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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적층가능한 비지에
이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고 패키지의 실장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발명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는  지지판(23)과,  지지판(23)하면에  형성된 금속전도경로
(24a)와, 상기 지지판 상면 가장자리에 형성된 지지프레임(25)과 지지프레임내에 매설된 금속패턴(26)으
로 구성된 지지부재(21)와, 상기 지지부재(21) 내측에 위치하고 상면에 패드(6)를 갖는 반도체 칩(1)과 
반도체 칩(1) 상부에 일래스토머(2)를 개재하여 부착된 금속전도경로(4a)와 상기 패드(6)과 상기 금속전
도경로(4a)와 상기 금속패턴(6)의 상면을 연결하는 금속리드(4b)와, 상기 금속전도경로(4a)의 상면 소정
부위에 부착된 다수의 도전볼(8a)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종단면도.

도 2는 본발명의 제1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종단면도

도 3은 본발명의 제2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종단면도.

도 4는 본발명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를 이용한 적층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종단
면도.

도 5a 내지 도 5h는 본발명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공정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반도체 칩                     2 : 일래스토머

3 : 접착수지                      4a : 금속전도경로

4b : 금속리드                     5 : 솔더 레지스트

6 : 패드                          8, 8a, 8b : 도전볼

108a, 118a, 128a, 138a : 도전볼

21 : 지지부재                     23 : 지지판

24a : 금속전도경로                24b : 접속부

25 : 지지프레임                   26 : 금속패턴

27 : 솔더레지스트                 28 : 봉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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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발명은 반도체 칩의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적층가능한 볼그리드어레이(BALL GRID ARRAY ; BGA) 
반도체 칩 패키지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집적화된 다핀의 패키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예로 기판(SUBSTRATE)에 다수개의 솔더볼(SOLDER  BALL)을 부착하여 외부단자로 이용하는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를 들 수 있다. 마이크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상면 또는 하면에 다
수개의 솔더볼을 위치시키고, 노에서 열을 가하여 일시에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므로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단자가 볼의 형상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외부단자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장점
이 있다. 

종래의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  도시한  바와같이,  먼저  반도체  칩(1)의  상면  중앙부에  일래스토머(elastomer)(2)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일래스토머(2) 위에는 점착성이 높은 접착수지(3)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접착수지(3) 위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다수의 금속전도경로(metal trace)(4a)가 상기 접착수지(3)에 접착되어 있고, 상기 
금속전도경로(4a)의 한쪽 끝은 금속리드(4b)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금속리드(4b)는 반도체 칩(1)의 상면 
가장자리에 형성된 패드(6)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금속전도경로(4a)중 이후 도전볼이 접착될 부분을 제
외한 금속전도경로(4a) 전체와 접착수지(3)의 상면을 솔더레지스트(5)가 덮고 있다. 또한 상기 솔더레지
스트(5)에 의해 덮혀 있지 않은 반도체칩(1) 상면과 금속리드(4b)가 봉지부(encapsulant)(7)에 감싸여 있
다. 또한 상기 금속전도경로(4a) 위에 도전볼(8)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도전볼(8)은 외부단자의 역할
을 한다.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는 외부단자 즉 도전볼이 패키지의 한쪽
면(도면에서는 상면)에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밀도가 높은 적층 패키지를 제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외부리드의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외부리드의 길이가 짧아 저항이 작고 전도
전도성이 우수하며, 패키지의 다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실장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본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지판과, 지지판 상면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소정높이
를 갖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 내부에 매설되어 있고 상기 지지프레임 상하면으로 노출되어 있
는 금속패턴과, 상기 지지판 하면에 형성되고, 상기 금속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전도경로와, 상기 금
속전도경로를 감싸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전도경로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형성된 접속부를 
갖는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의  지지판위에  부착되어  있고,  상면  가장자리에  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과; 상기 반도체칩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전도경로와; 상기 금속전도경로의 한쪽 끝에 연결되어 있
고, 반도체 칩의 패드에 연결되어 있고, 반도체 칩 바깥측으로 뻗어 있고, 상기 금속패턴 상면에 연결되
어 있는 금속리드와;상기 금속전도경로 상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도전볼과;상기 금속전도경로의 상면
을 덮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도전경로와 상기 금속리드와 상기 패턴과 상기 반도체 칩 상면의 
일부를 덮고 있는 봉지재를 갖추고 있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를 제공한다.

본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지판과, 지지판 상면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소정높이를 갖는 지지
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 내부에 매설되어 있고 상기 지지프레임 상하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금속패턴과, 상기 지지판 하면에 형성되고, 상기 금속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전도경로와, 상기 금속전
도경로를 감싸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전도경로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형성된 접속부를 갖는 
지지부재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면 가장자리에 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위에 반도체 칩의 바깥측으로까지 
뻗어 있는 금속패턴을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패턴위에 솔더레지스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솔더
레지스트를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금속패턴의 상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지지판위에 상
기 반도체 칩을 올려놓은 공정과; 상기 금속패턴을 상기 패드에 연결하여 금속도전경로와 금속리드를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리드의 한쪽 끝을 금속패턴의 상면에 연결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리드, 패드 및 
반도체 칩의 일부분을 봉지재로 덮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칩 상부의 금속도전경로의 노출된 부위에 도전
볼을 부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제조공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발명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 구조 및 제조방법에 대해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발명의 제1실실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반도체칩을 넣을 수 있는 지지부재(21)가 준비되어 있다. 상기 지지부재(21)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즉 하부에 지지판(23)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지지판(23)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정높이의 지지프레임
(25)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지지판(23)의 하면에는 금속전도경로(24a)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금속전도
경로(24a)는 이후 설명하게 될 반도체 칩 상부에 형성된 금속전도경로(4a)와 같은 형상의 패턴으로 형성
되어 있다. 또, 상기 금속전도경로(24a) 및 상기 지지판(23)의 표면을 솔더레지스트(27)가 덮고 있다. 상
기 솔더 레지스트(27)는 비지에이 패키지의 외부단자인 도전볼과 금속전도경로(24a) 사이의 쇼트(short)
를 방지하고, 상기 금속전도경로(24a)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상기 솔더레지스트(27)는 부분
적으로 제거되어 금속전도경로(24a)를 부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상기 금속전도경로(24a)의 노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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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속부(24b)라 한다. 상기 접속부(24b)의 위치는 반도체 칩(1) 상부에 형성된 금속전도경로(4a)상에 
형성된 도전볼(8a)의 위치와 대응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지지판(23)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정높이로 형성되어 있는 지지프레임(25)의 내측에는 전도경로
가 되는 금속패턴(26)이 매설되어 있다. 상기 금속패턴(26)의 한쪽 끝은 상기 지지판(23)에 형성되어 있
는 금속전도경로(24a)의 한쪽 끝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 금속패턴(26)의 다른 한쪽 끝은 상기 지지프레임
(25)의 상면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지지부재(21)의 지지판(23) 위에 그리고 지지프레임(25)의 안쪽에 반도체 칩(1)이 접착제에 의해 부
착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칩(1)의 상면 중앙부에 일래스토머(elastomer)(2)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일래
스토머(2) 위에는 점착성이 높은 접착수지(3)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접착수지(3) 위에 전기신호를 전달
하는 다수의 금속전도경로(metal  trace)(4a)가  상기  접착수지(3)위에서 접착되어 있고,  상기 접착수지
(3)위에 놓여 있지 않은 금속전도경로(4a)의 한쪽 끝은 금속리드(4b)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금속리드
(4b)는 반도체 칩(1)의 상면 가장자리에 형성된 패드(6)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상기 반도체 칩(1)의 바
깥측에까지 연장되어, 상기 지지프레임(25) 상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금속패턴(26)의 표면과 연결되어 있
다. 

상기 반도체 칩(1) 상부에 일래스토머(2)와 접착수지(3)를 개재하여 형성된 금속전도경로(4a)중 이후 도
전볼이 접착될 부분을 제외한 금속전도경로(4a) 전체와 접착수지(3)의 상면을 솔더레지스트(5)가 덮고 있
다. 또한 솔더레지스트(5)에 의해 덮이지 않은 반도체칩(1) 상면과 금속리드(4b)와, 상기 지지프레임(2
5)의 상부를 봉지재(encapsulant)(28)가 덮고 있다. 또한 상기 금속전도경로(4a)의 소정부분의 상면에 도
전볼(8a)이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칩(1)의 패드를 통해 반도체 칩(1)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반도체칩(1) 상부의 
금속전도경로(4a)에 연결된 도전볼(8a)와 상기 지지부재(21)의 하부에 형성된 접속부(24b)를 통해 동시에 
외부로 전달될 수 있다. 

즉, 반도체 칩(1)과 외부회로의 신호전달이, 반도체 칩(1)의 상부의 도전볼(8a)과 반도체칩(1) 하부의 접
속부(24b)를 통해, 패키지 상하부 모두 가능하게 되므로, 적층된 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다. 

도 3은 본발명의 제2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의 제2실시례와 도 2의 제1실시례의 다른 점은, 상기 지지부재(21)하부의 금속전도경로(24a)의 노출
부위(24b)(또는 접속부(24b)에도 도전볼(8b)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구조는 제1실시례
와 같다. 따라서, 본발명의 제2실시례에서는 도전볼(8a)과 도전볼(8b)을 통해 반도체 칩(1)의 상하부 양
측으로 신호가 전달되므로, 본발명의 제1실시례 또는 제2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
지를 상하 다수층을 적층할 수 있고, 따라서 패키지의 실장밀도를 높일 수 있다.

도 4는 본발명의 제1실시례를 이용하여 제조한 적층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00, 110, 120, 130)가 적층되어 
있다.  최하층(제1층)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00)의  상면에  도전볼(108a)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도전볼(108a)은 제2층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10)의 하부의 접속부(24b)와 각
각 대응하여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제2층의 적층가능한 반도체 패키지(110)의 상면에 형성된 도전볼(118
a)는 3층째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20)의 하부의 접속부(24b)와 각각 대응하여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제3층의 적층가능한 반도체 패키지(120)의 상면에 형성된 도전볼(128a)는 4층째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30)의 하부의 접속부(24b)와 각각 대응하여 연결되어 있다. 도면에는 4개의 적
층가능한 패키지를 적층한 적층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를 도시하고 있으나, 시스템 설계자의 의도에 대
응하여 자유로이 그 층수를 조절할 수 있다. 최상층의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130)의 도전볼
(138a)은 도면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인쇄회로기판상의 패드위에 얹혀져서 외부회로와의 신호전달 역할
을 하는 외부단자가 된다. 

상기 본발명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지지부재(21)를 준비한다. 상기 지지부재(21)는 지지판(23)과, 상기 지
지판(23) 하면에 형성되어 있고, 한쪽 끝이 상기 지지판(23)에 매립되어 상기 지지판(23)의 상면으로까지 
연장형성되어 있는 금속도전 경로(24a)와, 상기 금속전도경로(24a)를 덮고 있고 상기 금속전도경로(24a)
의 소정부분 즉 접속부(24b)에서만 상기 금속전도경로(24a)를 노출시키고 있는 솔더 레지스트(27)와, 상
기 지지판(23) 상면에 지지판(23)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 형성된 소정높이의 지지프레임(25)과, 상기 지지
프레임(25)에 매립되어 있고, 한쪽 끝이 상기 지지프레임(25)의 상면으로 그 상면이 노출되어 있고, 또다
른 한쪽 끝은 상기 지지판(23)의 하면으로 뻗어있는 금속전도경로(24a)의 한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
패턴(26)을 갖는다.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면 가장자리에 신호입출력용 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1)위에, 상하면에 접착
수지(3)가 도포되어 있는 일래스토머(2)를 부착하고, 상기 일래스토머 위에 금속패턴(4)을 부착한다. 상
기 금속패턴(4)은 한쪽끝은 일래스토머(2)에 부착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일래스토머(2)의 바깥측으로 
연장형성되어  있다.  상기  일래스토머(2)  바깥측으로  연장되어  있는  금속패턴(4)의  끝부분에는 너치
(notch)가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상기 너치를 경계로하여 금속패턴(4)의 끝부분이 잘려나가도
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기 금속패턴(4)와 접착수지(3)위에 솔더레지스트(5)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5c와 같이, 상기 도 5a의 지지부재(21)내에 상기 도 5b의 반도체칩(1)을 넣는다. 

다음으로 도 5d와 같이, 본드툴(bond tool) (30)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패턴(4)의 소정부위를 하방으로 누
른다음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상기 반도체 칩(1)상의 패드(6)에 상기 금속패턴(4)의 소정부분을 연결한다. 
상기 도 5d는 패드(6)에 금속리드를 연결하는 모습을 도시하기 위해 도 5c의 일부분을 도시한 부분 종단
면도이다. 이때, 상기 일래스토머(2) 상면의 금속패턴(4)부를 금속전도경로(4a)라 하고, 상기 패드(6)과 

9-3

1019980020098



연결된 부분 및 그 바깥측 부분을 금속리드(4b)라 한다. 

다음으로, 도 5e와 같이 상기 반도체 칩(1)의 바깥측으로 뻗어 있는 금속리드(4b)를, 본드 툴(30)을 상방
에서 하방으로 누름으로써, 금속리드(4b)의 너치 바깥쪽 끝부분을 잘라냄과 동시에, 상기 본드툴(30)을 
역시 상하좌우로 자유로이 움직여서 상기 금속리드(4b)의 끝을 지지프레임(25)에 매립되어 있는 금속패턴
(26)의 상면에 연결시킨다.

다음으로, 도 5f와 같이, 솔더 레지스트(5)로 덮이지 않은 부분의 상기 반도체 칩 (1) 상면의 금속전도경
로(4a) 및 금속리드(4b)를 덮도록 액상봉지재를 채워 봉지부(28)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상기 금속전도경로(4a)위의 솔더레지스트를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금속전도경로(4a)의  상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킨다.

다음으로 도 5g와 같이, 상기 금속전도경로(4a)가 노출된 부위에 도전볼(8a)을 얹은 후, 리플로우하여 상
기 금속전도경로(4a)에 도전볼(8a)을 부착한다. 

도 5a 내지 도 5g의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본발명의 제1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
의 제조를 완료한다. 

한편, 도 5h의 공정을 추가 수행함으로써, 본발명의 제2실시례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
지의 제조를 완료한다.  즉,  접속부(24b)에  도전볼(8b)을  올려놓고 리플로우하여 접속부(24b)에 도전볼
(8b)을 부착시킨다.

    발명의 효과

본발명에 따른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의 장점 - 외
부리드의 변형(예를들면 휨)도 없고, 패키지 다핀화에 대응하는 것등 -을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패키지 실
장밀도를 높여, 반도체 패키지의 신뢰성과 고실장밀도를 만족시키는 적층 비지에이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지판과, 지지판 상면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소정높이를 갖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 내부에 
매설되어 있고 상기 지지프레임 상하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금속패턴과, 상기 지지판 하면에 형성되고, 상
기 금속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전도경로와, 상기 금속전도경로를 감싸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전도경로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형성된 접속부를 갖는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의 지지판위에 부
착되어 있고, 상면 가장자리에 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과; 상기 반도체칩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전도
경로와; 상기 금속전도경로의 한쪽 끝에 연결되어 있고, 반도체 칩의 패드에 연결되어 있고, 반도체 칩 
바깥측으로 뻗어 있고, 상기 금속패턴 상면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리드와; 상기 금속전도경로 상면에 부착
되어 있는 다수의 도전볼과; 상기 금속전도경로의 상면을 덮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도전경로
와 상기 금속리드와 상기 패턴과 상기 반도체 칩 상면의 일부를 덮고 있는 봉지재를 갖추고 있는 적층가
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에 부착되어 있는 도전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
이 반도체 칩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전도경로는 반도체 칩 상부에 일래스토머를 개재하여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청구항 4 

지지판과, 지지판 상면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소정높이를 갖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 내부에 
매설되어 있고 상기 지지프레임 상하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금속패턴과, 상기 지지판 하면에 형성되고, 상
기 금속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전도경로와, 상기 금속전도경로를 감싸고 있는 솔더레지스트와, 상기 
금속전도경로가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형성된 접속부를 갖는 지지부재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면 가장자리
에 패드를 갖는 반도체 칩위에 반도체 칩의 바깥측으로까지 뻗어 있는 금속패턴을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패턴위에 솔더레지스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솔더레지스트를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금속패턴의 상
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칩을 상기 지지판위에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패턴
을 상기 패드에 연결하여 금속도전경로와 금속리드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리드의 한쪽 끝을 금속
패턴의 상면에 연결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리드, 패드 및 반도체 칩의 일부분을 봉지재로 덮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칩 상부의 금속도전경로의 노출된 부위에 도전볼을 부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적층가능한 비
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 상부에 금속패턴을 부착하는 공정은, 상하면에 점착성이 높은 접착수지
를 도포한 일래스토머를 반도체 칩 상면에 부착하는 공정과; 상기 일래스토머 위에 금속패턴을 재치시키
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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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패턴을 패드에 부착하는 공정은 본드툴을 상방에서 하방으로 누른후, 상기 본
드툴을 상하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볼을 반도체 칩 상부의 금속도전경로에 부착하는 공정은, 상기 금속도전경로의 
노출부위에 도전볼을 올려놓은 공정과; 리플로우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가능한 
비지에이 반도체 칩 패키지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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