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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5G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

반기술이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

를 통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의 선점을 위

한 각 나라들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을 따라 가야한다. 4차 산

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

강현실(AR), 드론 등이다. 이에 따른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키워드는 고성능 computing, 

edge computing, 6G/5G, 첨단 메모리, 차

량용 반도체, AI, 빅데이터 등이 있고 반도

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위 기술들을 위해 소

형 경량화, wearable, flexible, 고집적, 속

도, 대용량화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 [1].  

이러한 기술을 추구하기 위한 공정 중 핵

심 공정이자 전자마이크로 패키징의 최신 트

렌드 기술은 fan-out wafer-level packaging 

(FOWLP)이다. FOWLP 공정은 chip을 wafer에 

직접 실장하는 기술로 제조 원가도 낮추고 두

께가 얇아져 소형 경량화 및 우수한 방열기능, 

System in package (SIP) 적용이 가능하여 고집

적화를 실현하며 이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2009년부터 시작하여 1, 2세대를 거쳐 여러 

기술에 적용되고 진화하여 다른 기술들과 융

합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

다 [2]. 이 글에서는 FOWLP에 대한 공정과 장

단점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FOWLP 기술 및 장점 

종래의 기술에서, 웨이퍼는 먼저 다이싱되

고, 이어서 개별 다이가 패키징된다. 패키지 크

기는 대개 다이 크기보다 상당히 크다. 대조

적으로, 표준 WLP (wafer level package) 플로

우에서 집적 회로는 여전히 웨이퍼의 일부분

으로 패키징되고, 웨이퍼(패키징의 외층이 이

미 부착된)는 이후에 다이싱된다. 따라서 최

종 패키지는 실제로 다이 자체와 동일한 크기

가 된다. 그러나 작은 패키지를 갖는 이점은 

제한된 패키지 footprint에 수용 할 수 있는 외

부 접점의 수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다수의 접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전자부품

이 고려될 때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일반

적인 WLP는 패키지 I/O (input/output) 단자를 

모두 칩 안쪽에 배치시켜야 하므로 칩 사이즈

가 작아지면 볼 크기와 피치를 줄여야 하므로 

표준화된 볼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 바깥쪽에 패키

지 I/O 단자를 배치시키는 형태인 팬 아웃 웨

이퍼 레벨 패키지(FOWLP: fan-out wafer-level 

package)가 제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그림 2

에서와 같이, 칩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표준화

된 볼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FOWLP는 패키지 공정이 간단하고 

두께를 얇게 구현할 수 있어서 BGA보다 소형

화와 박형화가 가능하고 열 특성과 전기적 특

성이 우수하여 모바일 제품에 적합하다. 또

한 wire bond 및 flip chip bump 대신 얇은 박

막 금속층을 통한 직접 IC연결로 더 높은 성능

과 낮은 기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경박단

소형의 장점이 있는 FOWLP는 초기 베이스밴

드와 아날로그 집적회로, RF (radio frequency)

소자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AP (application 

processor)와 PMU (power management unit)

에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FOWLP는 PCB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POP보다 더 컴팩트하게 구

현할 수 있으며 POP의 휨 현상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OWLP는 기존 패키

지 대비 칩 크기를 1/16 정도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인쇄회로 기판을 사용하지 않아서 기

존 패키지 공정 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다. 또

한 하나의 패키지에 다양한 기능의 칩들을 실

장하는 SiP가 가능해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기

기와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패키

징 기술이다. 

FOWLP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

Special Theme  첨단 전자패키징 기술 동향

Fan-out wafer-level packaging 
(FOWLP) 기술 동향

1
글_ 손 윤 철  교수  |  조선대학교 용접 · 접합과학공학과

그림 1 ▶  Fan-out wafer 및 Panel level packaging 로드맵 [2].

그림 2 ▶  Fan-in WLCSP, Flip-chip, encapsulated Fan-in 및 

Fan-out WLP 구조의 비교.

a Fan-In (CSP)

c Encapsulated Fan-In

b Flip-Chip

d Fa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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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Fan-out wafer 및 Panel level packaging 로드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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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플립 칩 패키징과 비교하여 설치공간을 

줄이고(가장자리까지의 간격 거리가 더 작음),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고, 중간기판을 없앨 수 

있고(짧은 상호 연결로 전기적 성능이 향상되

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함), SiP 및 3D 통합의 미

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열저항이 작고 

인덕턴스가 작으며, 공급망 인프라를 단순화 할 

수 있다. 또한 fan-in WLCSP와 비교하여 보드 

레벨 신뢰성이 향상되고, 팬 아웃 영역으로 패

드 제한 문제 및 고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며, 

확인된 known good die만 패키징이 가능하다. 

SiP 통합 가능성이 크고 열저항이 작고 범프 피

치 제한이 없으며, 후면 보호가 가능하다. 

2.2 FOWLP 공정기술

Chip-first (혹은 mold-first) 공정은 그림 3에

서와 같이 다이에서 BGA 인터페이스로 확장

되는 RDL (re-distribution layer)을 만들기 전에 

다이가 임시 또는 영구 구조소재에 먼저 부착

되는 프로세스이다. 최종적으로 RDL이 재구성 

된 성형 웨이퍼/패널에 적용된다. 이러한 공

정을 적용할 경우 다이를 장착한 후에 RDL 생

성과 관련된 수율 손실이 발생하면 다이를 잠

재적인 손실로 처리한다. Chip-last (혹은 RDL-

first) 공정에서는 RDL이 먼저 생성 된 다음 다

이가 마운트된다. RDL을 포함한 몰딩된 웨이

퍼 / 패널은 캐리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 

공정에서 RDL 구조는 전기적 테스트 또는 시

각적 검사를 통하여 불량 사이트에 양호한 다

이를 배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RDL

이 적고 수율이 매우 높은 (>99%) low I/O 다

이의 경우 chip-first 공정이 선호된다. 반면에 

대형 I/O 다이의 경우는 chip-last 프로세스가 

바람직하다.

2.3 FOWLP 기술 동향

FOWLP는 Infineon의 embedded wafer-

level ball grid array (eWLB)를 발표하면서 처

음 등장했다. eWLB는 2007년 가을에 Infineon

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2008년에 기술 제휴

사와 함께 선포된 연합을 통하여 Infineon과 

STMicroelectronics, STATS ChipPAC이 공동 개

발했다. 2009년 초 Infineon은 자체 eWLB 패

키징을 LG전자 휴대전화에 적용하여 상용화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그 후 동일한 기술이 

일부 Nokia 핸드셋 제품에 적용되었다. 2013

년 Deca Technologies, Inc. [4]의 C. Scanlan

은 완전 몰딩 방식의 FOWLP를 제안하였다  

(그림 4). 2014년 A*Star IME가 이끄는 FOWLP 

(High Density Fan-out Wafer Level Packaging) 

컨소시엄이 출범하였는데 참여회원은 Amkor, 

Nanium, STATS, NXP, GlobalFoundries, K&S, 

Applied Materials, Dipsol, JSR, KLA-Tencor, 

Kingyoup, Orbotech 및 TOK를 포함하였다 

[5]. 2016년에는 A*Star IME가 이끄는 multi-

chip FOWLP 개발 라인 컨소시엄(FOWLP 

DLC)이 시작되었다. 애플은 팬아웃 기술을 먼

저 다양한 주파수 대역 신호를 안테나 하나

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

는 안테나 스위칭 모듈(ASM) 칩에 도입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도 적용하였다. 

2016년 Apple iPhone 7의 A10 AP (application 

processor)에 처음으로 FOWLP 기술이 도입

됐고, 연이어 2017년 아이폰8의 A11 AP에 적

용되었다 [6,7]. TSMC는 InFO (intergrated fan-

out)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팬아웃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iPhone 7 시리즈에 Apple A10 프

로세서를 패키징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였

다.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프

로세서 칩은 모바일 D램 칩과 함께 package 

on package형태로 통합되었으며 칩들 사이

의 interconnection은 re-distribution layers 

(RDLs), through InFO vias (TIVs) 및 솔더볼들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는 네패스가 embedded 

ground plane (EGP) 및 Via Frame이라는 특허

를 이용해 방열, 접지, 휨 관리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 열 특성의 경우, 

EGP를 적용해 열이 빠져나가는 문을 2개 더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방열 효율성이 약 22.5% 

증가했다 (그림 6). 접지의 경우, Electrical Path

를 최소화해서 전기적 특성을 높였다. 이러

한 기술은 차량용 첨단센서(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공급을 시작으로 스마트

폰용 RF 스위칭 모듈과 지문인식센서, 광학 손

떨림 방지 센서(OIS) 등에 적용되었다.

  또 다른 국내기업인 하나마이크론에서는 

3D FOWLP를 인터포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3D FOWLP는 SIP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방법보다 공정을 단순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시켰다. 제품소형화와 다양한 기능 

탑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사물인

터넷(IoT)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패키징에  

 

그림 3 ▶  Chip-first (mold-first) FOWLP 및 chip-last (RDL-

first) FOWLP 공정도.

그림 4 ▶  완전 몰딩 방식 Fan-out wafer-level package [Deca 

Technologies, Inc.].

그림 5 ▶  Integrated Fan-out (InFO) 기술이 적용된 Apple A10 

프로세서 패키지. 

그림 6 ▶  Embedded ground plane을 채용한 네패스의 FOWLP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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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플립 칩 패키징과 비교하여 설치공간을 

줄이고(가장자리까지의 간격 거리가 더 작음),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고, 중간기판을 없앨 수 

있고(짧은 상호 연결로 전기적 성능이 향상되

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함), SiP 및 3D 통합의 미

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열저항이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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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fan-in WLCSP와 비교하여 보드 

레벨 신뢰성이 향상되고, 팬 아웃 영역으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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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테나 스위칭 모듈(ASM) 칩에 도입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도 적용하였다. 

2016년 Apple iPhone 7의 A10 AP (application 

processor)에 처음으로 FOWLP 기술이 도입

됐고, 연이어 2017년 아이폰8의 A11 AP에 적

용되었다 [6,7]. TSMC는 InFO (intergrated fan-

out)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팬아웃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iPhone 7 시리즈에 Apple A10 프

로세서를 패키징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였

다.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프

로세서 칩은 모바일 D램 칩과 함께 package 

on package형태로 통합되었으며 칩들 사이

의 interconnection은 re-distribution layers 

(RDLs), through InFO vias (TIVs) 및 솔더볼들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는 네패스가 embedded 

ground plane (EGP) 및 Via Frame이라는 특허

를 이용해 방열, 접지, 휨 관리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 열 특성의 경우, 

EGP를 적용해 열이 빠져나가는 문을 2개 더 

만들었고 이를 통해 방열 효율성이 약 22.5% 

증가했다 (그림 6). 접지의 경우, Electrical Path

를 최소화해서 전기적 특성을 높였다. 이러

한 기술은 차량용 첨단센서(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공급을 시작으로 스마트

폰용 RF 스위칭 모듈과 지문인식센서, 광학 손

떨림 방지 센서(OIS) 등에 적용되었다.

  또 다른 국내기업인 하나마이크론에서는 

3D FOWLP를 인터포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3D FOWLP는 SIP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방법보다 공정을 단순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시켰다. 제품소형화와 다양한 기능 

탑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사물인

터넷(IoT)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패키징에  

 

그림 3 ▶  Chip-first (mold-first) FOWLP 및 chip-last (RDL-

first) FOWLP 공정도.

그림 4 ▶  완전 몰딩 방식 Fan-out wafer-level package [Deca 

Technologies, Inc.].

그림 5 ▶  Integrated Fan-out (InFO) 기술이 적용된 Apple A10 

프로세서 패키지. 

그림 6 ▶  Embedded ground plane을 채용한 네패스의 FOWLP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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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피치, 우수한 RF특성과 더불어 SIP 내에서 

서로 다른 칩 기술을 상호 연결하는 장점을 활

용하여 FOWLP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eWLB 공

정을 기반으로 그림 9와 같이 MEMS 마이크로 

칩의 실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8].

또한 FOWLP 기술을 사용하면 베어 메모리 

칩을 추가 패키지를 형성하지 않고도 컴퓨팅 칩

의 패키지 내에 스택할 수 있어 더 짧은 전기적 

상호 연결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

며 기존의 개별 PoP (package-on-package) 통

합 모듈에 비해 더 얇은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박막 FOWLP POP가 제안되었

다. 그리고 mmWave 애플리케이션의 증가에 

따른 패키지에 안테나 통합이 필요하다. 이 애

플리케이션은 소형 패키지에 다중 채널 구성 

및 더 높은 antenna gain이 필요하다. 몰딩 컴파

운드의 유전 상수가 낮고 접선 손실이 우수한 

점을 활용하여 FOWPL 기술이 소형 mmWave 

Antenna in package (AiP)에 채용되었다 [9,10]. 

3. 맺음말

Fan-out wafer-level packaging (FOWLP) 기

술은 BGA와 WLP 기술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면서 동시에 기판을 제거함으로써 패

키징 비용을 저감할 수 기술이므로 많은 산업

체에서 이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

한 형태의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

서 현재의 패키지 시장은 FOWLP 경쟁체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OWLP 기술의 확산

은 크게 두 가지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적용 될 수 있다. FOWLP-POP, FOWLP-SiP은 

3D FOWLP기술 중 하나이며 하나마이크론의 

자체 기술이다. 하나마이크론의 FOWLP는 구

성요소가 PCB상단이 아닌 EMC에 위치시켜 설

계 유연성을 높였고 간단하게 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필요한 라우팅(routing) 레이어 수가 적어 

가장 안쪽 레이어도 라우팅에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우팅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 다

른 기술들과 다른 점은 가변부품의 두께변화가 

허용된다는 점으로 한 모듈 내의 부품의 두께

가 다를 수 있는데 성형된 웨이퍼는 구성요소 

주변에 만들어지며 구성요소 크기의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이 기술은 휴대용 가전 및 통

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대부분

의 전자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한편, Amkor Technology는 독자적인 Silicon 

Wafer Integrated Fan-out Technology (SWIFTⓇ) 

구조를 개발하였다. SWIFT의 특징은 전통적인 

WLP 및 라미네이트 기반 어셈블리 기술을 활

용하여 첨단 3D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2.5D TSV가 사

용되는 SoC 파티셔닝 및 네트워킹 애플리케이

션에 필요한 매우 높은 밀도의 die to die 연결

이 가능하다. 미세 피치 마이크로 범프는 애플

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베이스 밴드 디바이스와 

같은 부품을 위한 고밀도 상호 연결을 제공하

고, 높은 Cu pillar는 SWIFT 구조 상단에 메모리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고밀도 수직 인터페이스

를 가능하게 한다.

FOWLP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oldable 

FOWLP (FFOWLP), Bendable FOWLP 기술들

도 개발되었다. 독일의 Fraunhofer연구소는 다

음 두 단계 다이싱 프로세스로 FOWLP된 패키

지를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림 8). 먼저 몰딩 컴파운드를 통해서만 다이

싱하여 bending cut을 하고 전체 패키지를 통한 

표준 다이싱에 의해 패키지를 singulation한다. 

이러한 두 단계의 다이싱 기술로 패키지 또는 

Cu line을 손상시키지 않고 패키지를 180° 접을 

수 있으며,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통해 다이싱 

하고 접착층에서 멈추는 것이 잘 작동하면 PI

및 Cu 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중 다이와 직선 및 V-cut이 있는 FFOWLP는 

무한 폴딩이 가능하다. Bendable FOWLP에서

는 두 방향으로 굽힘이 가능하고 3D 등각 표면

에 적용 가능하다 [2]. 

기업들 이외에도 FOWLP기술은 다양한 분야

에 연구와 적용이 진행 중에 있다. FOWLP의 우

수한 라우팅 기능, 높은 핀 수의 애플리케이션, 

그림 7 ▶  Amkor의 silicon wafer integrated Fan-out technol-

ogy (SWIFT) 구조도.

그림 8 ▶  Fraunhofer의 Folderable FOWLP 및 bended FOWLP 

프로세스가 적용된 패키지 [2].

그림 9 ▶  eWLB 흐름을 MEMS 특정 제약 조건 및 경계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 [8].

그림 10 ▶  FOWLP를 사용하여 LPDDR (low power double data 

rate) 메모리 칩을 ASIC 칩의 상단에 직접 스택하여 개

발된 초박형 PoP [9].

그림 11 ▶  Thermal solution을 포함한 FOWLP AiP stack up 

설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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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칩 기술을 상호 연결하는 장점을 활

용하여 FOWLP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eWLB 공

정을 기반으로 그림 9와 같이 MEMS 마이크로 

칩의 실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8].

또한 FOWLP 기술을 사용하면 베어 메모리 

칩을 추가 패키지를 형성하지 않고도 컴퓨팅 칩

의 패키지 내에 스택할 수 있어 더 짧은 전기적 

상호 연결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

며 기존의 개별 PoP (package-on-package) 통

합 모듈에 비해 더 얇은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박막 FOWLP POP가 제안되었

다. 그리고 mmWave 애플리케이션의 증가에 

따른 패키지에 안테나 통합이 필요하다. 이 애

플리케이션은 소형 패키지에 다중 채널 구성 

및 더 높은 antenna gain이 필요하다. 몰딩 컴파

운드의 유전 상수가 낮고 접선 손실이 우수한 

점을 활용하여 FOWPL 기술이 소형 mmWave 

Antenna in package (AiP)에 채용되었다 [9,10]. 

3. 맺음말

Fan-out wafer-level packaging (FOWLP) 기

술은 BGA와 WLP 기술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면서 동시에 기판을 제거함으로써 패

키징 비용을 저감할 수 기술이므로 많은 산업

체에서 이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

한 형태의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

서 현재의 패키지 시장은 FOWLP 경쟁체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OWLP 기술의 확산

은 크게 두 가지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적용 될 수 있다. FOWLP-POP, FOWLP-SiP은 

3D FOWLP기술 중 하나이며 하나마이크론의 

자체 기술이다. 하나마이크론의 FOWLP는 구

성요소가 PCB상단이 아닌 EMC에 위치시켜 설

계 유연성을 높였고 간단하게 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필요한 라우팅(routing) 레이어 수가 적어 

가장 안쪽 레이어도 라우팅에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우팅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 다

른 기술들과 다른 점은 가변부품의 두께변화가 

허용된다는 점으로 한 모듈 내의 부품의 두께

가 다를 수 있는데 성형된 웨이퍼는 구성요소 

주변에 만들어지며 구성요소 크기의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이 기술은 휴대용 가전 및 통

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대부분

의 전자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한편, Amkor Technology는 독자적인 Silicon 

Wafer Integrated Fan-out Technology (SWIFTⓇ) 

구조를 개발하였다. SWIFT의 특징은 전통적인 

WLP 및 라미네이트 기반 어셈블리 기술을 활

용하여 첨단 3D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2.5D TSV가 사

용되는 SoC 파티셔닝 및 네트워킹 애플리케이

션에 필요한 매우 높은 밀도의 die to die 연결

이 가능하다. 미세 피치 마이크로 범프는 애플

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베이스 밴드 디바이스와 

같은 부품을 위한 고밀도 상호 연결을 제공하

고, 높은 Cu pillar는 SWIFT 구조 상단에 메모리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고밀도 수직 인터페이스

를 가능하게 한다.

FOWLP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Foldable 

FOWLP (FFOWLP), Bendable FOWLP 기술들

도 개발되었다. 독일의 Fraunhofer연구소는 다

음 두 단계 다이싱 프로세스로 FOWLP된 패키

지를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림 8). 먼저 몰딩 컴파운드를 통해서만 다이

싱하여 bending cut을 하고 전체 패키지를 통한 

표준 다이싱에 의해 패키지를 singulation한다. 

이러한 두 단계의 다이싱 기술로 패키지 또는 

Cu line을 손상시키지 않고 패키지를 180° 접을 

수 있으며,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통해 다이싱 

하고 접착층에서 멈추는 것이 잘 작동하면 PI

및 Cu 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중 다이와 직선 및 V-cut이 있는 FFOWLP는 

무한 폴딩이 가능하다. Bendable FOWLP에서

는 두 방향으로 굽힘이 가능하고 3D 등각 표면

에 적용 가능하다 [2]. 

기업들 이외에도 FOWLP기술은 다양한 분야

에 연구와 적용이 진행 중에 있다. FOWLP의 우

수한 라우팅 기능, 높은 핀 수의 애플리케이션, 

그림 7 ▶  Amkor의 silicon wafer integrated Fan-out technol-

ogy (SWIFT) 구조도.

그림 8 ▶  Fraunhofer의 Folderable FOWLP 및 bended FOWLP 

프로세스가 적용된 패키지 [2].

그림 9 ▶  eWLB 흐름을 MEMS 특정 제약 조건 및 경계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 [8].

그림 10 ▶  FOWLP를 사용하여 LPDDR (low power double data 

rate) 메모리 칩을 ASIC 칩의 상단에 직접 스택하여 개

발된 초박형 PoP [9].

그림 11 ▶  Thermal solution을 포함한 FOWLP AiP stack up 

설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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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웨이퍼 레벨에서 패널 

레벨로 패키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D 패키지를 포함하는 heterogeneous 

integration 영역에 FOWLP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어떠한 소자와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하는가에 따라서 다

양한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형

태를 고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FOWLP기술은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die shift, 웨이퍼 warpage 등 아

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또한 신뢰성 

부분에서도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은 아니며 특히 전장용 전자부품과 같은 극한

의 환경에서는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면서 향후 FOWLP 기술이 다양한 패

키징 영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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