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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패키지

요약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칩 내부에 형성

되어야 할 솔더볼패드를 와이어 본딩을 통해 인쇄회로기판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패키징 공정에서 몰딩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크랙(crack) 및 휨(warpage)과 결함 발생을 억제하면서 용이하게 적층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WLCSP, FBGA, 엔캡슐런트, 방열판,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BGA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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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도3에 있는 반도체 칩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5는 도4의 V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6은 도3에서 반도체 칩을 탑재한 후의 밑면도이다.

도 7은 도6의 VII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0은 도9의 반도체 칩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11은 도10의 XI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12는 도9의 반도체 패키지에서 반도체 칩을 탑재한 후의 밑면도이다.

도 13은 도9의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14는 도12의 A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15는 도13의 B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한 다른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8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솔더볼(solder ball)을 외부연결단자로 사용하고, 와이어 본딩

(wire bonding)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패키징 공정(packaging process)은 반도체 칩에 외부연결단자를 연결해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

터 반도체 칩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반도체 칩을 밀봉해주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최근 전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는 소형화, 경량화, 제조비용의 절감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그 응용분야가 디지털 화상기기, MP3 플레이어, 모바일 폰(mobile phone), 대용량 저장수단 등으로 확장

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패키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 중에서 BGA(Ball Grid Array) 패키지 및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는 가장 일반화 된 반도체 패키지중 하나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BGA 패키지의 단면도이고, 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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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본드 핑거(finger)(26)와 솔더볼패드(36)와 같은 인쇄회로패턴이 형성된 인쇄회로기판(22)에 반도체 칩

(24)을 탑재한다. 그 후 상기 인쇄회로기판(22)에 있는 본드 핑거(bond finger, 26)와 반도체 칩(24)에 있는 본드 패드(28)

를 와이어(30)로 연결한다. 계속해서 상기 반도체 칩(32) 및 와이어(30)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수지(32)를 통한 몰딩 공정

(molding process)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인쇄회로기판(22) 하부에 있는 솔더볼패드(36)에 솔더볼(34)을 부착하

여 전형적인 BGA 패키지(20)를 만든다.

그러나, 상기 BGA 패키지(20)는 몰딩 공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휨 결함(warpage defect)의 발생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 구조의 BGA 패키지(20)를 상하로 쌓아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WLCSP(40)는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표면에 본드패드(44)와 패시베이션층(passivation layer,

46)층이 형성된 반도체 칩(42) 위에 제1 절연막(48)과 금속재질의 본드패드 재배치 패턴(50)을 적층한다. 그 후 제2 절연

막(52)을 상기 본드 패드 재배치 패턴(5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표면에 적층한 후,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진행하여 솔더

볼패드를 노출시킨 후, 솔더볼(54)을 부착시킨 반도체 패키지이다.

이러한 WLCSP(40) 역시 휨 결함의 발생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며, 동일 구조의 반도

체 패키지를 상하로 쌓아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칩(42)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

문에 반도체 패키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칩(42)에 크랙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현재 이러한 WLCSP(40)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도체 칩(42)의 제조공정이 고집적화 됨에 따라 반도체 칩 크기는 점차 줄

어(shrink)들고 있으나, 솔더볼(50) 사이의 간격은 세계반도체표준협회(JEDEC)의 국제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줄어들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칩(42)의 크기가 원래 크기의 2/3의 크기로 줄어들면, 도 2의 경우, 6개의 솔더볼

(50) 중에서 하나 혹은 두개의 솔더볼(54)을 반도체 칩(42) 내에 부착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WLCSP(40)에서 솔더볼(54)이 반도체 칩(42)에 바로 붙어 있는 구조를 팬 인(Fan-in) 구조라 하고, 일부 솔더볼(54)이 반

도체 칩(42) 외곽에 있는 기판(substrate)에 부착된 경우를 팬 아웃(Fan-out) 구조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몰딩 공정의 생략이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

하여 집적도를 높일 수 있으며,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Fan-out)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

키지는, 제1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finger) 및 제2 솔더볼패드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세스(recess) 칩 패드를 포함하는 단층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탑재되고 표면에는 제1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2 본드핑거에 대응하는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반도체 칩과, 상기 제

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와, 상기 와이어를 밀봉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와,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에 부착된 솔더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칩의 제1 본드핑거는 상기 반도체 칩의 본드패드가 솔더볼패드로 재배

치되지 못한 잔여 본드패드가 재배치된 패턴인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상기 제1 본드핑거 및 제2 본드핑거는 각각 상기 제

2 솔더볼패드의 개수와 동일하고 제2 솔더볼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리세스 칩 패드는 그 표면에 상기 반도체 칩이

부착될 수 있는 접착수단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접착수단은 접착 테이프 혹은 열전달물질(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일 수 있으며, 열전달물질(TIM)인 경우 상기 열전달물질(TIM)과 인접하여 형성된 방열판(heat

spreader)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

키지는, 제1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 및 제2 솔더볼패드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세스 칩 패드를 포함하는 다층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탑재되고 표

면에는 제1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2 본드핑거에 대응하는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반도체 칩과,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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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패턴을 통해 연결되어 제2면으로 확장된 제3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

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와, 상기 와이어를 밀봉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와,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에 부착된

솔더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2면에 있는 제3 솔더볼패드의 위치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상

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의 위치와 서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제3 솔더볼패드 위에 적층된 상부 반도체 패키지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상부 반도체 패키지는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

지인 것이 적합하다. 이때, 상기 상부 반도체 패키지는 인쇄회로기판 2면에 방열판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WLCSP 형태의 반도체 칩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와이어 본딩을 통해 솔더볼을 팬 아웃(fan-out) 구조

로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꺼운 재질의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휨(warpage) 및 크랙(crack) 결함이 발생하

는 것을 억제하면서, 몰딩 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쇄회로기판에 추가로 방열판을 설치하여 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칩의 열방출에 유리하며, 효과적인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개

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

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100)는, 단층

인쇄회로기판(102)을 기본 프레임(base frame)으로 사용한다. 상기 단층 인쇄회로기판(102)은 가장자리를 따라 제2 솔

더볼패드(122) 및 제2 본드핑거(도6의 130)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쇄회로기판(102)의 중앙부는 반도체 칩(104)이

탑재될 수 있는 리세스 칩 패드(recess chip pad)가 마련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칩(104)은 제1 솔더볼패드(도4의 126) 및 제1 본드핑거(128)가 본드패드 재배치 패턴(112)을 통해 본드패드

(124)와 연결되어 표면에 형성된 WLCSP 형태의 반도체 칩(104)이다. 상기 인쇄회로기판(102)의 리세스 칩 패드 바닥에

는 접착테이프와 같은 접착수단(106)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반도체 칩(104)이 탑재되는 방향은 반도체 칩

(104)에서 솔더볼(116)이 부착되지 않은 바닥면이 상기 리세스 칩 패드의 바닥과 마주하도록 탑재되는 것이 적합하다. 도

면에서 참조부호 108은 패시베이션층을 가리키고, 110은 제1 절연막을 가리키고, 114는 제2 절연막 패턴을 각각 가리킨

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100)는, 상기 반도체 칩

(104)의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인쇄회로기판(102)의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118) 및 상기 와이어(118)를 밀봉

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 120)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

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100)는,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122)에 부착된 솔더볼(116)을 포함한다.

도 4는 도3의 반도체 칩에 대한 평면도이고, 도 5는 도4의 V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대 평면도

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하는 반도체 칩(104)은, 웨이퍼 가공단계에서 제1 솔더볼패드(126)

까지 가공이 완료된 WLCSP(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형이다. 따라서, 원래 반도체 칩에 존재하는 본드패드

(124)가 본드패드 재배치 패턴(도5의 132)을 통해 제1 솔더볼패드(126)와 제1 본드핑거(128)로 연결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하는 반도체 칩(104)은, 제1 솔더볼패드(126) 외에 제1 본드 핑거(128)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원래는 솔더볼패드가 형성되어야 할 위치이지만, 반도체 칩(104)의 크기가 고집적화 공정에 의하여 줄

어들 경우, 좁아진 공간 내에서 솔더볼패드를 반도체 칩(104) 외부로 확장하기 위해 형성된 구조이다.

도 6은 도3에서 반도체 칩을 탑재한 후의 밑면도이고, 도 7은 도6의 VII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

대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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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인쇄회로기판(102)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제2 본드핑거(130) 및 제2 솔더볼패드(122)가

존재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100)는, 상기 제1 본

드핑거(128)와 인쇄회로기판(102)에 있는 제2 본드핑거(130)를 도 7과 같이 연결하는 와이어(118)를 포함한다.

따라서 반도체 칩(104) 내부에서 반도체 칩의 크기 축소로 인해 팬 인(Fan-in) 구조의 제1 솔더볼패드(126)로 형성되지

못한 잔여 본드패드는, 팬 아웃(fan-out) 구조로 제2 솔더볼패드(122)와 연결된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반도체 칩(104)

의 잔여 본드패드(124)는 본드패드 재배치 패턴(132)을 통해 제1 본드핑거(128)와 연결된다. 그리고 제1 본드핑거(128)

는 와이어(118)를 통해 인쇄회로기판(102)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제2 본드핑거(130)로 연결되고, 다시 배선(134)을 통해

제2 솔더볼패드(122)로 연결된다. 따라서 제2 솔더볼패드(122)의 개수와 제1 및 제2 본드핑거(128, 130)의 개수는 각각

동일하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인쇄회로기판(102)의 바닥에 접착테이프(106)와 같은 접착수단을 사용하여 반도

체 칩(104)과 인쇄회로기판(102)을 서로 접착시켰다. 그러나 본 변형예는 상기 접착수단으로 접착테이프 대신에 접착성을

갖는 열전달물질(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기 인쇄회로기판(102)은 솔더볼패드

(122)가 형성된 제1면의 반대면인 제2면에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이 열전달 특성이 우수한 물질로 형성된 방열판(136)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104)이 고속으로 동작할 때, 많은 열을 발생하더라도 반도체 칩(104) 바닥면에

서 열전달물질(107)로, 다시 열전달물질(107)에서 방열판(136)으로 연결되는 열전달 경로를 확보하여 외부로 열방출이

용이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200)는, 제1

면(60)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 및 제2 솔더볼패드(222)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세스 칩 패드가 형성된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을 기본 프레임(base frame)으로 사용하다.

그리고 반도체 칩(204)이 상기 인쇄회로기판(202)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접착테이프(206)와 같은 접착수단을

통해 탑재된다. 상기 반도체 칩(204)은 표면에 제1 솔더볼패드와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WLCSP형 반도체 칩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200)는, 상기 제1 및 제

2 솔더볼패드가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의 배선(234)을 통해 연결되어 제2면(70)으로 확장된 제3 솔더볼패드(238)를 포

함한다. 그리고 상기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218)와, 상기 와이어(218)를 밀봉하는 엔캡슐

런트(encapsulant, 220) 및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122)에 부착된 솔더볼(216)을 포함한다.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다층의 인쇄회로기판(202)을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과, 제1면(60)

에 있는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가 제2면(70)으로 확장된 형태의 제3 솔더볼패드(238)를 더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

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도 10은 도9의 반도체 칩에 대한 평면도이고, 도 11은 도10의 XI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확대 평면

도이다.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원래 반도체 칩(204)에 있는 본드패드(224)는 각각 본드패드 재배치 패턴(232)을 통해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제1 솔더볼패드(226) 및 제1 본드핑거(228)로 연결된다. 이때 상술한 제1 실시예는 한 개의 줄

(row)에서 하나의 본드패드(224)만이 제1 본드핑거(228)와 연결되었다. 그러나 제2 실시예에서는 모든 본드패드(224)가

각각 1:1로 대응하는 제1 본드핑거(228)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의 도4와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는 도9에서는

나타난 바와 같이 제1 솔더볼패드(226)및 제2 솔더볼패드가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의 배선(234)을 통해 제3 솔더볼패

드(238)로 확장되기 위해서이다.

도 12는 도9의 반도체 패키지에서 반도체 칩을 탑재한 후의 밑면도이고, 도 13은 도9의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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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의 제1면(60)은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230)

및 제2 솔더볼패드(222)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 본드핑거(228, 230) 각각의 개수는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226, 222)를 더한 개수와 같게 된다. 즉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비교하여 제1 및 제2 본드핑거(228, 230)의 개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된다.

이때 반도체 패키지(200)의 전기적 연결은 본드패드(224)에서 제1 솔더볼패드(226) 및 제1 본드핑거(228)로 연결된다.

그 후 반도체 패키지(200)의 전기적 연결은 제1 솔더볼패드(226) 및 제1 본드핑거(228)에서 인쇄회로기판(202)의 제2 본

드핑거(230) 및 제2 솔더볼패드(220)로 연결된 후, 마지막으로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의 배선(도9의 234)을 통해 제2면

(70)의 제3 솔더볼패드(238)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제2 솔더볼패드(238)의 위치는 상기 인쇄회로기판(202) 내부에서 상

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226, 222)의 위치와 서로 대응하게 된다.

도 14는 도12의 A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확대 평면도이고, 도 15는 도13의 B 부분에 대한 배선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확대 평면도이다.

도 14 및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200)는, 다층 인쇄회로기판(202)의 제1면(도14의 A)에서 제2 본드핑거(230) 및 제2 솔더볼패드(222)로 배선이 연결된

다. 그리고 관통 홀(through hole, 240)을 통해 인쇄회로기판(202)의 제2면으로 전기적 연결이 확장된다. 그리고 상기 제

2면(도15의 B)에 있는 관통홀(240)은 각각 제3 솔더볼패드(238)로 배선(234)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하부에는 도 9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200)가 있고, 그 상부에는 제3

솔더볼패드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도3의 100)가 상하로 적층되어 있다.

따라서 반도체 패키지가 메모리 소자인 경우, 메모리 소자의 대용량화(high density solution)를 구현할 수 있고, 약간의

변형에 의해 SIP(System In Package)의 구현도 가능하게 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한 다른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하부에는 도 9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200)가 있고, 그 상부에는 본 발

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도8의 101)가 적층되어 있다. 따라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에서 열 방출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8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8내지 도 22를 참조하면, 먼저 WLCSP형 반도체 칩(104)을 준비한다. 상기 반도체 칩(104)에는 본드패드 재배치 패

턴(112)의 일부가 제2 절연막(114)에 의해 노출된 제1 솔더볼패드(126)와 제1 본드패드(128)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또

한 반도체 칩(104) 밑면에는 접착테이프(106)가 부착되어 있다. 이어서 상기 반도체 칩(104)을 단층 인쇄회로기판(102)

의 리세스 된 칩 패드에 접착테이프(106)를 통해 탑재한다. 상기 단층 인쇄회로기판(102)의 가장자리에는 제2 본드핑거

(130) 및 제2 솔더볼패드(122)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이어서 상기 제1 본드핑거(128) 및 제2 본드핑거(130)를 와이어(118)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공정을 진행하고, 상기 와

이어(118)를 엔캡슐런트(encapsulant, 120)로 밀봉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126, 122)에 솔더볼

(116)을 부착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200)의 제조방법 역시, 인쇄회

로기판(202) 및 반도체 칩(204)의 구조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패키징 공정이 상술한 제1 실시예와 유사하기 때

문에 중복을 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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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WLCSP 형태의 반도체 칩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와이어 본딩을 통해 솔더볼을 팬

아웃(fan-out) 구조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두꺼운 재질의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휨(warpage) 및 크

랙(crack)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몰딩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셋째 인쇄회로기판에 추가로 방열판을 설치하여

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의 열방출에 유리하다. 넷째 효과적인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여 SIP(System In

Package)를 만들거나,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finger) 및 제2 솔더볼패드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세스 칩 패드를 포함하는 단층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탑재되고 표면에는 제1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2 본드핑거에 대응하

는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반도체 칩;

상기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

상기 와이어를 밀봉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에 부착된 솔더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

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본드핑거 및 제2 본드핑거는 각각 상기 제2 솔더볼패드의 개수와 동일하고 제2 솔더볼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의 제1 솔더볼패드는 상기 반도체 칩의 본드패드 일부가 재배치된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

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의 제1 본드핑거는 상기 반도체 칩의 본드패드가 솔더볼패드로 재배치되지 못한 잔여 본드패드가 재배치된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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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쇄회로기판은 FR4 및 BT레진(resin)으로 이루어진 절연물질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

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리세스 칩 패드는 그 표면에 상기 반도체 칩이 부착될 수 있는 접착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의 밑면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리세스 칩 패드와 부착될 수 있는 접착테이프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수단은 접착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수단은 열전달물질(TI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상기 제1면과 대응하는 제2면에 상기 열전달물질(TIM)과 인접하여 형성된 방열판(heat spreader)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1.

제1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 및 제2 솔더볼패드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

세스 칩 패드를 포함하는 다층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탑재되고 표면에는 제1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2 본드핑거에 대응하

는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반도체 칩;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와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패턴을 통해 연결되어 제2면으로 확장된 제3 솔더볼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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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

상기 와이어를 밀봉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에 부착된 솔더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

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본드핑거의 개수는 각각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를 더한 개수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

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솔더볼패드의 개수는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를 더한 개수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리세스 칩 패드에는 반도체 칩이 부착될 수 있는 접착수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면에 있는 제3 솔더볼패드의 위치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의 위치와 서

로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딩을 통한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는, 상기 제3 솔더볼패드 위에 적층된 상부 반도체 패키

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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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솔더볼패드에 적층된 상부 반도체 패키지는,

제1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복수개의 제2 본드 핑거 및 제2 솔더볼패드가 마련되고 중앙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리

세스 칩 패드를 포함하는 단층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제1면에 있는 리세스 칩 패드에 탑재되고 표면에는 제1 솔더볼패드와 상기 제2 본드핑거에 대응하

는 제1 본드핑거가 형성된 반도체 칩;

상기 제1 본드핑거와 상기 제2 본드핑거를 연결하는 와이어;

상기 와이어를 밀봉하는 엔캡슐런트(encapsulant);

상기 제1 및 제2 솔더볼패드에 부착된 솔더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

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리세스 칩 패드에는 반도체 칩 부착할 수 있는 접착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을 부착할 수 있는 접착수단은 열전달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반도체 패키지의 인쇄회로기판은 제2면에 상기 열전달물질과 인접하여 형성된 방열판(heat sink)을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팬 아웃 구조를 달성하는 반도체 패키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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