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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주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비
된 비아구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절연층과 회로층을 구비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의 회로층 평면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신호라인에 대하여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비수직 비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회로기판 및 IC패키지
에 대한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비아, 마이크로 비아, 비수직, 경사, 고주파, 인쇄회로기판, 패키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2의 (a)는 기존의 비아 형태이고, 도 2의 (b)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비수직 비아의 형태이다.

  도 3의 (a)는 기존의 스택 비아 형태이고, 도 3의 (b)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비수직 스택 비아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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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수직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이나 패키지 일부분에서의 전기장 분포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수직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이나 패키지의 일부분에 대한 주파수별 스캐터링
파라미터값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수직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이나 패키지의 단면도이다.

  도 7의 (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
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스태거드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고, 도 7의(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며, 도 7의 (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스택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a, 200b, 220a, 220b : 도체선 210a, 210b : 비아

  300a, 300b, 330a, 330b : 도체선 310a, 310b : 비아

  750 : 스태거드 비아 760 : 마이크로 비아

  770 : 스택 비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주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아
를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의 회로층 평면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형성한 비수직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비아란 다층 인쇄회로기판 및 패키지의 층간 전기적 신호 연결 통로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양면인쇄회로기판에서 윗면
(Top Surface)과 아래면(Bottom Surface)의 배선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홀을 가공하고 홀을 통하여 기판
의 아래면과 윗면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홀의 내벽을 도금한다.

  기존에는 기계적 드릴(Mechanical Drill)로 홀을 가공하였으나 근래에는 레이저 드릴을 이용하여 홀을 가공하고 있다.

  비아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전층을 완전히 관통하여 연결하는 PTH(Plated Through Hole)형태의 비아와 내부층 사이
를 관통하여 연결하는 IVH(Interstitial via hole)형태의 비아가 있으며, 완전히 관통이 되지 않고 중간이 막힌 비아인
Buried via 혹은 Blind via가 있다.

  또한, 100 마이크로 미터이하의 작은 직경을 가진 비아인 마이크로 비아, 구리로 비아홀 내부가 채워져 있는 copper fill
형태의 비아, 비아 위에 비아가 수직으로 올려져 있는 스택비아 등이 있다.

  종래의 IC 패키지나 인쇄회로기판에서 사용중인 비아의 구조는 비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회로층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PCB나 IC패키지 내에 임의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력이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신호 경로가
여러번 직각으로 꺽인 도전선과 비아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120)가 PCB 메인보드(Mother Board)(100)에 실장된 것을 보여 준다.

  도 1을 참조하면, PCB 마더 보드(100)에 전원공급선과 접지선이 내장되어 있으며, 볼 본딩(110)에 의해 플립칩 기판
(120)이 PCB 마더 보드(100)에 접속되어 있고, 플립칩 기판(120)에는 솔더 범프(130)에 의해 칩(140)이 실장되어 있다.

  그리고, 도 1에서는 마이크로 비아(160), 전력이나 신호 흐름에 있어서 계단 경로를 가지는 스태거드 비아(staggered
via)(170), 다수의 마이크로 비아가 적층되어 있는 스택 비아(stacked via)(180)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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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칩(140)에서 PCB 마더 보드(100)까지 전력이나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신
호 경로(150)가 여러번 직각으로 꺽인 도체선과 비아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칩(140)에서 PCB 마더 보드(100)까지 전력이나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신호 경로(150)가
여러번 직각으로 꺽인 도체선과 비아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종래의 비아 구조가 비아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호
라인에 수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칩(140)에서 PCB 마더 보드(100)까지 전력이나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도체선과 비아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전력이나 신호 경로가 여러번 직각으로 꺽여 구성됨에 따라 디지털 신호의 고속화에 따라 발생되는 고주파 손실을 가져온
다.

  고주파 손실이란 전자회로에서 회로나 소자등을 고주파가 통과하면서 생기는 손실이다. 전자제품의 사용주파수가 점점
더 올라감에 따라 손실도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신호 전달특성을 좋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전력이나 신호의 전달하기 위해서는 IC 패키지(package)나 PCB에서 최대한 고주
파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현재 쓰이고 있는 CPU 는 2~3Ghz 대역에서 작동을 하는데 향후 보다 원활
한 동작을 위해 10 Ghz ~20GHz대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작동 주파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작동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고주파 손실로 인해 기존의 비아구조를 가지고는 IC 패키지(package)나 PCB는 사
용에 있어서 사용주파수 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또한 향후, 점점 더 많은 전자 제품에서 고주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비아에서의 고주파 손실 절감에 대한 필요
성이 증가될 것이다.

  도면을 예로 들면 도 2(a), 도 3(a)에서 기존의 비아구조를 나타내었고. 도 4(a)에서는 기존의 비아구조에서 나타내지는
전자장의 분포를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도 5 에서는 기존의 비아구조가 0~10Ghz 대역에서 가지는 손실값을 S-parameters를 추출하여 나타내었다. 도
5 에서 S파라미터의 magnitude(db)는 log scale 로 "-" 값이 많아질수록 고주파 손실이 적어짐을 나타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고주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
아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절연층과 다수의 회로층을 구비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이나 패키지에 있어
서, 회로층면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전력 및 신호전달용 도체선에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비수직 비아를 구비하고 있는 것
을 특징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인쇄회로기판상의 독립된 제1 및 제2 회로층에 자리잡고 있는 제1 및 제2 도전성 도체선간의 신호 전달
장치에 있어서, 회로층면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신호라인에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비수직 비아를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전달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제, 도 2 이하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인쇄 회로 기판(PCB)의 상부면상에 형성된 도체선(200a, 200b)를 PCB의 하부면상에 형성된 도체선(220a,
220b)에 연결하는 비아(210a, 210b)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a)에서 기존의 via 구조는 도체선(220a, 220b)과 수직하게 연결된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종래기술에 언
급한 것 같이 고주파손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즉, 신호 및 전력전달통로의 급격한 형상변경은 형상변경부위에서의 전자기노이즈를 유발시키고, 신호 및 전력의 전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주파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 2 (b)에서 본 발명인 개선된 via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개선된 via 구조에서는 고주파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스듬하게 형성함으로써 기존 via구조에 비해 고주파에
서의 손실이 감소시켰다.

  도 3은 스택(Stack)된 다층인쇄회로기판에서 비아(via)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도 3(a)은 종래의 다층인쇄회로기판에서의 스택(stack)된 비아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층인쇄회로기판에 비아(via)
를 수직하게 형성하여 이를 정렬한 후 스택(Stack)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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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도3(a)에서 볼수있는 구조는 다층에서 비아들의 형상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엇갈리게 해서 연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층의 비아들이 기본적으로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고주파 손실의 감소의 한계가 있다.

  도 3(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인쇄 회로 기판(PCB)의 상부면상에 형성된 도체선(300b)을 PCB의 하부면상에 형성된
도체선(330b)에 연결하는 다층의 도전성 비아(310b)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직비아를 사용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비아를 형성한후 스택(Stack) 하였기 때문에 고주파 손실감
소에 효과적이다.

  도 4 는 비아가 구비된 인쇄회로기판의 전기장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a)는 기존의 수직비아구조에서 전기장의 분포를 색상으로 나타낸것이고, 도 4(b)는 본 발명인 비스듬한 비아구조
의 전기장의 분포를 색상으로 나타낸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기존의 비아보다 제안된 비아 구조에서 전기장 세기가 감소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필드의 분출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도 5은 고주파 손실을 줄여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링 파라미터(scattering parameter)값을 주파수별로 구한 그
래프이다.

  주파수 대역은 0~10GHz 대역을 대상으로 X축으로 나타내었고 스캐터링 파라미터 값은 Y축에 로그 스캐일로 나타내었
다. 기존 비아구조가 갖는 고주파 손실 값보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비아구조가 0~10GHz에서 평균적으로 20dB이상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6 에서 도 7 까지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비스듬한 비아구조가 인쇄회로기판에 적용된 예를 들었다.

  도 6를 참조하면, 인쇄회로기판은 동박 적층판(CCL;Copper Clad Laminate)(601)에 비스듬히 가공된 비수직 비아
(604)를 구비하고 있으며, 구비된 비수직 비아(604)에는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도금층(605)이 형성되어 있다.

  도 7의 (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
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스태거드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고, 도 7의 (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마이크로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
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며, 도 7의 (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CPU나 그래픽 칩 셋(Graphic Chip Set)과
같은 고속 제품의 플립칩 본딩 패키지(Flip-Chip Bonding Package)가 비수직 스택 비아를 구비한 PCB 메인보드(Mother
Board)에 실장된 것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 7의 (a)에서는 스태거드 비아(750)가 전력이나 신호 흐름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어 고주
파 손실을 방지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스태거드 비아(750)는 칩(740)으로부터 PCB 마더 보드(700)로 전력이나 신호가 흐르는 경우에 비수직하게 전력
이나 신호가 흐르게 되어 고주파 신호가 인가되는 경우에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 7의 (b)에서는 마이크로 비아(760)가 전력이나 신호 흐름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
어 고주파 손실을 방지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또한, 도 7의 (c)에서는 스택 비아(770)가 전력이나 신호 흐름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어 고주
파 손실을 방지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PCB를 제조할 경우, 구리판에 회로 패턴을 형성(Patterning)하여 PCB의 내층(Inner Layer)/외층(Out
Layer)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고분자 중합체(Polymer)와 유리 섬유(Glass fiber)를 이용하여 빛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광도파로를 PCB에 삽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EOCB(Electro-Optical Circuit Board)라고 한다.

  본발명에서 설명한 비아는 통상적인 비아에 적용할 수 있지만, EOCB(Electro-Optical Circuit Board)에 사용되는 광비
아에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동 통신 단말기는 고속 및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화 및 경량화가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이동 통신 단말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초소형화 및 복합 기능화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 부품은 이에 대응하기 위
해 LTCC상에 다중의 베어칩(Bare-Chip)을 실장하는 MCM 화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LTCC는 800 내지 1000℃ 정도의 저온에서 세라믹과 금속의 동시 소성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을 형성하는 기
술로써, 녹는점이 낮은 글라스와 세라믹이 혼합되어 적당한 유전율을 가는 그린 시트(Green Sheet)를 형성시키고 그 위에
도전성 페이스트를 인쇄후 적층하여 기판을 형성하게 되는데 본 발명에서 설명한 비스듬한 비아 구조는 상기 LTCC를 이
용한 기판에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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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설명한 것 같이 비스듬한 비아구조는 인쇄회로기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수직비아구조를 갖는 기판에서 고주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신호의 고속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주파에서의 신호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비아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IC 패키지나 PCB등의 기판에서 비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주파 손실
을 감소시켜 향후 고주파대역에서의 신호전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층과 다수의 회로층 및 비아를 구비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이나 IC패키지에 있어서,

  회로층에 대하여 비수직하고 신호 및 전력전달 방향에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비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인쇄회로기판이나 IC패키지.

청구항 2.

  비수직이고, 신호나 전력의 진행방향에 대해 둔각을 가지도록 형성된

  비아를 포함하는 인쇄회로기판이나 IC 패키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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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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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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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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