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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의 구조 및 제조방법

요약

개시된 실시예는 2이상의 반도체 다이를 수용하는 상면을 구비하는 기판을 포함한다. 개시된 실시예는 또한 기판의 하면

에 부착된 인쇄회로기판과, 기판 내의 적어도 하나의 비아를 더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제 1 반도체 다이의 신호

본드패드와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제 1 신호 본딩 와이어에 의해 제 1 반도

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접속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또한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제 1 랜

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며, 제 1 랜드는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 반도체 칩 패키지, 반도체 다이, 열 스프레더, 지지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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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 패키징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드리스 칩 캐리어(leadless chip

carrier)의 설계 및 구조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제조업은 보다 소형이면서 복합적인 다이(die)에 대한 요구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보다 소형이면서도 복합적인 이

들 다이는 또한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소형이면서 복합적이고 또 빠른 장치에 대한 요구는

다이 자체의 제조뿐 아니라 다이를 수용하도록 사용되고 "오프칩(off-chip)" 디바이스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다양한

패키지, 구조 또는 캐리어의 제조에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예로서, 다른 것 보다 높은 주파수 수단에 대한 요구, 즉 온칩(on-chip) 및 오프칩 기생인자(parasitics)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생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및 저항은 모두 다이의 전기적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관련된 오프칩 소

자는 최소화 되어야만 한다.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반도체 디바이스는 고주파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들 디

바이스(즉, RF 디바이스)는 특별히 매우 낮은 기생인자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의 구성요소가 된다.

최근 표면실장칩(surface mount chips)과 칩 캐리어(chip carrier)는 개별부품 반도체 패키지(discrete semiconductor

package)에 비해 인기를 끌고 있다. 개별부품 반도체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핀을 구비하며, 이것은 개별부품 반

도체 패키지를 인쇄회로기판에 실장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비교적 큰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풋프린트

(footprint)"라고 칭해진다. 게다가, 개별부품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과 인쇄회로기판에 많은 수의

구멍을 뚫는 비용과 시간은 표면실장 디바이스와 칩 캐리어 등의 다른 대체물이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 이

유에 속한다.

상이한 칩 캐리어 설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기술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발명자 미나미 마스미(Minami Masumi)의

"전자부품 및 배선보드 디바이스"라는 명칭으로 1998년 11월 24일자 공개된 일본 공개번호 제10313071호는 반도체 디

바이스에 의해 방출된 열을 소모시키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구조는 배선 보드의 바닥에 있는 방열 패턴(thermal

dissipation pattern)을 통해 베어칩(bare chip)으로부터 방출된 열을 방열판에 전달하는, 배선보드에 형성된 금속으로 패

키지된 스루홀(through-hole)을 구비한다.

발명자 후지카와 오사무(Fujikawa Osamu)의 "전자부품 실장용 기판"이라는 명칭으로 1990년 2월 27일자 공개된 일본

공개번호 제02058358호는 금속도금된 상하면 사이에 샌드위치된 8개의 열전도성 수지충진홀(resin filled hole)을 포함

하는 중심영역을 갖는 기판을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열과 내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은 페이스트 접착제로 기판의 상부

금속도금 표면의 중심영역에 전자부품을 부착한다.

발명자 미야니시 켄지(Miyanishi Kenji)의 "스택된 유리 세라믹 회로기판"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 6월 10일자 공개된 일

본 공개번호 제09153679호는 7층 유리세라믹층을 포함하는 스택 유리세라믹 회로보드를 개시한다. 다층 스택 유리 세라

믹 회로기판은 비아홀을 덮는 상하면 상의 표면도체로 금 또는 구리를 포함하는 다수의 비아홀을 포함한다. 상부 도체는

IC칩의 히트싱크(heat sink)로서 기능한다.

발명자 요시다 카즈오(Yoshida Kazuo)의 "반도체 디바이스"라는 명칭으로 1998년 12월 18일 공개된 일본 공개번호 제

10335521호는 세라믹 기판 내에 형성된 열 비아(thermal via)와 열 비아 상부에 실장된 반도체 칩을 개시하고 있다. 열 비

아의 홀의 상부는 그것이 방사상 방향으로 외부를 향할 수록 점점 얕아지는 방식으로 세라믹 기판에 형성된다.

인쇄회로기판 상에 칩을 실장하기 위한 종래의 칩 캐리어 구조는 많은 결점을 갖는다. 예컨대, 종래의 칩 캐리어는 아직 너

무 많은 기생인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기 다이에 낮은 인덕턴스와 저항 접지 접속을 제공하지 않는다. 종래의 칩 캐리어

는 또한 매우 제한된 방열 능력을 가지며, 빈약한 방열 때문에 부수적인 신뢰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예로서 RF 어플리케

이션에서 처럼 높은 주파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수 와트의 전력이 단일-다이에 의해 발생된다. 반도체 다이와 칩 캐리어

는 상이한 물질로 만들어지고, 각각은 상이한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상기 다이에 의해 생성된 열에 다르게 반응한다. 최종

열응력은 칩 캐리어로부터 다이의 분리 또는 크랙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전기적 기계적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방열이 중요하며 새로운 구조와 방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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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성능이면서 저렴한 비용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다 소형이면서 복합적인 다이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시스템 통합의

레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조업에 요구되어 왔다. 예컨대, 전기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합성은 두 개의

상이한 기술, 즉 RF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동일한 칩 상에 통합하도록 반도체 제조업에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아날로그

RF 기술과 디지털 기술과 같은 두 종류의 상이한 기술을 동일한 칩 상에 결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잡음이

있는 디지털 회로는 잡음에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와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

아날로그 RF 기술과 디지털 기술 같은 두 가지의 상이한 기술을 결합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일-다이(single

die) 대신에 2이상의 별개의 다이가 동일한 패키지 내에 수용되어 상호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일한 패키지 내에 2이

상의 다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패키지 내에 두 개의 다이를 수용함으로써 제 1 다이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의 직접적인 와이어 본딩에 의해 제 2 다이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에 두 개가 다이가

서로 접속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다이 사이의 비교적 짧고 낮은 기생인자 상호접속이 달성되면서 복합 상호접속 루팅

(routing)에 대한 요구가 회피된다.

그러나, 종래의 멀티-다이 패키지(multi-die package)는 상술한 별도부품 반도체 패키지와 종래의 칩 캐리어의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별도부품 반도체 패키지와 종래의 칩 캐리어에 의해 직면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다중 반도체 다이를 인쇄회로

기판에 지지, 수용, 및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롭고 신뢰성 있는 구조물 및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낮은

기생인자, 효율적인 방열, 및 낮은 인덕턴스와 저항접지를 제공하면서 인쇄회로기판에 수용되고 상호 접속되는 멀티-다이

를 제공하는 시스템 통합의 레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의 제조방법 및 그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2이상의 반도체 다이에 의해 발

생된 열을 효율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물을 공표한다. 본 발명은 또한 낮은 기생인자, 낮은 인덕턴스 및 저항접지 접속을 2

이상의 반도체 다이에 제공하는 구조물을 공표한다.

일실시예로, 본 발명은 2이상의 반도체 다이를 수용하기 위한 상면을 구비하는 기판을 포함한다. 예컨대, 이 기판은 폴리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물질이나 FR4를 기본물로 하는 라미네이트 물질 등의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상

기 기판은 세라믹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기판의 하면에 부착된 인쇄회로기판을 추가로 포함한다.

일실시예로, 본 발명은 기판 내에 적어도 하나의 비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제 1 반도체 다이의 신

호 본드패드와 인쇄회로기판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구리와 같은 전기적 열적으로 전도성

인 물질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제 1 기판 본드패드와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제 1 기판 본드패드와 접촉하거나 오버랩될 수 있다.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제 1 신호 본딩 와이어에 의해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접속된다. 적어도 하나의 비아는 또한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제 1 랜드(land)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며, 상기 제 1 랜드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적어

도 하나의 비아는 제 1 랜드와 접촉하거나 오버랩될 수 있다.

제 1 반도체 다이에 대한 상술한 다양한 상호접속은 기판 상의 제 2 반도체 다이에 유사하게 존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단일-다이 실시예의 단면도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부분 평면도.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부분 단면도.

도 3은 "소우 싱귤레이션(saw singulation)" 단계의 완료 후, 본 발명의 실시예의 평면도.

도 4는 "소우 싱귤레이션" 단계의 완료 후,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저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조공정의 전형적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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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소우 싱귤레이션" 단계의 완료 후, 본 발명의 실시예의 평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멀티-다이 실시예의 평면도.

도 8은 별개의 열확산판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멀티-다이 실시예의 단면도.

도 9는 단일 열확산판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멀티-다이 실시예의 단면도.

실시예

본 발명은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의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설명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및 구현에 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이 본 명세서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일부 특정한 세부사항은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

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그러한 설명되지 않는 특정한 세부사항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알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본 발명의 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단순히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에 불과한 것이다.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본 발명의 원

리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본 명세서에서 특별히 설명되지는 않으며 첨부 도면에 의해 특별히 도시되지도

않는다.

I. 본 발명의 단일-다이(single-die) 실시예

본 발명의 "멀티-다이(multi-die)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의 "단일-다이"의 실시예를 우선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서 구조물(100)은 본 발명의 단일-다이 실시예에 따른 전형적인 구조물의 단면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구조물(100)

은 도 1에서 인쇄회로기판(PCB)(150)에 부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구조물(100)을 참조하면 반도체 다이(110)는 다이

어태치(112)에 의해 다이 어태치 패드(111)에 부착되어 있다. 반도체 다이(110)와 같은 "반도체 다이"는 본 발명에서는 "

칩" 또는 "반도체 칩"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다이 어태치 패드(111)는 AUS-5 솔더 마스크일 수 있으며, 반도체 다이 바로

하부의 솔더 마스크의 세그먼트로 칭해진다. 솔더 마스크의 형성 및 패터닝은 본 발명의 뒷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

다. 그러나 다이 어태치 패드(111)는 솔더 마스크를 제외한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이 어태치 패드(111)의 두께는

예컨대 10.0미크론 내지 30.0미크론일 수 있다. 다이 어태치(112)는 은으로 충진된 에폭시 또는 비스말레마이드

(bismalemide)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 어태치(112)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거나 절연성인 열경화성 접착제

또는 그 화합물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다이 어태치(112)는 전기적 및 열적으로 전도성이다.

솔더 마스크(113)는 기판(120)의 상면(118)에 도포된다. 솔더 마스크(113)의 두께는 예컨대 10.0미크론 내지 30.0미크론

일 수 있다. 솔더 마스크(113)는 AUS-5일 수 있으나, 솔더 마스크(113)는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솔더 마스크(115)

는 기판(120)의 하면(124)에 도포된다. 솔더 마스크(115)의 두께는 예컨대 10.0미크론 내지 30.0미크론일 수 있다. 솔더

마스크(115)는 또한 AUS-5일 수 있으나, 솔더 마스크(115)는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지지패드(117)는 기판(120)

의 상면(118)에 형성되며, 일실시예로 지지패드(117)는 구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지패드(117)는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지지패드(117)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반도체 다이(110)

는 지지패드(117)에 직접 납땜될 수 있다. 지지패드(117)의 제조는 도 5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은 기판(120)의 상면에 형성된다. 도 1의 구조물(100)에서,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은 니켈-도

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은 상기 니켈-도금 구리 위에 금 도금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컨데,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은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

텐 또는 금일 수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의 제조는 도 5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다운본딩 와이어(11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1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본드패드(108)에 접합된다. 다운본딩 와이어(116)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에 접합된다. 다운본딩 와이어(116)는 금일 수 있으나 알루미늄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운본딩 와이어(116)의 직경은 대략 20.0미크론일 수 있으나, 다른 직경을 택할 수도 있다.

기판(120)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등의 2층 유기 라미네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120)은 FR4를 기본물

로 하는 라미네이트 등의 다른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기판(120)은 세라믹 물질일 수 있다.

도 1의 구조물에서, 기판(120)의 두께(122)는 약 200.0미크론이나 기판(120)의 두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

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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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계속 설명하면, 복수의 제 1 비아로 칭해지는 비아(128)와 복수의 제 2 비아로 칭해지는 비아(126)는 기판(120) 내

에 위치된다. 비아(126), 비아(130) 및 비아(128)는 기판(120)의 상면(118)으로부터 하면(124)으로 연장된다. 비아(126),

비아(130) 및 비아(128)는 열전도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비아(126), 비아(130) 및 비아(128)는 구리를 포함할 수 있으

며, 사실 전형적인 구조물(100)에서 비아(126), 비아(130) 및 비아(128)는 구리로 충진된다. 그러나 비아(126), 비아

(130) 및 비아(128)는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른 금속으로 충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비아(126), 비아(130) 및 비아(128)는 금속으로 완전히 충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아(128), 비아(126) 및 비

아(130)는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이처럼 예시된 예에 의해 전형적인 비아(126)의 구조를 도 2A 및 도 2B, 특히 점선

(142)으로 둘러싼 영역(도 2B의 점선(242)으로 둘러싼 영역에 대응)과 관련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본딩 와이어(134)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1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104)

에 접합된다. 신호 본딩 와이어(134)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에 접합된다. 신호 본딩 와이어(134)는 금일

수 있으며, 알루미늄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신호 본딩 와이어(134)의 직경은 30.0미크론일 수 있으며 다른

크기의 직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본딩 와이어(140)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1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106)에 접합된다. 신호 본딩 와이어(140)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에 접합된

다. 신호 본딩 와이어(140)는 금일 수 있으나, 알루미늄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신호 본딩 와이어(140)의 직경

은 30.0미크론일 수 있으며 다른 크기의 직경을 선택할 수 있다.

도 1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기판(120)의 상면에 형성된다. 구조물(1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니켈-

도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상기 니켈-도금 구리 위에 금 도금층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을 포함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의 제조에 대해서는 도 5를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1의

구조물(1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는 비아(130)와 오버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

(132)는 비아(130)와 오버랩되는 대신 비아(130)와 접촉한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와 유사하게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기판(120)의 상면에 형성된다. 구조물(1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니켈-도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상기 니켈-도금 구리 위에 금 도금

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기판 신호 본드패드

(138)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을 포함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의 제조에 대해서는 도 5를 참조

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구조물(1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비아(126)를 오버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비아(126)를 오버랩하는 대신 비아(126)와 접촉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120)의 하면(124) 상에는 랜드(144)가 형성된다. 구조물(100)에서, 랜드(144)는 구

리를 포함할 수 있으나, 랜드(144)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랜드(144)

의 형성은 도 5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랜드(144)는 솔더(147)에 의해 PCB(150)에 부착된다. 그러나 랜드(144)를

PCB(150)에 부착하기 위해 다른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구조물(100)에서 랜드(144)는 비아(126)를 오버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랜드(144)는 비아(126)를 오버랩하는 대신 비아(126)와 접촉한다.

랜드(144)와 유사하게, 기판(120)의 하면(124) 상에는 랜드(146)가 형성된다. 구조물(100)에서, 랜드(146)는 구리를 포

함할 수 있으나, 랜드(146)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랜드(146)의 제조는

도 5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1의 구조물(100)에서 랜드(146)는 솔더(147)에 의해 PCB(150)에 부착된다. 그러나

랜드(146)를 PCB(150)에 부착하기 위해 다른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구조물(100)에서 랜드(146)는 비아(130)와

오버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랜드(146)는 비아(126)와 접촉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열 스프레더(148)는 기판(120)의 하면(124) 상에 형성된다. 구조물(100)에서 열 스프레더(148)는 구리일

수 있으나, 열 스프레더(148)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 구조물

(100)에서 열 스프레더(148)는 솔더(147)에 의해 PCB(150)에 부착된다. 그러나 열 스프레더(148)를 PCB(150)에 부착하

기 위해 다른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열 스프레더(148)의 제조에 대해서는 도 5와 관련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

다.

도 2A는 도 1의 영역(142)에 대응하는 도 2B의 영역(242)의 평면도이다. 특히, 기판(220), 비아(226) 및 기판 신호 본드

패드(238)는 각각 도 1의 기판(120), 비아(126) 및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에 대응한다. 도 2A는 또한 비아홀(262)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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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비아홀(262)은 도 2A의 1-1 라인을 따라 취한 단면도인 도 1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아홀(262)은 도

2B가 도 2A의 B-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기 때문에 도 2B에는 나타난 것이다. 비아(226), 본드패드(238) 및 비아홀

(262)에 대해서는 도 2B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2B는 도 2A의 B-B 라인을 따르는 영역(242)의 단면도이다. 그러나 도 1의 영역(142)은 도 2A의 1-1 라인을 따라 취

한 단면도이다. 특히 상면(218), 기판(220), 하면(224), 비아(226), 기판 신호 본드패드(238) 및 랜드(244)는 각각 도 1의

상면(118), 기판(120), 하면(124), 비아(126),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 및 랜드(144)에 대응한다.

도 2B에서 랜드패드의 두께(252)는 대략 12.7미크론 내지 30.0미크론이다. 비아 드릴 직경(254)은 150.0미크론일 수 있

으나, 본드패드의 두께(256)는 약 12.7미크론 내지 30.0미크론일 수 있다. 비아 벽두께(258)는 약 20.0미크론일 수 있다.

비아홀 직경(260)은 약 110.0미크론일 수 있다. 도면작성의 용이화를 위해 도 1A 및 도 2B의 다양한 치수를 자로 재서 표

시하지는 않았다.

비아(226)의 제조는 기판(220)에서 시작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구리는 기판(220)의 상면(218)과 하면(224)에 적

층될 수 있다. 기판(220)의 상면(218)과 하면(224) 상에 적층된 구리의 두께는 예를 들어, 15.0미크론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금속이 기판(220)의 상면(218)과 하면(224)에 적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판(220)의 상면(218)과 하면(224)에 적

층된 금속은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일 수 있다. 다음으로, 비아 드릴 직경(254)을 갖는 비아 개구부가 미리 정

해진 위치에서 기판(220)을 통해 천공된다. 기판(220)은 비아 벽두께(258)에 대응하는 비아 개구부의 내측에 구리층이 형

성되도록 구리로 도금된다. 그러나 기판(220)은 다른 금속으로 도금될 수 있다. 따라서 비아(226)는 도 2A 및 도 2B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비아홀 직경(262)을 갖도록 제조된다. 비아(226)를 제조하기 위한 상술한 공정은 도 1의 구조물(100)의

비아(128, 130)의 제조에 적용된다.

도 3의 구조물(300)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도 3의 구조물(300)에 대응하는 도 1의 구조물(100) 등의 "단수화된

(singulated)" 구조물을 달성하기 위해 기판을 다이싱하는 것을 포함하는 "소우 싱귤레이션(saw singulation)" 단계의 완

료 후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전형적인 구조물의 평면도이다. 소우 싱귤레이션 단계는 도 5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

히 설명된 공정에서의 최종 단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조물(300)은 도 1의 기판(120)에 대응하는 기판(320)을 포함한

다. 그러나 도 1의 구조물(100)과 대조적으로 구조물(300)에서는 기판 본드패드가 오버랩되는 대신에 비아와 접촉한다.

예를 들어, 기판 신호 본드패드(338)는 비아(326)와 오버랩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비아

(126)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고 있는 도 1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와는 대조적이다. 구조물(300)을 계속 설

명하면, 본딩 와이어(340)의 제 1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338)에 접합된다. 본딩 와이어(340)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3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306)에 접합된다. 도 3에서 비아(326), 기판 신호 본드패드(338), 본딩 와이어

(340) 및 반도체 다이 본드패드(306) 만이 단순화를 위해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구조물(300)의 모양은 정사각형일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수화된 구조물(300)에서 기판(320)의 측변(384)과 측변

(386)은 각각 4.0밀리미터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또 다른 정사각형-모양의 "패키지 사이즈"는 5.0밀리미터 × 5.0밀

리미터, 6.0밀리미터 × 6.0밀리미터 또는 7.0밀리미터 × 7.0밀리미터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구조물(300)의

모양은 직사각형일수도 있다. 직사각형-모양의 실시예의 "패키지 사이즈"는 3.9밀리미터 × 4.9밀리미터일 수 있다. 또 다

른 예로서, 직사각형-모양의 실시예의 또 다른 "패키지 사이즈"는 4.4밀리미터 × 6.5밀리미터 또는 4.4밀리미터 × 7.8밀

리미터일 수도 있다.

도 4의 구조물(400)은 "소우 싱귤레이션(saw singulation)" 단계 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범례 구조물의 저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구조물(400)은 도 1의 기판(120)에 대응하는 기판(420)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 1의 구조물(100)과는

대조적으로 구조물(400)에서는 랜드가 비아와 오버랩되는 대신, 비아와 접촉한다. 예를 들면 랜드(444)는 비아(426)를 접

촉하는 것으로 도시된 것이지, 오버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비아(126)와 접촉된 것이 아니라, 오버랩된 것으로 도시된 도

1의 랜드(144)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또한 랜드와 비아를 열 스프레더에 연결시켜주는 도 4의 트레이스(414, 430, 436 및

442)와 같은 트레이스는 도 1의 구조물(100)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도 4는 기판(420)의 하면(424)을 보여준다. 랜드(412, 428, 432, 440 및 444)는 각각 비아(402, 425, 434, 438 및 426)

와 접촉한다. 트레이스(414)는 비아(402)와 열 스프레더(448)를 연결시킨다. 트레이스(436)는 비아(434)와 열 스프레더

(448)를 연결시킨다. 트레이스(430)는 비아(428)와 열 스프레더(448)를 연결시킨다. 트레이스(442)는 비아(440)와 열 스

프레더(448)를 연결시킨다. 따라서, 비아(402, 425, 434 및 438)는 각각 트레이스(414, 430, 436 및 442)에 의해 열 스프

레더(448)와 연결되어 있다. 랜드 피치(445)는 예를 들어 500.0미크론일 수 있다. 랜드 폭(446)은 예를 들어 250.0미크론

일 수 있다. 도 4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단지 비아(402, 425, 426, 434 및 438)와 랜드(412, 428, 432, 440 및 444)만이

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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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비아와 랜드를 도 4의 열 스프레더(448)와 같은 열 스프레더에 연결되게 하기 위해 도 4의 트레이

스(414, 430, 436 및 442)와 같은 트레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실시예에서는, 도 4의 랜드(412, 428, 432 및 440)와

같은 랜드는 도 4의 열 스프레더(448)와 같은 접지에 연결되지 않고, "신호" 랜드로서 사용된다.

도 5에서, 도 1의 구조물(100)이 제조되는 공정의 일례를 도시하였다. 단계 502에서 공정이 시작된다. 단계 504에서, 비

아 개구부(opening)가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 스트립 내에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 스트립은 18인치 × 24인치 패널형의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일 수 있다. 도 1의 기판(120)은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 스트립의 단면에 대응된다. 전형적으로

기판(100)의 다중 유니트는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을 조립한 것이다. 제조공정의 후반 단계에서 구조물(100)의 다중 조

립 유니트는 개개의 유니트로 분리된다.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 내에 형성된 비아 개구부의 직경은 약 150.0미크론일 수

있다.

전형적으로 모든 비아 개구부는 멀티-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여 즉시 형성된다. 단계 506에서, 비아 개구부의 측벽은

무전해 도금욕(electroless plating bath)에서 구리로 도금된다. 여기서 무전해 도금이란 환원성 화학욕에 의해 다양한 물

질의 표면상에 구리, 니켈, 은, 금 또는 팔라듐과 같은 금속을 침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도금 방법을 말한다. 무전해 도금

욕의 결과로서, 비아는 구리 라미네이트된 기판의 상면과 하면 사이에 전기적 및 열적 전도성을 제공하게 된다. 일실시예

에서, 무전해 도금 공정의 완료 후, 도 2B의 비아홀 직경 (260)과 같은 비아홀 직경은 약 110.0 미크론일 수 있다.

단계 508에서, 비아 개구부는 구리로 충진된다. 이 비아 개구부에 추가적인 구리를 가하면 열 유동성을 보다 큰 단면적에

제공함으로써 비아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전기적 흐름을 보다 큰 단면적에 제공함으로써 비아의 열전도도

를 증가시키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비아 개구부가 구리로 부분적으로(또는 거의 완전히) 충진되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는 비아 개구부가 구리로 완전히 충진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비아는 텅스텐으로 충진된다. 이 실시예에서, 텅스텐

으로 충진된 비아는 바로 비아에 접합될 만큼 강하다.

단계 510에서, 기판의 상면과 하면상의 금속화 층에 전도체를 패턴화시키기 위해 마스크가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서, 금속

화 층은 구리이다. 단계 512에서, 과량의 구리가 에칭 제거되며, 그 결과 기판의 상면과 하면 상에 한정된 금속 상호접속

또는 금속 트레이스 패턴, 또한 인쇄회로라고도 불리는 것을 얻는다. 예를 들면, 도 4의 구조물(400)에서 하면(424)상의

패턴화된 금속 층은 다른 것들 중에 열 스프레더(448), 랜드(412, 418, 428, 432 및 440)와, 트레이스(414, 430, 436 및

442)를 포함한다.

단계 514에서, 기판의 상면과 하면에 솔더 마스크가 도포되며, 그럼으로써 기판의 상면과 하면 상에 노출된 패턴화된 구리

를 커버링하게 된다. 솔더 마스크는 기판의 상면에 반도체 다이를 고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 어태치의 점착성을 향상

시킨다. 예를 들면, 도 1의 구조물(100)에서, 솔더 마스크(113)는 기판(120)의 상면(118)에 반도체 다이(110)를 고착시키

는데 있어서 다이 어태치(112)의 점착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솔더 마스크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 기판 다운본드 영역 및 랜

드의 오염을 방지한다.

단계 516에서, 솔더 마스크는 접합과 솔더링(soldering)이 일어나는 인쇄회로 영역에서 구리를 노출시키기 위해 에칭 제

거된다. 예를 들면, 도 1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 138), 랜드(144, 146)와 열 스프레더(148)

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솔더 마스크를 에칭 제거한다. 단계 518에서, 접합과 솔더링이 일어나는 인쇄회로 영역에서 노출된

구리는 한 층의 니켈로 도금되고, 그 다음 이 니켈-도금된 구리의 상층에 한 층의 금이 도금된다. 금/니켈-도금은 노출된

구리를 산화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금/니켈-도금은 도 1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 138)와 기판 다운본드(114)와 같은

인쇄회로의 본드패드 및 기판 다운본드 영역에서의 접합을 노출된 구리에 제공한다. 또한 금/니켈-도금은 도 1의 랜드

(144, 146)와 열 스프레더(148)와 같은 인쇄회로 랜드와 열 스프레더에서의 솔더링을 노출된 구리에 제공한다.

단계 520에서, 반도체 다이는 다이 어태치 물질을 구비한 다이 어태치 패드에 부착된다. 예를 들면, 도 1의 구조물(100)에

서, 반도체 다이(110)는 다이 어태치(112)를 구비한 다이 어태치 패드(111)에 부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이 어태치

패드(111)는 AUS-5 솔더 마스크일 수 있으며, 이것(즉, 다이 어태치 패드(111))은 반도체 다이(110) 바로 아래의 솔더 마

스크의 세그먼트(segment)를 말한다. 다이 어태치 물질,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어태치(112)는 은으로 채워진

에폭시 또는 비스말레미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 어태치 물질은 전기적으로 전도성 또는 전기적으로 절연성,

열경화성 점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반도체 다이는 도 1의 지지 패드(117)와

같은 지지 패드에 직접 솔더링될 수 있다.

단계 522에서, 와이어 본딩은 도 1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104, 106)와 같은 반도체 다이 본드패드와, 도 1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132, 138)와 같은 인쇄회로 본드패드 사이에서 수행된다. 예를 들면, 도 3의 구조물(300)에서, 와이어 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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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도체 다이 본드패드(306)와 기판 신호 본드패드(338) 사이에서 수행된다. 도 1의 구조물(100)에서, 신호 본딩 와이

어(134, 140)와 같은 와이어 본딩에 사용되는 본딩 와이어는 금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24에서, 도 1의 반도체 다이

(110), 신호 본딩 와이어(134), 및 다운본딩 와이어(116)와 같은 반도체 다이 및 본딩 와이어는 적합한 몰드 화합물 내에

캡슐화된다. 몰드 화합물은 후속 제작 공정 및 사용시 화학적 오염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몰드 화합

물은 예를 들면 다기능 에폭시, 노보락 및 비페닐 수지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적 화합물을 포함한

다.

단계 526에서, 구조물(100)의 다중 조립 유니트로 구성된 스트립은 개개의 유니트로 소우 싱귤레이트된다. 소우 싱귤레이

션에 있어서, 구조물(100)의 개개의 조립 유니트는 구조물(100)의 다중 조립 유니트로 구성된 스트립으로부터 다이스됨으

로써 다수의 구조물(100)과 같은 구조물이 얻어진다. 도 5에서 설명된 공정은 단지 도 1의 구조물(100) 제조의 한 방법이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 5와 관련하여 기재된 각각의 단계 또는 총괄적 방법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당해 기

술분야의 숙련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단계 528에서, 도 1의 구조물(100)이 제조되어 예시적 공정

이 종료된다.

도 6의 구조물(600)은 "소우 싱귤레이션" 단계의 종료 후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는 예시적 구조물의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다이 및 본딩 와이어는 도 6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 구조물(600)은 도 1의 기판(120)에 대응하는

기판(620)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 1의 구조물(100)과는 대조적으로, 구조물(600)에서는 기판 본드패드가 트레이스에 의

해 비아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트레이스(610)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638)와 비아(626)를 연결한다. 이에 대조적으

로, 도 1의 구조물(100)에서는 본드패드가 비아와 오버랩된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는 비아(126)

와 오버랩된다.

도 6은 기판(620)의 상면(618)을 보여준다. 트레이스(604)는 기판 본드패드(606)와 비아(602)를 연결한다. 트레이스

(610)는 기판 본드패드(638)와 비아(626)를 연결한다. 트레이스(616)는 기판 본드패드(617)와 비아(614)를 연결한다. 도

6은 또한 다이 어태치 영역(622)을 보여준다. 도 6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단지 비아(602, 626 및 614), 트레이스(604,

610 및 616), 기판 본드패드(606, 617 및 638)만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 6의 구조물(600)에서 비아(602)는 다이 어태치 영역(622)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비아(602)는 도 1의 구조물(100)의

지지 패드(117)와 같은 통상적인 접지연결에 연결될 수 있다. 비아(614)는 다이 어태치 영역(622)의 코너에 위치한다. 구

조물(600)에서, 비아(614)는 도 1의 구조물(100)의 지지 패드(117)와 같은, 도 6에 도시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접지연

결에 연결될 수 있다. 도 6의 구조물(600)에서, 비아(626)와 같은 "주변" 비아는 전형적으로 "신호" 비아로서 역할을 한다.

도 6의 구조물(600)에서, 트레이스(604, 610 및 616)는 각각 기판 본드패드(606, 638 및 617)를 비아(602, 626 및 614)

에 연결시킨다. 트레이스(604, 610 및 616)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다. 따라서, 기판 본드패드(606, 638 및 617)는 각각

비아(602, 626 및 614)로부터 다른 거리에 있다. 또한 트레이스(604) 및 트레이스(616)는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진다. 도 6

의 구조물(600)은 다양한 기판 본드패드의 사용 및 비아 위치, 트레이스 길이 및 트레이스 두께에 디자인 융통성을 부여한

다.

II. 본 발명의 멀티-다이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는 멀티-다이(또는 멀티칩) 레드리스 캐리어에 관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2 또는 그 이상의 다이가 본

발명의 레드리스 칩 캐리어에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패키지"의 2 또는 그 이상의 다이를 수용하는 것이 다

이를 개별적으로 패키지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또한 동일한 "패키지"의 2 또는 그 이상의 다이를 수용하기 위한 선택 사

항도 단일의 다이에서 2 또는 그 이상의 다이의 기능성을 포함하는 선택사항에 비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

이, 단일의 다이에서 디지털 기능과 RF 아날로그 기능과 같은 서로 다른 기능을 혼합하면, 전압 레벨의 작은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디지털 회로와 작은 전압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 RF 아날로그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결합이 허용할 수 없

는 정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때로 두 개의 별개의 다이가 각각 디지털 기능과 아날로그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의 구조물(700)은 "소우 싱귤레이션" 단계의 종료 후 본 발명의 "멀티-다이" 실시예에 따르는 예시적 구조물의 평면도

를 도시한 것이다. 구조물(700)은 도 1의 기판(120)에 대응하는 기판(720)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 1의 구조물(100)과는

대조적으로, 구조물(700)은 기판(720)의 상면(718)에 두 가지 반도체 다이, 즉 반도체 다이(710)와 반도체 다이(712)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579621

- 8 -



도 7에서, 신호 본딩 와이어(714)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26)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14)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에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1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28)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16)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24)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730)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34)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30)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32)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및 732)는 기판(720)의 상면(718)에 형성되어 있다. 구조물(7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

(722, 724 및 732)는 니켈-도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및 732)는 니켈-도금 구리 상에 한

층의 금 도금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및 732)는 또한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

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신호 본딩 와이어(714, 716 및 730)는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

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신호 본딩 와이어(714, 716 및 730)의 직경은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의 선택도 가능하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운본딩 와이어(73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740)에 연

결되어 있고, 다운본딩 와이어(736)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

은 기판(720)의 상면(718)에 형성되어 있다.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에 대응하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은 일반적으로 다운본드 영역(114)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도 7의 구조물(700)에서, 기판 다운본드 영역

(738)은 니켈-도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니켈-도금 구리 상에 한 층의 금 도금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

러나,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은 또한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

운본딩 와이어(736)는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술한 신호 본딩 와이어

(714, 716 및 730)와 마찬가지로, 다운본딩 와이어(736)의 직경도 또한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의 선택도 가

능하다.

도 7에서 더 설명하자면, 신호 본딩 와이어(742)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48)에 연

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42)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4)에 연결되어 있

다.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44)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0)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44)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6)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74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2)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46)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8)에 연결되어 있다. 상술한 신호 본딩 와

이어(714, 716 및 730)와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42, 744 및 746)도 또한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신호 본딩 와이어(742, 744 및 746)의 직경도 또한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

의 선택도 가능하다.

도 7에서, 신호 본딩 와이어(760)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28)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60)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64)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762)의 제 1 단

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70)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62)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66)에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72)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

이 신호 본드패드(776)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772)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774)에 연결되어 있

다. 상기 기재한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및 732)와 마찬가지로, 기판 신호 본드패드(764, 766 및 774)도 기판(720)

의 상면(718)에 형성되어 있다. 도 7의 구조물(7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764, 766 및 774)는 니켈-도금 구리를 포함

할 수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764, 766 및 774)는 또한 니켈-도금 구리 상에 한 층의 금 도금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신호 본드패드(764, 766 및 774)는 또한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앞서 기재한 신호 본딩 와이어(714, 716 및 730)와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60, 762 및 772)는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앞서 기재한 신호 본딩 와이어(714, 716 및 730)와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760, 762 및 772)의 직경도 또한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의 선택도 가능하다.

또한 도 7에서 더 설명하자면, 다운본딩 와이어(778)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782)

에 연결되어 있고, 다운본딩 와이어(778)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780)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

(738)과 마찬가지로, 기판 다운본드 영역(780)도 기판(720)의 상면(718)에 형성되어 있다.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다

운본드 영역(114)에 대응하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780)은 일반적으로 다운본드 영역(114)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도

7의 구조물(700)에서, 기판 다운본드 영역(780)은 니켈-도금 구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니켈-도금 구리 상에 한 층

등록특허 10-0579621

- 9 -



의 금 도금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다운본드 영역(780)은 또한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운본딩 와이어(778)는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

함할 수도 있으며, 다운본딩 와이어(778)의 직경도 또한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의 선택도 가능하다.

도 7을 더 설명하면, 트레이스(784)는 기판(720)의 상면(718)에 형성되어 있으며, 기판 신호 본드패드(732)와 기판 신호

본드패드(774)를 연결시켜 준다. 구조물(700)에서, 트레이스(784)는 구리일수도 있고,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 7도에서, 간략화를 위해 단지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732, 764,

766 및 774),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 및 780),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26, 728, 748, 750 및

752),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740),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4, 756,

758, 768 및 770),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접지패드(782) 만을 본 명세서에서 특정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

도 8의 구조물(800)은 도 7의 라인 8-8을 따르는 "멀티-다이" 구조물의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특히, 구조물(800)의 반

도체 다이(810, 812)는 각각 구조물(700)의 반도체 다이(710, 712)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8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

(822, 824, 864 및 866)는 각각 구조물(7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722, 724, 764 및 766)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

(8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880)은 각각 구조물(7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738, 780)에 대응한다. 구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24, 816, 860, 862 및 846)는 각각 구조물(700)의 신호 본딩 와이어(714, 716, 760, 762 및 746)에

대응하며, 구조물(800)의 다운본딩 와이어(836, 878)는 각각 구조물(700)의 다운본딩 와이어(736, 778)에 대응한다.

도 8에서 계속 설명하자면,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26, 828 및 852)는 각각 구조

물(700)의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26, 728 및 752)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

이(8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는 각각 구조물(700)의 반도체 다이(7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740)

에 대응한다. 그리고,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58, 868 및 870)는 각각 구조물

(700)의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758, 769 및 770)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

(812)의 반도체 다이 접지 패드(882)는 구조물(700)의 반도체 다이(712)의 반도체 다이 접지 패드(782)에 대응한다.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조물(800)은 PCB 898에 부착되어 있다. 반도체 다이(810, 812)는 각각 다이 어태치

(804) 및 다이 어태치(808)에 의해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에 부착되어 있다.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는 도 1의

구조물(100)의 다이 어태치 패드(111)와 유사하며, AUS-5 솔더 마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는

반도체 다이(810, 812) 바로 아래의 솔더 마스크의 세그먼트를 말한다.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의 두께는 예를 들어

10.0 ~ 30.0 미크론일 수 있다. 다이 어태치(804) 및 다이 어태치(808)는 도 1의 구조물(100)의 다이 어태치(112)와 유사

하며, 은으로 채워진 에폭시 또는 비스말레미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 어태치(804) 및 다이 어태치(808)는

전기적으로 전도성 또는 전기적으로 절연성, 열경화성 점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

에서 다이 어태치(804) 및 다이 어태치(808)는 전기적으로 및 열적으로 전도성이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솔더 마스크(813)는 기판(820)의 상면(818)에 도포된다. 솔더 마스크(813)는 도 1의 구조

물(100)의 솔더 마스크(113)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솔더 마스크(113)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솔더 마스크(113)는

AUS-5일 수 있으나, 솔더 마스크(113)는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솔더 마스크(815)는 기판(820)의 하면(825)에도

도포되며, 도 1의 구조물(100)의 솔더 마스크(115)에 대응한다. 솔더 마스크(113)도 또한 AUS-5 또는 다른 물질을 포함

할 수 있다. 솔더 마스크(113, 115)의 두께는 예컨대 10.0미크론 내지 30.0미크론일 수 있다.

도 8에서, 신호 본딩 와이어(814)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26)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814)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에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 본딩 와이어(81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28)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816)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24)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는 각각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신호 본드

패드(138, 132)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 132)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

(822, 824)는 기판(820)의 상면(818)에 형성되어 있다. 구조물(8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는 각각 비아

(827, 831)와 오버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는 비아(827, 831)와 오버랩되는

대신, 각각 비아(827, 831)와 "접촉"된다. 신호 본딩 와이어(814, 816)는 각각 도 1의 구조물(100)의 신호 본딩 와이어

(140, 134)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신호 본딩 와이어(140, 134)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운본딩 와이어(83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

에 연결되어 있고, 다운본딩 와이어(836)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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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은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다운본드 영역(114)과 동일한 물질을 포

함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은 기판(820)의 상면(818)에 형성되어 있다. 다운본딩 와이어(836)는 도 1의 구조물

(100)의 다운본딩 와이어(116)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다운본딩 와이어(116)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도 8에서 더 설명하자면, 신호 본딩 와이어(84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52)에 연

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846)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58)에 연결되어 있

다. 신호 본딩 와이어(846)는 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신호 본딩 와이어

(846)의 직경은 30.0미크론일 수도 있고, 다른 직경의 선택도 가능하다.

도 8에서, 신호 본딩 와이어(860)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68)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860)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862)의 제 1 단

부는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70)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본딩 와이어(862)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66)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각각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

(138, 132)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기판 신호 본드패드(138, 132)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기판(820)의 상면(818)에 형성되어 있다. 구조물(8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

(822, 824)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구조물(8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각각 비아(837, 841)와 오버랩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비아(837, 841)와 오버랩하는 대신, 각각 비아

(837, 841)와 "접촉"된다. 신호 본딩 와이어 (860, 862)는 각각 도 8의 구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14, 816)에 대응

하고, 또한 도 1의 구조물(100)의 신호 본딩 와이어(140, 134)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신호 본딩 와이어(140, 134)와 동

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도 8에서 더 설명하자면, 다운본딩 와이어(878)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82)

에 연결되어 있고, 다운본딩 와이어(878)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에 연결되어 있다. 구조물(800)에서, 기

판 다운본드 영역(880)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에 대응되며, 또한 도 1의 구조물(1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114)에

대응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과 마찬가지로,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도 기판(820)의 상면(818)에 형성되어 있으

며,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구조물(800)에서, 다운본딩 와이어(878)는 다운본딩 와이어

(836)에 대응되며, 또한 도 1의 구조물(100)의 다운본딩 와이어(116)에 대응된다.

도 8을 계속해서 설명하면, 지지 패드(817, 819)는 기판(820)의 상면(818)에 형성되어 있다. 지지 패드(817, 819)는 도 1

의 구조물(100)의 지지 피드(117)와 유사하며, 구리 또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

함할 수 있다. 기판(820)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같은 두 층의 유기 라미네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판

(820)은 FR4를 기본물로 하는 라미네이트 및 BT("비스밀리미드 트리아젠")와 같은 기타 다른 유기 물질을 포함할 수 있

다. 일실시예에서, 기판(820)은 세라믹 물질일 수 있다. 도 8의 구조물(800)에서, 기판(820)의 두께(823)는 약 200.0미크

론이다. 그러나 기판(820)의 두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다를 수 있다. 기판(820)의 두께(823)는 도 1의 구조물

(100)의 기판(120)의 두께(122)에 대응된다.

도 8을 계속 설명하면, 비아(827, 831, 841), 비아(829) 및 비아(839)는 기판(820)내에 위치한다. 비아(827, 837)는 도 1

의 구조물(100)의 비아(126)에 대응되며, 비아(831, 841)는 도 1의 구조물(100)의 비아(130)에 대응된다. 비아(829,

839)는 도 1의 구조물(100)의 비아(128)에 대응된다. 비아 (827, 831, 841), 비아(829) 및 비아(839)는 기판(820)의 상면

(818)으로부터 하면(825)까지 연장되며, 구리로 채워진다. 그러나, 비아(827, 831, 841), 비아(829) 및 비아(839)는 본 발

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타 다른 금속으로 충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비아(827,

831, 841), 비아(829) 및 비아(839)는 금속으로 완전히 충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도 8에서, 랜드(843, 845, 847, 849)는 기판(820)의 하면(825)에 형성되어 있다. 랜드(843, 847)는 도 1의 구조물

(100)의 랜드(144)에 대응되며, 랜드 (845, 849)는 도 1의 구조물(100)의 랜드(146)에 대응된다. 랜드(843, 845, 847,

849)는 구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랜드

(843, 845, 847, 849)는 각각 솔더(851, 953, 855, 857)에 의해 PCB(898)에 부착된다. 그러나, 랜드(843, 845, 847,

849)를 PCB(898)에 부착시키는데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들이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구조물(800)에서, 랜드

(843, 845, 847, 849)는 각각 비아(827, 831, 837, 841)와 오버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랜드(843, 845,

847, 849)는 각각 비아(827, 831, 837, 841)와 오버랩되는 대신, 비아(827, 831, 837, 841)와 접촉된다.

도 8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두개의 별개의 열 스프레더(859, 861)는 기판(820)의 하면(825)에 형성된다. 각각

의 열 스프레더(859, 861)는 도 1의 구조물(100)의 열 스프레더(148)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열 스프레더(148)와 동일

한 물질을 포함한다. 구조물(800)에서, 열 스프레더(859, 861)는 구리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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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타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시적 구조물(800)에서, 열 스프레더(859, 861)는 솔더(863, 865)에 의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PCB(898)에 부착된다. 마지막으로 구조물(800)은 도 5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공정 단계에 의해 제조되며, 본 명세서에서 공정 단계 그 자체는 반복 기술하지 않는다.

구조물(800)에서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와는 대조적으로, 구조물(900)은 두개의 별개의 열 스프레더(859, 861) 대신에

하나의 연속식 열 스프레더(967)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또 다른 예의 멀티-다이 구조물의 단면도를 도시

한 것이다. 구조물(900)은 도 8의 구조물(800)의 기판(820)에 대응되는 기판(920)을 포함한다.

도 9에서, 구조물(900)의 반도체 다이(910, 912)는 각각 도 8의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810, 812)에 대응된다. 또한

구조물(900)의 다이 어태치 패드(902, 906)는 각각 구조물(800)의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에 대응된다. 또 구조물

(900)의 다이 어태치(904, 908)는 각각 구조물(800)의 다이 어태치(804, 808)에 대응된다. 또한 구조물 (900)의 솔더 마

스크(913, 915)는 각각 구조물(800)의 솔더 마스크(813, 815)에 대응된다.

또한 도 9에서, 반도체 다이(9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926, 952)는 각각 도 8의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

(810)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26, 852)에 대응된다. 반도체 다이(9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940)는 구조

물(800)의 반도체 다이(810)의 반도체 다이 접지 패드(840) 에 대응된다. 또한 반도체 다이(9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

패드(958, 970)는 구조물(800)의 반도체 다이(812)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858, 870)에 대응된다.

또한 도 9에서, 구조물(900)의 신호 본딩 와이어(914, 946, 962)는 각각 도 8의 구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14,

846, 862)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900)의 다운본딩 와이어(936, 978)는 구조물(800)의 다운본딩 와이어(836, 878)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9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922, 926)는 각각 구조물(8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66)에 대

응한다. 또한 구조물(9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938, 980)은 각각 구조물(8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880)에 대응

한다.

또한 도 9에서, 구조물(900)의 지지패드(917, 919)는 각각 도 8의 구조물(800)의 지지패드(817, 819)에 대응한다. 또한

구조물(900)의 비아(927, 941), 비아(929) 및 비아(939)는 각각 구조물(800)의 비아(827, 841), 비아(829) 및 비아(839)

에 대응하고, 구조물(900)의 랜드(943, 949)는 각각 구조물(800)의 랜드(843, 849)에 대응한다. 구조물(900)의 솔더

(951, 957)는 각각 구조물(800)의 솔더(851, 857)에 대응한다.

이제 도 9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구조물(900)은 PCB(998)에 부착된 것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구조물(900)을 참조하

면, 반도체 다이(910, 912)는 다이 어태치(904, 908)에 의해 각각 다이 어태치 패드(902, 906)에 부착된다. 구조물(900)

의 다이 어태치 패드(902, 906)는 일반적으로 도 8의 구조물(800)의 다이 어태치 패드(802, 806)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

다. 또한 다이 어태치(904, 908)는 일반적으로 구조물(800)의 다이 어태치(804, 808)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솔더 마

스크(913, 915)는 각각 기판(920)의 상면(918)과 하면(925)에 도포된다. 솔더 마스크(913, 915)는 일반적으로는 구조물

(800)의 솔더 마스크(813, 815)와 동일한 물질을 각각 포함한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본딩 와이어(914)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9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

(926)에 접합되고, 신호 본딩 와이어(914)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922)에 접합된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922)

는 기판(920)의 상면(918) 상에 조립되고, 일반적으로는 도 8의 구조물(8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914)는 일반적으로 구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14)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도 9에서, 다운본딩 와이어(93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9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940)에 접합되고,

다운본딩 와이어(936)의 제 2 단부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938)에 접합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938)은 기판(920)의 상면

에 조립되며, 일반적으로는 구조물(8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다운본딩 와이어

(936)는 일반적으로 구조물(800)의 다운본딩 와이어(836)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도 9에서, 신호 본딩 와이어(946)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9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952)에 접합되고, 신

호 본딩 와이어(946)의 제 2 단부는 반도체 다이(912)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958)에 접합된다. 신호 본딩 와이

어(946)는 일반적으로 도 8의 구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46)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

(962)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912)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 본드패드(970)에 접합되고, 신호 본딩 와이어(962)의 제 2

단부는 기판 신호 본드(966)에 접합된다. 기판 신호 본드패드(966)는 기판(920)의 상면(918)에 조립되며, 일반적으로는

도 8의 구조물(800)의 기판 신호 본드패드(866)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신호 본딩 와이어(962)는 일반적으로 구

조물(800)의 신호 본딩 와이어(862)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운본딩 와이어(978)의

제 1 단부는 반도체 다이(912)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982)에 접합되고, 다운본딩 와이어(978)의 제 2 단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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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다운본드 영역(980)에 접합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980)은 기판(920)의 상면(918) 상에 조립되며, 일반적으로는 구

조물(800)의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다운본딩 와이어(978)는 일반적으로 구조물(800)

의 다운본딩 와이어(878)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도 9에서, 지지패드(917, 919)는 기판(929)의 상면 상에 조립되며, 일반적으로는 도 8의 구조물(800)의 지지패

드(817, 819)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기판(920)은 일반적으로 기판(820)과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도 9에서,

비아(927, 941), 비아(929), 및 비아(939)는 기판 내부(920)에 위치되어 기판(920)의 상면(918)으로부터 하면(925)으로

연장된다. 또한 비아(927, 941), 비아(929), 및 비아(939)는 일반적으로 도 8의 구조물(800)의 비아(827, 841), 비아

(829), 및 비아(839)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도 9에서, 랜드(943, 949)는 기판(920)의 하면(925) 상에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800)의 랜드(843, 849)와 동

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랜드(943, 949)는 각각 솔더(951, 957)에 의해 PCB(998)에 부착된다. 그러나 랜드(943, 949)를

PCB(998)에 부착하기 위해 다른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있다. 구조물(900)에서, 랜드(943, 949)는 각각 비아(927, 941)와

오버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랜드(943, 949)가 비아(927, 941)와 오버랩되는 대신, 랜드(943, 949)가 비아

(927, 941)와 접촉한다.

도 9에서, 열 스프레더(967)는 기판(920)의 하면(925) 상에 조립된다. 구조물(900)에서 열 스프레더(967)는 구리일 수 있

으나, 열 스프레더(967)는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또는 금 등의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구조물(900)에서 열 스

프레더(967)는 솔더(969)에 의해 PCB(998)에 부착될 수 있다. 그러나 열 스프레더(967)를 PCB(998)에 부착하기 위해

다른 공지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900)은 도 5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한 공정단계를 이용하

여 조립된다. 이 공정단계는 여기에서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전기적 열적 특성은 구조물(800, 900)에서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이와 같은 본 발명

의 전기적 열적 특성은 구조물(800)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구조물(800, 900)의 전기적 열적 특성의 차

이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구조물(800)에서, 다운본딩 와이어(836)는 반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사이에 전기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은 반도체 다이

(810)에 근접하여 위치된다. 반도체 다이(810)에 밀접하게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을 위치시킴으로써 구조물(800)은 반

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사이에 최소 길이의 전기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82),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 및 다운본딩 와이어(878)는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및 다운본딩 와이어(836)가 반도체 다이(810)에 대해 위치되는 것처럼 반도체 다이(812)에 대

하여 유사하게 위치된다. 그러므로 구조물(800)은 반도체 다이(812)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패드(882)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 사이에 최소길이의 전기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지지패드(817)는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를 큰 공통의 접지접속에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다이(810)에 대한 "접지면"으

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다이 접지패드(840)는 다운본딩 와이어(836)에 의해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에 전기

적으로 접속되고,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은 지지패드(817)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지지패드(817)는 반도체 다

이(810)에 대한 공통 접지접속, 즉 접지면 을 제공한다. 지지패드(817)는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에 부착되기 때문에 구

조물(800)은 반도체 다이 접지패드(840)와 지지패드(817) 사이에 최소길이의 전기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또한 비아

(829)는 지지패드(817) 및 열 스프레더(859)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기판 다운본드 영역(839), 지지패드(817),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는 반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패드(840)와 열 스프레더(859) 사이에 최소 길

이의 전기적 접지 접속을 제공하도록 결합된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 지지패드(819), 비아(839) 및 열 스프레더(861)

는 각각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지지패드(817),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가 반도체 다이(810)에 대하여 위치되

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다이(812)에 대하여 각각 위치된다. 따라서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 지지패드(819), 비아(839)

및 열 스프레더(861)는 반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패드(882)와 열 스프레더(861) 사이에 최소 길이의 전기

적 접지 접속을 제공하도록 유사하게 결합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도 8의 구조물(800)에서 다수의 비아(829)가 사용될 수 있다. 비아(829)는 지지패드(817)와 열 스프레더(859) 사이

에 전기적으로 병렬 접속되기 때문에 이들 비아(829)는 지지패드(817)와 열 스프레더(859) 사이에 단일 비아에 의해 제공

되는 저항성 및 유도성 경로보다 훨씬 낮은 저항성 및 유도성 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도 8의 비아(829) 등과 같은 다수의

비아를 이용함으로써, 구조물(800)은 지지패드(817)와 열 스프레더(859) 사이에 저저항, 저인덕턴스의 최소길이의 전기

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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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839), 지지패드(819) 및 열 스프레더(861)는 각각 비아(829), 지지패드(817) 및 열 스프레더(859)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또한 비아(839), 지지패드(819), 및 열 스프레더(861)는 비아(829), 지지패드(817), 및 열 스프레더(859)가 반도

체 다이(810)에 대하여 위치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다이(812)에 대하여 위치된다. 따라서, 구조물(800)은 유사하게

지지패드(819)와 열 스프레더(861) 사이에 저저항, 저인덕턴스, 최소길이의 전기적 접지접속을 제공한다.

도 8의 구조물(800)의 이점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이 충분한 크기를 가져 "더블본딩(double bonding)"으로 알려져 있

는 순서를 거쳐 본딩 와이어(836)에 의해 생성된 기생 인덕턴스와 저항을 더욱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더블본딩"에서 2개

의 다운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 사이에서 병렬로 접속된다. 예컨대, 구조물(800)

에서 2개의 다운본딩 와이어는 도 8의 반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

(838) 사이에 접속된다. 반도체 다이(810)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40)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 사이의 2개

의 병렬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발생되는 기생 인덕턴스와 저항은 단일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발생된 기생 인덕턴스 및

저항의 약 1/2이다. 더블본딩은 구조물(100, 900)로 예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도 또한 수용될 수 있다.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과 기능상 유사하다. 또한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은 기판 다운본드

영역(838)이 반도체 다이(810)에 대해 위치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다이(812)에 대해 위치된다. 그러므로, 반도체 다

이(812) 상의 반도체 다이 접지 본드패드(882)와 기판 다운본드 영역(880) 사이의 2개의 병렬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발

생되는 기생 인덕턴스와 저항은 단일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발생된 기생 인덕턴스 및 저항의 약 1/2이다.

도 8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는 각각 비아(827, 831)와 오버랩된다. 또한 랜드

(843, 845)는 각각 비아(827, 831)와 오버랩된다. 따라서 비아(827, 831)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와 랜드(843,

845) 사이에 각각 최소 길이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이처럼 오버랩하는 비아(827, 831)를 이용함으로써 구조물(800)

은 기판 신호 본드패드(822, 824)와 랜드(843, 845) 사이에 발생된 기생 인덕턴스를 최소화한다. 즉, 비아(827, 831)를 연

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접속선이 불필요하게 되어 그것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기생 인덕턴스와 저항을 감축시킬 수 있

게 된다.

유사하게, 구조물(800)에서,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는 각각 비아(837, 841)와 오버랩된다. 또한 랜드(847, 849)는

각각 비아(837, 841)와 오버랩된다. 따라서 비아(837, 841)는 기판 신호 본드패드(864, 866)와 랜드(847, 849) 사이에 각

각 최소 길이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이처럼 오버랩하는 비아(837, 841)를 이용함으로써 구조물(800)은 기판 신호 본

드패드(864, 866)와 랜드(847, 849) 사이에 발생된 기생 인덕턴스를 최소화한다.

도 8의 구조물은 지지패드(829),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에 의해 반도체 다이(810)로부터 과도한 열을 뺏어간다.

구조물(800)에서, 비아(829)는 구리 등의 열전도성 금속으로 충진될 수 있다. 비아(829)에 추가로 구리를 첨가하면 단면

적이 증가한다. 따라서 열이 잘 전도될 수 있는 보다 큰 단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아(829)의 열전도율을 증가시킨다. 구

조물(800)에서, 지지패드(817)는 구리 등의 열전도성 금속일 수 있다. 또한 지지패드(817)의 보다 큰 표면적은 반도체 다

이(810)에 의해 생성된 열의 전도를 위한 큰 도관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열 스프레더(859)는 구리 등의 열 전도성 금속일

수 있으며, 열 스프레더(859)의 보다 큰 표면적은 비아(819)를 통해 흐르는 큰 열전도용의 도관을 제공한다. 비아(829)는

또한 지지패드(817)와 열 스프레더(859) 사이에 유효하고 "다중(multiple)"의 열접속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지패드(817),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의 이용을 통해 구조물(800)은 반도체 다이(810)에 의해 생성된 열을 효과적으로 소모하

기 위한 유효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지지패드(819), 비아(839) 및 열 스프레더(861)는 각각 지지패드(817),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지지패드(819), 비아(839) 및 열 스프레더(861)는 지지패드(817), 비아(829) 및 열 스프레더(859)가 반도

체 다이(810)에 대해 위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다이(812)에 대하여 각각 유사하게 위치된다. 따라서 지지패드

(819), 비아(839) 및 열 스프레더(861)의 이용을 통해 구조물(800)은 반도체 다이(812)에 의해 생성된 열을 효과적으로

소모하기 위한 유효한 메커니즘을 또한 제공한다.

도 8의 구조물(800)의 열팽창 계수(CTE)와 PCB(898)에는 그들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열팽창

계수의 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구조물(800)이 동작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열되면, 구조물(800)

은 PCB(898)와 다른 속도로 팽창한다. 구조물(800)과 PCB(898)의 팽창속도의 차는 구조물(800)과 PCB(898)을 접속하

는 "솔더 조인트(solder joint)"에 대응하는 변형을 일으킨다. "솔더 조인트"는 도 8에서 PCB(898)와 각각의 랜드(843,

845, 847) 사이에, 각각 솔더(851, 853, 855, 857)로서 칭해지는 솔더 접속부와, PCB(898)와 열 스프레더(859, 861) 사

이에, 각각 솔더(863, 865)로서 칭해지는 솔더 접속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열 스프레더(859, 861)의 비례적으로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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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열 스프레더(859, 861)는 그들의 "솔더 조인트"에 대하여 대응하는 보다 큰 전체적인 변형량을 흡수한다. 그

러므로, 열 스프레더(859, 861)는 "솔더 조인트"에 대한 보다 큰 전체적인 변형량을 흡수함으로써 구조물(800)의 물리적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도 9에서 구조물(900)의 열적 전기적 특성은 상술한 도 8의 구조물(800)의 열적 전기적 특성과 유사하다. 구조물(900)과

구조물(800) 사이의 차이점의 하나는 구조물(900)은 단일한 열 스프레더, 즉 열 스프레더(967)이고, 구조물(800)은 두 개

의 열 스프레더, 즉 열 스프레더(859, 861)라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열 스프레더(859, 861)의 보다 큰 표면적은 각

각 비아(829, 839)를 통해 흐르는 열의 전도를 위해 큰 도관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열 스프레더(967)의 보다 큰 표면적은

비아(929, 939)를 통해 흐르는 열의 전도를 위해 큰 도관을 제공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병렬비아(829)와 병렬비아

(839)는 지지패드(817, 819)와 열 스프레더(859, 861) 사이에 낮은 저항성 및 유도성 경로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병렬비

아(929)와 병렬비아(939)는 지지패드(917, 919)와 열 스프레더(967) 사이에 낮은 저항성 및 유도성 경로를 제공한다. 또

한 열 스프레더(967)의 큰 사이즈는 PCB(998)을 구조물(900)에 접속하는 솔더 조인트에 대한 전체적인 큰 변형량을 흡수

함으로써 구조물(900)의 물리적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조물(800, 900)은 각각 후

술하는 바와 같은 독특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단일 열 스프레더 구조물(900)의 이점은 구조물(900)에서의 단일 열 스프레더(967)가 2개의 열 스프레더가 병렬인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개의 열화산기 구조물(800)과 비교하면 단일 열 스프레더 구조물

(900)은 PCB(998)로부터 지지패드(917, 919)로의 유도성 및 저항성 경로는 더 감축된다. 이 유도성 및 저항성 경로의 감

축은 반도체 다이(910, 912)에 대한 감소된 잡음 접지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반도체 다이(910, 912)의 접지전압 레벨이

너무 멀리 위로 상승하지 않거나 너무 멀리 아래로 하강하여 0볼트로 되지 않게 보장해 준다. 단일 열 스프레더 구조물

(900)의 다른 이점은 두 개의 분리된 열 스프레더(859, 861)에 존재하는 불연속 구조물과 보다 작은 집중표면적에 대하여,

보다 큰 표면적을 갖는 연속 구조물이 PCB(998)을 구조물(900)에 접속하는 솔더 조인트에 대한 추가적인 변형의 감축이

있기 때문에 단일 열 스프레더(967)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일 열 스프레더 구조물(900)의 다른 이

점은 열 스프레더(967)가 일반적으로 구조물(800)의 두 개의 분리된 열 스프레더(859, 861)의 집중 표면적에 비해 보다

큰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단일 열 스프레더(967)가 더욱 효과적인 열전도를 달성한다.

구조물(800)에서 두 개의 분리 열 스프레더(859, 861)의 이점은 두 개의 반도체 다이(810, 812)와, 그들의 각 지지패드

(817, 819)와, 열 스프레더(859, 861)가 공통의 열 스프레더(967)를 공유하기 때문에 구조물(900)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

이, 서로 근접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구조물(800)은 PCB(898) 상의 반도체 다이(810, 812)의 물리적 위치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허용해준다. 이 유연성은 와이어 본딩의 용이성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하에서 유익할 수 있으며, PCB

(898) 상의 반도체 다이(810, 812)의 물리적 위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구조물(800, 900)에 공통인 이점은 도 7의 구조물(700)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멀티-다이 실

시예는 반도체 다이 신호본드패드가 본딩 와이어에 의해 직접일 뿐아니라 "트레이스(traces)"에 의해 기판의 상면에 접속

되도록 해주는 이점을 제공해 준다. 예컨대, 도 7의 반도체 다이(710)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본드패드(734)는 신호본딩 와

이어(730, 772), 기판신호 본드패드, 기판(720)의 상면(718) 상의 트레이스(784)를 통해 반도체 다이(712) 상의 반도체

다이 신호본드패드(776)에 접속될 수 있다. 트레이스(784)를 이용하는 이점의 하나는 그 트레이스가 기판(720) 내의 비아

와, 기판(720)의 하면 상의 랜드와, 기판의 하면에 접속된 인쇄회로기판 상의 트레이스를 이용하는 다른 접속 루틴보다 짧

고 저항성과 유도성이 작은 루트가 된다는 점에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멀티-다이의 실시예는 인쇄회로기판의 표면 상의

트레이스들을 따를 필요없이 기판의 상면 상의 트레이스(784)와 같은 트레이스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즉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르면 기판(720)의 상면(718)을 떠나도록 하고, 인쇄회로기판(기판(720)의 하면에 부착

됨)을 통해 루트를 확보하며, 반도체 다이 신호본드패드(776)와 같이 원하는 신호본드패드에 도달하도록 기판에 대해 다

시 루트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트레이스(784)와 같은 트레이스가 불필요하다. 구조물(7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레이

스(784)는 기판(720)을 떠날 필요없이 기판(720)의 상면(718) 상의 전체에 걸쳐 루트가 확보될 수 있다. 트레이스(784)와

같은 트레이스는 인쇄회로기판 상에서 루트가 확보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보다 짧고 유도성과 저항성이 보다 작은 트레

이스를 달성하게 해주며, 설계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제조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확실히, 볼 그리드 어레이(BGA: Ball Grid Array) 기술과 같은 다른 경쟁기술은 멀티-다이 BGA 패키지의 기판과 같은 멀

티-다이 패키지의 기판 상에 트레이스(784)와 같은 트레이스의 루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BGA 기

술과 같은 이러한 경쟁기술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의 구조물(700, 800, 900)에 의해 요구되는 "풋프린트"에 비해 멀티

-다이 BGA 패키지에 필요한 풋프린트 등의 훨씬 큰 멀티-다이 패키지용 풋프린트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본 발명의 멀티

-다이 실시예에서 트레이스(784)와 같은 트레이스를 따르는 능력은 양 구조물(800, 900)에 공통인 독특한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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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의 구조물과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상술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반도체 다이에 의해 생성된 열을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낮은 기생인자와 낮은 유도성 및 저

항성 접지 접속을 제공해 준다.

본 발명의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본 발명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실

행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하였으나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단지 두 개의 다이를 수용하는 구조물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원리를 2

이상의 다이를 수용하는 구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는 모두 예시

를 위해 고려된 것이며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특정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많은 재배열, 수정, 및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레드리스 멀티-다이 캐리어의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면과 하면을 갖는 기판과;

상기 기판의 상면에 부착된 제 1 반도체 다이 및 제 2 반도체 다이와;

상기 기판의 상기 하면에 부착된 제 1 열 스프레더 및 제 2 열 스프레더와;

상기 기판 내의 제 1 비아 및 제 2 비아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는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 및 상기 기판에 연결되고,상기 제 1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와 상기

제 1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2 비아는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와 상기 제 2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접속

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열 스프레더 및 상기 제 2 열 스프레더는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면에 부착된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1 비아는 상기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

과 상기 제 1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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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반도체 다이 상의 제 1 반도체 다이 접지본드패드는 제 1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내의 제 3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물질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물질과 FR4를 기본물로 하는 라미네이트 물질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세라믹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제 1 기판 본드패드와 상기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며,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상

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상기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상기 제 3 비아와 오버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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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제 1 신호 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상기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2.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제 1 랜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1 랜

드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상기 랜드에 오버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4.

상면과 하면을 갖는 기판과;

상기 기판의 상면에 부착된 제 1 반도체 다이 및 제 2 반도체 다이와;

상기 기판의 상기 하면에 부착된 열 스프레더와;

상기 기판 내의 제 1 비아 및 제 2 비아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와 상기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2 비아는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와 상기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열 스프레더는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기 상면에 부착된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1 비아는 상기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과 상기 열 스프레더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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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반도체 다이 상의 제 1 반도체 다이 접지본드패드는 제 1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내의 제 3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제 1 기판 본드패드와 상기 인쇄회로기판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며,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상

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상기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상기 제 3 비아와 오버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는 제 1 신호 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상기 제 1 신호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 본드패드와 제 1 랜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1 랜

드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비아는 상기 랜드와 오버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체.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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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반도체 다이와 제 2 반도체 다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기판에 제 1 홀 및 제 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홀 및 제 2 홀에 금속을 충진하여 각각 제 1 비아 및 제 2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상면에 제 1 지지패드 및 제 2 지지패드를 패터닝하고, 상기 기판의 하면에 제 1 열 스프레더와 제 2 열 스프

레더를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비아는 상기 제 1 열 스프레더와 상기 제 1 지지패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1 지지패드는 상

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며,

상기 제 2 비아는 상기 제 2 열 스프레더와 상기 제 2 지지패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상기 제 2 지지패드는 상

기 제 2 반도체 다이를 수용하기에 적합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다이들을 각각 상기 제 1 및 제 2 지지패드에 부착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를 상기 제 2 반도체 다이 및 상기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 제 3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3 홀에 금속을 충진하여 제 3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상면에 제 1 기판 본드패드를 패터닝하고, 상기 기판의 하면에 제 1 랜드를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3 비아는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와 상기 제 1 랜드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면에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1 기판 다운본드 영역은 상기

제 1 지지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접지 본드패드를 제 1 다운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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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제 1 신호본드패드를 제 1 신호 본딩 와이어에 의해 상기 제 1 기판 본드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다이의 상기 제 1 신호 본드패드는 상기 제 1 랜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인쇄회로기판을 상기 제 1 열 스프레더 및 제 2 열 스프레더에 납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상

기 제 1 지지패드와 제 2 지지패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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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579621

- 22 -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579621

- 23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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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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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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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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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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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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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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