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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마스킹 공정에 의하여

오픈된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된 영역에 회로패턴간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층을 형성하고, 상기 산화

층 사이에 전기 동도금 및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 충진을 수행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

작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j

색인어

패키지 기판, 양극산화, 메탈코어, 미세 회로패턴, 동도금, 플레이팅 포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빌드업 방식에 의한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공정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공정

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공정

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공정

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도시한 공정

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메탈 코어

200, 200' : 드라이 필름

300 : 아트워크 필름

400, 400' : 오픈 영역

500 : 산화층

600 : 미세 회로패턴

700, 700' : 수지층

800 : 플레이팅 포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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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극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탈 코어(Metal Core)에 대한 마스킹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오픈 영역에 양극 산화를 통하여 산화층

을 형성하고, 상기 산화층 사이에 전기 동도금 및 패이스트 충진을 수행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시킨 패키지 기판의 제

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은 페놀수지 절연판 또는 에폭시 수지 절연판 등의 한쪽면에 구리 등의 박판을

부착시킨 후에, 회로의 배선패턴에 따라 식각(선상의 회로만 남기고 부식시켜 제거함)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부품

들을 부착 탑재시키기 위한 홀(hall)을 뚫어서 만든다.

즉,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배선 패턴을 통하여 실장된 부품들을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원 등을 공급하는 동시에 부품

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인쇄회로기판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이동통신기기와 디지털 가전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용기기, 사무용기기, 통신기

기, 방송기기, 휴대형 컴퓨터 등 여러 분야로 소형화 및 박형화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마이크로 BGA(Ball Grid Array),

TCP(Tape Carrier Package) CSP(Chip Size Package) 등의 패키지 기술이 발전하여 왔고, 이와 같은 패키기 기술의 발

전과 연동하여 칩이 실장되는 패키지 기판에 대한 제작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빌드업 방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패키지 기판의 제조 공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빌드업 방식이란 회로패턴이 형성되는 내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외층들을 한층씩 쌓아나가는 방식의

제조 방법을 말한다.

먼저, 절연층(11)을 개재하여 양면에 박막의 동박(12)이 형성된 동박적층원판(CCL;Copper Clad Laminate)(10)을 제공

한다(도 1a 참조).

여기서, 동박적층원판(10)은 일반적으로 인쇄회로기판이 제조되는 원판으로 절연층(11)에 얇게 구리(12)를 입힌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주로 유리/에폭시 동박 적층판이 사용된다.

이후, 상기 동박적층원판(10)에 대한 드릴링 가공을 수행하여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비아홀(13)을 형성하고(도 1b

참조), 상기 동박적층원판을 구성하는 동박층(12) 및 비아홀(13)에 대한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금층

(14)을 형성한다(도 1c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무전해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한 후, 상기 비아홀(13)의 내벽에 형성된 무전해 및 전해 동도금층(14)을

보호하기 위해 비아홀의 내부 영역에 페이스트(20)를 충진한다(도 1d 참조).

여기서, 페이스트(20)는 절연성의 잉크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쇄회로기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도전성 페이

스트도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아홀의 내부 영역을 페이스트를 충진시킨 후, 동박적층원판(10)의 도금층(14)상에 내층 회로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에칭 레지스트 패턴 (30)을 형성한다(도 1e 참조).

여기서, 에칭 레지스트 패턴(30)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트워크 필름에 인쇄된 회로 패턴을 기판 상에 전사하여야 한다.

전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감광성의 드라이 필름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의해 아트 워크 필름에 인쇄된 회로 패턴을 드라이 필름으로 전사하는 방식이다.

이때, 회로 패턴이 전사된 드라이 필름은 에칭 레지스트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에칭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에칭 레

지스트 패턴(30)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의 도금층(14)이 제거되어 소정의 내층 회로패턴(15)이 형성된 베이스 기판을 제작

한다(도 1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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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내층 회로패턴(15)이 형성된 베이스 기판상에 소정의 빌드-업 층을 구현하기 위하여 층간 절연을 수행하는 수

지층(40)을 적층시킨 후(도 1g 참조), 상기 베이스 기판에 형성된 내층 회로패턴(15)과 후술하는 외층 회로패턴과의 전기

적 접속을 수행하는 블라인드 비아홀(50)을 수지층(40)에 형성한다(도 1h 참조).

이때, 상기 블라인드 비아홀(50)은 기계적 드릴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관통홀을 가공할 때보다 정밀한 가공을 요하므로

YAG(Yttrium Aluminum Garnet)레이저나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블라인드 비아홀(50)을 가공한 후, 상기 가공된 블라인드 비아홀(50)에 대한 동도금을 수행하는 동시에

소정의 외층 회로패턴이 형성되는 도금층(60)을 형성한다(도 1i 참조)

이후, 상기 도금층에 대한 소정의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외층 회로패턴 (61)을 형성하고(도 1j 참조), 상기 도금층(60)에

형성된 외층 회로패턴(61)을 보호하는 동시에 솔더링 공정에서 외층 회로패턴(61) 사이에 솔더 브리지(땜납 걸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PSR 잉크 (Photo Imageable Solder Resist Mask ink)(70)를 도포시켜 최종적인 패키기 기판을 완성하

였다(도 1k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은 동박적층원판(CCL)(10)을 코어층으로 이용하여 상·하층에 build-up 층을 형성하는 Semi-additive 방

식을 이용한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동박적층원판(10)의 사용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패키지 기판의 두께

가 두꺼워지고, 이로 인하여 고속화, 고밀도, 소형화 대응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집적화(system in

packaging)를 형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무전해 도금에 의한 seed layer로 전해동을 쌓은 후

드라이 필름을 이용하여 미세회로를 구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micro meter 이하의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 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미세 회로패턴으로 가면 갈수록 드라이 필름의 층간들뜸 (delamin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여 불량

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극 산화를 통하여 메탈 코어(Metal Core)의 오픈 영역에 산화층을

형성하고, 상기 산화층 사이에 전기 동도금 및 패이스트 충진을 수행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시킨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은,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층을 성

장시키는 단계;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

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또 다른 제조 방법은,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

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

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수

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또 다른 제조 방법은,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

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산화층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

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

는 단계; 상기 선택 에칭된 산화층 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또 다른 제조 방법은,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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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가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 및 상기 베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적층 및 가압하여 다층의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은 상기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를 형성한 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

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할 수 도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 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대

하여 설명한다.

먼저, 코어리스 패키지 기판의 중심 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다(도 2a 참조).

여기서, 상기 메탈 코어(100)는 0.2㎜ 내지 1.0㎜의 두께를 갖는 알루미늄(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연

(Zn), 탄탈륨(Ta) 등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 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양극 산화에 의한 산화층이

성장되는 오픈 영역을 형성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메탈 코어(100)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200)을 피복시키고, 소정 형상

의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 (300)을 정합시킨다(도 2b).

이후, 상기 아트워크 필름(300)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이 형성될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형성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고(도 2c 참조), 상기 오픈 영역에 형성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다(도 2d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에 산화층이 성장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

(Anodizing)을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에 회로패턴간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층(500)을 성장시킨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메탈 코어(100)를 붕산, 인산, 황산, 크롬산 등의 전해액에 담은 후 메탈 코어(100)에 양

극을 인가하고 전해액에 음극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에 형성된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회로패

턴간의 전기적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피막층(Al2O3)(즉, 알류미늄(Al) 코어에 대한 산화처리를 수행하여 성장시킴)을 성장

시킨다(도 2e 참조).

이때, 상기 성장된 산화층(500)의 높이는 경도 및 경질 피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 미크론 정도의 두께로 성장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오픈 영역(400)을 제외한 나머지 메탈 코어 (100) 영역을 피복하고 있는 드라이 필름(200)을

벗겨냄으로써, 메탈 코어(100)상에 형성되는 회로패턴간의 전기적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층(500)을 최종적으로 형성한다

(도 2f 참조).

여기서, 상기 산화층(500)은 메틸 코어(100)에 대해 소정 깊이 침투하여 형성되는 홈 형상(Grooved type)으로 형성되고,

이에 의하여 층간들뜸 (delamination) 현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산화층(500)은 최종 제조된 패키지 기판에서 생성되는 열을 외부로 발생시키는 히트 싱크로서의 역할을 또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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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500)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층(500) 사이에 도전층

을 형성하여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600)을 형성한다

즉,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에 성장된 산화층(500) 사이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전기 도금시켜 도전층을 형성시

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도 2g 참조).

이때,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은 산화층(500)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하여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도전층을

형성시켜 구현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도 2h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미세 회로패턴(6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형

성된 미세 회로패턴(600)을 피복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미세 회로패턴을 보호하는 수지층(700)을 형성한다(도 2i 참조).

이때, 상기 수지층(700)은 일반적으로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熱硬化性) 수지인 에폭시 수지가 주로 사

용되되, 상기 에폭시 수지는 1.230~1.189 범위의 비중, 굽힘강도, 굳기[硬度]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할 뿐 만 아니라 경화

시에 휘발성 물질의 발생 및 부피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 상에 형성되는 미세 회로패턴 (600)을 피복하는 수지층(700)을 형성한 후, 상

기 메탈 코어(100)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완성시킨다(도 2j

및 도 2k 참조).

여기서, 도 2j는 산화층(500) 사이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동도금에 의하여 미세 회로패턴(600)을 구현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고, 도 2k는 산화층(500)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미세 회로

패턴(600)을 구현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코어리스 패키지 기판의 중심 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알루미늄 (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

연(Zn), 탄탈륨(Ta) 등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는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다(도 3a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양극 산화에 의한 산

화층이 성장되는 오픈 영역을 형성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메탈 코어(100)상에 의하여 경화처리되는 드라이 필름(D/F)(200)을 피복시키고, 소

정 형상의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300)을 정합시킨다(도 3b).

이후, 상기 아트워크 필름(300)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이 형성될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영역에 형성된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고(도 3c 참조), 상기 오픈 영역에 형성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다(도 3d 참조) .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에 산화층이 성장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양극 산화

(Anodizing)을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을 성장시킨 후(도 3e 참조), 상기 오픈 영역(400)을 제외

한 나머지 메탈 코어(100)를 피복하고 있는 드라이 필름(200)을 벗겨냄으로써 회로패턴간의 전기적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

층(500)을 최종적으로 형성한다(도 3f 참조).

이때, 상기 오픈 영역을 통하여 성장되는 산화층의 높이는 경도 및 경질 피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20 내지 100 미크론 정도

의 두께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500)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층(500) 사이에 도전층

을 형성하여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한다.

즉,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에 성장된 산화층(500) 사이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전기 도금시켜 도전층을 형성시

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도 3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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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은 산화층(500)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하여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도전층을

형성시켜 구현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도 3h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미세 회로패턴(600)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통하여 산

화층을 선택 에칭하여 제거하고(도 3i 참조),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형성된 미세 회로패턴(600)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지층(700)을 형성한다(도 3j 참조).

이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완성시킨

다(도 3k 및 도 3l 참조).

여기서, 도 3k는 산화층(500) 사이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동도금에 의하여 미세 회로패턴(600)을 구현

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고, 도 3l는 산화층(500) 상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미세 회

로패턴(600)을 구현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코어리스 패키지 기판의 중심 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알루미늄 (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

연(Zn), 탄탈륨(Ta) 등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는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다(도 4a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양극 산화에 의한 산

화층이 성장되는 오픈 영역을 형성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메탈 코어(100)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 필름(D/F)(200)을 피복시키고, 소정 형상

의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 (300)을 정합시킨다(도 4b).

이후, 상기 아트워크 필름(300)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이 형성될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형성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고(도 4c 참조), 상기 오픈 영역에 형성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200)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다(도 4d 참조) .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에 산화층이 성장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양극 산화

(Anodizing)을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을 성장시킨 후(도 4e 참조), 상기 오픈 영역(400)을 제외

한 나머지 메탈 코어(100)를 피복하고 있는 드라이 필름(200)을 벗겨냄으로써 산화층(500)을 최종적으로 형성한다(도 4f

참조).

이때, 상기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성장되는 산화층(500)의 높이는 경도 및 경질 피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20 내지 100

미크론 정도의 두께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의 오픈 영역을 통하여 산화층(5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형성될

미세 회로패턴(600)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지층(700)을 형성한다(도 4g 참조).

이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메탈 코어(100)를 제거한다(도 4h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한 후, 상기 산화층 (500)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

(500)을 선택 에칭하여 제거한다(도 4i 참조).

이후, 상기 산화층(500)이 제거된 공간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600)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을 제

작한다.

이때,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은 선택 에칭된 산화층(500)이 제거된 공간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전기 도금시켜 도전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구현된다(도 4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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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은 산화층(500)이 제거된 공간에 스크린을 이용하여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도전층을 형성시킴으로써 구현할 수 도 있다(도 4k 참조) .

여기서, 도 4j는 선택 에칭된 산화층(500)이 제거된 공간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동도금에 의하여 미세 회

로패턴(600)을 구현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고, 도 4k는 산화층(500)이 제거된 공간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

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미세 회로패턴(600)을 구현한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양극 산화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코어리스 패키지 기판의 중심 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알루미늄 (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

연(Zn), 탄탈륨(Ta) 등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는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다(도 5a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를 제공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양극 산화에 의한 산

화층이 성장되는 오픈 영역을 형성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메탈 코어(100)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 필름(D/F)(200)을 피복시키고, 소정 형상

의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300)을 정합시킨다(도 5b).

이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이 형성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형성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고(도 5c 참조), 상기 오픈 영역에 형성된 미 경화 처리된 드

라이 필름(200)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다(도 5d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에 산화층이 성장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에 대한 양극 산화

(Anodizing)을 수행하여 상기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을 성장시킨 후(도 5e 참조), 상기 오픈 영역(400)을 제외

한 나머지 메탈 코어(100)를 피복하고 있는 드라이 필름(200)을 벗겨냄으로써 회로패턴간의 전기적 절연을 수행하는 산화

층(500)을 최종적으로 형성한다(도 5f 참조).

이때, 상기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성장되는 산화층(500)의 높이는 경도 및 경질 피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20 내지 100

미크론 정도의 두께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오픈 영역(400)을 통하여 산화층(500)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층(500) 사이에 도전층

을 형성하여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한다.

즉,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에 성장된 산화층(500) 사이에 구리 등의 도전성 금속을 전기 도금시켜 도전층을 형성시

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정 형상의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도 5g 참조).

이때,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은 산화층(500)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하여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도전층을

형성시켜 구현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도 5h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미세 회로패턴(600)을 형성한 후, 상기 미세 회로패턴(600)이 형성된 메

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를 형성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 도금에 의하여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공정을 참조하여 플레이팅 포스트

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미세 회로패턴(600)이 형성된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200')을 피복시키고(도

5i 참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통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여 플레이팅 포스트가 형성

될 오픈 영역(400')을 형성한다(도 5j 참조) .

이후,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오픈 영역(400')에 대한 전기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전층을 형성시키고,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가 형성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피복된 드라이 필름(200')을 벗겨냄으로써 층간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플레이팅

포스트(800)를 형성시킨다(도 5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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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800)는 오픈 영역(400')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구현

할 수 도 있다.

이때, 미세 회로패턴(600)간의 전기적 절연을 수행하는 상기 산화층(500)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통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

여 산화층(500)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할 수 도 있다(도 5l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800)를 형성한 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일측면에 형성

된 미세 회로패턴(600)을 피복하여 외부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지층(700)을 형성한다(도 5m 참조)

이후, 상기 메탈 코어(100)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메탈 코어(100)가 제거된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한 후(도 5n 참조), 상기 페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층간 전기적 접촉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800)를 정합한 상태

로 적층 및 가압하여 다층의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한다(도 5o 내지 도 r 참조).

여기서, 도 5o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 도금에 의하여 미세 회로패턴(600) 및 플레이팅 포스트(800)가 형성된 베이스 기판

을 적층하여 형성된 다층의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고, 도 5p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린 인쇄에 의하여 미세 회로패턴

(600)및 플레이팅 포스트(800)가 형성된 베이스 기판을 적층하여 형성된 다층의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다.

또한, 도 5q는 본 발명에 따른 선택 에칭에 의하여 제거된 산화층(500) 사이에 전기 도금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600) 및

플레이팅 포스트(800)가 형성된 베이스 기판을 적층하여 형성된 다층의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고, 도 5r는 본 발명에 따

른 선택 에칭에 의하여 제거된 산화층(500) 사이에 스크린 인쇄에 의한 미세 회로패턴(600) 및 플레이팅 포스트(800)가

형성된 베이스 기판을 적층하여 형성된 다층의 패키지 기판의 단면도 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양극 산화를 이용한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메탈

코어(Metal Core)의 오픈 영역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산화층을 형성하고, 상기 산화층 사이에 전기 동도금 및 패이

스트 충진을 수행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구현함으로써, 더 미세한 회로를 기존 설비에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층간

들뜸(delamination)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패키지 기판을 제작할 수 있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리스(coreless) 패키지 기판을 구현함으로써, 패키지 기판의 경박단소화, 다기능화 및 시스템의 집적

도를 향상시켜 시스템 인 패키징 (system in packaging)을 구현할 수 있다는 효과를 또한 제공한다.

여기서, 상술한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할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형성된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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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을 피복시키는 단계;

상기 드라이 필름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을 정합시키는 단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오픈 영역에 피복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는 알루미늄(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연(Zn), 탄탈륨(Ta)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층은 메탈 코어의 소정 깊이까지 침투된 홈 형상(Grooved typ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

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도금방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

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은 구리(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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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8.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형성된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을 피복시키는 단계;

상기 드라이 필름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을 정합시키는 단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오픈 영역에 피복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는 알루미늄(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연(Zn), 탄탈륨(Ta)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층은 메탈 코어의 소정 깊이까지 침투된 홈 형상(Grooved typ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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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도금방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

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은 구리(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5.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산화층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선택 에칭된 산화층 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을 피복시키는 단계;

상기 드라이 필름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을 정합시키는 단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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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픈 영역에 피복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는 알루미늄(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연(Zn), 탄탈륨(Ta)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층은 메탈 코어의 소정 깊이까지 침투된 홈 형상(Grooved typ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

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도금방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

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은 구리(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2.

메탈 코어의 일측면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에 대한 양극 산화를 수행하여 오픈 영역을 통한 산화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 상에 형성된 산화층 사이에 도전층을 형성하여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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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가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탈 코어의 다른 일측면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여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 및

상기 베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적층 및 가압하여 다층의 패키지용 베이스 기판을 제작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의 형성 후에 상기 산화층에 대한 마스킹 공정을 수행하여 산화층에 대한 선택 에칭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을 피복시키는 단계;

상기 드라이 필름상에 오픈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을 정합시키는 단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오픈 영역에 피복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산화층이 성장될 오픈 영역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는 알루미늄(Al), 니켈(Ni), 마그네슘(Mg), 티타늄(Ti), 아연(Zn), 탄탈륨(Ta)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층은 메탈 코어의 소정 깊이까지 침투된 홈 형상(Grooved typ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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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도금방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

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은 구리(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회로패턴은 상기 산화층 사이에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플레이팅 포스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미세 회로패턴이 형성된 메탈 코어의 일측면상에 경화처리되는 드라이필름(D/F)을 피복시키는 단계;

상기 드라이 필름상에 플레이팅 포스트 형성 영역을 오픈 시키기 위한 회로패턴이 형성된 아트워크 필름을 정합시키는 단

계;

상기 아트워크 필름을 통하여 드라이 필름에 대한 자외선 조사를 수행하여 상기 드라이 필름에 대한 경화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형성 영역에 피복된 미 경화 처리된 드라이 필름에 대한 에칭을 수행하여 플레이팅 포스트 오픈 영

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오픈 영역에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오픈 영역에 형성되고,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도전층은 도전성 금속을 이용한 전기 도금방식

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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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은 구리(C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팅 포스트 오픈 영역에 형성되고, 층간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도전층은 스크린을 이용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진 및 건조시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키지 기판의 제작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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