 리드(15)가 구멍(28-1~28-4)에 위치되면, 돌출부가 리드(15)를 손상시
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멍(28-1~28-4)의 형성시에 구멍(28-1~28-4)을 리드와는 다른 위치에 형성할 필요
가 있다. 제14도는 제13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의 14-14선에 따른 단면도로서, 동 도면에서는 외부 리드
부(15b)가 단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15도
는 제13도에 도시된 반도체장치의 15-15선에 따른 단면도로서, 동도면에서는 금속판(20)의 구멍(28-1~28-
4)과 패킹 트레이(40)의 돌출부(41-1~41-1)가 단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점선으
로 표시되어 있다.

제16도(A)는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밑도면이고, 제16도(B)는 제16도(A)에 도시된 반
도체장치의 16B-16B선에 다른 부분단면도이다. 제16도(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강판(21)은 예컨대 폴리
이미드로 이루어진 절연막(11)에 접합되고, 리드(15)가 접착제(22)를사용하여 보강판(21)에 부착되어 있
다.

상기 보강판(21)의 재료로서는 구리와 같은 금속이어도 되고, 보강판(21)이 접지리드에 접속되지 않기 때
문에 견고성이 충분하다면 절연체이어도 된다. 구멍(29-1~29-4)이 보강판(21)이 모서리부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멍(29-1~29-4)에 대응하는 위치의 저부상에 형성된 돌출부(41-1~41-4)를 갖춘 패
킹 트레이(40)가 사용되고, 반도체장치는 구멍(29-1~29-4)에 상기 돌출부(41-1~41-4)가 맞물리도록 함으
로써 고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7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0실시예를 설명한다. 상술한 제1 내지 제8실시예에서는 금속판
(20)이 회로기판(30)의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회로기판상의 리드선과의 접속을 위해 적
합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판(20)이 리드(15)의 윗쪽에 배치되어도 되는 바, 이러한 구조는 금속판(20)이 
회로패턴을 구성하는 리드중 접지된 리드(15)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기 금속판(20)과 리드(15)를 서로 접속시키기 위해 접속용 돌출부 또는 범프(37)가 금속판(20)
이나 리드(15)상에 형성되어 있다. 리드(15)를 포함하는 배선패턴에 금속판(20)을 접속시키기 위해 절연
접착제(19)가 사용되는데, 접합시에 돌출부가 금속판과 리드사이에서 눌려져서 접합부로부터 접착제가 제
거되면 배선패턴과 금속판(20)이 효과적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리드(15)는 회로기판(30)상에 형성된 
리드선(31)에 선택적으로 접속된다. 이러한 구조는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막이 리드(15)에 접합
되지 않은 반도체 장치에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상기 구조에 의하면 예컨대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층간
절연막을 리드(15)와 금속판(20)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반도체장치에서는 반도체장치를 탑재하기 위한 기저판으로서 인쇄회로기판이 
사용되었지만, 직접회로나 수동소작 형성된 반도체기판 또는 직접회로와 수동소자가 형성된 반도체기판 
또는 직접회로나 수동소자가 형성된 반도체기판이 사용되어도 된다. 그리고 반도체장치의 표면상에 예컨
대 스퍼터링으로 알루미늄의 리드선을 형성한 다음, 그 결과적인 구조의 표면을 Au나 Sn등으로 도금하고 
나서, 이 반도체구조상에 상기 실시예들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장치를 탑재해도 된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형 및 수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칩과; 밑면을 갖춤과 더불어 상기 반도체칩에 연결된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부로부터 연장되는 
외부리드부를 각각 포함하는 리드를 갖춘 배선패턴; 배선패턴의 밑면과 접하는 표면을 갖춤과 더불어 하
부 표면을 갖춘 보호판; 배선패턴의 밑면에 상기 보호판을 접착하는 절연접착제; 상기 반도체칩이 탑재되
는 기저판 및; 상기 기저판상에 위치하면서 상기 외부리드부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가 접지됨과 더불어 
상기 보호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리드선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보호판의 저면과 상기 외부
리드부에 대해 상기 리드선의 연결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 

반도체칩과; 밑면을 갖춤과 더불어 상기 반도체칩에 연결된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부로부터 연장되는 
외부리드부를 각각 포함하는 리드를 갖춘 배선패턴; 배선패턴의 밑면과 접하는 표면을 갖춘 보호판; 배선
패턴의 밑면에 상기 보호판을 접착하는 절연접착제; 상기 반도체칩이 탑재되는 기저판; 상기 기저판상에 
위치하면서 상기 외부리드부에 연결되고, 적어도 하나가 접지됨과 더불어 상기 보호판에 전기적으로 연결
된 다수의 리드선 및; 상기 보호판과 상기 접지된 리드선중 하나에 형성되고, 상기 보호판과 상기 접지된 
리드선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돌출부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3 

반도체칩과; 이 반도체칩이 위치하는 장치구멍을 갖춘 절연막; 이 절연막의 윗면과 밑면중 한쪽 면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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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각각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부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외부리드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리드를 
갖춘 배선패턴; 상기 절연막의 밑면에 접하도록 배치되고, 패킹 트레이의 돌출부가 끼워지는 구멍을 갖춘 
보강판 및; 이 보강판을 상기 절연막의 밑면에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판이 금속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칩이 탑재된 기저판과, 상기 기저판상의 상기 외부리드부에 연결된 다수의 
리드선을 더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리드선중 적어도 하나가 접지됨과 더불어 상기 보강판에 전기적으
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6 

반도체칩과; 이 반도체칩이 위치하는 장치구멍을 갖춘 절연막; 이 절연막의 윗면에 형성된 리드를 갖추면
서 각각 상기 반도체칩에 접속된 내부리드부와 이 내부리드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외부리드부를 포함하
는 배선패턴; 상기 절연막의 상면에 접하도록 배치된 보호판; 이 보호판의 밑면을 상기 절연막이 상면에 
접착하기 위한 절연접착제; 상기 반도체칩이 탑재되는 기저판; 이 기저판상에 형성되면서 접지된 적어도 
하나의 리드선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접지된 리드선이 접지되어지는 적어도 하나의 리드에 전
기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리드선 및; 상기 보호판의 밑면과 상기 배선패턴내의 상기 접지된 리드선중 하나
에 형성되어, 상기 접지된 리드를 상기 보호막의 밑면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돌출부를 구비하여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패턴이 상기 접착제에 매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칩이 배지되는 장치구멍을 갖춘 절연막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칩이 배치되는 장치구멍을 갖춘 절연막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트깅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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