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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인쇄회로기판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고 절연층을 적층하거나 인쇄회로기판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구멍

을 형성하고 형성된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층에 수동소자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원자재의 동박에 회로패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고,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

재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다른 원자재를 양면에서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

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

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1e

색인어

수동소자칩, 인쇄회로기판, 내장형 커패시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도 1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2a ~도 2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3a ~도 3d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4a ~도 4d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5a ~도 5e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6a ~도 6c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 6 실시예의 미관통 구멍의 하부 동박층에 형성된 패턴에 전기전도성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

적 접속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a 내지 도 8d는 제1 내지 제 6 실시예에 이용되는 하부 동박층에 형성된 여러가지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쇄회로기판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

관통구멍을 형성하여 형성된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거나 인쇄회로기판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고 절연층을 적

층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쇄회로기판(PCB)의 표면에는 일반적인 개별 칩 저항(Discrete Chip Resistor) 또는 일반적인 개별

칩 커패시터(Discrete Chip Capacitor)를 실장하고 있으나, 최근 저항 또는 커패시터 등의 수동소자를 내장한 인쇄회로기

판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수동소자 내장형 인쇄회로기판 기술은 새로운 재료(물질)와 공정을 이용하여 기판의 외부 혹은 내층에 저항 또는

커패시터 등의 수동소자를 삽입하여 기존의 칩 저항 및 칩 커패시터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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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수동소자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은 기판 자체의 내층 혹은 외부에 수동소자, 예를 들어, 커패시터가 묻혀 있는

형태로서, 기판 자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동소자인 커패시터가 인쇄회로기판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이것을 "내

장형 커패시터"라고 하며, 이러한 기판을 커패시터 내장형 인쇄회로기판(Embedded Capacitor PCB)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동소자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동소자가 인쇄회로기판의 일부분으로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판 표면에 실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의 수동소자 내장형 인쇄회로기판 기술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첫째로, 중합체 커패시터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열 경화, 즉 건조시켜 커패시터를 구현하는 중합체 후막형(Polymer Thick

Film Type) 커패시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인쇄회로기판의 내층에 중합체 커패시터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다음에 이를 건조시킨 후에 전극을 형성하도록

동 페이스트(Copper paste)를 인쇄 및 건조시킴으로써 내장형 커패시터를 제조하게 된다.

둘째로, 세라믹 충진 감광성 수지(Ceramic filled photo-dielectric resin)를 인쇄회로기판에 코팅(coating)하여 개별 내

장형 커패시터(embedded discrete type capacitor)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미국 모토롤라(Motorola)사가 관련 특허 기

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세라믹 분말(Ceramic powder)이 함유된 감광성 수지를 기판에 코팅한 후에 동박(copper foil)을 적층시켜서

각각의 상부전극 및 하부전극을 형성하며, 이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감광성 수지를 식각하여 개별 커패시터를 구현하

게 된다.

셋째로,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실장되던 디커플링 커패시터(Decoupling capacitor)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쇄회로기판

내층에 커패시턴스 특성을 갖는 별도의 유전층을 삽입하여 커패시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미국 산미나(Sanmina)사가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인쇄회로기판의 내층에 전원전극 및 접지전극으로 이루어진 유전층을 삽입하여 전원 분산형 디커플링 커패시터

(Power distributed decoupling capacitor)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기술에 따르면, 그 용량값이 매우 낮아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구성성분을 커패시터 용량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고 그 접점간의 간격을 좁혀서 용량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종래 인쇄회로기판의 공법으로는 그 간격을 좁히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높은 용량값을 갖는 자재는 자재의 물성이

잘 부러지는 브리틀(brittle)한 성질 이 있어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공정에 높은 용량값을 갖는 자재를 적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표면 실장에 사용되는 커패시터 칩을 기판 내부에 넣는 것이 최근 시도 되었다. 이미 일본 IBIDEN사

의 일본특허출원공개번호 2002-118367A에서는 커패시터칩을 인쇄회로기판의 코어(Core)층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개시된 방법은 커패시터칩을 코어에 삽입하고, 양쪽에서 반경화된 에폭시 수지를 덮고 가열 가압하는 방법으로 커패시터

칩을 내부에 함침 시키고, 레이저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형성하며 도금을 통해 전기적 접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커패시터칩을 코어(Core)에 삽입하게 됨에 따라 표면에 실장되는 IC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코어(Core)에 관통구멍을 형성하고 커패시터칩을 삽입하게 됨에 따라서 구멍 가공을 위한 공정이 추가되며,

관통구멍에 삽입되더라도 커패시터칩(Chip)의 위 아래 부위에는 회로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커패시터칩을 코어(Core)의 관통구멍에 삽입하는 경우 커패시터칩이 밑으로 빠지는 우려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지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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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임의의 절연층에 미관통구멍을 형성하되 미관

통구멍의 바닥에 동박층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제거하고, 수동소자칩을 삽입하여 칩삽입 후 바닥으로 수동소자칩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Core)에 미관통구멍을 형성하되 반대편 동박을 그대로 남도록 하여 남은 동박에 회로 형성이 가능

하고, 수동소자칩의 삽입 후 바닥으로 수동소자칩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

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임의의 절연층 혹은 코어(Core)층 표면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두고 절연수지를 적층하여 미관통 구멍 형성

에 따른공정수를 줄이고 IC칩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전기적 특성을 개선한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때 미경화된 절연수지에 구멍을 형성하여 수동소자칩이 쉽게 절연층 속으로 삽입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도포한 후 미관통 홀에 삽입함으로써, 절연층의 가열가

압공정에서 미관통홀의 바닥에 있는 패드 혹은 회로기판 내층표면에 패드에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관통 홀의 바닥에 있는 패드 혹은 회로기판 내층표면의 패드에 전기전도도가 있는 물질을 도포한 후 수동소자칩

을 넣고 가열가압 공정에서 전기적 접속이 되도록하여 접점형성을 위한 홀의 가공 수를 줄이고 홀의 가공비용 및 가공시간

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한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거나 임의의 절연층 혹은 코어(Core)층 표면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둔 후에 절연층을

덮고 가열 가압하기 전에 상부 전도층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범프를 형성하고 이를 덮고 가열 가압하는 공정을 이용하여 전

기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열 가압 후에 전기적 접촉을 위한 구멍가공 공정을 줄이고, 수동소자의 전기

적 접속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의 절연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원자재의 동박에 회로패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고, 상

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재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다른 원자재를 양면에서 적층하여 가열

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Core)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구멍을 형성하고 미관통 구멍의 바닥면에는 회로패턴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동박층이 남아있도록 하는 제1 단계; 상기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고,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코어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원자재를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한면에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미관통 구멍의 바닥면에 있던 동박층에 회로를 포함한 패턴을 형성하고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원자재를 회로를 형성한 미관통 구멍의 바닥 쪽 면에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3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의 절연층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제1 단계의

수동소자칩이 적층된 원자재에 미경화된 절연수지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

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

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회로패턴이 형성된 코어(Core)층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코어층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

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원자재를 양면에서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

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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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의 절연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고 회로

패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는 제 1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재에 절연층을 적층하

고, 전기전도성 범프가 구비된 동박을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및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3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 진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Core)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원자재의 동박에 회로패

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재에 전도성 범프가 형성

된 동박층을 구비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3 단계; 및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코어층 혹은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수동소

자칩이 위치한 원자재에 전도성 범프가 형성된 동박층을 구비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및 외부에 회

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제, 도 1a 이하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 ~도 1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먼저, 도 1a에서와 같이 코어(core)층을 형성하는 원판(100)의 동박(102)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

고, 그 위에 절연물질(111) 또는 절연물질(111)과 한면이 동박(112)으로 이루어진 원자재(110)를 진공에서 가열가압하여

적층한다.

이러한 원판(100)으로 사용된 동박 적층판의 종류에는 그 용도에 따라, 유리/에폭시 동박 적층판, 내열수지 동박 적층판,

종이/페놀 동박 적층판, 고주파용 동박 적층판, 플렉시블 동박 적층판(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복합 동박 적층판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양면 인쇄회로기판 및 다층 인쇄회로기판 제조에는 주로 사용되는 절연 수지층(101)에 동

박층(102, 103)이 입혀진 유리/에폭시 동박 적층판(100)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판(100)에 드라이 필름(dry film; 미도시)을 도포한 후,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art work film)을

이용하여 드라이 필름을 노광 및 현상함으로써, 드라이 필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부식액을 분무하여 드라이 필름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102)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드라이 필름을 박리하여 최종적으로 동

박(10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드라이 필름은 커버 필름(cover film), 포토레지스트 필름(photo-resist film) 및 마일러 필름(Mylar film)의 3층으로 구성

되며, 실질적으로 레지스트 역할을 하는 층은 포토레지스트 필름이다.

드라이 필름의 노광 및 현상 공정은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을 드라이 필름 위에 밀착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

한다.

이때, 아트 워크 필름의 패턴이 인쇄된 검은 부분은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하고,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자외선이 투과하여

아트 워크 필름 아래의 드라이 필름을 경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드라이 필름이 경화된 동박 적층판(102)을 현상액에 담그면 경화되지 않은 드라이 필름 부분이 현상액에 의해 제

거되고, 경화된 드라이 필름 부분만 남아서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여기서 현상액으로는 탄산나트륨(Na2CO3) 또는 탄

산칼슘(K2CO3)의 수용액 등을 사용한다.

이처럼 화상 형성 공정을 통하여 원판(100) 위에 레지스트 패턴이 형성되면 부식액을 분무하여 레지스트 패턴에 의해 보

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102)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레지스트 패턴을 박리하여 최종적으로 동박

(10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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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1b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에 미관통구멍(113a, 113b)을 형성하고, 칩이 삽입되는 동박

층(112)에는 화상공정을 통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는데, 이때, 수동소자칩(120a, 120b)이 삽입되는 구멍 부위의 아래쪽

에는 부식액이 분무되도록 하여 동박을 완전히 제거 할 수도 있고, 부식액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동박층(112)을 회로패턴

의 형성에서 만들어 놓은 형상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도 1c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120a, 120b)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에 형성된 미관통구멍(113a, 113b)에 수동소자

칩(120a, 120b)을 삽입한다.

그리고 도 1d에서와 같이 절연물질(131) 또는 절연물질(131)과 일면이 동박(132)으로 이루어진 원판(130)을 적층하고 진

공에서 가열가압을 통해 수동소자칩(120a, 120b)을 인쇄회로기판에 내장시킨다.

다음으로 도 1e에서와 같이 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수동소자칩(120a, 120b)의 전극을 회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비아홀

(141~146)을 가공하고 비아홀(141~146)의 측벽에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금층(151~156)을 형성

한다.

여기서 비아홀(141~146)을 형성하는 과정은 CNC 드릴(Computer Numerical Control Drill) 또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사

전에 설정된 위치에 따라 비아홀을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NC 드릴을 이용하는 방식은 양면 인쇄회로기판의 비아홀이나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도통홀(through hole)을 형성 시에

적당하다.

이러한 CNC 드릴을 이용하여 비아홀 또는 도통홀을 가공한 후에, 드릴링 시 발생하는 동박의 버(burr), 비아홀 내벽의 먼

지, 동박층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디버링(deburring)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동박층 표면에 거칠

기(roughness)가 부여됨으로써, 이후 동도금 공정에서 동과의 밀착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마이크로 비아홀(micro via hole)을 형성 시에 적당하다. 이러한 레이저

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YAG(Yttrium Aluminum Garnet) 레이저를 이용하여 동박층과 절연 수지층을 동시에 가공할 수도

있고, 비아홀이 형성될 부분의 동박층을 식각한 후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연 수지층을 가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아홀을 형성한 후에, 형성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원판의 절연 수지층 등이 녹아서 비아홀의 측벽에 발생하는

스미어(smear)를 제거하는 디스미어(desmear)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여기서 원판의 비아홀의 측벽이 절연 수지층이므로, 비아홀 형성 후 바로 전해 동도금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형

성된 비아홀의 전기적 연결 및 전해 동도금 수행하기 위하여 무전해 동도금을 수행한다.

무전해 동도금은 절연체에 대한 도금이므로, 전기를 띤 이온에 의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무전해 동도금은 석출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며, 석출반응은 촉매에 의해 촉진된다.

도금액으로부터 동이 석출되기 위해서는 도금하려는 재료의 표면에 촉매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는 무전해 동도금이 많은

전처리를 필요로 함을 나타낸다.

일실시예로, 무전해 동도금 공정은 탈지(cleanet) 과정, 소프트 부식(soft etching) 과정, 예비 촉매처리(pre-catalyst) 과

정, 촉매처리 과정, 활성화(accelerator)과정, 무전해 동도금 과정 및 산화방지 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탈지 과정에서, 동박층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이나 이물질, 특히 유지분 등을 산 또는 알칼리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약품

으로 제거한 후 계면활성제를 완전히 수세한다.

소프트 부식 과정에서, 동박층 표면에 미세한 거칠기(예를 들면, 약 1㎛∼2㎛)를 만들어 도금단계에서 동입자가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하며, 탈지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예비 촉매처리 과정에서, 낮은 농도의 촉매약품에 원판을 담금으로써, 촉매처리 단계에서 사용되는 약품이 오염되거나 농

도가 변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더욱이, 같은 성분의 약품조에 원판을 미리 담그는 것이므로 촉매처리가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예비 촉매처리 과정은 1%∼3%로 희석된 촉매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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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처리 과정에서, 원판의 동박층 및 절연 수지층면(예를 들면, 비아홀의 측벽)에 촉매입자를 입혀준다. 촉매입자는 Pd-

Sn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Pd-Sn 화합물은 도금되는 입자인 Cu2+와 Pd2-가 결합하여 도금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무전해 동도금 과정에서, 도금액은 CuSO4, HCHO, NaOH 및 기타 안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금반응이 지

속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금액의 조성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부족한 성분의 적절한 공급, 기계 교반, 도금액의 순화 시스템 등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반응의 결과로 발생

되는 부산물을 위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도금액의 사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산화방지 처리 과정에서, 무전해 동도금 후에 잔존하는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 도금막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

방지막을 전면에 코팅한다.

그러나, 상술한 무전해 동도금 공정은 일반적으로 전해 동도금에 비하여 물리적 특성이 떨어지므로 얇게 형성한다.

그리고, 동박(103, 132)에 드라이 필름(dry film; 미도시)을 도포한 후,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art work

film)을 이용하여 드라이 필름을 노광 및 현상함으로써, 드라이 필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부식액을 분무하여 드라이

필름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103, 132)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드라이 필름을 박리하여 최

종적으로 동박(103, 13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1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 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도 2a ~도 2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2a 내지 도 2e의 제2 실시예가 도 1a 내지 도 1e의 제1 실시예와 다른 점은 코어(Core)층에 칩이 삽입되어 수동소자가

삽입될 바닥의 동박에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도 2a에서와 같이, 절연 수지층(201)에 동박층(202, 203)이 입혀진 동박 적층판인 원판(200)을 준비하고, 수동소자

칩(220a, 220b)이 삽입될 미관통구멍(210a, 210b)을 형성하기 위해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동박층(202)의 일부를 제

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 2b에서와 같이, 원판(200)에 수동소자칩(220a, 220b)이 삽입될 미관통구멍(210a, 210b)을 형성하고, 이때 미

관통구멍(210a, 210b)의 바닥면에는 삽입된 수동소자칩(220a, 220b)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박(203)을 제

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 2c에서와 같이 미관통구멍(210a, 210b)에 수동소자칩(220a, 220b)을 삽입하고 그 위에 절연층(231) 또는 절

연층(231)과 일면이 동박(232)으로 된 원자재(230)를 적층하고 진공에서 가열가압하여 수동소자칩(220a, 220b)을 내장

시킨다.

그리고, 도 2d에서와 같이 미관통구멍(210a, 210b)의 바닥면인 동박(203)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하며, 그 위에 절연층(241) 또는 절연층(241)과 한 면이 동박(242)으로 된 원

판(240)을 적층하고 진공에서 가열가압한다.

다음으로 도 2e에서와 같이 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수동소자칩(220a, 220b)의 전극을 회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비아홀

(251~256)을 가공하고 비아홀(251~256)의 측벽에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금층(261~266)을 형성

한다. 그리고, 드라이 필름(dry film; 미도시)을 도포한 후,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art work film)을 이용하

여 드라이 필름을 노광 및 현상함으로써, 드라이 필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부식액을 분무하여 드라이 필름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드라이 필름을 박리하여 최종적으로 동박(232,

24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2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도 3a ~도 3d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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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에서와 같이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300)의 동박(302)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고, 그 위에

절연물질(311) 또는 절연물질(311)과 일면이 동박(312)으로 이루어진 원판(310)을 진공에서 가열가압하여 적층하고, 수

동소자칩(320a, 320b)이 위치할 곳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동박층(312)의 일부를 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음에 도 3b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320a, 320b)이 삽입될 부위를 화상 형성공정을 거쳐 형성하고 이곳에 수동소자칩

(320a, 320b)을 삽입하고, 그 위에 절연물질(341) 또는 절연물질(341)과 일면이 동박(342)으로 이루어진 원판(340)을 적

층한다. 이때, 절연물질(341)에는 구멍을 형성하여 수동소자칩(320a, 320b)이 절연물질(341)속으로 쉽게 내장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절연물질(341)에 구멍(343)을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도 3c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320a, 320b)을 칩이 삽입될 부위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절연물질(341) 또는 절연물

질(341)과 일면이 동박(342)으로 이루어진 원판(340)을 덮고, 진공에서 가열가압을 하여 수동소자칩(320a, 320b)을 내장

한다.

다음으로, 도 3d에서와 같이 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수동소자칩(320a, 320b)의 전극을 회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비아홀

(351~354)을 가공하고 비아홀(351~354)의 측벽에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금층(361~364)을 형성

한다. 그리고, 드라이 필름(dry film; 미도시)을 도포한 후,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art work film)을 이용하

여 드라이 필름을 노광 및 현상함으로써, 드라이 필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부식액을 분무하여 드라이 필름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드라이 필름을 박리하여 최종적으로 동박(301,

34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3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 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도 4a ~도 4d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4a 내지 도 4d의 제4 실시예가 도 3a 내지 도 3d의 제3 실시예와 다른 점은 코어(Core)층의 표면에 칩이 삽입된다는

점이다.

먼저, 도 4a에서와 같이, 절연 수지층(401)에 동박층(402, 403)이 입혀진 동박 적층판인 원판(400)을 준비하고, 수동소자

칩(410a, 410b)이 삽입될 부위를 화상 형성공정을 거쳐 형성한다.

이때 양면의 동박층(400)에 회로를 수동소자칩(410a, 410b)이 삽입될 부위와 동시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 4b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410a, 410b)이 삽입될 부위에 수동소자칩(410a, 410b)을 삽입하고, 그 위에 절연

물질(411) 또는 절연물질(411)과 일면 이 동박(412)으로 이루어진 원판(410)을 적층한다. 이때, 절연물질(411)에는 구멍

(413)을 형성하여 수동소자칩(410a, 410b)이 절연물질(411)속으로 쉽게 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절

연물질(411)에 구멍(413)을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도 4c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410a, 410b)을 칩이 삽입될 부위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절연물질(411) 또는 절연물

질(411)과 일면이 동박(412)으로 이루어진 원판(410)을 덮고, 진공에서 가열가압을 하여 수동소자칩(410a, 410b)을 내장

한다.

다음으로, 도 4d에서와 같이 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수동소자칩(410a, 410b)의 전극을 회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비아홀

(431~434)을 가공하고 비아홀(431~434)의 측벽에 무전해 동도금 및 전해 동도금을 수행하여 도금층(441~444)을 형성

한다.그리고, 드라이 필름(dry film; 미도시)을 도포한 후, 소정의 패턴이 인쇄된 아트 워크 필름(art work film)을 이용하

여 드라이 필름을 노광 및 현상함으로써, 드라이 필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고, 부식액을 분무하여 드라이 필름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동박을 제거하며, 역할을 다한 드라이 필름을 박리하여 최종적으로 동박(412,

42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4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 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도 5a ~도 5e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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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5a에서와 같이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500)의 동박(502, 503)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

고, 그 위에 절연물질(511) 또는 절연물질(511)과 한면이 동박(512)으로 이루어진 원판(510)을 진공에서 가열가압하여

적층하고, 수동소자칩(530a, 530b)이 삽입될 미관통구멍(520a, 520b)을 형성하기 위해 화상형성 공정을 이용하여 동박

층(512)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도 5b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530a, 530b)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에 미관통구멍(520a, 520b)을 형성하고, 칩이

삽입되는 동박층(512)에는 화상공정을 통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는데, 이때, 수동소자칩(530a, 530b)이 삽입되는 구멍

(520a, 520b)의 아래쪽에는 부식액이 분무되도록 하여 동박(512)을 완전히 제거 할 수도 있고, 부식액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동박층(512)을 회로패턴의 형성에서 만들어 놓은형상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그리고, 도 5c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530a, 530b)이 삽입되어야 할 부분에 형성된 미관통구멍(520a, 520b)에 수동소자

칩(530a, 530b)을 삽입한다.

그리고 도 5d에서와 같이 절연물질(541) 또는 절연물질(541)과 일면이 동박(542)으로 이루어진 원판(540)을 적층하고 진

공에서 가열가압을 통해 수동소자칩(530a, 530b)을 인쇄회로기판에 내장시킨다. 이때 동박에는 수동소자칩(530a, 530b)

과 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범프(543a~543d)를 포함하고 있는 동박을 사용한다.

그리고 도5e에서와 같이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동박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5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 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도 6a ~도 6c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수동소자칩 내장형의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의 공정도이다.

도 6a에서와 같이 원판(600)의 동박(602, 603)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회로패턴을 형성하고, 그 위에 절연물질(611)

또는 절연물질(611)과 일면이 동박(612)으로 이루어진 원판(610)을 진공에서 가열가압하여 적층하고, 수동소자칩(620a,

620b)이 위치할 곳에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동박층(612)의 일부를 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음에 도 6b에서와 같이 수동소자칩(620a, 620b)이 삽입될 부위를 화상 형성공정을 거쳐 형성하고 이곳에 수동소자칩

(620a, 620b)을 삽입하고, 그 위에 절연물질(641) 또는 절연물질(641)과 일면이 동박(642)으로 이루어진 원판(640)을 적

층한다. 이때, 절연물질(641)에는 구멍을 형성하여 수동소자칩(620a, 620b)이 절연물질(641)속으로 쉽게 내장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절연물질(641)에 구멍을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동박에는 수동소자칩(620a, 620b)과

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범프(644a~644d)를 포함하고 있는 동박을 사용한다.

그리고 도6c에서와 같이 화상형성공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동박(603, 642)의 배선패턴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6안에서 칩 수동소자는 하나의 절연층이 아닌 둘 이상의 절연층에 걸쳐서 삽입 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수동소자칩(710)을 도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닥면에 여러모양의 패턴(702)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패턴

(702)은 수동소자칩과 기판의 절연체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를 줄이는 기능도 수행하고, 동시에 이러한 패턴(702)은 접속

물질(703a, 704a)을 이용하여 패턴과 칩을 연결 할 수 있는데, 전기전도도가 있는 물질로는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며, 전기

전도도가 없는 물질로는 칩과 바닥의 패드와 결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극 팽창 흡수 패턴(703a, 704b)은 수동소자칩이 전극의 팽창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8a 내지 도 8d는 도 1 내지 도 6에 이용되는 하부 동박층에 형성된 전극 팽창 흡수 패턴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a와 같이 하부 동박층에 전극 팽창 흡수 패턴은 하나로 형성되어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8b 내지 도 8d 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패드 혹은 패턴으로 형성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수동소자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의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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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술한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SMT 방법에 비해서 기판 표면에 부착되는 부품을 내장시킴으로써 표면 실장면적이

늘어나며, 늘어난 면적만큼 기판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면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기판을 제작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SMT 방법에 비해서 솔더 조인트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환경규제 대상 물질인 납을 줄 일 수

있으며, 신호 잡음 역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시트 형태에 비해서 구현하지 못한 큰 용량값의 수동소자를 회로기판 내부에 실장 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많은 응용이 생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칩 내장기술에 비해서 칩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안 하였으므로, 공정 중에 취급이 용이

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칩 내장기술에 비해서 칩 삽입을 위한 공간을 관통홀이 아닌 비 관통홀을 형성하게 됨에 따

라 칩이 삽입되는 홀 아래쪽 즉, 칩이 구멍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동박층에 회로 및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으므로, 설계 자유도가 크게 증가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칩 내장기술에 비해서 코어에 삽입 하지 않고 코어의 표면 혹은 코어 위 혹은 아래의 절연수

지층에 삽입하게 됨에 따라 능동칩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여 인덕턴스를 줄임으로써 전기적인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능동부품과 더욱 가깝게 형성하게 됨에 따라 신호잡음이 줄어들고 고주파수의 특성이 더 좋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칩을 삽입하기 이전에 전기전도성 물질을 삽입될 칩의 접점의 한쪽에 형성하여 가열가압과 동시

혹은 이전에 전기적으로 접촉을 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적 접촉을 위한 구멍 형성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큰 용량의 칩을 삽입하기 위해 코어층에만 삽입하던 것을 여려 층을 가공하여 공간을 만든 후 칩

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부피가 큰 부품도 삽입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범프를 이용하여 칩과 전기적 접촉을 가열가압공정만으로도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수동소자칩 이외에 저항을 포함한 가능한 두께를 갖는 모든 부품을 인쇄회로기판에 삽입 할 수 있

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다르면 길이방향의 양쪽 끝에 외부전극이 있는 일반형태의 칩 수동소자 뿐만 아니라,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를 삽입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원자재의 동박에 회로패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고,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재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된 다른 원자재를 양면에서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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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 이후에, 상기 미관통구멍의 하부 동박을 제거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

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의 코어층에 원자재를 적층하는데 있어서, 상기 코어층의 상기 수동소자칩이 내장되는 위치의 동박에 열팽

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 이후에, 상기 미관통구멍의 하부 동박에 열팽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

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 이후에,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이 실장되는 위치에 전도성 물질을 도포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관통구멍은 다층의 절연층을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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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동소자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

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코어(Core)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구멍을 형성하고 미관통 구멍의 바닥면에는 동박층이 남아있도록 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고,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코어에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

층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미관통 구멍의 바닥면에 있던 동박층에 회로를 포함한 패턴을 형성하고 절연층 또는 절연층의 일면에 동박층이 적층

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3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의 코어층에 원자재를 적층하는데 있어서, 상기 코어층의 상기 수동소자칩이 내장되는 위치의 동박에 열팽

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 이후에, 상기 미관통구멍의 하부 동박에 열팽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

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 이후에,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이 실장되는 위치에 전도성 물질을 도포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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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미관통구멍은 다층의 절연층을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8 항 내지 제 1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소자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

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제1 단계의 수동소자칩이 적층된 원자재에 절연수지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이후에,

상기 수동소자칩이 올려져 있는 원자재에 적층되는 절연수지에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될 수 있는 구멍을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이전에,

상기 원자재의 수동소자칩이 놓일 위치의 동박을 제거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

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이전에, 상기 원자재의 상기 수동소자칩이 내장되는 위치의 동박에 열팽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

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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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 이전에,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이 실장되는 위치에 전도성 물질을 도포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층에 적층되는 원자재는 다층 원자재이며, 상기 수동소자칩은 다층에 걸쳐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

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 내지 제 1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소자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

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코어층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제1 단계의 수동소자칩이 적층된 코어층에 절연수지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에 외부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비아홀을 가공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비아홀에 동도금을 형성하고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이후에,

상기 수동소자칩이 올려져 있는 코어층에 적층되는 절연수지에 상기 커패시티칩이 삽입될 수 있는 구멍을 형성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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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단계 이전에,

상기 코어층의 수동소자칩이 놓일 위치의 동박을 제거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

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이전에, 상기 코어층의 상기 수동소자칩이 내장되는 위치의 동박에 열팽창 스트레스의 흡수기능을 포함하

는 전기접속 및 결속을 위한 패턴을 포함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 이전에, 상기 수동소자칩의 전극이 실장되는 위치에 전도성 물질을 도포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층에 적층되는 원자재는 다층 원자재이며, 상기 수동소자칩은 다층에 걸쳐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

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1 항 내지 제 2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소자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실장 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동소자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소자칩 내

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층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할 미관통 구멍을 형성하는 제 1 단계;

상기 원자재의 동박에 회로패턴을 형성한 후 미관통구멍에 수동소자칩을 삽입하는 제 2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이 삽입된 원자재에 전도성 범프가 형성된 동박층을 구비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3 단계;

및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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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코어층을 형성하는 원판에 적층된 원자재에 수동소자칩을 올려놓는 제 1 단계;

상기 수동소자칩이 위치한 원자재에 전도성 범프가 형성된 동박층을 구비한 원자재를 적층하여 가열가압하는 제 2 단계;

및

외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동소자칩 내장형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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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도면1e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645643

- 17 -



도면2c

도면2d

도면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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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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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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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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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도면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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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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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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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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