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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남상선

심사관 : 최정권

전체 청구항 수 : 총 13 항

(54) 전자 집적 회로

(57) 요약

전자 집적 회로(10)는 요구된 회로에 접속되는 RF, 마이크로파, 디지털 및 아날로그 소자(62)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상기 전자 집적 회로는 유전체 재료로 된 몸체를 가지는 도전성 재료로 된 기판(34)을 포함한다. 상기 유전체 몸체는 함께

본딩되는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층(16)으로 형성된다. 도전성 재료로 된 다수의 스트립이 RF,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

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몸체층의 표면에 제공된다.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가 상기 몸체층상의 도전성 재료로 된 다양한 스

트립을 연결하기 위해 상기 몸체의 다양한 층을 통해 연장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및 제2 대향 표면을 갖는 도전성 재료로 된 기판;

상기 기판의 제1 표면에만 위치하고 본딩된 유전체 재료로 된 몸체를 포함하는데, 상기 몸체는,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

상에 유전체 재료로 된 제1 두꺼운 층, 상기 제1 두꺼운 층의 상기 제1 표면에만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재료로된 스

트립, 상기 제1 두꺼운 층 상에 상기 유전체 재료로된 제2 두꺼운층,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체 층 상에만 위치한 도전성 재

료로된 스트립, 및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체 층 상의 상기 유전체 재료료된 부가층을 포함하며, 상기 층들은 서로 적층되어

본딩되며;

상기 회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 소자;

상기 몸체의 부가층의 적어도 일부의 표면 상의 도전성 재료로된 다수의 스트립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두꺼운 유전층 상

의 상기 도전성 스트립은 필터를 형성하며,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층 상의 도전성 스트립 및 상기 기판은 상기 필터의 그라

운드 평면이며, 다른 도전성 스트립들은 원하는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RF 소자, 마이크로파 소자, 아날로그 소자 및 디지

털 소자 중 적어도 하나를 형성하며; 및

상기 몸체상에 장착 및 고정되고 상기 몸체내의 개구부 위로 연장하는 유전체 재료로 된 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커버는 함

께 본딩된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층으로 형성되며, 다른 도전성 스트립이 마이크로파 장치를 형성하는 상기 커버 층의

표면상에 있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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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상기 기판까지 관통하는 개구부를 가지며 상기 개별 소자는 상기 몸체의 개구내의 상기 기

판상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다수의 유전체 재료층상의 도전성 스트립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기 유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다수의 유전체 재료층을 통해 연장하는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상기 기판 표면상의 상기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제1 두꺼운 층;

상기 제1 두꺼운 층의 표면상의 상기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스트립;

상기 제1 두꺼운 층상의 상기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제2 두꺼운 층;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성 층상의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스트립; 및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성 층상의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부가 층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유전체층상의 도전성 스트립은 필

터를 형성하며, 상기 제2 유전체 층상의 도전성 스트립과 상기 기판은 상기 필터의 그라운드 평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두꺼운 유전체 층 각각은 함께 본딩된 상기 다수의 유전체 재료 박층들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의 유전체 층들 중 적어도 한 층의 표면상에 도전성 재료로 된 스트립을 포함하며, 상기 도전성

스트립은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 및 원하는 회로에서 상기 소자들을 연결하는 상호 접속부중 적어도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 소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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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다양한 유전체 재료층상의 도전성 스트립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기 몸체의 다양한 유전체

재료층을 통해 연장하는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 몸체는 상기 기판 표면의 일부분에만 위치하고, 상기 유전체 재료로 된 제2 몸체는 상기 기

판 표면의 다른 부분상에 위치하고 본딩되며, 도전성 재료로 된 스트립은 필터를 형성하는 상기 제2 몸체 위에 위치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실드(shield)로서 사용되도록 상기 제1 유전체 몸체와 상기 제2 유전체 몸체 사이로 연장하는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유전체 몸체상에, 그리고 상기 제2 유전체 몸체상의 상기 도전성 스트립 위에 유전체 재료로

된 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집적 회로.

청구항 14.

전자 집적 회로; 및

적어도 하나의 개별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전자 집적 회로는,

제1 및 제2 대향 표면을 갖는 도전성 재료로 된 기판;

상기 기판의 제1 표면에만 위치하고 본딩된 유전체 재료로 된 몸체를 포함하는데, 상기 몸체는,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

상에 유전체 재료로 된 제1 두꺼운 층, 상기 제1 두꺼운 층의 상기 제1 표면에만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재료로된 스

트립, 상기 제1 두꺼운 층 상에 상기 유전체 재료로된 제2 두꺼운층,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체 층 상에만 위치한 도전성 재

료로된 스트립, 및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체 층 상의 상기 유전체 재료료된 부가층을 포함하며, 상기 층들은 서로 적층되어

본딩되며;

상기 회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개별 소자;

상기 몸체의 부가층의 적어도 일부의 표면 상의 도전성 재료로된 다수의 스트립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1 두꺼운 유전층 상

의 상기 도전성 스트립은 필터를 형성하며, 상기 제2 두꺼운 유전층 상의 도전성 스트립 및 상기 기판은 상기 필터의 그라

운드 평면이며, 다른 도전성 스트립들은 원하는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RF 소자, 마이크로파 소자, 아날로그 소자 및 디지

털 소자 중 적어도 하나를 형성하며; 및

상기 몸체상에 장착 및 고정되고 상기 몸체내의 개구부 위로 연장하는 유전체 재료로 된 커버를 포함하며, 상기 커버는 함

께 본딩된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층으로 형성되며, 다른 도전성 스트립이 마이크로파 장치를 형성하는 상기 커버 층의

표면상에 있는,

전자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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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통신 전송기, 통신 수신기, RADAR 시스템 및 컴퓨터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스템을 포함하며 최소 크기로 이루

어지는 전자 집적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개인 통신 분야의 새로운 소비 시장의 출현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신뢰가능하며, 더 값싼 제품을 개

발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런 제품은 일반적으로 개인 통신 핸드셋과 같은 단일 유니트, 예를 들어 셀룰러 폰 핸드셋을 형성

하기 위해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를 조합한다. 셀룰러 폰 핸드셋에는, (수신측) 다이플렉서 필터, 저잡

음 증폭기, 이미지 제거 필터, 혼합기, 발진기, IF 증폭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수동 및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RF 회로가 포함

되어 있다. RF 전송측은 저주파수 디지털 회로에 부가적으로, 전력 증폭기와 결합 회로를 포함한다. 필요한 RF 필터, 특히

다이플렉서와 이미지 필터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표면 장착 소자이고 유용한 보드 표면 영역을 소모시킨다. 더욱이, 마이크

로파 집적회로의 형성은 종종 내부에 장치가 형성되는 그라운드 평면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현재 관례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료로 이루어진 저가의 가요성 인쇄회로 보드상에 다양한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분리 소자와 같은)디지털 기능 블록의 조합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보드는 하나 이상의 층을 가질 수 있지만, 매립층은

일반적으로 DC 또는 디지털 상호 접속부로서만 사용된다. 어떠한 RF 또는 마이크로 소자도 매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니트의 크기와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성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저가의 다층 집적 구성을 연구하게 하였다.

신뢰성, 저비용, 소형 크기, 경량 및 성능은 이런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전자 집적 회로는 표면을 가지는 도전 재료로 구성된 기판 및 상기 기판의 표면상에 있으며 본딩되는 유리 또는

세라믹 유전체 재료로 된 몸체를 포함한다.

유전체 몸체는 함께 본딩된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 층으로 형성된다.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다수의 스트립은 유전체 몸

체의 적어도 일부층의 표면상에 위치하고 하나 이상의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 및 원하는 회로를 형성

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상호 접속부들을 형성한다.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한가지 형태는 "10"으로서 표시된다. 집적 회로(10)는 도전성 금속 플레이트

의 기판(12)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12)의 표면(14)상에 본딩된 것은 유리 또는 세라믹과 같은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몸

체(13)이다. 상기 몸체(13)는 무기 유전체 재료, 예를 들어 세라믹 또는 유리로 이루어진 비교적 두꺼운 제1 층(16)으로 구

성된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유전체층(16)은 함께 본딩되는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박막층(18)으로 형성된

다. 상기 유전체층(16) 표면의 상부에 있는 것은 금속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 이루어진 다수의 스트립(22, 24, 26 및 28)이

다. 각각의 스트립(22, 24, 26 및 28)은 유전체층(16)의 표면에 코팅되는 금속 박막층이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

기 도전성 스트립(22, 24, 26 및 28)은 전자 소자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4개의 도전성 스트립(22, 24, 26 및 28)이 도

시되었더라도, 형성되는 전자 소자에 따라 소정 수의 도전성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상기 제1 유전체층(16) 상부에 본딩된 것은 세라믹 또는 유리와 같은 무기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비교적 두꺼운 제2 층

(30)이다. 또한 상기 제2 유전체층(30)은 함께 본딩되는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진 다수의 박막층(32)으로 형성된다. 상기

제2 유전체 재료(30)의 표면(34)은 도전성 금속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스트립(36, 38)이다. 상기 도전성 스트립(36, 38)은

등록특허 10-0677005

- 5 -



상기 표면(34)상에 코팅되는 금속층이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도전성 스트립(36과 38)은 전자 소자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2개의 도전성 스트립(36과 38)만이 도시되었더라도, 형성되는 요구된 전자 소자에 따라 소정 수의 도전

성 스트립이 있을 수 있다.

유리 또는 세라믹과 같은 유전체 재료로 된 박막층(40)은 상기 제2 유전체층 (30) 위에 본딩되며, 유전체 재료로 된 다른

박막층(42)은 상기 박막층(40) 위에 본딩된다. 도전성 금속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스트립(44, 46, 48, 50 및 52)이 박막 유

전체층(40) 표면에 있고, 다수의 도전성 스트립(54, 56, 58 및 60)이 박막 유전체층(42)의 표면에 있다. 또한 상기 박막 유

전체층(42)의 표면에는 저항,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다양한 개별 소자(62, 64 및 66)가 있다. 다수의 도전성 비

아 (via)(68, 70, 72 및 74)가 다양한 유전체층상의 도전성 스트립을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시키기 위해서 유전체층을 통해

연장된다. 예를 들면, 비아(68)는 박막 유전체층(42)상의 도전성 스트립(54)을 제1 유전체층(16)상의 도전성 스트립(22)

에 연결하기 위해 박막 유전체층(42와 40) 및 두꺼운 제2 유전체층(30)을 통해 연장한다. 비아(70과 72)는 박막 유전체층

(42)상의 도전성 스트립을 박막 유전체층(40)상의 도전성 스트립에 접속시키기 위해 박막 유전체층(42)을 통해 연장한다.

비아(74)는 기판(12)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유전체층(42, 40, 30 및 16)을 통해 연장한다.

집적 회로(10)에서, 상기 다양한 도전성 스트립은 다양한 전자 소자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상기 유전체층

(42)의 표면상의 스트립(54, 56 58 및 60)은 RF 상호접속부, I/O 포트 및 인덕터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유전체층(40)의

표면상의 도전성 스트립(44, 46, 48, 50 및 52)은 직렬 캐패시터, 직렬 또는 병렬 저항, 크로스-언더(cross-unders) 및 상

호접속부를 형성할 수 있다. 제2 유전체층(30)상의 도전성 스트립(36과 38)은 마이크로스트립 그라운드 평면, 스트립라인

그라운드 평면, 또는 병렬 캐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제1 유전체층(16)의 표면상의 도전성 스트립(22, 24, 26 및 28)은

RF 필터 중심 컨덕터를 형성할 수 있고, 금속 기판(12)은 제2 스트립라인 그라운드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도전성 스

트립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전자 소자는 도전성 스트립을 접촉시키기 위해 유전체층을 통해 연장하는 도전성 비아에 의해

함께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전성 스트립의 일부는 다양한 전자 소자를 연결하는 상호접속부를 형성하

도록 패턴화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전체층(42)상에 장착된 개별 소자(62, 64 및 66)는 일부의 도전성 스트립에 의해 요구

된 회로내에 연결된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집적 회로(10)는 RF 소자, 마이크로파 소자, 아날로그 소자 및 디지털 소자를 가질 수 있다. 적당

한 동작을 위해, RF 스트립 라인 필터는 제1 및 제2 유전체층(16과 30)과 관련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필터의 중심

컨덕터가 기판(12)에 의해 제공되는 2개의 그라운드 평면과 제2 유전체층(30)상의 도전성 스트립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또한, 인덕터가 그라운드 평면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박막 유전체층(42)의

표면상에 형성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하나의 소자가 이웃하는 소자와 간섭하지 않도록 다른 전자 소자의 위치는 다른 소

자와 이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집적 회로(10)는 박막 그린 테이프, 또는 경화되지 않은 세라믹 또는 유리로 된 복수의 얇은 테이프를 사용하여 제조

된다. 상기 그린 테이프는 액체 매개물의 유리 입자와 고분자 바인더를 혼합함으로써 형성된다. 금속 베이스의 표면상에

분사되어, 상기 혼합물은 건조될 수 있는 상기 혼합물의 층을 형성한다. 이것은 바인더에서 유리 입자의 그린 테이프를 형

성한다. 두꺼운 제1 및 제2 유전체층(16과 30)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미가공 테이프가 원하는 두께까지 적층된다. 상

기 박막층(40과 42)은 각각 그린 테이프의 단일 스트립이다. 그후에 상기 그린 테이프는 다양한 도전성 스트립을 형성하기

위해 금속층으로 코팅된다. 다음에 상기 도전성 스트립을 갖는 그린 테이프는 적당한 순서로 금속 기판(12)의 표면(14)상

에 적층되며, 바인더가 휘발되고 유리 입자가 용융되는 온도로 가열된다. 냉각될 때, 용융된 유리는 다양한 층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기판(12)에 고정된 몸체(13)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층을 함께 기판에 본딩시키도록 서로 융합된다. 적당한 온

도에서의 그린 테이프 가열에 의해, 유리 입자는 세라믹 재료로 된 층을 형성하기 위해 불투명화된다. 그린 테이프의 가열

이전에, 비아가 제공되어야 하는 위치에 홀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홀은 그린 테이프의 가열 이전에 또는 테이프가 가열된

후에 도전성 재료로 채워질 수 있고 상기 몸체(13)내에 형성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사용하는 집적 회로의 다른 형태가 일반적으로 "100"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집적 회로(100)는

하나의 표면(114)을 갖는 도전성 금속 기판(112)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112)의 표면(114)의 일부에 본딩된 것은 유리 또

는 세라믹과 같은 유전체 재료로 된 제1 몸체(113)이다. 제 1 몸체(113)는 다수의 박막층(118)으로 구성된 유전체 재료로

된 제 1 두꺼운 층(116)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 유전체 층(116)의 표면(120)위에 있는 것은 다수의 도전성 스트립

(122, 124, 126 및 128)이다. 유전체 재료로 된 두꺼운 제2 층(130)은 상기 제1 유전체층(130)의 표면(120) 위에 본딩된

다. 상기 제2 유전체층(130)은 또한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박막층(132)으로 형성된다. 상기 제2 유전체층(132)의 표면

(134) 위에 있는 것은 도전성 금속의 적어도 하나의 스트립(136)이다. 유전체 재료로 된 한 쌍의 박막층(140와 142)은 상

기 제2 유전체층(130)의 표면(134) 위에 적층되고 본딩된다. 도전성 금속의 다수의 스트립(144, 146, 148 및 150)은 유전

체층(140)상에 있으며, 다수의 스트립(154, 156, 158 및 160)은 유전체층(142)상에 있다. 저항,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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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수의 개별 소자(162, 164 및 166)는 유전체층(142)상에 있고 상기 도전성 스트립의 일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 도전성 금속의 비아(168, 170, 172 및 174)는 원하는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성 스트립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도록

다양한 유전체층을 통해 연장한다.

유전체 재료로 된 제2 몸체(176)가 제1 몸체(113)에 인접한 기판(112)의 표면(114)의 일부에 본딩된다. 상기 제2 몸체

(176)는 상기 제1 몸체(113)의 전체 두께와 동일한 두께로 적층되는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층(178)으로 형성된다. 상

기 제2 몸체(176)의 표면에는 도전성 금속의 스트립(180)이 있다. 유전체 재료로 된 박막층(182)이 상기 제2 몸체(176)의

표면상에 있고 도전성 스트립(180)을 커버한다. 도전성 금속의 비아(184)는 제2 몸체(176)와 제1 몸체(113) 사이로 연장

한다.

집적 회로(100)에서, 도 1에 도시된 집적 회로와 같이, 상기 다양한 도전성 스트립은 다양한 전자 소자 및 상호 접속부 중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상기 전자 소자는 서로 연결되고, 원하는 전자 회로를 형성하도록 비아와 상호접속부에 의해 유

전체층(142)상의 개별 소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전자 회로는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를 포함할

수 있다. 집적 회로(100)에서, 다이플렉서 필터와 같은 RF 소자는 제2 몸체(176)에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최소 RF 손실

이 요구되는 다이플렉서 필터가 스트립 라인 형태보다는 마이크로스트립으로 실현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것은 필터가

더 우수하게 동작되고 더 얇으면서 가벼운 회로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상기 집적 회로(100)는 집적 회로(10)와 관련하여

이미 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가 310으로서 표시된다.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310)는

도전성 금속의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기판(312)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312)의 표면(314)에 장착되어 고정된 것은 세라믹

또는 유리와 같은 유전체 재료로 된 몸체(316)이다. 상기 몸체(316)는 함께 본딩된 2개의 층(318과 320)으로 형성된다.

상기 몸체(316)는 기판(312)까지 통하는 개구부(322)를 갖는다. 상기 개구부(322) 한 측의 층들(318과 320) 사이에는 상

기 층(318)의 표면상에 코팅되는 도전성 금속 층(324)이 있다. 또한 개구부(322) 다른 측의 층들(318과 320) 사이에는 층

(318)의 표면에 코팅되는 도전성 금속의 좁은 층(326)이 있다. 층(320) 상부 및 금속층(326) 바로 상부에는 도전성 금속의

좁은 층(328)이 있다.

커버(330)는 몸체(316)위로 연장되어 상기 몸체상에 장착되고 개구부(322) 위로 연장한다. 상기 커버(330)는 함께 본딩

되는 유리 또는 세라믹과 같은 유전체 재료로 된 다수의 층(332, 334 및 336)으로 형성된다. 금속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

된 스트립(338)은 상기 커버(330)의 한 에지를 따라 중간층(334)과 상부층(336) 사이에 있다. 도전성 재료로 된 스트립

(340)은 상부층(336)상에 있고 도전성 스트립(338)위로 연장한다. 상기 층(332, 334 및 336)은 그 위에 상호접속부(도시

안됨)를 형성하는 도전성 재료로 된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341)는 상기 상부층(336)상의 상호접속

패턴을 하부층(332)상의 상호접속 패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기 층(332, 334 및 336)을 통해 연장한다. 도전성

재료로 된 비아(342)는 상기 상부층(336)상의 상호접속 패턴을 중간층(334)상의 상호접속 패턴에 연결하기 위해 상기 상

부층 및 중간층(336과 334)을 통해 연장한다. 다른 비아가 상기 층(332, 334, 336)상에 다양한 상호접속 패턴을 연결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개별 마이크로파 소자와 같은 개별 반도체 소자(344)는 기판(312)상의 몸체(316)내의 개구부(322)에 장착된다. 상기 개

별 소자(344)는 상기 소자(344)를 기판(312)상의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몸체(316)의 층상의 다양한 도전성 패턴에

연결된다. 다른 개별 소자(346, 348 및 350)가 커버(330)의 상부층(336)상에 장착되고, 집적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접속부와 비아에 의해 집적회로(310)내의 다른 소자에 그리고 함께 연결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안테나(352)가 상기 커버

(330)의 일측에서 상기 몸체(316)의 상부에 장착되며, 배터리(354)가 상기 몸체(316)의 다른 측에 인접한 상기 기판(312)

상에 장착된다.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310)에서, 상기 도전성 스트립(326, 328, 338 및 340)은 지연 라인, 필터, 캐패시터 등과 같은 마이

크로파 소자의 여러 타입을 형성한다. 이런 장치는 요구된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접속 패턴 및 비아

(341과 342)를 통해 함께 그리고 개별 소자(344, 346, 348 및 35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도전성 기판(312)은 집

적 회로를 위한 그라운드 평면으로서 이용된다. 또한 상기 안테나(352)와 배터리(354)가 상호접속 패턴을 통해 집적 회로

에 연결된다. 몇몇 타입의 전기 소자만이 도시되었더라도, 소정의 공지된 타입의 전기 소자가 몸체(316) 층들 또는 커버

(330) 위에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몸체(316)와 커버(330)의 내부 또는 상부에 장착되는 개별 소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

다. 또한 다른 그라운드 평면이 몸체(316) 또는 커버(330)의 다양한 층상에 도전성 스트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몸체(316)와 커버(330)는 플라스틱 같은 기구에서 유리 또는 세라믹과 같은 유전체 재료의 입자를 혼합함으로써 형

성될 수 있다. 상기 혼합물은 요구된 크기, 모양 및 두께의 층을 형성하기 위해 표면위에 확산된다. 상기 층은 유전체 재료

의 그린 테이프를 형성하기 위해 건조된다. 다음에 다양한 도전성 스트립과 패턴이 그린 테이프 층의 표면위에 코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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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몸체(316)를 형성하는 층은 개구부(322)를 형성하기 위해 절단된다. 도전성 스트립과 패턴을 갖는 그린 테이프 층이

상기 몸체(316)와 커버(330)를 형성하기 위해 적층된다. 상기 몸체(316)를 형성하는 층이 금속 기판상에 적층된다. 다음

에 상기 그린 테이프의 적층은 유전체 재료의 입자를 용융하여 입자를 함께 본딩하기 위해 가열된다. 냉각될 때, 이는 고체

몸체(316)와 커버(330)를 형성한다. 상기 커버(330)는 몸체(316) 위에 배치될 수 있고 적당한 본딩 재료로 고정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해 특히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회로의 형성을 허용하도록 RF, 마이크로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자를 포함할 수 있는 집적회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집적 회로는 다양한 전자 장치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

다. 본 발명의 집적 회로는 작은 크기가 바람직하거나 요구되는 통신 핸드셋과 기지국, 특히 무선 통신 핸드셋과 기지국에

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RADAR 시스템을 포함하는, RF 수신기와 전송기에 사용될 수 있다.

RF와 디지털 소자의 패키지 조합 가능성에 의해, 본 발명은 PCMCIA 모듈 등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 발명은

디지털 시스템을 포함하는 많은 시스템의 소형화를 허용하므로, 컴퓨터와 디지털 처리 장치의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이크로파 응용에서, 본 발명은 다양한 마이크로파 소자가 기판에 의해, 또는 몸체 또는 커버상의 도전성 스트립에

의해 형성되는 그라운드 평면에 밀접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소자는 몸체내에 매립되는 적어도 일부의 소자와 함께 유리 또는 세라믹 몸체의 내부 또는 그 위에 형성된다. 이것은

용이하며 저렴하게 제조될 수 있는 더욱 소형이고 견고한 장치를 제공한다. 도시되고 개시된 집적 회로의 형태가 약 4개의

유전체층을 가지더라도, 상기 집적 회로는 요구된 회로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소정 수의 층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상

기 층의 두께는 요구된 바와 같이 변경될 수 있고, 상기 층상의 도전성 스트립의 수와 크기는 형성되어지는 특정 회로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한가지 형태의 부분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다른 형태의 부분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형태의 단면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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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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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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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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