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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제]

비아 홀(via hole) 내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가지는 절연 시트를 적층하고 열압착해서 배선 기판을 제조할 경우, 절연
시트가 용융함으로써 비아 홀의 형상이 삐뚤어지고, 또한, 그 위치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신뢰성이 높은 전기접속부
를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해결 수단]

배선 기판의 제조시에 사용하는 절연 시트는, 그것을 관통해서 형성한 비아 홀 내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 도체로서 가지고, 그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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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다층배선 기판의 한가지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한가지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한가지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한가지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다른 한가지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6은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를 설명하는 DTA 곡선을 나타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절연층 101 : 비아 홀 도체

102 : 배선층 110 : 다층배선 기판

200 : 절연층 201 : 비아 홀 도체

202 : 금속배선 203 : 회로부품

210 :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 300 : 절연 시트

301 : 비아 홀 302 : 비아 홀 도체

303 : 배선층(또는 배선) 304 : 박리 캐리어

310 : 절연 시트 315 :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

320, 330, 340 : 절연 시트 350 : 다층배선 기판

400 : 절연 시트 401 : 비아 홀

402 : 비아 홀 도체 403 : 배선층(또는 배선)

404 : 박리 캐리어 405 : 회로부품

410 : 절연 시트 415, 416 :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

420, 430, 440 : 절연 시트 450 :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

500 : 절연 시트 501 : 비아 홀

502 :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

503 : 금속박 504 : 배선층(또는 배선)

505 : 회로부품 510, 520, 530 : 절연 시트

540 : 금속박 550 :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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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출원의 상호참조]

본원은 일본국 특허출원 제2001-296819호(2001년 9월 27일 출원, 발명의 명칭: 다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과 그 제조방법)에 근거해서 파리 조약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 인용에 의해, 상기 출원
에 기재된 내용은 본 명세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본 발명은, 적어도 유기수지를 함유하는 절연층을 관통해서 형성된 비아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
된 비아 홀(via hole) 도체를 통해서 전기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면배선 기판, 회로부품 내장 양면배선 기판, 다
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 및 이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배선 기판」이란 용어는 당업자에게는 주지의 용어이며,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여러가지의 부품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적어도 하나의 절연
층 및 적어도 하나의 배선층(또는 금속배선층)을 가져서 되고, 배선층에는 절연층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비아 홀 도
체가 전기접속되어 있다.

최근,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이동체 통신기기 등의 전자기기의 소형화, 박형화, 경량화 및 고기능화가 진전되고 있
다. 그것에 따라,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각종 전자부품의 소형화 및 박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기술개발이 활
발하다. 또한, 이들 전자부품이 실장(實裝)되는 배선 기판에 관해서도, 고밀도 실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요즘은 급속한 실장 기술의 진전과 함께 배선 기판에 대한 반도체 베아 칩의 직접 실장의 요망이
높아지고, 또한, 고속신호 처리 회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층배선 구조의 배선 기판에 대한 요망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요망에 대하여, 배선 기판에 있어서는 다층배선 기판의 층 사이 전기접속 방식인 인너 비아 홀(IVH, inner via
hole) 접속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그러한 배선 기판으로서는, 수지재료를 절연층으로 사용하는 다층배선 수지기판,
세라믹 분체와 수지재료의 혼합물을 절연층으로서 사용하는 다층배선 콤포지트 기판 등이 각 방면에서 제공되고 있
다.

그러한 다층배선 기판에 있어서, 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은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한 비아 홀 도체
는, 일반적으로 열경화성 수지로 형성된 절연 시트, 또는 열경화성 수지를 통상적으로 주성분으로서 함유해서 된 절
연 시트에 의해 형성된 절연층의 소정의 개소를 관통하는 비아 홀을 형성한 후에, 비아 홀 내의 내벽에 금속 도금을
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그러한 비아 홀 도체의 형성방법에서는 화학적인 도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 약품이 고가이
고, 처리 시간이 길다는 등에 의해 생산성과 경제성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배선층이 다층화한 배선 기판을 제작할
경우, 비아 홀 도체가 배선층 사이에서 임의의 소정의 개소에서 전기접속하도록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선 패
턴이 고밀도화한 배선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절연 시트를 관통하는 비아 홀을 소정의 개소에 형성한 후, 유기 바인더(열경화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함유해서 됨)와 도전성 분말로 된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 내에 충전하고, 그 후, 그러한 절연 시트를 배선층과
함께 가열 가압해서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비아 홀을 가열 가압함으로써, 비아 홀 중의 도전성 분말을 고밀도화
해서 도전성 분말끼리를 접촉시켜 비아 홀 도체를 형성함으로써 절연 시트의 양쪽에 배치된 배선층 사이를 전기접
속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해, 도금 등의 화학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비아 홀 도체를 형성할 수
있어 다층배선 기판에 있어서 고밀도의 전기접속을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배선층 사이를 전기접속하는 다
층배선 기판을 제조할 경우,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에 가진 상태에서 절연 시트가 소정의 배선층과 함께 가열
가압되어 경화한다. 도전성 페이스트 및 절연 시트에 함유되는 열경화성 수지는 모두 실온에서는 점도가 대단히 높
거나 실질적으로 고체의 상태이다. 즉, 유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가열되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저
하하거나 고체 상태로부터 용융해서 극히 높은 점도를 가진 상태(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착성을 가짐)로 된다.
그 후,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점도가 한층 저하하고,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즉, 자연히) 실온에
서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된다. 즉, 유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본 명세서에서
는, 그렇게 유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할 경우에 겉보기에는 용융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러
한 겉보기상의 변화를 「용융」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열경화성 수지는 그러한 용융상태 후에 온도가 더욱 상승
하면, 가교가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저하해 있었던 점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절연층을 형성하는 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 외에 배선 기판의 제조시에 겪게되는 온도에서는 용융하지
않는 추가의 성분을 함유하는 혼합물로 되어 있어도 좋다. 예를 들면, 제조하는 기판의 방열성(放熱性)을 향상시키
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절연 시트는 세라믹 분체를 함유해도 좋고, 게다가 또는 그 대신에, 보강재로서 무기 필러,
유리섬유 등을 함유해도 좋다. 이러한 절연 시트에 의해 형성된 절연층을 가지는 기판을 콤포지트 배선 기판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비용융 성분은, 그 사이즈가 극히 작으므로 열경화성 수지가 용융할 경우, 열경화성 수지와 실질적
으로 함께 거동한다. 즉, 절연 시트에 함유되는 열경화성 수지가 유동 가능해 질 경우, 비용융 성분은 열경화성 수지
와 함께 유동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절연 시트가 전체로서 용융상태가 되어 유동 가능해 진다.

위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용융」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열경화성 수지 또는 절연층을 형성하는 재료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절연층이 세라믹 분체와 수지재료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다층배선 콤포지트 기판을 제조할 경우에, 방열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유리섬유 등의 보강재를 포함하지 않은 절연 시트를 사용하는데, 이 절연 시트의 용융시의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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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강재를 포함할 경우에 비하여 낮다. 그리고 절연 시트의 용융시의 점도라 함은, 절연 시트를 구성하는 재료 전
체로서의 점도다. 예를 들면 절연 시트가 비용융 성분을 함유할 경우는, 그러한 성분을 함유하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점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을 하는 다층배선 콤포지
트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한 비아 홀을 가지는 절연 시트를 가열 가압하면 절연 시트
자체가 용융해서 유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그 결과, 비아 홀의 형상이 삐뚤어지기 쉬워지므로 충분한 압력을 가
할 수 없다. 그 경우, 비아 홀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분히 압축해서 고밀도화 할 수 없어 신뢰성이 높은 전기접속
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문제점, 비아 홀의 위치가 절연 시트에 형성했을 때의 위치에서 어긋나서 비아 홀의 위치
정밀도가 나빠질 경우가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 또한, 절연 시트가 용융해서 유동 가능해 지면, 비아 홀에서 도전성
페이스트가 밀려나와 절연 시트의 표면, 배선 쓰레기의 도체 사이 등의 영역의 안, 소정의 영역 이외의 영역에 부착
되어 인접하는 배선 도체끼리가 단락(短絡)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쉬웠다.

또한, 회로부품(예를 들면 베아 칩 반도체, LCR과 같은 칩 부품 등)이 절연층에 매설된 배선 기판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한 절연 시트의 용융에 의한 유동 가능성은 회로부품을 절연 시트 내에 매설할 때에 필수적이다. 절연 시트 내
에 회로부품을 매설할 때는, 회로부품의 체적에 상당하는 양의 절연 시트의 재료가 회로부품에 의해 밀려나오게 되
어, 그 때에 재료가 이동함으로써 상기한 절연 시트 자체의 유동에 의한 문제가 한층 현저해진다. 따라서, 회로부품
을 절연 시트 내에 매설함에 따른 회로부품 실장의 고밀도화를 도모하는 것과,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인너 비아
홀에 의해 최단 거리의 전기접속을 함에 따른 배선의 고밀도화를 양립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의 적어도 한가지, 바람직하게는 전부를 완화하는, 바람직하게는 해소하는 양면배선
기판, 회로부품 내장 양면배선 기판, 다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 및 이들의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한가지 요지에 있어서, 본 발명은, 여러가지 배선 기판 제조에 사용하는 절연 시트를 제공하고, 이 절연 시트는, 그것
을 관통해서 형성한 소정의 비아 홀 내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를 가지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
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다. 이 절연 시트는, 배선 기판에 있어서 절연층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절연층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비아 홀 내에 형성된 비아 홀 도체가 절연층의 양쪽에 위치하는 배선층의 배선 사이를 소정의 개
소에서 전기접속한다. 제조되는 배선 기판은, 거기에 필요에 따라 전자부품 등을 실장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전자기
기를 제조할 수 있다.

다른 요지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상기한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그 방법은, 절연 시트를 관통하는 소정의
비아 홀을 형성하고,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경화 개시온도를 가지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에 충
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분말(예를 들면 구리입자) 및 유기 바인더를 함유해서 된다. 이 유기
바인더는, 열경화성 수지(예를 들면 에폭시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더욱이 경화제 및/또는 경화 촉진제를 함유해도
좋다. 또는, 도전성 페이스트는, 그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유기용매(예를 들면 부틸 카르비톨)를 함유해도 좋
다. 상기한 요지의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비아 홀에, 예를 들면 스크린 인쇄에 의해 충전할 수 있는 페이
스트 상태에 있어, 거기에 함유되는 열경화성 수지는 비아 홀에 충전된 상태에서는 미경화의 상태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성분을 함유해도 좋다. 예를 들
면, 방열(放熱)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라믹 분말 등을, 또는, 보강을 위해서 유리섬유 등을 함유해도 좋다. 상기한 도
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와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의 관계를 만족하는 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도전성
페이스트 및 절연 시트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도 좋고, 혹은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도 좋으며, 또한, 비
아 홀 접속 방식을 이용해서 제조되는 배선 기판용의 공지의 도전성 페이스트 및 절연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한 요지의 발명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시트 형태의 부재(部材)이며, 거기에 포함되는 열경화성 수지는 미경화의 상
태이다.

다른 요지에 있어서, 본 발명은, 소정의 비아 홀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해서 형성되는 비아 홀 도체가, 절연층의
주표면(즉, 층을 규정하고, 층의 양쪽에 위치하는 면)의 적어도 한 쪽에 배치된 소정의 배선층에 전기접속된 배선 기
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이 방법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고, 절연층을 형성하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
다 낮은 경화 개시온도를 가지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에 충전해서 형성되는 비아 홀 도체를 절연 시트에 배치
된 이 배선층에 전기접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상기한 본 발명의 절연 시트를 얻은 후, 절
연 시트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쪽에 배선층을 배치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되는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절연 시트에 배선층을 배치해서 전기접속함에 있어서는, 배선층의 전기접속하
고자 하는 부분과 절연 시트에 형성한 비아 홀을 위치를 맞춘다. 즉, 위치적으로 정렬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a) 상기한 본 발명의 절연 시트(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음)를 준비
하는 것, 및

(b) 절연 시트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배선층을 배치하고,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촉하는 것

을 포함해서 된다. 이 제조방법에 있어서, 그 후, 후술하는 바와 같은 공정을 거쳐서 여러가지의 배선판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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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배선층을 배치하고,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한다」라는 것은, 소정의 비아 홀 내에
포함되는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되는 비아 홀 도체와 소정의 배선층과의 사이에서 소정의 전류가 흐르도록
접속부가 형성되는 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도 좋고, 배선층을 구성하는 배선의 소정의 영역과 비아 홀 도체가 접
속된다. 통상적으로, 배선층의 그 이외의 영역은 절연 시트와 접착되지만 전류는 물론 흐르지 않는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비아 홀 내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절연 시트 위에 소정의 배선층을 배치하고, 가
열하면서 이들을 일체로 압압(押壓)(즉, 가열 가압)함으로써 전기접속한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소정의 여러가지 배
선으로 구성된 소정의 배선층을 절연 시트에 열전사(熱轉寫)해도 좋다. 열전사에서는, 전사되는 금속배선층을 표면
에 가지는 박리(剝離) 캐리어로 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를 사용하고, 가열 하에서 압압하는 전사에 의해 절연 시
트 위에 배선층을 형성한다.

열전사 방식에서는, 박리 캐리어 위에 금속배선을 미세하게 미리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
라 함은, 박리 캐리어 위에 직접 피전사 배선층을 형성한 구조의 것, 박리 캐리어 위에 극히 얇은 박리층을 통해 피전
사 배선층을 형성한 구조의 것이어도 좋고, 박리 캐리어는 통상적으로 금속 또는 수지로 된다. 전사용 배선 패턴 형
성재는, 전사되는 금속배선층 위에 전기접속된 회로부품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러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연 시트의 주표면에 배선층을 전기접속하고자 할 때에 절연 시트 내에 회로부품을 매설할 경
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속배선층의 배치·전기접속과 동시에 회로부품을 절연층에 매설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비아 홀 내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절연 시트 위에 금속박을 배치하고, 가열
하에, 필요에 따라서 압압하여 이들을 일체로 접착하고(즉, 가열 접착하고), 그 후, 소정의 배선층으로서 필요한 영
역만을 남기도록 금속박을 서브트랙티브법에 의해, 예를 들면 화학 에칭함으로써 전기접속한다. 화학 에칭법과 같
은 서브트랙티브법을 이용함으로써, 특히 배선층을 형성하는 금속박으로서 구리박을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인 배선
기판의 금속배선 형성용 에칭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저렴하게 금속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어느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바인더 중의 열경화성 수지가 가열되어서 점착성을 발현하는 외에, 비아 홀 도체 내의
도전성 페이스트가 압축되어서 도전성 분말이 고밀도화되므로 비아 홀 도체와 배선층과의 전기접속이 확실한 것이
된다. 또한, 절연 시트의 열경화성 수지도 가열에 의해 점착성을 발현하여 배선층과 절연 시트의 접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선층을 배치해서 전기접속하는 공정은, 이들을 열압착(thermo-
compression bonding)하는 공정, 상세하게는,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과 비아 홀 도체를 접착하고, 또한, 배선층의
그 밖의 영역과 절연 시트를 접착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소
정의 배선층(통상, 금속배선층)은 소정의 배선의 집합체이며 전체로서 박층(薄層)의 형태이다. 배선층은, 최종적으
로는 절연층 위에서 소정의 배선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들 배선을 함께 층의 형태로 절연 시트의 한쪽 또는 양쪽에
배치한다.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경화 개시온도가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다고 하는 본 발명에서의 특징에
따라 열압착에 의해 비아 홀 내의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절연 시트의 용융에 앞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절연
시트가 용융 할 정도로 가열되는 시점에서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이미 진행한 후이고, 바람직한 경우에서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이며, 보다 바람직한 경우에서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있다. 한가지 실시형태에서는, 열압착을 복수의 스텝으로 실시하는데, 최초의 스텝에서 절연 시트를 실질
적으로 용융시키지 않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를 완료시키고, 그 후의 적어도 하나의 스텝에서 절연 시트를 용융
시키고 경화를 완료시킨다.

그 결과,

(A) 상기한 전기접속시에 하는 열압착의 동안에, 혹은

(B) 상기한 전기접속시에 하는 열압착 후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a) 전기접속시에 하는 열압착을 그대로의 조건에서, 혹은 다른 조건에서 계속함으로써 더욱 열압착하여 양면회로
기판 혹은 한면회로 기판을 제조할 경우에, 또는

(b)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트(후술하는 제3절연 시트에 상당)와 함께 더욱 열압착하여 다층배선 회로기판을 제
조할 경우에,

적용하는 가열이 절연 시트를 최종적으로 용융시킬 정도의 것이어도, 절연 시트의 유동화에 의한 비아 홀 도체에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기 (a) 및 (b)에서 더욱 실시하는 열압착,
즉, 전기접속을 위한 열압착의 후에 실시하는 열압착을 본 명세서에서는 「후(後)열압착」이라고 부른다.

특히,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해서 얻게되는 절연층을, 그 후, 후열압착할 경우, 비아 홀 도체의 형상이 변
화하기 어려우므로 절연 시트의 유동화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형편이 좋다. 특히, 전기접속 동안, 바인더 중의 열경
화성 수지의 경화가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비아 홀 내의 도전성 페이스트가 굳어져 있다. 따라서, 후
열압착 동안, 비아 홀 도체의 형상변화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상기한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하기 위한 열압착시에, 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바인더 중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화가 실질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때에, 절연 시트 중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가 실질적으로 진행하여도 좋고, 혹은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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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좋지만, 경화가 완료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열압착에 의해 절연 시트의 경화상태가 반경화 상태가 되
어도 좋은데,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당업자이면, 전기접속한 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트가 그 후, 어떻게 이용
되는가에 따라서 전기접속 후의 절연 시트 중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상기한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한가지 실시형태에서는, (c) 전기접속 후의 절연 시트(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절연
시트라고도 부른다)만을 더욱 후열압착함으로써 절연 시트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를 완료시켜서 배선 기판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절연 시트의 한쪽 또는 양쪽에 배선층을 배치해서 전기접속할 경우에는 각각 한면배선 기
판 또는 양면배선 기판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접속하기 위한 최초의 열압착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함으로써 후열압착을 실시해도 좋다. 즉,
절연 시트의 경화가 종료할 때까지 최초의 열압착을 계속함으로써 후열압착을 실시한다. 물론, 최초의 열압착의 조
건과 후열압착의 조건을 변경해서 2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가열 가압을 실시해도 좋다. 예를 들면, 최초의 열압착
은 실질적으로 도전성 페이스트만을 충분히 경화시키고, 후열압착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연 시트만을 용융해서 경화
시켜도 좋다.

이러한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경화가 완결해 있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
트(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절연 시트라고 부른다)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하고, 열압착 처리(절연 시트가 최초로 경
험하는 「열압착」, 및 그 후에 경험하는 「후열압착」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처리」라는 용어를 추가)에 의해 이
들을 일체로 접착함으로써 다층배선 기판을 얻을 수 있다. 이 제2절연 시트는, 한면배선 기판 및 양면배선 기판에 적
층하고, 그 후, 열압착 처리함으로써, 소망의 다층배선 기판을 얻게되는 한, 절연 시트의 종류 및 수는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선 기판에 적층하는 제2절연 시트의 수는 복수이어도 좋다. 제2절연 시트는, 통상, 그것을 관
통하는 비아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되는 비아 홀 도체를 가지고, 여기에 전기접속된 배선층을 그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가져도 좋다. 따라서, 제2절연 시트는, 배선층을 어느쪽에도 가지지 않아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쪽 또는 양쪽에 배선층을 가져도 좋다. 제2절연 시트의 수 및 종류는, 한면배선 기판 및 양면배선 기판과
함께 열압착 처리해서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할 때, 모든 배선층이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선택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한면배선 기판 및 양면배선 기판에서는, 절연 시트의 경화가 완결해 있으므로, 제2절연 시트는 그 경화가 완
결해 않은, 바람직하게는 미경화 또는 반경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한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d) 비아 홀 도체를 가지고, 적어도 한 쪽의 주표면에, 비아 홀 도체에 전기접속된 배선층을 필요에 따라서 가진 적
어도 하나의 제2절연 시트를, 상기한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적층하는 것,

(e) 이 적층시에,

(e-1)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을, 거기에 적층하는 제2절연 시트와 위치를 맞추고,

(i)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 처리에 의해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의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이, 거기에 적층하는
제2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에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또는,

(ii) 계속하여 실시하는 열압착 처리에 의해,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의 비아 홀 도체가, 거기에 인접하는 제2절연
시트의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에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e-2) 나머지의 제2절연 시트를 위치맞추고, 계속하여 실시하는 열압착 처리에 의해 제2절연 시트가 서로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f) 적층한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 및 제2절연 시트를 일체로 열압착 처리해서 다층배선 기판을 얻는 것

을 포함한다.

상기 (e-1)에 있어서, (i)는 제2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1절연 시트의 주표면이 배선층을 가질 경우이며, 그 경우,
제1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2절연 시트의 주표면은 배선층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1절연 시트의 배선층과 제2
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가 열압착에 의해 전기접속된다.

상기 (e-1)에 있어서, (ii)는 제2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1절연 시트의 주표면이 배선층을 가지지 않을 경우이며, 그
경우, 제1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2절연 시트의 주표면은 배선층을 가진다. 그리고 제1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와
제2절연 시트의 배선층이 열압착에 의해 전기접속된다.

상기 (e-2)는, 적층하는 제2절연 시트가 복수일 경우에,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에 직접 인접하지 않는 절연 시트
도 소정의 전기접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근거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전기접속 후(따라서 열압착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
트(상기와 마찬가지로, 제1절연 시트라고 부른다)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트(상기한 제2절연 시트와 구별하
기 위해서 제3절연 시트라고 부른다)를 적층하고, 이들을 일체로 후열압착함으로써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하기 위해
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연 시트는, 그 경화상태가 엄밀하게는 제3절연 시트 중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상태가 어
떠한 상태이어도 좋다는 점을 제외하고, 상기한 제2절연 시트와 동일해도 좋다. 따라서 제2절연 시트에 관한 전번의
설명 중에서 경화상태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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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고, 소정의 개소에 관통해서 형성된 비아 홀을 포함하며, 그 중에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서 비아 홀 도체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제3절연 시트는, 소정의 배선층을 적어도 한쪽에 필요
에 따라서 가지고, 비아 홀 내에 충전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된 비아 홀 도체가 그 배선층에 전기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제3절연 시트는, 그 주표면의 양쪽에 소정의 배선층(이들은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전기접속되어 있다)
을 가져도 좋고, 한 쪽에 소정의 배선층(이것은 비아 홀 도체에 전기접속되어 있다)을 가져도 좋으며, 혹은 배선층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할 경우,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의해 전기접속 후에 얻게되는 제1절연 시트의 경
화가 완료해 있지 않으므로(즉, 미경화 또는 반경화상태에 있으므로), 제3절연 시트의 경화상태는 어떠한 경화상태
이더라도 제1절연 시트를 제3절연 시트에 적층해서 이들을 일체로 열압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3절연 시트는
경화 또는 반경화 상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D) 비아 홀 도체를 가지고, 적어도 한 쪽의 주표면에, 비아 홀 도체에 전기접속된 배선층을 필요에 따라서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3절연 시트를, 열압착의 후에 얻게되는 제1절연 시트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적층하는 것,

(E) 이 적층시에,

(E-1) 제1절연 시트를, 거기에 적층하는 제3절연 시트와 위치를 맞추고,

(i)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제1절연 시트의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이, 거기에 적층하는 제2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에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또는,

(ii)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제1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가, 거기에 인접하는 기타의 절연 시트의 배선
층의 소정의 영역에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E-2) 나머지의 제2절연 시트를 위치맞추고,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제2절연 시트가 서로 소정의 전
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F) 적층한 제1절연 시트 및 제2절연 시트를 일체로 후열압착해서 다층배선 기판을 얻는 것

을 포함해서 된다.

상기 (E-1)에 있어서, (i)는 제3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1절연 시트의 주표면이 배선층을 가질 경우이며, 그 경우,
제1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3절연 시트의 주표면은 배선층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1절연 시트의 배선층과 제3
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가 후열압착에 의해 전기접속된다.

상기 (E-1)에 있어서, (ii)는 제3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1절연 시트의 주표면이 배선층을 가지지 않을 경우이며, 그
경우, 제1절연 시트에 대향하는 제3절연 시트의 주표면은 배선층을 가진다. 그리고 제1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와
제3절연 시트의 배선층이 후열압착에 의해 전기접속된다.

상기 (E-2)는 적층하는 제3절연 시트가 복수일 경우에, 한면 또는 양면배선 기판에 직접 인접하지 않는 절연 시트
도 소정의 전기접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상기한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한 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트,
즉, 상기한 여러가지의 제1절연 시트의 어느 하나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트와, 즉, 제3절연 시트에 적층하여
다시 열압착하고, 즉, 후열압착하여 제1절연 시트 및 제3절연 시트를 일체로 경화시켜서 배선 기판, 즉, 다층배선 기
판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3절연 시트와 함께 적층해서 후열압착할 경우, 적층하는 제1절연 시트 및 제3절연 시트의 배선층이 비아
홀 도체를 통해서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위치를 맞춰서 적층한 후에 후열압착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한 후열압착을 복수의 스텝으로 실시해도 좋다.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완료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는, 최초의 스텝에서 절연 시트를 실질적으로 용융시키는 것, 또는 절연 시트의 경화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킴이 없이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를 완료시키고, 그 후의 적어도 하나의 스텝에서 절연 시트를 용융시키고 그 경화를 완료시
킨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층하는 제2 또는 제3절연 시트는, 상기한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의해 전기
접속된 절연 시트(즉, 제1절연 시트)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2 또는 제3절연 시트에 관해서도 그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가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제3절연 시트는, 필요
에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로부품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어도 좋다.

다른 방법에서는, 제2 또는 제3절연 시트는, 먼저 설명한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얻게되는 전기접속한 제1절연 시
트와 함께 적층하여 열압착 처리 또는 후열압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별도 제조한 절연 시트이어도 좋다. 더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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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실시형태에서는, 제2 또는 제3절연 시트는 복수의 절연층을 가지고, 그 절연층의 사이에 소정의 배선층이 배치된
다층배선을 가지는 절연 시트이어도 좋다. 사용하는 제3절연 시트의 종류 및 기타의 절연 시트의 수는 제조하고자
하는 배선 기판에 따라서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전기접속시에 이용하는 열압착이 절연 시트를 용융시키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후열압착함으로써 절연 시트가 용융하고, 그 후,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가 진행한다. 또한, 전기접속
시에 이용하는 열압축이 절연 시트를 용융시킬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후열압착함으로써 절연 시트의 경화가 더욱
진행하여 드디어 경화가 충분하게 된다. 그리고 전기접속시에 이용하는 열압착에 의해 전기 전도성 페이스트의 경
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후열압착함으로써 경화가 더욱 진행하여 충분한 경화상태로 된다. 그리
고 경화 개시온도가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다고 하는 본 발명의 상기한 특징의 결과, 이러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는 절연 시트의 용융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으므로 절연 시트의 용융에서 유래하는 문제점이 적어도 완
화된다.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절연 시트에 형성한 비아 홀 내에 형성되는 비
아 홀 도체에 전기접속하는 배선층(즉, 제1절연 시트에 배치하는 배선층)은, 거기에 미리 전기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회로부품(예를 들면 베아 칩 반도체, 저항기의 기능을 가진 칩, 콘덴서의 기능을 가진 칩, 인덕터의 기능을 가진 칩,
LCR칩 등)을 가져도 좋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절연 시트에 배선층을 배치하고,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
할 때, 배선층이 절연 시트의 표면에 노출하고, 회로부품이 절연 시트 내에 매설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열전사
에 의해 배선층을 절연 시트에 전사할 때에, 회로부품이 미리 전기접속되어 있는 배선층을 가진 전사배선층 지지 캐
리어를, 열전사 후에 배선층이 노출되도록 절연 시트에 배치해서 열압착을 실시하고, 그 후, 캐리어를 박리함으로써
열전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시형태의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에서는, 절연 시트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
에서 배선층을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하면 회로부품이 매설되어, 거기에 전기접속된 배선층이 노출한
절연 시트를 얻게된다. 그리고 이 실시형태에서는, 절연 시트 내에 회로부품을 매설하기 위해서 열압착을 절연 시트
가 용융하는 조건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절연 시트의 경화는 진행하지 않아도 좋고 혹은 진행해도 좋지만, 완
료해서는 않된다. 이 경우이더라도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해, 절연 시트의 용융개시 전에 도전성 페이스와의 경화가
이미 시작하고 경화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절연 시트의 용융에서 유래하는 악영향이 완화된다.

이와 같이 회로부품이 매설된 절연 시트(제1절연 시트에 대응)는, 배선층에 회로부품이 미리 전기접속되어 있다(그
리고 그 때문에 회로부품을 매설할 때에 절연 시트를 용융시킬 필요가 있음)라고 하는 상위점을 제외하고, 상기한
절연 시트(즉, 제1절연 시트)와 같다. 따라서, 상위점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의 설명이 마찬가지
로 해당되며, 회로부품이 매설된 절연 시트는 양면배선 기판 또는 한면회로 기판, 혹은 다층회로 기판의 제조에 사
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절연 시트, 즉, 상기한 제2절연 시트 또는 제3절연 시트와 조합하여 적층해서 일체로
열압착 처리 또는 후열압착하면 회로부품이 매설된 다층배선 기판이 제조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비아 홀 도체가 배선층에 전기접속된 절연 시트, 즉, 제1절연 시트의 배선층
에 적어도 하나의 회로부품을 전기접속하고(따라서, 회로부품은 절연 시트의 외측에 위치한다, 즉,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이 회로부품을 전기접속한 제1절연 시트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트(이것은 상기한 제3절연 시트이어
도 좋음)에 적층하고, 이들을 일체로 후열압착함으로써 회로부품이 매설된 다층배선 기판이 제조된다. 이 실시형태
에서는 후열압착시에 절연 시트가 용융해서 회로부품이 그 중에 매설된다.

본 발명에서는, 어떠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절연층을 구성하고,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
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절연 시트에 배치된 배선층에
전기접속한다. 따라서, 절연 시트가 용융, 유동하기 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 바람직하게는 충분히 경화시킴으
로써 절연 시트가 유동 가능한 상태로 되어 비아 홀의 형상이 삐뚤어지는 것을 억제하므로,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
되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충분한 압축을 가할 수 있다. 그 결과, 높은 신뢰성으로 전기접속된 한면배선 기판, 양
면배선 기판, 다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을 내장한 이들의 배선 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회로부품을 가질 경우도 있는 한면배선 기판, 양면배선 기판 및 다층배선 기판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는, 소정온도에 있어서의 절연 시트의 점도가 온도 상승에 따른 비율
로 감소하는 온도로서 정의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실온(약 30℃)에 있어서의 점도가 100분의 1로 저하하는 온
도를 용융 개시온도로 할 수 있다. 더욱이 상세한 검토를 한 결과, 50℃에 있어서의 점도가 50분의 1로 저하하는 온
도를 용융 개시온도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았다. 절연 시트의 점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치로서 플로우 테스터(일본국의 島津제작소제, 島津 플로우 테스터 CFT-500D)를 사용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첨부된 도 6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도
전성 페이스트를 시차(示差) 열분석[30℃에서부터 250℃（경화 개시온도 이상에 상당)로 승온 레이트 5℃／min으
로 승온함]하여 도 6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시차 열곡선[온도(T, 가로 축) vs 온도차(△T, 세로 축)]을 얻
는다. 곡선의 피크를 나타내는 부분[도 6에서는 하향의 피크]에 관해서, 곡선의 상승점 B(△T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점)를 결정한다. 이어서, 점 B로부터 피크 점 C 사이에 최대경사의 점 E로 그은 외삽(外揷)접선 (a)와 점 B
에 있어서의 점 B로부터의 외삽접선 (b)의 교점 G에 있어서의 온도를 경화 개시온도로 정의한다. 이 시차 열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열분석 측정 장치(일본국의 세이코 인스트루멘트 주식회사제, 시차 열중량 동시 측정 장치 TG/
DTA200)를 사용할 수 있고, 상기한 바와 같은 경화 개시온도는, 장치에 조립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고,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5℃ 낮으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 낮다. 이들의 온도의 차는 클수록 바람직하지만, 너무 크면, 후경화의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고 하는 불편이 있다. 한가지 실시형태에서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
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예를 들면 8∼15℃ 낮다.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 및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는
이들을 구성하는 성분의 종류, 조성 등을 조절함으로써 당업자이면 적절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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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실시의 형태]

한가지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다층배선 기판은 무기 필러(아래에 나온 혼합물 기준으로, 바람직하게는 50
체적％∼75 체적％ 또는 70 중량％∼95 중량％)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절연 시트로 형성된 적어도
두개의 절연층과, 각 절연층을 사이에 두도록 위치하는 배선층(통상, 금속배선층)과, 배선층을 전기접속하도록 절연
층을 관통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포함해서 되고, 비아 홀 도체는, 적어도 도전성 분말과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
고,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비아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로써 비아 홀 도체를 형성하고, 절연 시
트의 용융개시 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개시시킴으로써, 절연 시트가 용융, 유동하는데 저항해서 형상을 유지
하는 효과가 있는 비아 홀 도체가 된다.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충분히 압축을 가해 도
전성 페이스트 중의 도전성 분말을 고밀도화 할 수 있고, 낮은 저항에서 신뢰성이 높은 전기접속의 다층배선 기판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아 홀 도체의 형상이 유지됨으로써, 절연 시트가 용융하더라도 절연 시트 재료의 유동
에 의해 비아 홀 도체의 위치가 어긋나지 않고, 비아 홀 도체의 위치 정밀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경화 개시온도가 50℃∼15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
로 도전성 페이스트에는 비아 홀에 충전할 때에 충전가능한 점도인 것, 구체적으로는, 실온조건하에서 적어도 반나
절은 10 Paㆍs ∼ 500 Paㆍs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화 개시온도가 50℃보다 낮으면 실온에서의 보존 안정
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한편, 150℃보다 높으면, 예를 들면 무기 필러와 열경화성 수지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절연
시트가 용융하기 전에 충분히 경화가 진행하지 않아, 절연 시트의 유동시에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
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 효과를 충분히 바랄 수 없다. 경화 개시온도는 특히 70℃∼120℃가 바람직하다. 경화 개시온
도가 80℃∼10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분말(또는 도전성 입자)을 80∼97 중량％, 바람직하게는 85∼95 중
량％, 그리고, 유기 바인더를 3∼20 중량％, 바람직하게는 5∼15 중량％ 함유한다. 예를 들면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
전성 분말 80∼95 중량％ 및 유기 바인더 5∼20 중량％을 함유한다. 도전성 분말이 97 중량％보다 커지면 페이스트
화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80 중량％보다 적어지면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비아 홀 도체를 경
화시켰을 때, 비아 홀 도체 중에 유기 바인더가 다량으로 잔존하고, 도전성 분말끼리의 접촉이 저해되어 비아 홀 도
체의 전기 저항치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도전성 페이스트는 점도조절을 위해 적당량의 유기용매, 예를 들면 부틸
카르비톨, 부틸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등을 함유해도 좋다.

그리고 도전성 페이스트 중에 있어서의 도전성 분말은, 금, 은, 팔라듐, 구리, 니켈, 주석, 및 납 및 이들의 합금의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금속의 분말이다. 또한, 이러한 금속의 어느 하나를 핵으로서 가지고, 이들 금속 중
의 다른 금속을 피복한 것이어도 좋다. 도전율의 점에서는 은이 우수하고 비아 홀 도체의 저저항화에 유리하다. 또
한, 금속자체가 연할 경우,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비아 홀 도체에 압축이 가하여졌을 때의 도전성 분말끼리의
접촉 면적을 확대하여 저저항화하기가 쉬우므로 금 또는 은이 적합하다. 그리고 비용의 점에서 구리가 좋다. 또한,
구리분말을 핵으로 하여 은으로 표면을 피복한 것이 은 및 구리의 장점을 겸비하므로 더욱 적합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 중에 있어서의 유기 바인더는 열경화성 수지, 예를 들면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시아네이트 수지 및 폴리페닐렌에테르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경화성 수
지로서는, 에폭시 수지와 페놀 수지를 혼합한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그 혼합비는 에폭시 수지 : 페놀 수지(중량비)
= 1∼4 : 4∼1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에폭시 수지만으로는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지만 도전성 페이스트 중의
산화한 도전성 분말(금속분말)을 환원하는 기능은 없고, 한편, 페놀 수지만으로는 환원성이 우수하지만 수지 자신이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고형이므로, 용제를 사용해서 용해해야 하는 등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에폭시 수
지는, 비스 페놀 A형, 비스 페놀 F형, 노볼락형, 레졸형 등의 글리시딜에테르계 에폭시 수지, 환상 지방족계 에폭시
수지, 글리시딜아민계 에폭시 수지 등의 공지의 것으로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는 아민계 화합물, 이미다졸류, 이미다졸 유도체 및 오늄염계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된 경화촉매 혹은 경화 촉진제를 함유하는 것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다졸류 중에서도 보
존 안정성의 점에서 실온에서 고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의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유기수지
중에 용해하여 신속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오늄염계는 실온하에서 저활성이며 보존
안정성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지 중의 경화제 또는 경화촉매의 농도를 높이
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경화촉매로서 이미다졸을 사용할 경우,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를 위한 첨가량은 통
상적으로 0.5∼2 중량부이지만, 바람직하게는 3∼20 중량부, 보다 바람직하게는 5∼15 중량부(열경화성 수지 100
중량부 기준)이다. 이 첨가량은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도 저온의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개시를 확보함과
아울러 속(速)경화성과 보존 안정성에도 효과적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절연 시트에 함유되는 열경화성 수지가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및 시아네이트 수지로부터 선택
되는 적어도 1종의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수지를 사용함으로써 내열성이나 전기절연성
이 우수한 배선 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무기 필러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무기 필러는 Al203, SiO2, MgO, BN 및

AlN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무기 필러를 이용함으로써 방열성이 우수한 절연성 기
판이 된다. 또한, 무기 필러로서 SiO2를 이용했을 경우, 기판의 유전율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절연 시트는 유리

섬유 등의 보강재를 함유해도 좋다. 또한, 절연 시트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성분, 예를 들면, 수지 중의 무기 필러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플링제, 착색을 위한 카본블랙 등을 함유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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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층배선 기판 기판의 제조방법은, 하나의 실시형태에서는, 적어도 도전성 분말과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
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절연층을 통한 금속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는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하는데, 그 방법은,

(a) 무기 필러 50 체적％ ∼ 75 체적％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 된 미경화 또는 반경화 상태의 절연 시
트에 비아 홀을 형성하는 것과,

(b) 비아 홀 내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하는 것과,

(c)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가지는 절연 시트의 적어도 하나의 주표면 위에, 도전성 페
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층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금속배선을 형성하는 것과,

(d) 상기 (c)에서 얻게되는 절연 시트를 소정의 매수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절연 시트를 소정의 수로 준비
하여, 이들 절연 시트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 가열 가압함으로써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켜서 이들 절연 시트를 일
체로 접착하여 일체화물을 다층배선 기판으로서 얻는 것

을 포함한다. 얻어진 일체화물의 표면은, 적층 했을 때에 최외부에 위치하는 절연 시트의 노출한 금속배선을 다층배
선 기판의 노출표면의 금속배선으로서 가진다. 더욱이 (d)에 있어서의 기타의 절연 시트는 앞서 설명한 제3절연 시
트이어도 좋고, (c)에서 얻게되는 절연 시트를 사용해서 소정의 다층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절
연 시트(필요에 따라서 배선층 및/또는 회로부품 및/또는 비아 홀 도체를 가져서 됨)이어도 좋다.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가열 가압해서 절연
시트를 경화시킬 때에 절연 시트가 용융, 유동하기 전에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연 시
트의 유동에 저항하여 비아 홀 도체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절연 시트의 유동에 대한 비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
의 효과 하에서, 절연 시트의 두께 방향의 압축, 금속배선을 비아 홀 중에 매설함에 따른 압축 등에 의해 비아 홀 도
체를 충분히 압축할 수 있으므로 비아 홀 도체 중의 도전성 분말을 고밀도화하고, 비아 홀 도체에 의한 전기접속을
저저항이면서 높은 신뢰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절연 시트에 형성하는 비아 홀의 간격이 작을 경우라도, 절
연 시트의 유동에 따르는 비아 홀 위치의 어긋남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금속배선과 비아 홀 도체의 전기접속을
위치 정밀도 양호하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절연 시트의 유동시에, 비아 홀 도체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가 유출하여
절연 시트의 표면이나 배선 도체층 사이에 부착함으로써, 인접하는 배선 회로끼리가 단락하는 등의 접속 불량의 발
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하나의 실시형태에서는, 회로부품이 절연층에 매설되어, 적
어도 도전성 분말과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절연층을
통한 금속배선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는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하는데, 그 방법은,

(a) 무기 필러 50 체적％ ∼ 75 체적％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 된 미경화 또는 반경화 상태의 절연 시
트에 비아 홀을 형성하는 것과,

(b) 비아 홀 내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하는 것과,

(c)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가지는 절연 시트의 적어도 하나의 주표면 위에, 도전성 페
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회로부품을 미리 전기접속한 금
속배선을 배치함과 아울러 배선층에 미리 전기접속되어 있는 회로부품을 절연 시트 내에 매설하는 것과,

(d) 상기 (c)에서 얻게되는 절연 시트를 소정의 수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절연 시트를 소정의 수로 준비하
여, 이들 절연 시트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 가열 가압함으로써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켜 이들 절연 시트를 일체로
접착해서 일체화물을 다층배선 기판으로서 얻는 것을 포함한다.

얻어진 일체화물의 표면은, 적층했을 때에 최외부에 위치하는 절연 시트의 노출한 금속배선을 다층배선 기판의 노
출표면의 금속배선으로서 가진다. 그리고 (d)에 있어서의 기타의 절연 시트는 앞서 설명한 제3절연 시트이어도 좋
고, (c)에서 얻게되는 절연 시트를 사용해서 소정의 다층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절연 시트(필요
에 따라서 배선층 및/또는 회로부품 및/또는 비아 홀 도체를 가지고 됨)이어도 좋다.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은,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회로부품이 절연층에 매설되어, 적어
도 도전성 분말과 유기 바인더를 함유하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절연층을 통
한 금속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는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하는데, 그 방법은,

(a) 무기 필러 50 체적％ ∼ 75 체적％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혼합물로 된 미경화 또는 반경화 상태의 절연 시
트에 비아 홀을 형성하는 것과,

(b) 비아 홀 내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하는 것과,

(c)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가지는 절연 시트의 적어도 하나의 주표면 위에, 도전성 페
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배선층 사이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금속배선을 배치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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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절연 시트에 배치된 금속배선 위에 회로부품을 실장하는, 즉, 전기접속하는 것과,

(e) 절연 시트의 회로부품이 실장된 표면에, 상기 (a) 및 (b)에 의해 제조되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가지는 다른 절연 시트를, 회로부품이 실장된 표면의 금속배선과 기타 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가
접촉하도록 위치를 맞추고, 적층해서 적층체를 얻는 것과,

(f) 적층체를 가압 가열함으로써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는 것

을 포함한다.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가열 가압해서 절연
시트를 경화시킬 때에 절연 시트의 유동전에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절연 시트의 용융에
의한 절연 시트의 유동뿐만 아니라, 절연 시트에 대한 회로부품 매설에 따르는 절연 시트의 추가적인 유동에 저항하
여 비아 홀 도체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회로부품 매설시의 절연 시트 유동에 대한 비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의
효과에 의해 회로부품이 매설된 절연층과 동일층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비아 홀 도체로써 최단 거리
의 전기접속을 할 수 있다. 또한, 회로부품의 절연 시트에 대한 매설을, 회로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배선 기판의 제조
공정에 특별한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가지 회로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열압착 및 후(後)열압착은 2회 또는 그 이상의 가열 가압으로 실
시한다. 예를 들면, 1회째의 가열 가압을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온도 이상, 절연층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온도
에서 하여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만을 경화시키고, 2회째 이후의 가열 가압에서 절연층
을 경화시킴으로써 절연층으로 되는 절연 시트가 유동하기 전에 비아 홀 도체를 따라 충분히 경화시켜, 절연 시트가
유동할 때의 비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 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절연 시트의 유동이 커지는 회로부품을 매설하는 절
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 및 절연층의 경화를 할 때에 효과적이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의 형태에 대해서 첨부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의 형태 1)

도 1에 본 발명의 다층(도시한 형태에서는 4층)배선 기판의 한가지 실시의 형태를 단면도에 의해 모식적으로 나타
낸다. 배선 기판(110)은, 절연 시트로 형성된 절연층(100),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
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101), 및 금속배선을 제공하는 배선층(102)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도시하는 배선 기판(110)을 제조할 때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로써 비아 홀 도체(101)를 형성함으로써, 절연 시트가 용융, 유동하는데 저항해서 형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비아 홀 도체가 된다. 그 결과,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된 비아 홀 도체에 압축을 가할 수 있고, 또한, 도
전성 페이스트 중의 도전성 분말을 충분히 고밀도화 할 수 있으므로 저저항을 가지고, 신뢰성이 높은 전기접속의 다
층배선 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비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 효과에 의해 비아 홀 도체의 위치 정밀도가 양호해
진다는 효과가 있다.

(실시의 형태 2)

도 2에 본 발명의 회로부품을 내장하는 다층(도시한 형태에서는 4층)배선 기판의 한가지 실시의 형태를 단면도에
의해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배선 기판(210)은, 절연 시트로 형성된 절연층(200),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
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201), 및 금속배선을 제공하는 배선층
(202)으로 되어 있고, 절연층(200)에는 배선층에 전기접속된 회로부품(203)이 매설되어 있다.

도 2의 경우에서도, 도 1을 참조해서 앞서 설명한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회로부품이 매설된 절
연층에 관해서도,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저저항을 가지며, 고신뢰성으로 전기접
속을 할 수 있으므로, 회로부품의 매설에 의한 회로부품 실장의 고밀도화와 비아 홀 도체에 의한 고밀도의 전기접속
을 양립시킬 수 있다.

(실시의 형태 3)

본 발명의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실시의 형태를 모식적인 단면도에 의해 도 3(a) ∼ (i)에서 나타낸
다.

절연층이 되는, 무기 필러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미경화의 절연 시트(300)를 준비하고[도 3(a)], 절연 시트
(300)에 비아 홀(301)을 형성하며[도 3(b)], 절연 시트(300)에 형성한 비아 홀(301)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
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함으로써 비아 홀 도체(302)를 형성하여 본 발명의 절연 시
트(310)를 얻는다[도 3(c)]. 도 3(a) ∼ (c)의 공정과 병행하여, 전사(轉寫)되는 금속배선을 포함하는 배선층(303)
을 가진 박리 캐리어(304)로 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준비한다[도 3(d)].

이어서, 도 3(e)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310)의 한 쪽 주표면에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위치를 맞춰
서 적층하고, 이들을 열압착한다. 그 후, 박리 캐리어(304)를 제거함으로써 배선층(303)의 열전사가 완료한다. 그
결과, 배선층(303)이 절연 시트(340)의 주표면의 한 쪽에 배치되고, 또한, 비아 홀 도체(302)에 전기접속된 절연 시
트(320)[도 3(h)의 위쪽에 도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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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3(f)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310)의 주표면의 양쪽에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위치를 맞춰
서 적층하고, 이들을 열압착한다. 그 후, 박리 캐리어(304)를 제거함으로써 배선층(303)의 열전사가 완료한다. 그
결과, 배선층(303)이 절연 시트(340)의 주표면의 양쪽에 배치되고, 또한, 비아 홀 도체(302)에 전기접속된 절연 시
트(330)[도 3(h)의 중앙에 도시]를 얻는다.

더욱이 도 3(g)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310)의 다른 방면의 주표면에 전사패턴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위
치를 맞춰서 적층하고, 이것들을 열압착한다.

그 후, 박리 캐리어(304)를 제거함으로써, 배선층(303)의 열전사가 완료한다. 그 결과, 배선층(303)이 절연 시트
(340)의 주표면의 다른 쪽에 배치되고, 또한, 비아 홀 도체(302)에 전기접속된 절연 시트(340)[도 3(h)의 아래쪽에
도시]를 얻는다.

이들 절연 시트를 제조할 때에 실시하는 열압착은,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실시하고, 바
람직하게는 경화가 완료하도록 실시한다. 그리고 절연 시트의 경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하는 후열압착시에 이
들이 서로 접착할 수 있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도 3(h)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를 적층할 경우에 서로 인
접한 절연 시트의 적어도 한 쪽의 경화가 완료해 있지 않은(미경화의 경우도 포함함)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로
인접한 두개의 절연 시트 중의 한 쪽의 경화가 완료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쪽의 절연 시트의 경화가 완료해 있어서
는 않된다. 쌍방 또는 한 쪽이 미경화이어도 좋고, 경화가 완료해 있지 않아도 좋다(예를 들면 반경화 상태이어도 좋
다).

한편, 도 3(h)에 나온 실시형태에서는, 배선층 및 비아 홀의 위치가 각 절연 시트에 대해서 동일한데, 이것은 단지 예
시를 위하여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배선층 및 비아 홀의 수, 위치, 재료, 형상 등은 제조하고자 하는 다층배선 기판에
따르고, 달라도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절연층 및 절연 시트의 두께, 재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어서, 절연 시트(320, 330 및 340)를, 이들이 후열압착되었을 경우에 전기접속해야 할 배선층(303)과 비아 홀 도
체(302)가 접촉하게 되도록 도 3(h)에 나온 바와 같이 위치를 맞춰서 적층한다. 그 후, 이들을 일체로 후열압착하여
도 3(i)에 나온 다층배선 기판(350)을 얻는다. 그리고 이 후열압착은 절연 시트끼리를 접착하고, 또한, 절연 시트의
경화를 완료시키며, 더욱이 앞서 실시한 열압착에서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
화도 완료시킨다. 그리고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의 박리 캐리어(304)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절연 시트를
형성할 때에 제거해도 좋지만,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박리 캐리어(도시한 실시
형태에서는 절연 시트(320 및 340)의 박리 캐리어)는 일체로 후열압착한 후에 박리해도 좋다.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도 3(i)를 얻기 위해
후열압착할 때 절연 시트가 용융해서 유동 가능해 지기 전에, 비아 홀 도체의 경화가 이미 선행하고 있는데, 바람직
하게는 완료해 있다. 따라서, 비아 홀 도체의 형상유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효과에 의해 비아 홀 도체에 충분한
압축을 가하여 도전성 페이스트의 도전성 분말을 고밀도화 할 수 있고, 그 결과, 저저항을 가지고, 고신뢰성으로 배
선층 사이가 전기접속된 다층배선 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더욱이 비아 홀 도체의 위치 어긋남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배선층과 비아 홀 도체의 전기접속을 위치 정밀도 양
호하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절연 시트의 유동시에 비아 홀 도체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가 유출하여 절연 시트의
표면이나 배선 도체층 사이에 부착함으로써 인접하는 배선 회로끼리가 단락하는 등의 접속 불량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한 효과는, 도 3(e) ∼ (g)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를 얻는 과정에서 배선층을 절연 시트 위에 열전사 할 때
에, 비아 홀 도체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만을 동시에 완료시켜 두면서 절연 시트의 용융, 바람직하게는 절연
시트의 용융 및 경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현저해진다.

(실시의 형태 4)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실시의 형태를 모식적인 단면도에 의해서 도 4(a)
∼ (j)에 나타낸다.

절연층이 되는, 무기 필러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미경화의 절연 시트(400)를 준비하고[도 4(a)], 절연 시트
(400)에 비아 홀(401)을 형성하며[도 4(b)], 절연 시트에 형성한 비아 홀(401)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해서 비아 홀 도체(402)를 형성하여 본 발명의 절연 시트(410)를
얻는다[도 4(c)].

도 4(a) ∼ (c)와 병행하여, 전사되는 금속배선을 제공하는 배선층(403)을 가지는 박리 캐리어(404)로 된 전사용 배
선 패턴 형성재(415)를 준비하고[도 4(d)], 또한, 거기에 배선층(403)에 회로부품(405)을 실장, 즉, 전기접속한 전
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6)도 준비한다[도 4(e)].

이어서, 도 3(e) 및 (g)과 마찬가지로, 도 4(f) 및 (h)에 나온 바와 같이, 열압착에 의해 배선층(403)이 비아 홀 도체
(402)에 전기접속된 절연 시트(420 및 440)를 얻는다[도 4(i)의 위쪽 및 아래쪽에 도시].

또한, 도 4(g)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400)의 주표면의 한 쪽에 도 4(d)의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5)를 위
치를 맞춰서 적층하고, 다른 쪽에 도 4(e)의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6)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하여 이들을 열압
착한다. 이 때, 회로부품(405)이 절연 시트(400)의 내부에 회로부품을 매설할 수 있도록 열압착을 한다. 즉, 절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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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400)의 용융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열압착을 한다. 그 후, 박리 캐리어(404)를 제거한다. 그 결과, 배선층(403)이
절연 시트(440)의 주표면의 양쪽에 배치되고, 그것이 비아 홀 도체(402)에 전기접속되며 또한 배선층에 미리 전기
접속된 회로부품(405)이 배선층에 매설된 절연 시트(430)[도 4(i)의 중앙에 도시]를 얻는다.

이어서, 도 3(h)와 마찬가지로, 절연 시트(420, 430 및 440)를 후열압착하고, 도 4(j)에 나온 바와 같은 회로부품을
내장하는 다층배선 기판(450)을 얻는다.

이 구체적인 실시형태에서는, 절연 시트(400)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도 4(g)의 열압착시에 절연 시트(400)에 대한 회로부품(405)의 매설에 따라 일어나는 절연 시트의
유동 전에 비아 홀(401)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경화가 실질적으로 완료
해 있다. 그 결과, 회로부품의 매설에 따르는 절연 시트의 큰 유동에 저항하여, 비아 홀의 형상, 따라서, 비아 홀 도체
의 형상을, 비아 홀을 절연 시트에 최초에 형성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형상유지
의 효과에 의해, 비아 홀 도체 중의 도전성 페이스트에 충분한 압축을 가하여 도전성 페이스트의 도전성 분말을 고
밀도화 할 수 있고, 저저항을 가지며, 고신뢰성으로 층 사이가 전기접속된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이 된다. 또
한, 비아 홀 도체의 위치 어긋남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배선층과 비아 홀 도체의 전기접속을 위치 정밀도 양호
하게 실행할 수 있다.

(실시의 형태 5)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의 다른 구체적인 실시의 형태를 모식적인 단면도에 의해서 도
5(a) ∼ (h)에 나타낸다.

절연층이 되는, 무기 필러와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미경화의 절연 시트(500)를 준비하고[도 5(a)], 절연 시트
(500)에 비아 홀(501)을 형성하며[도 5(b)], 절연 시트(500)에 형성한 비아 홀(501)에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
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해서 비아 홀 도체(502)를 형성하여 본 발명의 절연 시트
(510)를 얻는다[도 5(c)].

이어서, 도 5(d)에 나온 바와, 절연 시트(510)의 양쪽의 주표면에 금속박(503)을 열압착에 의해 붙이고, 그 후, 도
5(e)에 나온 바와 같이, 금속박(503)을 서브트랙티브법에 의해, 예를 들면 화학 에칭 처리해서 소정의 금속배선으로
된 배선층(504)을 형성한다. 이 경우, 열압착에 의해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
으로 경화가 완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계속하여, 형성된 금속배선층(504) 위에 회로부품(505)을 실장하여
회로부품을 외부에 가지는 절연 시트(520)를 얻는다.

이어서, 도 5(f)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520), 비아 홀 도체(502)를 가지고, 회로부품(505)을 매설하는 층이
되는 절연 시트(530) 및 금속박(540)을 준비한다.

이들을, 절연 시트(530)가 중앙에 위치하고 또한, 절연 시트(520)의 배선(504) 및 회로부품(505)에 대향하지 않는
절연 시트(530)의 주표면에 금속박(540)이 인접하도록 위치를 맞춰서 적층한다.

그 후, 도 5(g)에 나온 바와 같이 이들을 일체로 후열압착한다. 이 후열압착에 의해 회로부품(505)의 절연 시트
(530)(이것은, 절연 시트(510)이어도 좋음) 속으로의 매설과, 금속박(540)의 절연 시트(530)에의 접착, 절연 시트
끼리(520 및 530)의 접착, 및 절연 시트 중의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의 완결을 실행한다. 후열압착 전에, 도전성 페이
스트의 경화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예를 들면 절연 시트(530)에 함유되는 도전성 페이스트와 같이) 도전성
페이스트가 미경화의 경우에는,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도 이 후열압착에 의해 완료한다.

최후로, 도 5(h)에 나온 바와 같이, 절연 시트에 붙인 금속박(540)을 서브트랙티브법에 의해, 예를 들면 화학 에칭해
서 소정의 금속배선을 하여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550)을 얻는다.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회로부품 매설시의 절
연 시트의 유동에 저항하고,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 앞서의 구
체적인 실시의 형태 4의 경우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도전성 페이스트가 충전되어 형성된 비아 홀 도체를 가진, 도 1에 나온 본 발명의 4층배선 기판을, 도 3을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 3의 요소의 인용 번호를 설명에서 사
용하고 있다.

우선, 소정의 배선으로 된 배선층(303)을 형성하기 위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다음 방법으로 제조하였
다. 박리 캐리어의 기판이 되는 제1금속층으로서 두께 70 ㎛의 전해 구리박(銅箔)을 준비한다. 이 제1금속층 위에,
100∼200 nm의 두께를 가지는 Ni 도금층을 박리층으로서 형성해서 박리 캐리어(304)를 준비한다. 그리고 Ni 도금
층 위에, 두께 9 ㎛인 구리의 제2금속층을 전해 도금법에 의해 형성하여, 제1금속층, 박리층 및 금속배선이 되는 제
2금속층의 3층 구조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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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토리토그래피법에 의해 배선층을 형성하였다. 즉, 제2금속층에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를 붙이고, 제2금속
층의 배선 패턴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노광, 현상하고, 그 후, 서브트랙티브법에 의해, 예를 들면 화학 에칭 처리해
서 배선층(303)을 형성하였다. 최후에, 마스크로 한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의 노광부분을 제거하여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얻었다[도 3(d) 참조].

이어서, 두께가 200 ㎛이며 미경화상태의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하는 절연 시트(300)를 준비하고[도 3(a) 참조], 이
어서, 절연 시트에 지름 200 ㎛의 비아 홀(301)을 소정의 수로 형성하고[도 3(b) 참조], 그 비아 홀에 도전성 페이
스트를 충전하여 비아 홀 도체(302)를 형성한 절연 시트(310)를 준비하였다[도 3(c) 참조].

상기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절연 시트(310)의 쌍방의 주표면 위에 위치를 맞춰서 적층하고[도 3(f) 참
조], 200℃에서 압력 75 kg/cm2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시간: 1.5 시간)함으로써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 및
절연 시트(310)를 열압착하고, 배선층(303)을 절연 시트에 배치해서 비아 홀 도체(302)에 전기접속하였다. 그 후,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의 박리 캐리어(304)를 제거하여 쌍방의 주표면에 배선층을 가지는 절연 시트(330)를 얻었
다.

이어서, 이 절연 시트(330)의 양쪽의 주표면에, 비아 홀 도체를 형성한 절연 시트(310)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하고,
다시 절연 시트(330)에 대향하지 않은, 절연 시트(310)의 주표면에 대향하도록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위
치를 맞춰서 적층하였다. 그리고 도 3의 방법에서는, 절연 시트(310) 및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를 이용하는
대신에, 배선층을 미리 가진 절연 시트(320 및 340)를 사용하는 점에서 본 실시예와 다르다.

이들의 절연 시트(310)(두개) 및 (330)와 배선 패턴 형성재(315)(두개)를 200℃에서 압력 75 kg/cm2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1.5 시간)함으로써 이들을 일체로 후열압착하였다. 이 후열압착에 의해, 배선층(303)과 절연 시트(310)
를 접합시키고, 절연 시트끼리(310과 330)를 접합시키며, 또한, 절연 시트 및 도전성 페이스트의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켰다. 그 후,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315)의 박리 캐리어(304)를 박리하여 도 1에 나온 4층배선 기판을 얻
었다.

그리고 도전성 페이스트는 아래에 나온 조성을 가지고, 그 경화 개시온도가 90℃, 100℃ 및 120℃가 되도록 3종류
를 준비하였다. 각각의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기판 1(경화 개시온도 90℃), 기판 2(경화 개시온도 100℃), 기
판 3(경화 개시온도 120℃)을 얻었다. 아래에 절연 시트의 제조에 사용한 재료의 조성 및 절연 시트의 제조도 설명
한다.

(절연 시트의 제조에 사용한 재료의 성분조성)

ㆍ A1203 (일본국의 昭和電工사제, AS-40: 입경 12 ㎛) 90 중량％

ㆍ 액상 열경화 에폭시 수지(일본 레크사제, EF-450) 9.5 중량％

ㆍ 카본블랙(일본국의 東洋카본사제) 0.2 중량％

ㆍ 커플링제(일본국의 아지노모토사제, 티타네이트계: 46B) 0.3 중량％

상기 각 성분을, 상기 조성이 되도록 칭량(稱量)하고, 이들의 혼합물에 점도 조정용 용제로서 메틸 에틸 케톤을 첨가
하고, 혼합물의 슬러리 점도를 약 20 Paㆍs로 하였다. 이어서, 혼합물에 산화 알루미나의 옥석(玉石)을 가하여 포트
중에서 48 시간, 속도 500 rpm의 조건에서 회전혼합하여 절연 시트의 원료가 되는 슬러리를 조제하였다. 그 후, 슬
러리를 닥터 블레이드법으로 필름상으로 도포하고, 건조하여 절연 시트를 얻었다.

이어서,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시에는, 앞서 설명한 장치를 이용하고, 절연 시트의 온도 vs
점도특성을 측정하였다. 절연 시트를 실온에서부터 가열하고, 50℃에서의 점도가 50분의 1로 감소하는 온도를 시
트상 기재(基材)의 용융 개시온도로 하였다. 제조한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는 100℃이었다. 한편, 실온 때의 점
도가 100분의 1로 감소하는 온도는 50℃에서의 점도가 50분의 1로 감소하는 온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도전성 페이스트)

ㆍ구상(球狀)의 구리입자(일본국의 三井금속광업사제: 입경 5 ㎛) 85 중량％

ㆍ비스페놀 F형 열경화 에폭시 수지(일본국의 油化 셀 에폭시사제, 에피코트 807) 7 중량％

ㆍ노볼락형 페놀 수지(일본국의 昭和고분자사제 BRG558) 3 중량％

ㆍ부틸 카르비톨(일본국의 日本알코올 판매 주식회사제) 5 중량％

상기 성분의 합계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경화 촉진제로서 2-에틸-4-메틸이미다졸을 1 중량부, 0.7 중량부 또는
0.5 중량부 가한 것을 3본(本) 로울밀에 의해 혼련해서 페이스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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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고, 3종류의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를 DTA(differential thermal
analysis)에 의한 열분석에 의해 측정한 결과, 90℃ (2-에틸-4-메틸이미다졸 1 중량부 첨가), 100℃（2-에틸-4-
메틸이미다졸 0.7 중량부 첨가), 및 120℃（2-에틸-4-메틸이미다졸 0.5 중량부 첨가)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서 제조한 배선 기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제조한 배선 기판에 있어서, 직렬로 전기접속한 300개 비아 홀의 총 저항치를, 기판의 제조 직후(초기 전기 저항치),
85℃에서 85％의 상대습도의 분위기 중에서 1주간 방치한 후, 최고온도 230℃에서 리플로우 로(爐)를 처음으로 통
과시킨 다음, 그 리플로우 로를 5회 통과시킨 후, 다시 10회 통과시킨 후에 측정하였다. 이들의 저항치의 측정 결과
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제조 후의 저항치(Ω)  신뢰성 시험시의 저항치(Ω)
 흡습후  리플로우 1회후  리플로우 5회후  리플로우 10회후

 기판 1(본 발명)  7.52  7.75  8.08  8.07  8.06
 기판 2(비교예)  18.02  23.50  125.30  121.90  118.70
 기판 3(비교예)  32.10  50.20  250.50  247.40  243.30

표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 100℃보다 저온인 90℃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제조한 기판 1이 기판 2 및 3에 비하여 어떠한 저항치에 관해서도 낮다. 이것은 본 발명의 기
판 1에 있어서의 전기접속이 전기 저항치와 신뢰성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예 2)

회로부품을 절연층에 매설한 본 발명의 회로부품 내장 배선 기판을 제조하였다.

제조방법은 도 4를 참조해서 설명한 방법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므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 4의 요소의 인용
번호를 설명에서 사용하고 있다.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5)를 제조하였다. 더욱이 두께 300 ㎛ (세로 10mm × 가
로 10mm)의 반도체 소자를, 이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에 형성된 금속배선 위에 도전성 접착제를 사용해서 플립
칩 본딩하여 회로부품으로서의 반도체 소자(405)가 실장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6)를 제작하였다.

실시예 1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두께 600 ㎛의 절연 시트(400)를 준비하고, 절연 시트에 지름 400 ㎛의 비아
홀(401)을 소정의 수로 형성하였다. 그 비아 홀에 실시예 1과 동일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하여 비아 홀 도체
(402)를 형성한 절연 시트(410)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비아 홀은 반도체 소자의 매설 영역의 주위로부터, 즉, 반도
체 소자의 외주부(따라서, 소자의 4변)로부터 500 ㎛ 떨어지도록 형성하였다.

이어서, 상기 절연 시트(410)와, 배선층(403)이 형성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5)와, 반도체 소자(405)가 실장
된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416)를 위치를 맞춰서 적층하고, 175℃, 압력 10 kg/cm2의 조건에서 가열 가압(1, 5
시간) 하고,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 위의 반도체 소자 405를 절연 시트 재료 410에 매설하여 절연 시트 및 도전성
페이스트를 경화시켰다.

그 후, 전사용 배선 패턴 형성재의 전사 캐리어(404)를 박리함으로써, 절연층 위에 배선층이 전사되고, 반도체 소자
(405)가 절연층에 내장된 양면배선 기판(절연 시트(430)의 경화가 완료한 것에 대응)을 얻었다. 도전성 페이스트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것(경화 개시온도 90℃, 100℃, 120℃의 3종류)을 사용하고, 각각의 도전성 페이스트에 대해 회
로부품 내장 기판 4 (90℃), 회로부품 내장 기판 5 (100℃), 회로부품 내장 기판 6 (120℃)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기
판의 평가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제조 후의 저항치
(Ω)

 신뢰성 시험시의 저항치(Ω)
 흡습
후

 리플로우 1회
후

 리플로우 5회
후

 리플로우 10회
후

 회로부품 내장 기판 4(본 발
명)

 2.02  2.25  2.58  2.57  2.52

 회로부품 내장 기판 5(비교
예)

 8.01  13.10  98.90  95.20  92.30

 회로부품 내장 기판 6(비교
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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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전기접속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표 2로부터 명확한 바와 같이,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 100℃보다 저온인 90℃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
이스트를 사용해서 제조한 기판 4가 기판 5 및 6에 비하여 모든 저항치에서 낮아지고 있어, 본 발명의 기판 4의 전
기접속이 전기 저항치, 신뢰성에 있어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중의 기호 「×」는 비아 홀의 위치 어긋남
때문에 전기접속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다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 내장 다층배선 기판의 제조에 있어서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개시하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충전해서 형성된 비아 홀 도체에 의해 층 사이의 전기접속을 함으로
써, 절연 시트의 용융에 따르는 유동, 및 절연층 속으로의 회로부품의 매설에 따르는 절연 시트의 유동에 저항해서
형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비아 홀 도체가 되고, 비아 홀 도체에 충분히 압축을 가하여 도전성 페이스트 중의 도
전성 분말을 고밀도화 할 수 있으며, 저저항이고 신뢰성이 높은 전기접속의 다층배선 기판, 및 회로부품 내장 다층
배선 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절연층과, 절연층의 양쪽에 위치하는 배선층과, 배선층을 전기접속하도록 절연층을 관통하는 비아
홀 내에 위치하는 비아 홀 도체를 가지고 된 다층배선 기판으로서, 비아 홀 도체는, 절연층을 형성하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경화 개시온도를 가지는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가 50℃∼150℃인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분말 및 유기 바인더를 함유해서 되고, 도전성 분말 : 유기 바인더의 중
량비가 85∼95 : 5∼15인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도전성 분말은,

ㆍ 금, 은, 팔라듐, 구리, 니켈, 주석 또는 납인 금속의 분말,

ㆍ 이들 금속의 조합으로 된 합금의 분말, 및

ㆍ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을 핵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기타의
금속 또는 합금을 피복으로서 가지는 분말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시아네이
트 수지 및 폴리페닐렌에테르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가 아민계 화합물, 이미다졸류, 이미다졸 유도체 및 오늄염계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된 경화촉매 또는 경화 촉진제를 함유하는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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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및 시아네이
트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다층배선 기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무기 필러를 함유해서 되고, 무기 필러는 절연 시트의 50∼70 체적％를 차지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무기 필러는 Al2O3, SiO2, MgO, BN 및 AlN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으로 되어 있는 다층배

선 기판.

청구항 10.

배선 기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절연 시트로서, 그것을 관통해서 형성한 비아 홀 내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 도체로서 가지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절연 시트.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가 50℃∼150℃인 절연 시트.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분말 및 유기 바인더를 함유해서 되고, 도전성 분말 : 유기 바인더의 중
량비가 85∼95 : 5∼15인 절연 시트.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도전성 분말은,

ㆍ 금, 은, 팔라듐, 구리, 니켈, 주석 또는 납인 금속의 분말,

ㆍ 이들 금속의 조합으로 된 합금의 분말, 및

ㆍ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을 핵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기타의
금속 또는 합금을 피복으로서 가지는 분말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시아네
이트 수지 및 폴리페닐렌에테르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가, 아민계 화합물, 이미다졸류, 이미다졸 유도체 및 오늄염계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된 경화촉매 또는 경화 촉진제를 함유하는 절연 시트.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및 시아네
이트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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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무기 필러를 함유해서 되고, 무기 필러는 절연 시트의 50∼70 체적％를 차지하는 절
연 시트.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무기 필러는 Al2O3, SiO2, MgO, BN 및 AlN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으로 되어 있는 절연

시트.

청구항 19.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으로서, 절연 시트를 관통하는 비아 홀을 형성하고,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낮은 경화
개시온도를 가지는 도전성 페이스트를 비아 홀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가 50℃∼150℃인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는 도전성 분말 및 유기 바인더를 함유해서 되고, 도전성 분말 : 유기 바인더의 중
량비가 85∼95 : 5∼15인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도전성 분말은,

ㆍ 금, 은, 팔라듐, 구리, 니켈, 주석 또는 납인 금속의 분말,

ㆍ 이들 금속의 조합으로 된 합금의 분말, 및

ㆍ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을 핵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이들 금속 및 합금으로부터 선택되는 기타의
금속 또는 합금을 피복으로서 가지는 분말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시아네
이트 수지 및 폴리페닐렌에테르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유기 바인더가, 아민계 화합물, 이미다졸류, 이미다졸 유도체 및 오늄염계 화합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로 된 경화촉매 또는 경화 촉진제를 함유하는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유해서 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및 시아네
이트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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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절연 시트는 무기 필러를 함유해서 되고, 무기 필러는 절연 시트의 50∼70 체적％를 차지하는 절
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무기 필러는 Al2O3, SiO2, MgO, BN 및 AlN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으로 되어 있는 절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으로서,

(a) 제10항에 기재한 절연 시트를 준비하는 것, 및

(b) 절연 시트의 주표면의 적어도 한 쪽에 배선층을 배치하고, 비아 홀 도체를 배선층에 전기접속하는 것을 포함해
서 된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배선층을 배치해서 거기에 비아 홀 도체를 전기접속하는 것은 열압착에 의해 실시하는 배선 기판
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열압착은, 배선층을 절연 시트에 열전사함으로써 실시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열압착은, 금속박을 절연 시트에, 필요에 따라서 가압하면서 가열 접착하는 것, 및 그 후에 금속박
을 화학 에칭하여 배선층을 형성함으로써 실시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열압착은 복수 스텝으로 실시하고, 제1열압착 스텝에 있어서 절연 시트를 실질적으로 용융시키지
않고 도전성 페이스트를 실질적으로 경화시키고, 그 후의 적어도 하나의 열압착 스텝에서 절연 시트의 경화를 진행
시켜서 완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배선 기판은 한면배선 기판 또는 양면배선 기판이며, 배선층을 절연 시트 양쪽의 주표면에 배치하
고,

(c) 열압착 후에, 후열압착을 실시해서 절연 시트의 경화를 완료함으로써 배선 기판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 배선 기
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배선 기판은 다층배선 기판이며,

(d)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절연 시트를, 열압착 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트의 적어도 한 쪽의 주표면에 적층하는 것,

(e) 이 적층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478984

- 19 -



(e-1) 절연 시트를, 거기에 인접하는 기타의 절연 시트와 위치를 맞춰서,

ㆍ 절연 시트의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이, 거기에 인접하는 기타의 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에,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또는,

ㆍ 절연 시트의 비아 홀 도체가, 거기에 인접하는 기타의 절연 시트의 배선층의 소정의 영역에,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e-2) 나머지의 다른 절연 시트를 위치맞추고, 계속하여 실시하는 후열압착에 의해 다른 절연 시트가 서로 소정의
전기접속이 되도록 하는 것, 및

(f) 적층한 절연 시트를 일체로 후열압착해서 다층배선 기판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열압착에 의해서도 경화는 완료해 있지 않거나 미경화이고, 나머지의 경화는 후열압착에 의해 완
료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후열압착은 복수 스텝으로 실시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가 열압착에 의해 완료해 있지 않을
경우, 제1 후열압착 스텝에 있어서, 절연성 시트를 실질적으로 용융시키지 않고 도전성 페이스트를 실질적으로 경
화시키고, 그 후의 적어도 하나의 후열압착 스텝에서 절연 시트의 경화를 완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배선 기판의 제
조방법.

청구항 37.

제30항에 있어서, 열전사하는 배선층에는 회로부품이 전기접속되어 있고, 열전사는 배선층이 절연 시트의 주표면에
노출하며, 회로부품은 절연 시트 내에 매설되도록 실시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열압착 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트는, 그 배선층에 미리 전기접속되고 또한, 절연 시트에 매설된 회
로부품을 가져서 된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4항에 있어서, 열압착 후에 얻게되는 절연 시트는, 그 배선층에 전기접속되고 또한, 절연 시트의 외측에 위치하
는 회로부품을 가져서 된 배선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1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적어도 5℃ 낮은 다층배선 기
판.

청구항 41.

제10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적어도 5℃ 낮은 절연 시트.

청구항 42.

제19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적어도 5℃ 낮은 절연 시트
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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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28항에 있어서, 도전성 페이스트의 경화 개시온도는 절연 시트의 용융 개시온도보다 적어도 5℃ 낮은 배선 기판
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배선층은, 거기에 전기접속되고 또한, 절연층 내에 매설된 회로부품을 가지고 된 다
층배선 기판.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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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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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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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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