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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57) 요약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 기판과 평행하게 탑재되는 반도체 모듈에 관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과,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와,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설치되어 모

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수평방향으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 및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

하여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을 제공한다. 따라서 모듈의 실장높이를 줄이고, 제한된 높이에서 모

듈의 적층 역시 용이하며,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듈을 모기판에 탑재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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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수평방향으로 연결되는 복수개

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여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구멍

(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소자는 리드를 통하여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

체 모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소자는 솔더볼을 통해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

체 모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소자는 복수개이며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1열로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

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소자는 복수개이며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2열로 탑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

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탄성체 위에 고정된 인쇄회로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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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단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탄성체 위에 형성된 금속 핀(metal pin)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금속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

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자는 배치가 엇갈림 형태(staggered type)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

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자는 복수개의 열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멍은 1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멍은 복수개의 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모듈은 메모리 모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4.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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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양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

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멍은 외측에 동일 높이를 갖는 지지체(supporting fixture)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

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로 둘러싸인 고정구멍의 돌출된 높이는 상기 접속단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낮고 상기 반도체 소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단자 및 상기 고정구멍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8.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

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상기 인쇄회로기판에서 상기 반도체 소자가 탑재된 다른 일 표면에 설치되고 적층된 인쇄회로기판의 연결에 사용되는 적

층용 접속패드;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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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정구멍은 외측에 동일 높이를 갖는 지지체(supporting fixture)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

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로 둘러싸인 고정구멍의 돌출된 높이는 상기 접속단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낮고 상기 반도체 소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동일 종류의 반도체 소자가 인쇄회로기판에 규칙적으로 탑재되는

반도체 메모리 모듈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모듈(module)은, 디램(DRAM) 혹은 플래시(Flash) 메모리 모듈과 같이 규칙성과 분리성을 가진 복수개의 반도체

소자가 한 개의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에 탑재되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반도체 모듈은 통상 단일 부품으로 간주되어 취급된다. 전자 장치에 있어서 내부의 구성부품을 표준화된 부품 뭉치로 전환

시키면,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와 같은 전자 장치의 조립이 간소화되고, 조립의 자동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

다.

최근들어 반도체 모듈이 탑재되는 전자 장치의 크기 역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일 예로 핸드폰, 휴대용 단말기(PDA) 및 개

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디지털 장치는 그 두께가 더욱 얇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모듈 역시

박형화된 구조의 디지털 장치에 적합한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 모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구조의 반도체 모듈이 미국특허 번호 US 6,542,393호(Title: Dual-bank memory module with stacked

DRAM chips having a concave-shaped re-route PCB in-between, Date of Patent: Apr.1, 2003)의 FIG.2에 소개된

바 있다. 상기 종래 기술에 의하면, 전형적인 반도체 모듈은 다른 모 기판(mother board)과 연결될 때, 모기판에 설치된 삽

입형 소켓에 수직방향으로 삽입되어 탑재된다. 이때 전기적 연결을 위하여 반도체 모듈용 인쇄회로기판의 끝단에는 금속

연결패드(metal contact pad)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금속연결패드는 반도체 모듈이 모기판에 설치된 삽입형 소켓에 수

직방향으로 삽입되어 전기적 연결이 완성될 때 연결 단자로 사용된다.

그러나 종래 기술은, 모 기판과 반도체 모듈의 체결 구조가 수직방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모듈이 탑재되는 디지

털 장치의 전체적인 크기를 얇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에 의한 반도체 모듈의 구조는 점차 얇아지

는 디지털 장치의 발전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반도체 모듈과 모 기판과의 연결을 위하여 소켓이라

는 연결 매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호의 지연, 연결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 기판과 연결될 때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작은 면적 내에서 전기적 연결을 완성할 수 있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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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은, 반도체 소

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수평방향으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여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

하는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소자는 복수개이며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1열 혹은 2열로 탑

재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접속단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탄성체 위에 고정

된 인쇄회로패턴일 수 있고, 또한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탄성체 위에 형성된 금속 핀(metal pin)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형태의 금속 스프링일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접속단자는 엇갈림 형태(staggered type) 혹은 일직선형으로 배치될 수 있고,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복수개의 열로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고정구멍은 1열 혹은 복수개의 열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은, 반도체 소

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양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

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

하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고정구멍은 외측에 동일 높이를 갖는 지지체(supporting fixture)를 더 구비하

는 것이 적합하고, 상기 지지체로 둘러싸인 고정구멍의 돌출된 높이는 상기 접속단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낮고 상기 반도

체 소자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높은 것이 적합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은, 반도체 소

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

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에서 상기 반도체 소자가 탑재된 다른 일 표면에 설치되고 적층된 인쇄회로기판의 연결

에 사용되는 적층용 접속패드 및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모듈이 모기판과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모듈의 체결에

요구되는 높이를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삽입형 소켓과 같은 연결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 특성의 개선

및 연결 불량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으며, 제한된 면적 내에서 효율적인 반도체 모듈의 적층이 가능한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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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실시예: 단면 탑재형 평판형 반도체 모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100A)은, 인쇄회로기판(102)의

한쪽 표면에만 반도체 소자(110)가 탑재되는 형태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평판형 반도체 모듈(100A)의 구성

은,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102)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110)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설치되어 모 기판(mother board)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수평방향으로 연결되

는 복수개의 접속단자(104))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여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

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구멍(fixture holes, 106)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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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100A)은, 모 기판(mother board)과

연결을 위한 금속연결단자가 인쇄회로기판의 끝단에 만들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외관 구조에서 모 기판과 연결을

위한 단자의 형태가 종래 기술에 의한 반도체 모듈과 다른 차이가 있다.

상세히 설명하면, 종래 기술에 의한 반도체 모듈은 금속연결단자 및 모 기판에 설치된 삽입형 소켓을 사용하여 모 기판에

수직으로 체결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100A)

은, 상기 접속단자(104)를 모 기판과의 연결단자로 사용하여 모 기판과 수평으로 체결하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모듈(100A)은 상기 접속단자(104)가 모 기판의 접속지점과 정확히 정

렬되는 것을 돕기 위해 복수개의 고정구멍(106)이 인쇄회로기판(102)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고정구멍(106)

에 스크루(screw) 혹은 리벳 등의 고정수단(미도시)을 사용하여 모 기판과 반도체 모듈(100A)을 정렬시키면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반도체 모듈(100A)이 메모리 모듈인 경우, 전기적 신호의 잡음 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소자(passive device,

108) 및 버퍼(buffer)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반도체 소자가 상기 인쇄회로기판(102)의 일 표면에 더 탑재될 수도 있다.

상기 반도체 소자(110)는 도면과 같이 솔더볼(114)을 외부연결단자로 사용하는 BGA(Ball Grid Array) 패키지 혹은 WLP

(Wafer Level Package)일 수 있으며, 혹은 리드(lead)를 외부연결단자로 사용하는 TSOP(Thin Small Out-line

Package) 혹은 TQFP(Thin Quad Flat Package)일 수 있다. 또한, 랜드(land)나 솔더범프(solder bump)를 외부연결단자

로 사용하는 반도체 패키지 혹은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면은 상기 반도체 소자(110)가 상기 인쇄회로기판(102)에 1열로 탑재되는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을

예시적으로 도시하였으나, 이는 도 8 및 도 9와 같이 반도체 소자(110)가 2열로 탑재되는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형태여도 무방하다. 도면에서 참조부호 112는 반도체 패키지의 몸체(body)를 가리킨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평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밑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인쇄회로기판(102)의 상부면에는 반도체 소자(110) 및 수동소자(108)가 탑재되어 있고, 인쇄회

로기판(102)의 하부면에는 복수개의 접속단자(104)가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요구되는 접속단자의 수에 따라 3열 혹은 그

이상으로 접속단자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반도체 모듈을 모 기판과 체결하고, 반도체 모듈의 접속단자(104)

를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구멍(106)이 접속단자(104)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2

열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구멍(106)은 1열로 만들 수도 있으며, 반도체 모듈의 네 귀퉁이에 만드는 방식 등으로 변형시켜 적용해도 무방

하다. 그리고 도면에서 고정구멍(106)의 형태가 원형이지만, 이러한 형태 역시 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변경시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고정구멍(106)에 스크루 혹은 리벳을 삽입하여 반도체 모듈을 모기판과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은, 종래 기술의 반도체 모듈과 같이 메모리 모듈의 용량 확

장이나 변경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접속단자의 배열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은, 인쇄회로기판(102)의

표면에 만들어진 접속단자(104)의 배치 형태가 모 기판에 있는 접속지점(미도시)의 배치 형태와 동일한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모기판의 접속지점은 소켓의 연결을 위하여 원래 인쇄회로기판에 만들어져 있는 인쇄회로패턴과 동일하거나, 상기

인쇄회로패턴을 축소한 배열의 형태일 수 있다. 또한 제한된 면적 내에서 보다 많은 접속단자(104)를 만들기 위하여 도면

과 같이 접속단자(104)를 엇갈림 형태(staggered type)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며, 1열이 아닌 2열, 4열 등의 복수열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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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속단자(104)의 구조는 안정적으로 반도체 모듈과 모 기판의 접속지점을 연결하는 구조이면 다

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접속단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

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 내지 도 7은 도 4의 접속단자의 구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한 단면도들이다.

도 5를 참조하면, 고정된 인쇄회로패턴(126)을 사용하여 접속단자(108A)를 실현한 예로서 인쇄회로기판(102)의 절연기

판 위에 고무와 같은 탄성체(120)를 일정한 높이로 돌출되게 형성한 후, 그 상부에 고정된 인쇄회로패턴(126)을 형성하여

접속단자(108A)를 만든 것이다. 이때 상기 고정된 인쇄회로패턴(126) 및 인쇄회로기판(102)의 절연기판 위에는 전기적

절연을 위하여 솔더레지스트(124)가 도포된다. 한편, 상기 고정된 인쇄회로패턴(126)은 관통홀(122)을 통하여 인쇄회로

기판(102)의 반대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6을 참조하면, 금속 핀(128)을 사용하여 접속단자(108B)를 실현한 예로서, 인쇄회로기판(102)의 절연기판 위에 탄성

체(120)를 돌출되게 형성한 후, 그 상부에 금속 핀(128)을 설치하여 모기판의 접속지점과 연결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

조는 모 기판 및 반도체 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이 차이를 금속 핀(128)이 동작하는 유격(도면에서 화살표로 도시된

부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금속 핀(128)은 PGA(Pin Grid Array)나 소켓에 사용되는 금속 핀과 같

이, 금속 핀을 인쇄회로기판에 있는 금속패턴에 직접 금속 본딩(bonding)하여 형성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금속 스프링(130)을 사용하여 접속단자(108C)를 실현한 예로서, 인쇄회로기판(102)의 절연기판 위에

탄성체(120)를 돌출되게 형성한 후, 그 상부에 금속 스프링(130)을 설치하여 모기판의 접속지점과 연결되게 한 것이다. 이

러한 접속단자(108C) 구조는 모 기판 및 반도체 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이 차이를 가장 많이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9는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평판형 반도체 모듈(100B, 100C)로서, 인쇄회로기판

(102) 위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110A, 110B)를 2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도 9의 평

판형 반도체 모듈(100C)은 접속단자(104)를 4열로 배치된다. 도 9와 같이 반도체 소자(110A, 110B)를 배치하고, 접속단

자(104)를 인쇄회로기판(102)의 양끝에 배치한 경우, 반도체 모듈(100C)의 동작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2 실시예: 양면 탑재형 평판형 반도체 모듈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200)은, 반도체 소자(210A,

210B)가 인쇄회로기판(202)의 양면에 탑재되어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평판형 반

도체 모듈(200)의 구성은,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202)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양 표면에 탑재된 반

도체 소자(210A, 210B)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Connection terminals, 204)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 206)으로 이

루어진다.

이때, 상기 고정구멍(206)은 외곽을 따라 돌출된 형태의 지지체(supporting fixture, 216)를 더 구비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상기 지지체(216)로 둘러싸인 고정구멍(206)의 돌출된 높이는, 상기 접속단자(204)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낮고, 상

기 반도체 소자(210A, 210B)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높은 것이 적합하다. 상기 지지체(216)는 절연물질로서 안정된 지지를

위한 내구성을 가진 물질인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지체(216)를 추가로 형성하는 이유는, 반도체 소자(210B)와 접속단자(204) 사이의 높이 차이를 보상해주고, 반

도체 모듈(200)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반도체 모듈(200)의 무게 중심이 접속단자(204)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접속단자(204)의 배열, 고정구멍(206)의 형태 및 지지체(216)의 형상은 위의 제1 실시예에서

도 설명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제3 실시예: 적층이 가능한 평판형 반도체 모듈

등록특허 10-0675007

- 8 -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300)은, 반도체 소자(310)가

탑재된 인쇄회로기판(302)의 타면에 반도체 모듈(300)의 적층을 위한 적층용 접속패드(318)가 추가로 구비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300)의 구성은, 반도체 소자가 탑재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302)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탑재된 반도체 소자(310)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일 표면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모기판의 접속지점(connection points)에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의 접속단자(304)와, 상기 인쇄회

로기판에서 상기 반도체 소자가 탑재된 다른 일 표면에 설치되고 적층된 인쇄회로기판의 연결에 사용되는 적층용 접속패

드(318)와,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뚫어서 형성하며 상기 접속단자를 상기 모기판의 접속지점에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

고, 돌출된 형태인 고정구멍(fixture holes, 306)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고정구멍(306)은 외곽을 따라서 돌출된 형태의 지지체(supporting fixture, 316)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지지체(316)는 절연물질로서 안정된 지지를 위한 내구성을 가진 물질을 재질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지지체(316)로

둘러싸인 고정구멍(306)의 돌출된 높이는 상기 접속단자(304)의 돌출된 높이보다는 낮고, 상기 반도체 소자(310)의 돌출

된 높이보다는 높은 것이 적합하다.

도 12는 2개의 평판형 반도체 모듈이 적층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두 개의 적층이 가능한 평판형 반도체 모듈(300A, 300B)이 수직방향으로 서로 적층되는 것을 도시한

것으로, 위에 있는 반도체 모듈(300A)의 접속단자(304)가 아래에 있는 반도체 모듈(300B)의 인쇄회로기판 상부에 설치된

적층형 접속패드(318)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두 개의 평판형 반도체 모듈(300A, 300B)에 대한 적층이 완성된다. 동일한

원리로 3개 이상의 평탄형 반도체 모듈들을 수직방향으로 적층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와 제3

실시예를 결합하여 양면에 반도체 소자가 탑재되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반도체 모듈을 적층형으로 만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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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반도체 모듈이 모기판과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모듈의 체결에 요구되는 높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얇아진 두께의 디지털 장치에 보다 효율적으

로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삽입형 소켓과 같은 연결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 특성의 개선 및 연결 불량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셋째, 제한된 면적 내에서 효율적인 반도체 모듈의 적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밑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접속단자의 배열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5는 도 4의 접속단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은 도 4의 접속단자의 다른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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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4의 접속단자의 또 다른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대한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의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반도체 모듈이 적층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반도체 모듈, 102: 인쇄회로기판,

104: 접속단자. 106: 고정구멍,

108: 수동소자, 110: 반도체 소자,

112: 반도체 소자의 몸체, 114: 외부연결단자,

120: 탄성체, 122: 관통홀,

124: 솔더레지스트, 126: 고정된 인쇄회로패턴,

128: 금속 핀, 130: 금속 스프링,

216: 지지대(supporting fixture).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75007

- 10 -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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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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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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