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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및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하게 되는 경우라도, 아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접속

패드 위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할 수 있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금속판(10) 위에, 그 금속판(1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n층 (n은 1 이상의 정수)의 배선층(18∼18b)을 형성하고, 금속판

(10) 및 배선층(18∼18b)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n층의 배선층(18∼18b)에 있어서의 최상의 배

선층(18b)의 접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24)을 형성한다. 그 후에, 금속판(10)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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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회로 기판, 반도체 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있어서의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평면도로서, 도 1의 (a)는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1의 (b)는 도 1의 (a)의 B부분을 확대한 평

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1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2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3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4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계되는 회로 기판에 반도체 칩이 실장된 반도체 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1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2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제 3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회로 기판에 반도체 칩이 실장된 반도체 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1의 (a)내지 (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제 1 단면도.

도 12의 (a)내지 (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제 2 단면도.

도 13의 (a)내지 (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제 3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제 4 단면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변형예의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를 나타낸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a : 회로 기판 2, 2a : 반도체 장치

3, 3a :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 12 :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막

12x, 32x, 32y : 개구부

14 : Au/Ni층 24 : Ni/Au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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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금속층

18, 38 : 제 1 배선층 18a, 38a : 제 2 배선층

18b, 38b : 제 3 배선층

20 : 제 1 층간 절연층 20a : 제 2 층간 절연층

20x : 제 1 비어 홀(via hole) 20y : 제 2 비어 홀

22, 32, 32a : 솔더 레지스트막(solder resist film)

22x, 32x, 32y : 개구부 28 : 와이어

29 : 몰드 수지 30 : 반도체 칩

30a : 범프 27, 31 : 언더 필 수지

38x, 44y : Au층 38y : Pd/Ni층

40 : 외부 접속단자 44x : Ni/Pd층

C, Cx : 접속 패드 C1 : 상측 접속 패드

C2 : 하측 접속 패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및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에 관계되고, 또한 상세하게는 반도체 칩 등의 전자

부품이 실장(實裝)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및 해당 회로 기판에 전자부품을 실장하기 위한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

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반도체 칩 등의 전자 부품이 실장되는 회로 기판이 있다. 그러한 회로 기판에서는, 다층 배선층이 내장(內藏)되어, 최

상부에 반도체 칩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접속 패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접속 패드의 상부(上部)에는, 니켈(Ni)/금(Au)층

등으로 이루어진 도금층이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과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가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에

의해 접속될 경우, 접속 패드의 경도(硬度)를 높이기 위해서 접속 패드의 도금층이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될 경우가 있다.

도 1의 (a) 및 (b)에는 종래 기술에 있어서의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도 1의

(b)는 도 1의 (a)의 B 부분을 확대한 평면도이다. 도 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100)에는 각 회로 기판으로 이루어

진 영역(A)가 획정(畵定)되어 있고, 그 각 영역(A)에는 소정 다층 배선층(도시 생략)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또한 기판

(100) 내에는 각 영역(A)을 획정(畵定)하도록 복수의 도금 급전 라인(102)이 설치되어 있고, 각 도금 급전 라인(102)은 기

판(100)의 외주부에 링 형상으로 설치된 도금 급전부(104)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도 1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금

급전 라인(102)에는 복수의 도금 인출선(108)이 접속되고 있고, 그들 도금 인출선(108)은 각 접속 패드(106)에 각각 전기

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접속 패드(106)는 도금 인출선(108) 및 도금 급전 라인(102)을 통해서 도금 급전부(104)에 각각 전기적으

로 접속되고 있어서, 도금 급전부(104)로부터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해 도금에 의해 접속 패드(106) 위에 전해 도금층

이 형성된다. 그 후에, 각 회로 기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판(100)이 절단되어 도금 급전 라인(102) 및 도금 급전부(104)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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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1]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2001-36238호 공보

[특허문헌2]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9-283925호 공보

[특허문헌3]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2004-64082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CPU 등의 반도체 칩에서는 I/O 수의 증대에 따라서 그 접속부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수

도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화 된다.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피치가 협소화 되면, 접속 패드 간에 소정수의 도금 급전 라

인을 평행하게 해서 배치하는 것이 곤란해져, 전해 도금층을 형성할 수 없는 접속 패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상의 과제를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화 될 경우라도,

아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접속 패드 위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할 수 있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및 그 회로 기판에 전

자부품을 실장하기 위한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에 관계되고, 금속판 위에, 그 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n층(n은 1이상의 정수)의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 및 상기 배선층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

에 의해 상기 n층의 배선층에 있어서의 최상의 배선층의 접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을 제

거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우선, 금속판 위에 그것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정의 빌드업(build-up) 배선층이 형성된다. 그 후에, 금

속판 및 빌드업 배선층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최상의 배선층의 접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Ni/

Au층 등)이 형성된다. 배선층의 접속 패드부는 배선층 위에 형성되는 수지층(솔더 레지스트막 등)의 개구부(開口部)에 의

해 획정(畵定)된다. 또한, 금속판이 배선층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금속판 및 그것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배선층을 전해 도금의 도금 급전 경로로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종래 기술과 다르고, 각 접속 패드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도금 급전 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화 될 경우라도, 아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접속 패드에 전

해 도금층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되는 회로 기판에서는, 그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된 경도가 높은 Ni/Au층 등의

전해 도금층이 컨택트(contact)층으로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회로 기판에 반도체 칩을 실장하고, 상기 반도체 칩과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를 와이어 본딩(wire bonding)법에 의한 와이어로 접속할 경우, 와이어는 접속 패드에 신뢰성 좋게 전기

접속되어서,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는, 금속판을 제거한 후에 노출되는 최하의 배선층에 반도체 칩의 범프를 플립 칩(flip-chip) 접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형태의 경우, 최상의 배선층의 접속 패드는 LGA의 랜드(Land)로서 사용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에 관계되고, 금속판 위에 해당 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n층(n은 1 이상의 정수)의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 및 상기 배선층을 도금 급전 경로

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상기 n층의 배선층에 있어서의 최상의 배선층의 접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최상의 배선층에 설치된 전해 도금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을 제거

함으로써, 상기 n층의 배선층에 있어서의 최하의 배선층의 하면을 노출시키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회로기판의 제조 방법에 기초하여 전자부품(반도체 칩 등)의 파인 피치의 단자에 대응하는 고밀도의 접

속 패드를 구비한 회로기판을 제조하고, 그 회로 기판에 반도체 칩 등을 실장한 후에, 금속판을 제거함으로써, 고성능인 전

자부품 실장 구조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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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문헌 1 내지 3에는, 금속 지지판 위에 그것을 도금 급전층으로 하는 전해 도금에 의거하여 배선층을 형성한 후

에, 금속판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문헌 1 내지 3에서는 배선층의 접속 패드가 되는 부분에 금속판

을 도금 급전층으로 이용해서 전해 도금층을 국소적(局所的)으로 형성하는 것은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고 본 발명의 구

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첨부의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차례로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의 (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우선, 구리(Cu) 등으로 이루어진 지지판으로서 기능하는 금속판(10)을 준비하고, 그 금속판(10) 위에 개구부

(12x)가 설치된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막(도금 레지스트막)(12)을 형성한다. 금속판(10)에는, 금속 포일과 같은 플렉시블

금속재도 포함한다.

그 후에, 도 2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판(10)을 도금 급전층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막

(12)의 개구부(12x) 내에 노출되는 금속판(10) 부분에 금(Au)을 형성하고, 다음에 니켈(Ni)층을 형성하여 Au/Ni 도금층

(14)을 얻는다. 또한, Au/Ni 도금층 대신에, 주석(Sn) 도금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 2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판(10)을 도금 급전층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Au/Ni 도금층(14) 위

에 Cu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층(16)을 형성한다. 그 후에, 도 2의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막(12)이

제거되어, Au/Ni 도금층(14)과 금속층(16)에 의해 구성되는 제 1 배선층(18)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 3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판(10)의 상면측에 조면화(粗面化)처리를 실시한 후에, 수지 필름(에폭시

수지 등)을 점착하는 등, 제 1 배선층(18)을 피복하는 제 1 층간 절연층(20)을 형성한다. 또한, 도 3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층간 절연층(20)을 레이저 등에 의해 가공함으로써, 제 1 배선층(18)에 도달하는 깊이의 제 1 비어 홀(20x)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 3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세미 애디티브법(Semi-additive process)에 의해, 제 1 비어 홀

(20x)을 통해서 제 1 배선층(18)에 접속되는 제 2 배선층(18a)을 제 1 층간 절연층(20) 위에 형성한다. 상세하게 설명하

면, 우선, 무전해 도금 또는 스퍼터링법(sputtering method)에 의해 Cu 등으로 이루어진 시드층(seed layer)(도시 생략)

을 제 1 비어 홀(20x) 내(內) 및 제 1 층간 절연층(20) 위에 형성한다. 그 후에, 제 2 배선층(18a)이 형성되는 부분에 개구

부가 설치된 레지스트막(도시 생략)을 패터닝한다. 또한, 시드층을 도금 급전층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레지스트막

의 개구부 내의 시드층 위에 금속층 패턴(도시 생략)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레지스트막을 박리(剝離)한 후에, 금속층 패턴

을 마스크로 해서 시드층을 에칭함으로써 제 2 배선층(18a)을 얻는다.

다음으로, 도 4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술한 제 1 층간 절연층(20)과 같은 제 2 층간 절연층(20a)을 제 2 배선층(18a)

위에 형성한 후에, 제 2 층간 절연층(20a)을 레이저 등으로 가공함으로써, 제 2 배선층(18a)에 도달하는 깊이의 제 2 비어

홀(20y)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술한 제 2 배선층(18a)의 형성 방법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 2 비어 홀(20y)을 통해서 제

2 배선층(18a)에 접속되는 제 3 배선층(18b)을 제 2 층간 절연층(20a) 위에 형성한다. 또한, 동일하게 도 4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가 되는 부분에 개구부(22x)가 설치된 솔더 레지스트막(22)(수지층)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 4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판(10), 제 1 배선층(18), 제 2 배선층(18a) 및 제 3 배선층(18b)을 도금 급

전 경로로 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솔더 레지스트막(22)의 개구부(22x) 내의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가 되는 부분에

Ni 층을 형성한 후, Au 층을 형성해서 Ni/Au도금층(24)(전해 도금층)을 얻는다. 이에 따라 제 3 배선층(18b)에 접속 패드

(C)가 형성된다.

그 후에,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판(10)을 제 1 배선층(18) 및 제 1 층간 절연층(20)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에칭해서

제거한다. 금속판(10)의 에칭은, 금속판(10)이 구리로 이루어진 경우, 염화 제 2 철 수용액, 염화 제 2 구리 수용액 또는 과

황산 암모늄 수용액 등을 사용한 습식 에칭(wet etching)이 채용되어, 금속판(10)을 제 1 배선층(18) 및 제 1 층간 절연층

(20)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1 층간 절연층(20)의 하면(下面)이 노출되는 동시에, 제 1 배선층

(18)의 Au/Ni 도금층(14)(또는 Sn 도금층)의 하면(下面)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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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따라, 본 실시예에 따른 회로 기판(1)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3층의 빌드업 배선층을 형성하는 형

태를 예시했지만, 적층수(積層數)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n층(n은 1이상의 정수)의 빌드업층이 형성된 형태일 수도 있

다. 또한 복수의 회로 기판을 얻는 제조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도 5의 구조체가 절단되어서 복수의 회로 기판(1)을 얻을

수 있다.

도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제조 방법에서 제조된 회로 기판(1)에서는, 제 1 층간 절연층(20) 중에 제 1 배선층

(18)이 매설(埋設)되어 있어서 그 Au/Ni 도금층(14)(또는Sn도금층)의 하면(下面)이 노출된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제 1

층간 절연층(20)에 설치된 제 1 비어 홀(20x)을 통해서 제 1 배선층(18)에 접속되는 제 2 배선층(18a)이 제 1 층간 절연층

(20) 위에 형성되어 있다. 제 2 배선층(18a) 위에는 제 2 층간 절연층(20a)이 형성되고 있어, 제 2 층간 절연층(20a)에 설

치된 제 2 비어 홀(20y)을 통해서 제 2 배선층(18a)에 접속되는 제 3 배선층(18b)이 제 2 층간 절연층(20a)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 1 내지 제 3 배선층(18∼18b)은 제 1 및 제 2 비어 홀(20x,20y)을 통해서 상호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C) 위에 개구부(22x)가 설치된 솔더 레지스트막(22)이 제 3 배선층(18b) 위에 형성

되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거된 금속판(10) 및 제 1 내지 제 3 배선층(18∼18b)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형성된 Ni/Au 도금층(24)이 솔더 레지스트막(22)의 개구부(22x) 내의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C)에 형

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제조 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금속판(10) 및 제 1 내지 제 3 배선층(18∼18b)을 전해 도금의 도금 급전

경로로서 이용함으로써 제 3 배선층(18b)의 접속부(C)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 기술과 달

리, 각 접속 패드(C)에 각각 접속되는 도금 급전 라인을 접속 패드(C) 사이의 영역에 병렬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접속 패드(C)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화할 경우에 있어서도, 전해 도금을 실시할 수 없는 접속 패드가 발

생하는 결함이 해소되어, 모든 접속 패드(C)에 전해 도금층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 실시예에서는 회

로 기판(1)의 접속 패드(C)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화할 경우라도 아무런 결함은 발생하지 않고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각 접속 패드에 도금 인출선을 각각 접속해서 전해 도금을 행하는 상술한 종래 기술에서는, 예를 들어 접속 패

드(C)의 지름이 750㎛, 피치가 1000㎛(접속 패드 사이의 스페이스가 250㎛)로, 40행, 40열의 풀 그리드(Full grid) 배열의

경우에는 접속 패드(C) 사이에 20개 정도의 도금 인출선을 배치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배선 룰(wiring rule)이 6/6㎛

(라인/스페이스)이 되어 그러한 배선을 형성하는 것은 극도로 곤란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 6에는, 본 실시예의 회로 기판에 반도체 칩이 실장되어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의 예가 나타나 있다. 도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2)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회로 기판(1)의 솔더 레지스트막(22) 위에 접착층(26)을 통해서 반도체 칩

(30)이 그 접속부가 상측이 된 상태로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칩(30)의 상면측의 접속부와 회로 기판(1)의 접속 패

드(C)가 와이어 본딩법에 의해 형성된 와이어(28)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 칩(30) 및 와이어(28)가 몰

드 수지(29)에 의해 봉지(封止)되어 있다.

회로 기판(1)의 접속 패드(C)의 상부는 전해 도금으로 형성된 경도가 높은 Ni/Au 도금층(24)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

도체 칩(30)의 접속부와 회로 기판(1)의 접속 패드(C)가 신뢰성 좋게 와이어(28)로 접속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장치(2)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도 6에는 회로 기판(1)을 LGA(Land Grid Array)형으로서 사용할 경우가 예시되고 있어, 회로 기판의 하면(下面)에

노출되는 제 1 배선층(18)의 접속부 (Au/Ni 도금층(14))가 랜드(land)로서 사용된다. 회로 기판의 용도에 따라 제 1 배선

층(18)의 Au/Ni 도금층(14)을 Sn 도금층 등의 각종 금속의 도금층으로 변환한 형태일 수도 있다.

또한 회로 기판(1)을 BGA(Ball Grid Array)형 또는 PGA(Pin Grid Array)형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회로 기판(1)의 하

면(下面)에, 제 1 배선층(18)의 접속부에 개구부가 설치된 솔더 레지스트막이 형성되어, 제 1 배선층(18)에 땜납 볼이나 리

드핀 등의 외부 접속단자가 접속된다. 그리고, 제 1 배선층(18)의 접속부(Land) 또는 외부 접속단자가 배선 기판(마더보

드)에 실장된다.

(제 2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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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에

서 설명한 회로 기판을 상하 반전시켜서, 제 1 배선층의 노출부에 반도체 칩을 플립 칩 접속하는 형태이다. 제 2 실시예에

서는 제 1 실시예와 같은 공정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7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선, 제 1 실시예와 같이 금속판(10) 위에 Au/Ni 도금층(14) 및 금속층(16)으로 구성된

제 1 배선층(18)을 형성한다. 또한, Au/Ni 도금층(14) 대신에 주석(Sn) 도금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후에, 도 7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 1 층간 절연층(20)에 설치된 제 1 비어 홀(20x)을 통해서 제 1 배선

층(18)에 접속되는 제 2 배선층(18a)을 제 1 층간 절연층(20) 위에 형성한 후에, 제 2 층간 절연층(20a)에 설치된 제 2 비

어 홀(20y)을 통해서 제 2 배선층(18a)에 접속되는 제 3 배선층(18b)을 제 2 층간 절연층(20a) 위에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로 되는 부분에 개구부(22x)가 설치된 솔더 레지스트막

(22)을 형성한다. 또한, 제 1 실시예와 같이, 금속판(10) 및 제 1 내지 제 3 배선층(18∼18b)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솔더 레지스트막(22)의 개구부(22x) 내의 제 3 배선층(18b)의 부분에 Ni/Au 도금층(24)을 형성해서 접

속 패드(C)를 얻는다.

계속해서,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와 같이 금속판(10)을 제 1 배선층(18) 및 제 1 층간 절연층(20)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것에 의해 제 2 실시예에 관한 회로 기판(1a)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도 빌드

업 배선층의 적층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n층(n은 1이상의 정수)의 배선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 9의 회로 기판(1a)을 상하 반전시켜서 배치하면, 회로 기판(1a)의 상면(上面)에 제 1

배선층(18)의 Au/Ni 도금층(14)(또는 Sn 도금층)이 노출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반도체 칩(30)의 범프(30a)를 회로 기판

(1a)의 상면(上面)의 Au/Ni 도금층(14)(또는 Sn 도금층)에 플립 칩 접속한다. 또한, 반도체 칩(30) 아래의 간격에 언더 필

수지(27)를 충전한다.

이에 따라, 제 2 실시예에 관한 회로 기판(1a)에 반도체 칩(30)이 실장된 반도체 장치(2a)를 얻을 수 있다. 도 10에는, 회로

기판(1a)을 LGA(Land Grid Array)형으로서 사용할 경우가 예시되어 있어, 회로 기판(1a)의 하면(下面)에 노출하는 제 3

배선층(18b)의 접속부(C)가 랜드로서 사용된다. 제 2 실시예에서는 회로 기판(1a)의 제 3 배선층(18b)의 접속부(C)(LGA

의 랜드)에는, 경도가 높은 전해 도금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LGA형의 회로 기판(1a)이 배선 기판(마더보드)에 신뢰성

좋게 전기 접속되게 된다.

또한, 회로 기판(1a)에는 배선 기판(마더보드)에 실장할 때에 밸런스를 확보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전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접속 패드(Cx)(도 10의 가장자리측의 접속 패드)를 만들 경우가 있어 그러한 접속 패드(Cx)가 혼재하고 있을 수도 있

다.

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또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도, 제 1 배선층(18)의 Au/Ni 도금층(14)이

나 제 3 배선층(18b)의 접속 패드(C)의 Ni/Au 도금층(24)은 회로 기판의 용도에 따라 그 밖의 각종 금속의 도금층을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제 2 실시예에서는 제 1 배선층(18)의 Au/Ni층(14)을 Sn 도금층으로 바꿀 경우, 반도체 칩(30)을 제 1 배선층(18)에

플립 칩 접속할 때에, 각 공정에서 땜납 범프를 형성하는 필요가 없어지고 제조 공정이 간이(簡易)하게 된다.

(제 3 실시예)

도 11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단면도다. 제 3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의 기술 사상에 따라서, 회로 기판 위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1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선 제 1실시예와 동일한 지지 기판으로서 기능하는 금속판(10)을 준비한다. 그 후에,

금속판(10)위에, 개구부(32x)가 설치된 제 1 솔더 레지스트막(32)을 형성한다. 제 1 솔더 레지스트막(32)은, 뒤에 외부 접

속용 패드가 배치되는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에 개구부(32x)가 설치되도록 패터닝되어 형성된다.

그 후에, 도 11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솔더 레지스트막(32)의 개구부(32x)내에,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금(Au)층

(38x)과 파라듐(Pd)/니켈(Ni)층(38y)으로 이루어지는 제 1 배선층(38)을, 금속판(10)을 도금 급전층에 이용하는 전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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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의해 형성한다. 제 1 배선층(38)은 금속판(10)에 접촉하는 Au층(38x)을 최하층으로 하여 구성되는 적층 금속 도금층

으로 이루어지고, Au층/Ni층 등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적층 금속 도금층이여도 좋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 1 배선층(38)

은, 최하의 Au층(38x)이 노출되어 외부 접속용 패드로 된다.

이어서, 도 11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 l 배선층(38)을 피복하는 제 1 층간 절연층

(20)에 설치된 제 1 비어 홀(20x)을 통해서 제 1 배선층(38)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 2 배선층(38a)을 제 1 층간 절연층

(20)위에 형성한다. 또한, 제 2 배선층(38a)을 피복하는 제 2 층간 절연층(20a)에 설치된 제 2 비어 홀(20y)을 통해서 제 2

배선층(38a)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 3 배선층(38b)을 제 2 층간 절연층(20a)위에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금속판

(10)위에 제 1 내지 제 3 배선층(38 내지 38b)이 적층된 형태를 예시하지만, 금속판(1O) 위에 n층(n은 1 이상의 정수)의

빌드업 배선층이 형성된 형태이어도 된다.

계속해서, 도 11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3 배선층(38b)의 접속 패드부 위에 개구부(32y)가 설치된 제 2 솔더 레지스

트막(32a)을 형성한다. 또한, 도 1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금속판(10)과 제 1, 제 2, 제 3

배선층(38, 38a, 38b)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제 2 솔더 레지스트막(32a)의 개구부(32y)내의 제

3 배선층(38b)의 접속 패드부에,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Ni/Pd층(44x)과 Au층(44y)으로 이루어지는 전해 도금층(44)을 형

성해서 상측 접속 패드(C1)로 한다. 또한, 전해 도금층(44)은, 최상에 Au층(44y)이 노출되는 적층 금속 도금층으로 구성되

어, Ni층/Au층 등의 각종 적층 금속 도금층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빌드업 배선층의 최상의 배선층에 설치되는 전해 도금층(44)은, Au층(44y)이 외부에 노출해서 형성된다.

이어서, 도 12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 부품으로서, 상면 측에 접속부(도시 생략)를 갖는 반도체 칩(30)을 준비하

고, 그 접속부를 상측으로 해서 반도체 칩(30)을 제 2 솔더 레지스트막(32a) 위에 고정해서 실장한 후에, 와이어 본딩법에

의한 와이어(28)에 의해 반도체 칩(30)의 접속부와 제 3 배선층(38b)의 상측 접속 패드(C1)(전해 도금층(44))의 최상의

Au층(44y)을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한, 도 12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칩(30)을 몰드 수지(29)에 의해 봉지한

다. 그 후에, 도 13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습식 에칭에 의해 금속판(1O)을 제 1 솔더 레지스트막

(32) 및 제 1 배선층(38)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제 1 배선층(38)의 최하의 Au층(38x)을 노출시켜서 하측접

속 패드(C2)를 얻는다.

계속해서, 도 13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측 접속 패드(C2)(제 1 배선층(38))에 땜납 볼(solder ball)을 탑재하는 것과

같이 해서 외부 접속단자(40)를 형성한다. 또한, LGA 타입의 경우에는, 외부 접속단자(40)는 생략되어, 하측 접속 패드

(C2)(제 1 배선층(38))가 외부 접속용 패드로서 기능한다.

또한, 도 13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금속판(10)위에 복수의 반도체 칩 탑재 영역이 설치되어 있고, 각

반도체 칩(30)의 실장 영역이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몰드 수지(29) 및 그 아래의 회로기판을 절단한다.

이상과 같이,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3 실시예에 따른 회로기판에 반도체 칩이 실장되어서 구성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3)(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도 15에는, 제 3 실시예의 변형예의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3a)가 제시되어 있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술한 도 12

의 (b)의 공정에서 전자 부품으로서 범프(30a)가 설치된 반도체 칩(30)을 준비하고, 반도체 칩(30)의 범프(30a)를 제 3 배

선층(38b)의 상측 접속 패드(C1)(전해 도금층(44))에 플립 칩 실장하여도 좋다. 이 변형예의 경우, 반도체 칩(30)과 그 아

래의 회로 기판과의 간격에 언더 필 수지(31)가 충전된다. 또, 반도체 칩(30)을 플립 칩 실장하는 형태에서는, 반도체 칩

(30)을 피복하는 봉지 수지를 반드시 형성할 필요는 없고, 도 15에서는 봉지 수지가 생략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와이어 본딩법이나 플립 칩 실장에 의해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방법을 예시했지만, 그 밖의 각종 실장 방

법에 의해 전자 부품을 실장 하여도 좋다. 또한, 전자 부품으로서 반도체 칩을 예시했지만, 캐패시터(capacitor)부품 등의

각종 전자 부품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상과 같이, 제 3 실시예의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에서는, 우선 금속판(10) 위의 외부 접속용 패드가 배치되

는 부분에 최하의 Au층(38x)을 포함하는 제 1 배선층(38)을 형성한다. 그 후에, 제 1 배선층(38)에 접속되는 필요한 빌드

업 배선층을 형성한다. 또한, 금속판(10)과 빌드업 배선층(제 1 내지 제 3 배선층(38∼38b))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최상의 배선층(제 3 배선층(38b))의 접속 패드부에 Au층(44y)을 최상에 포함하는 전해 도금층(44)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전해 도금층(44)이 상측 접속 패드(C1)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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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측 접속 패드(C1)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전자 부품(반도체 칩 등 )을 실장한 후에, 금속판(10)을 제거한다, 이

에 따라, 제 1 배선층(38)의 하면이 노출되어 외부 접속용 패드로서 기능하는 하측 접속 패드(C2)로 된다. 또한, 필요에 따

라서 하측 접속 패드(C2)에 외부 접속단자(40)가 설치된다.

제 3 실시예에서는,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금속판 및 빌드업 배선층을 전해 도금의 도금 급전 경로로서 이용함으로써,

최상의 배선층에 전해 도금층(44)을 형성해서 상측 접속 패드(C1)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측 접속 패드(C1)의 수가

증가해서 그 피치가 협소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해 도금을 실시할 수 없는 접속 패드가 발생하는 결함이 해소되어,

모든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층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조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고성능인 전자부품의 파인 피치의 단자에 해당하는 고밀도의 접속 패드를 구비한 회로

기판의 제조가 용이해지므로, 고성능인 반도체 칩 등이 실장된 전자부품 실장 구조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회로 기판의 접속 패드의 수가 증대해서 그 피치가 협소하게 되는 경우라도 아무런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접속 패드에 전해 도금층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속판 위에, 그 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n층 (n은 1이상의 정수)의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 및 상기 배선층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상기 n층의 배선층에서의 최상의 배선층의 접

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을 제거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층의 배선층의 상방(上方)에 반도체 칩이 실장(實裝)되어, 그 반도체 칩과 상기 접속 패드의 전해 도금층이 와이어

본딩(wire bonding)법에 의한 와이어(wire)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상기 n층의 배선층에서의 최하의 배선층의 하면(下面)이 노출되고,

상기 최하의 배선층에 반도체 칩이 범프(bump)를 통해서 플립 칩(flip-chip)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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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층의 배선층의 최하(最下)의 배선층은 하측(下側)에 금/니켈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층의 배선층의 최하의 배선층은 하측에 주석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 도금층은 최상(最上)에 금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은 구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은 습식 에칭(wet etching)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층의 배선층의 최하의 배선층은 최하(最下)에 금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금속판 위에, 그 금속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n층(n은 1 이상의 정수)의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 및 상기 배선층을 도금 급전 경로에 이용하는 전해 도금에 의해, 상기 n층의 배선층에서의 최상의 배선층의 접

속 패드부에 전해 도금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최상의 배선층에 설치된 전해 도금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판을 제거함으로써, 상기 n층의 배선층에서의 최하의 배선층의 하면을 노출시키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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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n층의 배선층의 최하의 배선층은 최하에 금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 도금층은 최상에 금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판을 제거하는 공정 후에, 상기 최하의 배선층의 하면에 외부 접속단자를 설치하는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공정 후에, 상기 금속판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부품은 반도체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부품 실장 구조체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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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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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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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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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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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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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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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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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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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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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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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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