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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및 그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area array type)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적층 패키지에 사용되는 각각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에는 외부 접속 단자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커넥팅

패드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커넥팅 패드들이 도체 패턴이 형성된 유연 케이블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적층 패

키지에 사용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적층 패키지에 사용된 각각의 면 실장형 패키지로부터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에 형성된 외부 입출력 단

자간의 인터커넥션 길이가 짧아져 전기적 특성이 크게 향상되고, 적층 패키지의 전체적인 높이도 감소시킬 수 있게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볼 그리드 어레이(BGA) 패키지, 솔더 볼, 커넥팅 패드, 유연 케이블, 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 에

지 패드형 반도체 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칩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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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BGA(Ball Grid Array)형 패키지를 이용한 종래의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은 BGA형 패키지를 이용한 종래의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센터 패드형 칩이 내장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5a 및 도 5b는 상기 도 4에 개시된 면 실장형 패키지의 기판에 형성된 배선 패턴을 도시하고 있다.

도 6은 솔더 볼이 부착된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은 복수개의 센터 패드형 칩이 내장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8은 에지 패드형 칩이 내장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9는 상기 도 8에 개시된 면 실장형 패키지의 기판에 형성된 배선 패턴을 도시하고 있다.

도 10은 센터 패드형 칩이 내장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및 에지 패드형 칩이 내장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동시에

이용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11a~도11f는 본원 발명에 따른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2a 및 도 12b는 본원 발명에 따른 적층 패키지를 일괄 공정에 따라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유연 케이블 프레임을

도시하고 있다.

도 13a~도 13e는 본원 발명의 따른 적층 패키지의 또 다른 제조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 참조 번호>

300: 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을 내장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400: 에지 패드형 반도체 칩을 내장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301, 401: 반도체 칩 305, 405: 봉지 수지

304, 404: 본딩 와이어 303, 403: 배선 패턴

314a, 314b, 414a, 414b: 솔더 볼 패드

311a, 311b, 411a, 411b: 커넥팅 패드

306, 406, 501: 유연 케이블(Flexible Cable)

307, 308, 407, 408, 504: 솔더 볼

703, 502: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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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복수개의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여 제조되는 적층 패키지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자세하게는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 패키지 등과 같은 면 실장 형태(area array type)의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여

제조되는 적층 패키지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실장 면적에 많은 수의 반도체 칩을 실장함으로써 반도체 칩의 고밀도 실장을 실현하는 것은 반도체 패키지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 목적이며, 이러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의 구성이 개발되어 왔다. 대

표적인 예로,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 내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을 실장하는 반도체 칩 적층 기술 및 제품으로 완성된 복수개

의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는 패키지 적층 기술이 반도체 칩의 고밀도 실장을 위한 기술로서 제시되었다.

반도체 칩 적층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형태가 도 1에 개시된 것과 같은 멀티 칩 패키지(Multi Chip Package; MCP)이다.

도 1에 개시된 멀티 칩 패키지를 살펴보면, 복수개의 반도체 칩(101, 102)이 하나의 패키지 내에서 적층되고, 각각 기판

(105)에 본딩 와이어(103,104) 등의 접속 수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칩 적층 기술은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 및 고밀도 실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하지만 적층된 반도체 칩 중 하나라도 불량품이 끼어 있게 되면 완제

품 자체가 불량품이 되게 되고, 멀티 칩 패키지 제조 과정에서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반도체 칩이 사용되기 때문

에, 수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달리, 패키지 적층 기술에서는 번-인 테스트(burn-in)를 포함한 각종 테스트를 거친 반도체 패키지를 사용하여 적층

패키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수율 측면에서 칩 적층 기술보다 유리하다.

도 2는 종래 기술로서, 볼 그리드 어레이(BGA) 패키지를 이용하여 구현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적층 패키지 제조

에 이용된 개별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도체 칩(811)이 기판(820)의 중앙부에 실장된 상태로, 본딩 와이어

또는 리드 테이프 등의 전기적 접속 수단(822)을 통해 기판(820)에 형성된 배선(850)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배선은 다시,

칩이 실장된 영역의 외주면에 해당하는 기판(820)의 영역에 형성된 솔더 볼(837)에 연결된다. 상술한 구조를 가진 복수개

의 반도체 패키지는 서로 적층되는데, 서로 인접하여 적층된 반도체 패키지에 있어서, 위쪽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의

솔더 볼(837)이 아래쪽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의 기판 상면에 형성된 접속 패드(841)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BGA 패키지 등과 같은 면 실장형 패키지를 적층하는 구성에 있어서, 칩 실장 영역에 해당하는 기판 하면에는 솔더 볼 등과

같은 입출력 수단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칩 실장 영역이 아닌 기판의 외주면에만 솔더 볼 등의 입출력 수단이 형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면 실장형 패키지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인 실장 면적 증대라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근래 들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칩 스케일 패키지(Chip Scale Package)에 있어서 상술한 문제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판의 아래면 전체를 입출력 단자 형성 영역으로 사용하면서도, 적층이 가능한 면 실장형 패키지 적층 기술에 대한 개발

이 요구되어 왔다.

도 3은 기판의 하면 전체에 입출력 단자가 형성된 면 실장형 패키지를 사용한 종래의 패키지 적층 기술을 도시하고 있다.

반도체 칩(701)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반도체 패키지 하부에는 솔더 볼 등의 입출력 단자(703)가 배열되어 있고, 상기

입출력 단자(703)는 패키지의 상부면까지 연결된 유연 케이블(702)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개별 반도체 패키지의 상부면

에 위치한 상기 유연 케이블(702)에는 접속 패드(705)가 형성된다. 서로 적층되는 두 개의 반도체 패키지 중, 위쪽에 위치

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입출력 단자(703)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접속 패드(705)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상

술한 구성을 통해 복수개의 면 실장형 패키지를 적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상부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로부터 최하단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에 형성된 입

출력 단자간의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은 각각의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에 부착된 배선 케이블(702) 및 입출력 단

자(703)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부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의, 특히 안쪽에 위치한 신호 ball에 대해 인터커넥션

길이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최상부 반도체 패키지의 경우, 연결에 사용되지 않은 긴(long) 배선이 개방 스텁(open stub)으

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고속 동작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

또한, 적층되는 반도체 패키지들 사이에 솔더 볼 등의 입출력 수단이 형성됨으로 인해 적층 패키지의 전체적인 높이가 높

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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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것과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 패키지 적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즉, BGA 패키지 등과 같은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는 기술로서, 적층되는 각각의 반도체 패키지로부터 외부

입출력 단자까지의 인터커넥션의 길이를 최소화하면서, 적층 패키지의 높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여 형성된 반도체 적층

패키지를 제공한다. 본원 발명에서 사용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는 기판; 상기 기판의 상면에 실장된 반도체 칩; 상기

기판의 하면에 형성된 복수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며,

상기 기판에 형성된 제1 배선; 상기 기판의 하면에서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형성된 복수개의

커넥팅 패드; 및 상기 반도체 칩을 상기 커넥팅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제2 배선;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서

로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들끼리는, 각각의 면 실장형 패키지에 형성된 상기 커넥팅 패드들을 도체 패턴이 형성

된 유연 케이블에 의해 연결함으로써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을 탑재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가 사용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상기 제 2배선은 상기 제1 배선을 연장하여 상기 커넥팅 패드에 연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적층 패키지에는 에지 패드형 반도체 칩을 탑재한 반도체 패키지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패키지 설계를 갖는 상기 제 1배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결용 비아홀을 경유하여 상기 제 2배선이 각각의 상기 커넥

팅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제1 배선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결용 비아홀이 상기 제2 배선을 위해 더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는,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가 형성되지 않은 기판의 영역에 일렬

로 배열되거나 지그 재그 형태로 배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에 적층된 면 실장형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솔더 볼을 부착할 수 있으며, 바람

직하게는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사이에는 비전도성 접착제층이 형성될 수 있다.

본원 발명에서는 상술한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유연 케이블에 형성된 도체 패턴이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는 단계; 상기 유연 케이블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감싸도록 하여 절곡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정을 통해 제조된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각각의 면 실장

형 패키지를 감싸고 있는 각각의 유연 케이블의 상기 도체 패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적층하는 단계;를

통하여 적층 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최상단에 적층되는 면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에는 유연 케이블이 부

착되지 아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하단에 적층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 입출력 단자 패드에는 솔더 볼이 부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유연 케이블을 절곡하기 전에, 적층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면에 비 전도성 접착제층을 형성할 수 있다.

본원 발명에 따른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상기 유연 케이블 도체 패턴이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

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는 단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면에 비전도성 접착

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면에 다른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부착하는 단계; 상기 유

연 케이블을 아래쪽으로 절곡하여, 아래쪽에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감싸도록 절곡하는 단계; 및 절곡된 유연

케이블이, 아래쪽에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커넥팅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단계;를 통해 적층 패

키지를 제조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원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도 4는 본원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센터 패드형(center pad) 반도체 칩을 포함한 패키지를 적층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

를 도시하고 있다. 적층 패키지에 사용된 각각의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판(302)에 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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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이 실장되어 있고, 상기 반도체 칩(301)은 기판의 중심부에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지나가는 본딩 와이어(304) 등의

접속 수단에 의해 기판(302)에 형성된 배선 패턴(303)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배선 패턴(303)은 다시 솔더 볼(307)

및 도 5에 도시된 커넥팅 패드(311a, 311b) 등의 외부 접속 단자에 연결되게 된다.

도 5a는 상기 기판(302)에 형성된 배선 패턴(303)을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한 쪽 끝 단이 본딩 와이어(304)를 통해

반도체 칩(301)에 연결된 제1 배선(313a)의 맞은 쪽 끝 단은 솔더 볼 패드(314a) 등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연결된다.

그리고 기판(302)의 하면 중 솔더 볼 패드(314a)가 형성되지 않은 외곽에 위치한 커넥팅 패드(311a)는 상기 제1 배선

(313a)을 연장하여 형성된 제2 배선(312a)을 통해 상기 반도체 칩(301)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구성을 통하여, 커

넥팅 패드(311a)는 각각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314)를 대신하여, 외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단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다.

서로 적층되는 두 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지는, 도 4에 개시된 유연 케이블(Flexible Cable; 306)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

되는데, 상기 유연 케이블(306)의 양 끝 단은 각각 서로 적층된 반도체 패키지에 형성된 커넥팅 패드(311a)에 접속되게 된

다. 유연 케이블(306)에는 복수개의 도체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연 케이블(306)의 양 끝 단에 각각 접합된 서로 다른

면 실장형 패키지의 커넥팅 패드(311a)들을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이 때, 유연 케이블의 도체 패턴과 커넥팅 패드

는 납땜 등을 통해 결합될 수 있다.

서로 적층되는 두 개 이상의 개별 반도체 패키지 사이에는, 적층되는 패키지 사이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비전도성

접착제층(309)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b는 제1 배선(313b), 외부 접속 단자 패드(314b), 제2 배선(312b), 커넥팅 패드(311b)로 이루어진 배선 패턴(303)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5a에 개시된 배선 패턴과 거의 유사하지만, 커넥팅 패드(311b)의 배치가 일렬로 이루

어지지 않고, 지그 재그로 이루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기 구성을 채용하게 되면, 패키지의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면

서도, 커넥팅 패드(311b)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커넥팅 패드(311b)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적층 패키지의 전체적인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층 패키지 전체의 외부 접속 단자 역할을 하는 최하층 외에는 솔더 볼

등의 외부 단자가 각각의 개별 패키지에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이미 솔더

볼(308) 등의 외부 접속 단자가 형성된 개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7은 4개의 개별 반도체 패키지(300)가 적층되고, 유연 케이블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적층 패키지의 상부에 위치하는 개별 패키지와 최하단에 위치하는 외부 접속 단자 간의 인터커

넥션은, 중간에 위치하는 패키지에 형성된 배선 패턴 또는 외부 접속 단자 패드를 거치지 않고, 유연 케이블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인터커넥션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어, 적층 패키지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8은 에지 패드형 (edge-pad type) 반도체 칩을 포함한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여 제조된 적층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

다. 기판(402)에 실장된 반도체 칩(401)은 본딩 와이어(404) 등과 같은 전기적 접속 수단을 통해 기판(402)에 형성된 배선

패턴(403)에 연결된다. 상기 배선 패턴(403)은 제1배선과 제 2배선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배선은 통상적인 다층기판

설계 방식으로 배선되어 비아(410)를 경유하여 도 9에 도시된 솔더 볼 패드(414)에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제 2배선은 상

기 비아(410)를 경유하여 도 9에 도시된 커넥팅 패드(411)에 연결된다. 도 9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패키지의 하면에 배

선된 제 1배선(412)과 제2배선(413)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때, 별도의 도면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커넥팅 패드(411a)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 5b에 개시된 것과 같이

커넥팅 패드(411)의 배열을 지그 재그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9에서 상기 제 1배선(412)은 기판의 상면 또는 하면에 형성되고, 상기 제1 배선에 연결된 연결용 비아(415)가 추가적

으로 형성되어 제2 배선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연결용 비아(415)는 제 1 배선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아(410)일 수 있

고, 추가로 더 형성된 것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연결용 비아(415)는 상기 기판 하면에 형성된 제2배선(413)의 길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커넥팅 패드(411)에 가깝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형성된 상기 연결용 비아(415)는 반도체 칩(401)으로부터 커넥팅 패드(411)까지의 경로를 단축시킴으로써, 상층

부에 적층된 반도체 패키지와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에 형성된 외부 접속 단자 간의 인터커넥션 길이를 최소로 만들 수 있

어, 적층 패키지의 전기적 특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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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을 포함한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할 때와 마찮가지로, 서로 적층되어 있는 개별 반도체 패키지의 커

넥팅 패드(411)들이 유연 케이블(406)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적층 패키지가 제조된다.

도 10은 네 개의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한 실시예를 개시하고 있다. 도 10에서는 센터 패드형 칩을 실장한 반도체 패키지

(300) 2개와 에지 패드형 칩을 실장한 반도체 패키지(400) 2개가 서로 적층되고, 유연 케이블에 의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만, 이 밖에 다양한 조합으로 적층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도 11은 본원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1a에 개시된 것과 같이, 커넥팅 패드

가 패키지 주변부에 형성된 개별 반도체 패키지(502) 하부에 유연 케이블(501)을 배치한다. 이 때, 유연 케이블(501)에 형

성된 복수개의 도체 패턴이 납땜 등을 통해 각각 커넥팅 패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11b에 도시된 것과 같이, 반도체 패키지의 상부면에 비전도성 접착제층(503)을 형성한 다음, 도 11c에 도시

된 것과 같이 유연 케이블(501)이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감싸는 형태를 가지도록, 유연 케이블(501)을 절곡한다.

다음으로 도 11d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술한 과정을 통해 제조된 복수개의 반도체 패키지를 서로 적층하여 적층 패키지를

형성한다. 이 때, 유연 케이블에 형성된 도체 패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 11e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적층 패키지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패키지로는 유연 케이블(501)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인 면 실장형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상부에 위치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커넥팅 핀이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유연 케이블의 도체 패

턴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제조 과정에서, 솔더 볼과 같은 외부 접속 단자가 형성되지 않은 패키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도 11f에 도시된 것

과 같이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솔더 볼(504) 등의 외부 접속 단자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반도체 적층 패키지 제조 방법에 있어서, 일괄 공정을 통해 반도체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데 적

합한 형태의 유연 케이블 프레임(710)이 도시되고 있다. 도 12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복수개의 유연 케이블이 나란히 배열

되어 형성된 유연 케이블 프레임(701) 위에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703)를 배치하고, 개별 반도체 패키지에 형

성된 커넥팅 패드와 유연 케이블 위에 형성된 도체 패턴(702)를 납땜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연결시키고 절곡함

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3은 본원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3a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개

별 반도체 패키지(602)의 하면에 형성된 커넥팅 패드가 유연 케이블(601)의 도체 패턴과 납땜 등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13b와 같이 상기 반도체 패키지(602)의 하면에 접착제층(603)을 형성한 다음, 도 13c와 같이 반도체 패키지

(604)의 상면이 상기 접착제층(603)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13d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유연 케이블(601)이 하부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604)를 감싸도록 절곡하고,

하부 반도체 패키지(604)의 커넥팅 패드에 유연 케이블(601)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솔더 볼 등

의 외부 접속 단자가 형성되지 않은 반도체 패키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도 13e에 도시된 것과 같이, 최하부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솔더 볼 등의 외부 접속 단자를 형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적층 패키지의 구조에 따르면, BGA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와 같은 면 실장형 패키지를 외부 단자

의 배치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적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면에 형성된 커넥팅 패드와, 각

개별 반도체 패키지의 커넥팅 패드들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연 케이블을 이용함으로 상층부에 적층되는 반도체 패

키지의 인터커넥션 길이를 감소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층 반도체 패키지의 속도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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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적층하여 형성된 반도체 적층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는

기판;

상기 기판의 상면에 실장된 반도체 칩;

상기 기판의 하면에 형성된 복수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며, 상기 기판에 형성된 제1 배선;

상기 기판의 하면에서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형성된 복수개의 커넥팅 패드; 및

상기 반도체 칩과 상기 커넥팅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제2 배선;을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서로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들끼리는, 각각의 면 실장형 패키지에 형성된 상기 커넥팅 패드들을 도체 패턴이 형

성된 유연 케이블에 의해 연결함으로써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에 실장된 반도체 칩은 센터 패드형 반도체 칩이며, 상기 제 2배선은 상기

제 1배선을 연장하여 상기 커넥팅 패드에 연결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에 실장된 반도체 칩은 에지 패드형 반도체 칩이며, 상기 제 1배선에 전기적

으로 연결된 연결용 비아가 상기 기판상에 더 형성되고, 상기 제2 배선은 상기 연결용 비아를 경유하여 상기 커넥팅 패드

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용 비아는 상기 커넥팅 패드에 주변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는,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가 형성되지 않은 기판의

영역에 일렬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는, 상기 외부 접속 단자 패드가 형성되지 않은 기판의

영역에 지그 재그 형태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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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에 적층된 면 실장형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솔더 볼이 부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 사이에는 비전도성 접착제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

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는 볼 그리드 어레이(BGA)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

청구항 10.

제1항에 개시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유연 케이블에 형성된 도체 패턴이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하는 단계;

상기 유연 케이블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감싸도록 하여 절곡하는 단계; 및

상기 과정을 통해 제조된 복수개의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각각의 면 실장형 패키지를 감싸고 있는 각각의 유연 케이

블의 상기 도체 패턴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적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적층 패키지 최상단에는 유연 케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면 실장형 패키지를 적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 케이블을 절곡하기 전에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면에 비 전도성 접착제층을 형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 패키지의 최하단에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 패드에 솔더 볼을 부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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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 패기지 제조에 사용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는 외부접속간지에 솔더 볼이 부착되어 있

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패키지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개시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유연 케이블 도체 패턴이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상기 커넥팅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는 단

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면에 비전도성 접착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하부면에 다른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부착하는 단계;

상기 유연 케이블을 아래쪽으로 절곡하여, 아래쪽에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감싸도록 절곡하는 단계; 및

절곡된 유연 케이블이, 아래쪽에 적층된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의 커넥팅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 실장형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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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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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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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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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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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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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c

도면11d

도면11e

도면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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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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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도면13c

도면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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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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