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앰코는 AiP/AoP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반도체후공정업체입니다. 

앰코의 최첨단 AiP/AoP 기술은 이미 양산이 전개되어 스마트폰 및 기타 휴대 
기기에 최적화된 5G NR 밀리미터파(mmWave) 및 sub-6 GHz RF 모듈을 
제공합니다. 밀리미터파 안테나 모듈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초소형 크기로 
탑재되어 여러 스펙트럼 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미터파 신호는 재료, 폼팩터, 산업 설계, 열 특성 및 복사 
전력에 대한 규제 사항 등 제품 개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문제로 인해 모바일 무선 통신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앰코는 5G 밀리미터파 및 sub-6 스펙트럼 대역에 걸쳐 안테나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모바일 업계와 UX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SiP(System in Package) 양산 능력과 AiP/AoP 기술 외에도, 앰코는 회로 
집적도를 향상시키고 5G 애플리케이션 제조에 요구되는 정교한 패키지 포맷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툴세트(양면 어셈블리, 칩 내장 기판, 박막 RDL와 절연층 
형성, 다양한 RF 차폐 형식)를 개발했습니다. 

앰코는 RF 및 안테나 패키지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결합된 이 툴세트를 통해 
여러 IC를 5G 네트워크용 고성능 패키지 어셈블리와 테스트 기술에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와 높은 투자를 아웃소싱 하려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5G를 지원하는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앰코는 AiP/AoP 기술 
구현을 성공적으로 진행중입니다.

Key Amkor Packaging Technologies for AiP/AoP
 f 26 GHz 이상 지원
 f 수직 와이어 및 와이어 펜스 기술을 사용한 컴파트먼트 차폐
 f 부분적(선택적) 컨포멀 차폐
 f 부분 몰딩
 f 크기 : 최대 29.0 mm x 4.0 mm
 f 기판 layer 수 : 최대 14 layer
 f 77 GHz 이상 용 박막 RDL 및 절연 층

Antenna in Package (AiP)
Antenna on Package (AoP)

TECHNOLOGY SOLUTIONS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amkor.com을 방문하시거나 sales@amko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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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AoP 기술 부상하는 이유와 
스마트폰이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인가? 
AiP/AoP는 5G 신호 무결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형 
안테나 어레이 설계를 사용해 5G 장치 내부의 밀리미터파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합니다.

 
AiP/AoP로 인해 해결되는 기술적 난제

 f 전파: 높은 밀리미터파 주파수는 더 높은 경로 손실 및  
감쇠를 경험하므로 장거리 송신 불가

 f 범위: 밀리미터파 신호는 사물에 의해 쉽게 차단됨
 f 크기: 밀리미터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안테나 소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기 내부의 설치 공간이 증가함

5G 시장의 과제
시장의 요구 사항 

 f 밀리미터파 주파수 도입
 f 전력 소비량 증가
 f RF 부품 수 확대
 f 밀리미터파 테스트

앰코가 제공하는 솔루션 

 f 최첨단 멀티 칩 통합 툴박스
 f RF SiP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관한 경험과 지식
 f 광범위한 fcCSP, WLCSP 및 WLFO 포트폴리오
 f 확실히 검증된 공급망
 f 세계 최고 수준의 어셈블리 규모 및 테스트 투자여력

AiP/A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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