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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칩; 및 베이스 기판,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제1 돌기 전극과 접합되어 있는 제1 외부 단자,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베이스 기판의 
양면 상에 전극부가 노출되어 있는 제2 외부 단자, 및 제2 외부 단자의 일단면측에 형성된 제2 돌기 전극
을 포함하는 중간 기판을 구비하고 있고, 제2 돌기 전극을 제2 외부 단자의 타단면에 접합시킴으로써 다
수의 중간 기판이 적층되는 반도체 장치가 제공되고, 따라서 전자 기기의 소형화 및 박형화가 가능해지고 
또한 높은 신뢰도 및 우수한 성능이 실현된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실장법, 기계 연삭 장치, 기계 연마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의 웨이퍼 박형화 가공의 양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의 웨이퍼 박형화 가공 중에 사용되는 기계 연삭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의 웨이퍼 박형화 가공 중에 사용되는 기계 연마(CMP) 장
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5a 내지 5d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공정도.

도 6a 내지 6d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공정도.

도 7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의 웨이퍼 박형화 가공 중에 사용되는 에칭 장치를 도시하
는 도면.

도 8a 내지 8d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공정도.

도 9a 내지 9d는 종래의 반도체 칩에 돌기 전극을 형성하는 양태를 도시하는 공정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반도체 장치

20 : 반도체 칩

21 : 반도체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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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전극 패드

23 : 내부 범프

30 : 중간 기판

31 : 베이스 기판

32 : 내부 랜드

33 : 외부 랜드

34 : 외부 범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및 반도체 장치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린트 배선 기판(PWB) 
상에 배치된 반도체 기판의 구조에 기초한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및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휴대 전화, 노트북형 퍼스널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전자 기기가 널
리 보급되었고, 이러한 휴대용 기기의 소형화, 박형화,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휴대용 기기의 소형화, 박형화, 및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품 실장 밀도의 증대가 중요한 과제이
다.

특히, 고밀도 실장 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어 왔다.  이 기술에서는, 반도체 IC와 같은 반도체 장치로
서 패키지 반도체 장치 대신에 플립칩형 반도체 장치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플립칩형 반도체 장치를 실장하는(플립칩 실장)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Al 전극 패드 상에 땜납
볼 범프들을 형성하고, 반도체 IC 칩의 각각의 접속 단자들을 그 땜납볼 범프들 상에 접하게 한 다음, 그 
IC 칩을 직접 프린트 배선 기판 상에 실장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상술한  땜납볼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전해  도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기본 재료층의 표면 상태 및 전기 저항의 약간의 변동에 의해 전해 도금에 의해 성막되는 땜납의 
두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IC 칩 내에 균일한 높이를 가진 땜납볼들을 형성하기가 기본적으로 
곤란하다.

땜납볼 범프들의 높이의 불균일함을 정정하도록 땜납볼 범프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진공 증착에 의한 
성막  및  리프트오프(lift-off)  방법을  이용한  포토레지스트  막의  패턴  형성에  의한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이런 방법들은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먼저,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립칩형 반도체 IC(1) 용의 전극부(1a)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전극부(1a)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기판(2) 상에 스퍼터링 및 에칭에 의해 형성된 Al-Cu 합금으로 
이루어진 전극 패드(3), 이 전극 패드(3) 상에 반도체 기판(2)의 전체 표면을 피복하도록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표면 보호막(4), 이 표면 보호막의 전극 패드(3)의 영역에 형성된 개구부
(4a), 및 BLM(ball limiting metal) 막(5), 즉 개구부(4)의 측면 및 저부에 노출된 전극 패드(3)의 표면
을 피복하도록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된, 예를 들면 Cr, Cu, Al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 다층막을 포함한다.

반도체 IC 칩(1)의 전극부(1a) 상에 땜납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BLM 
막(5)의 영역에 개구부(6a)를 갖는 레지스트막(6)이 형성된다.

그 후, 도 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6) 상에 반도체 기판(2)의 전체 표면을 피복하도록 땜납 
증착막(7)이 성막된다.

그 후, 도 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6)을 리프트오프함으로써, 땜납 증착막(7)의 불필요한 부
분들이 제거되어, 소망하는 패턴의 땜납 증착막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도 9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에 의해 땜납 증착막(7)의 땜납을 용융시킴으로써, 땜납의 
표면 장력에 기초하여 거의 구형의 땜납볼 범프(7a)가 형성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 기기의 박형화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자 기기의 
신뢰도 향상 및 최선의 기능을 실현하는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얇고 가벼운 전자 기기가 제조될 수 있고 높은 신뢰도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칩; 및 베이스 기판, 상기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상기 제1 돌기 전극과 접합되어 있는 제1 외부 단자, 
상기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상기 베이스 기판의 양면 상에 전극부가 노출되어 있는 제2 외부 단자, 및 
상기 제2 외부 단자의 일단면측에 형성된 제2 돌기 전극을 포함하는 중간 기판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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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기 전극을 상기 제2 외부 단자의 타단면에 접합시킴으로써 다수의 중간 기판이 적층되는 반도체 장치
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1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칩을 실장한 중간 기판들이 상기 제2 돌기 전극과 상기 제2 외부 
단자를 접속함으로써 적층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칩들 간의 배선 길이가 단축되어, 인덕턴스가 감소된 
고속 신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도체 칩들을 적층함으로써 2차원 실장보다 고밀도의 실장이 실현
될 수 있어서, 소형화 및 경량화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및 나아가서 소형화 및 경량화된 전자 기기의 제
조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2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1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 칩의 표면에 대해 
박형화 가공이 시행되는 반도체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2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칩이 연삭(grinding), 연마(polishing) 및 에칭에 의해 그 두께
가 감소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2 국면의 구성에서, 반도체 칩의 두께가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3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칩이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1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중간 기판의 베이스 기판의 
두께가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4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중간 기판이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1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반도체 칩에서 상기 제1 돌
기 전극들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는 반도체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5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상기 제1 돌기 전극 주위에 수지가 충전됨으로써 상기 제1 돌기 전극과 
상기 베이스 기판간의 접속 강도가 증가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6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1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제2 돌기 전극에서의 적층 
방향으로의 두께가 약 3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제6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상기 제2 돌기 전극이 적층 방향으로 그 두께가 약 300 ㎛ 이하가 되도
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
에, 여분의 공간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반도체 기판의 표면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두께가 얇게 가공된 반도체 칩이 중간 기판의 베이스 기판에 구비된 제1 외부 단자에 접합되고, 상기 중
간 기판의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 기판의 양면에 전극부가 노출되어 있는 제2 외부 
단자의 일단측에 제2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2 돌기 전극을 상기 제2 외부 단자의 타단측에 접합
시킴으로써 다수의 중간 기판이 적층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칩을 실장한 중간 기판들이 상기 제2 돌기 전극과 상기 제2 외부 
단자를 접속함으로써 적층된다.

청구항 7에 규정되어 있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는, 웨이퍼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고, 상기 웨이퍼 상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표면은 상기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도록 가공되고, 상기 웨이퍼는 소망하는 사이즈
로 다이싱(dice)되어 상기 반도체 칩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칩들 간의 배선 길이가 단축되어, 
인덕턴스가 감소된 고속 신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도체 칩들을 적층함으로써 2차원 실장보다 고
밀도의 실장이 실현될 수 있어서, 소형화 및 경량화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및 나아가서 소형화 및 경량화
된 전자 기기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도체 칩이 연삭, 연마 및 에칭에 의해 그 두께가 감소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
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
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웨이퍼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
성되고,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고, 상기 웨이퍼 상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표면은 상기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도록 가공되고, 상기 웨이퍼는 소망
하는 사이즈로 다이싱되어 상기 반도체 칩들이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8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칩이  연삭,  연마  및  에칭에  의해  그  두께가  감소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돌기 전극 주위에 수지가 충전됨으로써 상기 제1 돌기 전극과 상기 베이스 기판간의 접속 
강도가 증가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9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 이전
에,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전체 표면이 보호 부재로 피복되고,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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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상기 부호 부재가 제거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제10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은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기 웨이퍼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연삭 가공함으로써 상기 웨
이퍼를 소망하는 두께로 박형화하는 제1 공정 및 상기 제1 공정에서의 연삭 가공 중에 손상된 층을 화학
적 기계 연마(CMP) 또는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하는 제2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
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제11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반도체 칩의 두께가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11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 칩이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2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제2 돌기 전극은 상기 중
간 기판의 다층 방향에 대한 두께가 약 3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12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제2 돌기 전극이 적층 방향으로 약 3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된다.  
반도체 칩들 및 중간 기판들이 적층되는 경우에, 적층 방향의 길이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
를 소형화하고 또한 경량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3 국면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상기 제7 국면의 구성에서, 상기 웨이퍼의 표면 상에 제3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의 선단부가 제거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 상에 제4 돌기 전극이 제공되어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
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제13 국면의 구성에 따르면, 제3 돌기 전극 주위에 수지가 충전됨으로써 상기 제3 돌기 전극과 
상기 베이스 기판간의 접속 강도가 증가하여, 반도체 장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제3 돌
기 전극의 선단부가 제거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 상에 제4 돌기 전극이 형성된다.  상기 제3 돌기 전극
의 선단부를 연삭 가공함으로써 제3 돌기 전극의 선단부에 부착된 수지가 제거되어 제3 돌기 전극과 제4 
돌기 전극간의 접속 저항이 저감된다.  더욱이, 제3 돌기 전극 상에 제4 돌기 전극을 볼 전사법에 의해 
형성함으로써, 제1 돌기 전극들의 높이가 균일하게 되어, 플립칩 실장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땜납볼 범프(7a)의 형성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서, 즉 웨이퍼를 각각의 반도체 IC(1) 칩
들로 다이싱하기 이전 상태에서 행해진다.

상기와 같이 땜납볼 범프들(7a)이 그 전극들 상에 형성된 반도체 IC들(1)은 웨이퍼 형상의 반도체 기판
(2)으로부터 다이싱된다.

또한, 각각의 반도체 IC들(1)의 땜납볼 범프들(7a)은 반도체 IC들(1)이 실장될 프린트 배선 기판 상에 형
성된 랜드들 상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 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하여, 기판의 사이즈가 축소되어, 보다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전자 기
기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IC 카드, 휴대 전화, 및 PDAs(personal digital assistances) 등의 휴대용 전자 기기에 있어서는 기판 상
에 전자 부품들을 실장하는 공간이 가능하면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자 기기에서의 실장 공간
은 더욱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2차원 공간만을 고려할 경우, 전자 부품의 소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2차원 방향뿐만 아니라 3
차원 방향의 관점에서 실장 공간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 기기의 사이즈와 중량을 저감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가 기대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하 설명될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이기 때문에, 이 실시예들은 기술적으로 바람직한 다양한 제한들을 받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 
범위는, 이하 설명되어지는 것들, 특히 본 발명을 한정하는 기재가 없는 한, 상기 실시예들을 한정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도시한 구조도로서, 도 1을 참조하여 반도체 장치
(10)를 설명한다.

반도체 장치(10)는 다수의 반도체 칩들(20), 다수의 중간 기판(30) 등을 포함한다.  반도체 칩(20)은 반
도체 기판(21), 전극 패드(22), 제1 돌기 전극인 내부 범프(23)을 구비한다.  반도체 기판(21)에는 집적 
회로(LSI)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집적 회로의 표면 상에 전극 패드(22)가 형성되어 있다.  전극 패드
(22)는 내부 범프(23)에 결합되어 있고, 반도체 기판(21)은 전극 패드(22)와 내부 범프(23)를 통해 외부 
장치와 신호 등을 통신한다. 

여기서, 반도체 칩(20)은 그 두께(d1)가 2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
도체 기판(21)과 중간 기판(30)이 적층될 때, 반도체 장치의 전체 두께가 박형화되어 소형화 및 경량화된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칩(20)의 내부 범프(23)가 형성되어 있는 표면에는 수지(24)가 충전된다.   수지(24)는 내부 범프
(23)에 있는 반도체 칩(20)과 중간 기판(30) 간의 접속 강도를 증가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수지(24)
에서, 온도 사이클이 부가된 때에 열 스트레스에 의한 응력이 실리콘 칩과 유리 에폭시 기판 사이에 열 
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하여 접합부의 펌프들에 집중될 때, 수지가 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접합부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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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중간 기판(30)은 베이스 기판(31), 제1 외부 단자(external terminal)인 내부 랜드(inner land)(32), 제2 
외부 단자인 외부 랜드(outer land)(33), 외부 범프(34) 등을 포함한다.  베이스 기판(31)은 예를 들어, 
폴리이미드, 유리 에폭시, 알루미나, 세라믹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두께(d2)는 200 ㎛ 이하가 되도록 형
성된다.  내부 랜드(32)와 외부 랜드(33)는 베이스 기판(31)에 형성된다.  예를 들면, 내부 랜드(32)는 
베이스 기판(31)의 내부 주면의 측부에 형성되고, 외부 랜드(33)는 베이스 기판(31)의 외부 주면의 측부
에 형성된다.

내부 랜드(32)는 베이스 기판(31)의 일단면(31a) 측에만 노출되어 있고, 내부 범프(23)에 결합된다.

한편, 외부 랜드(33)는 양 단면(31a 및 31b)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 랜드(33)의 일단면(31a)에는 외부 범
프(34)가 부착되어 있다.  외부 범프(34)는 그 높이(d3)가 3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므로, 중간 기판
(30)이 적층되는 방향 (화살표 Z 방향)으로 반도체 장치(10)를 보다 박형화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중간 기판(30) 내에 제공된 외부 범프(34)는 외부 랜드(33)의 타단면(31b)에 결합되므로, 중
간 기판(30)과 반도체 칩(30)을 다수개 적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반도체 칩들이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중간 기판(30)
들이 각각 외부 랜드(33)와 외부 범프들(34)의 결합에 의해서 적층되고, 도 1에 도시된 최하위의 중간 기
판(30)의 외부 범프(34)는 프린트 배선 기판(PWB)의 기판 랜드에 결합되며, 이에 의해서 2차원으로 형성
되어 있던 반도체 칩들(20)을 3차원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소형화된 반도체 장치(10)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칩(20)과 중간 기판(30)은 각각 반도체 칩(20)의 두께(d1)와 중간 기판(30)의 두
께(d2)가 200 ㎛ 이하가 되도록 형성되므로, 박형화 및 경량화된 전자 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다음은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반도체 장치(10)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W) 상에 집적 회로(LSI)를 제조하고, LSI의 표면 상에는 내부 
범프(23)를 형성한다.  이 때, 내부 범프(23)가 형성된 표면 상에는 보호 테이프(PT)가 부착된다.  이 
때, 웨이퍼(W)의 집적 회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면, 즉 배면(W1) 상에는 흠(flaw)이 불가역적으로 형성
되어 있다.

또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W)의 배면에서는 웨이퍼(W)의 두께(d1)가 200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웨이퍼를 박형화하는 가공이 행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화학적 연마 장치인 도 3에 도시된 연삭 장치(100) 및 도 4에 도시된 연마 장치(200)가 웨
이퍼(W)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먼저, 연삭 장치(100)는 회전 구동원에 의해 화살표 R10 방향으로 회전가능하도록 제공된 웨이퍼 홀딩 수
단, 및 연석(grinding stone)(121)이 설치된 회전 구동원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제공되어 있는 연삭 수단
(1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웨이퍼(W)는 보호 테이프(PT)를 웨이퍼 홀딩 수단(110)에 접촉시키도록 배치되어 있고, 연삭 수단(120)은 
웨이퍼(W)의 배면(W1)을 절삭한다.  구체적으로는, 150 ㎛/min의 연석(121) 공급 속도와 2500 rpm의 연석
(121) 회전 속도로 웨이퍼(W)가 연삭되어 웨이퍼(W)의 두께가 110 ㎛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 웨이퍼(W)의 배면(W1)은, 웨이퍼(W)의 두께(d1)가 100 ㎛에 도달하도록 연마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화학적 기계 연마(CMP) 장치(200)가 화학적 기계 손상을 최소화하는 연마 장치로서 
사용된다.

도 4에서, 연마 장치(200)는 회전축(rotary shaft)(201)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구동되는 정반(202), 정반
(202)의 상면에 부착된 연마포(203), 웨이퍼를 회전가능하게 구동 및 지지하는 웨이퍼 캐리어(210), 및 
정반(202) 상에 연마제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즐(204)을 포함한다.

또한, 웨이퍼(W)의 배면(W1)은 정반(202) 상의 연마포(203)에 대하여 웨이퍼(W)를 압압하여 회전가능하게 
구동하는 웨이퍼 캐리어(210)에 의해서 연마된다.  이 경우, 웨이퍼의 배면은 예를 들면 400g/㎠의 연마 
압력,  2㎜/s의  요동  속도  및  40  ml/min의  슬러리(slurry)  공급  속도로,  약  10  ㎛의  다듬질 여유
(finishing allowance)로, 웨이퍼(W)의 두께(d1)가 약 100 ㎛가 될 때까지 연마가 행해진다.

그 결과, 웨이퍼(W)의 표면에 흠과 같은 연삭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손상이 제거되어, 100 ㎛ 두께로 박
형화된 웨이퍼(W)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웨이퍼(W)의 배면에 흠이 존재한다면, 흠 부분의 강도가 감소되어, 이 흠 부분에서부터 웨이퍼가 
파괴되기 시작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웨이퍼의 배면에서 흠 등과 같은 파손을 제거하면 이들이 박형화
되어도 웨이퍼(W)의 강도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연마된 웨이퍼(W)에 다이싱을 행하여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칩(20)을 완성한다.

다음에는,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며 약 150 ㎛의 두께를 가진 베이스 기판
(31)을 제공한다.  또한, 베이스 기판(31)의 내부 랜드(32)가 예를 들면 플립-칩 실장에 의해서 내부 범
프와 결합되고, 그 후에 반도체 칩(20)과 중간 기판(30) 사이가 수지(24)로 충전된다.

또한,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융 땜납으로 이루어진 외부 범프(34)는 외부 랜드(33)에 결합된다.  
이 때, 외부 범프(34)는, 타단면(31a), 즉 반도체 칩(20)이 실장되어 있는 표면 상으로, 예를 들어 외부 
범프(34)의 두께(d3)가 단지 300 ㎛가 되도록 전사된다.  따라서, 300 ㎛의 외부 범프 두께는 반도체 기
판을 적층하기 위한 공간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또한 최소의 실장 높이로 효과적인 고 밀도 3차
원 실장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범프(34)를 구비한 다수의 중간 기판들이 다른 중간 기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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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랜드(33)에 결합되어 적층된다.  또한, 적층된 다수의 중간 기판들은 도시되지 않은 리플로잉 장치
에 의해 모두 리플로우되어 반도체 장치(10)를 완성한다.

박형화된 반도체 기판들(21) 및 중간 기판들(30)을 적층시킴으로써, 실장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고, 반도
체 기판(21) 사이의 짧은 배선 길이로 인해 감소된 인덕턴스에 의해 고속의 신호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반도체 장치의 3차원 실장 기술은 실현할 수 있다.

반도체 기판(21) 및 프린트 배선 기판(30) 사이에 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범프(23)가 
수지(24)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지(24) 전체가 열 스트레스를 받아들여 완화시킨다.  따라서, 내
부 범프(23)의 접합부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여 땜납 범프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먼저, 도 6a에서, 웨이퍼(W)의 각각의 반도체 칩(20) 주변의 전극 패드(25)로부터 BLM 막으로 재배치된 
장소에서, 고 공융 땜납을 이용하는 거의 원형인 제3 돌기 전극(23a)이 형성된다.  내부 범프(23)는 폴리
이미드막(28)의 개구부(28a)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BLM 막(27) 상에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폭시 수지 등과 같은 액체 수지(24)가 스핀 코팅 방법에 의해 웨
이퍼의 전체 표면에 공급되고, 큐어링으로 약 5시간 동안 약 150 ℃에서 열 처리를 행하여 액체 수지(2
4)를 경화시킨다.

또한, 제3 돌기 전극(23a)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W)의 표면 상에 보호 테이프(PT)가 부착되고, 웨이퍼
(W)의 배면은 도 3에 도시된 연삭 장치에 의해서 연삭이 행해진다.  이 때, 연삭된 웨이퍼(W)의 두께가 
150 ㎛가 되도록 150 ㎛/min 연석 공급 속도와 2500 rpm의 연석 회전 속도로 연삭이 행해진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웨이퍼(W)의 배면에 형성되어 있는 흠을 제거함으로써 웨이퍼(W)를 박형화한다.

다음에는, 웨이퍼(W)의 배면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스핀 에칭 장치(300)에 의해서 에칭된다.  구체
적으로, 웨이퍼(W)가 척(chuck)(301)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유지되어, 챔버(302) 내에 배치된다.  이 장
치에서 웨이퍼(W)의 회전 속도는 예를 들어 2000 rpm가 되도록 제어된다.  또한, 웨이퍼(W) 상에 배치된 
약품 용액 공급 수단으로부터 HF:HNO3:H2=1:1:8의 조성의 약품 용액을 40 ℓ/min의 공급량으로 공급한다.  

이 때, 웨이퍼(W)의 배면이 에칭되어 배면으로부터 흠이 제거되고, 웨이퍼(W)의 두께(d1)가 예를 들어 
100 ㎛에 도달할 때까지 박형화된다.

다음에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돌기 전극(23a)의 선단부가 연마 장치에 의해서 평탄화된다.  
이 공정에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마 장치가 연마 장치로서 사용된다.

그 다음,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돌기 전극(23a)의 평탄화된 선단 부 상에서 공융 땜납을 이용하
여 제4 돌기 전극(23b)을 볼 전사법(ball transfer method)에 의해 형성한다.  이 경우, 제4 돌기 전극
(23b)은 제3 돌기 전극(23a)과 결합되어 내부 범프(23)를 형성한다.  그 후, 웨이퍼(W)로부터 다이싱에 
의해서 반도체 칩(20)을 절단한다.

도 8a에 도시된, 상기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칩(20)은 도 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트 배선 기
판(PWB) 상에 실장된다.

먼저,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로 약 150 ㎛의 두께(d1)로 형성된 베이스 기판(21)이 제공
된다.  그 다음, 베이스 기판(21)의 전극 패드(22) 및 내부 범프(23)가 예를 들어 플립-칩 실장에 의해 
결합된다.

또한,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범프(34)가 외부 랜드(33)와 결합된다.  이 경우, 외부 범프(34)
는 타단면(31a), 즉 반도체 칩(20)이 설치되어 있는 표면 상에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도 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범프(34)를 구비한 다수의 중간 기판들을 다른 중간 기판의 
외부 랜드(33)에 결합하여 적층시켜서, 반도체 장치(10)를 완성한다.

제3 돌기 전극(23a)의 선단부를 연마함으로써, 제3 돌기 전극(23a)의 선단부에 남아있는 수지(24)가 완전
히 제거되어 선단부의 표면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깨끗해진 표면과 같은제4 돌기 전극(23b)을 형성함으
로써, 제3 돌기 전극(23a)과 제4 돌기 전극(23b) 사이 경계에서의 접속 저항을 감소시켜 저저항 고성능의 
내부 범프(23)를 완성한다.  또한, 제3 돌기 전극(23a)을 연마에 의해 평탄화함으로써 내부 범프(23)의 
높이가 균일해지므로, 실장 불량이 발생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한편, 볼 전사법에 의해 제4 돌기 전극
(23b)을 형성함으로써 볼 전사량을 균일하게 하고 또한 내부 범프(23)의 높이도 균일하게 한다.

그러므로, 제2 실시예에 의해, 프린트 배선 기판(30) 상에서의 반도체 IC(11)의 플립-칩 실장의 신뢰성과 
내구성이 제1 실시예에서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상기 실시예들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의 초박형 적층 3차원 실장이 높은 신뢰성과 고 성능을 가지므로, 
보다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즉, 상기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칩들(20) 간
의 배선 길이가 이전의 표면 실장 및 배선 적층에 의한 실장에서보다 상당히 짧아지므로, 감소된 인덕턴
스에 의한 고속의 신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의 반도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10)를 내장하고 있는 전자 기기, 특히 IC 카드, 휴대 전화, PDA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 기기 분야에
서, 소형화 및 경량화된 기기의 제조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술된 실시예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4 돌기 전극(23b)을 볼 전사법에 의해서 형성하였지만, 볼 전사법 대신 프린팅법, 
전사법, 도금법과 같은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칭 장치는 습식 에칭 장치하고 하며, 할로겐 가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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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를 구비한 건식 에칭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중간 기판(30)의 내부 랜드(32)는, 일단면(31a)에 전극이 노출되어 있지만, 타단면(31b) 상에 반도
체 칩(20)을 배치시켜 타단면(31b)에서 전극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도 1에서, 제1 돌기 전극
(23)과 제1 외부 단자(32)가 외부 랜드(33)와 외부 범프(34)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제2 외부 단자
(33)와 외부 범프(34)를 제1 돌기 전극(23)과 제1 외부 단자(32) 안쪽에 형성시킬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전자 기기의 박형화,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신뢰도
를 실현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칩; 및

베이스 기판, 상기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상기 제1 돌기 전극과 접합되어 있는 제1 외부 단자, 상기 베
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상기 베이스 기판의 양면 상에 전극부가 노출되어 있는 제2 외부 단자, 및 상기 제
2 외부 단자의 일단면측에 형성된 제2 돌기 전극을 포함하는 중간 기판

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2 돌기 전극을 상기 제2 외부 단자의 타단면에 접합시킴으로써 다수의 중간 기판이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
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 칩의 표면에 대해 박형화 가공이 시행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의 두께가 약 200 ㎛ 이하로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기판의 상기 베이스 기판의 두께가 약 200 ㎛ 이하로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들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돌기 전극에서의 적층 방향으로의 두께가 약 300 ㎛ 이하로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의 표면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두께가 얇게 가공된 반도체 칩이 중간 기판의 
베이스 기판에 구비된 제1 외부 단자에 접합되고,

상기 중간 기판의 베이스 기판에 구비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 기판의 양면에 전극부가 노출되어 있는 제2 
외부 단자의 일단측에 제2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2 돌기 전극을 상기 제2 외부 단자의 타단측에 접합시킴으로써 다수의 중간 기판이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웨이퍼 상에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고, 상기 웨이퍼 상에서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표면은 상기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도록 가공되고, 상기 웨이퍼는 소망하는 사이즈로 다이싱(dice)되어 상기 반도체 칩들이 형
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 이전에,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전체 표면이 
보호 부재로 피복되고,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 이후에, 상기 부호 부재가 제거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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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박형화 가공은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기 웨이퍼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연삭 가공(grinding)함으로써 상기 웨이퍼를 소망하는 두께로 박형화하는 제1 공정 및 
상기 제1 공정에서의 연삭 가공 중에 손상된 층을 화학적 기계 연마(CMP) 또는 에칭 처리에 의해 제거하
는 제2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칩은 그 두께가 약 200 ㎛ 이하가 되도록 가공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돌기 전극은 상기 중간 기판의 다층 방향에 대한 두께가 약 300 ㎛ 이하가 되
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표면 상에 제3 돌기 전극이 형성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이 형성되어 있
는 표면 상에 수지가 충전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의 선단부가 제거되고, 상기 제3 돌기 전극 상에 제4 
돌기 전극이 제공되어 상기 제1 돌기 전극이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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