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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및 이를 포함하는 버퍼형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요약

버퍼 칩 및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에 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버퍼 칩용 기판, 버퍼 칩,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및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한다. 버퍼 칩용 기판은 버

퍼 접속 단자 및 메모리 접속 단자를 구비한다. 그리고, 버퍼 칩은 버퍼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버퍼 칩용 기

판의 제1 영역에 실장되어 있다. 그리고,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는 메모리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버퍼 칩용

기판의 제2 영역에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 연결 단자는 버퍼 칩용 기판의 밑면의 제3 영역에 형성되어 있다.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도 개시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반도체, 패키지, 메모리 모듈, DIMM, 버퍼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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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C칩셋과 다수의 버퍼형 디램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포인트간 신호 전달 체계를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에 대한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4a 및 도 4b는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버퍼 패키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측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6a 및 도 6b는 도 5에 도시된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버퍼 칩용 기판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8a 및 도 8b는 도 7에 도시된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버퍼 칩용 기판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도 9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9b는 도 9a에 도시된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버퍼 칩용 기판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10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10b는 도 10a에 도시된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의 버퍼 칩용 기판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11는 본 발명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스택 패키지의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12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디램 모듈 스택 패키지의 버퍼 칩용 기판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12b는 도 12a의 ZZ' 라인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4개의 버퍼형 디램 모듈 패키지로 구성된 버퍼형 디램 모듈 스택 패키지에 대한

측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패키지에 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에 대한 패키

지(buffered memory module package)에 대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메모리 모듈 및 이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칩셋(Integrated Circuits

Chipset, 이하 'IC칩셋'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메모리 모듈과 IC칩셋은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를 사용하

여 연결되어 있으며,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양자간의 통신을 제공한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성능화, 멀

티-태스킹(multi-tasking)화 및 초고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의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량

의 메모리가 IC칩셋과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구성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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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및 고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IC칩셋의 동작 주파수가 증가하고 IC칩셋과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모듈의 수도 증

가한다. 그런데,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은 IC칩셋과 연결되는 시스템 보드(system board) 상의 채널에 대하여 각각의 메모

리 모듈이 직접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채널의 구성은 고속 동작을 뒷받침하는데 일정한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상기한 구성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속도를 초당 기가(Giga-Transfer-Per-Second,

GTPS)급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가 없다.

고용량 디램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고속 동작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된 한 가지 방법은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버퍼(buffer)를 두는 방법이다(이하, 버퍼가 포함된 메모리 모듈을 '버퍼형 메모리 모듈'이라 한다).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메모리 버퍼(memory buffer)를 두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을 구성하는 메모리 칩들과 IC칩셋 사이에 포인트간 신호 전달

체계(point-to-point signal scheme)의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량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에서는 GTPS급 이상의

빠른 속도를 지원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도 1에는 IC칩셋(100)과 다수의 버퍼형 디램 모듈(200a 내지 200d)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포인트간 신호 전달 체

계를 보여주는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디램 모듈(200a 내지 200d)은 완전 버퍼형 듀얼-인라인-메모리 모듈(fully

Buffered Dual-Inline-Memory-Module, 이하, 'BDIMM'이라 한다)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IC칩셋

(100) 및 다수의 BDIMM(200a 내지 200d)을 포함한다.

도 1을 참조하면, 각각의 BDIMM, 예컨대 제1 BDIMM(200a)은 제1 버퍼(210a) 및 1군의 제1 디램(220a)을 포함하여 구

성된다. 그리고, 제2 BDIMM(200b) 내지 제4 BDIMM(200d)은 각각 제2 버퍼(210b) 내지 제4 버퍼(210d) 및 1군의 제2

디램(220b) 내지 1군의 제4 디램(220d)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컴퓨터 시스템의 포인트간 신호 전달 체계의 구현이 가능

하도록 제1 버퍼(210a)는 칩셋(100)과 1군의 제1 디램(220a) 사이에서, 그리고 칩셋(100)과 제2 버퍼(210b) 사이에서

통신 중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2 버퍼(210b)는 제1 버퍼(210a)와 제2 디램(220b) 사이에서, 그리고 제1 버

퍼(210a)와 제3 버퍼(210c) 사이에서 통신 중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1 버퍼(210a)는 칩셋(100), 1군의 제1

디램(220a) 및 제2 버퍼(210b)와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그리고, 제2 버퍼(210b) 내지 제4 버퍼(210c)는 각각 제2 디램

내지 제4디램(220b 내지 220d) 및 인접한 메모리 모듈의 버퍼(예컨대, 제2 버퍼(210b)의 경우에는 제1 버퍼(210a) 및 제

3 버퍼(220a))와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도 2에는 종래 기술에 따른 BDIMM 패키지(300)에 대한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BDIMM 패키지

(300)는 도 1의 BDIMM (200a 내지 200d) 각각을 모듈용 기판(302)에 패키지로 구현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BDIMM 패키지(300)는 모듈용 기판(302), 컨넥터(connector, 304), 버퍼 칩 패키지(310) 및 1군의 디

램 패키지(320)를 포함한다. 1군의 디램 패키지(320)는 4개의 디램 칩, 8개의 디램 칩(오류 정정 코드(Error Correction

Code, ECC)용 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9개) 또는 16개의 디램 칩(오류 정정 코드용 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8개)을 포

함할 수 있는데, 도시된 예는 총 18개의 칩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1군의 디램 패키지(320)는 도 2에 도시된 모듈

용 기판(302)의 앞면에 8개의 디램 패키지 및 ECC 패키지(이하, '디램 패키지'라 한다)가 탑재되어 있으며, 모듈용 기판

(302)의 뒷면에도 총 10개의 디램 패키지가 탑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제1 BDIMM(도 1의 200a)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모듈용 기판(302)의 앞면과 뒷면에는 접속 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모듈용 기판(302)의 앞면에는 디램 패

키지(320)용 접속 단자(미도시)와 버퍼 패키지(310)용 접속 단자(미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디램 패키지용 접

속 단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듈용 기판(302)의 내부에는 다수의 금속 배선 패턴(미도시)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금

속 배선 패턴은 디램 패키지(320)용 접속 단자와 버퍼 패키지(310)용 접속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디램 연결용 금속

배선 패턴(이하, '메모리 연결 배선'이라 한다), 버퍼 패키지(310)용 접속 단자와 컨넥터(304)의 컨넥터 핀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외부 연결용 금속 배선 패턴(이하, '외부 연결 배선'이라 한다)을 적어도 포함한다.

그리고, 모듈용 기판(302)의 높이(h1)는 버퍼 패키지(310)의 크기 및 컨넥터(304)의 크기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약 3

내지 3.5cm 정도가 된다. 그리고, 모듈용 기판(302)의 길이(l1)는 적어도 15cm 이상이다. 이러한 모듈용 기판(302)은 컨

넥터(304) 부분이 시스템 보드에 삽입되어 탑재된다. 따라서, 상기한 것과 같은 구성을 가진 BDIMM(300) 패키지를 포함

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전체 높이가 최소한 3cm 이상이 되며, 길이는 15cm 이상이 된다.

계속해서 도 2를 참조하면, 컨넥터 핀(304)들은 모듈용 기판(302)의 일 측면 또는 양 측면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컨넥

터 핀(304)들은 시스템 보더에 삽입되어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컨넥터 핀(304)들은 모듈용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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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의 외부 접속 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컨넥터 핀은 상기 외부 연결 배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

로, 컨텍터 핀은 칩셋(10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1 컨넥터 핀 및 제2 버퍼(210b)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2 컨넥터

핀으로 구성된다.

계속해서 도 2를 참조하면, 버퍼 패키지(310)가 모둘용 기판(302) 상에 탑재되어 있다. 버퍼 패키지(310)는 버퍼 칩(314),

버퍼 칩용 기판(312) 및 버퍼 패키지(310)의 외부 연결 단자(미도시)를 포함한다. 버퍼 칩(314)은 버퍼 칩용 기판(312)과

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범프(bump, 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버퍼 칩용 기판(312)은 범퍼가 연결되는 접속 단자(미도시) 및 그 기판의 내부에 형성된 금속 배선 패턴(미도시)을 포함한

다. 금속 배선 패턴은 접속 단자와 버퍼 패키지(310)의 외부 연결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외부 연결 단자가 상대적으

로 많은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 패키지 또는 핀 그리드 어레이(Pin Grid Array, PGA) 패키지를 주로 버

퍼 패키지(310)로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버퍼 패키지(310)의 외부 연결 단자, 즉 솔더 볼(solder ball) 또는 핀(pin)은 모

듈용 기판(302)의 버퍼 패키지용 접속 단자를 통하여 상기 버퍼 칩용 기판(312)의 메모리 연결 배선 및 외부 연결 배선 전

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듈용 기판(302)의 버퍼 패키지(310)용 접속 단자의 개수는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솔더 볼 또는 핀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버퍼 패키지 기판(312)의 크기는 버퍼 칩(314)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 이것은 전체 BBIMM 패키지(300)의 크

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뿐만이 아니라 버퍼 칩(314)의 범프와 버퍼 칩용 기판(312)의 외부 연결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버퍼 패키지(310)의

금속 배선 패턴은 밀도가 높고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현재에는 버퍼 패키지 기판(312)으로 값비싼 빌드-업 기판

(build-up substrate)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빌드-업 기판은 그 내부에 다수의 쓰루 홀(through hole)이 형성된 코아

층(core layer)을 포함한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버퍼 패키지(310)의 금속 배선 패턴이 밀도가 높아서 상당히 복잡

하기 때문에, 상기 코아 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쓰루 홀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버퍼 패키지 기판(312)을 제조하는

공정의 난이도를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빌드-업 기판을 사용하는 패키지의 전기적 특성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신뢰도

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한 BDIMM 패키지(3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높이(h1)와 길이(l1)의 차이가 상당히 큰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

런데, 상기한 BDIMM 패키지 모양은 각각의 디램 패키지(320)에서 버퍼 패키지(310)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를 균일하게

설계하기가 어려우며, 그 길이가 긴 단점이 있다. 예컨대, 디램 패키지(320)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탑재되어 디램 패키지는

버퍼 패키지(310) 옆에 탑재되어 있는 디램 패키지에 비하여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바깥쪽 디램 패키지에 연결되는 금

속 연결 배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신호 배선들에 대해서는 가장 길이가 긴 배선을 기준

으로, 전체 배선의 길이를 맞추어야 한다. 금속 연결 배선의 길이가 증가하면 저항과 같은 배선의 기생 성분들이 증가하는

등 전기적 특성이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모듈용 기판(302) 내의 어드레스/커맨드

(address/command)용 금속 연결 배선의 길이도 그 만큼 차이가 난다. 그 결과, 디램 패키지(320)의 위치에 따라서 금속

연결 배선의 길이 및 기생 성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각 디램 패키지의 위치에서의 신호 타이밍(timing budget) 제어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기한 BDIMM 패키지(300) 여러 개를 시스템 보더에 삽입하여 다수의 디램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

하는 경우에, BDIMM 패키지(300)의 개수에 따라서 시스템 보더의 면적도 증가해야 한다. 이것은 다수의 BDIMM 패키지

(300)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시스템 보더에 삽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DIMM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용량 확장은 곧 시스템 보더의 면적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대용량의 디램 모듈을 포함하는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제

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버퍼와 디램 모듈을 구성하는 다수의 디램 사이의 거리를 짧게 균일화시킴으로써,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버퍼 칩용 기판의 외부 접속 단자의 수와 버퍼 칩용 기판의 상, 하를 연결하

는 금속 배선 패턴의 밀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빌드-업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전기적 신뢰

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빌드-업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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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다수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 확장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스템 보더의 구성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버퍼 칩용 기판과 모듈용 기판을 별도

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버퍼 칩용 기판(또는 모듈 패키지용 기판)에 버퍼 칩을 실장할 뿐만이 아니라 디램 패키지를 탑

재함으로써, 하나의 기판이 버퍼 칩용 기판과 모듈용 기판으로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버퍼형 메모리 모듈의 버퍼 칩은 IC칩셋, 다수의 메모리 칩 및/또는 인접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의 버퍼 칩과 1 : 1로 통신을 한다. 예컨대 고속으로 동작을 하는 고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예컨대, 서버(server)에 구

비된 버퍼형 디램 모듈의 경우에는, 외부 접속 단자가 적어도 500개 이상은 필요하다. 즉, 버퍼 칩이 실장되는 버퍼 칩용

기판에는 솔더 볼이나 핀이 적어도 500개 이상 요구된다. 이 때문에, 버퍼 칩용 기판의 크기는 버퍼 칩의 크기에 비하여 상

당히 크다. 본 발명에서는 종래와 같은 크기 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버퍼 칩용 기판 상에 버퍼 칩을 실장할 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칩 패키지를 탑재하거나 메모리 칩을 실장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버퍼 패키지와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를 포함한다. 상기

버퍼 패키지는 버퍼 칩, 상기 버퍼 칩이 실장된 버퍼 칩용 기판 및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는 상기 버퍼 패키지 상에 실장되거나 탑재되어 있다. 이 경우, 상기 버퍼 패키지는 볼 그리드 어레이

형 패키지 또는 핀 그리드 어레이형 패키지일 수 있으며,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칩 기판의 외부 연결 단자가 위치하는

상기 버퍼 칩 기판의 면과 동일한 면이나 또는 반대쪽 면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모듈 패키지 기판, 버퍼 칩, 메모리 패키지 및 메모리

모듈의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한다.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decoupling capacitor)

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은 상기 버퍼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버퍼 접속 단자 및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각각과 전기

적으로 연결되는 메모리 접속 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제1 영역에 실장된다. 상기 메모리 패키지는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모듈 패

키지 기판의 제2 영역에 탑재된다. 그리고, 상기 외부 연결 단자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밑면의 제3 영역에 형성된다.

상기한 실시예의 일 측면에 의하면, 상기 메모리 패키지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에 탑재될 수 있고, 상기 버퍼 칩

은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에 실장되거나 밑면에 실장될 수도 있다.

상기한 실시예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내부에는 금속 연결 배선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상기

금속 연결 배선은 메모리 연결 배선 및 외부 연결 배선을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

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상기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다른 일부와 메모리 모듈

의 상기 외부 연결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와 상기 외부 연결 단자를 직

접적으로 연결하는 금속 연결 배선은 필요가 없다.

또한,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예컨대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이 그 내

부에 다수의 쓰루-홀(through-hole)이 형성되어 있는 코아층(core layer)을 포함하는 빌드-업(build-up) 기판인 경우,

상기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만,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외부

연결 배선은 모듈 패키지 기판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어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지만,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코

아층을 통과할 수도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2개 이상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가 적층되어 있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

키지에 관한 것이다.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는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및 상기 제1 버퍼형 메

모리 모듈 패키지 상에 탑재되어 있는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

키지와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동일한 형태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

지 각각은 모듈 패키지 기판, 버퍼 칩,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제1 외부 연결 단자 및 제2 외부 연결 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은 상기 버퍼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버퍼 접속 단자,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 패키지 각각과 전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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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는 메모리 접속 단자 및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배선 연결 패드를 구비한다.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제1 영역에 실장된다.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 패키지는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제2 영역에 탑재된다. 상기 제1 외

부 연결 단자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밑면의 제3 영역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의 제4 영역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실시예의 일 측면에 의하면,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는 소켓(socket) 타입이고,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

지의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는 볼 또는 핀 타입이며,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가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에 삽입되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상

기 다수의 메모리 칩 패키지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에 탑재되고,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

또는 밑면에 실장되며, 소켓 타입의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는 상기 모듈 패키지 기판의 윗면에 위치하는 상기 다수의 메

모리 패키지 및/또는 상기 버퍼 칩의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

명되어지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예시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이다. 도면에 있어서, 층의 두께 및/또는 영역들의 크기 등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

장되어진 것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고속 동작을 하는 종래의 BDIMM 패키지를 대체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기존의 스택 패키지(stack

package)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기본 구조는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400)는 버퍼 패키지(410) 및 상기 버퍼 패키지 상에 적층되어 있는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440)를 포함한다.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400)의 외부 접속 단자는 솔더 볼 타입(도 3의 왼쪽)이거나

핀 타입(도 3의 오른쪽)일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외부 접속 단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에, 시스템 보드에 탑재

할 때 솔더링(soldering)을 통하여 직접 시스템 보더 상에 표면 탑재(surface mounting)를 하거나 번-인(burn-in)에 사용

되는 형태의 소켓(socket)을 사용하여 시스템 보드에 장착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시스템 보드에 탑재할 때, 프로세

서 칩(processor chip) 등에서 사용하는 핀 그리드 어레이(Pin Grid Array, PGA)용 소켓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설

명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외부 접속 단자로서 볼 그리드 어레이(Ball Grid Array,

BGA) 타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a 및 도 4b에는 도 3의 버퍼 패키지(410)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버

퍼 패키지(410)는 버퍼 칩용 기판(10), 버퍼 칩(20) 및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400)의 외부 접속 단자(30)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버퍼 칩(20)은 칩의 크기에 비하여 입력/출력(Input/Output, I/O) 단자(예, 범프(bump))의 개수가 매우 많고,

고속 동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플립-칩 방식(flip-chip type)으로 버퍼 칩용 기판(10)에 실장된다. 버퍼 칩(20)은 종래와 마

찬가지로 버퍼 칩용 기판(10)의 윗면에 실장될 수 있다(도 4a 참조).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 칩(20)은 버퍼 칩용 기판

(20)의 밑면에도 실장될 수도 있다(도 4b 참조). 왜냐하면,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400)의 외부 접속

단자(30)의 개수가 종래 기술에 따른 버퍼 패키지(도 2의 참조번호 310)의 외부 접속 단자(30)의 개수보다 적어서, 버퍼

칩용 기판(20)의 밑면에도 버퍼 칩(20)을 실장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는 버퍼 칩용 기판(510), 버퍼 칩(520), 모듈용 외부 접속 단자(530) 및 메모리

패키지(540)를 포함한다. 또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decoupling capacitor,

550)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버퍼 칩용 기판(510)은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의 기판으로서의 기능도 겸하기 때문에 메모리

모듈용 기판이기도 하다. 도 6a 및 도 6b에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510)에 대한 개략적인 평면도 및 상기 도 6a의 XX'라인

을 따라 취한 개략적인 단면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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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버퍼 칩용 기판(510)은 그 윗면에 형성되어 있는 버퍼 접속 단자(512) 및 다수의 메모리 접속

단자(514)를 포함한다. 버퍼 접속 단자(512)는 버퍼 칩용 기판(510)의 제1 영역에 매트릭스(matrix)처럼 어레이되어 있

고, 메모리 접속 단자(514)는 버퍼 칩용 기판(510)의 제2 영역들에 매트릭스처럼 어레이되어 있다. 버퍼 접속 단자(512)

는 상기 버퍼 칩(520)의 I/O 단자를 통하여 버퍼 칩(5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메모리 접속 단자(514)는 상기 메모리

패키지의 I/O 단자를 통하여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버퍼 칩용 기판(510)의 내부에는 코아층(core layer)이 형성되어 있다. 코아층은 버퍼 칩용 기판(510)을 지탱하여 기판이

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아층에는 다수의 쓰루-홀이 형성되어 있다.

버퍼 칩용 기판(510)의 내부에는 또한 금속 배선 패턴(517, 518)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 패턴(517, 518)은 버퍼형 메

모리 모듈 패키지(500)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것이다. 금속 배선 패턴(517, 518)은 메모리 연결 배선(517) 및 외부 연결

배선(518)을 포함한다.

메모리 연결 배선(517)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512b)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514)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리

고, 외부 연결 배선(518)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나머지 일부(512a)와 상기 외부 연결 단자(530)를 전기적으로 연결한

다. 상기 외부 연결 배선(518)은 코아층(516)의 쓰루-홀(H)을 통과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반면,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

(512b)와 메모리 접속 단자(514)는 모두 버퍼 칩용 기판(510)의 윗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연결 배선(517)은

설계 룰(design rule)이 큰 코아층(516)의 쓰루-홀(H)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즉, 메모리 연결 배선(517)은 설계 룰이 작

은 코아층(516) 상부의 버퍼 칩용 기판(510)에만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코아층(516)을 통과하는 금속 배선 패턴의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코아층(516) 내에 쓰루-홀(H)을 종

래보다 적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빌드-업 패키지의 제조가 가능하며, 빌드-업 기

판(510)의 제조 공정의 난이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 접속 단자(512b)와 메모리 접속 단자(514)는 버퍼 칩용 기판(510)에 형성된 메모리

연결 배선(517)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서와 같은 메모리 접속 단자와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외부 접속 단자를 버퍼 칩용 기판(510) 상에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 칩용 기판(510)의 외부

접속 단자(530)의 개수를 종래 기술에 의한 외부 접속 단자의 개수보다 감소시킬 수가 있다.

계속해서 도 5,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는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54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패키지(540)는 버퍼 칩용 기판(510)의 제2 영역들에 탑재되어 있다. 메모리 패키지(540)는 하나의 메모리 칩

을 포함하는 패키지이거나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패키지일 수 있다. 메모리 패키지(540)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칩의 종류, 개수 및 패키지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예컨대, 메모리 패키지(540)는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칩-

스택형(chip-stack type), 웨이퍼-스택형(wafer-stack type) 또는 패키지-스택형(package stack type)일 수 있다.

그리고,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550)를 포함할 수 있다. 디커플링 커패시터(550)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장치에서 문제가 되는 동력 전달 노이즈(power delivery noise)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500)는 모든 소자들이 1 : 1 로 통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항체(resistor)

는 필요가 없지만,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디커플링 커패시터(550)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커플링 커패시터

(550)는 버퍼 칩용 기판(510)의 표면에 탑재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임베디드 기판의 제조 기술이 발전하여 고용량의 임

베디드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디커플링 커패시터(550)는 버퍼 칩용 기판(510)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

다.

도 5,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500)의 버퍼 칩(520)이 버퍼 칩용 기판(510)의 윗면 중

앙 영역(제1 영역)에 실장되고, 버퍼형 메모리 모듈(500)의 메모리 패키지(540)는 버퍼 칩용 기판(510)의 윗면의 모서리

4곳 영역(제2 영역)에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디커플링 커패시터(550)는 버퍼 칩(520)과 메모리 패키지(540) 사이의 빈

공간에 위치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도시된 바와 같은 버퍼 칩(520), 메모리 패키지(540) 및 디커플링 커패시터

(550)의 배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배열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들은 도 7 내지 도 10b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는 버퍼 칩용 기판(610), 버퍼 칩(620), 모듈용 외부 접속 단자(630) 및 메모리

패키지(640)를 포함한다. 또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650)를 더 포함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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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실시예에서도 버퍼 칩용 기판(610)은,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의 기판으로서의 기능도 겸하기 때문에, 메

모리 모듈용 기판이기도 하다. 도 8a 및 도 8b에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610)에 대한 개략적인 평면도 및 상기 도 8a의

YY'라인을 따라 취한 개략적인 단면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버퍼 칩용 기판(610)은 그 밑면에 형성되어 있는 버퍼 접속 단자(612a, 612b)와 그 윗면에 형

성되어 있는 다수의 메모리 접속 단자(614)를 포함한다. 버퍼 접속 단자(612a, 612b)는 버퍼 칩용 기판(610)의 제1 영역

에 매트릭스처럼 어레이되어 있고, 메모리 접속 단자(614)는 버퍼 칩용 기판(610)의 제2 영역들에 매트릭스처럼 어레이되

어 있다. 버퍼 접속 단자(612a, 612b)는 상기 버퍼 칩(미도시)의 I/O 단자를 통하여 버퍼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메모

리 접속 단자(514)는 상기 메모리 패키지의 I/O 단자를 통하여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버퍼 칩용 기판(610)의 내부에는 코아층(core layer)이 형성되어 있다. 코아층은 버퍼 칩용 기판(610)을 지탱하여 기판이

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아층에는 다수의 쓰루-홀(H)이 형성되어 있다.

버퍼 칩용 기판(610)의 내부에는 또한 금속 배선 패턴(617, 618)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 패턴(617, 618)은 버퍼형 메

모리 모듈 패키지(600)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것이다. 금속 배선 패턴(617, 618)은 메모리 연결 배선(617) 및 외부 연결

배선(618)을 포함한다.

메모리 연결 배선(617)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612b)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614)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리

고, 외부 연결 배선(618)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나머지 일부(612a)와 상기 외부 연결 단자(630)를 전기적으로 연결한

다.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617)은 코아층(616)의 쓰루-홀(H)을 통과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반면,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

(612b)와 외부 연결 단자(614)는 모두 버퍼 칩용 기판(610)의 밑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연결 배선(618)은 코아

층(616)의 쓰루-홀(H)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즉, 외부 연결 배선(617)은 코아층(616) 하부의 버퍼 칩용 기판(610)에만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도 코아층(616)을 통과하는 금속 배선 패턴의 개수가 종래 기술에 의한 경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코아층

(616) 내에 쓰루-홀(H)을 종래보다 적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빌드-업 패키지의

제조가 가능하며, 빌드-업 기판(610)의 제조 공정의 난이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실시예에서는 버퍼 접속 단자(612b)와 외부 연결 단자(630)는 버퍼 칩용 기판(610)에 형성된 외부 연결

배선(618)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서와 같은 메모리 접속 단자와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외부

접속 단자를 버퍼 칩용 기판(610) 상에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 칩용 기판(610)의 외부 접속

단자(630)의 개수를 종래 기술에 의한 외부 접속 단자의 개수보다 감소시킬 수가 있다.

계속해서 도 7,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는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64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패키지(640)는 버퍼 칩용 기판(610)의 제2 영역들에 탑재되어 있다. 메모리 패키지(640)는 하나의 메모리 칩

을 포함하는 패키지이거나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패키지일 수 있다. 메모리 패키지(640)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칩의 종류, 개수 및 패키지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예컨대, 메모리 패키지(640)는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칩-

스택형(chip-stack type), 웨이퍼-스택형(wafer-stack type) 또는 패키지-스택형(package stack type)일 수 있다. 그리

고,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600)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65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7,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600)의 버퍼 칩이 버퍼 칩용 기판(610)의 밑면 중앙 영

역(제1 영역)에 실장되고, 버퍼형 메모리 모듈(600)의 메모리 패키지(640)는 버퍼 칩용 기판(610)의 윗면에 2열로 배열되

어 있으며, 하나의 열에는 3개의 메모리 패키지(640)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디커플링 커패시터(650)는 메모리 패키지

(640) 사이의 빈 공간에 위치한다.

도 9a 내지 도 9b에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700)에 대한 사시도 및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700)의 버퍼 칩용 기판(710)에 대한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9a 내지 도 9b를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700)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퍼 칩(미도시)이 버퍼 칩용 기판(710)의 밑면에 실장되어 있는 형태이다. 메모리 패키지(740)

는 버퍼 칩용 기판(710)의 윗면 중앙에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3개의 메모리 패키지(740)을 포함한다. 버퍼 칩용 기판

(710)에 형성되어 있는 메모리 접속 단자(714)도 상기한 메모리 패키지(740)의 배열에 상응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그리

고, 메모리 패키지(640)의 양 옆에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750)가 배열되어 있다. 버퍼형 메모리 모듈(700)의 외부

접속 단자(730)는 버퍼 칩용 기판(710)의 밑면에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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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내지 도 10b에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800)에 대한 사시도 및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

듈(800)의 버퍼 칩용 기판(810)에 대한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0a 내지 도 10b를 참조하면, 버퍼형 메모리 모듈

(700)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퍼 칩(820)이 버퍼 칩용 기판(810)의 밑면에 실장되어 있고, 버퍼 칩(820) 주위에 외

부 접속 단자(830)가 배열되어 있다. 메모리 패키지(840)는 버퍼 칩용 기판(810)의 윗면에 탑재되어 있는데, 메모리 패키

지(840)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메모리 칩(842)은 윗면에 2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메모리 칩(842)은 단일 칩이거나

또는 스택된 2개 내지 4개의 칩일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메모리 칩(842)의 배열은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되어 있는 메모리 패키지(640)의 배열과 같다. 다만,

도 8a 및 도 8b에는 단일 칩 또는 스택된 칩들이 개별 패키지로 몰딩되어 있는 반면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모든 메모리 칩

(842)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몰딩되어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와 전술한 실시예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본 실시예에서는 각 메모리 칩(842)의 본딩 패드와 버퍼 칩용

기판(810)의 메모리 접속 단자(814)가 와이어(844)에 의하여 직접 전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버퍼 칩용 기판

(810)이 메모리 패키지(840)의 기판으로서의 기능도 또한 겸할 수 있다. 따라서, 버퍼 칩용 기판(810)의 메모리 접속 단자

(814)도 메트릭스 형태로 어레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칩(844)이 탑재될 영역(도 10b의 참조번호 842')의 양단에

위치한다. 또한, 배열되어 있는 메모리 칩(842)의 사이에는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850)가 배열되어 있다.

제1 실시예 및 제4 실시예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버퍼 칩이

버퍼 칩용 기판에 실장되는 위치, 메모리 패키지에 포함된 메모리 칩 및/또는 ECC용 칩의 개수, 상기 메모리 모듈 패키지

가 탑재될 컴퓨터 시스템의 시스템 보드의 구성 및 버퍼형 메모리 모듈의 용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이하, '모듈 스택 패키지'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

본다. 모듈 스택 패키지는 상기한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2개 이상 포함하는

패키지이다. 다만, 모듈 스택 패키지를 구성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상기한 제1 내지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와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예컨대, 외부 연결 단자의 구조 및 배열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서 외부

연결 단자와 버퍼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외부 연결 배선의 배열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구체적인

구현 방식의 차이일 뿐, 상기한 제1 내지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나 모듈 스택 패키지를 구성하는 버

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사상적으로는 서로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에는 2개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로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모듈 스택 패키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모듈 스택 패키지는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 및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 900')는 각각 버퍼 패키지(910, 910') 및 메모리 패키지(940, 940')

를 포함한다. 버퍼 패키지(900, 900')는 버퍼 칩(미도시), 버퍼 칩용 기판(910, 910'), 제1 외부 연결 단자(931, 931') 및 제

2 외부 연결 단자(932, 932')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의 제1 외부 연결 단자(931)는 시스템 보드를 통하여 IC 칩셋과

전기적으로 연결이 예정된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의 제1 외부 연결 단자(931')는 제

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의 제2 외부 연결 단자(932)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을 위하여, 제1

외부 연결 단자(931, 931')는 핀 타입으로 제조되고, 제2 외부 연결 단자(932, 932')는 소켓 타입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도 12a에는 버퍼 칩용 기판(910, 910')에 대한 일 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12b에는 도 12a의 ZZ' 라인을 따라 취한 단면

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a 및 도 12b에 도시된 버퍼 칩용 기판(910, 910')은 상기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버퍼 칩용 기판

(도 6a 및 도 6b의 참조 번호 510)을 변형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한 제2 내지 제4 실시예에 따른 버퍼 칩용 기판을 동일한

원리로 변형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 12a 및 도 12b를 참조하면, 버퍼 칩용 기판(910)은 그 윗면에 형성되어 있는 버퍼 접속 단자(912), 다수의 메모리 접속

단자(914) 및 배선 연결용 패드(915)를 포함한다. 버퍼 접속 단자(912)는 버퍼 칩용 기판(910)의 제1 영역에 매트릭스

(matrix)처럼 어레이되어 있다. 그리고, 메모리 접속 단자(914)는 버퍼 칩용 기판(910)의 제2 영역들에 매트릭스처럼 어

레이되어 있다. 버퍼 접속 단자(912)는 상기 버퍼 칩(미도시)의 I/O 단자를 통하여 버퍼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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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메모리 접속 단자(914)는 상기 메모리 패키지(미도시)의 I/O 단자를 통하여 메모리 칩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배선 연결용 패드(915)는 버퍼 칩용 기판(910)의 제3 영역 즉, 버퍼 칩용 기판(910)의 가장자리에 어레이되어 있다. 도

12a에서는 배선 연결용 패드(915)가 버퍼 칩용 기판(910)의 4면의 가장자리에 배열된 것으로 도시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는 제1 외부 연결 단자(931')에 대응하는 버퍼 칩용 기판(910)의 양 측면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선 연결

용 패드(915)는 제2 외부 연결 단자(932)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버퍼 칩용 기판(910)의 내부에는 코아층(core layer)이 형성되어 있다. 코아층은 버퍼 칩용 기판(910)을 지탱하여 기판이

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아층에는 다수의 쓰루-홀(H)이 형성되어 있다.

버퍼 칩용 기판(910)의 내부에는 또한 금속 배선 패턴(917, 918a, 918b)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 패턴(917, 918a,

918b)은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를 외부의 다른 소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 배선 패턴(917,

918a, 918b)은 메모리 연결 배선(917), 제1 및 제2 외부 연결 배선(918a, 918b)을 포함한다.

메모리 연결 배선(917)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912b)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914)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리

고, 제1 외부 연결 배선(918a)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다른 일부(912a)와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930)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도 12b에 도시된 제1 외부 연결 단자(530)는 개념 전달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실제 도 12a의 ZZ'라인을 따라

취할 시에는 양측의 단자들을 제외하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2 외부 연결 배선(918b)은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나머지 일부(912c)와 배선 연결용 패드(915)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상기 제1 외부 연결 배선(918a)은 코아층(916)의

쓰루-홀(H)을 통과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반면,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912b, 912c), 메모리 접속 단자(914) 및 배선 연결

용 패드(915)는 모두 버퍼 칩용 기판(910)의 윗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연결 배선(917) 및 제2 외부 연결 배선

(918b)은 코아층(916)의 쓰루-홀(H)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즉, 메모리 연결 배선(917) 및 제2 외부 연결 배선(918b)은

코아층(916) 상부의 버퍼 칩용 기판(910)에만 형성되어 있다.

상기한 것과 같은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 900')는 그 높이가 1c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듈 스택 패키지

의 크기를 줄이는데 상당이 유리하다. 도 11에 도시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를 예로 들면, 핀 타입의 제1 외부

연결 단자(931)의 높이 즉, 볼 또는 핀(931)의 길이(h2)는 1mm 보다 작게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켓 타입의 제2 외부

연결 단자(932)의 높이(h4)는 약 1cm 이내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버퍼 칩용 기판(910)의 높이, 즉 기판의 두

께(h3)는 약 1mm 정도이다. 따라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의 전체 높이는 거의 소켓의 높이(h4)에 의하여 결정

되고, 그 전체 높이는 약 1cm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2개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900, 900')를 포함하

는 모듈 스택 패키지는 전체 높이가 2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도 13에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모듈 스택 패키지(100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모듈 스택 패키지(1000)

는 4개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로 구성된다. 상기한 모듈 스택 패키지(1000)의 경우에 전체 높이는 약 4cm 정도 밖

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높이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종래 기술에 따른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300)의 높이(h1)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듈 스택 패키지(1000)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버퍼 칩용 기판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버퍼 칩용 기판의 세로 방향의 길이는 도 2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300)의 길이(l1)보다 상당히 작다, 뿐만 아니

라, 도 2에 도시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300) 4개가 시스템 보더에 탑재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탑재되기 때문

에, 버퍼 칩용 기판의 가로 길이도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결코 크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모듈 스택 패키지

(1000)가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형의 컴퓨터 시스템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버퍼 칩용 기판이 전체 메모리 모듈 패키지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버퍼 칩용 기판과 메모리 모듈용 기판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판용 재

료를 절감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하면 메모리 패키지가 버퍼 칩을 중심으로 주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칩에서 메모리 칩까지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메모리 패키지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배선의 길이를 짧게 제조하는 것이 가능

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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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에 의하면 버퍼 칩용 기판의 외부 접속 단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버퍼 칩용 기판의 상, 하를 연결하는

금속 배선 패턴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빌드-업 패키지 기판을 사용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전기적

신뢰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빌드-업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 의하면 크기가 작은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의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버퍼형 메

모리 모듈 패키지를 포함하는 모듈 스택 패키지를 작게 제조할 수 있고, 메모리의 용량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다. 그리

고, 모듈 스택 패키지를 포함하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스템 보더의 구성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퍼 칩 및 다수의 메모리 칩을 구비한 버퍼형 메모리 모듈의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 상기 버퍼 칩이 실장된 버퍼 칩 기판 및 상기 버퍼 칩 기판의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버퍼 패키지; 및

상기 버퍼 패키지 상에 탑재된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패키지를 포함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패키지는 볼 그리드 어레이형 패키지 또는 핀 그리드 어레이형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

듈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패키지의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칩 기판의 외부 연결 단자가 상기 버퍼 칩 기판에 위치하는 면과 동일한 면

에 위치하거나 반대쪽 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4.

버퍼형 메모리 모듈의 패키지에 있어서,

버퍼 접속 단자 및 메모리 접속 단자를 구비한 버퍼 칩용 기판;

상기 버퍼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제1 영역에 실장된 버퍼 칩;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제2 영역에 탑재된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및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밑면의 제3 영역에 형성된 메모리 모듈의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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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볼 그리드 어레이형 패키지 또는 핀 그리드 어레이형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

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윗면에 실장되거나 탑재되고,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윗면 또는 밑면에 실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각각은 단일 칩 패키지 또는 칩 스택형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

지.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은 플립 칩 방식으로 실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에 형성된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decoupling capaci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내부에는,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메모리 연결 배선; 및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다른 일부와 메모리 모듈의 상기 외부 연결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외부 연결 배선이 형성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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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은 그 내부에 다수의 쓰루-홀이 형성되어 있는 코아층을 포함하는 빌드-업 기판이며, 상기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만,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

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은 그 내부에 다수의 쓰루-홀이 형성되어 있는 코아층을 포함하는 빌드-업 기판이며, 상기 메모리 연

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만, 상기 외부 연결 배선은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청구항 15.

버퍼 칩 및 다수의 메모리 칩을 구비한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및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상에 적층되어 있으며, 버퍼 칩 및 다수의 메모리 칩을 구비한 제2 버퍼형 메모리 모

듈 패키지를 포함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에 있어서,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및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 각각은,

버퍼 접속 단자, 메모리 접속 단자 및 배선 연결 패드를 구비한 버퍼 칩용 기판;

상기 버퍼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제1 영역에 실장된 상기 버퍼 칩;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제2 영역에 탑재되어 있고,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이 실장되어 있는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밑면의 제3 영역에 형성된 메모리 모듈의 제1 외부 연결 단자; 및

상기 배선 연결 패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윗면의 제4 영역에 형성된 메모리 모듈의 제2 외부

연결 단자를 포함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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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는 핀 타입 또는 솔더 볼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

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는 소켓 타입이고,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는 상기 제1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 또는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윗면에 실장되거나 탑재되고,

상기 버퍼 칩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윗면 또는 밑면에 실장되며,

상기 제2 외부 연결 단자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 윗면의 상기 다수의 메모리 칩 또는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 바깥쪽에

는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메모리 패키지는 단일 칩 패키지 또는 칩 스택형 패키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

지.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는 상기 버퍼 칩용 기판에 형성된 다수의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내부에는,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일부와 상기 메모리 접속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메모리 연결 배선;

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다른 일부와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제1 외부 연결 단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외부 연결 배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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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퍼 접속 단자의 또 다른 일부와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기 배선 연결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

2 외부 연결 배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 및 상기 제2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

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은 그 내부에 다수의 쓰루-홀이 형성되어 있는 코아층을 포함하는 빌드-업 기판이며, 상기 제1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만, 상기 메모리 연결 배선 및 상기 제2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

키지.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칩용 기판은 그 내부에 다수의 쓰루-홀이 형성되어 있는 코아층을 포함하는 빌드-업 기판이며, 상기 메모리 연

결 배선 및 상기 제2 외부 연결 배선은 상기 코아층을 통과하지만, 상기 제1 외부 연결 배선은 코아층을 통과하지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는,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버퍼형 메모리 모듈 패키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형 메모리 모듈 스택 패키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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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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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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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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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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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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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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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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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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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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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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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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