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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지에서의 웨이퍼 레벨 몰딩 공정
Wafer Level Molding Process for Semiconductor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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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몰딩 기술 및 

관련 공정은 여타의 공정기술에 비하여 그 중요성

이 주목받지 못하였었다. Dual-Inline-Package 

(DIP), Quad-Flat-Package (QFP) 등과 같은 전통적인 

패키지 구조에서는 칩을 금속 리드프레임이나 기

판에 고정시키는 attachment공정을 한 후, 주로 금

속 세선을 이용한 와이어 본딩 방법으로 칩의 I/O 

(Input/Output) 패드와 각 lead를 연결해주게 된다. 

이러한 접속공정이 완료된 후 패키지를 외부 환경

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하여 몰딩을 

하게 되는데, 주로 transfer 혹은 injection 몰딩 공정

이 이용된다. 이때의 몰딩 공정은 이미 칩과 기판이 

접속된 패키지 레벨에서 수행되며, 몰딩 소재의 

조성 또한 에폭시 레진, 경화제, SiO2와 같은 무기질 

filler,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1].

최근의 기술 발전 방향이 웨이퍼 공정 중에 패키

징 공정까지 이루어지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옮겨져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More than 

Moore의 개념을 따라 실리콘 관통비아 (Through 

Si Via: TSV)를 이용한 3차원 (3D) integration 기술이

나 Fan-out 웨이퍼 레벨 패키징 (FOWLP)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 두 기술들은 기존의 몰딩 

공정과는 달리 웨이퍼 레벨의 몰딩 공정이 수행되

어야 한다. 현재 웨이퍼 레벨 몰딩은 크게 com-

pression 몰딩 기술과 스크린 프린팅 기술의 두 공정

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몰딩 두께 및 표면 조도의 

정밀한 조절 측면에서 compression 몰딩이 더 선호

되고 있다. 

3D TSV integration 기술과 FOWLP 기술 모두 

compression 몰딩을 이용하지만, 최종적인 구조는 

차이가 있다. 이는 3D TSV에서는 몰딩이 웨이퍼와 

내부의 소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심을 둔 반면, 

FOWLP의 경우는 몰드웨이퍼가 전체 공정의 플랫

폼 구조가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FOWLP에서는 몰드웨이퍼 상에 재배열 배선 공정

을 비롯한 추가 공정이 수행되게 된다.

이러한 공정상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몰딩 공정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휨 (warpage) 

현상으로 두 경우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warpage는 몰딩 소재의 물성에 큰 영향

을 받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다른 

몰딩 소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및 해석을 다루고자 

한다.

2. 몰딩 소재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몰딩 소재를 사용하였

으며, 자세한 물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old compounds (MCs)

Epoxy-based MC Silicone-based MC

Type Liquid Liquid

Filler (wt%) 91 60

CTE1/CTE2 

(ppm/℃)
7.5/30 78 (only CTE)

Tg (℃) 160 < 0

Modulus E1/E2 (GPa): 23/3 50 ~ 100 MPa

Gel Time (s) 40 (@ 150℃) N/A

Molding condition 10 min. @ 125℃ 10 min. @ 110℃

Post Mold Curing 

(PMC)
1 hr @ 150℃ 1 hr @ 150℃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silicone-based 몰딩 소재는 

epoxy-based 소재에 비해서 경화 후의 기계적인 

modulus가 약 20배 이상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몰딩 소재가 완전히 경화된 이후 전체 몰딩된 웨이

퍼의 warpage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

509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다. 실제 몰딩 공정은 IdeaLAB compression 몰딩 

장비(ASM Singapore Pte)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

며, 몰딩 후의 warpage는 T-MAP series (Fogale semi-

con)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논의

TSV 칩을 이용하여 3D 스택된 웨이퍼상에 com-

pression overmold를 형성하는 공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compression 몰딩 중에 적층된 칩이나 웨이퍼에 

크랙과 같은 손상이 없어야 하며, 몰딩 공정 전후의 

웨이퍼가 temporary bonding/de-bonding (TBDB) 공

정에 영향을 주기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몰드 

웨이퍼의 warpage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몰딩 공정 직후 몰딩 소재와 Si 

웨이퍼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한 warpage

에 의해 temporary adhesive층에서 박리가 발생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Warpage-induced delamination issue at 

temporary adhesive layer

이러한 박리현상은 temporary adhesive 층이 몰딩

으로 형성된 warpage를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downstream 공정인 de-bonding, dicing 등을 수행하

기 어렵게 된다. 이는 몰딩 소재와 temporary 

adhesive의 선정 시 서로의 물성 및 공정 후 특성이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Figure 2. Results of overmolded wafer warpage.

그림 2는 epoxy-based 몰드 소재와 silicone-based 

몰드 소재를 이용하여 각기 12"웨이퍼에 몰딩을 

한 후 형성된 warpage를 비교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epoxy-based 소재를 이용한 경우 

몰딩 후 약 4mm 이상의 warpage가 형성되었다. 

이는 Si 웨이퍼(~3ppm/℃)와 몰딩 소재(α1/α2: 

7.5/30ppm℃)간의 큰 열팽창계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poxy 보다 열팽창계수가 더 

큰 silicone을 사용했을 때는 불과 0.3mm 정도의 

warpage만이 형성된 결과로 보아 레진 자체의 기계

적인 modulus도 warpage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 되었듯이 FOWLP에서도 

warpage 이슈가 중요한데, 그림 3에 200㎛ 두께의 

FOWLP 웨이퍼 공정 시 형성된 warpage를 나타내

었다.

Figure 3. Side-view of warped mold wafer 

(200㎛-thick FOWLP)2

특히 FOWLP의 경우에는 몰딩 이후에 재배선 

공정이 수행되게 되므로 기존의 웨이퍼 공정 장비

를 이용하기 위해서 warpage가 500㎛ 이하로 반드

시 억제되어야 한다.

4. 결론

두 종류의 몰딩 소재를 이용하여 웨이퍼 레벨 

몰딩을 수행하였으며, 소재의 물성이 몰딩 후의 

warpag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두 적용 분야 

모두 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warpage control이 

중요 공정 factor가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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