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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게시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제 1 및 제 2 패키지들 중 어느 하나의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에 각각 연결

되는 복수의 본딩 패드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이 상기 제 2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과 대칭적이

다. 상기 본딩 패드들은 상기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을 통해 대응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공급받는다. 반도체

장치는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입력받아 상기 외부 신호들에 각각 대응

하는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을 출력하는 복수의 입력 버퍼 회로들을 포함한다. 반도체 장치는 상기 입력 버퍼 회

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었음을 알리는 제어 신호

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멀티플렉서 회로를 포함한다. 이러한 회로 구성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 장

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인가되는 정상 신호들이 대응하는 내부 회로

들로 전달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인가되는 미러 

신호들이 상기 정상 신호들에 각각 대응하는 상기 내부 회로들로 전달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정상 핀 배열을 갖는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하부면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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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미러 핀 배열을 갖는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하부면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에 실장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본딩 패드들의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멀티플렉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6a 내지 도 6c는 도 4에 도시된 선택 신호 발생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를 이용한 배선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도 1 및 도 2의 B행에 배치되는 외부 핀들에 대응하는 본딩 패드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을 보

여주는 블록도; 그리고

도 9는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인가되는 신호 체 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BUF : 입력 버퍼 회로 MUX : 멀티플렉서

1200, 13000 : 내부 회로 1400 : 선택 신호 발생 회로

2200, 2300, 2400 :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2210, 2220 : 패키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에지 패드 배열(edge pad arrangement)을 

갖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소위 '다이'라 불리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이 이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장치들은 커패시터들 및/또는 저

항기들과 같은 수동 반도체 소자들(passive semiconductor components)과 함께, 다이오드들 및/또는 트랜지스터들

과 같은, 액티브 반도체 소자들(active semiconductor components)을 포함하며, 모든 소자들은 실리콘 또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웨이퍼 상에 존재한다. 다른 형태의 많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은 다른 물질의 조합과 잘 알려진 

제조 과정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얇은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기판은 증착, 산화, 이온 주입, 확산, 도

핑, 마스킹, 그리고 식각과 같은 공정 단계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요구되는 

특정 기능들을 갖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을 제조하도록 특정 물질들과 일련의 단계들이 선택된다. 이 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SRAM 또는 DRAM과 같은 메모리로서 특정 기능들을 갖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도록 

반도체 소자들이 배열될 것이다.

각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복수의 본딩 패드들을 가지며, 본딩 패드들은 패키지의 외부 단자들 또는 핀들에 연결되

고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상에 또는 내에 배치된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반도체 소자들은 이러한 단자들 또는 

핀들을 통해 외부와 전기적으로 통한다.

각 단자 또는 핀은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내의 또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상의 회로에 연결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입/출력 라인들(input/output lines) (예를 들면, 데이터 라인들), 접지 전압

라인들, 그리고 하나 또는 그 보다 많은 전원 전압 라인들을 포함한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이러한 개별적인 연

결들을 통해 필요한 전원 전압, 접지 전압, 그리고 입/출력 및 제어 신호들을 얻는다. 다양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

과, 많은 핀들을 포함하는, 관련된 패키지들이 존재한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점점 더 조밀해짐에 따라 요구되는 

외부 핀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패키지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을 포함하는 상업 분야의 일반적인 예가 메모리 모듈(memory module)이다. 메모

리 모듈은 일반적으로 모듈 보드 (예를 들면, 인쇄 회로 기판) 상에 실장된(mounted) 다수의 패키지된 메모리 칩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모듈에 있어서, 각 패키지된 메모리 칩은 모듈 보드의 각 커넥터(connector)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복수의 외부 단자들을 갖는다. 모듈 보드 는 패키지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물리적으로 지지하며, 모듈 보드의 커

넥터들을 통해 다른 외부 회로에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연결한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메모리 모듈이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ual in-line module, DIMM)이다. DIMM에 있어서, 

메모리 칩들은 회로 보드의 양면들 상에 실장된다. 모듈 모드 상의 양면들 상에 실장되는 패키지된 메모리 칩들을 갖

는 메모리 모듈의 실장 및 배선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미러 패키지 메모리 칩들(mirrored packaged memory chips)

이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하나의 패키지 메모리 칩은 보드의 일면(one surface or plane) 상에 실장되고 미

러상(mirror image)의 패키지 메모리 칩(이하, '미러 패키지 메모리 칩'이라 칭함)은 보드의 다른면(other surface or

plane) 상의 동일한 모듈 보드 패드들에 실장된다. 그러한 쌍들의 패키지 메모리 칩들은 '미러 쌍들' (mirror pairs) 

또는 '미러 상들' (mirror images)이라 불리며, 각 미러 쌍의 외부 단자들은 모듈의 반대쪽 면들 상에 서로 반대로 위

치되고 동일한 보드 본딩 위치에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드 본딩 위치에 연결되는 미러 쌍들의 패키지 메모

리 칩들의 외부 단자들에는 동일한 신호가 제공된다.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러한 쌍들의 패키지 메모리 칩들 중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와 대칭적인 핀 배열을 갖는 반면에, 그러한 쌍들의 패키지 메모리 칩들은 동일한 본딩 패드 배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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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인 핀 배열의 결과로서, 하나의 패키지 메모리 칩의 외부 단자들은 모듈 보드를 통해 최단 거리로 다른 하나의 

패키지 메모리 칩의 대응하는 외부 단자들과 전 기적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모듈 보드의 배선이 단순화될 수 있

다. 하지만, 패키지 메모리 칩들 중 어느 하나의 본딩 패드들은 정상적인 배선 공정(normal routing process)을 통해 

외부 핀들에 연결되는 반면에, 다른 하나의 본딩 패드들은 대칭적인 핀 배열에 따라 복잡한 배선 공정(complex routi

ng process)을 통해 외부 핀들에 연결된다. 여기서, 복잡한 배선 공정이란 대칭적인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 메모리 칩

의 경우 본딩 패드들과 대응하는 외부 핀들을 연결하는 와이어들이 다층으로 교차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 핀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대칭적인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 메모리 칩(또는 미러 패키지 메모리 칩)의 배선 공정은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대칭적인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 메모리 칩(또는 미러 패키지 메모리 칩)의 배선 공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적인 핀 배열에 대해 대칭적인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에 쉽게 실장되

게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및 그것을 구비한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또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제 1 패키지와 제 2 패키지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패키지되며, 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이 상기 제 2 패키지

의 외부 전극들과 대칭적이다. 반도체 장치는 상기 외부 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 의 본딩 패드들을 포함한다. 상

기 본딩 패드들은 상기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을 통해 대응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공급받는다. 반도체 장치

는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입력받아 상기 외부 신호들에 각각 대응하는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을 출력하는 복수의 입력 버퍼 회로들을 더 포함한다. 반도체 장치는 상기 입력 버퍼 회로

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또는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었

음을 알리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멀티플렉서 회로를 더 포함한다.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인가되는 입력 신호가 제 1 내부 회로로 전달되고 

그리고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입력 신호가 제 2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상기 멀티플렉서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제어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모듈은 모듈 보드와; 상기 모듈 보드의 일면 상에 실장되고 제 1 반도체 장치를 포함

하는 제 1 패키지와; 그리고 상기 모듈 보드의 다른면 상에 실장되고 제 2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제 2 패키지를 포

함한다. 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은 상기 제 2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과 대칭적이다.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장치들 각각은 대응하는 패키지의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과; 상기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은 상기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을 통해 대응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각각 공급받으며; 상기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입력받아 상기 외부 신호들에 각각 대응

하는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을 출력하는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과;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또는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제 1 멀티플렉서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제 2

멀티플렉서 회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반도체 장치의 제 1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1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1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하고 상기 제 1 반도체 장치의 제 2 멀티플렉서 회로

는 상기 제 2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2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한다. 상기 제 2 반도

체 장치의 제 1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2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1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입력 신호

들을 스위치하고 상기 제 2 반도체 장치의 제 2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1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2 내

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상기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패키지된 메모리 

칩'의 용어는, 패키지(package)라는 의미로서, '정상 핀 배열 또는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

이다.

도 1은 144-핀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핀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는 144-핀 볼 그리드 어레이 미러 패

키지의 핀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2에서, 'NC'는 본딩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

낸다. 여기서, 도 1에 도시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핀 배열은 '정상 핀 배열(normal pin arrangement)'이라 칭

하고, 도 2에 도시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핀 배열은 '미러 핀 배열(mirrored pin arrangement)'이라 칭한다. 

이와 반대로, 도 1의 핀 배열은 '미러 핀 배열'이라 칭하고, 도 2의 핀 배열은 '정상 핀 배열'이라 칭할 수 있음은 이 분

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144-핀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가 사용되었

지만, 다른 형태의 패키지들 (예를 들면, 리드 프레임 형태(leadframe type)의 패키지들, 영역 어레이 형태(area arra

y type)의 패키지들, 그리고 혼합 형태(miscellaneous type)의 패키지들)에 적용 가능하다.

도 1 및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도 1에 도시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핀 배열은 도 2에 도시된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핀 배열과 대칭적이다. 예를 들면, 정상 핀 배열을 갖는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를 보여주는 도 1을 참조하

면, A행 1열에 위치한 핀에는 A0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되고, A행 2열에 위치한 핀에는 A1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된다

. 그리고 A행 12열에 위치한 핀에는 A7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되고, A행 11열에 위치한 핀에는 A6 어드레스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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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다. 미러 핀 배열을 갖는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를 보여주는 도 2를 참조하면, A행 1열에 위치한 핀에는 A7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되고, A열 2행에 위치한 핀에는 A6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된다. 그리고 A행 12열에 위치한 핀에

는 A0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되고, A행 11열에 위치한 핀에는 A1 어드레스 신호가 할당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도 1의 볼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외부 핀들은 도 2의 볼 그리드 어레이 미러 패키지의 외부 핀들과 대칭적으로 배열

되어 있다.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가 사용되는 이유는 모듈 형태에서 채널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핀 배열을 갖

는 패키지들이 겹쳐질 때, 동일한 핀들은 모듈 보드를 통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동일한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들이 겹쳐지는 경우, 동일한 핀들이 정반대의 위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선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게다

가, 동일한 핀들의 연결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칩의 동작 특성이 보장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 길

이를 보정하는 수단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는 현재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패키지들에 실장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동일한 본딩 패드 배열을 갖

도록 형성된다. 즉, 미러 패키지를 위해서 별도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설계할 필요없이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

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패키지들에 각각 실장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

로 장치를 보여주는 도 3을 참조하면,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에 형성되며, 상기 반도체 기판의 에지 영

역을 따라 형성되는 복수의 본딩 패드들을 포함한다. 본딩 패드들 중 일부 (참조 부호가 표기되지 않은 본딩 패드들)

은 배선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본딩 패드들이 에지 영역을 따라 배치되는 구조는 이하 '에지 패드 배열' 또

는 '에지 패드 구조'라 칭한다.

에지 패드 구조를 갖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패키지들 내에 각각 실장된다. 그러므로, 각 

패키지에 실장된 메모리 칩은 동일한 패드 배열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 메모리 칩

의 90번 본딩 패드에는 A행 12열에 위치한 외부 핀을 통해 인가되는 A7 어드레스 신호가 인가된다. 반면에,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메모리 칩의 90번 본딩 패드에는 A행 12열에 위치한 외부 핀을 통해 A0 어드레스 신호가 인가된다. 

마찬가지로,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 메모리 칩의 124번 본딩 패드에는 A행 1열에 위치한 외부 핀을 통해 인가되는 A

0 어드레스 신호가 인가된다. 반면에,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메모리 칩의 124번 본딩 패드에는 A행 1열에 위치한 외

부 핀을 통해 A7 어드레스 신호가 인가된다. 데이터, 전원 전압, 그리고 접지 전압 핀들과 달리, 어드레스 및 제어 핀

들은 비록 외부 핀들의 위치들이 대칭적으로 변경되더라도 본래 할당된 본딩 패드들을 통해 칩 내부로 제공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와 달리,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서는 본래 할당된 본딩 패드들과 그에 대응하는

외부 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배선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배선 공정은 외부 핀들의 수

가 증가할수록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 1 및 도 2와 같은 패키지 크기에서는 배선 공정을 구현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비록 가능하더라도, 정상 핀 배열의 배선 길이와 미러 핀 배열의 배선 길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영역에서 칩의 동작 특성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한 복잡한 배선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집

적 회로 장치가 이후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일부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는 반도체 기판(미도시됨)에 형성되며, 제 1 본딩 패드(1000)와 제 2 본딩 패드(1100)를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본

딩 패드들(1000, 1100)은 반도체 기판의 에지 영역에 형성된다.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정상 핀 배

열을 갖는 패키지(도 1 참조)에 실장되거나 미러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도 2 참조)에 실장될 수 있다.

제 1 본딩 패드(1000)는 제 1 외부 신호(A)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패드이고, 제 2 본딩 패드(1100)는 제 2 외부 신호(

B)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패드이다. 여기서, 정상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 구조에서는 제 1 본딩 패드(1000)로 메모리 

컨트롤러 (또는 칩셋)를 통해 제 1 외부 신호(A)가 입력된다. 그렇게 입력된 신호는 CMOS 레벨로 버퍼링되어 제 1 

내부회로(1200)로 전송된다. 또한, 제 2 본딩 패드(1100)로 메모리 컨트롤러 (또는 칩셋) (도 9 참조)를 통해 제 2 외

부 신호(A)가 입력된다. 그렇게 입력된 신호는 CMOS 레벨로 버퍼링되어 제 2 내부회로(1300)로 전송된다. 그러나, 

반도체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에 실장되는 경우, 대칭 구조로 인하여 제 1 본딩 패드(1000)의 위치가 정

상 핀 배열의 제 2 본딩 패드(1100)의 위치로 이동되고, 제 2 본딩 패드(1100)의 위치는 정상 핀 배열의 제 1 본딩 패

드(1000)의 위치로 이동된다. 따라서, 상부의 정상 핀 배열의 제 1 본딩 패드(1000)의 위치에 하부의 미러 핀 배열의 

제 2 본딩 패드(1100)가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상 핀 배열의 제 1 본딩 패드(1000)

와 뒷면에 실장된 미러 핀 배열의 제 2 본딩 패드(1100)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또 는 칩셋)으로부터 인가되는 동일한 

신호를 수신하도록 함께 연결되어 있다. 정상 핀 배열의 구조에서는 A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패드로서 제 1 본딩

패드(1000)에는 칩셋으로부터 A 신호가 수신되는 반면에, 뒷면에 실장된 미러 패키지에서는 A 신호가 B 신호를 수

신하기 위한 전용 패드로서 제 2 본딩 패드(1100)로 인가된다. 왜냐하면, 도 9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 핀 배열의 제 1

본딩 패드(1000)와, 뒷면에 실장된 미러 핀 배열의 제 2 본딩 패드(1100)는 동일한 외부 신호를 수신하도록 함께 연

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서 A 신호가 B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패드인 제 2 본딩 

패드(1100)로 인가되어도 A 신호는 내부 입력 버퍼(BUF2)를 통하여 버퍼링된 이후에 A 신호는 멀티플렉서(MUX1)

를 통해 제 1 내부 회로(1200)로 전송되는 것이다. 물론, B 신호도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 2 내부회

로(1300)로 전송될 것이다.

도 4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에 실장되면, 제 1 본딩 패드(1000)에는 'A'로 표기된 제 

1 외부 신호가 제공되고 제 2 본딩 패드(1100)에는 'B'로 표기된 제 2 외부 신호가 제공될 것이다. 만약 도 4의 반도

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을 갖는 패키지에 실장되면, 대칭 구조의 결과로서, 제 1 본딩 패드(1000)에는 'B'로

표기된 제 2 외부 신호가 제공되고 제 2 본딩 패드(1100)에는 'A'로 표기된 제 1 외부 신호가 제공될 것이다. 비록 반

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 또는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더라도, 제 1 외부 신호(A)는 제 1 내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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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200)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 2 외부 신호(B)는 제 2 내부 회로(1300)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정상 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회로 구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4를 참조하면, 제 1 본딩 패드(1000)에 인가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는 입력 버퍼 회로(BUF1)를 통

해 CMOS-레벨의 내부 신호로 변화되고, 제 2 본딩 패드(1100)에 인가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는 입력 버퍼 회

로(BUF2)를 통해 CMOS-레벨의 내부 신호로 변화된다. 입력 버퍼 회로들(BUF1, BUF2)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CMO

S-레벨의 출력 신호들은 제 1 멀티플렉서(MUX1)와 제 2 멀티플렉서(MUX2)로 동시에 인가된다. 제 1 멀티플렉서(

MUX1)는 선택 신호 발생 회로(1400)로부터의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입력 신호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

택된 신호를 제 1 내부 회로(1200)로 전달한다. 제 2 멀티플렉서(MUX2)는 선택 신호 발생 회로(1400)로부터의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입력 신호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를 제 2 내부 회로(1300)로 전달한다.

제 1 및 제 2 멀티플렉서들(MUX1, MUX2) 각각은, 도 5를 참조하면, 2개의 전송 게이트들(TG1, TG2) 및 (TG3, TG

4)과 인버터(INV1) 및 (INV2)로 구성되며,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다. 선택 신호(SEL)가 로우 레벨일 때, 제 1 멀티

플렉서(MUX1)는 제 1 본딩 패드(10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1)의 출력 신호를 제 1 내부 회로(1200)로 전

달하고 제 2 멀티플렉서(MUX2)는 제 2 본딩 패드(11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2)의 출력 신호를 제 2 내부 

회로(1300)로 전달한다. 선택 신호(SEL)가 하이 레벨일 때, 제 1 멀티플렉서(MUX1)는 제 2 본딩 패드(1100)에 연결

된 입력 버퍼 회로(BUF2)의 출력 신호를 제 1 내부 회로(1200)로 전달하고, 제 2 멀티플렉서(MUX2)는 제 1 본딩 패

드(10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1)의 출력 신호를 제 2 내부 회로(1300)로 전달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선택 신호 발생 회로(1400)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었는 

지를 또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었는 지를 나타내는 선택 신호(SEL)를 발생한다.

선택 신호 발생 회로(1400)는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를 포함하며,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의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의 선택 신호(SEL)를 발생한다.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는, 예를 들면, 웨이퍼 레벨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 또는 웨이퍼 레벨 및 패키지 레벨에서 모두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를 포함한다. 웨이퍼 레벨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는,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잘 알려진 본딩 옵션 회로와 레이저 퓨즈를 이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웨이퍼 레벨과 패키지 레벨에서 모두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잘 알려진 전기 퓨즈 회로(electrical fuse circuit)를 이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는 경우,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제 1 멀티플렉서(MUX1)는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본딩 패드(10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1)의 출력 신호(A)를 선택하고, 제 2

멀티플렉서(MUX2)는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2 본딩 패드(11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2)의 출력 신

호(B)를 선택한다. 제 1 및 제 2 멀티플렉서들(MUX1, MUX2)에 의해서 각각 선택된 신호들(A, B)은 제 1 및 제 2 내

부 회로들(1200, 1300)로 각각 전달된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 는 경우, 제 1 멀

티플렉서(MUX1)는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2 본딩 패드(11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2)의 출력 신호

(A)를 선택하고, 제 2 멀티플렉서(MUX2)는 선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본딩 패드(1000)에 연결된 입력 버퍼 

회로(BUF1)의 출력 신호(B)를 선택한다. 제 1 및 제 2 멀티플렉서들(MUX1, MUX2)에 의해서 각각 선택된 신호들(A

, B)은 제 1 및 제 2 내부 회로들(1200, 1300)로 각각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어떤 패키지에

실장되더라도, 제 1 및 제 2 내부 회로들(1200, 1300)에 각각 할당된 신호들은 멀티플렉서들(MUX1, MUX2)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된다.

비록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되더라도, 본딩 패드들(1000, 1100)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의 외부 핀들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실장될 때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실장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본딩 패드들이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의 동일한 위치에 배치된 외부 핀들에 연결됨을 의미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집적 회

로 장치(2200)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2210)에 그리고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2220) 내에 각각 실장될 때, 실선으

로 도시된 배선을 통해 외부 핀들(2231, 2232, 2233, 2234)과 본딩 패드들(2235, 2236, 2237, 2238)이 각각 대응

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200)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2220) 내에 실장될 때, 점

선으로 도시된 배선을 통해 외부 핀들(2233, 2234)과 본딩 패드들(2237, 2238)이 각각 대응하도록 연결된다. 이때, 

배선들이 교차되기 때문에, 배선들은 다층 구조 를 이용하여 연결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의 경우, 반도체 집

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실장될 때 수행되는 배선 공정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

의 패키지 내에 실장될 때 수행되는 배선 공정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

지 내에 실장될 때의 배선 길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실장될 때의 배선 길이와 동

일하며, 그 결과 고주파 영역에서의 동작 특성이 보장될 수 있다. 동일한 회로 패턴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그리고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 내에 모두 실장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상

이한 형태의 패키지들 내에 실장하기 위해서 상이한 회로 패턴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별도로 제조할 필요가 없

다.

게다가,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이 스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입력 버퍼 회로들을 경유한 CMOS-레벨의 내부 신호

들이 스위치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이 스위치되는 경우, 

TTL-레벨의 외부 신호가 전송되는 칩 내부의 배선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배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TTL-레벨의 

외부 신호를 전송하는 배선의 기생 커패시터와 기생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기생 커패시터와 기생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 외부 신호의 셋업/홀드 시간은 그러한 기생 성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주파수 특성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TTL-레벨의 외부 신호가 본딩 패드 바로 옆의 입력 버퍼를 통해 CMOS-레벨

의 내부 신호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CMOS-레벨의 내부 신호가 스위치된다. 그러므로, 외부 신호의 셋업/홀드 시간

이 안정적 으로 보장될 수 있고, 주파수 특성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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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1 및 도 2의 B행에 배치되는 외부 핀들에 대응하는 본딩 패드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을 보

여주는 블록도이다. 좌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300)는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고, 우

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400)는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된다. 이와 반대로, 좌측에 위치

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300)는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고 우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2400)는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좌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300)의 본딩 패드들은 도 1에 도시된 패키지의 B행에 배열된 외부 핀들 중 일

부이고, 우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400)의 본딩 패드들은 도 2에 도시된 패키지의 B행에 배열된 외부 핀

들 중 일부이다.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2300, 2400)의 본딩 패드들(112, 118, 115, 104, 106, 111, 96, 94) (여기

서, 각 본딩 패드의 참조번호는 도 3를 참조하여 부여된 것임)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지 종류에 

따라 대칭적인 신호들이 본딩 패드들(112, 118, 115, 104, 106, 111, 96, 94)에 인가될 것이다. 좌측에 위치한 반도

체 집적 회로 장치(2300)의 본딩 패드들(112, 118, 115, 104, 106, 111, 96, 94)에는 A2, A10, /RAS, CK, /CK, /CS

, A9, 그리고 A5 신호들이 각각 인가된다. 우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400)의 본딩 패드들(112, 118, 11

5, 104, 106, 111, 96, 94)에는 A5, A9, /CS, /CK, CK, /RAS, A10, 그리고 A2 신호들이 각각 인가된다. 즉, 좌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300)의 본 딩 패드들에 인가되는 외부 신호들은 우측에 위치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2400)의 본딩 패드들에 인가되는 외부 신호들과 대칭적이다. 비록 외부 신호들이 본딩 패드들에 대칭적으로 인가

되더라도, 외부 신호들은 본래 할당된 내부 회로들로 각각 인가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

신호(SEL)에 제어되는 멀티플렉서 블록(2310/2410)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본딩 패드(112)에는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의 경우 A2 신호가 인가되고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의 경우 A5 신호가 인

가된다. 본딩 패드(94)에는 정상 핀 배열의 패키지의 경우 A5 신호가 인가되고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의 경우 A2 신

호가 인가된다. 본딩 패드들(122, 94)은 패키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신호들을 공급받는다. 나머지 본딩 패드들 역

시 패키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신호들을 공급받는다. 이후, 각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2300/2400)에 있어서, 각 본

딩 패드에 인가되는 외부 신호는 대응하는 입력 버퍼 회로(BUF)를 통해 멀티플렉서 블록(2310/2410)으로 전달된다.

입력 버퍼 회로(BUF)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를 CMOS-레벨의 내부 신호로 변화시킨다. 레벨-변화된 신호는 멀티

플렉서 블록(2310/2410)을 통해 본래 할당된 내부 회로로 전달된다. 멀티플렉서 블록(2310/2410)은 도 5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며,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마찬가지로, 멀티플렉서 블록(2310/24

10)을 제어하기 위한 선택 신호(SEL) 역시 도 6a 내지 도 6c에 도시된 회로들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생성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호 스위치 방식은 모든 외부 핀들 (또는 모든 본딩 패드들)에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이 에

지 패드 구조를 이용하여 설명되었지 만, 칩의 중앙에 2열로 배열된 중앙 패드 구조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

용됨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

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딩 패드들에 인가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이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이 패키지 형태에 따라 본래 할당된 내부 회로들로 스위치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

르면,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에 실장될 때 교차되는 배선들의 수가 최소화되며, 그 결과 미러

핀 배열의 패키지가 손쉽게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패키지와 제 2 패키지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패키지되되, 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이 상기 제 2 패키지

의 외부 전극들과 대칭적인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의 본딩 패드들과;

상기 본딩 패드들은 상기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을 통해 대응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공급받으며;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입력받아 상기 외부 신호들에 각각 대응하는 C

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을 출력하는 복수의 입력 버퍼 회로들과;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또는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었음을 알리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

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입력 버퍼 회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멀티플

렉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인가되는 입력 신호가 제 1 내

부 회로로 전달되고 그리고 상기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될 때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인

가되는 상기 입력 신호가 제 2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상기 멀티플렉서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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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을 통해 입력될 신호들은 상기 제 2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을 통해 입력될 신호들과 대

칭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본딩 패드들은 상기 반도체 장치가 형성되는 반도체 기판 상의 에지 영역을 따라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패키지들 각각은 FBGA(fine-pitch ball grid array)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 발생 회로는 전기적인 퓨즈 회로, 레이저 퓨즈 회로, 그리고 본딩 옵션 회로 중 선택된 하나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모듈 보드와;

상기 모듈 보드의 일면 상에 실장되고 제 1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제 1 패키지와; 그리고

상기 모듈 보드의 다른면 상에 실장되고 제 2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제 2 패키지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은 상기 제 2 패키지의 외부 전극들과 대칭적이며;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장치들 각각은

대응하는 패키지의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과;

상기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은 상기 대응하는 외부 전극들을 통해 대응하는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각각 공급

받으며;

상기 제 1 및 제 2 본딩 패드들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TTL-레벨의 외부 신호들을 입력받아 상기 외부 신호들에 각각

대응하는 CMOS-레벨의 내부 신호들을 출력하는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과;

반도체 장치가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또는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되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

치하는 제 1 멀티플렉서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버퍼 회로들의 출력 신호들을 받아들이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스위

치하는 제 2 멀티플렉서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반도체 장치의 제 1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1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1 내부 회로로 전달되

도록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하고 상기 제 1 반도체 장치의 제 2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2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2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하며; 그리고

상기 제 2 반도체 장치의 제 1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2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1 내부 회로로 전달되

도록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하고 상기 제 2 반도체 장치의 제 2 멀티플렉서 회로는 상기 제 1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가 제 2 내부 회로로 전달되도록 상기 입력 신호들을 스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장치들은 동일한 회로 패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된 상기 제 1 반도체 장치의 신호 발생기는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의 제어 신호

를 발생하는 반면에, 상기 제 2 패키지에 의해서 패키지된 상기 제 2 반도체 장치의 신호 발생기는 로우 레벨 또는 하

이 레벨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장치들 각각의 신호 발생기는 전기적인 퓨즈 회로, 레이저 퓨즈 회로, 그리고 본딩 옵션 회

로 중 선택된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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