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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이 부착 패드에 부착되는 집적 회로 칩을 포함하는 칩 캐리어(예컨대, RF 적용 제품용 칩/IC 스케일 캐리어)의 형태

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제공된다. 그러한 디바이스는 상면과 하면을 구비하는 상호 접속 기판을 포함하는데, 상호 접속

기판의 전체 두께에 걸쳐 상면으로부터 하면까지 다수의 비아가 통과한다.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 상에는 다이 부착 

패드가 배치되고, 상호 접속 기판의 하면 상에는 히트 스프레더가 배치된다. 제1 군의 비아는 다이 부착 패드와 히트 

스프레더 모두와 교차하도록 위치된다. 제2 군의 비아는 다이 부착 패드와 히트 스프레더로부터 떨어져 위치된다. 상

면은 제2 군의 비아와 접하는 다수의 본드 패드를 구비하고, 하면은 제2 군의 비아와 접하는 다수의 랜드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리드리스 칩 캐리어, 상호 접속 기판, 다이 부착 패드, 히트 스프레더, 비아, 본드 패드, 랜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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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전자 패키징(electronic packaging)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리드리스 칩 캐리어(lead

less chip carrier)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마이크로 전자 산업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에 있어서의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점점 더 

작고 조밀해지고 있고, 더욱 고속으로 동작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디바이스의 크기가 작아지고 전기 소자가 서로 

밀접하게 됨에 따라, 레지스턴스, 커패시턴스, 및 인덕턴스 영향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 기생(electric parasitics)이 반

도체 디바이스를 제한하는 특성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전기 기생을 최소화시키고 그 전기 기생 영향을 확실

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무선 주파수(RF) 디바이스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또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속도 및 전력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어할 필요성이 더욱 더 긴요하게 되었다.

전기 기생을 제어하는 것은 전자 패키징 레벨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통상, 반도체 디바이스(즉, 칩)를 지지하는 구조

물을 전자 패키지로서 지칭한다. 전자 패 키지는 I/O, 신호 라인, 전원 및 접지를 환경적 및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이외

에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시키도록 설계된다. 전자 패키징의 바람직한 하나의 형태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칩 캐리

어이다. 그와 같이 된 큰 이유는 칩 캐리어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또는 세

라믹과 같은 기판 상에 다수의 디바이스를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성된 반도체 디바이스의 일부로서의 

패키지는 전기 기생이 낮고 열 소산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RF 적용 제품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전기 기생, 특히 인덕턴스는 전기 패키지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라미터 중의 일부이다. 즉, 인덕턴스는 

제어 및 감소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이다. 인덕턴스의 원인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패키지에서 만나게 되는

긴 인쇄 트레이스(printed trace)이다. 다른 요인은 반도체 디바이스에 밀접하게 위치된 양호한 접지 면이 없는 것이

다.

현존 패키지는 열을 소산시킴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그 전력 소요

도 현격히 증가되었다. 칩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대량의 전력으로 인해, 칩에 의해 발생되는 열은 수 와트에 달할 수 

있다. 그러한 열을 소산시키는 것이 칩과 칩 캐리어 모두의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다. 칩과 칩 캐리어는 열 팽창 계

수가 각기 다른 상이한 재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칩과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된 열에 상이하게 반응하게 된다. 결과

적으로 생기는 열 응력은 기계적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반도체 디바이스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칩 캐리

어의 열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여 그에 응해서 칩 캐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효과적인 접지 면과 더불어 낮은 전기 기생 및 예측이 가능한 열 소산을 제공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소형 패키

지가 요구되고 있다. Sony Corp.에 허여된 '전자 부품 및 배선반 디바이스(Electronic Part and Wiring Board Devic

e)'라는 명칭의 일본 특허 평성 10년 제313071호는 반도체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되는 열이 효과적으로 열 소산될 수 

있는 전자 부품 및 배전반 디바이스를 개시하고 있다. Ibiden Co. Ltd에 허여된 '전자 소자 장착용 기판(Sustrate for 

Mounting Electronic Component)'이라는 명칭의 일본 특허 평성 2년 제058358호는 열 소산 및 수분 저항을 개선시

키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Mitsubishi Electric Corp.에 허여된 '반도체 디바이스(Semisonductor Device)'라는 명

칭의 일본 특허 평성 10년 제335521호는 열 저항이 낮고 무균열 반도체 칩을 구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시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에 부착되는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칩 캐리어의 형태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제공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 상에는 칩이 부착되는 다이 부착 패드가 마련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하

면 상에는 다이 부착 패드의 아래에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 열 확산기)가 위치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전체 두

께에 걸쳐 상면으로부터 하면까지 다수의 비아(via)가 연장된다. 그러한 제1 군의 비아는 다이 부착 패드와 히트 스프

레더 모두와 교차하도록 위치된다. 그러한 제2 군의 비아는 다이 부착 패드와 히트 스프레더의 모두로부터 떨어져 위

치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 상에는 제2 군의 비아와 접하도록 본딩 패드가 위치된다. 반도체 칩 상의 디바이스 전

극은 와이어 본드에 의해 그 본딩 패드에 전기 커플링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하면 상에는 제2 군의 비아와 접하도록 

전기 전도성 랜드(land)가 위치되어 반도체 디바이스를 인쇄회로기판 또는 기타의 전자 장비에 접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특히 본 명세서의 종결부에 개시되어 명확히 청구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직한 

실시예는 그 구성 및 동작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도면 부호가 동일 부분을 지시하고 있는 첨부 도면 및 청구의 범위와

관련 하여 이루어지는 이후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도면 중에서,

도 1은 전자 패키징 체계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2 내지 도 4는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단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칩 캐리어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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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본 발명은 전기 기생을 최소화시키고 예측이 가능한 전기 성능 및 열 성능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무선 주파수(RF) 적

용 제품에 적합한 보다 더 효율적인 전자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디바이스는 다수의 RF 및 

아날로그 적용 제품에 적합한 약 64 리드까지를 구비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후의 설명은 크기 및 I/O 핀

의 수가 상이한 패키지에도 역시 적용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전자 패키징 체계가 예시되어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은 전자 패키지(110)에 장착되어 반도

체 디바이스(120)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생긴 반도체 디바이스(120)는 마더보드(mother board; 도시 생략)에 끼워

넣어지는 인쇄회로기판(130)에 접속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디바이스(120)를 단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반도체 디바이스(120)

는 집적 회로(IC) 칩인 것이 바람직한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을 포함한다. 또한, 반도체 디바이스는 상면(200) 및 

하면(210)을 구비한 상호 접속 기판(interconnect substrate; 220)을 포함한다. 상호 접속 기판(220)의 상면 및 하면

은 평면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200)은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이 부착되는 다이 부착 본드 

패드(240)를 구비한다. 다이 부착 본드 패드(240)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모두 높은 금속으로 형성된 금속제 

패드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호 접속 기판(220)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

E) 또는 FR4계 적층물과 같은 유기 재료(즉, 적층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다른 선택 실시예에서

는 기타의 유기 재료 또는 무기 재료(즉, 세라믹 재료)가 상호 접속 기판(220)에 사용될 수도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은 종래의 전도성 다이 부착 에폭시(230)를 사용하여 상호 접속 기판(220)의 다이 부착 본

드 패드(die attach bond pad; 240)에 부착된다. 예컨대, Ablebond 84-ILMIT 또는 Sumitomo 1079B와 같은 에폭

시가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호 접속 기판 재료 및 의도된 디바이스의 용도에 의존하여 땜납 또는 기타의 널리

공지된 다이 부착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상호 접속 기판(220)의 하면(210) 상에는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 290)가 배치된다. 히트 스프레더(290)는 다

이 부착 본드 패드(240)와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모두 높은 금속으로 형성된 금속제 패드이다. 후술

되는 바와 같이, 히트 스프레더(290)는 반도체 디바이스(120)를 인쇄회로기판(PCB)에 전기 접속 및 열 접속시키는데

사용된다.

상호 접속 기판의 전체 두께에 걸쳐 상면(200)으로부터 하면(210)까지 다수 의 비아가 통과한다. 각각의 비아는 전기

전도성 및 열 전도성이 모두 있는 구리와 같은 재료로 충전된다. 즉, 충전된 비아는 상면(200)으로부터 하면(210)으

로의 전기 경로 및 열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제1 군의 비아(255)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제1 군의 비아(255)는 상호 접속 기판(220)의 상면 상의 다이 부착 패

드(240)와 하면 상의 히트 스프레더(290) 모두와 교차하도록 위치된다. 즉, 제1 군의 비아(255)는 구리와 같은 전기 

및 열 도체의 존재로 인해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으로부터 히트 스프레더(290)로의 양호한 전기 접속 및 열 접속을

제공하게 된다.

제2 군의 비아(250)는 도 3에 더욱 명확히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의 외주 부근에 그로부터 떨어

져 위치된다. 도 3은 반도체 디바이스(120)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200

) 상에는 제2 군의 비아(250)와 접하도록 다수의 본드 패드(260)가 형성된다. 그러한 다수의 본드 패드는 상호 접속 

기판의 상면의 둘레를 따라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군의 비아(250)와 본드 패드(260)의 어레이는 비아

가 패드와 접하도록 위치된다.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은 그 상면 상에 다수의 디바이스 전극(300)을 포함한다. 그러한 디바이스 전극(300)은 I/O,

전원, 및 접지를 비롯한 전기 접점이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 상에 포함된 전기 회로와 접촉을 이루도록 하는 수단을

제 공한다. 디바이스 전극(300)으로부터 상호 접속 기판(220)의 본드 패드(260)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쇄회로기판

및 마더보드로의 전기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 2 및 도 3 을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이 소위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으로 

지칭되는 기술에 의해 칩 캐리어의 상호 접속 기판(220)에 전기 접속된다. 와이어 본딩에서는, 본딩 와이어(bonding 

wire; 270), 바람직하게는 매우 가는 와이어에 의해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의 디바이스 전극(300)과 상호 접속 기

판(220) 상의 본드 패드(260)간의 전기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본딩식 부착(bond attachment)은 열 압축 본딩 

또는 기타의 널리 공지된 와이어 본딩 방법에 의해 완성된다. 전형적으로, 금이거나 금으로 도금된, 또는 알루미늄이

나 알루미늄 합금인, 또는 구리나 구리 합금인 와이어 및 본드 패드가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본드 패드(260)는 각각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군의 비아(260) 중의 하나에 바로 인

접되거나 그와 접하도록 배치된다. 본드 패드와 비아간에 트레이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기생 인덕턴스가 감소된

다. 본드 패드(260)는 구리 또는 기타의 전도성 재료로 충전된 비아에 의해 상호 접속 기판(220)의 하면(210) 상에 배

치된 다수의 랜드(280)와 직접 커플링된다. 랜드(280)는 PCB(130) 상의 신호, 접지, 또는 전원에 접속될 수 있다. 그

에 의해, 본드 패드(260)로부터 비아(250)까지의 간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디바이스(120)의 전기 인덕턴스

가 감소될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와이어 본딩의 가변성을 이용하여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으로부

터 본드 패드(260)까지의 가 장 짧은 경로를 고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기는 인덕턴스가 최소로 되게 된다. 본드 패

드(260)를 비아(250)에 접속시키는데 트레이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절감된다. 예컨대, 이전에 9 ×9 ㎜ 4

8 I/O 패키지였던 것이 6 ×6 ㎜ 48 I/O 패키지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접속 기판(220)의 크기는 반도체 디바

이스 칩(100)의 크기보다 단지 약간만 더 크면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디바이스(120)의 저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2 군의 비

아(250)는 상호 접속 기판(220)을 통과하여 하면(210) 상에 노출된다. 또한, 상호 접속 기판(220)의 하면(210)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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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랜드(280) 및 히트 스프레더(290)를 구비한다. 상호 접속 기판(220)의 하면(210)은 히트 스프레더(290) 및 다

수의 랜드(280)를 인쇄회로기판(도시를 생략) 상의 대응 도금부에 납땜함으로써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되기 적합하다.

히트 스프레더(290)를 인쇄회로기판에의 부착에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열 경로가 매우 낮은 열 저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히트 스프레더(290)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랜드(280)에 대한 본드의 신뢰성을 향상시

키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의 가열 및 냉각에 기인하는 다수의 랜드(280)에서의 기계적 응력 및 물리적 변위가 대형 히트 스프

레더(290)의 존재에 의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이 향상된다. 반도체 디바이스와 PCB간에는 그들이 상이한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열 팽창 계수(CTE)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디바이스가 동작 요인 또는 환경 요인으

로 인해 가열될 경우에 반도체 디바이스와 그 반도체 디바이스가 부착된 인쇄회로기판간의 접속부(즉, 랜드(280) 및 

히트 스프레더(290)) 에 물리적 변형이 있게 된다. 대형 히트 스프레더(290)의 구리 노출 패드는 CTE의 부조화를 감

소시킨다. 더욱이, 히트 스프레더(290)의 대형 노출 패드는 반도체 디바이스와 PCB간의 4 내지 6 mil의 공칭 납땜 격

리 간격을 보상한다. 히트 스프레더(290)는 전체의 납땜 접합 변형을 억제시키므로, 랜드(280)의 물리적 신뢰성이 향

상된다.

또한, 다음에 후술되는 바와 같은 다운본드의 존재로 인해 전기 인덕턴스가 감소된다.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의 배

면과 다이 부착 본드 패드(240)간의 전기 접촉 이외에, 필요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으로부터 다이 부착 본

드 패드(240)로의 다운 본딩(down bonding)에 의해 미리 선택된 디바이스 전극(300)으로부터의 추가의 접속이 이루

어질 수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다운본드(downbonds; 295)는 반도체 디바이스 칩의 미리 선택된 디바이스 전

극이 다이 부착 본드 패드(240)에, 그리고 제1 군의 비아(255)를 경유하여 히트 스프레더(290)에 전기 접속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다운본드(295)를 사용함으로써 와이어의 사용 길이가 최소로 되기 때문에 최소의 인덕턴스가 유도

되고, 그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으로부터 접지 면으로의 매우 양호한 전기 및 열 경로가 제공되게 된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반도체 소자는 다수의 디바이스를 패널화 설계(panelization scheme)로 오버몰딩하는 단계, 및 

이어서 오버몰딩된 디바이스를 제조 공정의 말미에 단일의 디바이스로 톱질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간단한 제조 

공정에 적합하다. 그것은 본 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가 기존의 제조 공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본드 패드(260) 및 랜드(280)가 비아(250)와 같은 지점에 배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5는 본 발

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디바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상호 접속 기판(220)은 선택적으로 적층 재료 대신에 세

라믹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 접속 기판이 세라믹 재료로 이루어질 경우, 다수의 본드 패드(260)는 상면 상에

서 제2 군의 비아(250)와 같은 지점에 배치될 수 있다. 다수의 랜드(280)도 역시 하면 상에서 제2 군의 비아(250)와 

같은 지점에 배치될 수 있다. 본드 패드 및 랜드의 그러한 위치 설정은 공간을 절감하게 하므로, 전술된 실시예보다 휠

씬 더 작은 전자 패키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을 첨부 도면에 예시된 특정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

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각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상호 접속 기판(220)의 재료로 다른 재료

가 사용될 수 있거나, 본드 패드(260)가 상호 접속 기판(220) 상에 상이한 배치 패턴으로 분포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그러한 변경 및 기타의 변경을 다음의 청구 범위의 범주 내에 두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면(200)과 하면(210)을 구비하는 상호 접속 기판(220);

상기 상면(200) 상에 마련되어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을 수납하는 다이 부착 패드(240);

상기 하면(210) 상에서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의 아래에 위치되는 히트 스프레더(290);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의 전체 두께에 걸쳐 상기 상면(200)으로부터 하면(210)까지 통과하는 다수의 비아(250, 2

55);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 및 히트 스프레더(290) 모두와 교차하도록 위치되는 제1 군의 비아(255);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의 부근에 그로부터 떨어져 위치되는 제2 군의 비아(250);

상기 제1 군의 비아에 배치되어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와 히트 스프레더(290)를 상호 열 접속시키는 열 도체(255)

;

상기 상면(200) 상에 위치되어 각각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접하는 다수의 본드 패드(260);

상기 하면(210) 상에 위치되어 각각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접하는 다수의 랜드(280); 및

상기 제2 군의 비아(250)에 배치되어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를 상기 다수의 랜드(280)에 각각 상호 전기 접속

시키는 전기 전도성 매체(2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120)용 전자 패키지(110).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은 유기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은 세라믹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는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의 상면(200)의 둘레를 따라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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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같은 지점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랜드(280)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같은 지점에 배치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청구항 8.
상면(200)과 하면(210)을 구비하는 상호 접속 기판(220);

상기 상면(200) 상의 다이 부착 패드(240);

상기 하면(210) 상에서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의 아래에 위치되는 히트 스프레더(290);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의 전체 두께에 걸쳐 상기 상면(200)으로부터 하면(210)까지 통과하는 다수의 비아(250, 2

55);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 및 히트 스프레더(290) 모두와 교차하도록 위치되는 제1 군의 비아(255);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의 부근에 그로부터 떨어져 위치되는 제2 군의 비아(250);

상기 제1 군의 비아에 배치되어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와 히트 스프레더(290)를 상호 열 접속시키는 열 도체(255)

;

상기 상면(200) 상에 위치되어 각각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접하는 다수의 본드 패드(260);

상기 하면(210) 상에 위치되어 각각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접하는 다수의 랜드(280);

상기 제2 군의 비아(250)에 배치되어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를 상기 다수의 랜드(280)에 각각 상호 전기 접속

시키는 전기 전도성 매체(250); 및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에 부착되고 그 표면 상에 다수의 디바이스 전극(300)을 구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디바이스 전극(300)을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에 접속시키는 전기 본드(270)를 추

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은 유기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은 세라믹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는 상기 상호 접속 기판(220)의 상면(200)의 둘레를 따라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본드 패드(260)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같은 지점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랜드(280)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제2 군의 비아(250) 중의 하나와 같은 지점에 배치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6.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본드는 와이어(27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 칩(100)의 표면으로부터 상기 다이 부착 패드(240)로의 전기 접속부(295)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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