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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갖는 멀티칩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갖는 멀티칩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멀티칩 패키지는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

판의 앞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배선들을 갖는 인쇄회로 기판을 구비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 상에 최하부

플립 칩(lowest flip chip) 및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플립 칩들은 그들의 패드들이 상

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도록(face) 적층된다. 상기 최하부 플립 칩의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1 그룹의 배선들 사

이에 제1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의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2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다른 종래의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의 단점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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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4 내지 도 6의 플립 칩들의 적층 형태(stack configuration)의 일 예(an example)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8 내지 도 12는 도 4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3은 도 5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4는 도 6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갖는 멀티칩 패키지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전자제품들(portable electronic devices)의 크기가 점점 소형화됨에 따라, 상기 휴대용 전자제품들 내에 장

착되는 반도체 패키지들의 크기 또한 작아지고 있다. 또한, 패키지의 용량(capacity)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반

도체 패키지 내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을 탑재시키는 기술, 즉 멀티칩 패키지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멀티칩 패키지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인쇄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1) 상에 하부 칩(3) 및 상부 칩(5)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하부 칩(3)의 뒷면(backside surface)은 접착제(adhesive; 7)를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 기판(1)의 상부면과 접촉하고,

상기 상부 칩(5)의 뒷면은 접착제(9)를 통하여 상기 하부 칩(3)의 상부면과 접촉한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칩(5)의 

폭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부 칩(3)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패드들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하부 칩(3)의 

폭보다 작아야 한다.

상기 하부 칩(3)의 패드들 및 상기 상부 칩(5)의 패드들은 각각 제1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11) 및 제2 그룹의 본딩 와

이어들(15)을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 기판(1)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배선들(13)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도 1에 보여진 멀티 칩 패키지는 상기 하부 칩(3)은 물론 상부 칩(5)을 상기 인쇄회로 기판(1) 상의 배선들(13)에 전

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통상의 본딩 와이어들(15)을 사용한다. 즉, 상기 제2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15)은 상기 

상부 칩(5)보다 높은 레벨에 위치한다. 따라서, 상기 칩들(3, 5)과 아울러서 상기 본딩 와이어들(11, 15)을 봉인시키

기(seal) 위한 성형 수지 화합물(EMC; epoxy molding compound)의 두께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하여, 상

기 본딩 와이어들은 인덕터(inductor) 및 높은 저항체(high resistor)의 역할을 하여 상기 칩들의 고주파 특성(high fr

equency characteristic)을 저하시킨다.

도 2는 다른 종래의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하부 칩 및 상부 칩의 중심부들(central port

ions)을 지나는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인쇄회로 기판(21) 상에 하부 칩(23) 및 상부 칩(25)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상부 칩(25)

은 상기 하부 칩(23)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배치된다. 상기 하부 칩(23)은 상기 상부 칩(25)과 동일한 크기 및 동일

한 기능(function)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하부 칩(23)의 뒷면은 접착체(22)를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 기판(21)의 상부

면과 접촉하고, 상기 상부 칩(25)의 뒷면은 접착제(27)를 통하여 상기 하부 칩(23)의 상부면과 접촉한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칩(25)의 길이는 도 2 및 도 3에 보여진 바와 같이 상기 하부 칩(23)의 폭보다 크다. 따라서, 상기 상부 칩(

25)은 상기 하부 칩(23)과 중첩되지 않는 양 단들, 즉 오버행들(over hangs)을 갖는다.

상기 하부 칩(23)의 양 단들 상에 형성된 패드들은 제1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29)을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 기판(21)

의 가장자리 상에 형성된 제1 그룹의 배선들(31)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상부 칩(25)의 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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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상에 형성된 패드들은 제2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33)을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 기판(21)의 가장자리 상에 형성된 

제2 그룹의 배선들(35)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1 및 제2 그룹들의 본딩 와이어들(29, 33)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도 3에 도시된 통상의 본딩 와이어 헤드(41)가 사용된다. 상기 본딩 와이어 헤드(41)는 본딩 와이어(43)를 홀딩한

다.

상기 본딩 와이어들(29, 33)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헤드(41)는 상기 패드들을 향하여 하강한다. 그 결과, 상기 헤

드(41)에 의해 홀딩된 상기 와이어(43)는 소정의 패드와 접촉한다. 이 경우에, 상기 소정의 패드에 압력이 가해진다. 

특히, 상기 제2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33)을 형성하는 동안, 상기 오버행들은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휘어질 수 

있다. 상기 오버행들의 휨(warpage)은 상기 제2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33)의 접촉불량(contact fail)을 유발시킬 수 

있다. 상기 오버행들의 길이(L)가 증가할수록, 상기 제2 그룹의 본딩 와이어들(33)의 접촉불량은 더욱 증가한다.

한편, 일본공개특허공보 제06-302645호 (Japanese laid-open patent number 06-302645)는 발광소자를 수광소

자에 접속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일본공개특허공보 제06-302645호에 따르면, 수광소자 기판 상에 발광

소자 기판이 탑재된다(mounted). 상기 수광소자 기판은 그 표면에 형성된 수광소자들을 갖고, 상기 발광소자 기판은 

그 표면에 형성된 발광소자들을 갖는다. 상기 발광소자 기판은 상기 발광소자들 및 수광소자들이 서로 대향하도록 상

기 수광소자 기판 상에 탑재된다. 즉, 상기 발광소자 기판은 플립되어 상기 수광소자 기판 상에 위치한다. 상기 수광소

자 기판 및 상기 발광소자 기판 사이에 투명한 스페이서들이 개재된다. 이에 따라, 상기 발광소자들은 상기 수광소자

들과 이격된다. 이에 더하여, 상기 수광소자 기판 상의 배선은 복수개의 적층된 범프들을 통하여 상기 발광소자 기판 

상의 배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종래의 패키지 기술들에도 불구하고, 콤팩트하고 얇은 멀티칩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멀티칩 패키지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두께의 감소에 적합한 멀티칩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멀티칩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갖는 멀티칩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기 멀티칩 패키지는 인쇄회로 기판을 포함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배선들을 갖는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 상에 최하부 플립 칩 및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플립 칩들은 상기 인쇄회로 기 판의 상기 앞면을 향하는(facing) 패드들을 갖는다. 상기 최하부

플립 칩(lowest flip chip)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1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또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2 그룹의 범프

들이 개재된다.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a single stud bump)이다. 또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

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솔

더링 범프(a single soldering bump)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상기 멀티칩 패키지는 인쇄회로 기판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된

하부 플립 칩 및 상부 플립 칩을 포함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제1 그

룹의 배선들 및 제2 그룹의 배선들을 갖는다. 또한, 상기 플립 칩들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을 향하는(facin

g) 패드들을 갖는다. 상기 하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1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

된다. 상기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2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상기 상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은 에폭시 수지(epoxy resin)로 채워진다.

상기 에폭시 수지는 상기 범프들을 밀봉시킨다(seal).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을 가로지르도록 적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된 오버행 을 갖고,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은 상기 오버행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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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보다 큰 면적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상기 멀티칩 패키지는 인쇄회로 기판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

된 하부 플립 칩 및 상부 플립 칩을 포함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제1 

그룹의 배선들 및 제2 그룹의 배선들을 갖는다. 또한, 상기 플립 칩들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을 향하는(fa

cing) 패드들을 갖는다. 상기 하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1 그룹의 범프들이 개

재되고, 상기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제2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상기 플

립 칩들 및 상기 범프들은 에폭시 성형 화합물에 의해 밀봉된다(sealed).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상부 플립 

칩을 덮는다.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을 가로지르도록 적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된 오버행을 갖고,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은 상기 오버행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다.

한편,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보다 큰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상부 플립 칩 상에 다른 하나의 칩이 추가로 적층될 수 있다. 상기 다른 칩은 상기 플립 칩들의 반

대편 표면 상에 형성된 패드들을 갖는다. 이 경우에, 상기 다른 칩의 상기 패드들은 본딩 와이어들을 통하여 상기 인쇄

회로 기판 상의 다른 배선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다른 칩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

을 덮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

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또한,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

들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될 수도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인쇄회로 기판의 앞면 상에 하부 플립 칩(53) 및 상부 플립 칩(71)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인쇄회

로 기판은 평평한 기판(51)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제1 그룹의 배선들(61a)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b)을 포

함한다. 상기 하부 플립 칩(53)은 상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는(facing) 패드들(55)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sim

ilarly), 상기 상부 플립 칩(71) 역시 상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는(facing) 패드들(73)을 포함한다. 즉, 상기 패드들(5

5, 73) 사이의 상기 플립 칩들(53, 71)의 표면에 집적회로들이 배치된다. 상기 패드들(55)은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61a)에 대응하는 지점들에 위치하고, 상기 패드들(73)은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61b)에 대응하는 지점들에 위치한

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부 플립 칩(53)보다 큰 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상기 상부 플립 칩(71)은 상기 하부 플립 칩(53)보다 큰 폭 및/또는 큰 길이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상부 

플립 칩(71)은 상기 하부 플립 칩(53)과 다른 기능(different function)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패드들(55)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61a) 사이에 제1 그룹의 범프들(57)이 개재된다.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a single stud bump)일 수 있다. 상기 스터드 범프(57)는 통상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패드들(55) 

상에 제작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패드들(55)은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을 통하여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61a)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서, 상기 패드들(73)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61b) 사이에 제2 그룹의 범프들이 개재된다. 상기 제2 그룹

의 범프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75)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각 적층된 스터드 

범프들(75)의 개수는 상기 상부 플립 칩(71)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상기 적층된 

스터드 범프들(75) 역시 통상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패드들(73) 상에 제작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alt

ernatively),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솔더링 범프(a single soldering bump; 75a)일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상기 패드들(73)은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을 통하여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61b)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은 에폭시 수지(epoxy resin; 81)로 채워진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뒷면(도 4의 71b)은 노출되고, 상기 범프들(57, 75, 75a) 및 상기 하부 플립 칩(53)은 상기 

에폭시 수지(81)에 의해 밀봉된다(sealed). 이에 더하여, 상기 하부 플립 칩(53)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에 접착

제(adhesive; 59)가 개재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플립 칩들(53, 71) 사이에 접착제(77)가 개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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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립 칩들(53, 71), 상기 범프들(57, 75, 75a) 및 상기 에폭시 수지(81)는 상부 멀티칩 패키지(101a)를 구성한다

.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하부면 상에 하부 멀티칩 패키지(101b)가 추가로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1

01b)는 상기 상부 멀티칩 패키지(101a)와 동일한 형태(same configuration)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르면, 인쇄회로 기판 상에 복수개의 플립 칩들이 탑재된다(mounted). 이에 따

라, 종래의 멀티칩 패키지에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두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는 도 4에 보여진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구조(structu

re) 및 형태(configuration)를 갖는 인쇄회로 기판,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을 포함한다. 상기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은 도 4에 보여진 에폭시 수지(81)와는 다른 형태를 갖는 에폭시 성형 화합물(ep

oxy molding compound; 83)로 완전히 덮여진다. 즉,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뒷면(71b) 역시 상기 에폭시 성형 화

합물(83)로 덮여진다. 이에 더하여, 상기 플립 칩들(53, 71) 사이에 도 4에 보여진 상기 접착제(77)가 개재될 수 있고,

상기 하부 플립 칩(53)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에 도 4에 보여진 상기 접착제(59)가 개재될 수 있다.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83), 상기 플립 칩들(53, 71), 상기 범프들(57, 75, 75a)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103a)를 구성한다. 또한, 

상기 제1 실시예 처럼,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하부면 상에 하부 멀티칩 패키지(103b)가 추가로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103b)는 상기 상부 멀티칩 패키지(103a)와 동일한 형태(same configuration)를 가질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는 도 4에 보여진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구조(structu

re) 및 형태(configuration)를 갖는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을 포함한다. 상기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은 인쇄회로 기판 상에 적층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상기 인쇄회

로 기판의 상기 제1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a, 61b)에 더하여 제3 그룹의 배선들(61c)을 포함한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 상에 다른 하나의 칩(87)이 적층된다. 상기 다른 칩(87)은 상기 플립 칩들(53, 71)의 반대편 

표면 상에 형성된 패드들(89)을 갖는다. 상기 패드들(89)은 본딩 와이어들(91)을 통하여 상기 제3 그룹의 배선들(61c

)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 및 상기 다른 칩(87) 사이에 접착 제(85)가 개재될 수 있다. 상기 플

립 칩들(53, 71), 상기 다른 칩(87), 상기 범프들(57, 75, 75a)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91)은 에폭시 성형 화합물(93)

로 완전히 덮여진다.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93), 상기 플립 칩들(53, 71), 상기 다른 칩(87), 상기 범프들(57, 75, 7

5a)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91)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105a)를 구성한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들 처럼,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하부면 상에 하부 멀티칩 패키지(105b)가 추가로 부착될 수 있다.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105b)는

상기 상부 멀티칩 패키지(105a)와 동일한 형태(same configuration)를 가질 수 있다.

도 7은 도 4 내지 도 6에 보여진 상기 플립 칩들(53, 71)의 적층 형태(stack configuration)의 일 예(an example)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인쇄회로 기판 상부에 하부 플립 칩(53)이 적층되고, 상기 하부 플립 칩(63) 상부에 상부 플립 칩(7

1)이 적층된다. 상기 하부 플립 칩(53) 및 상부 플립 칩(71)은 모두 평면도로부터 보여질 때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길이는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폭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

립 칩(71)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적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양 단들은 상기 하부 플립 칩(53)과 중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부 플립 칩(71)의 양 

단들은 오버행들(overhangs)이라 불리운다.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은 상기 오버행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

들(61b)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오버행들을 지지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멀티칩 패키지의 제조방법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8 내지 도 12는 도 4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8을 참조하면, 패드들(55)을 갖는 제1 칩(53)을 준비한다. 상기 패드들(55) 상에 통상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

하여 제1 그룹의 범프들(57)을 형성한다.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a single stud bum

p)일 수 있다.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은 금(Au) 와이어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인쇄회로 기판을 준비한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평평한 기판(51) 및 상기 기판(51)의 앞면 상에 

형성된 제1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a, 61b)을 포함한다.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61a)의 단부들(ends)은 각각 상기 

패드들(55), 즉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에 대응하는 지점들에 위치한다. 상기 기판(51) 상에 상기 제1 그룹의 범

프들(57)을 갖는 상기 제1 칩(53)을 탑재시킨다(mount). 이 경우에, 상기 제1 칩(53)은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



공개특허 10-2005-0001159

- 6 -

이 상기 기판(51)을 향하도록 플립된다. 즉, 상기 제1 칩(53)은 하부 플립 칩에 해당한다. 또한, 상기 하부 플립 칩(53)

은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이 각각 그에 대응하는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61a)에 접촉되도록 정렬된다. 이어서, 

초음파 칩 본딩 장비(ultrasonic chip bonding apparatus)를 사용하여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 및 상기 제1 그룹

의 배선들(61a)을 서로 본딩시킨다. 이 경우에,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은 금(Au)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a) 은 금(Au)으로 코팅된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제1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a)로서 구

리배선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상기 구리배선들은 니켈로 도금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니켈막의 표면은 금으로 도

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61a) 사이의 성공적인 접촉 

및 본딩을 위함이다.

한편,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상기 하부 플립 칩(53)을 탑재시키기 전에,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에 접착제(59)를 공

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접착제(59)는 상기 하부 플립 칩(53)이 탑재 및 본딩되는 동안 상기 하부 플립 칩(53

)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그 결과, 상기 하부 플립 칩(53)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접착력

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패드들(73)을 갖는 제2 칩(71)을 준비한다. 상기 제2 칩(71)은 상기 하부 플립 칩(53)보다 넓은 평

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패드들(73) 상에 통상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하여 제2 그룹의 범프들(75)을 

형성한다.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의 각각은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을 적층시키어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은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보다 높도록 형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

75)의 높이는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의 높이 및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두께의 합(sum)보다 커야 한다. 이와

는 달리,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의 각각은 상기 적층된 스터드 범프들 대신에 단일 솔더링 범프(a single solderi

ng bump; 75a)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단일 솔더링 범프(75a)의 높이 역시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57

)의 높이 및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두께의 합(sum)보다 커야 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을 갖는 상기 제2 칩(71)을 상기 인쇄회로 기판, 즉 상기 하

부 플립 칩(53) 상에 탑재시킨다(mount). 이 경우에, 상기 제2 칩(71)은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이 상

기 기판(51)을 향하도록 플립된다. 즉, 상기 제2 칩(71)은 상부 플립 칩에 해당한다. 또한, 상기 상부 플립 칩(71)은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이 각각 그에 대응하는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61b)에 접촉되도록 정렬된다. 

이어서, 초음파 칩 본딩 장비(ultrasonic chip bonding apparatus)를 사용하여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61b)을 서로 본딩시킨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이 상기 하부 플립 칩(53)과 동일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질 때, 상기 상부 플립 칩(71)은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하부 플립 칩(53)을 가로지르도록 탑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양 단들은 오버행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오버행들은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75 

또는 75a)에 의해 지지된다. 다시 말해서, 상기 오버행들 상에 본딩 와이어들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상기 본딩 와이어들을 형성하는 동안 상기 본딩 와이어들의 접촉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근

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하부 플립 칩(53) 상에 상기 상부 플립 칩(71)을 탑재시키기 전에, 상기 하부 플립 칩 상에 접착제(77)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접 착제(77)는 상기 상부 플립 칩(71)이 탑재 및 본딩되는 동안 상기 상부 플립 칩(

71) 및 상기 하부 플립 칩(53)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그 결과, 상기 플립 칩들(53, 71) 사이의 접착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접착제(53, 77)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휨(warpage)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휨은 상기 하부 플립 칩(53) 상에 형성되는 폴리이미드막(polyimide layer)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상기 하부 플립 칩(53)에 인가되는 스트레스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상기 

플립 칩들(53, 77) 사이의 공간과 아울러서 상기 하부 플립 칩(53) 하부의 공간을 채우는 접착제(59, 77)를 채택함으

로써 상기 하부 플립 칩(53)의 휨을 억제시킬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상부 플립 칩(71)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에폭시 수지(epoxy resin; 81)로 채

운다. 상기 에폭시 수지(81)는 노즐(79)을 통하여 공급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하부 플립 칩(53), 범프들(57, 75, 75a)

은 상기 에폭시 수지(81)에 의해 밀봉된다. 이 경우에, 상기 상부 플립 칩(71)의 뒷면(도 4의 71b 참조)은 노출된다. 

상기 에폭시 수지(81),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101a)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실시예에 따르면,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적층시키어 형성하므로, 패키지의 두께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적층된 칩들은 범프들을 통하여 인쇄회로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본 실시예는 높은 

기생 인덕턴스 및 높은 저항을 갖는 종래의 본딩 와이어들을 형성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따라서, 고속 소자(fast

device)에 적합한 패키지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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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도 5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도 8 내지 도 11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인쇄회로 기판 상에 하부 플립 칩(53)

및 상부 플립 칩(71)을 차례로 적층시킨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앞면 상에 상기 플립 칩들(53, 71) 및 상기 범프들(

57, 75)을 밀봉시키는 에폭시 성형 화합물(83)을 형성한다.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83)은 상기 상부 플립 칩(71)을 

완전히 덮도록 형성된다.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83), 플립 칩들(53, 71) 및 범프들(57, 75, 75a)은 상부 멀티칩 패

키지(103a)를 구성한다.

본 실시예 역시 복수개의 플립 칩들을 적층시키는 방법을 채택하므로, 고속 소자에 적합한 패키지를 형성할 수 있다.

도 14는 도 6에 보여진 멀티칩 패키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도 8 내지 도 11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인쇄회로 기판 상에 하부 플립 칩(53)

및 상부 플립 칩(71)을 차례로 적층시킨다. 상기 인쇄회로 기판은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 설명된 인쇄회로 기판

의 제1 및 제2 그룹의 배선들(61a, 61b)에 더하여 제3 그룹의 배선들(61c)을 포함한다. 상기 상부 플립 칩(71) 상에 

다른 하나의 칩(87)을 탑재시킨다. 상기 다른 칩(87)은 상기 플립 칩들(53, 71)의 반대편 표면 상에 형성된 패드들(89

)을 갖는 다. 상기 다른 칩(87)을 탑재시키기 전에 상기 상부 플립 칩(71) 상에 접착제(85)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다른 칩(87)은 상기 접착제(85)를 통하여 상기 상부 플립 칩(71)에 고정될 수 있다.

통상의 와이어 본딩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패드들(89) 및 상기 제3 그룹의 배선들(61c)을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

는 본딩 와이어들(91)을 형성한다. 이 경우에, 상기 다른 칩(87)은 상기 플립 칩들(53, 71)에 비하여 느린 동작 속도(s

low operation speed)를 갖는 저속 소자(slow device)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저속 소자와 고속 소

자를 갖는 멀티칩 패키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계속해서,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앞면 상에 상기 플립 칩들(53, 71), 다른 칩(87), 범프들(57, 75) 및 본딩 와이어들(9

1)을 밀봉시키는 에폭시 성형 화합물(93)을 형성한다.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93), 플립 칩들(53, 71), 다른 칩(87),

범프들((57, 75) 및 본딩 와이어들(91)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105a)를 구성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인쇄회로 기판 상에 복수개의 플립 칩들이 적층된다. 따라서, 대용량

(large capacity) 패키지의 구현에 있어서, 개선된 동작 속도 및 감소된 두께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배선들을 갖는 인쇄회로 기판;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상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는(facing) 패드들을 갖는 최하부 

플립 칩 및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플립 칩들;

상기 최하부 플립 칩(lowest flip chip)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1 그룹의

범프들;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배선들중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2 그룹의 범프

들을 포함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a single stud bum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솔더링 범프(a single soldering bum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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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a plurality of stud bumps)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중 최상부 플립 칩(topmost flip chip)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에폭시 수지(epox

y resin)를 더 포함하되, 상기 에폭시 수지, 상기 플립 칩들 및 상기 범프들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 사이의 공간들과 아울러서 상기 최하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접착제(

adhesive)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뒷면 상에 형성된 하부 멀티칩 패키지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상부 멀

티칩 패키지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 및 상기 범프들을 밀봉시키는(sealing) 에폭시 성형 화합물(epoxy molding compound)을 더 포함하

되,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플립 칩들중 최상부 플립 칩(topmost flip chip)을 덮고,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

물, 상기 플립 칩들 및 상기 범프들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 사이의 공간들과 아울러서 상기 최하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접착제(

adhesive)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뒷면 상에 형성된 하부 멀티칩 패키지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상부 멀

티칩 패키지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중 최상부 플립 칩 상에 적층되되, 상기 플립 칩들의 반대편 표면(opposite surface) 상에 형성된 패드

들을 갖는 다른 하나의 칩; 및

상기 다른 칩의 상기 패드들을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의 상기 배선들중 제3 그룹의 배선들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본딩 와이어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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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립 칩들, 상기 다른 칩, 상기 범프들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을 밀봉시키는(sealing) 에폭시 성형 화합물(epoxy

molding compound)을 더 포함하되,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다른 칩을 덮고,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 상기

플립 칩들, 상기 다른 칩, 상기 범프들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은 상부 멀티칩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들 사이의 공간들, 상기 최하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 및 상기 최상부 플립 칩 및 

상기 다른 칩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접착제(adhesive)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뒷면 상에 형성된 하부 멀티칩 패키지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부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상부 멀

티칩 패키지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5.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제1 그룹의 배선들 및 제2 그룹의 배선들을 갖는 인쇄회로 기판;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상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는(facing) 패드들을 갖는 하부 플

립 칩 및 상부 플립 칩;

상기 하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1 그룹의 범프들;

상기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2 그룹의 범프들; 및

상기 상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에폭시 수지(epoxy resin)을 포함하는 멀티칩 패키

지.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솔더링 범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a plurality of stud bumps)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 및 상기 하부 플립 칩 사이의 공간과 아울러서 상기 하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

간을 채우는 접착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을 가로지르도록 적층되어 상기 하부 플립 칩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된 오버

행을 갖고,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은 상기 오버행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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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칩 패키지.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보다 큰 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2.
평평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앞면에 형성된 제1 그룹의 배선들 및 제2 그룹 의 배선들을 갖는 인쇄회로 기판;

상기 인쇄회로 기판의 상기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상기 인쇄회로 기판을 향하는(facing) 패드들을 갖는 하부 플

립 칩 및 상부 플립 칩;

상기 하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1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1 그룹의 범프들;

상기 상부 플립 칩의 상기 패드들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제2 그룹의 범프들; 및

상기 플립 칩들 및 상기 범프들을 밀봉시키는 에폭시 성형 화합물을 포함하되,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상부 

플립 칩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스터드 범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단일 솔더링 범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스터드 범프들(a plurality of stud bumps)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 및 상기 하부 플립 칩 사이의 공간과 아울러서 상기 하부 플립 칩 및 상기 인쇄회로 기판 사이의 공

간을 채우는 접착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 상에 적층되되, 상기 플립 칩들의 반대편 표면 상에 형성된 패드들을 갖는 다른 하나의 칩; 및

상기 다른 칩의 상기 패드들을 상기 인쇄회로 기판 상의 다른 배선들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본딩 와이어들을 더 

포함하되, 상기 에폭시 성형 화합물은 상기 다른 칩 및 상기 본딩 와이어들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 및 상기 다른 칩 사이에 개재된 접착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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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을 가로지르도록 적층되어 상기 하부 플립 칩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된 오버

행을 갖고, 상기 제2 그룹의 범프들은 상기 오버행 및 상기 제2 그룹의 배선들 사이에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

티칩 패키지.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플립 칩은 상기 하부 플립 칩보다 큰 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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