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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듈보오드를 적용이 용이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모듈 보오드에 하부 칩크기

소자(CSP: Chip Scale Package)를 탑재하고, 그 위에 칩 접합부를 형성한 후, 상부 칩크기소자를 역방향으로 접착시

킨다. 그 후,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와 모듈 보오드(module board)를 서로 연결하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

프로 두 개의 칩크기소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갖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0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3은 종래 기술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모듈 보오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도 4의 테이프 접착부 표면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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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서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9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서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inter connection tape)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한 밑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열전도판을 부착한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통합방열판을 부착한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모듈 보오드, 110: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

120: 테이프 접착부, 130: 모듈 핀 연결부,

140: 모듈 보오드의 베이스 기판, 150: 금속패턴,

160: 포토 솔더 레지스트(PSR), 170: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

200: 하부 칩크기소자, 300: 상부 칩크기소자,

400: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 410: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

412: 외부연결단자 접착부, 420: 연결패턴,

430: 테이프 본딩부, 500: 열전도판,

510: 열전도층(TIM), 600: 칩 접합부,

700: 통합방열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모듈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가 탑재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는 크기에 있어 소형화를 추구하고, 기능에 있어 대용량화를 추구함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의 조립하는 

분야에서는, 2개의 반도체 패키지를 서로 쌓아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로 만드는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의 사용이 일반

화되고 있다.

이러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는 기능이 메모리 소자인 경우, 손쉽게 반도체 패키지의 메모리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 1 내지 도 3은 종래 기술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을 참조하면, 2개의 LOC(lead On Chip)형 SO(Small Out-line) 패키지(10, 20)가 칩 접합부(40)에 고정된 금속

패턴(30)을 통하여 하나의 형태로 연결된 적층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91)이다. 이때, 금속패턴(30)은 상기 2개의 S

O 패키지에서 서로 대응하는 리드(lead)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시킨다.

도 2를 참조하면, 2개의 LOC(lead On Chip)형 SO(Small Out-line) 패키지(52, 54)가, 솔더(58)와 소형 인쇄회로기

판(56)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된 적층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92)이다.

도 3을 참조하면, 2개의 CSP(Chip Scale Package) 패키지(70, 80)가 수직관통홀(72)과 외부연결단자(79, 89)인 솔

더볼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적층되는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93)이다. 도면의 참조부호 74는 봉합수자(encapsula

nt)를 가리키고, 76은 상부 폴리이미드층(top polyimid layer)을 가리키고, 78은 금선을 가리키고, 82는 반도체 칩을 

가리키고, 84는 하부 폴리이미드층(bottom polyimid layer)을 가리키고, 86은 다층형 기판(multilayer type substra

te)을 각각 가리킨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91, 92, 93)는, 모듈 보오드 에 탑재될 때, 모듈 보오드와 연결되는 부

분이 오직 외부연결단자인 리드나 솔더볼 한군데 밖에는 없다. 즉, 외부연결단자 한곳을 통해서만 모듈 보오드로 연

결된다. 따라서,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서만 두 개의 반도체 패키지가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필수

적인 제한사항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두 개의 반도체 패키지 사이의 전기적 연결을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서 실현하지 않고, 모듈보오드의 구리패턴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적층현 반도체 모듈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등록특허  10-0442880

- 3 -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CSP)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

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 테이프가 접착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부를 포함하는 인쇄

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와,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외부연결단자가 탑재되는 하부 칩크

기소자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상부에 형성된 칩 접합부와, 상기 칩 접합부에 역방향으로 접착되어 외부연결단자가

위로 향하는 상부 칩크기소자와, 위에서는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고 아래서는 상기 모듈보

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되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의 모양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의 형상과 1:1로 대응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적합하고,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는, 하나의 하

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1 ~ 4개가 포함되도록 형성된 것이 적합하다.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및 상부 칩크기소자는, 외부연결단자가 솔더볼(solder ball) 혹은 솔더범프(solder bump)인 것

이 적합하며, 내부에 반도체 칩이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칩 접합부의 재질은, 접착테이프, 열에 경화되는 액상의 접착제 및 솔더로 이루어진 접착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적합하며,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의 표면은, 포토 솔더 레지스트(PSR) 및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로 이루어진 접착물질군 중에 선택된 어느 하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는, 휘어질 수 있는 베이스필름(base film)

과, 상기 베이스필름 하부에 형성된 구리 패턴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상기 베이스필름은 폴리이미드(polyi

mi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구리 패턴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는 상부 칩크기소자 연

결부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연결패턴과, 상기 확장되는 연결패턴 

끝단에 형성되어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에 연결되는 테이프 본딩부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의 모양은, 상기 상부 칩 크기소자 외부연결단자의 형상과 1:1로 대응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적합하

다.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는 상부에 열전도판(heat spread plate)을 더 구비할 수 있고, 상기 열전도판은 상기 연

결테이프 위에 열전도층(TIM)을 사용하여 부착된다. 상기 열전도판의 재질은 니켈, 철, 알루미늄 및 화학기상증착(C

VD)으로 형성된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금속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 혹은 이를 포함하는 합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적층형 반도체 모듈은 상기 복수개의 연결테이프 상부를 서로 연결하면서 외부로 노출되는 통합방열판(la

rge scale heat sink)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내부에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

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

부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를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돌출형 외부연결단자가 형성된 하부 칩크기소자를 탑재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상부에 접착성을 띠는 칩 

접합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칩 접합부에 돌출형 외부연결단자가 형성된 상부 칩크기소자를 역방향으로 접착시

키는 단계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에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를 접착시

키는 단계와,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테이프 본딩부를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시키는 단계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칩크기소자 연결부와 대응하는 반대면에 열전

도판(heat spread plate)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고, 상기 복수개의 연결테이프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외

부로 노출되는 통합방열판(large scale heat sink)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듈 보오드를 이용하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가 탑재된 모듈을 구현할 수 있고, 열전도판 및 통합

방열판을 이용하여 반도체 모듈의 내부에서 발생을 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으며, 칩크기소자이면 어

떤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라도 쉽게 모듈 보오드에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형태로 탑재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

서 개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본 발명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말하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나 상부/하부 칩크기소자는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실시예에 도시된 것과 같은 특정 형상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및 필수의 특징을 이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가 베이스필름 아래에 구리패턴을 형성한 구조이지만, 이는 에치드 리드프레임(e

tched leadframe)을 구부려 사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의 내부 모양을 다른 형태로 치환한 

칩크기소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먼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한 후, 내부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구성은, ①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CSP)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 테이프가 접착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부를 포함하는 인

쇄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100)와, ②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외부연결단자가 탑재되는 

하부 칩크기소자(200)와, ③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상부에 형성된 칩 접합부(600)와, ④ 상기 칩 접합부에 역방향으

로 접착되어 외부연결단자가 위로 향하는 상부 칩크기소자(300)와, 위에서는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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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되고 아래서는 상기 모듈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되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하부 및 상부 칩크기소자(200,300)의 적층형태와,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는 본 발명의 목적

을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상기 칩 접합부(600)는 반도체 패키지를 서로 접합시킬 수 있는 재질이면 어

떠한 것도 가능하며, 일 예로 납(solder), 액상 에폭시 및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을 구성하는 세부구성에 대하여 하나씩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모듈 보오드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모듈 보오드(100)는, FR4 재질의 플라스틱 위에 구리패턴이 형성된 일반적인 형태

의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으로서, 내부에는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110)와, 상기 하부 칩크기

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미도시)되고 후속공정에서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도9 400)가 위에 접착되는 테이

프 접착부(120)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 및 테이프 접착부에 있는 구리패턴을 외부로 연결시켜 확장하는데 

필요한 모듈핀 연결부(130)를 포함한다.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110)는 외부연결단자가 솔더범프 혹은 솔더볼과 같은 돌출형인 하부 칩크기소자(도7 

및 도8의 200)가 탑재되는 곳으로서, 그 모양이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의 모양과 1:1로 대응되도록 되

어 있다. 또한, 테이프 접착부(120)는 도면에서는 하나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110)에 2개가 포함되도록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1 ~ 4개까지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모듈핀 연결부(130)는 모듈이 다른 인쇄회로기판

과 연결되는 중간통로(terminals)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 5 및 도 6은 도 4의 테이프 접착부 표면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모듈 보오드(100)의 테이프 접착부(120)에는 후속공정에서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

도9 400)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표면처리가 되어 있다. 도 5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판(140)의 구리패턴(150) 위에 

포토 솔더 레지스트(PSR: Photo Solder Regist)가 표면처리 된 것이고, 도 6의 경우에는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170)

가 플라스틱 기판(140) 및 구리패턴(150) 위에 전체적으로 적층(deposition)되어 있는 모습이다.

상기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170)는 내부의 접착물질에 의하여 상하방향으로만 전도성을 갖고, 수평방향으로는 전도

성을 갖지 않는 도전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170)는 상기 구리패턴(150)이 조

밀한 간격(fine pitch)일 때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서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CSP)의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

한 단면도들이다.

도 7은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200, 300)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로 FBGA(Fine Pitch Ball Grid Array)를

사용한 것이다. 상기 FBGA의 구조는, 기판(220) 위에 에폭시 혹은 접착테이프(230)로 반도체 칩(210)을 접착하고, 

금선(250)으로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을 한 후, 봉합수지(260)로 몰딩(molding)하여 솔더볼(240)을 기판(220) 

하부에 부착한 것이다.

도 8은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200, 300)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로 내부에 두 개의 반도체 칩(310, 320)

이 탑재되는 DDP(Double Die Package)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DDP의 구조는 기판(320) 위에 다이접착제(330)를

사용하여 하부 반도체 칩(310)을 탑재하고 금선(350)을 이용한 1차 와이어 본딩을 수행하고, 상기 하부 반도체 칩(31

0) 위에 반도체 칩까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332)를 형성한 후, 상부 반도체 칩(312)을 탑재한다. 그 후, 

상기 상부 반도체 칩(312)에 금선(350)을 사용하여 2차 와이어 본딩을 수행하고, 봉합수지(360)를 이용한 몰딩(mold

ing)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상기 기판(320) 아래 솔더볼(340)을 외부연결단자로 부착한 것이다.

그러나 도 7 및 도 8의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200, 300)의 모양은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

이다. 상기 도7 및 도8에 도시된 반도체 패키지 외에, TBGA(Tape Ball Grid Array) 혹은 WBGA(Wire Bonding Ball

Grid Array) 혹은 3개의 반도체 칩이 적층된 구조의 반도체 패키지등도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200,300)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외부연결단자의 형태가 리드가 아닌 솔더볼이나 솔더범프 형태이면 어떤 내부 구조를 갖는 칩크기소자

(CSP)라도, 본 발명에서는 상부 및 하부 칩크기소자로 적용이 가능하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서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밑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는 구부려질 수 있는 폴리이미드(polyimid)와 같은 베이스필름(base f

ilm)에 구리패턴이 형성된 구조로서, 내부에는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410), 연결패턴(420) 및 테이프 본딩부(430)

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410)는 상부 칩크기소자(도7 및 도8의 300)의 외부연결단자가 접착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따라서 그 모양, 즉, 외부연결단자 접착부(412)의 형태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 형

태와 동일하게 되어있다.

또한 상기 연결패턴(420)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41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구리패턴으

로서 단층 혹은 다층의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테이프 본딩부(430)는 상기 도 4에서 설명된 모듈보오드(

도4 100)의 테이프 접착부(120)와 서로 접착되어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120)와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테이프 본딩부(430)와의 접착은 열과 압력을 사용하여 접착이 가능하며, 이는 TAB(Tape 

Automated Bonding) 패키지 탑재공정에서 사용되는 본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는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폴리이미드 재질의 베이스 필름에 구리패턴이 형성된 것을,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의 예로 설명하였지만, 이를 에치드 리드프레임(etched leadframe)을 구부려서 사용할 수도 있

으며 기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구조는, 모듈테이프(100), 하부 칩크기소자(200), 칩 접합부

(600), 상부 칩크기소자(300) 및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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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는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200) 및 상부 칩크기소자(300)의 외부연결단자를 모듈보오드(100)에 있는 구리패턴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는 모듈 보오드와 그 위에 탑재되는 반도체 패키지

의 연결이, 오직 반도체 패키지의 외부연결단자만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본 발명에서는 외부연결단자 외에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듈 보오드 위에 탑재되는 반도체 패키지가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인 경우, 상기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서만 상부 및 하부 반도체 패키지를 연결시켜야 하는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고, 이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열전도판을 부착한 단면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도 10의 적층형 반도체 모듈 위에 열전도층(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을 사용하여 

열전도판(Heat Spread Plate, 500)을 추가로 형성한 구조이다. 상기 열전도판(500)은 니켈(Ni), 철, 알루미늄 및 화

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ition)으로 형성된 금속막 중에서 어느 하나의 막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상기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을 포함하는 복합막 혹은 상기 금속을 포함하는 합금막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

기 열전도층(TIM, 510)은 열전도 특성이 우수하며 접착력을 갖는 재질이면 어떤 물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 12는 도 11의 적층형 반도체 모듈에 통합방열판을 추가로 부착한 단면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도 11의 구조에 추가로 통합방열판(700)을 부착할 수 있다. 상기 통합방열판(700)은 상기 열

전도판(500) 위에 접착테이프 혹은 또 다른 열전도층(TIM)을 형성한 후 부착이 가능하다. 상기 통합방열판(700)은 

하나의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1000)에만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듈 보오드 위에 있는 전체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1001, 1002)의 상부를 모두 연결하면서 부착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열전도판(500) 혹은 통합방열판(700)이 부착된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은,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1001, 1002)에서 발생되는 열을 아래방향으로는 모듈보오드를 통해 외부로 방출하고, 윗 방향으로는 열전도판(500)

혹은 통합방열판(700)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하,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적층형 반도체 모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내부에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부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1

00)를 준비한다. 이어서,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돌출형 외부연결단자가 형성된 하부 칩크기

소자(200)를 소자탑재기술(SMT: Surface Mounting Technology)을 이용하여 부착한다. 그 후, 상기 하부 칩크기소

자 상부에 접착성을 띠는 칩 접합부(600)를 형성한다. 상기 칩 접합부(600)가 형성된 결과물 위에 돌출형 외부연결단

자가 형성된 상부 칩크기소자(300)를 역방향으로 접착시켜 외부연 결단자가 윗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계속해서,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에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의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를 접착

키고,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테이프 본딩부를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 위에 열전달층(510)을 형성한 후, 그 위에 열전도판(500)을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열전

도판(500) 위에 열전달층(TIM)이나 접착테이프를 추가로 형성한 후, 통합방열판(700)을 부착한다. 필요하다면, 상기

열전도판(500)을 부착하지 않고 곧바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400) 위에 통합방열판(700)을 형성할 수도 있

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모듈 보오드에 있는 구리패턴을 이용하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가 탑재된 적

층형 반도체 모듈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열전도판 및 통합방열판을 이용하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서 발생

된 열을 아래 및 위로 동시에 방출시킬 수 있다. 셋째, 솔더볼과 솔더범프를 외부연결단자로 사용하는 칩크기소자이면

어떤 형태의 반도체 패키지라도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내부가 아닌 모듈 보오드를 이용하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 형

태로 만들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CSP)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 

테이프가 접착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부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외부연결단자가 탑재되는 하부 칩크기소자;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상부에 형성된 칩 접합부;

상기 칩 접합부에 역방향으로 접착되어 외부연결단자가 위로 향하는 상부 칩크기소자; 및

위에서는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고 아래서는 상기 모듈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되는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의 모양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의 형상과 1:1로 대응되도록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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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는,

하나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1 ~ 4개가 포함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및 상부 칩크기소자는,

외부연결단자가 솔더볼(solder bal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및 상부 칩크기소자는,

외부연결단자가 솔더범프(solder bum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및 상부 칩크기소자는,

내부에 반도체 칩이 하나인 반도체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및 상부 칩크기소자는,

내부에 반도체 칩이 두 개 이상인 반도체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칩 접합부의 재질은,

접착테이프, 열에 경화되는 액상의 접착제 및 솔더로 이루어진 접착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의 표면은,

포토 솔더 레지스트(PSR) 및 이방성 전도성 접착제로 이루어진 접착물질군 중에 선택된 어느 하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는,

휘어질 수 있는 베이스필름(base film)과, 상기 베이스필름 하부에 형성된 구리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필름은, 폴리이미드(polyim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 도체 모듈.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패턴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와 연결되는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연결패턴; 및

상기 확장되는 연결패턴 끝단에 형성되어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에 연결되는 테이프 본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의 모양은,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 외부연결단자의 형상과 1:1로 대응되도록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는 상부에 열전도판(heat spread plate)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

체 모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도판은 상기 연결테이프 위에 열전도층(TIM)을 사용하여 부착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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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열전도판의 재질은 니켈, 철, 알루미늄 및 화학기상증착(CVD)으로 형성된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금속물질군 중

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 혹은 이를 포함하는 합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형 반도체 모듈은 상기 복수개의 연결테이프 상부를 서로 연결하면서 외부로 노출되는 통합방열판(large sc

ale heat sink)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8.
내부에 복수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패턴을 갖는 연결

테이프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테이프 접착부와, 모듈핀 연결부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 형태의 모듈 보오드를 준

비하는 단계;

상기 모듈 보오드의 하부 칩크기소자 탑재부에 돌출형 외부연결단자가 형성된 하부 칩크기소자를 탑재하는 단계;

상기 하부 칩크기소자 상부에 접착성을 띠는 칩 접합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칩 접합부에 돌출형 외부연결단자가 형성된 상부 칩크기소자를 역방향 으로 접착시키는 단계;

상기 상부 칩크기소자의 외부연결단자에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상부 칩크기소자 연결부를 접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테이프 본딩부를 상기 모듈 보오드의 테이프 접착부와 연결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을 갖는 연결테이프의 칩크기소자 연결부와 대응하는 반대면에 열전도판(heat spread plate)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연결테이프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외부로 노출되는 통합방열판(large scale heat sink)을 형성하는 단

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형 반도체 모듈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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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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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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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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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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