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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전력 분배, 신호 분배 및 용량성 감결합을 제공하는 스택 가능형 층상의 기판층을 포함
한 미소 피치 패턴의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실시예의 
경우, 본 발명은 금속 코어에서 시작하고, 코어를 패터닝하고, 코어를 유전체로 선택적으로 밀폐시키고, 
비어, 플러그 및 신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을 선택적으로 증착시키고, 비어 및 플러그 상에 결합 
야금과 함께 덴드라이트를 형성시킴으로써 기판 상의 평면 위 또는 아래로부터 스택 가능형 연결을 제공
하는 기판층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은 금속 시트 상에 박막의 고유전율 결정
막을  형성하고  이어서  고유전율  결정막  상에  금속층을  증착시키기  위한  졸-겔  처리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고유전율 결정막은 캐패시터층의 유전체로서 작용하여, 그 후에 연속하여 팬턴화되고, 유전체에 
의해 피복되고, 캐패시터를 상호 접속시키고 비어를 형성하기 위한 금속층이 선택적으로 증착되어 있다. 
다음에 비어들의 단부들은 덴드라이트 성장 및 결합 야금 처리를 받아 스택 가능형 상호 접속 능력이 제
공된다. 금속 코어를 갖는 층들과 용량성으로 구성된 코어를 갖는 층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다층의 복합 
스택 가능형 층상의 회로 기판 구제체를 제조한다. 층상의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 구조체는 표면 실장형 
전자 회로 소자들과 복합 회로 기판의 전력, 신호 및 용량성 감결합 층들 간에 비어 및 플러그 형성의 덴
드라이트 및 결합 야금을 통한 직접 수직 연결을 제공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택 가능형 층상 회로 기판 구조의 제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내지 제10도는 전력 평면 및 신호 라인을 갖는 회로 기판층의 제조 중에 여러 단계에서의 개략적인 
횡단면도.

제11도 및 제12도는 두개의 전력 평면 회로 기판층의 준비와 박편 연결에 대한 개략적인 횡단면도.

제13도 내지 제20도는 회로 기판 캐패시터 구조체의 형성 중에 여러 단계에서의 개략적인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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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도는 두 회로 기판 캐패시터층의 박편 상호 접속에 대한 개략적인 횡단면도.

제22도는 연속하는 비어(via) 및 플러그 구조체를 통해 상호 접속되어 있는 신호층들, 전원층들 및 용량
성  층들을  포함하여  접지,  전력  및  신호를  플립-칩형  전자  회로  소자(flip-chip  type  electronic 
component)에 전달하는 박편 스택 가능형 4층 회로 기판 구조체의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횡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구리-인바-구리(CIC) 시트                                 29 : 유리층

41 : 박편 스택 가능형 다층 회로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전자 회로 기판 구조(electronic circuit board structures)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은 또한 스택된 상호 접속(stacked interconnection)을 통해 적층되어 있는 회로 기판들의 제조 및 사
용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본 발명은 스택 가능형 층상 회로 기판들의 효율적인 제조 및 
사용과, 용량성 구조(capacitive structures)를 제공하는 기판층들에 상기 회로 기판층들을 결합하여 사
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술 설명]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복합 전자 장치(complex electronic apparatus)에서
는 직접 회로 소자들을 상호 접속하는데 통상적으로 미소 피치 패턴의 다층 인쇄 회로 기판들(fine pitch 
pattern multilayer printed circuit boards)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회로 기판층에서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구리 패턴의 피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블라인드 비어 또는 플러그(blind vias or plugs)의 사용을 
포함하는  비어를  천공하고  도금하는(drilling  and  plating  vias)  종래  기술을  통해  층간  상호 접속
(layer-to-layer interconnection)을 구현하는 경우에, 층간 상호 접속은 보다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러한 다층 기판의 경우, 접지 경로(ground paths), 전원 통로(power supply paths) 및 신호 라인층 간
의 차폐물로서 평면의 구리 박판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집적 회로 패키지들(integrated circuit 
packages)들은 통상적으로 인쇄 회로 기판의 표면 상에서 그들의 전원 리드에 바로 인접하게 장착된 감결
합(decoupling) 캐패시터를 구비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있다.

플립-칩(flip-chip) 기술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집적 회로 다이(die)를 직접 부착하는데 필요한 미소 
배선 피치로 다층의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함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들로 인해, 본원 명세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미국 특허 제5,146,674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고밀도 회로 보드나 기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상기 특허에서 특징이 되는 기술은 최종적인 다층 기판 설계시에 전기 전도형 평면 시트(sheets)로부터 
층을 개별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상기 시트를 통해서 유전성으로 절연된 구멍들(holes)에 비어들과 
플러그들이 형성된다. 신호 라인들은 금속 코어 시트 상에 형성된 유전층 상에 증착되어 있는 전도층에 
패턴화된다. 정합 압축(aligned compression)에 의해 연속층들을 합치(mating)시키는 동안 비어와 플러그
들의 패턴을 통해 수직 상호 접속이 이루어진다.

비어와 플러그들이 동일한 수직 상호 접속 기능을 위해 제공되며, 이후 "비어"란 용어의 사용은 양쪽의 
구조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어들 간에서의 신뢰성 있는 연결은 이 비어들의 단부 상에 형성된 덴드라이트(dendrites)를 통해 이루
어진다. 이 덴드라이트는 정합된 층들이 압축될 경우 다른 층의 비어들 중의 대응하는 덴드라이트와 물리
적으로 접촉한다.  이러한 덴드라이트의 형성 및 사용은 본원 명세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5,137,461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직으로 상호 접속된 기판 구조의 사용에 대한 또 다른 개선점이 본원 명세서에서 참
조하고 있는 미국 특허 제5,363,275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는 고밀도 플립-칩 소자들을 상호 접
속시키고  또한  모듈화된(modularized)   부품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층들의 그룹
(groupings)을 상호 접속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가요성 케이블 자원(basic flexible cable resource)을 제
공하기 위해 다수의 층들을 선택적으로 적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기 미국 특허 제5,146,674호 및 제5,363,275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층 상호 접속 시스템의 개별층들
을 구비한 스택 가능형 층상 회로 기판의 제조는 개별층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 특허 제5,146,674호의 제
조 공정에 따른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제조 공정이 실행가능하더라도,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조 공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디지탈 시스템 클럭 속도와 집적 회로 다이의 I/O 라인 수가 증가되면, 집적 회로 다이의 리드에서의 전
원의 용량성 감결합이 보다 중요해진다. 집적 회로 패키지에 인접하여 감결합 캐패시터들을 장착하는 종
래 기술의 실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캐패시터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추가의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들 캐패시터는 당대의 집적 회로 소자에 비해 상당히 대
형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캐패시터는 표면 실장형 소자이므로, 접지와 전원 연결들이 캐패시터 리드에서
의 표면으로 루트되어야 하므로 감결합 경로에서 저항과 인덕턴스가 유도되어진다.

비록 집적 회로 다이 내에 용량성 구조체를 포함시킬 수 있더라도, 실리콘 면적의 비용과 제조가능한 캐
패시턴스의 크기에 의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선된 스택 가능형 층상 회로 기판 구조의 개별층들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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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하고 있는데, 상기 방
법은 금속 시트를 통과하는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시트 상에 제1 유전성 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유전성 재료층의 제1 및 제2 위치에서 제1 및 제2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 및 제2 
위치에서 금속 증착물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제1 위치에서의 금속 증착물은 상기 제1 유전성 제료
층에 의해 상기 금속 시트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비어를 형성하고 상기 제2 위치에서의 금속 증착
물은 상기 금속 시트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비어를 형성함- 와, 상기 비어들의 단부에서 덴드라이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비어들의 단부에서의 덴드라이트를 통한 전기 접속을 위해 개별 기판층들이 스택되어진다. 최종적인 다층 
기판은 캐패시터층, 접지 평면, 전력 평면 및 신호 라인을 포함하는 층상 구성을 갖는다. 비어들은 볼 그
리드 어레이 플립-칩 소자(ball grid array flip-chip devices)와 같은 표면 실장형 소자들의 미소 피치 
패턴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특징들 및 그외 다른 특징들은 이하의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
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다수의 양상들을 포함하는데, 그 첫번째는 전도형 코어 회로 기판층의 구조 
및 제조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캐패시터 코어 회로 기판 구조체의 구성과 효율적인 제조에 관한 것이
며, 마지막은 플립-칩 소자들과 같은 미소 피치 표면 실장형 소자들을 접속하는데 적합한 복합 구조체
(composite)내에 신호, 전원 및 캐패시터층들이 효율적으로 집적화된 스택 가능형 층상의 다층 회로 기판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우선 전도성 코어층에 대해 기술한 후, 용량성 코어층에 대해 기술하기로 
하며, 최종으로는 스택된 다층 복합 회로 기판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제조는 제1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약 0.025 밀리미터 두께의 구리-인바-구리(CIC)의 코어 시트(1)로 시
작된다. 비록 두께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금속 코어는 순수 구리, 크롬, 인바, 몰리브덴 또는 구
리-몰리브덴-구리로 구성될 수 있다. 염화동(cupric chloride)및 염산 등의 에칭제로 영역(3)을 노출시키
기 위해 코어를 포토리소그래피로 패턴화된 마스크(2)로 피복시킨다. 제2도는 영역(3)의 에칭 단계 후의 
CIC 층을 도시한 것으로, CIC의 시트를 통해 연장하는, 바람직하게는 원형인 구멍(4)이 나타나 있다. 이
후에 제3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화된 CIC 시트의 양측 상을 에폭시 또는 폴리이미드 등의 광형상형 
중합체(photoimagable polymer)의 비교적 두꺼운 유전층(6)으로 피복시킨다.

유전층(6)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마스킹 및 에칭하므로써 제4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구멍들(7)이 형
성된다. 에칭시에는 표준형 에칭제를 사용한다. 구멍들(7)은 유전층(6)의 벽에 의해 CIC 시트(1)와 전기
적으로 절연되어지는 한편 에칭된 개구(8)에 의해 CIC 시트(1)가 노출되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다음에는 제5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노출된 모든 표면 상에는 전도성 구리 공통층(9)이 
공칭 두께 0.001 내지 0.0025 밀리미터로 일치하게 증착되어진다. 이 공통층(9)은 후속 공정 동안 선택된 
영역의 도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음에는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도금해야 할 영역들을 선택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구리층(9) 상
에 포토리소그래픽에 의해 마스크(11)를 형성시킨다. 마스크(11)의 도금 및 스트립핑(stripping)에 이어
서, 제7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11)로 피복되지 않은 영역들은 공치 두께 0.015 내지 0.05 밀리
미터의 전도성 구리 증착층(12)을 갖는다. 제7도를 참조해 보면, 제조 공정 중 이 단계에서 회로 기판층
은 구멍(13)의 내벽, 개구(14)에서 CIC 시트(1)의 유전체 벽과 노출 영역, 및 구멍 패턴(13)의 자체 지지 
신호 라인 패턴(16) 또는 연장부(17)와 같이 선택적으로 패턴화된 라인으로서 회로 기판층의 하나 이상의 
표면 상에 비교적 두꺼운 구리 증착물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전도성 영역에 의해 최종 생성된 스택 가
능형 층상 회로 기판층들의 내부 및 이들 사이에 전기 통로가 형성된다. 다음에, 구멍(13)으로 한정된 비
어의 단부와 개구(14)로 한정된 비어형 플러그 구조체를 제외한 전부를 피복시키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
에 의해 마스크(18)를 패턴화한다. 마스크(18)의 목적은 미국 특허 제5,137,46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덴
드라이트를 선택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영역을 한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9도는 덴드라이트 성장 처리
에 따른 회로 기판층의 횡단면도로서, 덴드라이트(19)는 구멍(13)으로 한정된 비어의 대향 단부에 형성되
며 덴드라이트(21)는 개구(14)로 한정된 비어형 플러그의 양쪽 단부 상으로 연장되어 있다. 또한 구멍
(13)에서 비어의 내부 통로를 따라 덴드라이트 물질이 증착되지만 덴드라이트 형성은 현저하게 덜 중요하
다(significantly less proounced)것에 주목해야 한다. 덴드라이트 영역을 결합 야금(joining 
metallurgy)으로 도금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주석/납 합금을 사용하며 명목상 0.0025 내지 0.025mm 두
께의 층을 제공한다.

제10도에서는 마스크(18)를 스트립핑한 다음 노출된 구리 공통층(9)을 에칭에 의해 제거시킨 층에 대한 
횡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제10도는 스택 가능형 층상 회로 기판 구조의 완전한 층을 나타낸다. 이 도면에
서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층은 각각의 덴드라이트 위 또는 아래로부터 개구(14)의 덴드라이트로 종단된 
플러그를 통해 전력 또는 접지 전위를 공급하는데 적합한 전도성 내부 코어(1)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층 구조는 구멍(13)으로 한정된 비어를 포함하며, 이 비어 역시 층의 상방 또는 하방으로부터의 덴드라이
트 접속에 유용하다. 이 비어가 전기 전도성 코어 시트(1)와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
야 한다. 그러나, 이들 비어 중 하나는 기판층의 상부면 상의 도체(22)에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해서, 
도체(22)와 같은 표면 도체들은 기판층의 위 또는 아래로부터 구멍(13)으로 한정된 비어의 덴드라이트 종
단부를 통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제10도의 기판층에서는 기판의 상부면 상에 형성된 전기 절연 전도성 
라인(23)이 도시되어 있다. 표면 도체(23)는 기판층의 표면 상의 신호 라인들의 구멍(13)으로 한정된 비
어와  개구(14)로  한정된  플로그  구조체와  전기적으로  구별되게  패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11도 및 제12도에서는 제10도의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을 사용하여 다층의 회로 기판을 형성하는 것
에 대해 도시되어 있다. 제11도에서, 회로 기판층은 점성이 있는 유전체(24)로 피복되어 도시되어 있다. 
다음에, 제12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상이한 표면 도체 패턴을 갖는 제2 기판층이 정렬되어 
가압 및 가열에 의해 정합되어진다. 적층 단계 중 가열에 의해 비어 덴드라이트 상의 결합 야금이 환류
(reflow)하여 완전 무결성이 높은 전기 접속이 형성된다. 스택된 구조는 플러그 구조체를 통한 각각의 코
어 도체들 간에 직접 접속을 제공하며 비어들과 관련된 신호 라인의 직접 접속을 제공한다. 덴드라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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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점성이 있는 유도체가 경계부를 경화(cure) 및 밀봉시켜 두개의 스택 가능층을 결합시키는 동안 신
뢰할 수 있는 전기 접속이 보장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기본 코어 구조체 내에 용량성 소자들을 형성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기판 캐패시터 구조체를 특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1) 박막의 고유전율 물질
의 사용으로 인한 캐패시턴스의 예외적인 크기, (2) 캐패시터 구조체와 표면 실장형 전자 장치들 간의 최
적화된 전기 접속 특성, (3) 캐패시터 구조체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제조 공정과 다른 스택 가능형 기판층
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제조 공정의 동일성 및 (4) 다수의 용량성 기판층들이 신호 및 전력 스택 가능형 
기판층에 연결될 수 있는 용이성이다. 캐패시터 구조체 스택 가능형 기판층들은 제12도를 참조하여 기술
된 덴드라이트에 의한 상호 접속식 스택 가능형 층상의 다층 기판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는 고 용량성, 
저 저항성 및 저 유도성의 구조체를 제공한다. 용량성 영역의 감결합 효과(decoupling effect)는 비어의 
어레이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캐패시턴스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자 장치 리드(device leads)로부터 
비어 경로를 따라 기판층보다 크기 않은 만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캐패시터 구조체 기판층의 제조 공정은 제13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CIC 시트(1)와 유사한 전도성 금속 
시트(26)를  용액-졸-겔(solution-sol-gel)(졸-겔)  화합물(27)로  피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트(26)는 
구리 산화물 및 졸-겔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을 제거시키기 위해 백금으로 도금된 인바 또는 백금의 플
래시 코팅(flash coating)으로 피복된 구리-인바-구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졸-겔 화합물(27)표면 상에 공
칭 두께 약 0.001mm 까지 스핀 코팅, 분무, 침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증착된다. 화합물(27)로서는 여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원에서 참조하고 있는 IBM  Research  Division,  T.  J.  Watson 
Research  Center에서  발행된  Beach씨와  그외  공동  저자에  의한  "Thickness  Dependent  Dielectric 
Properties  of  Sol-Gel  Prepared  Lead  Lanthanum  Titanate  Films"이라 제목의 1994년  4월  25일자 IBM 
Research Report RC 19550(84975)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납-란탄-티타네이트가 있다. 졸-겔 처리의 기초
가 되는 기본 개념들이 기술 잡지인 Advanced Materials에서 발표된 두 논문에 기재되어 있다. 첫번째 논
문은 Advanced Materials 3(1991), No.7/8, 334-340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Hennings 씨와 그외 공동 저장
에 의한 "Advanced Dielectrics : Bulk Ceramics and Thin Films"이라고 제목이 붙혀져 있다. 두번째 논
문은 Advanced Materials 3(1991), No.5, 258-259 페이지에서 나타난 Reuter에 의한 "Sol-Gel Processe
s"라고 제목이 붙혀져 있다. 이들 논문의 요지는 본원 명세서에 참조가 된다.

제14도에서는 명목상 700℃에 근접한 온도에서 고산소 환경 중에서 열적 어닐링을 행하는 졸-겔 처리의 
다음 단계를 일반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이 단계의 목적인 금속 시트(26) 상에 박막 결정막 층(29)을 형
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층(29)은 낮은 누설 전류와, 전형적으로 500인 매우 높은 유전율로 특징되어진
다. 물리학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자진자들은 유전층(29)에 관련된 여러 인자(factors)들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캐패시턴스의 값은 유전체의 두께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유전층(29)의 박막 
특징에 의해 단위 면적당 고 캐패시턴스의 구조체가 제공된다. 또한 캐패시턴스가 본원에서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전표면 상에 연장되어 있는 단위 면적에 정비례한다는 사실로부터 고 캐패시턴스가 유익하
다. 마지막으로, 캐패시턴스는 유전율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졸-겔 형성된 결정성 박막 물질의 예외적으
로 높은 유전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캐패시턴스가 더욱 두드러진다.

유전층(29)과 같은 결정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졸-겔 처리에 필요한 높은 온도를 FR 4와 같은 통상의 
인쇄 회로 기판 합성물의 능력 범위 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쇄 회로 기판 물질들은 120 내지 
180℃ 범위 내의 유리 천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갖는다. 대조적으로, 선택된 금속의 
산화 및 반응 특성이 열적 환경과 일치하면 금속 시트(26) 등과 같은 금속 시트 코어 구조체에는 졸-겔의 
열적 어닐링 온도가 적합하다.

결정성 박막층(29)의 졸-겔 처리 형성 다음에, 제15도에서 개략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층(29) 상에 참조 
번호(31)와 같이 화학적 기상 증착, 스퍼터링, 증발 또는 도금에 의해 수 미크론 두께의 전기 전도성 물
질층(32)을 증착시킨다. 이후에 제15도의 최종 3층 용량성 구조체는 제1도에서 시작하여 기술된 공정에서
와 동일한 기판층 제조 공정용 코어 시트로서 작용한다.

캐패시터 기판층 패턴 형성은 제16도에서 도시된 횡단면을 생성하는 공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처리된 마스크(33)로 용량성 코어 시트를 선택적으로 피복시키므로써 개구
(34 및 36)를 형성한다. 개구(34 및 36)의 형상은 원형인 것이 적합하다. 그 다음, 캐패시터 코어 시트를 
염화동(cupric chloride) 및 염산 등의 이방성 에칭제를 사용하여 에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칭 종료
와 마스크(33)의 스트립(strip)에 의해 제17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코어 시트에는 선택된 위치의 개구
(34 및 36)에서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코어 시트 상에는 제3도의 유전체(6)와 같은 유전체가 형성된다. 유전체(6)를 포토리소그래피 마
스킹 및 선택적 에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시킴으로써 유전성으로 절연된 비어 구멍(37)과, 유전성으로 
절연된 비어 구멍(38), 용량성 코어 시트의 금속층(26)까지 노출된 콘택 개구(39), 및 유전체(40)를 통해 
용량성 코어의 다른 금속층(29)까지 연장하는 개구(41)가 형성된다. 제5, 6 및 7도를 참조하여 기술된 것
과 유사한 처리를 행함으로써 제19도의 구조체가 산출된다. 이러한 처리에는 박막의 구리 공동층의 형성, 
마스크 형성 및 비어(37 및 38)를 통해 각 개구(39 및 41) 내에 금속 후막층을 형성하기 위한 도금이 포
함되며, 후속되는 형성은 실효 캐패시터 플레이트(26 및 29)와 전기적으로 공통되어 있다. 마스크의 스트
립 후에, 캐패시터층 회로 기판 구조체는 제19도의 황단면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난다.

도금된 전도층(42)이 개구(37)를 통해 콘택에서부터 유전체(40) 내의 개구(39)의 캐패시터 구조체의 전도
성 플레이트(26)까지 회로 기판의 다른 측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하게, 도금된 
금속층(43)이 구멍(38)을 통해 연장되어 있으며 접촉 개구(41)를 통해 캐패시터 플레이트(29)에 전기 접
속되어 있다.

제8,9 및 10도를 참조하여 기술된 것과 유사한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한 마스킹 및 덴드라이트 형성 처리에 
의해 제20도에서 도시된 용량성 회로 기판층 구조체가 산출된다. 덴드라이트 피복된 비어(37)는 캐패시터 
구조체의 한 플레이트에 공통이지만, 덴드라이트 피복된 비어(38)는 캐패시터 구조체의 대향하는 플레이
트에 공통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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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캐패시터층들을 평행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제21도의 구조체가 생성된다. 점성이 있는 유전체(39)는 
제12도를 참조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합치된 두개의 회로 기판층을 밀봉하고 결합시키는데 사용된다. 또 
다시, 적층 단계 중의 가열에 의해 비어 상의 덴드라이트의 결합 야금이 환류하여 완전성이 높은 전기 접
속이 이루어진다.

제21도의 복합 구조체에 대해 주목할만한 것은 회로 기판 용량성 구조체가 평행하게 연결되며, 이러한 형
태에서는 연속한 신호 및 전력 분배층들을 상방 또는 하방으로 다른 상호 접속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용이함이다. 우선, 용량성 층들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제조 공정은 신호 및 전력 분배 회로 기판층들을 형
성하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는 전력 및 전기 신호를 분배하는 회로 기판층들을 스택 가능형 층상의 다층 회
로 기판 구성에서 용량성 감결합을 제공하는 층들과 상호 접속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
례가 제22도에서 도시되어 있다. 제22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복합 구조체는 제22도에서 도시된 구조체
의 하단부에 위치된 제21도의 두개 캐패시터층과, 전기 신호를 분배하고 전력을 분배하고 상방에 적층되
어 있는 것에 차폐를 제공하는 제12도의 두개의 층을 갖고 있다. 캐패시턴스의 분배를 증진시키려면, 다
른 직접 상호 접속을 위해 구성 요소로서 전원 및 접지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어레이를 사용하여 용
량성 기판층들을 상호 접속 시킬 수 있다. 예시의 목적상 스택 가능형 층상의 다층 회로 기판(41)은 볼-
그리드 어레이형 플립-칩 전자 회로 소자(ball-grid array chip type flip-chip clectronic component)의 
볼 (42, 43, 44)과의 또다른 연결을 예기하여 도시되어 있다. 특히 전원 비어(47) 및 접지 비어(48)가 각 
볼(42 및 44)과 직접 수직 정합하여 위치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위치 설정에 의해 다층 회로 
기판 구조체의 기초가 되는 용량성 층에 의해 제공된 감결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의의 저항성 및 유도
성 효과가 최소화된다. 이와 동일하게, 전자 회로 소자 볼(43)은 바로 아래의 다층 기판 연결로부터 신호
를 수신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신호 경로에서의 어떤 저항 또는 인덕턴스뿐
만 아니라 신호 경로의 길이를 감소시킨다.

지금까지 비록 본 발명을 특정의 실시예에만 대해 기술 및 도시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는 여러가
지의 변형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stackable  circuit  board  layer)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속 시트
(metallic sheet)를 통과하는 구멍(holes)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시트내에 상기 구멍을 형성한 
후, 상기 금속 시트와 그 내부의 구멍 상에 제1 유전성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유전성 물질
층의 제1 및 제2 위치(at respective first and second locations)에 각각 제1 및 제2 구멍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금속시트내에 형성된 상기 구멍중 하나와 정렬되고,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금속 시트내에 형성된 상기 구멍중 하나와 정렬되지 않음 -와, 상기 제1 및 제2 위치에 증착물을 선택적
으로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제1 위치에서의 상기 금속 증착물은 상기 제1 유전성 물질층에 의해 상기 금
속 시트와 전기적으로 절연된 비어(via)를 형성하며, 상기 제2 위치에서의 상기 금속 증착물은 상기 금속 
시트의 표면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비어를 형성함 -와, 상기 비어의 단부에서 덴드라이트(dendrites)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덴드라이트 상에 결합 야금(joining metallurgy)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증착물의 선택적 형성 단계는, 상기 제1 유전성 물질층 및 상기 금속 시트의 
비선택 영역을 마스킹(masking)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킹 단계 중에 피복되지 않은 영역 상에 상기 금속
을 도금(plat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도금 단계 전에 공통층(commoning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도금 단게 후에 
노출된 공통층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소 시트는 구리-인바-구리 합성물(a copper-invar-copper composition)을 포함하
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증착물의 선택적 형성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위치에서의 상기 금속 증착물
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 상기 제1 유전성 물질층 상의 제3 위치에 금속 증착물을 형성하는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2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덴드라이트 형성 단계는, 상기 비어의 단부 이외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마스킹하는 단계와, 마스킹되지 않은 영역들을 덴드라이트로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택 가능형 회
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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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시트는 전기 도전성 물질 외부층들 사이에 결정성 박막 중간층을 삽입시킨 3
층의 합성물인 스택 가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도전성 물질 외부층들중 하나는 구리-인바-구리 합성물로 이루어지는 스택 가
능형 회로 기판층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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