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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신호 콘택트, 전원 콘택트, 및 접지 콘택트에 대한 전기적 상호접속을 갖는 삽입 회로를 포함한 플립 칩 집적 회로용 패키

지가 개시되어 있다. 라우팅은 선택적 평면 및 버스를 사용하여 두 개의 도전층에 대해서만 달성된다. 다수의 전원면은 단

일 도전체 레벨상에 제공되어 상이한 동작 전압들을 갖는 회로를 지원한다. 플립 칩 상호접속된 집적 회로용 고유 캐비트

다운 BGA 패키지는, 상기 삽입 회로를 열도전성 보강재 또는 베이스에 부착하고, 납땜 볼을 사용하여 상기 베이스 및 상기

삽입 회로에 프레임을 부착시킴으로써 제공된다. 조립체는 주변 프레임에 배치된 외부 BGA 납땜 볼 단자에의 상호접속 비

아를 갖는 칩 캐비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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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칩 상호접속된 집적 회로용 캐비티 다운 볼 그리드 어레이(BGA) 패키지로서,

a) 상기 집적 회로로부터 대기로 또는 2차 열 확산기로 방열하는 평면 보강재 또는 패키지 베이스와,

b) 유전층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패터닝된 도전층을 포함한 삽입 회로

- 신호 콘택트, 전원 콘택트, 및 접지 콘택트를 위한 전기적 라우팅은 칩 장착 주변내에 하나 이상의 전원면을 형성하기 위

해 평면 및 버스를 포함하는 상기 두 개의 도전층상에 패터닝되어 있으며,

상기 두 개의 도전층중 제1 도전층은, 상기 삽입 회로 주변 근처의 입력/출력 콘택트 패드의 어레이와 전기적으로 상호접

속되며 플립 칩 커넥터에 정렬된 중심 영역내에 복수의 콘택트 패드를 포함하고,

접지면은 상기 두 개의 도전층중 제2 도전층에 포함되고, 도전성 비아는 상기 제1 및 제2 도전층상의 특정 콘택트들 간의

상호접속을 제공하고, 제2 표면이 절연성 접착제에 의해 상기 보강재에 부착됨- 와,

c) 상기 삽입 회로 주변 근처의 입력/출력 콘택트 패드 각각 상에 배치되며, 상기 플립 칩 커넥터와 유사한 크기 및 구성을

갖는 납땜 볼 어레이와,

d) 상기 집적 회로보다 두꺼우며, 외부 에지가 상기 보강재의 외부 에지에 수직으로 정렬되어 배치되고, 삽입 회로 주변상

의 납땜 범프를 프레임 코어를 통해 도전성 비아에 그리고 프레임의 제2 표면상의 외부 BGA 납땜 볼 콘택트에 접속하며

상기 납땜 범프에 정렬된 제1 표면을 갖는 프레임과,

e) 플립 칩 범프 및 프레임 납땜 범프 커넥터를 둘러싸는 언더필 재료와,

f) 상기 프레임 및 상기 보강재에 의해 형성되는 캐비티를 채우는 봉지 화합물

을 포함하는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제1 전원면은 제1 패터닝된 도전층의 중심에 배치되고 상기 삽입 회로의 각 코너에 버스화되고,

제2 전원면은 외부 콘택트에의 신호 라우팅 상호접속부들 사이에서 상기 삽입 회로 근처에 위치하며, 상기 삽입 회로의 상

기 제1 패터닝된 도전층에 배치되는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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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집적 회로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볼(ball)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의 전기적 상호접속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보다 고밀도의 회로로 움직임에 따라, 하나 이상의 동작 전압을 갖는 회로의 개수 이외에도 입력/출력 핀의

개수 및 소자의 동작 속도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들 높은 핀 카운트, 다수의 전원 소자에 필요한 회로 보드의 복잡성 및

영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집적 회로 패키지는 몇몇 입력과 출력에 대하여 공통 콘택트를 제공함으로써 핀 카운트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다층 전원 및 접지면으로 구성되고, 소자의 전기적 성능 및 열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리드(lead) 카운트 및 보다 작은 풋 프린트(foot print)의 IC 패키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응하여, 볼 그리드 어레

이(BGA) 패키지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BGA 패키지는, 패키지의 영역내에 한정된 납땜 볼들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외

부 회로 보드에 조립되는 표면 장착 패키지이다. BGA의 예는 도 1에 제공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BGA 패키지(100)는 "캐

비티 업(cavity up)"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반도체 칩(101)이 기판(103)의 상면(103a)(즉 위쪽으로 대향하는 면)

에 부착되고 그 패키지를 인쇄된 배선 보드에 상호접속하는 납땜 볼들(105)이 기판의 배면측(103b)(즉 아래쪽으로 대향하

는 면)에 부착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칩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 본딩이나 플립 칩 범프 접속부(107)에 의해

기판상의 트레이스(trace)에 전기적으로 상호접속된다. 뚜껑(108) 또는 다른 봉지체는 그 칩을 커버하여 기계적이고 환경

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고성능의 기판과 높은 핀 카운트 BGA는, 유전층에 의해 분리되고 비아를 통해 접속된 다층의 금속

트레이스를 구비하여 전원면 및 접지면을 제공하며, 이들 구조들은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별도의 도전

체 및 유전층은 신호에 대한 라우팅을 갖는 콘택트층, 전원과 접지, 접지면, 각각의 동작 전압용 전원면, 및 외부 콘택트용

층과 같이, 각각의 입력/출력 기능에 필요하게 된다. 종래 기술의 BGA 패키지의 제약사항은 도전층의 개수 및 다중 금속과

유전층을 갖는 기판의 연관된 비용에 의해 한정되는 낮은 열 소모, 전기적 성능, 및 패키지 신뢰성과 감습성이다.

BGA 패키지의 전기적 성능 및 열 소모는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에 의해 매우 증대될 수 있다. "캐비티 다운" BGA 패

키지는 전형적으로 다층 인쇄 회로 보드(PCB) 기판내에 다이 캐비티를 갖는다. 다층 기판은 보다 낮은 기생 임피던스를 허

용하고, 캐비티의 밑면에 금속 슬러그를 함유으로써 패키지의 열 소모가 증가된다. 패키지에서의 칩 캐비티 또는 리세스

는, 패키지가 인쇄 배선 보드상에 조립되었을 때 칩 및 칩의 상호접속 와이어 본드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clearance)을 갖

추어야 한다.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는 또한 다층 PCB 기술에 따라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기판을 사용하는 "캐비

티 업" 및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 모두는 고비용의 문제가 있고, 핀 카운트가 증가함에 따라 PCB 인쇄 기술의 제약사

항은 보다 긴 도전체 길이로부터 야기된 인덕턴스의 증가로 인해 패키지 크기를 더욱 증가시킨다.

보다 높은 회로 밀도를 갖는 기판을 제공하고 높은 핀 카운트 소자의 조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TGA(TAB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200)가 개시되어 있고 단면도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TGA는 칩상의 범프에 대한 테이프 도전체의 내부

리드 본딩을 위한 미세 라인 상호접속부를 갖는 TAB(테이프 자동 본드) 플렉시블 테이프(202)를 사용한다. 플렉시블 테이

프(202)는 패키지상에 칩 콘택트와 납땜 볼(211)을 갖는 금속층(203a)의 양측상에 유전층(209 및 210)을 갖는다. 테이프

는 접착제(208)에 의해 반도체 칩(201)을 내장하기 위한 캐비티를 갖는 보강재(206)에 부착된다. 칩은 봉지체(204)에 의

해 보호된다. 외부 접속용 납땜 볼(211)은 상호접속 트레이스에 부착되고, 선택된 위치(213)에서 접지면으로서 동작하는

보강재에 부착된다. 이 방법은 이점을 갖지만, 이것은 TAB 또는 다이의 와이어 본딩에 기초하며, 이들 모두는 주변 본딩된

집적 회로 칩에 한정되고, 매우 높은 핀 카운트 소자용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TAB 본딩은 대부분 고 비

용으로 인해 생산성있는 공정 및 업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와이어 본딩은 회로에 인덕턴스를 부가하고

매우 고성능 및 높은 핀 카운트 소자용으로 그 특징이 한정된다.

플립 칩 상호접속부를 구비한 보다 진보된 집적 회로가 설계되고 있다. 이 회로에서는 종종 플립 칩 상호접속 및 다수의 동

작 전압을 갖는 칩의 최근 경향을 지지하도록 신뢰성있는 고성능 BGA 패키지를 필요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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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는 플립 칩 상호접속된 집적 회로, 보강재 또는 패키지 베이

스, 유전층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금속 도전층을 갖는 삽입 회로, 및 삽입 회로 및 외부 납땜 볼 단자 간의 전기적 상호접속

을 제공하고 집적 회로 칩을 내장하기 위한 캐비티를 제공하는 이중 목적 기능을 하는 프레임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전원면 및 접지면을 포함한 신호, 전원과 접지 콘택트에 대한 라우팅은 삽입 회로상에 제공된다. 삽입 회로의

제1 표면상의 금속화는, 집적 회로의 플립 칩 단자들로부터 전원면 및/또는 버스 구조로, 외부 범프 콘택트로, 그리고 비아

를 통해 제2 금속 층상의 접지면으로 라우팅을 제공한다. 특정 경계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금속 층상에 다수의 전원 버스

및 평면이 달성되므로, 다수의 동작 전압을 갖는 집적 회로를 패키징하기 위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삽입 회로의 제1 표면상의 납땜 볼을 갖는 콘택트 패드는 프레임내에서의 금속성 비아에 대응한다. 이 납땜 볼은 삽입 회

로 및 외부 납땜 볼 콘택트 간에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콘택트를 제공한다.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은 보강재에 부착된다. 집

적 회로상의 플립 칩 볼 뿐만 아니라 보강재 및 프레임 간에 콘택트를 제공하는 작은 볼들의 통합성은 패키지의 유사하지

않은 재료들 간의 열적이고 기계적인 응력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언더필 재료에 의해 강화된다. 외부 납땜 볼 단자는 프레

임에 접속되고 그 프레임에서의 비아를 통해 플렉시블 회로와 콘택트한다. 패키지의 캐비티는 환경적이고 기계적인 보호

를 위하여 폴리머 화합물로 채워진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특정 경계를 갖는 선택적 평면 및 버스를 통해 두 개의 도전층상에 실현된 신호, 전원과 접지 콘택트

용 전기적 라우팅을 갖는 삽입 회로는 캐비티 업 BGA 구성으로 조립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캐비티 다운 BGA 패키지(300)는 도 3a에서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칩의 액티브

표면(301a)상에 배열된 납땜 볼과 같은 플립 칩 콘택트를 갖는 집적 회로 칩(301)은 삽입 회로(303)의 제1 표면(303a)상

의 금속성 콘택트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삽입 회로(303)의 제2 표면(303b)은 절연 접착제(314)에 의해 패키지의

기저(base)인 평면 보강재(304)에 부착된다. 패키지 윤곽은, 소자에 기계적 지지를 제공하며 대기 또는 부착된 히트 싱크

에의 넓은 열 소모 경로를 제공하는 보강재에 의해 한정된다. 납땜 볼(308)에 의해 보강재상의 삽입 회로(303)에 부착된

프레임(305)은, 패키지 캐비티를 형성하고, 외부 BGA 납땜 볼(306) 콘택트에 대한 지지를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전기적

절연 입자들로 적재된 폴리머인 "언더필(underfill)" 재료(307)는 플립 칩 접속의 작은 납땜 볼(302)을 기계적으로 지지하

고, 삽입 회로와 프레임 간의 납땜 볼(308)을 기계적으로 지지한다. 패키지 캐비티는 폴리머 포팅(potting) 화합물(309)로

채워져 칩 및 상호접속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패키지를 기계적으로 추가 지지한다.

도 3b는 패키지의 밑면, 즉 인쇄 배선 보드에 마주보면서 접속할 표면을 절단한 도면을 도시한다. 도 3b는 본 발명의 캐비

티 다운 BGA내의 패키지 구성요소들 간의 커넥터들의 일부를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고유한 특징

은, 납땜 볼(302)이 플립 칩 집적 회로(301)를 삽입 회로(303)에 기계적이고 전기적으로 접속한다는 것이다. 제2 세트의

납땜 볼(308)은 삽입 회로(303)를 프레임(305)내의 금속 도전성 비아(305a)에 전기적이고 기계적으로 접속한다. 그 결과,

도전성 비아(305a)는 삽입 회로 및 외부 납땜 볼(306) 간의 전기적 콘택트를 제공한다. 프레임과 삽입 회로 간의 납땜 볼

(308)은 납땜 볼(플립 칩 볼)(302)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 반면, BGA의 외부 납땜 볼은 보다 크고, 전형적인 산업 표준을

따른다. 프레임에 대한 플립 칩 및 삽입 회로용 납땜 볼들은 전형적으로 0.04 내지 0.20㎜ 범위의 직경을 갖는 반면, BGA

패키지상의 외부 납땜 볼 콘택트는 0.5 내지 1.25㎜ 범위의 직경을 갖는다.

보강재 및 삽입 회로에 부착된 프레임(305)은 집적 회로 칩용 캐비티를 생성한다. 프레임은 칩보다 두꺼워 패키지가 인쇄

배선 보드에 부착될 때 칩에 대한 간격을 제공한다. 집적 회로 칩은 전형적으로 0.25 내지 0.50㎜의 범위내에 있고, 프레임

두께는 0.3 내지 0.6㎜의 범위내에 있다.

프레임용 코어 재료는 전형적으로 집적 회로 패키징용으로 업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허용가능한 유전 특성 및

도전성 비아용으로 공지된 기술을 갖는 예로는, FR-4, FR-5 및 BT 수지가 있지만, 이러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강재

용으로 바람직한 재료는 열 팽창 계수로 프레임과 호환가능하고, 높은 열 도전율을 갖거나, 또는 열 도전성 비아를 갖는다.

이러한 재료들은, 보호 코팅과의 구리계 합금, 또는 FR-4, FR-5 또는 열적 비아를 갖는 BT 수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

한 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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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캐비티 다운 BGA의 충분한 전기적 라우팅을 추가 설명한다. 삽입 회로는, 다층 기판에 요구되

는 4개 이상의 층에 비해, 단지 두 개의 도전층상에서 특정 경계를 갖는 선택적 평면 및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호, 전원,

및 접지의 라우팅을 용이하게 한다. 도전체의 고유한 라우팅은 다수의 전원 및 접지면을 필요로 하는 집적 회로에 대하여

보다 간단하고 보다 저렴한 패키지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삽입 회로의 한 실시예의 단면도가 도 4a에 도시되어 있고, 비교를 위해 기존 기술의 다층 패키지의 회로 단면도

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서, 집적 회로(500)에의 콘택트는 제1 금속 레벨(501)상에 형성되고 접지면(504)은 BGA

코어(502)의 유전층들 사이에 배치되고, 전원면(503)은 다른 레벨상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501a), 전원

(503a) 및 접지(504a)에의 콘택트는 복수의 비아(505)를 통해 외부 납땜 볼(520)에 형성된다. 외부 납땜 볼은 또 다른 금

속 층(506)상에 있다. 이 레벨들은 신중하게 정렬되어야 하고 평면내의 충분히 큰 개구는 부정확한 평면과의 콘택트를 회

피하도록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접지 콘택트(504a)로부터의 비아는 접지면(504)과 콘택트되지

만, 전원면(503)과 콘택트할 수 없다.

반대로,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소자는 두 개의 도전층만을 갖는다. 칩 중심에 배치된 집적 회로(400)상의

복수의 전원 및 접지 콘택트는 삽입 회로의 제1 도전성 표면상의 대응하는 콘택트 패드에 접속된다. 도전성 비아(405)에

대해 형성된 접지 콘택트(404a)는 다른 경우의 연속적인 도전성 금속 전원면(403)의 개구(405a)에 의해 둘러쌓인다. 비아

(405)는 제2 도전체 표면상의 접지면(404)에 콘택트를 제공한다. 칩의 중심에 대응하는 금속의 넓은 영역은 하나의 전원

면(403)이다.

칩 주변에 보다 근접해서 다른 동작 전압에 대한 제2 세트의 범프 콘택트(402a)는 삽입 회로상의 전원 버스 구조(402)를

상호접속시킨다. 칩 주변에 배치된 신호 콘택트(401a)는 삽입 회로상의 신호 트레이스(401)에 의해 각각의 외부 신호 콘

택트(401b)에 상호접속된다. 접지면에서 프레임상의 외부 접지 납땜 볼 콘택트로의 콘택트는 비아(414)를 통해 프레임

(410)상의 작은 납땜 볼(415)로 형성된다. 단면도에 따르면, 다수의 전원면, 신호, 전원과 접지에 대한 칩 콘택트, 및 외부

커넥터에 대한 콘택트 패드는 단일 레벨의 금속상에 형성되고, 제2 레벨의 금속은 접지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b에는, 삽입 회로의 제1 금속 레벨의 부분적으로 집중된 1/4 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삽입 회로의 중심 영역에는 접지

면에 상호접속시키는 비아(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플립 칩 범프 콘택트(404a), 및 큰 전원면(403)을 위한 플립 칩 콘

택트(403a)가 있다. 큰 전원면(403)은 외부 콘택트 패드(403b)가 배치되어 있는 패키지 코너 각각에 선택적으로 라우팅된

다.

칩(400) 주변에 대응하는 위치 근처에, 신호 콘택트(401a)는 각각의 외부 콘택트 패드(401b)에 상호접속시키는 각각의 트

레이스(401)에 대해 형성된다.

제2 칩 전원에 대해 콘택트(402a)를 갖는 전원 버스(402)는 칩 주변에 신호 콘택트(401a)와 함께 배치된다. 도 4c에서, 신

호 콘택트(401a) 중 비틀린 모양은 칩상의 제2 동작 전원 레벨용 전원 콘택트(402a)이다. 복수의 전원 콘택트(402a)는 제

2 전원면(402c)을 제공하기 위해 신호 트레이스들(401) 간에 차례로 라우팅되는 버스 구조(402)에 라우팅되고, 평면

(402c)용 외부 콘택트(402b)에 라우팅된다. 금속성 전원면의 개구는 신호 상호접속 트레이스를 절연한다. 전원면은 보다

낮은 인덕턴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호 라우트들 사이에 그리고 삽입 회로의 라우팅 한계내에서 최대 가용 영역을 점유하도

록 설계된다.

신호, 전원과 접지로부터의 외부 콘택트는 프레임내의 비아를 통해 외부 납땜 범프(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형성된다.

전원면을 위한 선택적인 영역을 사용하고 복수의 전원 콘택트를 버스화(bus)함으로써, 동일 레벨의 금속상에 다수의 전원

면을 제공하여, 별도의 전원면들을 위한 상이한 동작 전압들을 갖는 집적 회로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프레임, 다음

에 외부 콘택트에 대한 납땜 범프의 고유한 콘택트 시스템이 또한 제1 도전층상에 제공된다. 삽입 회로내에서의 비아는 접

지면에 대한 비아 이외에 필요없다. 전원 및 신호 회로에 보다 근접한 큰 접지면은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상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캐비티 다운 BGA의 특정 실시예는, 신호 및 3.3V 전원으로부터의 제1 세트의 전원 콘택트가 칩 주변에 배치되

는 플립 칩 본딩된 집적 회로를 갖는 약 452 핀의 높은 핀 카운트 소자이다. 칩 중심에 배열된 콘택트는 접지 및 1.8V 전원

으로부터의 제2 세트의 전원 콘택트이다. 납 및 주석을 함유한 복수의 납땜 볼은 칩 콘택트들 사이에 전기적이며 기계적인

콘택트 및 삽입 회로의 제1 표면상의 대응하는 금속성 콘택트 패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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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의 삽입 회로는 양면에 배치된 박막의 구리 상호접속 회로를 갖는, 0.005 내지 0.015인치의 범위내에 있

는 폴리이미드계 막을 포함한 플렉시블 회로이다. 금속은 회로 설계, 및 회로의 비저항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금

속으로 판금된 금속 트레이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안정성을 위하여 포토패터닝된다. 비아는 펀칭되거나 에칭되고, 도전성

금속으로 채워진다. 플렉시블 회로는 TAB 테이프 기술과 동일한 기술 일부를 포함하지만, 보다 두꺼운 플렉시블 막은 충

분히 견고하고 차원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왜곡없이 양측상에서의 금속화를 허용할 수 있다. 고밀도의 상호접속은 플렉시블

회로 기술에 따라 막의 양측상에 실현되는 한편, TAB 상호접속 회로를 갖는 막은 전형적으로 단일 측상에 금속화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삽입 회로의 제1 표면상의 회로는, 도 4b 및 도 4c를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신

호 라우팅, 전원 버스에 대한 복수의 콘택트 및 두개의 넓은 전원면을 포함한다. 납땜 마스크는 상호접속 회로를 피복하고

콘택트 패드를 둘러싼다.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은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제1 표면 접지 콘택트에 콘택트된 구리 금속성의 큰 전원면을 포함한다. 플렉

시블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은 절연 접착제층에 의해 보강재에 부착된다. 보강재는 패키지 베이스이고 0.015 내지 0.05인

치 두께 범위의 구리 클래딩(clad)된 합금으로 구성된다.

BGA 패키지 단자 및 소자의 입력/출력 콘택트에 대응하는 도전성 비아를 갖는 프레임은 복수의 납땜 볼에 의해 가용성 회

로의 제1 표면에 부착된다. 납땜 볼 커넥터는 플립 칩 납땜 볼의 크기 및 조성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프레임은 보강재의

주변내에 배치되어, 삽입 회로의 납땜 볼 및 BGA 패키지의 외부 납땜 볼 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지지부 뿐만 아니라 칩용

캐비티로서 기능한다. 프레임은 0.020 내지 0.030 인치 범위의 두께를 갖고 FR-4 재료로 구성된다.

요변성(thixotropic) 열경화성 폴리머의 언더필 재료는 플립 칩과 프레임을 플렉시블 회로에 접속시키는 작은 납땜 볼을

둘러싼다. 이 재료는 납땜 결합에 대해 열적으로 유도된 응력을 흡수하고, 프레임과 삽입 회로 간의 외부 오염의 침입으로

부터 패키지 에지를 밀봉한다.

패키지 캐비티는 실리카로 채워진 열경화성 에폭시과 같이 포팅 화합물로 채워서 팽창 계수를 약 20PPM로 조절한다.

패키지 구성요소의 일반적인 표현은 도 3a 및 도 3b에 제공되어 있다. 상술된 바람직한 실시예의 특정 패키지의 조립은 다

음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며, 대부분 산업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캐비티 다운 패키지의 플립 칩 집

적 회로의 조립을 위한 간단한 공정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1에서, 보호성 납땜 마스크로 두 개의 패터닝된 도전층을 갖는 플렉시블 삽입 회로(603)의 제2 표면은 보강재(604)

또는 패키지 베이스의 한 면에 정렬되고, 박막의 열경화성 절연 접착제(605)에 의해 부착된다. 접착제는 열처리에 의해 경

화되어 안정한 단일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단계 2에서, 기형성된 납땜 볼(606)의 어레이는 삽입 회로상의 주변 콘택트 패드에 정렬된다. 삽입 회로에 열이 인가되고,

온도는 납땜 볼의 리플로우를 시작하여 수 초 동안에 약 190℃로 적당히 견고하게 납땜을 보유하도록 충분히 상승된다. 열

은 광원 또는 대류 방법에 의해 인가될 수 있다.

부착된 납땜 볼 콘택트를 갖는 집적 회로(600)는 정렬되고 단계 3에서 삽입 회로의 중심부에 있는 콘택트 패드와 콘택트된

다. 열은 광학 시스템 또는 대류 시스템에 의해 공급되어 칩 및 주변 범프 모두의 납땜 범프를 리플로우시킨다.

단계 4에서, 프레임(602)은 보강재 및 납땜 볼을 프레임의 비아에 콘택트시키는 정교한 정렬로 수직 정렬되는 외부 에지로

배치된다. 열이 인가되어 수 초 동안 납땜 볼을 리플로우시키고 프레임을 삽입 회로 및 보강재 쌍에 고정시킨다.

언더필 폴리머 화합물(607)은 제5 공정 단계에서 칩 주변 및 프레임 주변에 인가된다. 화합물은 모든 범프들 간의 공간으

로 흘러가도록 하고, 프레임과 보강재 간의 밀봉을 제공한다. 화합물은 5 내지 15분 동안 약 125℃에서 기계적이고 화학적

으로 안정한 것을 형성하도록 경화된다.

열경화성 퍼팅 화합물(608)은 패키지 캐비티를 채우도록 인가되고, 폴리머는 언더필 화합물의 최종 경화와 동일한 열 사

이클 동안 완전히 경화된다. 150℃에서 30분 동안 경화시키는 대류는 경화 공정을 완료한다.

외부 납땜 범프(609)는 프레임상의 노출된 콘택트에 정렬되며, 열이 인가되어 범프들을 리플로우시키고 집적 회로 패키지

의 조립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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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가 기술된다. 신호 콘택트, 전원 콘택트, 및 접지 콘택트에 대한 전기적 라우팅, 및 다수의

전원면을 갖는 삽입 회로(703)상의 플립 칩 집적 회로(701)는 특정 경계를 갖는 선택적 평면 및 버스를 통해 두 개의 도전

층상에 달성되고, 캐비티 업 BGA(700) 구성으로 패키징된다.

도 7에서, 제1 표면(703a)상의 다수의 전원면 및 제2 표면(703b)상의 접지면을 갖는 도 4b 및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팅을 갖는 삽입 회로(703)는 캐비티 업 BGA 패키지(700)로 삽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GA 패키지(700)는 외부

BGA 납땜 볼 단자(705) 및 위쪽 대향면(704a)상의 콘택트 패드 간의 도전성 비아(704c)를 갖는 보강재 또는 베이스(704)

를 포함한다. 베이스 비아(704c) 및 삽입 회로 비아(703c) 간의 접속은 삽입 회로의 제2 표면(703b)상의 복수의 납땜 볼

(708)에 의해 제공된다. 접지면은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의 중심부를 덮고, 개구는 주변에 신호 및 전원 콘택트에 대한 비아

에 제공된다. 패키지의 내장은 플라스틱의 봉지 또는 베이스에 부착된 보호성 캡(709)에 의해 완성된다.

두 개의 도전성 표면만을 갖는 삽입 회로상의 복잡한 회로의 라우팅은 다수의 패키징 옵션을 허용한다. 저렴하고 표준형

패키지 베이스 및 캡은 삽입 회로에 대해 커스터마이즈된 특정 회로에 적응할 수 있다.

상기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 규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원 발명에 따르면, 삽입 회로의 제1 표면상의 납땜 볼을 갖는 콘택트 패드는 프레임내의 금속성 비아에 대응한다. 납땜

볼은 삽입 회로 및 외부 납땜 볼 콘택트 간의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콘택트를 제공한다. 삽입 회로의 제2 표면은 보강재에

부착된다. 집적 회로상의 플립 칩 볼 이외에도, 보강재 및 프레임 간의 콘택트를 제공하는 작은 볼의 완전성은 유사하지 않

은 패키지 재료들 간의 열적이고 기계적인 응력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언더필 재료에 의해 강화된다. 외부 납땜 볼 단자는

프레임에 접속되고 프레임내의 비아를 통해 플렉시블 회로를 콘택트시킨다. 패키지의 캐비티는 환경적이고 기계적인 보호

를 위하여 폴리머 화합물로 채워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캐비티 업 BGA (볼 그리드 어레이)의 단면도.

도 2는 종래의 TAB 그리드 어레이 패키지(TGA)의 단면도.

도 3a는 본 발명의 플립 칩 캐비티 다운 BGA의 단면도.

도 3b는 본 발명의 플립 칩 캐비티 다운 BGA의 절단한 바닥면을 도시한 도면.

도 4a는 삽입 회로의 상세한 단면도.

도 4b는 신호 콘택트, 전원 콘택트, 및 접지 콘택트와 라우팅, 및 삽입 회로의 한 면상의 제1 전원면을 도시한 도면.

도 4c는 신호 콘택트, 전원 콘택트, 및 접지 콘택트와 라우팅, 및 삽입 회로의 한 면상의 제2 전원면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종래의 다층 BGA 패키지의 단면도.

도 6은 캐비티 다운 플립 칩 BGA 패키지의 조립을 위한 흐름도.

도 7은 두개의 도전체면을 갖는 삽입 회로를 갖춘 캐비티 업 BGA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1: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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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납땜 볼

303: 삽입 회로

303a: 제1 표면

303b: 제2 표면

304: 평면 보강재

305: 프레임

306: 납땜 볼

307: 언더필 재료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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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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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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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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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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