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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증착 가공에 의한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기판의 양면에 적층하는 단계; 및 솔더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 어블레이션(ablation) 가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열경화성 필름,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통상적인 인쇄회로기판에 솔더 레지스트가 도포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는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을 나타낸다.

도3는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공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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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a 내지 도4c는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공정을 나타낸다.

도5a 내지 도5o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빌드업 제조 방식에 의해 제제조된 MLB의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공정을 나타낸다.

도6a 내지 6f는 병렬적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 있어서, 회로층의 형성 방법을 나타낸다.

도7a 내지 7d는 병렬적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절연층의 형성 방법을 나타낸다.

도8은 병렬적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 있어서, 형성된 회로층 및 절연층이 적층을 위해 배열된 상태이다.

도9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병렬적 제조 방법에 따라 완성된 6층 인쇄회로기판의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

성 공정을 나타낸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401) : 기판 (402) : 솔더 레지스트

(403) : 레이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 중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열 경화성 필름을 기판의 양면에 적

층하고, 솔더 마스크를 따라 레이저로 상기 열 경화성 필름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솔더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

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레지스트라는 용어는 PCB 제조 공정에서 '어떤 처리나 반응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피막'의 의미로 사용된다. '부

식 레지스트'는 부식에 대한 보호막으로, 약품 처리 시에 남기고 싶은 도체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

지로, '도금 레지스트'는 특정한 영역이 도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피막을 말한다.

솔더는 '납땜'을 말한다. 따라서, 솔더 레지스트란 배선 패턴을 덮어 부품의 실장 시에 이루어지는 납땜에 의해 원하지

않는 접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피막을 의미한다. 솔더 레지스트는 PCB 기판 표면의 회로를 보호하는 보호재 및 

외층에 회로간의 절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도료형태로 되어 있다.

배선 패턴은 기판에 입혀진 동박을 부식하여 만들어지므로 원리적으로는 절 연 피복이 없는 나선이라고 할 수 있다. 

PCB가 고 밀도화 함에 따라 배선간의 간격이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피복이 없는 전기선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배선간의 단락, 오접속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전자부품을 PCB 상에 실장할 때 PCB 표면이 녹

은 잡티에 노출되며, 이 때 원하지 않는 접속(solder bridge)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선인 배선을 피복할 목적으로 부품의 납땜에 필요한 랜드(land: 부품이 실장될 부

분) 주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차폐(masking)하는 피막을 솔더 레지스트라 한다. 솔더 레지스트는 차폐의 의미를 적

용하여 솔더 마스크(solder mask)라고도 한다. 솔더 레지스트를 필요한 부위에 도포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인쇄 공

정'이라 한다.

도1은 통상적인 기판에 솔더 레지스트가 도포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적으로 인쇄회로기판 상의 회로 패턴은 

매우 복잡하지만, 설명을 위해 간략히 도시하였다.

여러 단계를 거쳐 인쇄회로기판이 제조된 후에, 회로 패턴의 오픈이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회로 패턴부(11)를 제외

한 영역(12)이 솔더 레지스트로 피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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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더 레지스트용의 감광성 레지스트 잉크를 포토 솔더 레지스트(Photo solder resist)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PSR'이

라 통칭한다. PSR은 녹색이 많으며, 땜납의 용해 온도에서도 충분히 견디는 내열성 수지로 만들어진다.

PSR은 자외선(UV) 및 열에 의해 경화된다.

종래에 회로 패턴의 형성까지 완료된 기판 상의 필요한 부분에 솔더 레지스트 인쇄 방법은, 비아홀의 매립, PSR의 도

포, PSR의 가경화, PSR의 최종 경화 순으로 진행된다.

PCB에서 부품이 삽입되지 않는 단순 비아홀들은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고 부품삽입 시 기판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SR로 매립한다. 매립 작업은 비아홀의 규격과 위치에 따른 패턴이 인쇄된 매립용 제판에 의한 스크린 인쇄법

으로 수행한다. 매립이 완료된 기판은 홀 속의 잉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방향으로 세워 건조한

다. 스크린 인쇄법에 의한 매립 이외에도 사진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비아홀을 매립한 후에는, PSR을 전면에 도포한다. 도포 후에는 초벌 건조를 실시하여 작업 중에 도포된 잉크 막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한다. 도포 방법에는 스크린 인쇄법, 롤러 코팅 법, 커튼 코팅 법 등이 있다.

스크린 인쇄법은 제판을 이용하여 솔더 레지스트 패턴을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서, 노광과 현상을 거쳐 솔더 레지스

트 패턴을 형성한다.

롤러 코팅 법에서는 스크린 인쇄법에 사용되는 것보다 점도가 낮은 PSR을 고무로 된 롤러에 얇게 발라 기판에 코팅

한다. 이 방법은 기판에 따라 코팅되는 레지스트의 두께를 조절할 수 없고, 균일한 코팅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이광성

의 문제가 있다.

이광성의 문제란 양면 노광시에 반투명한 기판을 통해 반대편의 빛이 투과하 여 이미지가 흐려지는 노광의 불량현상

을 말한다. 다른 용어로 '이면 노광'이라고도 한다.

커튼 코팅 법은 롤러 코팅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점도가 낮은 PSR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PSR을 슬릿을 통하여 내보

내어 커튼 형태의 막을 만들고, 이때 기판을 통과시켜 코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균일한 코팅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기판의 크기에 제한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원가가

비싸고 이광성의 문제가 있다.

스프레이 코팅은 레지스트 잉크를 분무하여 코팅하는 방식으로서 코팅막의 두께를 조절하기 쉽다. 원가가 비싸고 이

광성의 문제가 있다.

PSR 도포 후에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이 출력된 아트워크 필름을 밀착하여 노광 및 현상을 행하여 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서, PSR에 포함되어 있는 수지를 경화시키게 되는데, 경화가 부족하면 후속 공정에서 PSR 레지스트 막이 

들뜨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PSR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열경화형, UV 경화형, 열 + UV 복합 경화형 등이 있다.

도2는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 중 하나의 예로서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 방식 패키지용 기판

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2에 도시된 처리 공정에서, 기판은 다층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것

이고, 솔더 레지스트로서 UV 경화성 PSR을 사용한다.

(S201)에서, PSR과 기판의 밀착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처리로서 기판 양 표면에 정면처리(scrubbing)를 행한다.

(S202)에서, PSR을 도포하면, 기판은 웨트(wet) 상태가 된다. 포토 솔더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린 인

쇄법, 롤러 코팅법, 커튼 코팅법, 스프레이 코팅법 등이 있다.

(S203)에서, 1차 가건조를 행하고, (S204)에서 2차 PSR을 인쇄하고, (S205)에서 2차 가건조를 행한다. 그리고 나서,

(S206)에서 노광성 향상을 위해 PET 수지를 적층한다. 단계(S206)은 생략될 수도 있다. (S207)에서, 기판을 자외선

에 노광시켜 필름을 경화시키고, (S208)에서 현상한다.

(S209)에서 크로스 링크(cross link) 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후노광 처리를 실시하고, (S210)에서, 솔벤트(solvent) 

성분등을 제거하기 위한 최종 건조 공정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공정들을 거쳐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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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에는 많은 단계의 공정이 요한다.

또한,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에서는, 습식 잉크의 사용으로 인쇄시 이물질이 유입되기 쉽다.

종래의 감광성 솔더 레지스트 잉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노광 작업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어 필요한 부분의 솔

더 레지스트가 제거되는 결함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건조 작업시에 건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인쇄되는 솔더 레지스트의 색상이 불균일하

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솔더 레지스트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인쇄회로기판에 있어서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보다 간단하고 시간 및 비용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병렬적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에 있어서 종래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보다 간

단하고 시간 및 비용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양면 인쇄회로기판의 양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기판의 양면에 적층하는 단계, 및 기 

설계된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에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scrubbin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다수의 층 중 외부에 노출될 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상기 전처리된 면에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및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

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에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

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일괄 적층 방식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외부에 노출될 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상기 전처리된 면에 형성될 면에 열 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및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에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은,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

는 단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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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3에는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S301)에서, 전처리로서 절연성의 열 경화성 솔더 레지스트 막과 기판과의 밀착력을 부여하기 위한 정면처리(scrubb

ing)를 실시한다.

기판 상에 지문이나 기름, 먼지 등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인쇄 공정에서 솔더 레지스트 잉크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밀착력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도금 공정에서도 도금두께가 불균일하게 되어 이 역시 배선의 끊어짐과 

단락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불량을 방지하기 이하여 기판의 표면을 세정하는 작업을 정면(scrubbing)이

라 한다. 정면처리의 또다른 목적은 라미네이션을 위해 기판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면 처리 방법에는 화학 약품으로 기판의 표면을 세정하는 화학적인 방법, 약품처리 없이 연마용 브러시를 사용하는

기계적인 방법 및 화학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을 혼용한 방법이 있으나, 이중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을 혼용한 방법으로서, 그 중에서도 산처리를 행하여 산화물과 지문, 유지분 등을 제

거한 후 브러시 정면처리로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화학적인 정면 처리에는 화학 약품으로 동박의 표면을 세정하고 거칠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서, 소프트 에칭 방식, 화학세정 방식, 산처리 방식 등이 있다.

소프트 에칭 방식은 H 2 O 2 와 H 2 SO 4 으로 이루어진 소프트 에칭액을 이용하여 정면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세정효과는 뛰어 나지만 거칠기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Na 2 SO 4 와 H 2 SO 4 로 만든 소프트 

에칭액을 이용하면 균일한 표면처리가 가능하나 정면처리의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화학세정 방식은 산세처리 후에 위의 소프트 에칭을 행하는 방식이다.

산처리 방식은 5-10%의 황산에 의해 정면처리를 행하는 방식이다.

기계적인 정면 처리 방식은, 약품 처리는 하지 않고 거의 연마용 브러시를 사용하여 정면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여기

에는 브러시 방식, 연마입자 방식, 제트 스크럽 방식 등이 있다.

브러시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의 브러시를 이용하여 기판의 표면을 세정하고 거칠기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연마입자 

방식은 연마입자를 기판 상에 분사(spray) 하면서 나일론 재질의 브러시로 연마하는 방식이며, 제트 스크럽 방식은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옥사이드(Al 2 O 3 )와 같은 연마입자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표면을 처리하는 방식

이다.

거칠기의 균일도는 제트 스크럽 방식이 가장 우수하고, 표면의 세정 효과는 연마 입자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

혼용방식의 정면처리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혼용하여 정면처리를 행하는 방식으로서, 브러시 + 소프트

에칭 방식, 소프트 에칭 + 브러시 방식, 산처리 + 브러시 방식 등이 있다.

브러시 + 소프트 에칭 방식은 브러시에 의한 정면처리를 행한 이후에 약품에 의한 처리를 추가함으로써 거칠기의 균

일도를 높이고, 보다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얻지만, 라미네이션 공정에서 드라이 필름의 밀착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프트 에칭 + 브러시 방식은 약품에 의한 정면처리를 먼저 행하여 동박에 거칠기를 만들고, 약품 처리로

인한 오염 등을 브러시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산처리 + 브러시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산처리를 행

하여 산화물과 지문, 유지분 등을 제거한 후 브러시 정면으로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정면 처리 후에는 동박적층판에 잔류하고 있는 각종 약품이나 연마제 등의 오염을 물로 세정하는 수세 공

정을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수세가 완료된 기판은 수세 장치에 부속되어 있는 건조부분에서 완전히 건조된다. 한

편, 에어 나이프를 대신하여 물 제거용 롤러가 사용되기도 한다. 물 제거용 롤러는 PVA(폴리 비닐알콜)를 원료로 한 

친수성의 다공질 탄성체로 만든 것이 많이 쓰인다.

정면 처리에는 브러시의 압력, 브러시의 종류 및 형태, 컨베이어의 속도, 약품의 농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S302)에서, 열 경화성 솔더 레지스트 막을 라미네이션(적층)한다.

그리고 나서, (S303)에서 최종 건조를 실시하고, (S304)에서 레이저에 의해 열경화성 막 중 외부에 노출될 부분만 솔

더 레지스트 패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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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a 내지 도4c에는 양면 인쇄회로기판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도4a는 설계된 회로 패턴의 형성이 완료된 양면 PCB(401)이다.

양면 PCB(401)에 전처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정면 처리를 행한다.

도4b에서, 절연성의 열경화성의 솔더 레지스트막(402)을 기판의 양면 전체에 도포하고, 도4c에서 솔더 레지스트 패

턴을 따라 솔더 레지스트를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때 레이저 가공은 전술한 회로층의 비아홀 가공시에 사용되는 레이저 가공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YAG(

Yttrium Aluminum Garnet)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및 CO2 레이저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편, 다층 인쇄회로기판 즉, MLB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소위 한층씩 쌓아 올리는 빌드업 방식과 복수의 층 중 회로층

과 절연층를 별도의 공정으로 병렬적으로 제조한 뒤 이를 교대로 배치한 후 프레스로 압착하여 제조하는 소위 일괄적

층 또는 병렬적 제조 방식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소위 빌드업 방식에 따라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방법을 제공

한다.

도5a 내지 5o에는 빌드업(build-up) 방식에 따른 6층짜리 MLB의 제조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빌드업 방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먼저 내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외층들을 한층씩 쌓아나가는 방식의 제조 방법을 말한다.

도5a는 가공되기 전의 동박 적층판(CCL;Copper Clad Laminate)(501)의 단면도이다. 절연층(503)에 동박(502)이 

입혀져 있다. 동박 적층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되는 원판으로서 절연층에 얇게 구리를 입힌 얇

은 적층판 을 말한다.

동박 적층판의 종류에는 그 용도에 따라, 유리/에폭시 동박적층판, 내열수지 동박적층판, 종이/페놀 동박적층판, 고주

파용 동박적층판, 플렉시블 동박적층판(폴리이미드 필름) 및 복합 동박적층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양면 PCB 및 

다층 PCB 제작에는 주로 유리/에폭시 동박 적층판이 사용된다.

유리/에폭시 동박적층판은 유리 섬유에 에폭시 수지(Epoxy Resin:수지와 경화제의 배합물)을 침투시킨 보강기재와 

동박으로 만들어진다. 유리/에폭시 동박적층판은 보강기재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FR-1∼FR-5와 같이 NE

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국제전기공업협회)에서 정한 규격에 의해 보강기재와 내열성

에 따른 등급이 정해져 있다. 이들 등급 중에서, FR-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지의 Tg(유리전이 

온도) 특성 등을 향상시킨 FR-5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도5b에서, 동박적층판(501)에 드릴링 가공에 의해 층간 접속을 위한 비아홀(504)을 형성한다.

도5c에서,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행한다. 이때, 무전해 동도금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 전해 동도금을 행한

다. 전해 동도금에 앞서 무전해 동도금을 실시하는 이유는 절연층 위에서는 전기가 필요한 전해 동도금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해 동도금에 필요한 도전성 막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그 전처리로서 얇게 무전해 동도금을 한

다. 무전해 동도금은 처리가 어렵고 경제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로 패턴의 도전성 부분은 전해 동도금으

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비아홀(504)의 내벽에 형성된 무전해 및 전해 동도금층(505)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트(506)를 충진한

다. 페이스트는 절연성의 잉크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쇄회로기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도전성 페이스트

도 사용될 수 있다. 도전성 페이스트는 주성분이 Cu, Ag, Au, Sn, Pb 등의 금속을 단독 또는 합금 형식으로 유기 접착

제와 함께 혼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페이스트 충진 과정은 MLB의 제조 목적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도5c에는, 설명을 위해 무전해 동도금 층 및 전해 동도금층(505)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층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도5d에서, 내층 회로의 회로 패턴 형성을 위한 에칭 레지스트(507)의 패턴을 형성한다.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트워크 필름에 인쇄된 회로 패턴을 기판 상에 전사하여야 한다. 전사하는 방법

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감광성의 드라이 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의해 아트

워크 필름에 인쇄된 회로 패턴을 드라이 필름으로 전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드라이 필름 대신에 LPR(Liquid Pho

to Resist)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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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패턴이 전사된 드라이 필름 또는 LPR은 에칭 레지스트(507)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기판에 에칭을 실시한 후 에

칭 레지스트를 제거하면, 도5e에 도시된 바와 같은 회로 패턴이 형성된다.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나면, 여기에 내층 회로가 제대로 형성되었는가를 검 사하기 위해 AOI(Automatic Optical Ins

pection)등의 방법으로 회로의 외관을 검사하고, 흑화(Black Oxide) 처리 등의 표면처리를 행한다.

AOI(Automatic Optical Inspection)는 자동으로 PCB의 외관을 검사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영상 센서와 컴퓨터의

패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기판의 외관상태를 자동으로 검사한다. 영상센서로 검사대상 회로의 패턴정보를 읽어 들

인 후 이를 기준데이터와 비교하여 불량을 판독한다.

AOI 검사를 이용하면, 랜드(PCB의 부품이 실장될 부분)의 에뉼러 링(Annular ring)의 최소치 및 전원의 접지 상태까

지 검사할 수 있다. 또한, 배선패턴의 폭을 측정할 수 있고 홀의 누락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홀 내부의 상태를 검사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흑화처리는 배선패턴이 형성된 내층을 외층과 접착시키기 전에 접착력 및 내열성의 강화를 위해 행하는 공정이다.

도5f에서, 기판의 양면에 RCC(Resin Coated Copper)를 적층한다. RCC는 수지층(508)의 한쪽 면에만 동박층(509)

이 형성된 기판으로서, 수지층(508)은 회로층 간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도5g에서, 내층과 외층간의 접기 접속 역할을 하는 블라인드 비아홀(510)을 가공한다. 이 블라인드 비아홀은 기계적 

드릴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관통홀을 가공할 때보다 정밀한 가공을 요하므로 YAG 레이저나 CO 2 레이저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AG 레이저는 동박층 및 절연층 모두를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이고, CO 2 레이저는 절연층만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이다.

그리고 나서, 도5h에서, 도금 공정에 의해 외층(511)을 적층한다.

도5i에서, 적층한 외층(511)에 전술한 내층의 회로 패턴 형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외층에 회로 패턴을 형

성한다. 그리고 나서, 내층 회로 패턴을 형성한 후와 마찬가지로, 다시 회로 검사 및 표면 처리를 행한다.

도5j에서, 기판의 양면에 추가적인 외층 적층을 위한 RCC를 적층한다. 이 RCC는 역시 수지층(512) 및 한쪽 면에 동

박층(513)을 포함하고, 수지층(512)은 다른 회로층과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도5k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레이저 드릴링에 의해 원래 외층과 추가 외층간의 접속을 위한 블라인드 비아홀(514)을 

가공한다.

도5l에서, 도금 공정에 의해 추가적인 외층(515)을 적층한다.

도5m에서, 추가된 외층에 전술한 방법에 따라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회로 검사 및 표면 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도5n에서, 도5m의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515 또는 512)에 정면처리 등 필요한 전처리를 수행한뒤, 솔

더 레지스트(516)를 도포한다.

도5o에서, 도포된 솔더 레지스트(516) 중 외부에 노출될 부분, 즉 동박이 노출된 부분을 솔더 마스크 패턴에 따라 레

이저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솔더 레지스트 인쇄회로방법은 소위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으로 제조

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솔더 레지스트 인쇄 방법을 제공한다.

도6a 내지 도6f는 소위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다층 인쇄회로기판을 구성하는 층 중 회로층을 제

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미세홀을 가공한 후 도금에 의해 비아홀을 매립함으로써 회로층을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

도6a에는 통상적인 동박적층판(601)이 도시되어 있고, 절연층(603)의 양쪽에 동박(602)이 입혀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박적층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 실시예에서는, 그 중에서도 동박의 두께가 3-5㎛ 정

도로 얇은 것을 사용한다. 레이저 드릴링 또는 기계 가공에 의해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미세 관통홀을 가공하기 위

해서이다. 즉, 미세 관통홀을 가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박의 두께가 얇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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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b에서, 동박적층판에 미세 관통홀(604)을 가공한다. 관통홀은 YAG 또는 CO 2 레이저를 사용하여 직경을 50-10

0㎛ 정도로 가공한다. 통상적인 다층 인쇄회로기판에서 비아홀의 직경은 200-300㎛이나, 이와 같이 관통홀의 직경

을 작게하면 종래 방식에서 수행되던 페이스트의 플러깅 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도6c에서, 관통홀이 가공된 동박적층판에 무전해 도금 및 전해 도금에 의해 기판의 상면, 하면 및 관통홀의 내벽을 도

금한다. 도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의 상면 및 하면에는 도금층(605)이 형성되고, 별도의 플러깅 처리 없이도 미

세 관통홀은 도금에 의해 매립된다.

도6d에서, 에칭 등의 회로 패턴 형성 방법을 사용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한 다. 이렇게 형성된 회로층(606)은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도9의 회로층(606a,606b,606c)으로 사용되어 지며, 여기서 형성된 회로층 중 (60

6a,606c)에 대하여 최외층이 되는 부분에 열경화성 솔더 레지스트 막을 적층하게 된다.

도6e에서,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가장 외층에 사용될 기판에 솔더 레지스트(607)를 도포한다.

도6f에서, 도포한 솔더 레지스트(607)의 회로 패턴 부분 이외의 부분을 레이저 가공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형성된 회

로층(606)은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가장 외층으로 사용된다.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기판을 

적층한 후에 솔더 레지스트를 도포하고 솔더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것 보다는 기판 적층을 수행하기 전에 외층에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7a 내지 도7d는 소위 병렬적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다층 인쇄회로기판을 구성하는 층 중 절연층을 형

성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7a에는 프리플렉(704)의 양면에 이형 필름(702)이 부착된 평판형 절연재(701)가 도시되어 있다. 프리플렉의 두께

는 제품의 사양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형 필름의 두께는 20-40㎛로 프리플렉 제작 당시에 이미 부

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형 필름을 접착하여도 된다.

도7b에서, 평판형 절연재(701)에 드릴링에 의해 관통홀(704)을 가공한다. 이때 관통홀은 바람직하게는 기계적 드릴

링을 사용한다. 관통홀의 직경은 회로층과의 접속을 고려하여 회로층의 비아홀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7c에서, 관통홀(704)을 페이스트(705)로 충진하고, 도5d에서, 이형 필름(502)을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된 절연층(706)은 도9의 절연층(706a, 706b)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6a 내지 도6d의 방법에 의해 형성된 회로층과, 도7a 내지 도7d에 의해 형성

된 절연층을 교대로 배치한다.

배치된 층들을 비아홀들이 정확하게 매칭되도록 맞추고 다듬기 위해서는 타겟팅 및 트리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나서,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열된 회로층 및 절연층을 도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압축 프레스로 압착하여 

한꺼번에 적층하면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은 6층 MLB가 완성된다.

적층된 각 층들을 한 장의 인쇄회로기판으로 만드는 프레스로는 '열 프레스'가 많이 사용된다. 이는 적층된 기판을 케

이스에 넣고 진공 챔버의 상하에서 열판에 끼워 가압/가열하는 방법으로 적층을 행한다. 이 방법을 VHL(Vacuum Hy

draulic Lamination)법이라고 한다.

빌드업 방식으로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경우는, 하나의 양면 인쇄회로기판에 절연층이 적층되고 그 위에 단면 

인쇄회로기판이 차례로 적층된 구조를 갖게 되지만, 병렬적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경우에는 

복수개의 양면 인쇄회로기판이 절연층을 사이에 두고 연속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실시예들 외에도 기판 상에 회로 패턴을 형성한 후, 회로패턴이 형성 된 층을 보호하기 위한 솔더 레지스트 패

턴을 형성하는 모든 공정에 본 발명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종래의 많은 공정 및 설비를 요하는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이 본 발명의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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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의 단순화로 인해 제조 공정의 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저가의 절연성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므로 원자

재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감광성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이 본 발명으로 대체되어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된다.

또한, 최근의 레이저 고성능화로 인해 패턴 형성시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또한, 감광성 솔더 레지스트 인쇄 공정 라인에 비해 레이저 가공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설

비의 공간 활용도도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면 인쇄회로기판의 양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기판의 양면에 적층하는 단계; 및

기 설계된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scrubbin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4.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다수의 층 중 외부에 노출될 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상기 전처리된 면에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및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7.
일괄 적층 방식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외부에 노출될 면을 전처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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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처리된 면에 형성될 면에 열 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및

솔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에 따라 상기 적층된 열경화성 필름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는 정면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반경화 상태의 열경화성 필름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솔더 레지스트 패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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