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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전 재료를 선택적으로 금속화 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유전 재료를 선택적으로 금속화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그래서 본 발명에 따라 도전 재료로 된 활성화 층이 

유전체 위에 형성되고 그 활성화 층은 이어서 레이저 가공에 의해 조직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산 도전 조직들로된 복

합체가 생성되고 그것은 이어서 전해적으로 금속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특히 예컨대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전자 소자의 제조에 이용된다. 본 발명 방법에 의해 ㎛ 이하 범위의 정밀한 조직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본 발

명 방법에 의해 생성된 도체 트랙의 높은 배치 밀도 및 높은 질이 얻어지게 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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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자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유전 재료들을 선택적으로 금속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렇

게 제조된 제품들은 예컨대 인쇄 회로 기판, 배선 소자, 칩 담지체(모판), 인터포서(중재체), 리드 프레임 또는 전체적 

성분 집합체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래 기술이 주로 회로 기판의 제조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배경기술

회로 기판은, 절연된 담지체 재료/기초 재료 위에 배선 조직(보통 인쇄 기술적으로 제조된 동 박층-인쇄된 회로 조직)

을 갖고 있고 구성 소자들의 수납체 역할을 하는 배선 담지체이다. 그런 회로 기판의 실시형은 다양하고 예컨대 경질, 

가요성 또는 경질 가요성, 천공된 또는 천공되지 않은, 관통 접촉된 또는 관통 접촉되지 않은 기초 재료를 포함한다. 

배선 평면들의 위치 및 수에 따라, 단면, 양면 또는 다면 회로 기판으로 호칭되고; 나중 것은 다층체로도 호칭된다. 삼

차원 회로체도 알려져 있는데, 그 경우에는 회로 조직들이 둘을 초과하는 평면들 위에서 뻗는다.

그래서 예컨대 회로 기판의 제조의 경우 오래전부터 여러 방법들이 여러 실 시형으로 알려져 있다(예컨대 Guenther 

Hermann, Handbuch der Leiterplattentechnik(회로 기판 편람), Eugen Leuze 출판사, 1982, 독일 자울가우 디-88

348).

간단한 최초의 방법에서는 동으로 가공(피복)된 유전 재료로부터 출발하여 그 재료 위에는 실크 인쇄 또는 광학 기술

적 방법으로 포지티브(양) 인쇄가 소망하는 도체 도면의 형태로 인쇄된다. 이 포지티브 인쇄물은 후속하는 에칭 단계

에서 보호층(에칭 레지스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에칭 레지스트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자유로운 동 영역은 적

당한 에칭 용액의 사용 하에 제거된다. 에칭된 동은 폐 물질로서 침강한다. 이어서 에칭 레지스트는 무기 또는 유기 용

제를 사용함에 의해 박리된다.

이 소위 감모 기법의 추가 실시예에 있어서는, 실크 인쇄 또는 광 기술적 방법으로 먼저 도체 도면의 네가티브(음) 인

쇄가 갈바노 레지스트(도금 레지스트)로서 금속화하려는 유전 재료 위에 생성된다. 이어서 도체 열(列)이 도금 처리되

어 도체 트랙들이 소망하는 층 두께로 금속화 된다(주로 동), 도체 열이 뻗지 않는 영역들은 갈바노 레지스트에 의해 

보호된다. 이어서 통상적 방법으로 도금 기술적으로 금속 레지스트가 예컨대 주석- 또는 주석-연-층의 형태로 금속

화된 도체 열 위에 형성되고, 그 주석층은 그 이후에 최초의 동 가공물(동층)의 감법 제거(에칭) 시에 도체 트랙을 보

호한다. 이어서 금속 레지스트는 제거된다. 추가의 실시형들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세한 또는 극미(＜50

㎛)의 도체 트랙의 생성에는 적합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에칭 공격(작용)이 깊이 작용할 뿐 아니라 옆으로 장 차적 도체

열의 측면상에도 미쳐, 즉 소위 언더 에칭의 현상, 이와 함께 그로부터 생기는 가장자리 파열의 결점 및 나중의 전기 

단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언더 에칭의 정도는, 에칭할 동층이 두꺼울수록 더 심하

다.

부분적 언더 에칭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부 전류 없이 퇴적된 동의 도금적 박 도전층(導電層)이 형성

되어 있고 미 피복된 기초 재료를 사용하는 반 부가적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추가의 상세 가공은 실질적으로 소위 포

지티브 에칭 레지스트가 형성되지 않는 점만 상이할 뿐 상기 방법과 유사하다. 즉 회로 기판의 소망 영역들만을 도금

적으로 동으로 보강한다. 이어서 상이한 두께의 동 영역들이 최초 외부 무전류 동피막의 정도만큼 에칭 제거된다. 따

라서 동은 이 방법에서도 폐물질로서 침강한다. 또한 전해적으로 피복할 동의 대단히 균일한 층 두께 분포에 관한 특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전 부가적 기법은 완전히 동 에칭을 배제하는데, 그 이유는 동은 도체 열, 땜 눈 등과 같은 필요한 자리에만 피복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추가의 이용 분야가 있다. 접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피복이 외부 무전류

적으로 행해진다. 그때에는 외부 무전류 동피복의 개시를 위해 촉매 종정(배아)이 함유된 부착 중개- 및 활성화 층이 

주로 미 피복된 유전물 위에 형성된다. 실크 인쇄- 또는 포토 마스크에 의해 동 피복하지 않을 모든 영역들을 덮은 후,

외부 무전류 동피복이 직접 이어 행해질 수 있도록, 부착제 및 활성화제를 투입시킨다.

이산적 도체 트랙들을 형성할 마스크들은 실크 인쇄법 또는 광 기술적 방법 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형성할 각 도체 트랙 모형에 대해 각각 한 개별적 마스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광 공정에 의한 조직화(

패터닝) 시에는, 소위 '포토 라커들'이 광 민감 재료로서 금속화할 유전물 위에 도포된다. 이어서 특정 영역들만이 조

사되는데, 이들 영역은 사용된 물질에 따라 소망하는 도체 트랙들의 포지티브 또는 네가티브를 나타낸다.

광 기술 공정에 의한 도체 트랙 조직화 외에, 특히, 예컨대 소위 성형된 상호연결(인터코넥트) 장치와 같은 삼차원 부

재들의 경우, 함침-주석-층을 사용하고 이어서 레이저에 의해 조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의 

사용은 감법 기술의 경우에는 추가 단계에 해당한다. 그 결점은 특히 조직화에 시간적 경비가 큰 점이다. 주석층의 두

께는 한편으로 충분한 에칭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만큼 두꺼워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두께는 신속한 레이저 절제

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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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금속막을 절제하는 방법은 오늘날 이미 회로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제작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레

이저에 의해 조직화를 행하고 그런 뒤 잔류 동을 에칭 과정에 의해 제거하는, 동 위에 형성된 주석층에 기초를 두고 

있다(E. Tadic: 'Haaresbreite Feinstrukturen fuer zukuenftige Produktgestaltungen(미래 제품 형상화를 위한 머

리카락 폭의 미세 조직)' SMT 간행물 1-2/2000, 12).

삼차원 물체의 경우에도 이미 레이저 기술의 사용하에 미세 조직이 형성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도핑 첨가

된 합성 수지에 기초를 두고 있고 레이저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후속하는 무전류 금속화를 위해 도체 트랙을 형

성하기에 적합한 3D-MID 용 열가소성물의 레이저 지원 부가적 금속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SMT 간행물 4/2000, 

20).

또한 레이저에 의해 상이한 금속층들이 절제되는 다른 방법들도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D. Meier에 의해 마스크 투사

공정에서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얇은 금층이 절제되고 이어서 무전류적으로 보강피복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La

ser Structuring of Fine Lines(미세선의 레이저 조직화)', 가요성 재료를 위한 제 5 연차 회의, 미국 덴버 1999, 회의

록). 특히 팔라듐-도핑된 유기층에 대한 레이저 절제도 알려져 있다(J. Kickelhain: Rostock 대학교 승진 논문, 1999)

.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레이저 조직화에 이어 무전류 부가적 금속화가 도체 트랙 구도를 보강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

이 공통적 결점이다.

더욱이, 얼마 전부터 도전성 중합체가 유전물질의 금속화에서 제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합체는 소위 직접 도

금 기법에서 이층 및 다층 회로 기판들을 관통적으로 접촉시키고 제작 완성하는데 이용된다. 이 경우에도 유전물질을

도전성 중합체로 활성화한 직후에 도금적 금속화를 행하는 감모 기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PCT/EP 89/00204). 이

때의 결점은 특히 평면적 금속화(금속 피복)의 경우 이 도전성 중합체의 전기 전도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또한 도전성 중합체에 기초한 선택적 직접 도금 금속화를 제안하는 방법들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 특허 5,935,4

05호는 기초 재료를 프라이머 및 도전성 중합체로 성층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조직을 발생시키기 위해 광학적 

조직화 가능한 갈바노 레지스트가 사용된다. 도금적 성층 후 레지스트는 우선 박리되고 그런 뒤 레지스트 하부에 결

합되어 있었던 도전성 중합체가 제거된다. 이 경우, 미세 또는 극미 조직의 구현을 위해 클린 룸 기법에 대한 높은 요

건이 설정되고 또한 나중에 필요한 도전성 재료의 제거 때문에 광 조직화 가능한 갈바노 레지스트의 이용은 결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 이하 범위의 정밀한 조직화를 허용하고 그 위에 매 레지스트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유

전 물질의 선택적 금속화를 위한 공정기술적으로 간단하고, 확실하고,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금속화하려는 유전체를 강력 부착성의 도전성 활성화 층으로 피복하고 이어서 정밀 공구로서의 레이저에 의해 이 층

으로부터 소망하는 도체 트랙 경로가 조직화되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이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

한다. 잔류하는 활성화층의 조직들은 더욱이 전기 전도성이고 전류의 공급에 의해 문제점 없이 도전성 복합체 내에 

도금적으로 금속화, 바람직하게는 동 피복된다. 그럼으로써 50㎛ 이하 범위에서의 조직화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종래 기술의 한계점이 극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이 방법을 기술적으로 유리하

게, 더 나아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공정측면적 조치들이 제안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하에서 예시적으로 

회로 기판의 제작의 경우에 대해 기재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이 전자공학 분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 1 기초 해법에 따르면, 발명적 방법에 의해 전류의 공급 하에 전해적 (주석)도금이 유리한 방식으로, 얇은 

강부착적 및 전기 도전성 활성화층이 금속화하려는 유전체 위에 형성되게 함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 도전성 활성화 

층은 전해적 도금을 가능하게 한다.

활성화층은 충분한 전기 전도성이 보장되는 한 여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유리한 방법에서는 중합된 또는 공중

합된 피롤, 푸란, 티오펜 및/또는 그들의 유도체가 사용된다. 그러나 폴리티오펜 유도체계의 도전성 중합체(DMS-E)

의 사용이 특히 유리하다. 그 위에 금속 황화물- 및/또는 금속 폴리황화물 층 및 Pd- 및/또는 동 촉매도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판 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예컨대 여러 양상으로 동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활성화층의 층 두께를 약 0.1㎛의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유리한 방법에 있어 본 발명 방법은 

이산적 도전성 조직이 발생하도록 도전성 활성화 층을 조직화할 가능성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해 새로운

진행 방법이 제안된다. 본 발명의 특히 유리한 특징에 의하면 레이저에 의해 활성화 층의 정밀한 조직화가 행해진다. 

조직화, 즉, 도체 도면의 제조는 도전성 중합체의 피복 후, 금속 황화물- 및 금속 폴리황화물 층의 성층 후, Pd- 및/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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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 촉매의 피복 후 또는 금속 박막의 형성 후에 행해질 수 있다. 그 위에 활성화 층의 잔류 조직들은 전기 전도성이

고 도체 트랙 복합물이 존재하는 한 전기 도금적으로 금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절연 영역들은 소위 보조 도체에 의해

인공 도체 트랙 복합 체에 연결될 수 있다. 활성화 층으로부터 잔류하는 도전성 조직들은 다음의 전해 도금 단계에서 

외부 전류의 공급 하에 금속화된다. 조직화된 활성화 층의 전해 도금을 위해서는 본 발명 방법에서는 다양한 금속 전

해질,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동 전해질이 사용된다. 그와 함께 레이저 절제는 유리한 방식으로 ㎛ 이하의 범위에서의 

도체 트랙의 정밀하고 개별적인 형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 위에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금속화되는 동안 절연된 도

체 트랙들 사이에 일종의 전류 브리지 역할을 하는 소위 보조 도체가 금속화에 이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 인위적인 도체 트랙 복합체의 파열은 예컨대 레이저 가공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의해 유리한 방식으로, 예컨대 부가적 기법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외부 무 전류 금속

화 욕조를 생략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의해 잔류 약품 및 화학 폐수에 의한 환경 부담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더욱이 외부 무 전류적으로 퇴적된 금속층은 연성에 있어 명백히 본질적으로 미립정이고 치밀한 전해적으로

형성된 금속층보다 열등하다. 활성화 층에 근거하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외부 전류의 공급 하에 직접적 전해 도금

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의해, 유리한 방식으로, 예로서 나중에 회로 기판에 부품들을 장비할 때 땜질 과정의 열 부

하에 의한 케이싱 또는 모서리가 균열하는 것을 보장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요구되는 높은 연성 요건이 보장적으로 

만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필요하고 소망되는 한, 외부 무 전류적 금속화의 가능성도 추론(고려)한다. 그런 실시를 위해

서는, 외부 무 전류 금속화에서 사용되는 강부착성 활성화 층은 무 전류 동 피복에 필요한 촉매 종정을 함유하고 대응

하는 처리 취급에 적합화 되도록 형상화되어야 한다.

레이저에 의해 도체 트랙 조직화를 수행하는 본 발명 방법의 특별한 특징은 도체 트랙의 신속하고 개별적인 형상화라

는 추가의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의 결과 예컨대 도체 트랙 경로상에 어떤 소망 요구가 생길 때 신속히 반응함에 의해

생산 가능성에 있어 융통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예컨대 모든 기지의 방법과는 반대로 레이저 트랙의 균열을 일

으키는 시브-, 포토- 또는 기타 종류의 마스크가 이런 것이 레이저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통상적인 포토 마스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정에 의해,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더욱이 유리한 방식으로, 예컨대 마스

크를 형성하거나 또는 예컨대 감모 기법에서 도체 트랙 경로를 보호하는 모든 종류의 레지스트 물질의 사용이 생략될

수 있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럼으로써 화학 약품들뿐 아니라 작업 단계들도 절약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들은 피복 형성될 필요도 없고 이어서 제거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확한 레이저 조직화에 의해 금속층이 멋대로 성장할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이점도 얻어진다. 그럼으로써 보

장적으로 도체 트랙들이 정확히 형성되고 그로 인해 제품 폐기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본 발명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도체 열들의 밀도, 그들의 회로 기판 상에서의 배치 밀도, 및 그들의 높은 질과 

정밀도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이점을 위해 특징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전자 기구들의 질량과 체적의 소망하는 절

약을 위해 또한 그들의 작업 속도의 최적화를 위해 극히 짧은 전도 경로들이 요구되고 이것이 본 발명에서 만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발명 방법은 특히 높은 집적 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재품의 제조에 적합하다. 이것은 예컨대 컴퓨

터-, 원격통신-, 연결- 또는 의학 기술에 이용하기에 효과적이다. 더욱이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회로 조직들이 더 이

상 단지 두 평면만을 요구하지 않는 삼차원 조직들의 제조를 문제없이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 방법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예컨대 KrF-, XeC1-, 또는 Nd-YAG-레이저일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정밀한 

레이저-절제(가공)가 수행될 수 있는 한 다른 레이저들의 사용도 고려될 수 있다.

그 위에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예컨대 기구가 각종 제어 모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형상화된 레이저를 특정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제어 모듈은 예컨대 컴퓨터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동이 필요로 하는 장소들에만 부가적으로 피복되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에서보다 더 적은 원

료 물질의 금속을 소모한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런 사정으로부터 예컨대 또한 에칭- 및 박리-단계가 철저히

생략되기 때문에 화학 약품의 사용이 감소한다. 이런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특수성은 결국 감소된 약품 폐기로 인해 

유리한 비용 절약 및 저하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

더욱이 광 화학적 공정에 기초를 둔 모든 공지 방법들 보다 더 큰 방법 기술적 이점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서는 갖

가지 광 보호적 조치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의 이용에 의해, 광 민감성 광 라커를 

위한 특별한 저장실 용량 및 작업 공간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추가의 이점들 및 특징들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다음의 실시예들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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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실시예 1.

피복되지 않은 기초 재료(예컨대 BR 4)를 DMS-E-방법에 따라 도전성 중합체로 피복한다. 그래서 다음에 기재된 작

업 과정이 실시될 수 있다:

1. 콘디쇼너(조절제)(Blasolit V) 3 분 40℃

2. Manox(KMnO  4 /H  3 BO  3 ) 2 분 40℃

3. Monopol TC(촉매-고정) 4 분 실온

X 레이저 조직화 : 레이저 유형: Nd:YAG

(3 배 주파수)

펄스/장소 : 1

실시예 2

피복되지 않은 기초 재료(예컨대 BFR 4)를 DMS-E-방법에 따라 전도 가능한 중합체로 피복한다. 실시예 1에 기재된

작업 과정(단계 1 내지 3)을 인수 사용하고 이하의 작업 단계들을 보완한다:

4. 콘디쇼너 PE 3 분 실온

5. Ultraplast 2000(Pd-촉매) 4 분 40℃

6. 발생기(Cu-함유 용액) 5 분 63℃

이어서 다음의 작업 단계가 행해진다

X) 레이저 조직화 레이저 유형: KrF

파장: 248nm

기판 위의 에너지 밀도: 100mJ/cm  2

레이저 에너지: 450mJ

펄스/장소: 2

실시예 3.

동으로 피복되고 SBU-회로용 특수 라커가 도포된 기초 재료를(예컨대 Enthone 사의 LDD 9056) 이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처리한다.

1. 원액 10 분 80℃

2. KMnO  4 알칼리성 13 분 80℃

3. Mn 제거제(황산, H  2 O  2 ) 2 분 실온

이 작업 과정에 이어서 실시예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로 기판을 처리한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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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복된 기초 재료(예로서 FR 4)를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1. 도금-용액 1 4 분 실온

2. 도금-용액 3 2 분 실온

3. 도금-용액 1 4 분 실온

4. 도금-용액 3 2 분 실온

X) 레이저 조직화 레이저 유형: KrF

파장: 248nm

기판 위의 에너지 밀도: 150mJ/cm  2

레이저 에너지: 450mJ

펄스/장소: 2

실시예 5.

동으로 피복되고 SBU-회로용 특수 라커가 도포된 기초 재료를(예컨대 Enthone 사의 LDD 9056) 이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처리한다.

1. 전해질 원액(유기 알칼리성 원액) 10 분 80℃

2. KMnO  4 알칼리성 13 분 80℃

3. Mn 제거제(황산, H  2 O  2 ) 2 분 실온

4. 도금-용액 1 4 분 실온

5. 도금-용액 3 2 분 실온

6. 도금-용액 1 4 분 실온

7. 도금-용액 3 2 분 실온

X) 레이저 조직화 레이저 유형: KrF

파장: 248nm

기판 위의 에너지 밀도: 180mJ/cm  2

레이저 에너지: 490mJ

펄스/장소: 2

실시예 6.

피복되지 않은 기초 재료(예컨대 FR 4)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디쇼너(Blasolit V) 3 분 40℃

2. Manox(KMnO  4 /H  3 BO  3 ) 2 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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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opol TC(촉매-고정) 4 분 실온

4. 도금-용액 1 4 분 실온

5. 도금-용액 3 2 분 실온

6. 도금-용액 1 4 분 실온

7. 도금-용액 3 2 분 실온

X) 레이저 조직화 레이저 유형: KrF

파장: 248nm

기판 위의 에너지 밀도: 200mJ/cm  2

레이저 에너지: 450mJ

펄스/장소: 1

실시예 6a.

작업 단계가 다음과 같이 수행되도록 작업 과정을 변경시킬 가능성도 존재한 다:

먼저 처리 단계 4 내지 7을 수행하고 거기에 이어 처리 단계 1 내지 3을 수행한다. 그런 후 처리 단계 X) 레이저 조직

화를 행한다.

실시예 7.

동으로 피복되고 SBU-회로용 특수 라커가 도포된 기초 재료를(예컨대 Enthone 사의 LDD 9056) 이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처리한다.

1. 원액 전해질(유기 알칼리성 원액) 10 분 80℃

2. KMnO  4 알칼리성 13 분 80℃

3. Mn 제거제(황산, H  2 O  2 ) 2 분 실온

거기에 이어 실시예 6의 작업 단계 1 내지 X)를 행한다.

실시예 7a.

작업 단계가 다음과 같이 수행되도록 작업 과정을 변경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먼저 처리 단계 1 내지 3을 수행한다. 거기에 이어 실시예 6의 처리 단계 4 내지 7을 수행하고 그런 후 실시예 6의 처

리 단계 1 내지 3을 행한다. 그런 후 처리 단계 X) 레이저 조직화를 행한다.

실시예 8.

피복되지 않은 기초 재료(예컨대 FR 4)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디쇼너(Blasolit V) 3 분 40℃

2. Manox(KMnO  4 /H  3 BO  3 ) 4 분 80℃

3. 촉매(유기 단량체) 2 분 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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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예컨대 유기산) 2 분 실온

X) 레이저 조직화 레이저 유형: XeCl

파장: 308nm

기판 위의 에너지 밀도: 120mJ/cm  2

레이저 에너지: 450mJ

펄스/장소: 1

레이저 조직화를 행하기 전에 다음 처리 단계들이 행해질 수 있다:

5. 콘디쇼너 PE 3 분 실온

6. Ultraplast 2000(Pd-촉매) 4 분 40℃

7. 발생기(Cu-함유 용액) 5 분 63℃

실시예 9.

동으로 피복되고 SBU-회로용 특수 라커가 도포된 기초 재료를(예컨대 Enthone 사의 LDD 9056) 이하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처리한다.

1. 전해질 원액(유기 알칼리성 원액) 10 분 80℃

2. KMnO  4 알칼리성 13 분 80℃

3. Mn 제거제(황산, H  2 O  2 ) 2 분 실온

거기에 이어 실시예 8의 처리 단계 1 내지 4를 행하고, 이어서 레이저 조직 화를 행한다. 레이저 조직화 전에 작업 단

계 5 내지 7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변형으로서 다음과 같이 처리 단계를 다음과 같이 변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초 재료를 동으로 피복하고 SBU-회로용 특수 라커를 도포하고(예컨대 Enthone 사의 LDD 9056), 이하에 기재되

는 바와 같이 처리한다.

1. 전해질 원액(유기 알칼리성 원액) 10 분 80℃

2. KMnO  4 알칼리성 13 분 80℃

3. Mn 제거제(황산, H  2 O  2 ) 2 분 실온

4. 도금-용액 1 4 분 실온

5. 도금-용액 3 2 분 실온

6. 도금-용액 1 4 분 실온

7. 도금-용액 3 2 분 실온

8. 콘디쇼너(Blasolit V) 3 분 40℃

9. Manox(KMnO  4 /H  3 BO  3 ) 4 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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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촉매(유기 단량체) 2 분 실온

11. 고정(예컨대 유기산) 2 분 실온

레이저 조직화 전에 선택적으로 다시 다음 작업 단계들이 공정 경로에 포함될 수 있다:

12. 콘디쇼너(조절제) PE 3 분 실온

13. Ultraplast 2000(Pd-촉매) 4 분 40℃

14. 발생기(Cu-함유 용액) 5 분 63℃

레이저 조직화 후 다음의 추가 처리들이 행해진다:

회로 기판 위에 있는 도체 도면이 완전히 금속으로 덮일 때까지 통상적 동- 및/또는 니켈 전해질 중에서 회로 기판을 

도금한다. 위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 보다 작은 도체 열과 도체 트랙 거리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전 재료를 선택적으로 금속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전체를 도전 재료로 된 활성화 층으로 부착력 강하게 피복하고

연이은 레이저 처리에 의해 이산 도전 조직들이 생기도록 활성화 층을 조직화하고 이어서 그 활성화 층을 금속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이 방법이 전자공학 분야에서 소자들 및 성분 집합체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이 방법이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유전 재료로서 합성 물질 및/또는 세라믹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도전 중합체로 구성된 활성화 층이 피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도전 중합체로서 중합된 또는 공중합된 피롤, 푸란, 티오 펜 및/또는 그들의 유도체가 사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도전 중합체로서 폴리-3,4-에틸렌-디옥시티오펜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내지 제 7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도전 중합체가 추가적으로 Pd- 및/또는 Cu-종정(배아)으로 충전(充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 층이 금속 황화물이나 금속 다중황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의 한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활성화 층이 금속 박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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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금속화가 전해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11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금속화를 위해 바람직하게는 동 전해질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 층의 조직화를 위해 KrF-, XeCl- 또는 Nd-YAG-레이저가 사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의 한 항에 있어서, 도전 조직들은 금속화에 이어 파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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