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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칩 어셈블리 및 이의 구동 방법

요약

멀티 칩 어셈블리 및 이의 구동 방법이 개시된다.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1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과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2소자가 디자인된 제2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전원 인가부는 상기 제1칩의 제1소자에 제1전원을 인가한다.

아울러, 전원 변환부는 상기 제1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칩의 제2소자에 제2전원을 인가한

다. 때문에,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티 칩 어셈블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 칩 어셈블리에 인가되는 전원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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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의 전원 변환부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회로도이다.

도 5a 내지 도 5e는 도 2의 전원 변환부의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인쇄회로기판 22 : 제1칩

24 : 제2칩 26 : 전원 인가부

28 : 전원 변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 칩 어셈블리 및 이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적층형의 멀티 칩 어셈블리 및 이의 구

동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자기기들은 경박 단소화의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칩을 실장한 패키지도 고밀도의 형태를 갖추고, 경박

단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는 평면적 형태에서 적어도 두 개의 칩을 적층하는 형태인 멀티 칩

어셈블리로 발전되고 있다.

상기 멀티 칩 어셈블리로 이루어진 반도체 패키지는 동일한 소자가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 제품의 경

박 단소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립 공정의 단순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

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할 경우 상기 서로 다른 소자들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기 전원을 다원화해야

하는 단점을 갖는다.

도 1은 종래의 멀티 칩 어셈블리에 인가되는 전원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인쇄회로기판(10) 상에 제1칩(12)과 제2칩(14)이 적층되어 있는 멀티 칩 어셈블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제1칩(12)에는 제1소자가 디자인되어 있고, 제2칩(14)에는 제2소자가 디자인되어 있다. 아울러, 제1칩(12)의 제1소자는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고, 제2칩(14)의 제2소자는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된다. 따라서, 제1칩(12)의 제1소자에는 제1전원

이 인가되고, 제2칩(14)의 제2소자에는 제2전원이 인가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멀티 칩 어셈블리는 상기 서로 다른 소

자들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각각 마련하고, 인가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자 제품에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

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티 칩 어셈블리를 장착할 경우 상기 전원으로 인한 호환성에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종래의 멀티 칩 어셈블리는 조립의 단순화 및 전자 제품의 경박 단소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용이하

지 못한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목적은,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티 칩

어셈블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목적은,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에스램 소자와 플래시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된 멀티 칩 어셈블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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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목적은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티 칩 어

셈블리를 구동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는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1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

상기 제1칩을 적재한 상태에서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상기 제1전원과 레벨이 다른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2소자

가 디자인된 제2칩; 상기 제1칩의 상기 제1소자에 상기 제1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인가부; 및 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상기

제1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칩의 제2소자에 인가하는 전원 변환부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기 제2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는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에스램 소자가 디자인된 제1

칩; 상기 제1칩을 적재한 상태에서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상기 제1전원과 레벨이 다른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플래

시 메모리 소자가 디자인된 제2칩; 상기 제1칩의 상기 에스램 소자에 상기 제1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인가부; 및 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제1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칩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 인가하는 전원 변환부

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기 제3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의 구동 방법은 제1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에 전원 인가부

로부터 입력되는 제1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제1칩의 제1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 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인가되는 상기

제1전원을 전원 변환부에서 레벨이 다른 제2전원으로 변환시키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제2전원을 상기 제2소자가 디자인

된 제2칩에 인가하여 상기 제2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에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립의 단순화 및 전자 제품의 경박 단소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사용이 용이하

다. 특히, 기존의 전자 제품과의 호환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칩은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1소자가 디자인되어 있다. 상기 제1칩은 에스램(SRAM) 소자로서 약 2.5 내지 3.5볼

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에스램 소자는 약 3.0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

등록특허 10-0596776

- 3 -



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칩은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2소자가 디자인되어 있다. 상기

제2칩은 플래시 메모리 소자로서 약 1.6 내지 2.0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플래시(flash) 메모리 소자는 약 1.8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멀티 칩 어셈블리는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하고, 상기 인쇄회로기판 상에 제1칩과 제2칩이 적재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상기 제1칩은 제2칩 상에 적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제1칩 상에 제2칩이 적재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상기 멀티 칩 어셈블리는 단일 전원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전원 인가부 및 전원 변환부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전

원 인가부는 상기 제1칩의 제1소자에 제1전원을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전원 변환부는 상기 제1전원을 인가

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전원을 상기 제2칩의 제2소자에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상기 전원 변환부

는 씨모오스 트랜지스터 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등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전원 변환부

는 상기 제1칩, 제2칩 또는 인쇄회로기판 내에 디자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멀티 칩 어셈블리는 제1전원을 인가하여 제1칩의 제1소자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상기 제1전원을 제

2전원으로 변환시킨 후, 상기 제2전원을 인가하여 제2칩의 제2소자를 구동시킨다. 따라서, 단일 전원의 인가로서도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을 적층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티 칩 패키지의 구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제2전원을 인가하고, 상기 제2전원을 제1전원으로 변환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함을 밝혀둔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멀티 칩 어셈블리로서, 인쇄회로기판(20) 상에 제2칩(24)이 적재되고, 제2칩(24) 상에 제1칩(22)이 적재

된 형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제1칩(22)에는 약 3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에스램 소자가 디

자인되어 있고, 상기 제2칩(24)에는 약 1.8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가 디자인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원 인가부(26)는 제1전원으로서 약 3볼트의 전압의 전원을 상기 제1칩(22)으로 인가시킨다. 따라서, 제1칩

(22)의 에스램 소자가 구동된다. 그리고, 약 3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전원은 전원 변환부(28)로 인가된다. 따라서, 전원

변환부(28)는 약 3볼트의 전압의 전원을 약 1.8볼트의 전압의 전원으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변환된 약 1.8볼트의 전압의

전원을 상기 제2칩(24)으로 인가시킨다. 따라서, 제2칩(24)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가 구동된다.

여기서, 상기 전원 변환부(28)는 제1칩(22) 내에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 변환부(28a)는

인쇄회로기판(20) 내에도 디자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원 변환부는 제2칩 내에도 디자인할 수 있다.(도시하지 않음)

또한, 상기 전원 인가부(28)는 제1칩(22)에 전원을 인가하고, 전원 변환부(28)는 제2칩(24)에 전원을 인가하는 구성을 갖

는데 -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 상기 전원 인가부가 제2칩에 전원을 인가하고, 전원 변환부가 제1칩에 전원을 인가하는 구

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제2칩 상에 제1칩이 적재된 형태의 구성을 갖지만, 반대로 제1칩 상에 제2칩이 적재된 형

태의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기 멀티 칩 어셈블리는 전원 변환부를 사용함으로서 단일 전원의 인가를 통하여 제1칩(22) 및 제2칩(24)의

구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소 적은 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멀티 칩 어셈블리의 경우 상기 전원 변환부는 씨모오스 트랜지스터로 구현할 수

있고, 다소 많은 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멀티 칩 어셈블리의 경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구현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구현되는 전원 변환부(2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바이폴라 접

합 트랜지스터는 NPN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입력 전원(Vcc)으로서 약 3볼트의 전압의 전원을 인가하여 제1칩의 에스램

을 구동시킨다. 아울러, 약 3볼트의 전압의 전원이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의 컬랙터(collector)에 연결되고,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의 내부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약 2.5볼트의 Vperi를 베이스(base)로 이용한다. 따라서, 출력 전원(Vout)

으로서 약 1.8볼트의 전압의 전원이 출력된다. 그리고, 출력 전원(Vout)이 제2칩으로 인가됨으로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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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일 전원을 인가하여도 제1칩의 에스램 및 제2칩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때, 상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전원 변환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원을 인가하기 위하여 온도 변화

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출력되는 전압을 △Vout라고 하면 다음과 같

은 식 1이 성립된다.

[식 1]

△Vout = △Vthermal1 + △Vthermal2 + △Vlaod

상기 △Vthermal1은 베이스-에미터 접합이 온도에 기인하는 전압 감소값을 나타낸다. 특히, 상기 △Vthermal1은 온도 계수

(coefficient)가 약 -2.0mV/℃로 평가되고, 주변 온도가 -40 내지 85℃ 범위임을 고려할 경우 최대 +0.25볼트 정도의 변

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Vthermal2는 Vperi의 온도에 대한 변화량으로서, 약 +2.3mV/℃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Vload는 10μA 내지 70m까지 변화할 때 0.3볼트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서, △Vthermal1은 베이스-에미터 접합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Vthermal2의 조정

을 통하여 온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Vperi를 기준으로 양의 온도 계수를 갖는 저항과 음의 온도 계수를

갖는 반도체의 크기를 적정 비율로 조정함으로서 약 -2.0mV/℃의 온도 특성을 갖게한다. 이에 따라, 안정된 전압을 갖는

전원의 인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기 전원 변환부의 온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도 고려함으로서 제1칩 또는 제2칩에서 고온이 발생하여도

충분한 구동 전원의 인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기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전원 변환부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a를 참조하면, 기판(50)에 소자 분리막(52)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소자 분리막(52)은 주로 트랜치 소자 분리막을 선

택한다. 이어서, 깊은 접합을 갖는 N-월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N-월의 형성에서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베리드(buried)

컬랙터(54)를 형성한다. 상기 이온 주입에서는 P31을 선택한다. 아울러, 상기 이온 주입에서는 도즈량을 약 1E13 내지

2E13/cm3으로 조정하고, 이온 에너지를 약 1.0 내지 1.5MeV로 조정한다. 그리고, 컬랙터 플러그(56)를 형성한 후, P-월

(58)을 형성한다.

도 5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59)을 이온 마스크로 사용한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베이스(60)를 형성한다. 상기 베

이스(60)를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에서는 도즈량을 약 1E13 내지 4E13/cm3으로 조정하고, 이온 에너지를 약 10 내지

20KeV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59)을 사용하지 않고, B11을 약 2.5E124 내지 1E134/cm3으로 조정하

고, 이온 에너지를 약 10 내지 25KeV로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도 베이스(60)를 형성할 수 있다.

도 5c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61)을 이온 마스크로 사용하는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에미터와 컬렉터 픽업(62)을

형성한다. 상기 이온 주입에서는 As를 사용하고, 도즈량을 약 3E15 내지 6E15/cm3으로 조정하고, 이온 에너지를 약 25

내지 35KeV로 조정한다.

도 5d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63)을 이온 마스크로 사용하는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베이스 픽업(64)을 형성한다.

상기 이온 주입에서는 BF2를 사용하고, 도즈량을 약 2E15 내지 4E15/cm3으로 조정하고, 이온 에너지를 약 15 내지

25KeV로 조정한다.

도 5e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베이스와 컬랙터는 제1금

속 배선으(66)로 연결하고, 에미터는 제2금속 배선(68)으로 연결한다.

이와 같이, 전술한 공정을 수행함으로서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멀티 칩 어셈블리의 전원 변환부를 형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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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단일 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서로 다른 소자들이 디자인된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멀

티 칩 어셈블리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동작 전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서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에

스램 소자와 플래시 메모리 소자를 멀티 칩 어셈블리로 만들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1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

상기 제1칩을 적재한 상태에서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상기 제1전원과 레벨이 다른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제2소자

가 디자인된 제2칩;

상기 제1칩의 상기 제1소자에 상기 제1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인가부; 및

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상기 제1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칩의 제2소자에 인가하는 전원 변

환부를 포함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변환부는 씨모오스(CMOS) 트랜지스터 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변환부는 상기 제1칩, 제2칩 또는 인쇄회로기판 내에 디자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6.

제1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에스램 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

상기 제1칩을 적재한 상태에서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상기 제1전원과 레벨이 다른 제2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가 디자인된 제2칩;

상기 제1칩의 상기 에스램 소자에 상기 제1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인가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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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제1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제2전원으로 변환시켜 상기 제2칩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 인가하는

전원 변환부를 포함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변환부는 상기 제1칩, 제2칩 또는 인쇄회로기판 내에 디자인되고, 씨모오스 트랜지스터 또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원은 2.5 내지 3.5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고, 상기 제2전원은 1.6 내지 2.0볼트의 전압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

청구항 10.

제1소자가 디자인된 제1칩에 전원 인가부로부터 입력되는 제1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제1칩의 제1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

상기 전원 인가부로부터 인가되는 상기 제1전원을 전원 변환부에서 레벨이 다른 제2전원으로 변환시키는 단계; 및

상기 변환된 제2전원을 상기 제2소자가 디자인된 제2칩에 인가하여 상기 제2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칩

어셈블리의 구동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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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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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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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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