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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적어도 2개의 동박층을 갖는 인쇄배선

기판의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쇄배선기판의 상부에서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 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인쇄배선기판에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단

계; 및 상기 관통 홀 형성시 관통 홀 상에 부풀어 일어난 동박 돌기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종래의 에칭 및 표면처리 공정을 생략하고, 윈도우 오프닝 공

정이 도입된 레이저 가공 공정을 통해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인쇄배선기판의 미세한 관통홀을 경제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 CO2, 레이저, 미세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레이저 공법을 이용한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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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 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이 제거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드릴 가공 공정을 통해 관통 홀이 형성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동박 돌기(burr)의 제거 공정을 통해 돌기가 제거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인쇄배선기판의 윈도우 오픈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인쇄배선기판의 가공후 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비교예에 따라 제조된 인쇄배선기판의 표면처리후 가공 단 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인쇄배선기판 2: 동박

3: 기재 4: 관통 홀

5: 돌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쇄배선기판(PWB)의 관통 홀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윈도우 오프닝 공정이 도입된 

레이저 가공 공정을 통해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미세한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반도체 플라스틱 패키지 등에 이용되는 고밀도 인쇄배선기판에서 관통홀은 보통 드릴로 제조된다. 최근 들어, 관통 홀

직경이 150㎛ 이하로 감소되고 있으며, 에에 따라 드릴의 직경 또한 감소되고 있다. 작은 직경을 갖는 홀을 제조하는 

경우, 작은 직경의 드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드릴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거나 또는 처리 속도가 낮은 문제가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 또는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고밀도 인쇄배선기판에서는, 회로의 폭과 공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인쇄배선기판에서는 100㎛/100

㎛ 이하의 선/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 가끔 패턴 파손이나 회로 단락이 발생하여 저수율을 초래한다.

한편, 양면 윈도우 오픈 방식을 이용하여 노광, 현상을 할 경우, 상부와 하부의 오픈된 홀의 위치가 어긋나 랜드를 형

성하기 어렵다. 또한,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로 배면 표면(reverse surface)을 조사하여 배면 표면상에 동박을 통과

하는 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에너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배면측상에 금속시트를 놓음으로써 레이저는 금

속시트로 한정되지만, 상기 금속시트가 광택을 갖는 경우 레이저빔이 반사되어 구리 적층판의 배면 표면을 때려 결함

이 발생된다.

종래 기술에 따른 레이저드릴 가공을 이용한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의 형성공정을 도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레이저드릴 가공을 이용한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은 에칭 가공 공정 → 표면

처리 공정 → 레이저드릴 가공 공정 → 돌기 제거 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상기 에칭 가공 공정에서는 구리

적층판의 동박 두께를 레이저 가공이 가능한 두께로 에칭하는데, 이러한 에칭 가공은 약 2㎛의 편차를 발생시켜, 레이

저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상기 표면처리 공정에서는 레이저 조사시 동박 표면에서의 레이저 반사를 방지하

기 위한 표면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표면이 불균일해져 홀의 균일성이 떨어짐으로써 불량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레이저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관리하는데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요구되어, 경제

적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상기 레이저드릴 가공 공정에서는 구리 적층판에 저출력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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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관통 홀을 형성하는 경우, 표면의 동박층 제거를 위한 가공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재층에 형성

된 홀 내벽에 보풀이 일어나며, 반대로 고출력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로 관통 홀을 형성하는 경우, 홀 내벽이 일직선

으로 형성되지 않고 변형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자들이 광범위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윈도우 오프닝 공정이 도입된 CO 

2 레이저 가공 공정을 통해 미세한 인쇄배선기판 관통홀을 경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으며, 본 발명

은 이에 기초하여 완성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의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100㎛ 이하의 미세한 직경을 갖는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의 경제적인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적어도 2개의 동박층을 갖는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쇄배선기판의 상부에서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 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

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인쇄배선기판에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관통 홀 

형성시 관통 홀 상에 부풀어 일어난 동박 돌기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윈도우 오프닝 공정

이 도입된 CO  2 레이저 가공 공정을 통해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미세한 인쇄배선기판 관통 홀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쇄배선기판은 통상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패널이라고 칭명되는 하나 이상의 기본 구조 블록으로부터 제조된다. 패

널은 유전층의 한면 또는 양면을 완전히 덮고 있고,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도층을 포함하는 특정 크기의 쉬이트(sh

eet)이다. 패널은 통상적으로 한쪽 면이 길이가 300 내지 700mm이고 두께가 0.3mm 미만인 치수를 갖는 얇은 정사

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를 취한다. 연속 전도층은 피복재로서 통칭된다. 패널 유전층은 기재층으로서 통칭된다. 피복

두께는 통상적으로 17 내지 50㎛ 범위이며, 피복재로서 일반적으로 구리가 사용된다. 기재층의 두께는 통상적으로 7

5 내지 150㎛ 범위이며, 기재로서 일반적으로 에폭시가 함침된 제직 유리 매트(유리-에폭시)가 사용된다.

인쇄배선기판은 특정 크기 및 특정 형태의 쉬이트로서, 전기 부재들을 장착시켜 기능성 전자 장치, 예를 들면, 컴퓨터

기억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인쇄배선기판은 캐패시터, 레지스터 및 집적회로칩(IC)과 같은 조립된 전기 부재에 기계

적 지지체로서 제공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2개 이상의 IC를 포함하는 인쇄배선기판은 멀티칩 부품(MC

M)으로 칭명된다.

인쇄배선기판은 단면화, 이면화 및 다층화된 3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다. 단 면화 인쇄배선기판은 하나의 유전 기재층

과 하나의 회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로층은 조립 부품들을 접지시키거나, 또는 컴퓨터와 같은 대형 장치를 발전 

및 접지시키는 하나 이상의 전기 회로를 함유하는 인쇄배선기판의 전도층이다. 이면화 인쇄배선기판은 하나의 유전 

기재층과 2개의 회로판을 포함한다. 다층화 인쇄배선기판은 유전층(여기서, 유전층은 유전 기재층이거나, 유전 접착

층일 수 있음)과 회로층의 적층체이다. 유전 접착층은 일반적으로 다층 인쇄배선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다수의 

층들을 함께 결합시키는데 사용된다. 적층시키기 전, 필름 형태로 존재하는 유전 접착층은 프리프레그(prepreg)로 통

칭된다.

회로층은 인쇄 회로를 형성하는 전도체로서 칭명되는 형태(즉, 전기 회로)를 포함한다. 전도체는 인쇄배선기판의 회

로층의 전기 전도 영역이다. 전도체의 예에는 라인(line), 랜드(land)(IC, 캐패시터 및 레지스터와같은 전기 부재가 인

쇄배선기판에 연결되어 있는 영역), 비아(via)(2개 이상의 회로층을 접속시키는 금속 도금된 홀) 및 환형 링(ring)이 

포함된다. 환형 링은 회로층에서 비아를 에워싸고 있는 전도체이다. 일반적으로, 인쇄배선기판의 회로층은 감광성 내

식막/에칭 공정으로 패널의 피복재에 생성시킨다. 하나 이상의 인쇄배선기판 회로층을 표면에 포함하는 유전층을 이

후로는 처리된 패널로서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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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다층 인쇄배선기판은 양면에 회로층을 포함하는 2개의 처리된 패널을 적층시켜 형성시킨다. 이러한 처리된 

패널은 통상적으로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함께 적층시킨다. 유리-에폭시 기재를 함유하는 인쇄배선기판을 제작하

는데 있어서, 프리프레그는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화된 유리-에폭시 필름이다. 처리된 패널 은, 회로층을 프리프

레그에의 접착을 촉진시키는 화합물로 처리함으로써 적층을 위해 추가로 제조된다. 처리된 패널과 프리프레그의 교

호층을 다이에 위치시킨다. 처리된 패널과 프리프레그 뿐만 아니라, 다이에서 바닥층과 최상층으로서 프리프레그, 및 

이어서 금속 호일층(통상적으로, 구리층)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프리프레그, 처리된 패널 및 금속 호일을 열 및

압력을 다이에 가하여 적층시킨다. 적층시키고 나면, 프리프레그와 금속 호일은 적층체의 외부 피복재를 제공한다. 

이어서, 적층체를 상기한 이면화 인쇄배선기판 공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이용하여 가공 처리하여 다층 인쇄배선

기판을 형성시킨다.

컴퓨터 및 셀 방식의 전화와 같은 전자 장치는 컴퓨팅 속도와 용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인쇄배

선기판의 회로 밀도는 증가하고 용적은 감소한다. 인쇄배선기판 회로 밀도는 인쇄배선기판 표면적에 접착할 수 있는 

도선을 접속하는 부재의 수로서 정의되고 이러한 수에 비례한다. 인쇄배선기판의 회로 밀도가 증가하고 용적의 감소

가 요구됨에 따라서, 보다 얇은 유전 기재층, 보다 얇은 피복층, 보다 좁은 전도체 간격, 보다 좁은 전도체 폭 및 보다 

작은 직경의 비아 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 신호처리의 고속화에 따른 고밀도 실장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인쇄배선기판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요

구되는 중요한 일면중 하나는 인쇄배선기판의 다른 특징적 양태에 대하여 목적하는 위치로의 회로의 특징적 양태, 예

를 들어, 비아의 적합도이다. 목적하는 위치로의 적합도는 정합도(registration)로 칭명된다. 부적합한 정합도로 인한 

인쇄배선기판의 결함이 적층시 빈번하게 발생된 다. 따라서, 각 회로간의 접속을 위한 홀의 형성에 있어서, 유도된 정

합 결함(휨)에 저항하기에 충분한 강성 및 강도를 갖는 기재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

는 홀의 형성방법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쇄배선기판의 관통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엑시머, Nd;YAG 및 CO  2 타입의 

레이저드릴 가공법 등이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특히 CO  2 타입의 레이저드릴 가공법이 바람직하다. 상기 엑시머 타

입의 레이저드릴 가공법은 인쇄회로기판의 드릴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355㎚의 파장을 사용하는 YAG 레이

저드릴 가공법은 구리판을 직접 관통할 수 있지만, 절연층에 사용되는 프리프레그 등의 유리 에폭시 성분이 포함된 

물질에서 90% 정도의 반사가 발생되어 가공이 어렵다. 한편, 9.4um 파장 정도를 사용하는 상기 CO  2 타입의 레이저

드릴 가공법은 80% 정도의 흡수율을 나타내어 가공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사용 가능한 구리 적층판은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로 함침된 유리섬유 기재(열경화성 수지 조성물로 함침된

유리섬유 강화 프리플레그) 및 그 양면에 접합된 동박으로 형성된 양면 구리 적층판, 상기 적층판의 다층 기판, 내층

으로서 유리섬유 기재 강화 구리 적층판을 제공하고 그 적층판의 각 표면상에 감광 자외선 수지 조성물을 배열하고 

구리 도금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된 다층 기판, 동박을 접착제로 폴리이미드 필림에 접합시킴으로써 형성된 기판 또는 

필림, 및 기재로서 유기물 섬유를 갖는 구리 적층판과 같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구리 적층판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 형성방법은 적어도 2개의 동박층을 갖는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을 형성시

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쇄배선기판의 상부에서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을 제거

하는 단계; 상기 인쇄배선기판에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관통홀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관통홀 형성시 관

통홀 상에 부풀어 일어난 동박 돌기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쇄배선기판의 관통홀 형성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윈

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이 제거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며, 도 4는 본 발명

에 따른 레이저드릴 가공 공정을 통해 관통홀이 형성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동

박 돌기(burr)의 제거 공정을 통해 돌기가 제거된 인쇄배선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5에서는 양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인쇄배선기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른 관통홀 형성

방법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단층 및 다층 인쇄배선기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2 내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쇄배선기판 관통홀의 형성방법은 윈도우 오프닝 공정 → 레이

저드릴 가공 공정 → 돌기 제거 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윈도우 오프닝 공정에서는 구리 적층판의 표면에 드 라이 필름을 도포하고 노광시킨 기판을 

포토 레지스트 현상액에 담구고 불필요한 부분을 용해시켜 동박을 외부로 노출시킨 다음, 상기 기판을 에칭액에 담궈

서 불필요한 부분의 동박을 화학적으로 깍아냄으로써 인쇄배선기판(1)의 상부에서 관통 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2)

을 제거한다.

도 4 및 5를 참조하면,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상부 동박(2)이 제거된 상기 인쇄배선기판(1)에서 기재층(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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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동박(2)을 제거하여 관통홀(4)을 형성시킨 후, 레이저드릴 가공시 상기 관통홀 주위에 부풀어 일어난 동박 돌기(

5)를 제거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관통홀은 첨단 기술을 요하는 FC-BGA 등의 제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100

㎛의 이하의 미세홀로 형성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인쇄배선기판 상부에서 관통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을 제거한 후, 레

이저드릴 가공을 실시하여 관통홀을 형성시킴으로써, 표면 동박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 가공량을 최소화하여

레이저 가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관통 홀 벽을 균일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레이

저드릴 가공 공정시 레이저드릴 가공 전처리 과정에서 오차를 유발하였던 에칭 가공 및 표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관통 홀을 형성할 수 있어 더욱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미세한 관통 홀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하기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에 본 발명의 범주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FR-4/HL832LS/Megtron-(Cu:12/12um)을 9.3∼9.4um 파장의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10mJ 이상의 파워

에서 5샷(shot)이상의 샷수(shot number) 및 사이클모드를 이용하여 관통홀을 형성한 후, 상기 관통홀이 형성된 인

쇄배선기판의 윈도우 오픈 면 및 가공후의 단면 사진을 각각 도 6 및 7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1

도 1에 나타낸 종래의 통상적인 공정에 따라 관통홀이 형성된 인쇄배선기판의 표면처리후 가공 단면 사진을 도 8에 

나타내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윈도우 오프닝 가공이 도입된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고밀도 실장요구에 부합하

는 첨단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미세한 관통 홀의 경제적인 형성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접착층의 레

이저 가공량을 최소화하고, 관통 홀 벽을 균일하게 가공함으로써 우수한 양산성 및 신뢰성을 갖는 관통 홀 형성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2개의 동박층을 갖는 인쇄배선기판의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쇄배선기판의 상부에서 윈도우 오프닝 공정을 통해 관통 홀이 형성될 위치의 동박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인쇄배선기판에 CO  2 레이저드릴 가공을 통해 관통 홀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관통 홀 형성시 관통 홀 상에 부풀어 일어난 동박 돌기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배

선기판의 관통홀 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의 직경은 10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배선기판의 관통홀 형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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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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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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