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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변압기 또는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들

(57) 요약

변압기 또는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들이 제공된다.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패키지 보드 및 상기 패키지 보드 상

에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을 구비한다. 상기 반도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

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open loop-shaped chip line)을 구비한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은 코넥터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코넥터들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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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패키지 보드;

상기 패키지 보드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그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open loop-shaped) 칩 배선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어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과 함께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하는 코넥터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lowest chip)은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planar type ground shield)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

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재배치된 금속 배선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은 차례로 적층된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

형 칩 배선,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각각 제

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이고,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은 각각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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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

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를 더 포함

하되,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제1 코넥터; 및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제2 코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코넥터는 상기 제2 반도체 기판을 관통하는 제1 금속 플러그이고, 상기 제2 코넥터는 상기 제3 반도체 기판을 관

통하는 제2 금속 플러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1.

벌크 영역 내에 또는 표면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을 구비하되,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은 제1 및 제2 단부

들을 갖는 패키지 보드;

상기 패키지 보드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그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open loop-shaped) 칩 배선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및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어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과 함께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하는 코넥

터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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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코넥터들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재배치된 금속 배선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은 차례로 적층된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

형 칩 배선,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각각 제

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이고,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은 각각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

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를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신호패드 코넥터;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1 코넥터;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자를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제2 코넥터; 및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자를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제3 코넥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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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패드 코넥터는 상기 제1 반도체 기판을 관통하는 신호패드 금속 플러그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내지 제3 코넥터들

은 각각 상기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제1 내지 제3 금속 플러그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19.

앞면 및 뒷면을 갖는 패키지 보드;

상기 패키지 보드의 앞면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그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open loop-shaped) 칩 배선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상부 반도체 칩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어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과 함께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하는 코넥터들; 및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기 뒷면 상에 탑재된(mounted) 하부 반도체 칩을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반도체 칩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

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를 관통하는 보드 플러그를 통하여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보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벌크 영역 내에,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기 앞면 상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

기 뒷면 상에 제공된 평판형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 및 상기 하부

반도체 칩과 중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반도체 칩은 플립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칩은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재배치된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패키지 보드 사이

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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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플립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5.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패키지 보드들;

상기 패키지 보드들 상에 각각 탑재되되, 그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어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과 함께 나선형의 안테나를 구성하는 코넥터들을 포함하는 멀티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보드들중 최하부 보드 상에 탑재된 최하부 반도체 칩은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적층 패키지.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은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

선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적층 패키지.

청구항 28.

패키지 보드;

상기 패키지 보드 상에 차례로 적층되되, 그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open loop-shaped) 칩 배선을 구비하는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중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topmost open loop-shaped chip line)의 상기 제1 단부,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중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lowest open loop-shaped chip line)의 상기 제2 단부, 및 상기 최

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사이의 중간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intermediate open

loop-shaped chip lines)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어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과 함께 나선형

의 코일(spiral coil)을 구성하는 제1 그룹의 코넥터들; 및

상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나선형 코일과 함께 변압기(transformer)

의 유도 코일(induction coil)을 구성하는 제2 그룹의 코넥터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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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그룹들의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칩들의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의 제1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

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제2 그룹의 코넥터들을 통하여 상기 최하부 칩의 제2 패드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 보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벌크 영역 내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표면 상에 제공되어 제1 단부 및 제2 단

부를 갖는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을 더 포함하되,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

부 칩의 제1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

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제2 그룹의 코넥터

들을 통하여 상기 최하부 칩의 제2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패키지.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변압기 또는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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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패키지들의 크기 또한 작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반도체 패키지들의 용량(capacity)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 내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을 탑재시키는 패키지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패키지 기술은

멀티칩 패키지(multi chip package; MCP) 기술, 다중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 MSP) 기술 및 시스템 패키지

(system in package; SIP)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인접한 반도체 패키지들 사이의 무선 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을 위하여 상기 반도체 패키지들

의 각각은 안테나를 구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안테나의 성능은 상기 안테나의 길이 및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기 안테나의 길이가 증가되

어야 한다. 즉, 상기 안테나의 저주파 특성(low frequency characteristic)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안테나의 길이가

증가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카드 내에 장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반도체 패키지들

은 외부의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되는 외부 전력에 의해 유도되는 내부 전력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

(solenoid coil)로 이루어진 변압기를 구비할 수 있다. 즉, 상기 IC 카드가 외부 시스템의 단말 장치(terminal unit)에 접촉

될 때, 상기 IC 카드 내의 반도체 패키지들은 그에 장착된 변압기를 통하여 적절한 내부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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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들이 미국특허 제6,686,649호 및 미국특허 5,023,624호에 각각 매튜스 등

(Mathews et al.) 및 헤카만 등(Heckaman et al.)에 의해 "보호체 및 안테나를 갖는 멀티칩 반도체 패키지(Multi-chip

semiconductor package with integral shield and antenna)" 및 "외부를 덮도록 장착된 안테나 요소를 갖는 고주파 칩 캐

리어 패키지(Microwave chip carrier package having cover-mounted antenna element)"라는 제목으로 개시된 바 있

다. 매튜스 및 헤카만에 따르면, 패키지 기판 상에 탑재된(mounted) 반도체 칩을 둘러싸도록 접지 쉴드(ground shield)가

제공되고, 상기 접지 쉴드 상부에 안테나가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를 통하여 고주파 신호가 수신되거나 송신될지

라도,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반도체 칩의 내부 신호 및 상기 송/수신 신호(transceiving signal) 사이의 전자기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튜스 및 헤카만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들은 상기 안테나 및

접지 쉴드가 반도체 칩을 둘러싸는 패키지의 외부에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 및 접지 쉴드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

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패키지 크기(package size)의 증가 없이 고주파 신호는 물론 저주파 신호의 송/수

신에 적합한 고성능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패키지 크기의 증가 없이 변압기의 유도 코일의 권선 수를 증가시키기에 적

합한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안테나를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가 제공한다.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패키지 보드 및 상기 패

키지 보드 상에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을 구비한다. 상기 반도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open loop-shaped chip line)을 구비하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은 코넥터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및 상기 코넥터들은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lowest chip)은 평판형 접지 쉴드(planar type gorund shield)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사

이에 개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

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재배치된 금속 배선들(redistributed metal lines)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은 차례로 적층된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열

린 루프형 칩 배선은 각각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에 해당한다. 또한,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은 각각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에

해당한다.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는 상

기 제1 반도체 칩의 접지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이 상기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

을 포함하는 경우에,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1 코넥터 및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2 코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코넥터는 상기 제2 반

도체 기판을 관통하는 제1 금속 플러그일 수 있고, 상기 제2 코넥터는 상기 제3 반도체 기판을 관통하는 제2 금속 플러그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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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을 갖는 패키지 보드를 구비한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은 상기 패키지 보드의 벌크 영역 내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표면 상에 제공된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패키지 보드 상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반도

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을 포함한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

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

기 제2 단부들은 코넥터들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및

상기 코넥터들은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상기 최하부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코넥터들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

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재배치된 금속 배선들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은 차례로 적층된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열

린 루프형 칩 배선은 각각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에 해당하고, 상기 제1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은 각각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에 해당

한다. 상기 제1 반도체 칩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코넥터들은 상기 송/

수신 신호 패드를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신호패드 코넥터, 상기 열린 루

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를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1 코넥터,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자를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제2 코넥터 및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자를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자에 전기

적으로 접속시키는 제3 코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신호패드 코넥터는 상기 제1 반도체 기판을 관통하는 신호패드 금

속 플러그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제1 내지 제3 코넥터들은 각각 상기 제1 내지 제3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제1 내지

제3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앞면 및 뒷면을 갖는 패키지 보드를 구비한다. 상기 패키지 보드

의 상기 앞면 상에 복수개의 상부 반도체 칩들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

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부들은 코넥터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열린 루프

형 칩 배선들 및 상기 코넥터들은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를 구성한다.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기 뒷면 상에 하부

반도체 칩이 탑재된다(mounted).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상기 하부 반도체 칩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송/수신 신호 패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를 관통하는 보드 플러그를 통하여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패키지 보드는 평판형 접지 쉴

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벌크 영역 내에,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기 앞면 상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상기 뒷면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 및 상기 하

부 반도체 칩과 중첩할 수 있다. 상기 하부 반도체 칩은 플립 칩일 수 있다. 상기 플립 칩은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재배치된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플립 칩의 상기 접지 쉴드는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패키지 보드 사이에 제공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상부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은 플립 칩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멀티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일 수 있다. 상기 멀티 적

층 패키지는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패키지 보드들을 구비한다. 상기 패키지 보드들 상에 각각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이

탑재된다. 상기 반도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을 포함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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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상기 제1 단부들 및 상기 제2 단

부들은 코넥터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및 상기 코넥터들은 나선형의 안테나를 구성한

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상기 패키지 보드들중 최하부 보드 상에 탑재된 최하부 반도체 칩은 송/수신 신호 패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는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은 상기 최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상기 최

하부 반도체 칩의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변압기의 유도 코일을 갖는 반도체 패키지가 제공된다. 상기 반도체 패키지는 패키지 보

드 및 상기 패키지 보드 상에 차례로 적층된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을 구비한다. 상기 반도체 칩들의 각각은 반도체 기판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을 구비하고,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중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topmost open loop-shaped chip line)의 상기 제1 단부,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중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lowest open loop-shaped chip line)의 상기 제2 단부, 및 상

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 및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 사이의 중간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intermediate

open loop-shaped chip lines)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은 제1 그룹의 코넥터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1

그룹의 코넥터들 및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은 나선형의 코일(spiral coil)을 구성한다. 상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

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제2 그룹의 코넥터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2 그룹의 코넥터들 및 상기 나선형 코일은 변

압기(transformer)의 유도 코일(induction coil)을 구성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상기 제1 및 제2 그룹들의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칩들의 상기 반도체 기판들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의 제1 패드에 전기

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제2 그룹의 코넥터들을 통하여 상기 최

하부 칩의 제2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패키지 보드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벌크 영역 내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의 표면 상에 제공된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은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다. 상기 열린 루

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1 단부는 상기 반도체 칩들중 최하부 칩의 제1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열린 루

프형 보드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최하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1 단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최상부 열린 루프형 칩 배선의 상기 제2 단부는 상기 제2 그룹의 코넥터들을 통하여 상기 최하부 칩의 제2 패드에 전

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어지

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된 내용이 철저

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도 1에 보여진 멀티 칩 패키지의 헬리클

안테나(helical antenna) 및 접지 쉴드(ground shield)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패키지 보드(PB1) 상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예를 들면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C1, C2,

C3)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패키지 보드(PB1)는 앞면(fornt surface; 1FS) 및 뒷면(backside surface; 1BS)를 갖는 몸

체(1)를 구비한다. 이에 더하여, 상기 패키지 보드(PB1)는 상기 앞면(1FS) 상에 배치된 제1 내지 제3 상부 보드 배선들

(first to third upper board lines; 3a, 3b, 3c) 및 상기 뒷면(1BS) 상에 배치된 제1 내지 제3 하부 보드 배선들(5a, 5b,

5c)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3 상부 보드 배선들(3a, 3b, 3c)은 각각 상기 몸체(1)를 관통하는 제1 내지 제3 보

드 플러그들(도시하지 않음)을 통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하부 보드 배선들(5a, 5b, 5c)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

기 제1 내지 제3 하부 보드 배선들(5a, 5b, 5c)은 각각 복수개의 볼들(53)과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C1, C2, C3)은 상기 패키지 보드(PB1)의 앞면(1FS) 상에 적층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

체 칩(C1)은 제1 반도체 기판(61), 상기 제1 반도체 기판(61)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63), 및 상기 층간절연막(63) 상에

배치된 복수개의 하부 칩 패드들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하부 칩 패드들은 제1 및 제2 하부 칩 패드들(65a, 65b)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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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상기 제1 및 제2 하부 칩 패드들(65a, 65b)을 덮도록 상기 층간절연막

(63) 상에 제공된 하부 절연막(67), 상기 하부 절연막(67) 상에 배치된 복수개의 상부 칩 패드들, 및 상기 상부 칩 패드들을

덮도록 상기 하부 절연막(67) 상에 제공된 상부 절연막(71)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상부 칩 패드들은 제1 및 제2 상부 칩

패드들(69a, 69b)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상부 칩 패드들(69a, 69b)은 각각 상기 하부 절연막(67)을 관통하는

비아 홀들을 통하여 상기 제1 및 제2 하부 칩 패드들(65a, 65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제1 반도

체 칩(C1)은 상기 상부 절연막(71) 상에 제공된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open loop-shaped chip line; 73LP)을 포함한

다. 즉,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73LP)은 제1 및 제2 단부들(73c, 73d)을 갖는다.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73LP)은 재배치된 금속배선(redistributed metal line)일 수 있다.

상기 제1 하부 칩 패드(65a)가 송/수신 신호 패드(transceiving signal pad)인 경우에, 상기 제1 하부 칩 패드(65a)는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73LP)의 상기 제1 단부(73c)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상부 절연막(71) 상에 본딩 패드

(73b)가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73b)는 상기 상부 절연막(71)을 관통하는 비아 홀을 통하여 상기 제2 상

부 칩 패드(69b)와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이 와이어 본딩 칩인 경우에, 상기 본딩 패드(73b)는 제1 본딩 와이어(49a)를 통하여 상기 제1 상

부 보드 배선(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73b)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1 본딩 와이어(49a)

는 상기 제2 상부 칩 패드(69b)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제1 접착제(adhesive; 8)를 통하여 상

기 패키지 보드(PB1)의 앞면(1FS)과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2 반도체 칩(C2)은 제2 접착제(21)를 통하여 상기 제1 반도체 칩(C1)과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2 반도체 칩(C2)

은 제2 반도체 기판(23), 상기 제2 반도체 기판(23)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25), 및 상기 층간절연막(25)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칩 패드들(27a, 27b)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2 반도체 칩(C2)은 상기 칩 패드들(27a, 27b)을 덮도

록 상기 층간절연막(25) 상에 형성된 절연막(29) 및 상기 절연막(29) 상에 배치된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를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은 제1 및 제2 단부들(33c, 33d)을 갖는다.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

(33LP) 역시 재배치된 금속배선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제2 반도체 칩(C2)은 상기 절연막(29)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33a, 33b)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33a, 33b)은 각각 상기 절연막(29)을 관통하

는 비아 홀들을 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칩 패드들(27a, 27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의 상기 제1 단부(33c)는 제1 코넥터(31)를 통하여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73LP)의 상기 제2 단부(73d)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1 코넥터(31)는 도 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상기 제2 반도체

기판(23)을 관통하는 제1 금속 플러그일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33a, 33b)은 제2 본딩 와이어들(49b)을 통하여 상기 제2 상부 보드 배선들(3b)에 전기적으

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33a, 33b)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2 본딩 와이어들(49b)은 상기

제1 및 제2 칩 패드들(27a, 27b)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제3 접착제(35)를 통하여 상기 제2 반도체 칩(C2)과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3 반도체 칩(C3)

은 상기 제2 반도체 칩(C2)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즉,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제3 반도체 기판(37), 상기 제3

반도체 기판(37)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39), 및 상기 층간절연막(39)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칩 패드들(41a, 41b)을 포

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상기 칩 패드들(41a, 41b)을 덮도록 상기 층간절연막(39) 상에 형성

된 절연막(43) 및 상기 절연막(43) 상에 배치된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은 제1 및 제2 단부들(47c, 47d)을 갖는다.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 역시 재배치된 금속배선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상기 절연막(43)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47a, 47b)을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47a, 47b)은 각각 상기 절연막(43)을 관통하는 비아 홀들을 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칩 패드들(41a, 41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의 상기 제1 단부(47c)는 제2 코넥터(45)를 통하여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

(33LP)의 상기 제2 단부(33d)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2 코넥터(45)는 도 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상기 제3 반도체

기판(37)을 관통하는 제2 금속 플러그일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47a, 47b)은 제3 본딩 와이어들(49c)을 통하여 상기 제3 상부 보드 배선들(3c)에 전기적으

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본딩 패드들(47a, 47b)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3 본딩 와이어들(49c)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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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칩 패드들(41a, 41b)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C1, C2, C3) 및 상기 제1 내지 제

3 본딩 와이어들(49a, 49b, 49c)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폭시 성형 화합물(epoxy molding compound; 51)로 밀봉

(encapsulate)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73LP, 33LP, 47LP), 상기 제1 코넥터(31) 및 상기 제

2 코넥터(45)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65a)에 접속된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 즉 헬

리클 안테나(helical antenna)를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61) 내에 형성된 고주파 회로(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MMIC)를 갖는 칩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MMIC 칩이 동작하는 동안 상기 MMIC 칩으로부터 전자파 신호

(electromagnetic wave signal)이 생성될 수 있고, 상기 전자파 신호는 상기 안테나의 송/수신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의 성능이 상기 제1 반도체 칩(C1)으로부터의 전자파 신호에 기인하여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61) 및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73LP) 사이에 개재된 평판형

접지 쉴드(planar type ground shield; 69g)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69g)는 상기 하부 절

연막(67) 및 상기 상부 절연막(71)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69g)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반도체 기판(61)과 중첩하도록 큰 면적을 갖는 접지 플레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69g)는 상기 층

간절연막(65g) 상에 배치된 접지 칩 패드(65g)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4는 도 3에 보여진 멀티 칩 패키지의 헬리

클 안테나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패키지 보드(PB2) 상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들, 예를 들면 제1 내지 제3 반도체 칩들(C1', C2',

C3')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제2 및 제3 반도체 칩들(C2', C3')은 각각 도 1에 보여진 상기 제2 및 제3 반도체 칩들(C2,

C3)과 동일한 구조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components)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및 제3 반도체

칩들(C2', C3')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패키지 보드(PB2)는 도 1에 보여진 상기 패키지 보드(PB1)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패키지

보드(PB2)는 도 1에 보여진 상기 패키지 보드(PB1)의 몸체(1), 제1 내지 제3 상부 보드 배선들(3a, 3b, 3c), 제1 내지 제3

하부 보드 배선들(5a, 5b, 5c) 및 볼들(53)에 더하여 상기 앞면(1FS)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보드 패드들(3d, 3e) 및 상기

몸체(1) 내에 배치된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open loop-shaped board line; 7LP)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 역시 제1 단부(7a) 및 제2 단부(7b)를 구비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은 상기 몸체(1)의 앞면(1FS) 또는 뒷면(1BS)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이 상기 몸체(1)의 앞면(1FS) 상에 배치되는 경우에,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

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7a, 7b)은 각각 상기 제1 및 제2 보드 패드들(3d, 3e)에 상응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열

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이 상기 몸체(1)의 벌크 영역 내에 또는 상기 몸체(1)의 뒷면(1BS) 상에 배치되는 경우에,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의 상기 제1 및 제2 단부들(7a, 7b)은 각각 상기 제1 및 제2 보드 패드들(3d, 3e)에 전기적으

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상기 패키지 보드(PB2)의 앞면(1FS) 상에 적층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제1 반

도체 기판(9), 상기 제1 반도체 기판(9)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11), 및 상기 층간절연막(11) 상에 배치된 복수개의 칩 패

드들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칩 패드들은 제1 및 제2 칩 패드들(13a, 13b)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1 반도

체 칩(C1')은 상기 제1 및 제2 칩 패드들(13a, 13b)을 덮도록 상기 층간절연막(11) 상에 제공된 절연막(15), 상기 절연막

(15) 상에 배치된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open loop-shaped chip line; 19LP)을 포함한다. 즉,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은 제1 및 제2 단부들(19c, 19d)을 갖는다.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은 재배치된 금속배선

(redistributed metal line)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은 상기 절연막(15) 상에 배치된 본딩 패드

(19b)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19b)는 상기 절연막(15)을 관통하는 비아 홀을 통하여 상기 제2 칩 패드(13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칩 패드(13a)가 송/수신 신호 패드(transceiving signal pad)인 경우에, 상기 제1 칩 패드(13a)는 국부배선(local

line; 19a) 및 신호패드 코넥터(17a)를 통하여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의 상기 제1 단부(7a)에 전기적으로 접속

될 수 있고,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의 상기 제1 단부(19c)는 제1 코넥터(17b)를 통하여 상기 열린 루프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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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배선(7LP)의 상기 제2 단부(7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국부배선(19a)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절

연막(15) 상에 배치된 금속배선일 수 있고, 상기 신호패드 코넥터(17a) 및 상기 제1 코넥터(17b)는 상기 제1 반도체 기판

(9)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이 와이어 본딩 칩인 경우에, 상기 본딩 패드(19b)는 도 1에 보여진 실시예의 상기 제1 본딩 와이

어(49a)를 통하여 상기 제1 상부 보드 배선(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19b)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에, 상기 제1 본딩 와이어(49a)는 상기 제2 칩 패드(13b)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제2 반도체 칩(C2')은 상기 제1 반도체 칩(C1') 상에 적층된다. 상기 제2 반도체 칩(C2')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의

상기 제2 반도체 칩(C2)와 동일한 칩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의 상기 제1 단부(33c)는 제

2 코넥터(31')를 통하여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의 상기 제2 단부(19d)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2 코넥터(31')는 도 1에 보여진 실시예처럼 상기 제2 반도체 기판(23)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일 수 있다.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상기 제2 반도체 칩(C2') 상에 적층된다. 상기 제3 반도체 칩(C3')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의

상기 제3 반도체 칩(C3)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의 상기 제1 단부

(47c)는 제3 코넥터(45')를 통하여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의 상기 제2 단부(33d)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3 코넥터(45')는 도 1에 보여진 실시예처럼 상기 제3 반도체 기판(37)을 관통하는 금속 플러그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19LP, 33LP, 47LP) 및 상기 코

넥터들(17a, 17b, 31', 45')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3a)에 접속된 나선형의 안테나(spiral

antenna), 즉 헬리클 안테나(helical antenna)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패키지 보드(PB2)의 내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PB2) 상에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3a)에 전

기적으로 접속된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이 제공된다. 그 결과, 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의 안테나의 길이가

도 1 및 도 2에 보여진 실시예에 비하여 더욱 증가하므로 상기 안테나를 통하여 저주파 신호가 송/수신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패키지 보드(PB3) 상에 복수개의 상부 반도체 칩들, 예를 들면 제1 내지 제3 상부 반도체 칩들(FC1,

C2", C3")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제2 및 제3 상부 반도체 칩들(C2", C3")은 각각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상기

제2 및 제3 반도체 칩들(C2, C3)과 동일한 구조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및 제3 상부 반도체 칩들(C2", C3")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패키지 보드(PB3)는 앞면(fornt surface; 101FS) 및 뒷면(backside surface; 101BS)를 갖는 몸체(101)를 구비한다.

이에 더하여, 상기 패키지 보드(PB3)는 상기 앞면(101FS) 상에 배치된 제1 내지 제3 상부 보드 배선들(first to third

upper board lines; 103a, 103b, 103c) 및 상기 뒷면(101BS)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하부 보드 배선들(105s, 105g)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패키지 보드(PB3)는 상기 앞면(101FS) 상에 배치된 상부 송/수신 보드 배선(103s)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제1 하부 보드 배선(105s)은 상기 몸체(101)를 관통하는 보드 플러그(104s)를 통하여 상

기 상부 송/수신 보드 배선(103s)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즉, 상기 제1 하부 보드 배선(105s)은 하부 송/수신 보드

배선에 해당한다. 상기 제2 하부 보드 배선(105g)은 접지 보드 배선에 해당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패키지 보드(101)의 뒷면(101BS) 상에 하부 반도체 칩(FC2)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제1 상부 반도

체 칩(FC1) 및 상기 하부 반도체 칩(FC2)은 각각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플립 칩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실

시예는 플립 칩들을 갖는 멀티 칩 패키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상기 제1 상부 반도체 칩(FC1) 및 상기 하부 반

도체 칩(FC2)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상기 제2 및 제3 상부 반도체 칩들(C2", C3")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와이어 본딩 칩일

수 있다. 즉,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이 적어도 하나의 플립 칩을 구비하는 멀티 칩 패키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

한 대표적인 예이다.

상기 제1 플립 칩(FC1)은 제1 반도체 기판(125),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25)의 앞면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127), 상기

층간절연막(127) 상에 배치된 칩 패드(129), 상기 칩 패드(129)를 덮도록 상기 층간절연막(127) 상에 형성된 하부 절연막

(131) 및 상기 하부 절연막(131) 상에 제공된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35LP)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플립 칩

(FC1)은 상기 하부 절연막(131) 상에 배치된 본딩 패드(135a)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135a)는 상기 하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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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131)을 관통하는 비아 홀을 통하여 상기 칩 패드(129)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1 플립 칩

(FC1)은 상기 본딩 패드(135a) 및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35LP)을 덮도록 상기 하부 절연막(131) 상에 형성된 상

부 절연막(137)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기 제1 플립 칩(FC1)은 상기 상부 절연막(137)을 관통하고 상기 상부 절연막(137)의 표면으로부터 돌출한

복수개의 금속 범프들(bumps)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범프들은 송/수신 신호 범프(139s) 및 복수개의 칩 범프들(139a)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범프(139s)는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35LP)의 제1 단부(135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칩 범프들(139a)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25) 내에 형성된 내부 회로의 전원 패드들, 접지 패드들

및 신호 패드들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범프(139s)는 상기 상부 송/수신 보드 배선(103s)

에 접촉할 수 있고, 상기 복수개의 칩 범프들(139a)은 각각 그들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상부 보드 배선들(103a)에 접촉할

수 있다. 즉, 제1 플립 칩(FC1) 및 상기 패키지 보드(PB3) 사이에 제1 접착제(141)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제2 플립 칩(FC2)은 반도체 기판(109), 상기 반도체 기판(109)의 앞면 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111), 상기 층간절연

막(111) 상에 배치된 칩 패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칩 패드들은 상기 반도체 기판(109) 내에 형성된 내부 회로의 송/

수신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송/수신 신호 패드(113s)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칩 패드들은 제1 및 제2 접지 패드

들(113g', 113g"), 전원 패드들(도시하지 않음) 및 신호 패드들(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2 플립 칩(FC2)은 상기 칩 패드들(113s, 113g', 113g")을 덮도록 상기 층간절연막(111) 상에 형성된

하부 절연막(115), 상기 하부 절연막(115) 상에 배치된 복수개의 본딩 패드들, 상기 본딩 패드들을 덮도록 상기 하부 절연

막(115) 상에 형성된 상부 절연막(119) 및 상기 상부 절연막(119)을 관통하여 상기 본딩 패드들에 각각 접촉하는 복수개

의 칩 범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들은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13s)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송/수신 신호 본

딩 패드(117s) 및 상기 제2 접지 패드(113g")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접지 본딩 패드(117d)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칩 범프

들은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13s) 및 상기 접지 본딩 패드(117d)에 각각 접촉하는 송/수신 신호 범프(121s) 및 상기 접

지 범프(121g)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송/수신 신호 범프(121s)는 상기 하부 송/수신 보드 배선(105s)에 접촉할 수 있고, 상기 접지 범프(121g)는 상기 접

지 보드 배선(105g)에 접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13s)는 상기 보드

플러그(104s)를 통하여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35LP)의 제1 단부(135b)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2 플립

칩(FC2) 및 상기 패키지 보드(PB3) 사이에 접착제(123)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측벽들 및 상기 접착

제(123)는 에폭시 수지(epoxy resin; 125)로 덮여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뒷면, 즉 상기 반도체

기판(109)의 뒷면은 노출된다.

상기 제1 플립 칩(FC1)의 뒷면 상에 상기 제2 및 제3 상부 반도체 칩들(C2", C3")이 차례로 적층된다. 이 경우에,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의 상기 제1 단부(33c)는 제1 및 제2 코넥터들(133, 31")을 통하여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

선(135LP)의 상기 제2 단부(135c)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1 및 제2 코넥터들(133, 31")은 각각 도 5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기판들(125, 23)을 관통하는 제1 및 제2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47LP)의 상기 제1 단부(47c)는 제3 코넥터(45")를 통하여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33LP)의 상기 제

2 단부(33d)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제3 코넥터(45")는 상기 제3 반도체 기판(37)을 관통하는 제3 금속 플러그일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135LP, 33LP, 47LP), 상기 제1 내지 제3 코넥터들(133, 31",

45")은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13s)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나선형의 안테나, 즉 헬리클 안테나

를 구성한다.

상기 제2 플립 칩(FC2)이 상기 반도체 기판(109) 내에 형성된 고주파 회로(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MMIC)를 갖는 반도체 칩인 경우에, 상기 MMIC 칩이 동작하는 동안 상기 MMIC 칩으로부터 전자파 신호

(electromagnetic wave signal)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의 성능이 상기 제2 플립 칩(FC2)으로부터의 상기

전자파 신호에 기인하여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2 플립 칩(FC2)은 상기 반도체 기판(109) 상에 형성된 평

판형 접지 쉴드(117g)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117g)는 상기 하부 절연막(115) 및 상기 상부 절연막

(119)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117g)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 기판(109)과 중첩하

도록 큰 면적을 갖는 접지 플레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117g)는 상기 제1 접지 패드(113g')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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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상기 접지 쉴드(117g) 대신에 상기 상기 패키지 보드(PB3)의 몸체(101) 내에

또는 상기 패키지 보드(PB3)의 표면 상에 배치된 평판형 접지 쉴드(107g)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107g)는 상

기 제2 하부 보드 배선(105g)을 통하여 상기 제2 플립 칩(FC2)의 상기 제2 접지 패드(113g")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

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exploded

perspective view)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복수개의 패키지 보드들, 예를 들면 제1 내지 제3 패키지 보드들(PB11, PB22, PB33)이 차례로 적층된

다. 상기 제1 패키지 보드(PB11)는 앞면 및 뒷면을 갖는 제1 몸체(151) 및 상기 제1 몸체(151)의 앞면 상에 배치된 제1 보

드 배선(153a)을 구비할 수 있고, 상기 제2 패키지 보드(PB22)는 앞면 및 뒷면을 갖는 제2 몸체(161) 및 상기 제2 몸체

(161)의 앞면 상에 배치된 제2 보드 배선들(163a, 163b)을 구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3 패키지 보드

(PB33)는 앞면 및 뒷면을 갖는 제3 몸체(171) 및 상기 제3 몸체(171)의 앞면 상에 배치된 제3 보드 배선(173a)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제1 패키지 보드(PB11)의 앞면 상에 제1 반도체 칩(C11)이 탑재되고, 상기 제2 패키지 보드(PB22)의 앞면 상에 제2

반도체 칩(C22)이 탑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3 패키지 보드(PB33)의 앞면 상에 제3 반도체 칩(C33)이 탑재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은 상기 제1 및 제2 패키지 보드들(PB11, PB22)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제2 반도체

칩(C22)은 상기 제2 및 제3 패키지 보드들(PB22, PB33) 사이에 제공된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은 제1 반도체 기판(155) 및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 상에 제공된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157)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반도체 칩(C22)은 제2 반도체 기판(165) 및 상기 제2 반도체 기판(165) 상에 제공된 제2 열

린 루프형 칩 배선(167)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3 반도체 칩(C33)은 제3 반도체 기판(175) 및 상기 제3 반

도체 기판(175) 상에 제공된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177)을 포함한다.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157,

167, 177)은 재배치된 금속 배선들일 수 있다.

상기 제1 패키지 보드(PB11) 및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은 제1 반도체 패키지(PKG1)를 구성하고, 상기 제2 패키지 보

드(PB22) 및 상기 제2 반도체 칩(C22)은 제2 반도체 패키지(PKG2)를 구성한다. 또한, 상기 제3 패키지 보드(PB33) 및

상기 제3 반도체 칩(C33)은 제3 반도체 패키지(PKG3)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는 멀티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에 해당한다.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57)의 제1 단부는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 내에 형성된 내부회로의 송/수신 신호 패드

(도시하지 않음)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57)의 제2 단부는 제1 본딩 와이어(159)를

통하여 상기 제1 보드 배선(15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167)의 제1 단부는 제2 본

딩 와이어(169a)를 통하여 상기 제2 보드 배선(16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제2 열린 루프형 칩 배선(167)

의 제2 단부는 제2 본딩 와이어(169b)를 통하여 상기 제2 보드 배선(163b)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177)의 제1 단부는 제3 본딩 와이어(179)를 통하여 상기 제3 보드 배선(17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제1 보드 배선(153a)은 상기 제2 패키지 보드(PB22)의 뒷면 상에 제공된 솔더 볼과 같은 제1 코넥터(160)를 통하여

상기 제2 보드 배선(16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상기 제2 보드 배선(163b)은 상기 제3 패키지 보드(PB33)의 뒷

면 상에 제공된 솔터 볼과 같은 제2 코넥터(170)를 통하여 상기 제3 보드 배선(17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157, 167, 177)은 상기 본딩 와이어들(159, 169a, 169b, 179), 상기 보

드 배선들(153a, 163a, 163b, 163a) 및 상기 코넥터들(160, 170)과 함께 나선형의 안테나, 즉 헬리클 안테나를 구성한다.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이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 내에 형성된 고주파 회로(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MMIC)를 갖는 반도체 칩인 경우에, 상기 MMIC 칩이 동작하는 동안 상기 MMIC 칩으로부터 전자파 신호

(electromagnetic wave signal)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안테나의 성능이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으로부터의 상

기 전자파 신호에 기인하여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반도체 칩(C11)은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 상에

형성된 평판형 접지 쉴드(도시하지 않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평판형 접지 쉴드는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

(157) 및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접지 쉴드는 도 1, 도 2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제1 반도체 기판(155)과 중첩하도록 큰 면적을 갖는 접지 플레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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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변압기의 유도 코일을 갖는 멀

티 칩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exemplary embodiment)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는 도 3에 보여진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의 구성요소들에 더하여

상기 제2 및 제3 반도체 기판들(23, 37)을 각각 관통하는 코넥터들(31p, 45p) 및 상기 제1 반도체 기판(9) 상에 배치된 제

3 칩 패드(13c)를 포함한다. 상기 제3 칩 패드(13c)는 상기 코넥터들(31p, 45p)을 통하여 상기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

(47LP)의 상기 제2 단부(47d)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19LP,

33LP, 47LP),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 상기 코넥터들(17a, 17b, 31', 45', 31p, 45p)은 상기 제1 칩 패드(13a)

및 상기 제3 칩 패드(13c)에 접속된 변압기의 유도 코일(induction coil)을 구성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유도 코일

은 솔레노이드 코일(solenoid coil)에 해당할 수 있다.

상기 열린 루프형 보드 배선(7LP)이 제공되지 않으면, 상기 제1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의 상기 제1 단부(19c)는 상기

제1 칩 패드(13a)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유도 코일은 상기 제1 내지 제3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19LP, 33LP, 47LP) 및 상기 코넥터들(31', 45', 31p, 45p)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는 집적회로 카드(IC card) 등에 채택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집적회로 카드가 외

부 자계(MF)를 제공하는 시스템 단말기에 접촉되면, 상기 유도 코일은 상기 집적회로 카드 내의 내부회로를 구동시키는

전원 전압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단말기에 접속된 메인 시스템 및 상기 카드 사이에 원하는 통신이 실행될

수 있다.

도 8 내지 도 12는 도 3에 보여진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비록 본 실시예에

따른 방법이 도 3의 상기 제1 반도체 칩(C1')을 제조하는 방법을 예로 하여 설명될지라도, 본 발명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

위 내에서 상기 제1 반도체 칩(C1') 이외의 다른 반도체 칩들(예를 들면, 도 3의 제2 및 제3 반도체 칩들(C2', C3'))을 제조

하는 방법들에 적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제1 두께(T1)를 갖는 초기 반도체 기판(9') 상에 층간절연막(11)을 형성한다. 상기 층간절연막

(11) 상에 복수개의 칩 패드들, 예를 들면 제1 및 제2 칩 패드들(13a, 13b)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칩 패드들(13a, 13b)

을 갖는 기판 상에 하부 절연막(15)을 형성한다. 상기 하부 절연막(15), 상기 층간절연막(11) 및 상기 초기 반도체 기판(9')

을 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하부 절연막(15), 상기 층간절연막(11) 및 상기 초기 반도체 기판(9')을 관통하

는 제1 및 제2 홀들(17a, 17b)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 공정은 건식 식각 공정일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홀들(17a, 17b)

내에 각각 제1 코넥터(17a) 및 제2 코넥터(17b)를 선택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코넥터들(17a, 17b)은 전기 도금법

(electroplat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코넥터들(17a, 17b)은 금속 플러그들일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하부 절연막(15)을 패터닝하여 상기 제1 및 제2 칩 패드들(13a, 13b)을 각각 노출시키는

제1 및 제2 비아 홀들(15a, 15b)을 형성한다. 상기 제1 및 제2 비아 홀들(15a, 15b)을 갖는 기판 상에 재배치된 금속막을

형성한다. 상기 재배치된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 국부배선(19a) 및 본딩 패드(19b)를 형성한

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은 제1 및 제2 단부들(19c, 19d)을 갖도록 형성된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은 상기 제1 단부(19c)가 상기 제1 코넥터(17b)를 덮도록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본딩 패드

(19b)는 상기 제2 칩 패드(13b)를 노출시키는 상기 제2 비아 홀(도 10의 15b)을 덮도록 형성된다. 또한, 상기 제1 칩 패드

(13a)가 송/수신 신호 패드(13a)일 때, 상기 국부 배선(19a)은 상기 송/수신 신호 패드(13a)를 노출시키는 상기 제1 비아

홀(도 10의 15a) 및 상기 제1 코넥터(17a)의 상부면을 덮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제1 코넥터(17a)는 신호패

드 코넥터에 해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1 칩 패드(13a)는 상기 국부배선(19a)을 통하여 상기 제1 코넥터(17a)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을 갖는 기판 상에 상부 절연막(20)을 추가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상부 절연막(20)을 패

터닝하여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19LP)의 상기 제2 단부(19d)를 노출시키는 제1 개구부(first opening; 20a) 및 상기

본딩 패드(19b)를 노출시키는 제2 개구부(20b)를 형성할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초기 반도체 기판(9')의 뒷면을 선택적으로 폴리슁하여 상기 제1 두께(T1)보다 작은 제2 두께

(T2)를 갖는 반도체 기판(9)을 형성한다. 그 결과, 상기 제1 및 제2 코넥터들(17a, 17b)은 상기 반도체 기판(9)의 뒷면으

로부터 상대적으로 돌출할 수 있다. 즉, 상기 제1 및 제2 코넥터들(17a, 17b)은 돌출부들(P)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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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지 내의 반도체 칩들 상에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이 제공되고, 이들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의 단부들을 서로 접속시키는 코넥터들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기 열린 루프형 칩 배선들 및 상기 코넥터들을 사

용하여 상기 반도체 칩들중 어느 하나의 송/수신 신호 패드에 접속된 나선형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나선형

안테나의 일 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추가 코넥터들이 제공될 수 있고, 상기 추가 코넥터들은 상기 반도체 칩들중 어느 하

나의 칩 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나선형 안테나 및 상기 추가 코넥터들을 사용하여 변압기의

유도 코일을 구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지 크기의 증가 없이 고성능 안테나 및/또는 고성

능 변압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multi chip package)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에 보여진 멀티 칩 패키지의 헬리클 안테나(helical antenna) 및 접지 쉴드(ground shield)를 도시한 사시도이

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3에 보여진 멀티 칩 패키지의 헬리클 안테나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적층 패키지(multi stack package)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exploded

perspective view)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패키지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8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 패키지들에 채택되는 반도체 칩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들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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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14310

- 18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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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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