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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하 연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요약

상하 적층된 반도체 칩 사이의 연결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과, 상기 기본 프레임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과, 상기 제1 칩

관통패턴과 연결되고 반도체 칩 하부에 형성된 연금속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과, 상기 제1

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3 본

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되는 경금속 재질의 제2 칩 관통패턴이 형성된 제2형 반도체

칩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에 관해 개시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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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반도체 칩, 멀티칩 패키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스택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변형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적층 구조(stacked structure)를 갖는 멀티칩(multi-chip) 반도

체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자 제품의 소형화, 고성능화 및 휴대용 모빌(Mobile)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초소형 대용량의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의 저장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반도체 칩의 집적도를 높여서 반

도체 메모리의 저장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넣어서 하나로 조립하는 방법

이 있다. 전자의 경우 많은 노력, 자본 및 시간이 소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패키징(packaging)하는 방법만을 변경하여

손쉽게 반도체 메모리의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소요 자본, 연구 개발의 노력 및 개발 시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에서는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에 여러개의 반도체 칩을 넣는 멀

티칩 패키지를 통하여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저장용량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복수개의 반도체 칩을 넣는 방법은 반도체 칩을 수평으로 넣는 방법과, 수직으로 넣는 방법

이 있다. 그러나 소형화를 추구하는 전자제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는 반도체 칩을 수직으

로 쌓아서 패키징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를 선호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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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저장능력을 증대시키고 적층된 반도체 칩에서 상하 반도체

칩 사이의 연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

본 프레임과, 상기 기본 프레임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

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과, 상기 제1 칩 관통패턴과 연결되고 반도체

칩 하부에 형성된 연금속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과, 상기 제1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되는 경금속 재질의 제2 칩 관통패턴이 형성된 제2형 반도체 칩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칩 관통패턴은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1 및 제2형 반도체 칩과 기본 프레임의 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봉지수

단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2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

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제1형 반도체 칩과 제2형 반도체 칩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

본 프레임과, 상기 기본 프레임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

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과, 상기 제1형 반도

체 칩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되고 경금속 재질인 제2 칩 관통패턴이 형성된 제2형 반도체 칩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칩 관통패턴은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기본 프레임과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칩 관통패턴

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접착수단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반도체 칩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은 상부에 삽입

형 돌출부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연금속(soft metal) 재질로 된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과, 경금속

(hard metal) 재질로 된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2형 반도체 칩을 교대로 쌓아서 스택형 반도체 패키지

를 만들기 때문에 상하 인접하는 반도체 칩 사이에 연결능력을 개선하고 접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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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

의 개시가 실시 가능한 형태로 완전해지도록 발명의 범주를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평면도이다.

도 1은 반도체 칩(100A)의 가장자리를 따라 본드패드(108)가 형성된 경우이고, 도 2는 반도체 칩(100B)의 중앙에 2열로

본드패드(108)가 형성된 경우이다. 본 발명에서는 적층된 상하 반도체 칩(100)간의 상호 연결을 위하여 칩 관통패턴(106)

을 사용한다. 또한 가장자리에 본드패드가 있는 반도체 칩(100A)과, 중앙부에 본드패드가 있는 반도체 칩(100B)에서 본

드패드(108)와 칩 관통패턴(106)은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으로 각각 연결된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50은 회로부가

있는 활성영역(active area)을 가리킨다.

제1 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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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도2의 A-A'의 절단면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100)은 통상의 반도

체 칩(120)에 연금속(soft metal)으로 이루어진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과 연결

되고 반도체 칩(100)을 완전히 관통하도록 형성된 제1 칩 관통패턴(106)과, 상기 제1 칩 관통패턴(106)과 연결되고 반도

체 칩(100)의 하부에 형성된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110)을 포함한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104, 110)의 두께는 3~30㎛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본드패드 확장 패턴(104, 110) 및 제1 칩 관통패턴(106)은 전기도금 방식을 통해 형성할 수 있고, 가루(powder) 형태

로 채워넣은 후 리플로우(reflow) 공정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 제1 칩 관통패턴(106) 및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110)을 통하여 본드패드(108)의

기능이 반도체 칩(100)의 상부에서 반도체 칩(100)의 하부로 확장된다. 상기 연금속(soft metal)은 주석(Sn), 주석과 납의

합금(SnPb), 주석과 은의 합금(SnAg), 주석과 은(SnAg), 구리의 합금(SnAgCu), 주석과 비스무트의 합금(SnBi), 인듐(In)

, 인듐과 주석의 합금(InSn)으로 이루어진 금속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일 수 있다.

상기 연금속은 반도체 칩(100)에서 쉽게 형성할 수 있으며, 도 4에서 사용되는 경금속(hard metal)보다, 경도(hardness)

가 낮고 용융점(melting point)이 낮은 재질이면 다른 재질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도2의 A-A'의 절단면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200)은, 경금속

(hard metal) 재질이고 반도체 칩(220)의 상부에 형성된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204)과, 상기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

(204)과 연결되고 일부가 반도체 칩(220)의 하부에서 돌출(212)된 제2 칩 관통패턴(206)을 포함한다. 상기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204)의 두께는 3~30㎛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반도체 칩(220)의 상부에 있는 본드패드(208)의 기능은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204), 제2 칩 관통패턴(206) 및 연

결 돌출부(212)를 통하여 반도체 칩(200)의 하부로 확장된다. 상기 연결 돌출부(212)의 돌출 정도는 3~50㎛ 범위에서 조

절이 가능하다. 상기 경금속은 구리(Cu), 니켈(Ni), 무전해 도금방식의 니켈-인(Ni-P), 금(Au), 은(Ag)으로 이루어진 도금

가능한 금속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이 적합하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제2형 반도체 칩(220)에 레이저 드릴링(LASER drilling)을 통해 본드패드(208)와 인접한

영역에 구멍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구멍을 채우는 제2 칩 관통패턴(206) 및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204)을 경금속 재

질로 형성한다. 그 후, 1차로 반도체 칩(220)의 하면에 있는 제1층(214)을 연마(polishing) 혹은 그라인딩(grinding) 방식

으로 제거한다. 상기 제1층(214)을 제거한 후, 반도체 칩(220) 하부에 대하여 식각(etch)을 진행하여 제2층(216)을 제거

하면 반도체 칩(220)의 바닥면에는 연결 돌출부(212)만 남게 된다. 이때 상기 습식식각은 웨이퍼 재질의 실리콘과 제2 칩

관통패턴의 재질인 경금속과의 식각선택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1000)는,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500)과, 상기 기본 프레임(500) 위에 탑재된 제1형 반도체 칩(100)과, 상기 제1형 반도체 칩(100) 위에 탑재된 제2형 반

도체 칩(200)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제2형 반도체 칩(200)의 연결 돌출부(212)는 상기 제1형 반도체 칩(100)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제1형 반도체 칩(100)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110)은 기본 프레

임(500)에 있는 단자(terminals)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 경금속 재질의 제2 칩 관통패턴(206)의 연결 돌출부

(212)가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104)과 넓은 면적을 거쳐 서로 연결되므로 접합 신뢰도 측면에서 우수하다.

한편, 상기 기본 프레임(500)은 휘어질 수 있는(flexible) 인쇄회로기판, 리드프레임, 고형(rigid type) 인쇄회로기판 중에

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본 발명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1000)가 IC 카드와 같이 인쇄회로패턴을 외

부 연결단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외부연결단자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BGA(Ball Grid Array)같은 형태

로 응용되면 인쇄회로기판(PCB) 형태의 기본 프레임에 추가로 솔더볼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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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제1형 및 제2형 반도체 칩(100, 200)은 수동소자(passive device) 혹은 반도체 메모리와 같이 쌓아서 반도체

칩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1000)는 추가로 상기

제1형 반도체 칩(100), 제2형 반도체 칩(200) 및 기본 프레임(500)의 상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봉지수

단(60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봉지수단으로는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Epoxy Mold Compound), 메탈 캡(Metal

Cap)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스택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제2형 반도체 칩(200)만을 사용하여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구성하는 경우의 단면도이다. 이때 도면의

B 부분과 같이 제2형 반도체 칩(200)의 연결 돌출부(212)가 아래로 돌출된 길이 편차로 인하여, 상하 반도체 칩 사이에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반도체 패키지가 동작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특

히 연결 돌출부(212)의 재질이 경금속(hard metal)일 경우, 도5 및 도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1층(214)을 연마하고, 제

2층(216)을 습식으로 식각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길이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하간 반도체 칩에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적층된 반도체 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도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하 반도체 칩간의 연결을 경금속(hard metal)

과 연금속(soft metal)의 조합을 통하여 달성한다. 따라서 경금속 재질의 연결 돌출부(212)가 연금속으로 된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도7의 104) 속에 파묻혀 넓은 면적에 걸쳐서 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보다 연결 신뢰성이 높아지고 접합력이

강화된 구조의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를 실현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기본 프레임(500) 위에 제1형 반도체 칩(100)과 제2형 반도체 칩(200)을 적층한 후, 추가로 다른 제1형

반도체 칩(100A)과 제2형 반도체 칩(200A)을 더 적층한 구조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하 반도체 칩간의 연결 신뢰성 및 접

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6개의 반도체 칩, 8개의 반도체 칩 혹은 16개의 반도체 칩을 적층하여 간단한 패키징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반도체 메모리의 저장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도2의 A-A'의 절단면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1형 반도체 칩(300)은 통상의 반

도체 칩(320)에 연금속(soft metal)으로 이루어진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304)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304)과 연

결되고 반도체 칩(320)을 완전히 관통하도록 형성된 제1 칩 관통패턴(306)을 포함한다.

이때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304)의 두께는 3~30㎛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

(304), 제1 칩 관통패턴(306)을 통하여 본드패드(308)의 기능이 반도체 칩(320)의 상부에서 반도체 칩(320)의 하부로 확

장된다. 상기 연금속(soft metal)은 주석(Sn), 주석과 납의 합금(SnPb), 주석과 은의 합금(SnAg), 주석과 은(SnAg), 구리

의 합금(SnAgCu), 주석과 비스무트의 합금(SnBi), 인듐(In), 인듐과 주석의 합금(InSn)으로 이루어진 금속군 중에서 선택

된 하나일 수 있다.

상기 연금속은 반도체 칩(300)에서 쉽게 형성할 수 있으며, 도 11에서 사용되는 경금속(hard metal)보다, 경도가 낮고 용

융점(melting point)이 낮은 재질이면 다른 재질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단면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도2의 A-A'의 절단면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400)은, 경금속

(hard metal) 재질이고 반도체 칩(420)의 상부에 형성된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404)과, 상기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

(404)과 연결되고 일부가 반도체 칩(420)의 하부로 돌출된 연결 돌출부(412)를 갖는 제2 칩 관통패턴(406)을 포함한다.

상기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204)의 두께는 3~30㎛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고, 상기 연결 돌출부(412)의 돌출 정도

는 3~50㎛ 범위인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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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경금속은 구리(Cu), 니켈(Ni), 무전해 도금방식의 니켈-인(Ni-P), 금(Au), 은(Ag)으로 이루어진 도금 가능한 금속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이 적합하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사용되는 제2형 반도체 칩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도11에서 설명된 제2형 반도체 칩(400)은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404) 위에 삽입형 돌출부(414)

를 갖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가령 반도체 칩의 적층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상기 삽입형 돌출부(414)는 위에서 적층되는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칩 관통패턴 속으로 삽입되어 반도체 칩의 상하간 연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2000)는,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500)과, 상기 기본 프레임(500)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

턴(304)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304)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306)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

(300)과, 상기 제1형 반도체 칩(300)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

장패턴(404)과, 상기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404)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412)되고 경금속 재질인 제

2 칩 관통패턴(406)이 형성된 제2형 반도체 칩(40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제1형 반도체 칩(300)은 접착수단(150), 예컨대 솔더, 도전성 접착제 및 이방전도성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중에 선택된 하나를 통하여 상기 기본 프레임(500)에 탑재될 수 있다. 상기 접착수단(150)은 제1형 반도

체 칩(300)의 제1 칩 관통패턴(306)과 기본 프레임(500)의 단자(terminals)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한 상기 제1형 반도체 칩(300)과 제2형 반도체 칩(400)의 연결은 제2형 반도체 칩(400)에 있는 연결 돌출부(412)가 제1

형 반도체 칩(300)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304)과 연결되어 달성된다.

필요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2000)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제1형 반도체 칩(300A) 및 제2형 반도체

칩(400A)이 추가로 적층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2000)는 상기 제1 및 제2

형 반도체 칩들(300, 400, 300A, 400A)과 기본 프레임(500)의 상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봉지수단(미

도시), 예컨대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Epoxy Mold Compound)나 메탈 캡(metal cap)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추가될 수 있

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제2형 반도체 칩(401)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404) 위에 삽입형 돌출부(414)가 추가로 형성된 경우

이다. 이러한 삽입형 돌출부(414)는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404) 위에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 및 도금 공정을 추가로 진

행하여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기 삽입형 돌출부(414)가 상부에 있는 제1형 반도체 칩

(300A, 300B)의 제1 칩 관통패턴(306) 속으로 끼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하로 적층된 반도체 칩에서 연결 신뢰도를 더

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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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속(soft metal) 재질로 된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

과, 경금속(hard metal) 재질로 된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2형 반도체 칩을 교대로 쌓아서 스택형 반

도체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하 인접하는 반도체 칩 사이에 연결능력을 개선하고 접합력 및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특허 10-0618838

- 6 -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상기 기본 프레임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과, 상기 제1 칩 관통패턴과 연결되고 반도체 칩 하부에 형

성된 연금속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 및

상기 제1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되는 경금속 재질의 제2 칩 관통패턴이 형성된 제2형 반

도체 칩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프레임은 리드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프레임은 인쇄회로기판(PC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칩 관통패턴은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금속 재질은, 주석(Sn), 주석과 납의 합금(SnPb), 주석과 은의 합금(SnAg), 주석과 은(SnAg), 구리의 합금

(SnAgCu), 주석과 비스무트의 합금(SnBi), 인듐(In), 인듐과 주석의 합금(InSn)으로 이루어진 금속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금속 재질은, 구리(Cu), 니켈(Ni), 무전해 도금방식의 니켈-인(Ni-P), 금(Au), 은(Ag)으로 이루어진 도금 가능한

금속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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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칩 관통패턴의 돌출된 정도는 3~50㎛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본드패드 확장패턴은 두께가 3~30㎛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칩 관통패턴은 제1 및 제2형 반도체 칩에서 본드패드와 인접된 위치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1 및 제2형 반도체 칩과 기본 프레임의 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봉지수단을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봉지수단은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EMC), 메탈 캡(metal cap)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

칩 패키지.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2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제1형 반도체 칩과 제2형 반도체 칩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3.

반도체 칩이 탑재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상기 기본 프레임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연금속(soft metal) 재질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연금속 재질의 제1 칩 관통패턴을 갖는 제1형 반도체 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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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경금속(hard metal) 재질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상기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고 상기 반도체 칩의 하부로 돌출되고 경금속 재질인 제2 칩 관통패턴이 형성된 제2형 반

도체 칩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기본 프레임과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칩 관통패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접착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수단은 솔더, 도전성 접착제 및 이방전도성 접착필름(ACF)으로 이루어진 도전물질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칩 관통패턴은 상기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본드패드 확장패턴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1 및 제2형 반도체 칩과 기본 프레임의 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봉지수단을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는 상기 제2형 반도체 칩 위에 탑재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제1 및 제2형 반도체 칩을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형 반도체 칩의 제2 본드패드 확장패턴은 상부에 삽입형 돌출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

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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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형 돌출부는 상기 다른 제1형 반도체 칩의 제1 칩 관통패턴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택형 멀티칩 패키

지.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18838

- 10 -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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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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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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