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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도 부재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이중 기층 패키지 어셈블리

요약

본 발명은 한 쌍의 기층을 포함하고 전도 부재(예를 들어, 인쇄 회로 기판)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자 
패키지 어셈플리에 관한 것이다. 제1기층은 대향한 회로 패턴을 포함하고, 한 표면 상의 패턴이 보다 높
은 밀도로 되어 있으므로 고 밀도 전자 장치가 장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고 밀도 패턴은 제2기층의 
접점에 접속되는 보다 작은 밀도의 제2패턴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또, 이들 접점은 보다 작은 밀도로 
되어 있고, 전도 부재 상의 도체(예를 들어, 구리 회로 패드)에 결합되는 유전성 부재를 통해 연장된다. 
따라서, 어셈블리의 다양한 부분들의 용이한 접속이 보장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도 부재의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이중 기층 패키지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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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키지 어셈블리의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어셈블리를 확대하여 도시한 부분 측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어셈블리의 제1도보다 확대하여 도시한 부분 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11 : 전자 부품

20 : 제1기층                          27 : 패드

30 : 제2기층                          31 : 제2도체

40 : 전도 부재                        41 : 제1도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분야 특히(집적 회로, 트랜지스터, 레지스터, 또는 캐패시터와 같은) 적
어도 하나의 능동 또는 수동(active or passive) 전자 부품을 인쇄 회로 기판, 회로 모듈 등과 같은 전도
(전기 회로) 부재에 접속시키는 패키지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훨씬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정보 처
리 시스템(컴퓨터)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기 타입의 패키지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설계시에, 특히 컴퓨터 분야에서 이용되는 이들 어셈블리에 대한 현재의 추세는 컴
퓨터의 주요부들을 형성하는 회로 장치들의 접속 및 상호 접속을 모두 제공하는 고 밀도, 고 배선 능력 
및 고 신뢰성 어셈블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 밀도 및 고 배선 능력은 그 어셈블리가 최소의 공간에서 
소정 기능을 위한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고 신뢰성은 이들 장치들의 치명적인 불량 
접속이 발생하면 완제품에 잠재적인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또, 시스템의 다양
한 부품들[즉, 커넥터, 집적 회로(칩), 기판, 모듈 등]의 효과적인 수리, 업그레이드(upgrade), 및/또는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셈블리가 최종 제품 내의 영역에서 분리 가능 및 재접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먼지 및 섬유성 파편에 대해 내구성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 능력은 또한 그 제품들에 
대한 제작 공정 중에, 예를 들어 테스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유사한 타입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방법이 현재 이용 가능하지만 기능성, 성능 및/또는 가격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그러한 실예로는, 기층(substrate)이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로 제조된 
통상적인 인쇄 회로 기판이다. 패키지 어셈블리를 결합 소켓 내로 꽂아넣기 위해서 사용되는 핀은 [통상
적으로 피닝(pinning) 공정에 의해] 기층을 통해 직접 부착되기 때문에 많은 절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를 들어, 핀은 기층의 상부면을 통해 돌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 및 기계 부품은 패키지 어셈블리의 
주변을 둘러싸는 핀 열(rows)에 의해 형성된 경계 내에 위치되어야 한다. 기층의 배선 능력은 핀에 대해 
요구되는 도금관통 구멍(plated-through holes)의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 인해 절충된다. 이것은 잠재적
인 배선 채널(wiring channel)의 상당수를 제한한다. 더욱이, 핀의전체 배열(full array)[핀의 주변 배열
만을 형성하는 감소(depopulation)가 전혀 없음]을 필요로하는 설계는 돌출한 핀이 거의 최소수의 부품을 
상부면에 배치하는 것을 간섭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극히 어렵다. 패키지 응용은 보다 많은 외부 접속에 
대한 요구, 패키지 어셈블리에 의해 사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소망 그리고 신호 또는 전력 접속을 
기층의 주변으로 팬 아웃(fan out)시킨 다음에 인쇄 회로 구조체로 출력(exit down)시키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그것을 인쇄 회로 구조체로 직접 출력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소망을 포함한 많은 이유들로 
인해 핀의 전체 배열을 요구할 수 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2 방법의 실시예는 알루미나 또는 유리-세라믹과 같은 공지된 재료로 구성되고 
통상적으로 부품들과 동일 측면상에 있는 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배선층(wiring layers)을 갖는 기층의 
사용을  포함한다.  개시된  발명과  비교해서  상기  타입의  캐리어(carrier)에  대한  한계성은  비용이  더 
들고, (앞의 실예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인한) 제한된 배선 능력, 핀의 전체 영역 배열을 지원할 수 없다
는 점 및 그 유리 또는 세라믹 기본 캐리어가 핀-인-호울(pin-in-hole) 부품들의 사용을 지원하기 어렵다
는 사실이다.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 제3 방법의 실예는 또한 알로미나 또는 유리 세라믹과 같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지
만 통상적으로 다수의 배선층을 갖는 기층의 사용을 포함한다. 또한, 이 타입의 구조체는 다층 세라믹 모
듈로서 공지되어 있다. 이 타입의 구조체는 다수의 배선층 뿐만 아니라 커넥터 수단용으로 사용되는 개별 
부착 핀을 갖기 때문에 제한된 배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한다. 핀은 기층의 하부(를 통해 연장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에 부착(통상적으로, 경납땜)된다. 그러나, 이 재료로는 주로 핀-인-호울 부품의 사용 및 (특
히, 40㎜ 보다 큰 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가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하여 상
기한 한계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양한 전자 부품을 전기 회로 부재에 접속 및 상호 접속시키는 패키지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에 대해서는 미합중국 특허 제5,036,431호, 제5,155,905호, 및 제5,010,44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
허를 읽으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이들 특허에 기재된 기술은 많은 전술한 단점, 예를 들어 제한된 배선 
능력, 핀의 전체 영역 배열을 지원할 수 없고, 핀-인-호울 부품의 사용을 지원할 수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설계, 고가의 제조 비용 등을 포함한다.

1993년 9월 28일자로 허여되고 발명의 명칭이 고 밀도 커넥터(발명자 : 알.에이.부삭코 등)인 미합중국 
특허 제5,248,262호에 있어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일부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가요성 회로 구성 요
소와 관련 스프링 수단을 조합하는 것들을 포함한 전기 접점이 마련된 전기 커넥터가 명시되어 있다. 본 
발명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된 제5,248,262호는 본 발명에서 참고로 기재되어 있다.

수동 및 능동 전자 부품들을 전기 회로 부재에 효과적으로 신뢰성 있게 접속할 수 있는 패키지 어셈블리
는 그 접속이 (접속 및 재접속이 용이하게 발생되는 것과 같이) 반복성이 있고,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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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할 수 있는 다른 유리한 특징을 제공하며, 본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능동 및 수동 전자 부품을 전기 회로 부재에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접
속시킬 수 있고, 그 접속이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분리되고 반복될 수 있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싸고, 또한 상대적으로 아주 단순한 설계로 이루어진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다수의 제1도체를 갖는 전도 부재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자 패키지 어
셈블리가 제공되는데, 그 어셈블리는 제1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제1 표면 및 제1 밀도보다 작은 제2
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제2 표면을 구비하고 제1 및 제2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
속되는 제1기층과 제1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부품과, 그리고 
다수의 제2 도체를 갖고 전도 부재 상에 위치 결정되기에 적합한 유전성 부재를 구비하는 제2기층을 포함
하며, 제2기층의 제2도체 중의 선택된 도체는 제1기층의 제2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에 결합되고 제2밀도와 
유사한 밀도로 이루어지고, 제2도체는 제2기층이 그 위에 위치 결정될 때 제1전도 부재의 도체들의 각각
의 도체에 전기적으로 결합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기타 및 또 다른 목적, 잇점 및 능력과 함께 본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도
면과 관련해서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청구 범위를 참조하면 된다.

제1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전도 부재(40)에 적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
리(10)이 도시되어 있다. 패키지 어셈블리(10)은 제1기층(20), 적어도 하나(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제2 도
체(31)을 포함하는 제2 기층(30), 및 적어도 하나(바람직하게는 수개)의 전자 부품(11)을 포함한다.

용어 제2 기층은 실시예에 따라 좌우되는 상이한 방식 인자(form factor)들로 충족될 수 있는 하나 이상
의 전도성 소자(예를 들어, 제2 도체)가 마련된 하나의(a piece of) 절연재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예는 하나 이상의 핀들을 보유하는 유전체층(핀형 배열 헤더로 본 기술에서도 공지된 유전제층과 핀의 
조합체), 부가적인 배선 능력 및/또는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유전체층이 라인, 패드, 전도성 비어(vias), 
도금 관통 구멍 등과 같은 부가적인 회로 소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상기한 유전체-핀 실예와 유사
한 조합체,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역 배열 인터포유져 스타일(area array interposer-style) 커넥터용 하우
징을 포함한다. 이들 실예에서 사용되는 제2 도체는 제2 기층(30)의 특정 실시 에 따라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키지 어셈블리(10)을 단면으로 도시한 보다 상세한 도면이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1 기층(20)은 제1 
밀도의 전기적 패턴(23)을 갖는 제1 표면(22) 및 제1 밀도보다 작은 제2 밀도의 전기적 패턴(25)를 갖는 
제2 대향 표면(24)를 포함한다.

용어 밀도는 선형 밀도[즉, 패드의 배열과 같은 부품 또는 형상 패턴에 대한 한 선형 방향으로서 인치당 
입력/출력(I/O)  접점의 수]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실예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1 표면
(22) 상에 위치 결정되는 쿼드플랫 팩(quad flat pack)으로 본 기술에서 공지된 부품은 그 네 측면의 각
각의 약 0.0508 내지 0.0635㎝ 중심(약 0.020 내지 0.025 in centers) 상에 전도성 리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도 부재(40) 상의 제1 도체(41) 안으로 꽂아 넣어질 수 있는 제2 기층(30)의 제2 도체(31)에 
부착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2 표면(24)상의 패드의 배열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X 및 Y 방향으로 
기준 설정된 것에 있어서) 0.254㎝ 중심(0.100 in centers) 상에 위치될 수 있다.

일련의 하나 이상의 라인 및/또는 패드를 포함할 수 있는 제2 표면(22) 상의 전기적 패턴(23)은 하나 이
상의 전자 부품(11)들 사이에 상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접속은 내부 라인(26), 전도성 비어
(28), 도금 관통 구멍(29) 등과 같은 내부 회로 소자들을 사용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

전자 부품(11)은 상이한 종류(varieties) 및 방식 인자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1 기층(20)의 제1표면
(22) 상에 주로 위치 결정되지만 제1 표면(22), 제2 표면(24)의 어떠한 조합체 상이나 심지어는 제1 기층
(20)의 외주연 둘레에 위치될 수도 있다. 전자 부품(11)의 실예는 레지스터,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베어
(bare)  반도체,  [쿼드  플랫  팩  및  듀얼  인라인  패키지(dual  inline  package)와  같은]  패키지  안의 
반도체, 그리고 멀티 칩 캐리어(muilti-chip carrier) 상에 패키지된 반도체를 포함한다. 이들 부품(11)
은 이들이 기층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세 개의 통상적인 방식 인자, 즉(A) 핀-인-호울, (B) 표면 장착
(surface mount), 및 (C)[와이어본드 (wirebond) 및 플립-칩 부착(flip-chip-attach)을 포함한] 직접식-
칩-부착(direct-chip-attach)으로 구분된다. 부품(11)은 납땜, 전도성 접착제, 와이어본딩 및 경납땜과 
같이 본 기술에서 공지된 방법에 의해 표면(22) 상의 전기적 패턴들 중 하나에 부착될 수 있다. 또, 패키
지 어셈블리(10)은 커넥터, 히트싱크(heatsink) 및 작동/클램핑 수단과 같은 기계적 부품들을 포함하기 
위한 지지체를 제공할 수 있다. 패키지 어셈블리(10)의 주된 목적이 하나 이상의 전자 부품(11)로부터 인
쇄 회로 기판, 회로 모듈 등과 같은 전도 부재(40)으로 신호 및 전력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어셈
블리는  어셈블리(10)  상의  부품(11)들  간에도  신호  및  전력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련의 하나 이상의 라인 및/또는 패드를 포함할 수도 있는 제1 기층(20)의 제2 표면(24) 상의 전기적 패
턴(25)은 제1 기층(20)으로부터 제2 기층(30)에 위치 결정된 제2 도체(31)로 직접적인 전기적 접촉을 제
공하고자 하는 일련의 패드(27)로 주로 구성된다. 또, 전기적 패턴(25)는 제1 기층(20)의 제2 표면(24) 
상의 하나 이상의 전자 부품(11)들에 대해, 만일 이들 부품들이 그 위에 위치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들은 
제2도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 표면(22) 상의 부품들과 유사 할 수 있음], 이들 부품으로, 이들 부
품으로부터 및 이들 부품들간에 상호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제1 기층(20)의 두 표면(22, 24) 상의 적기적 패턴들간의 ( 및 어떠한 부가적인 내부층들에 대한) 상호 
접속은 바람직하게는 내부 라인(26), 패드(27), 전도성 비어(28) 및/또는 도금 관통 구멍(29)를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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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1 기층(20)은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 테프론(Tefron, 델라웨어주 윌밍톤 소재
의 이. 아이. 듀퐁 드네모어 앤드 코., 인크. 의 상표), 캡톤(Kapton, 델라웨어주 윌밍톤 소재의 이. 아
이. 듀퐁 드네모어 앤드코., 인크. 의 상표), 또는 유필렉스(Upilex, 델라웨어주 윌밍톤 소재의 아이씨아
이 아메리카즈의 상표)와 같은 유전체 재료(21)로 된 인쇄 회로 기판이다. 제1 기층(20) 쪽으로 및 내부
로의 대부분의 상호 접속을 제공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제1 기층(20)의 상부 및 내부의 전기적 패턴은 구
리(또는, 예를 들어 구리 합금, 알루미늄 등 뿐만 아니라 전도성 잉크 등과 같은 기타 재료를 포함하는 
유사한 금속재)와 같은 전기 전도성 재료로 구성된다. 종요한 것은 구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재
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및 열 저항성 때문에 전기적 패턴용으로 양호한 재료라는 점이다. 세
라믹을 기초로 한 기층에서와 같은 다른 실시에 있어서, 이들의 수평 및 수직 접속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상이한 수단과 재료에 의해 실시된다.

중요하게는,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다소 바용이 싼 반면에 미소한 라인 회로 
구성 요소 (즉, 소직경 전도성 비어 및 도금 관통 구멍과 함께 폭이 좁은 인쇄 회로 라인 및 공간)의 사
용을 통해서 매우 높은 배선 능력을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응용예들에 있어서의 다른 많은 유전체 재료에 
비해 몇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 카드 또는 기판은 기계적 부품들 
뿐만 아니라, (A) 핀-인-호울 (B) 표면 장착, 및 (C) (와이어본드 및 플립-칩-부착을 포함한 공지된 방법
을 통해 실시된) 직접식-칩-부착을 포함하는 전자 부품 형태들의 많은 다양한 방식 인자를 포함하는 것을 
용이하게 허용한다. 이는 세라믹을 기초로 한 캐리어에 비해 상당한 잇점이 있다. 더욱이, 제1 기층(20)
은 이것에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인쇄 회로 구조체의 모든 잇점 및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및 신
호 분배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예에 있어서, 제1 기층(20)은 약 5.08㎝(2.0 in)의 폭 및 길이 치수(제1도의 WFS)를 각각 
가질 수 있다. 또, 이 기층은 단지 약 0.1575㎝(약 0.062 in)의 두께 치수(제1도의 TFS)를 가질 수 있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은 또한 본 실시예의 양호한 실시에 있어서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로 이루
어지고 제1 기층(20)과 거의 같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제2 도체(3
1)을 포함하는 제2 기층(30)을 포함한다. 중요하게는, 제2 기층(30)의 열 팽창 계수가 제1 기층(20)의 열 
팽창 계수와 근사함으로써 전체적인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기계적 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제2 기층(30)은 안으로 삽입되는 적어도 하나, 바람직하게는 한 배열의 제2 도체(31)을 포함한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2 도체(31)은 본 기술의 공지된 방법에 의해 제2 기층(30)의 개구에 마찰식으로 위
치 결정되는 개별 핀이다. 한 실예에서, 합계 160개의 그러한 핀이 사용될 수 있다. 황동 또는 인청동과 
같은 전도성 재료로 구성되고, 머리(32), 몸통(33) 및 꼬리(34)로 이루어진 제2 도체(31)은 예를 들어 나
사기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머리(32)는 바람직하게는 둥근형이고, 평탄한 상부면을 포함하며, 이 도
체가 위치 결정되는 개구보다 약간 더 큰 직경을 갖는다. 몸통(33)은 통상적으로 이것이 제2 기층(30)의 
개구에 삽입되면 제2 도체(31)의 보다 나은 유지력을 제공하도록 외부면에 (도시되지 않은) 바브(barb), 
홈 또는 릿지를 포함한다. 꼬리(34)는 통상적으로 직경이 매끄럽고 일정해서 도금 관통 구멍 또는 핀 격
자 배열 소켓(pin-grid-array socket, 제2도) 안으로서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예에 있어서, 제2  기층(30)은 약 4.318㎝(약 1.7  in)의 폭 및 길이 치수(제1도의 
WSS)를 각각 가질 수 있다. 또, 이 기층은 단지 약 0.1575㎝(0.062 in)의 두께 치수(제1도의 TSS)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2기층은 전체적인 크기에 있어서 기층(20)보다 다소 작으며, 바람직하게는 유사한 두
께로 되어 있다.

[제1 기층(20)의 경우와 같이] 제2도의 실시예에서의 제2 기층(30) 상부 및/또는 내부에는 전기적 패턴이 
없지만, 상기 내부 및/또는 외부 패턴의 사용은 본 발명의 영역 내에 있다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2 기층(30) 내의 제2 도체(31)의 머리(32)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기층
(30)의 상부 표면(38) 위로 융기된다. 이것은 납땜과 같은 공정이 사용될 수 있는 조립중에 오염물이 끼
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제거를 도와준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머리(32)는 특정 조립 공
정 등을 단순화하는 것과 같이 본 발명의 양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38)과동일 높이거나, 또는 약간 
하부에 장착될 수 있다. 머리(32)의 직경은 응용예에 따라 또는 심지어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응
용예 내에서도 변경될 수 있다. 큰 직경의 머리(32)는 둘 사이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제1 기층
(20)에 보다 용이하게 또는 보다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지만, 작은 직경 머리(32)는 제1 기층(20)의 제2 
표면(24) 상의 전기적 패턴(25)상의 회로 구성 요소의 배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감소된 배열(depopulated array)의 제2 도체(31)[예를 들어, 단지 289개의 핀카운트 배열(예를 들어, 17 
X 17 패턴)의 외부 열만]이 사용되는 경우에, 제2 기층(30)의 중심부는 제1 기층의 제2 표면(24) 상에 부
가적인 부품(11)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3차원적 전자 패키징을 허용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 기층(30)은 제2 도체(31)의 전체 배열에 대해서 꼬리(34)의 일정한 간격과 
머리(32)의 상부면의 일정한 높이를 모두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전자는 전도 부채(40)의 제1 도체
(41)로의 제2 도체(31)의 성공적인 접속을 도와주고, 후자는 제1 기층(20)의 제2 표면(24) 상의 전기적 
패턴(25)로의 제2 도체(31)의 부착을 도와준다.

제2 기층(30)의 제2 도체(31)은 (도시되지 않은) 클램핑 수단에 의해 전기적 패턴(25) 상의 패드(27)에 
부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납땜, 전도성 접착제 또는 경납땜과 같은 보다 영구적인 방법에 의해 부
착되어진다.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납땜이 사용된다. 개개의 제2 도체(31)에 대한 캐리어로서 제2 기층
(30)을 포함하는 것은 모든 제2 도체(31)이 단일의 표면 장착 푸품으로 제1 기층(20)에 부착되는 것을 허
용하기 때문에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제조성을 크게 향상시킨 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하게는,  도체(31)은  예를  들어  양면  이중  투과  적외선  땜납  재유동(double-sided,  double-pass 
infrared solder reflow)과 같은 공지된 방법을 사용해서 표면 장착 부품(11)과 동시에 부착된다. 또, 그 
조립 공정을 돕기 위해 제2 기층의 적어도 작은 부분은 제2 도체(31)이 없게 함으로써 조립 장치[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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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픽 앤드 플레이스 공구(pick-and-place tool]에 의한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기층(20)을 통해서 제2 도체(31)을 부착하는 대신에, 많은 전술한 구조체에서 미이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은 그 제2 도체의 위치 결정과는 별도로 전자 부품(11)의 배치를 허용한다는 사
실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부재(40)으로서의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상호 접속은 주로 제2 기층(30)의 제2 도체(31)이 전
도 부재(40) 내의 제1 도체(41)에 전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들 상호 접속은 영구적인 형태
[납땜, 전도성 페이스트(paste)등)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필드 분리성(field-separable)이 
있다. 용어 필드 분리성은 제조 위치를 떠나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장비의 두 개
의 개별 푸품을 고 신뢰도를 갖고 분리할 수 있고 나중에 재접속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
용된다.

제2 도체(31)과 제1 도체(41)의 실시는 상호 접속이 영구적 형태인가 또는 필드 분리성이 있는 형태인가
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들이 영구적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제2 도체(31)은 (가능하게는 땜납으로 덮힌)
핀,  땜납  구상체,  땜납  융기물(bump)  등을  포함하며,  제1  도체(41)은  인쇄  회로  패드,  땜납 버키트
(bucket), 땜납 융기물 등을 포함한다. 상호 접속이 필드 분리성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제2 도체(31)은 
(바람직하게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핀의 적어도 일부분 상에 니켈, 금, 은, 팔라듐 등과 같은 
내식성의 양호한 전도 금속재로 도금된) 핀, 인터포우져 스타일 커넥터에서의 전도성 접점 부재 등을 포
함하며, 제1 도체(41)은 그 핀 또는 접점과 결합하도록 설계된 소켓을 포함한다.

필드 분리성 구조체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2 기층(30)의 일련의 제2 도체(31)은 (예를 들어, X 및 Y방
향으로 기준 설정된 것에 있어서) 대략 0.254㎝ 중심(약 0.100 in centers) 상에 위치될 수 있고, [바람
직하게는, 제로 삽입력 타입(zero insertion force type)의] 핀 격자 배열 소켓의 일련의 제1 도체(41)과 
정렬 되어 그 내부에 위치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2도에서와 같이) 그 소켓은 (바람직하게는 납땜과 같
은 공정을 통해서) 전도 부재(40)(기판, 카드, 또는 모듈과 같은 인쇄 회로 구조체)에 전기적으로 접속됨
으로써, 전도 부재(40)으로서의 전자 부품(11)의 상호 접속을 완료한다.

만일 제2 기층(30)이 매우 얇으면 [즉, 0.00127㎝ (0.005 in) 두께의 캡톤층], 이 층은 제2 도체(31)이 
제1 기층(20)에 부착 완료되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입의 구조체의 사용은 땜납 접합부 상
의 있음직한 피로뿐만 아니라 도체(31)의 있음직한 굽힘으로 인해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이 전도 부재
(40)로의 삽입 및 그로부터의 제거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응용예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접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적 패턴(23, 25) 상에 위치 결
정되어 그것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도시되지 않은) 커넥터 또는 케이블을 통해 부가적인 상호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한 실예는 표면 장착 패키지의 특정 부품을 핀 격자 
배열 형태로 동일 핀아웃(pinout)과 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표면 장착 부품이 인쇄 회로 구조체 상
의 핀 격자 배열 소켓과 역방향 호환성(backward compatible)이 있게 하는 능력을 전자 패키지 조립체
(10)에 제공된다. 이는 부품의 핀-격자-배열 형태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 핀-격자-배열형태가 
훨신 더 비싼 상태, 또는 우수한 대체품(보다 나은 성능, 보다 낮은 전력 소비, 저가 등)으로 교체하면서
도 핀 호환성을 여전히 유지시킴으로써 기존 회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 등을 포함하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할 수 있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전자 시스템의 제작자에 대해 부가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제작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업그레이드 소켓 다음의 시스템 기판에 
저기능, 저비용의 표면 장착 집적 회로(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납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
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제작자는 그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상에 원
래의 표면 장착 집적 회로를 패키징함으로써 시스템 기판상의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환수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가 주문 제작(build-to-order)방식을 실시하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전압 조
절 수단이 제1 기층(20) 상에 포함될 수 있다. 컴퓨터 산업에 이를 응용한 한 일예는 개인용 컴퓨터에 
3.3 볼트[또는 다른 비 5 볼트(non-5-volt)] 반도체를 지원한 것이다. 많은 개인용 컴퓨터의 전력 공급 
장치는 5 볼트 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상에 전압 조절 수단을 포함함으로
써 기존 시스템에 보다 새로운 3.3 볼트 반도체의 사용을 허용한다. 더욱이, 그것은 전자 패키지 어셈블
리(10)이 다양한 전압 요구 사항(예를 들어, 3.3 볼트 및 5 볼트)를 가지면서 단일 전압(예를 들어, 5 볼
트) 입력만을 요구하는 다양한 타입의 반도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제1 기층(20)에 (도시
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전압면(voltage planes)을 포함하여 사용함으로써 전력 분배 성능의 저하가 없이 
달성될수 있다. 전압 조절 수단은 선형 또는 절환 조절기 회로 등을 포함하는 본 기술에서 공지된 몇 개
의 상이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절환 조절기는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짐으로써 보
다 적은 전력( 및 열)을 낭비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제2도에 도시된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10)의 상호 접속의 타입은 기존의 전도부재(40) 상의 기존의 핀-격
자-배열  소켓안으로  꽂아넣기  위한  업그레이드  유니트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예들에  대해  효과가 
좋다. 새로히 개발된 응용예들에 있어서, [0.254㎝ X 0.127㎝(0.100 in X 0.050 in)보다 상당히 작은 격
자 상에 도체를 제공하는 능력과 같이] 통상적인 핀-격자-배열 소켓의 몇가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패키지 어셈블리 접속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시도는 제3도에 대해 하기
에 기재되어 있다.

제3도에서, [제2 도체(61)을 포함하는] 제2 기층(60)은 인터포우져 스타일로 되어 있다. 이것의 한 실예
는 본원 발명에서 참고로 기재된 미합중국 특허 제5,248,262호에 기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핀형 
배열 헤더의 잇점을 유지시키는 것과 더불어 제3도의 실시예는 몇 개의 다른 잇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잇점들은 0.254㎝(0.100 in)보다 훨씬 더 조밀한 격자 상의 전체 영역 배열 접속, 잠재적으로 보다 나은 
전기적 성능,및[커넥터수단이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고 제1기층(20)에 클램핑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조립 및 재생을 지원하면서도 필드 분리성이 있는 전도 부재(40)과의 인터페이스를 허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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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제3도에서, 제1 기층(20), 적어도 하나(바람직하게는 다수)의 제2 도체(61)을 내부에 포함하는 제2 기층
(60), 및 적어도 하나(바람직하게는 수개)의 전자 부품(11)을 포함하는 패키지 어셈블리(10)이 도시되어 
있다.

제1 기층(20)은 바람직하게는 제2도의 기층(20)과 유사하므로, 제1 밀도의 전기적 패턴(23)을 갖는 제1 
표면(22)와 제1 밀도보다 작은 제2 밀도의 전기적 패턴(25)를 갖는 제2 대향 표면(24)를 포함한다.

또,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은 제2 유전성 기층(60)과 제2 도체(61)의 배열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2 기층(60)과 제2 도체(61)은 영역 배열 인터포우져 스타일 커넥터로서 실시된다. 그 커넥
터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한 실예로서, 필요한 상호 접속을 제공하도록 다수의 전도성 
경로, 예를 들어 소직경 와이어, 작은 전도성 트레이스, 또는 대략 일련의 기둥형 전도성(또는 전도성있
게 도금된) 재료를 포함하는 유전성 탄성 종합체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예로는 통상적으로 베릴륨-구
리, 구리-은 또는 몰리브데늄과 같은 재료로 된 매우 미세한 [통상적으로 0.00254 내지 0.00508 ㎝(0.001 
내지 0.002 in)직경]금 도금 와이어가 유전성 기층 내의 일련의 일정 간격 개구들 중 하나 속으로 삽입되
는 버튼형접점으로 압축 형성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인 제3도의 실예에 있어서, 제2 기층(60)은 제2 도체(61)에 대한 보호성 하우징, 
그리고 어셈블리(50)의 적당한 정렬, 맞물림 및 성공적인 접속을 보장하도록 제2 도체(61)을 유지 및 정
향시키는 구조체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몇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성명된 바와 같이, 기층(60) 및 도체
(61)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미합중국 특허 제5,248,262호에 기재되어 있다.

제2 기층(60, 제3도 참조)은 바람직하게는 전기 절연체,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로 성형되고 그리고 바람
직하게는 대체로 직사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예에 
있어서, 제2 기층(60)은 약 5.842㎝(약 2.3in)의 (도시되지 않은) 폭과 단지 약 0.4826㎝(약 0.190 in)의 
결합된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제2 기층(60)의 양호한 재료는 플라스틱이고, 그 재료의 적합한 일예는 벡
트라(Vectra, 훽스트 썰레네스 코페레이션의 상표), 라이톤(Ryton, 필립스 페트롤륨 캄파티의 상표), 페
놀 및 폴리에스테르이다.

제2 기층(60)은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결합 도체(61)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긴전기 절연성 위치 결정 부재
(64)를 포함한다. 각 위치 결정 부재(64)는 바람직하게는 그 수직 측면의 하나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
소 볼록한 형태를 갖고 그 반대 측면에 대체로 오목한 형태를 갖는 단면을 포함하고, 중합체 재료(그 재
료의 접합한 일예는 전술한 벡트라, 라이톤, 페놀 및 폴리에스테르 재료임)로 되어 있다. 기층(60)은 바
람직하게는 주조 또는 압출과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도시되지 않은) 클램핑 단부에 의해 위치가 
유지된다. 그 클램핑 구조체는 단순히 부재(20, 40) 상의 각 표면과 맞물리는 C형 클램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접한 위치 결정 부재(64)는 일련의 사전 응력을 받
는 위치(65)를 형성하며, 이들 각각은 도체(61)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 전기 절연성 위치 결정 부재(6
4)는 초기에 두 개의 외측 소재 표면(66)과 하나의 내측 소재 표면(67)에서 제2 도체(61)과 접촉해서 제2 
도체(61)을 약간 휘게 함으로써 이들 도체들을 중심에서 약간 휜 자유 부동(free-floating) 위치에 유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제2도체(61)은 접점(66, 67)과 휘어진 제2 도체(61)의 세 표면사이의 마찰에 
의해 유지된다. 이 약간 휜 형태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의 작동 중에 모든 제2 도체(61)이 동일 방
향으로 편위되도록 제2 도체(61)의 굽힘 방향을 미리 정해준다. 부가적으로, 각 위치 결정 부재(64)의 외
부면(66)과 그에 바로 인접한 위치 결정 부재(64)의다소 볼록한 형태 부분은 각 제2 도체(61)의 각각의 
양단부(62, 63)이 기층의 유전체의 외측으로 돌출하게 해주는 한 쌍의 슬롯(68)을 한정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2 도체(61)은 베릴륨-구리와 같은 전도성 재료로 이루어지고 스탬핑 또는 에칭과 
같은 공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또는 (유연성 회로의 일부로서 형성된 도체의 열과 같이)보다 큰 군의 일부
로서  형성될  수  있다.  베릴륨-구리는  제2  도체(61)의  전기적  기능을  수행(예를  들어,  전도성  경로를 
제공)하면서 기계적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스프링 수단에 대한 요구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제2 도체
(61)에 대한 양호한 재료이다. 바람직하게는, 제2 도체(61)[또는 적어더 양 단부(62, 63)]은 니켈, 금, 
은, 팔라듐 등과 같은 내식성의 양호한 전도 금속재로 도금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 기층(60)의 일련의 제2 도체(61)은 비록 훨씬 작은 센터간의 거리가 가능하
지만 X 및 Y 차원에 있어서 모두 0.127㎝ 중심(0.050 in centers)에 위치되어 있다. 제2 도체(61)의 치수
는 특정한 기계적 및 전기적 변수들을 만족시키도록 변경될 수 있다. 한 실예로서, 제2 도체(61)은 베릴
륨-구리로 이루어지고, 0.508㎝(0.200 in)의 길이, 0.0762㎝(0.30 in)의 폭 및 0.00508㎝(0.002 in)의 두
께를 갖는다.

중요하게는, 기계적으로 좌굴 비임(buckling beam)로서 작용하는 제3도의 제2도체(61)은 넓은 범위의 수
직 컴플라이언시(compliancy)에 걸쳐 좁은 접위의 접촉력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 있어서 
0.0508㎝(0.20 in)보다작은 수직 컴플라이언시 범위는 10 퍼센트 보다 큰 힘의 편차를 유지하면서 달성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통상적인 영역 배열 커넥터는 100 내지 300 퍼센트의 힘의 편차에 비해 0.0254㎝
(0.010 in)보다 작은 가능 수직 컴플라이언시 범위를 가진다. 부가적으로, 제2 도체(61)에대한 좌굴 비임 
타임의 스프링 수단의 사용은 제2 도체(61)의 길이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신호 및 전력 운반 관점 모두
에서의 전기적 특성 및 열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제2 도체(61)의 양 단부(62, 63)은 전도 부재(40) 상의 제1 도체(41)과 제1 기층(20)의 제2 표면(24) 상
의 전기적 패턴(25)가 최초로 접촉한 거의 직후에 최대힘을 받으며 나머지 작동중에 대체로 동일한 힘을 
유지한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적으로, 제2 도체(61)이 (보다 큰 힘 편차를 갖는 도체들
에 대한 경우와 같이)매 접촉시 최소력을 달성하도록 혹사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2 도체(61)은 전도 
부재(40) 상의 불필요한 클램핑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전도 부재(40)으로의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의 상호 접속은 제1 기층(20)의 제2 표
면(24) 상의 전기적 패턴(25) 상의 접촉 패드(27)을 제2 도체(61)의 단부(62)에 그리고 제2 도체(61)의 
단부(63)을 전도 부재(40) 상에 위치된 제1 도체(41)(예를 들어, 구리패드)에 전기적 결합시킴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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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필드 분리성이 있는 어셈블리에 대해 단 하나의 필드 분리성 인터페이스가 요구되지만, 본 실
시예의 양호한 실시에 있어서는 제2 도체(61)의 양 단부에서의 인터페이스가 필드 분리성이 있으므로 필
요에 따라 제2 기층(60) 및 제2도체(61)]의 필드 교환을 허용한다.

상기인터페이스의 정렬은 기층(예를 들어 20) 중 하나로부터 연장된(도시되지 않은)한 쌍의 둘출 핀을 이
용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이들 핀은 다른 기층(예를 들어, 60)과 전도 부재(40) 내의 (도시되지 않
은) 대응 개구와 정렬되어 그 안에 위치 결정된다. 양 기층(60, 20) 내의 대응 개구 내에 삽입되기 위해 
전도부재(40)으로부터 연장된 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렬을 위한 다른 수단이 용이하게 가능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과 전도 부재(40)에 대한 작동 수단이 상세하게는 도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클램핑과 같은 본 기술에서 공지된 몇가지 방법으로 달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제2 기층(60)/제2 도체(61) 조합체의 기능성을 작동 중에 접촉부에서의 접촉 저항, 열 분산, 및 온도
를 감소시키는 접촉 잉여부(contact redundance)를 제공함으로써 접속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제2 도체
(61)의 양 단부(62, 63) 상에 (도시되지 않은) 수지상(dentritic) 요소와 같은 관통형 접촉 형상부를 포
함함으로서 향상될 수 있다. 더욱이, 수지상 요소는 전도 부재(40)에 대해 도시된 것과 같이 도체 상에 
존재할  수  있는  먼지,  필름,  섬유성  파편을  돌파할  수  있다.  그  수지상  요소는  미합중국  특허 제
5,237,743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돌출  단부(62,  63)상에  마련될  수  있다.  그  요소는  캐나다  특히 제
1,121,011호에 개시된 방법으로 도체(27,41) 뿐만 아니라 핀(31)의 선택된 부분[예를 들어, 머리(32)]상
에 형성 될 수도 있다. 또, 이들 양 특허는 본 발명에서 참고로 기재되어 있다.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의 접속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적 패턴(23,25)에 위치 결정되어 그
것에 전기적으로 결합된(도시되지 않은) 커넥터 또는 케이블을 통해 부가적인 상호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세하게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50)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2도의 
실시예에 대해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2 기층(20) 상에 전압 조절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 부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 인자의 수동 및 능동 전자 부품을 전기 
회로 부재에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접속할 수 있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가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으며, 
본 발명에 있어서 그 접속은(접속 및 재접속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성이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싸고 또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한 설계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상기 설명으
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몇가지 다른 유리한 특징을 제공한다.

현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 여겨지는 것이 도시 및 기재되어 있지만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한정
된 바와 같이 본 기술에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의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이 본 발명에
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제1 도체를 갖는 전도 부재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에 있어서, 제1 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제1 표면과 제1 밀도보다 작은 제2 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제2 표면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는 제1 기층과, 상기 제1 표면 상의 적
기적 패턴에 적기적으로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부품과, 다수의 제2 도체를 갖고 상기 전기 부재 상
에 위치 결정되도록 구성된 유전성 부재를 구비하는 제2 기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2 기층의 제2 도체 중 
선택된 도체는 상기 제1 기층의 제2 표면 상의 상기 전기적 패턴에 결합되고 제2 밀도와 유사한 밀도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제2도체는 상기 제2 기층이 그 위에 위치 결정될 때 상기 전도 부재의 제1 도체의 각
각의 도체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상기 제1 표면과 상기 제2 밀도의 전기적 패턴을 
갖는 상기 제2 표면을 구비한 상기 제1 기층은 대체로 제1 표면과 제2 표면 사이에 위치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유전체 재료의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체 재료는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
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층의 제1 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은 금속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재는 구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전도성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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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은 금속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재는 구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전도성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
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부품은 납땜에 의해 상기 제1 기층의 상기 제1 표면 상의 전기적 패턴에 전기
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층의 유전성 부재는 제1 기층의 상기 유전체 재료의 층의 열 팽창 계수와 거
의 유사한 열 팽창 계수를 갖는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절연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재로는 유리 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층 내의 제2 도체는 금속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
셈블리.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체의 금속재는 청동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층 내의 상기 도체는 남땜에 의해 상기 제1 기층의 제2 표면 상의 전기적 패
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전압 조절 수단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조절 수단은 절환 전압 조절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
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재료는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층 내의 제2 도체는 금속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
셈블리.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체의 금속재는 베릴륨-구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
셈블리.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층 내의 상기 도체는 클램핑에 의해 상기 제1 기층의 제2 표면 상의 상기 전
기적 패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패키지 어셈블리.

도면

10-8

1019950004440



    도면1

    도면2

10-9

1019950004440



    도면3

10-10

101995000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