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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semiconductor device package)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1>
다 구체적으로는 세라믹 패키지(ceramic package)내에서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board; PCB)과 
다층(multi-layer)의 "칩 스택(Chip Stack)" 간의 상호 접속(interconnections)을 형성하는 반도체 디바
이스 패키지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칩 상에 제조된 집적 회로들은 수 개의 상이한 포맷(formats)을 갖는다.   이들 칩은 "칩 스택"<2>
으로 배열될 수 있으며, 인쇄 회로 카드(printed circuit card)에 상호 접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택
은 통상적인 집적 회로보다 훨씬 두꺼울 수 있으며, 상이한 높이를 갖는다.

배경기술

집적 회로 칩을 패키지화하여, 인쇄 회로 기판상에 탑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배선 결합<3>
(wire-bonding)  기술을 이용하여, 집적 회로 칩을 밀봉할 수 있는데, 즉 몰드 플라스틱 패키지(molded 
plastic package)로서 패키지하거나, 세라믹 패키지로서 완전히 밀폐시킬 수 있다.   이 칩에는 미세 배
선이 자체상에 결합되는 배선 결합 패드가 제공되는데, 미세 배선은 다시 밀봉화될 패키지내에 포함된 내
부 리드 결합(inner lead bond; ILB) 패드에 결합된 반대쪽 단부를 갖는다.   그 후, 칩 및 각각의 ILB의 
단부는 몰딩 화합물(molding compound)내에 밀봉되거나 또는 세라믹내에 밀폐되며, 차후의 접속을 위해 
외부 리드(outer lead; OL)가 노출된다.

집적 회로 칩의 패키지는 매우 자주 인쇄 회로 기판에 솔더(solder)되도록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4>
리드(leads)를 갖는다.   어떤 경우, 소켓(socket) 안으로 집적 회로 칩의 패키지가 플러그(plug)되며, 
소켓이 인쇄 회로 기판상으로 전기적 접속을 형성한다.

3 차원 패키지화 기법이 개발되어 컴퓨터 메모리 밀도와 같은 것들이 증가되어 왔다.   이것은 <5>
고급 컴퓨터 메모리 서브시스템(high-end computer memory subsystems)에서와 같이 복수의 메모리 칩과 
스택형 메모리 패키지를 포함하는 세라믹의 층을 스택킹(stacking)시킴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패키지화 방법은 개별 패키지내의 메모리 또는 프로세서 기판(processor board)에 대해 소정의 각도로 칩
을 탑재하거나, 또는 SIMM(single-in-line memory module)으로 알려진 메모리 모듈상에 칩을 탑재함으로
써 수행되어 왔다.   DIP(dual-in-line package)는 이러한 메모리 패키지의 한 예이다.   이것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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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공간에  보다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이다.    3  차원  메모리  큐브  시스템(memory  cube 
system)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엘. 베르틴(Claude L. Bertin), 데이비드 제이. 펄만(David J. Perlman) 
및  스튜어트  엔.  셴켄(Stuart  N.  Shanken)에  의한  "Evalu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mory  Cube 
System"이란 명칭의 IEEE Transactions on Components, Hybrids,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Volume 
16, No. 8, December 1993, pp. 1006-1011의 문헌을 참조하면 된다.

이 문헌에는 각각의 칩 표면에 박막 금속층(thin film metal layer)을 부가하여, 칩 결합 패드로<6>
부터 칩 에지(edges)로 신호, 전력 입력 및 출력을 전송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칩은 스택형으로 
될 수 있으며, 칩으로/으로부터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탭(transfer tab)의 단부 사이에 직각 접합(right-
angle joint)이 형성된다.   따라서, 전기 프로빙(electrical probing)을 사용하거나, 또는 칩 스택의 큐
브의 표면상에 또다른 상호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미국 특허 제 4,706,166호, W-A-9  529  506,  EP-A-0  637 <7>
839, EP-A-0 486 829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공간에 고밀도를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8>
인쇄  회로  기판에  상이한  칩  스택  높이를  상호  접속하려는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경계 조건
(boundary conditions)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최소의 인쇄 회로 카드 풋프린트(minimum printed circuit card footprint),<9>

(2) 패키지 및 카드 부착에 대한 저비용,<10>

(3) 열 제거(heat removal)의 기회 제공,<11>

(4) 실리콘 집적 회로 칩상의 디바이스의 신뢰도가 유지되어야 함,<12>

(5) 칩 스택은 결합 및 어셈블링(assembling), 테스트(testing) 및 최종 어셈블리(assembly)에서 <13>
사용되는 동안 보호되어야 함,

(6) 가능한 한, JEDEC(Joint Electronic Devices Engineering Council)에 의해 개발된 표준 카드 <14>
풋프린트를 사용해야 함,

(7)  패키지의 기판상의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신호 라인, 전력 라인 및/또는 접지 라인(ground <15>
lines)이 상호 접속되어야 함,

(8) 가능한 모든 때에, 적절한 테스트 및 번인(burn-in) 장비와의 호환성(compatibility)이 유지<16>
되어야 함.

발명의 요약<17>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평탄한 하부 표면 및 복수의 터미널(terminals)을 갖는 두꺼운 집적 회로 <18>
칩 스택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를 제공하여, 고밀도 스택킹 문제를 해결하고, 설정된 경계 
조건들을 최대한 만족시킨다.   칩 스택을 탑재하는 실질적으로 평탄한 표면을 갖고, 칩 스택의 터미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복수의 터미널을 갖는 금속화 세라믹(metallized ceramic; MC) 캐리어 기판이 제공
된다.   기판에 칩 스택을 탑재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칩 스택의 터미널과 기판의 터미널 사이에 전기 
접속을 형성하는 수단이 더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원할 경우 캐리어 기판에 탑재된 칩 스택을 지지 및 
유지하는 밀봉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반도체 패키지는 사전선택된 물리적 구성(preselected physical <19>
configuration)의 하부 표면을 갖는 칩 스택을 포함한다.   캐리어 기판은 칩 스택의 하부 표면의 물리적 
구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컷아웃부(cutout portion)를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칩 스택은 실질적
으로 상호 평탄한 배열로 컷아웃부에 탑재될 수 있으며, 칩 스택의 하부 표면은 기판의 하부 표면과 상호 
평탄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기판에 솔더-적재형 J 리드 클립(solder-laden J lead clips)을 <20>
접속함으로써,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또다른 전기 접속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PIH(pin-in-hole),  카드  에지(card  edge)  ZIF(Zero  Insertion <21>
Force), 갈매기 날개형(gull wing) 및 리드 프레임(lead frame)과 같은 다른 타입의 접속들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서, 캐리어는 금속화 세라믹 기판이고, 전기 접속 수단은 기판<22>
상에 솔더 패드(solder pads)를 포함하여, 칩 스택상의 터미널에 접속시킨다.

본 발명의 원리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패키지는 복수의 터미널을 갖는 실질적으로 <23>
상호 평탄한 하부 표면을 갖는 두꺼운 집적 회로 칩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와, 실질적으로 평탄한 표면을 
갖고, 칩 스택의 터미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복수의 터미널을 갖는 캐리어 기판상에 칩 스택을 탑재하
는 단계와, 칩 스택의 터미널과 기판의 터미널 사이에 전기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와, 칩 스택 및 캐리어 
기판을 밀봉화하여, 캐리어 기판상에 탑재된 칩 스택을 지지 및 유지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단계를 이용하여 어셈블된다.

바람직한 방법에서, 캐리어 기판은 컷아웃부를 가지며, 캐리어 기판상에 칩 스택을 탑재하는 단<24>
계동안 칩 스택의 하부 표면은 캐리어 기판의 컷아웃부를 통하여 돌출된다.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서, 캐리어 기판은 금속화 세라믹 기판이다.   솔더를 기판상에 부착함으<25>
로써, 부착된 솔더를 통해 기판상에 칩 스택이 탑재되고, 칩 스택의 터미널과 기판의 터미널 사이에 전기 
접속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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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배선 결합 금속화 세라믹(MC)의 실시예에 대한 단면도이다.<26>

도 2는 본 발명의 세라믹 솔더형 대 세라믹 버전의 단면도이다.<27>

도 3은 PIH 접속기의 단면도이다.<28>

도 4는 리드 프레임 접속기의 단면도이다.<29>

도 5는 ZIF 접속기의 단면도이다.<30>

도 6은 갈매기 날개형 접속기의 단면도이다.<3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들, 특히 도 1을 참조하면, 칩 스택(20)이 탑재되는 컷아웃부를 갖는 금속화 기판(10)이 제<32>
공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스택(20)의 하부는 세라믹 기판(10)의 컷아웃부에 대응하는 사전
선택된 구성을 갖는다.   칩 스택(20)의 하부 표면(21)은 세라믹 기판(10)의 하부 표면(11)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하부 표면(11)과 실질적으로 평탄함을 알 수 있다.

기판(10)은 포토리소그래픽 공정(photolithographic process)으로 패터닝(patterning)(회로화)되<33>
고, 표준 WBFP(wire-bond flat pack) 구성으로 도금될 수 있다.   즉, 기판(10)의 표면상에 전기 접속을 
제공하는 구성 및 제조 공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며, 여기서 상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윌리암, 엠. 이.(Williams, M. E.) 등에 의한 "Enabling Fine-Pitch Wire Bonding Through the Use 
of  Thin  Film  Metal  on  Ceramic,"이란  명칭의  Proceedings  of  the  1995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October  24-26,  1995,  Los  Angeles,  California,  pp.  290-295의  문헌을  참조하면 
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스택(20)의 하부 표면상의 터미널(22)은 기판(10)의 하부 표면상의 <34>
터미널(12)에 접속될 수 있다.   이 설계는 높이면에서 제한되지 않으므로, 칩 스택은 특정 요건의 물리
적 치수에 맞도록 원하는 소정의 높이를 가질 수 있다.   칩 스택(20)의 터미널(22) 및 기판(10)의 터미
널(12)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상에 있으며, 이들 터미널 사이에 접속을 형성하는 배선 결합 장비는 동
일한  평면상에서  칩  스택과  기판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선  결합의  절차는  크리스티안 발
(Christian Val)에 의한 "The 3D Interconnection-An Enhanced Densification Approach with Bare Chip
s"란  명칭의  Eighth  IEMT:  International  Electronics  Manufacturing  Conference,  IEEE  No. CH2833-
2/90/0000-0082, 1990, pp. 82-91의 문헌에 기술된 타입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배선 결합(15)은 터미널(22)을 터미널(12)에 접속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칩 스택(20)을 기<35>
판(10)상에  탑재하여  어셈블하고,  칩  스택과  기판  사이에  원하는  상호  접속을  형성한  후, 밀봉재
(encapsulants)(16 및 17)로 패키지를 보호할 수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밀봉화 공정 및 재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특별히 기술할 필요는 없다.

도 1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칩 스택은 세라믹을 통해 탑재<36>
되므로, 칩 스택상의 패드를 기판의 터미널에 접속하는 배선 결합 공정이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배열
(arrangement)은 실질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높은 칩 스택(20)이 가능하게 된다.   최상위 칩 스택의 상부에 히트 싱크(heat sink)가 직접 부착
될 수 있다.   이러한 히트 싱크가 없더라도, 칩 스택은 스택된 위치에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양호
하게 방열된다.   이 배열에는 집적 회로 패키지의 높이를 제한하는 금속 캡(metal cap)이 없다.

솔더 접합(solder joint)(31)에 의해 J 리드 클립(30)을 기판(10)에 접속함으로써, 회로 카드와 <37>
같은 다른 전기 디바이스들에 대한 또다른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도 1에 도시된 설계는 매우 유연하며, 여러 사양(options)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J 리드 <38>
뿐만 아니라, 갈매기 날개형 리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갈매기 날개형 접속기(60)가 
기판(10)을 접속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에폭시(epoxy)(17)를 두어 칩 스택의 측면상에 금속을 코팅하고, 스<39>
택 배선 결합 피치(pitch)를 세라믹 캐리어 패드 피치와 일치시켜 어셈블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또한 가능
하다.   또한, 이러한 배열을 사용하면, 리드 개수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과도몰드 플라스틱 밀봉
(overmold plastic encapsul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밀봉화 대신에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 캡(ceramic cap)을 사용할 수 있다.   세라믹 기판을 <40>
사용하는 대신에, FR4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유기 캐리어(organic carrier)를 사용할 수 있다.   MC 기
판 대신에, 복수층 세라믹(multi-layer ceramic; MLC) 또는 (스탬프 금속(stamped metal)과 같은) "유연
한(flexible)" 베이스(base)를 사용할 수 있다.   칩 스택과 세라믹의 기하학은 배선 결합 공정을 최적화
하기 위해, 플러쉬(flush), 언더플러쉬(underflush) 또는 오버플러쉬(overflush)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공정은 건식 프레싱(dry pressing), 레이저 절단(laser cutting) 또는 다른 세라믹 제조 기법
에 의해 제공되는 컷아웃과 호환성이 있을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배열은 전술한 8 가지 경계 조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만족시킨다.   패키지는 신뢰<41>
할 수 있는 칩과 카드간(chip-to-card) 상호 접속 배열을 제공함으로써, "통상적인 것보다 높은(taller 
than typical)" 칩 또는 칩 스택을 형성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패키지는 테스트 및 최종 어셈블리
에서 사용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결합 및 어셈블리, 테스트, 번인, 카드 어셈블리 동안에도 칩 스택을 
보호함으로써 실리콘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패키지 배열은 여러 가지 상이한 칩 스택 높이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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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는 신호, 전력 및 접지 접속들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이 배열은 기존의 스택을 변경하지 않고
서도 그것과 상호 접속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배열은 JEDEC 또는 실제적인 카드 풋프린트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전술한 <43>
바와 같이, 이 배열은 스택의 상부 또는 측면상에 결합된 히트 싱크에 의해, 열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기술은 세라믹간 또는 세라믹 스택과 FR4에서와 같은 유기체간(ceramic-to-
ceramic or ceramic stack to organic, such as in the FR4)의 배선 결합 접속을 갖는 SIMM과 같은 상이
한 산업 포맷(industry formats)으로 확장될 수 있다.   PIH, 카드 에지 ZIF 접속기 및 리드 프레임과 같
은 다른 카드 접속이 또한 가능하다.

도 3을 참조하면, 기판(10)에 접속된 핀(pin)(70)을 갖고 있는 PIH 접속기가 도시되어 있다.<44>

도 4에는 기판(10)에 접속된 리드 프레임 접속기(80)가 도시되어 있고, 도 5에는 기판(10)에 접<45>
속된 ZIF 접속기(90)가 도시되어 있다.   도 3 내지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설계의 유연성을 명확하게 도
시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원리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가 <46>
도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세라믹이  세라믹에  솔더된  패키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금속화 세라믹 기판 처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배열에서, 세라믹 기판(40)은 컷아웃부
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부 및 하부 표면을 갖는다.

칩 스택(50)은 플립 칩형(flip-chip-like) 칩 접속을 사용하여 기판(40)상에 탑재된다.   이 접<47>
속은 칩 스택상의 솔더-가용성 터미널(solder-wettable terminals)(53)과 만나는 솔더 패드(41)를 사용한
다.   솔더는 기판상에서 스택(50)의 터미널(53)과 만나는 곳에서 사용된다.

스크린된 솔더(screened solder)는 기존의 솔더 분배 장비상에서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양 배<48>
(pear)  형상과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기존의 스택상의 촘촘하게 짜여진 패드 패턴에 들어 맞을 수 
있다.   솔더는 칩 스택 대신에 MC 기판상에 제공된다.   이로 인해, 칩 스택킹 공정에서는 중간 솔더층
없이도 스택들(50)을 자유로이 몇 개씩 모을 수 있게 된다.   스크리닝(screening) 대신에 솔더를 MC 기
판상에 도금할 수도 있다.   또한, MC 기판상으로의 솔더 주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몇 개씩 모인 칩 스택들을 분리하고, 한 번에 하나의 스택에 솔더를 추가하는 것은 <49>
비용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라믹상에 솔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된 칩 스택-캐리
어간의 어셈블리 공정은 제어 붕괴 칩 접속(controlled-collapse-chip-connection)(C4) 또는 플립 칩, 플
랫 팩(Flat Pack)(C4FP)에 대해 현재 수행되는 결합 및 어셈블리 공정과 유사하다.   이들 공정은 세라믹 
기판(40)에 스택을 접속시키는데 사용된다.   종전과 같이, J 리드 클립(51)을 제공함으로써, 기판과 인
쇄 회로 카드 사이를 접촉시킨다.

솔더 접합(55)에 의해 J 리드 클립(lead clips)(51)을 기판(10)에 접속시킴으로써, 회로 카드와 <50>
같은 기타 전기 디바이스에 후속적인 상호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전체 패키지는 통상적인 방
법으로 밀봉재(52)에 의해 재차 보호된다.   언더필(underfill) 에폭시 또는 유사한 재료(54)를 스택 아
래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금속화 세라믹(MC)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화 세라믹 기판(40)에 회로 패<51>
턴(circuitry pattern)을 제공한다.   도 2에 도시된 이 실시예는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비해 배선의 
유연성을 더 갖는다.   도 2의 실시예에는 컷아웃이 없기 때문에, 스택 아래의 영역에 추가적인 상호 접
속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전기 라인은 신호 라인, 전력 버스(power buses) 및 접지 라인을 점퍼
(jumper)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칩 스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칩과 카드간의 상호 접
속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배선 결합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2의 실시예는 다양한 칩 스택 높이로 확장될 수 있다.   <52>
또한, 이러한 설계 개념은 유연적이며, 또한 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양을 제공한다.   도 2에 도시
된 방식으로 배열된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는 "통상적인 것보다 높은(taller than typical)" 칩 또는 칩 
스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칩과 카드간 상호 접속 배열을 제공한다.   또한, 이 패키지는 결합 및 어셈
블리 공정, 테스트, 번인, 카드 어셈블리, 테스트 및 최종 어셈블리에서 사용하는 동안 칩 스택을 보호함
으로써, 디바이스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솔더에는 칩 스택 대신에 세라믹이 제공된
다.   이로 인해, 칩 스택킹 공정에서는 스택에 솔더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칩들을 자유롭게 스택할 수 
있다.   이것은 칩-스택 제조자에게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솔더 패드에 의한 세라믹간의 상호 접속은 크게 감소된 CTE 불일치(mismatch)를 가지므로, 이 어<53>
셈블리는 실리콘과 세라믹간의 상호 접속을 갖는 어셈블리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도 2의 실시예는 도 1의 실시예에 비해 배선의 유연성을 더 갖는데, 이는 컷아웃이 없어 스택 
영역 아래에 보다 많은 상호 접속 라인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2의 배열은 기존의 스택을 변경
하지 않고서도 그것과 상호 접속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기술은 세라믹상의 세라믹
(ceramic-on-ceramic), 또는 FR4와 같은 유기체상 세라믹 스택(ceramic stack on organic)과 함께 SIMM과 
같은 산업 포맷으로 확장될 수 있다.   MC 대신에 MLC 또는 스탬프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 2
의 실시예는 JEDEC 또는 실제적인 카드 풋프린트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솔더 대신에 전도성 점착물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을 사용할 수도 있다.

J 리드 대신에 갈매기 날개형, PIH, 리드 프레임 또는 카드 에지 ZIF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54>
3 내지 도 6은 이러한 설계의 유연성을 재차 도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 2의 기판(40)은 이들 도면에 도
시된 기판(10)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는 C4 스택들을 패키지화하는 것으로 바로 옮
겨질 수 있다.   또한, 도 2의 실시예는 스택의 상부 또는 측면상에 결합된 히트 싱크에 의해 열을 제거
하도록 양호한 표면 영역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두 가지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이는 단지 설명을 위해 제공된 예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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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이것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semiconductor device package)에 있어서,

①  세  개  이상의  집적  회로  칩(integrated  circuit  chip)으로  구성된  집적  회로  칩 스택
(stack)(20) - 상기 스택은 복수의 터미널(terminals)(22)이 형성된 실질적으로 평탄한 하부 표면(21)을 
가짐 - 과,

② 실질적으로 평탄한 표면(11)과 컷아웃부(cutout portion) - 여기서, 상기 칩 스택은 이 컷아
웃부에 탑재되어 상기 표면(11)과 칩 스택의 하부 표면(21)은 실질적으로 평탄하게 됨 - 가 형성된 캐리
어 기판(carrier substrate)(10) - 상기 캐리어 기판은 상기 칩 스택의 터미널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복
수의 터미널(12)을 구비함 - 과,

③ 상기 기판 상에 상기 칩을 탑재하는 수단과,

④ 상기 칩 스택의 터미널과 상기 기판의 상기 터미널 사이에 전기 접속을 형성하는 수단(15)과,

⑤ 상기 캐리어 기판 상에 탑재된 상기 칩 스택을 지지 및 유지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밀봉(encapsulating) 수단(16, 17)

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기판(10)상에 또는 그 반대에 위치하고, 상기 캐리어 기판을 다
음  레벨의  어셈블리(assembly)에  직접적으로  전기  접속시키는  전기  접속  수단(electrical  coupling 
means)(30)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접속 수단(30)은 상기 캐리어 기판(10)상의 상기 터미널들과 제각
기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적합화된 적어도 하나의 전도성 부재(electrically conductive member)를 포함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부재는 갈매기 날개형 접속기(gullwing connectors)(60)를 포함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부재는 PIH(pin-in-hole) 접속기(70)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
스 패키지.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부재는 리드 프레임(leadframe) 접속기(80)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부재는 ZIF(Zero Insertion Force) 접속기(90)를 포함하는 반도
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기판은 금속화 세라믹 기판(40)인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스택이 서로간에 및/또는 다음 레벨의 어셈블리에 상호 접속되는 반도
체 디바이스 패키지.

청구항 10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어셈블리 방법에 있어서,

① 적어도 세 개의 집적 회로 칩을 갖는 집적 회로 칩 스택(20)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택을 
복수의 터미널(22)을 갖는 실질적으로 평탄한 하부 표면(21)을 가짐- 와,

② 하부 표면(11)을 구비하여 컷아웃부가 이 하부 표면(11)에까지 연장되도록 하며 또한 상기 컷
아웃부를 통해 상기 칩 스택의 터미널(22)과 전기 접속하도록 되어있는 복수의 터미널(12)을 구비한 캐리
어 기판(10)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칩 스택(20)이 상기 캐리어 기판의 상기 하부 표면(1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에 놓
이도록 상기 캐리어 기판의 상기 컷아웃부를 통해 상기 칩 스택을 탑재하는 단계와,

④ 상기 칩 스택의 상기 하부 표면(21)으로부터의 상기 칩 스택의 터미널(22)과 상기 기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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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부 표면(11)으로부터의 상기 기판의 터미널(12)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와,

⑤ 상기 칩 스택 및 상기 캐리어 기판을 밀봉(16 및 17)하여 상기 캐리어 기판(10) 상에 탑재된 
상기 칩 스택(20)을 지지 및 유지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어셈블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컷아웃부를 갖는 상기 캐리어 기판(10)상에 상기 칩 스택(20)을 탑재하는 동
안 상기 칩 스택(20)의 상기 하부 표면(21)이 상기 캐리어 기판의 상기 컷아웃부를 통해 돌출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어셈블리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스택(20)의 상기 하부 표면(21)은, 상기 칩 스택(20)의 상기 하부 
표면(21)이 상기 기판(10)의 상기 하부 표면(1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에 놓이도록 상기 칩 스택(2
0)의 상기 하부 표면(21)을 노출시키는 상기 컷 아웃부를 통해 돌출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어셈블
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semiconductor  device  package)  및  방법은 복수의 터미널
(terminal)을 갖는 실질적으로 평탄한 하부 표면을 갖는 두꺼운 집적 회로 칩 스택(integrated circuit 
chip  stack)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평탄한 표면을 또한 가지며, 칩 스택이 탑재되는 캐리어 기판
(carrier  substrate)이  제공된다.    기판은  복수의  터미널을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금속화 세라믹
(metallized ceramic)으로 형성될 수 있다.   칩 스택의 터미널은 기판의 터미널에 접속된다.   칩 스택
의 터미널과 기판의 터미널 사이에 전기 접속(electrical connections)을 형성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기
판상에 칩 스택을 탑재하는 수단도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밀봉(encapsulating) 수단을 이용하여 캐리
어 기판상에 탑재된 칩 스택을 지지(supporting) 및 유지(maintaining)한다.   J 리드(leads)는 기판과 
회로 카드(circuit card)를 접속한다.

대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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