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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연성 기재(절연 수지층(1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112)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

층(113)이 형성되고, 도전층과 절연성 기재와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114)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

물(115)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114b)의 구경을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

분(114a)의 구경보다 작게 하고, 도전층의 배면(112a)에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층과의 도통 접속을 확보한다.

대표도



공개특허 10-2004-0077815

- 2 -

도 7

색인어

다층 배선 기판, 프린트 배선 기판, 관통공, 접착층, 배선 패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층 배선 기판(다층 프린트 배선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基材;base)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플립 칩 실장 등의 고밀도 실장이 가능한 다층의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등의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

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특히,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행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

재, 다층 배선 기판 및 그들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플립칩 실장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고내열성, 전기 절연성, 고굴곡성을 가지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절연층 재료로서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FPC

)은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개평 10-209593호 공보). 또, FPC를 다층 적층하고, 스루홀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

층 FPC가 개발 되어 있다.

스루홀에 의한 다층 FPC에서는, 층간 접속 위치의 제약을 때문에, 배선 설계 의 자유도가 낮고, 스루홀 상에 칩을 실

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 밀도를 높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년의 보다 한층의 고밀도 실장화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에 대처하여, 층간 접속을 스루홀에 의하지 않고 IVH(Interstitial Via Hole)에 의해 행하고, 비어·온·비어가 

가능한 수지 다층 프린트 배선판, 예를 들면, 마쓰시타 덴기 산쿄 사의 ALIVH(Any Layer Interstitial Via Hole) 기

판이나, 폴리이미드에 의한 FPC를 스루홀을 사용하지 않고 빌드업(build-up) 방식으로 다층으로 적층하는 소니 케미

컬사의 폴리이미드 복합 다층 빌드업 집적 회로 기판(MOSAIC)이 개발되어 있다(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06(1994)

-268345호 공보, 일본국 특개평 07(1995)-147464호 공보).

또, 폴리이미드 필름을 절연층으로 하여 그것의 한쪽 면에 동박(銅箔)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는 범용의 동박 수

지 기재(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를 출발 기재로 하여, 간편한 공정에 의해 IVH 구조의 다층 FPC를 얻는 구조

와 제법이 본원 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일본국 특원 2001-85224호에서 제안되어 있다.

일본국 특원 2001-85224호에서 제안되어 있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절연층의 한쪽 면에 동박을 형성한 동

박 수지 기재에 관통공을 형성한 후, 도전성 수지 조성물(수지계의 도전성 페이스트)을 동박 측으로부터 스크린 인쇄

법 등에 의한 인쇄법에 따라 충전함으로써, 도 1에 나타낸 것 같은 IVH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도 1에 있어서,

(1)은 절연층을, (2)는 동박부를, (4)는 관통공을, (5)는 관통공(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각각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스크린 인쇄시의 마스크(스텐실)의 개구부의 구경을 IVH 직경보다 크게 함으로써, 인쇄시의 위치 맞춤 정밀

도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동시에, 동박부(2) 상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5)에 의해 마스크 개구부 구경에 상당한

크기의 헤드형부(5A)가 형성되고, 관통공(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5)과 동박부(2)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다. 또, 헤드형부(5A)의 존재에 의해, 관통공(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5)이 관통공(4)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의 기술로서, 폴리이미드 필름을 절연층으로 하고, 그것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

는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기재로 하여, 일괄 적층에 의해 IVH 다층 기판을 얻는 구조와 제법이 발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6회 일렉트로닉스 실장 학술 강연 대회 p.31~32(2002년 3월 18일) 이토 쇼지, 외 3명 「동박이 접착

된 폴리이미드 기판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적층의 IVH 다층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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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로 이루어지는 일괄 적층의 IVH 다층 기판에서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층(폴리이미드 기재)(11)의 한쪽 면에 동박(12)을 형성한 동박 수지 기재에 관통공(비어 홀)(13)을 형성한 후, 도

전성 페이스트(14)를 동박(12) 측으로부터 스크린 인쇄법 등에 의한 인쇄법에 따라 충전 함으로써, IVH 부분을 형성

하고 있다.

이 IVH 다층 기판에서는, 스크린 인쇄시의 마스크의 개구부의 구멍 직경을 IVH 직경보다 크게 함으로써, 인쇄시의 

위치 맞춤 정밀도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동시에, 동박(12) 상에 도전성 페이스트(14)에 의해 마스크 개구부 구

멍 직경에 상당한 크기의 콜러부(15)가 형성되고, 관통공(13)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14)와 동박(12)과의 접촉 면

적을 콜러부(15)에 의해 크게 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도 3에 나타낸 것 같은 기술도 제안되어 있다(일본국 특개평 9(1997)-82835호 공보).

그러나, 일본국 특원 2001-85224호에서 제안되어 있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의 동

박부(2)로부터 위의 부분, 즉 헤드형부(5A)의 두께 때문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5)의 경화 후에 다층화를 위한 적층 

접착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박에 의한 회로부의 두께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5)의 동박으로부터 상부(헤드형부(5A))

의 두께를 더한 두께를 매입하는데 충분한 접착층의 두께가 필요하므로, 접착층을 두껍게 하지 않으면 다층 배선 기

판의 표면 평활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폴리이미드 필름을 절연층으로 하여 그것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는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에서는, 절연층의 두께가 15~30μm, 동박의 두께가 5~20μm정도인 것에 대해, 15~30μm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접착층이 필요하게 되어, 접착층의 후막화(厚膜化)에 수반하는 기판의 후막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문제는, 도

2에 나타낸 IVH 다층 기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이 밀접하게 행해지도록,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경화전의 유연한 

상태로 적층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 특원 2001-85224호에서 제안되어 있는 것에, 이것을 적응하면,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성 수

지 조성물(5)의 동박부(2)로부터 상부(헤드형부(5A))가, 다층 적층시의 적층압 P에 의해 과잉으로 눌려 부서져 압궤(

壓潰) 상태로 퍼져 버려, 기판 표면 상으로부터 본 헤드형부(5A)의 크기를 균일화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타 배선부(21

)까지 헤드형부(5A)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퍼져 버려, 회로의 합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도, 도 2에 나타낸

IVH 다층 기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 회로부의 접촉 신뢰성

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기판의 평활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얇은 다층 배선 기판을 얻을 수 있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 및 다층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생기지 않

고, 아울러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와 도전 회로부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 및 다층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프린트 배선 기판에의 전자 부품의 실장 형태는, 회로의 고밀도화에 수반해,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부터, 칩 하면

에 전극을 배치한 범프 접속에 의한 플립칩 실장이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 플립 칩 실장은,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칩(1)의 기판 대향면에 도전성의 범프(돌기)(2)를 형성하고, 칩(1)을 기판(3) 상에 탑재하여 칩 전극(4)과 기판 전극(5

)을 범프(2)를 통하여 대향시켜 페이스 다운하 여 일괄 접속하는 실장 방식이다·.

범프 접속 방식에 의한 플립 칩 실장에는, 땜납 범프에 의해 칩과 회로 기판을 접속하는 것, 도전성 접착제에 의해 접

속을 취하는 것, 금(Au)에 의해 칩과 회로 기판을 접속하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전자재료」2000년 9월호(제39권 

제9호, (주)공업 조사회, 2000년 9월 1일 발행, 36페이지~40페이지).

범프 접속 방식에 의한 플립칩 실장에서는, 칩의 가동 발열, 기계적 충격에 의해 기판과 칩과의 접속 계면에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칩과 기판과의 접속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와이어 본딩 방식에 대한 범프 

접속 방식의 우위성을 저해한다.

범프 접속 방식에 의한 경우의 칩과 기판과의 접속 단절은, 범프와 기판 전극(패드부)과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로부터,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접속부에 전단 응력이 발생하고, 범프의 가장 가는 부분으로부터 파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유한 요소법에 따르는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6에 확대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평탄한 패드(기판 전극)(5)에 접속된 땜납 볼에 의한 범프(2)의 경우, 범프(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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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5)와의 계면에 변국부(變局部) A가 생기도, 변국부 A에 응력이 집중하게 되어, 파괴가 생기기 쉬운 구조가 된다.

즉, 양자의 계면에는, 이종(異種) 재료의 접촉에 의한 결함이 집중되고, 또한, 기계적으로 약한, 주석·구리 합금층이 

석출하여 파괴의 기점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땜납 범프에 의한 것에서는, 리플로우시의 땜납 용융으로, 금속 상의 땜납 의 습성(濕性)에 의해, 칩과 기판이 자동적

으로 위치 맞춤되는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금 범프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는,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칩과 기판과의 위치 맞춤이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

뢰성이 높고, 금 범프에 의한 접속으로도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플립 칩 실장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상기 관

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의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하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

전층 부분과의 구경 차이로부터, 도전층 배면에서 취하는 구조가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도전층보다 위의 부분과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 확보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문제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비어 홀)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적층 후, 다층 배선판의 내부에 공동( 空洞)이 생기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도전층 부분의 내주면의 면적만큼,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와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이 증대한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

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접착층 부분과 도전층 부분의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하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과 도전층 부분과의 구경 차이로부터, 도전층 배면에서 취하는 구조가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도전

층보다 위의 부분과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 확보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문제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비어 홀)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

어 있기 때문에, 적층 후, 다층 배선판의 내부에 공동이 생기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

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도전층 부분의 내주면의 면적만큼,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와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이 증대한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절연성 기재를 폴리이미드 등의 가요성 수지 필름에 의해 구성하고, 가

요성 수지 필름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는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기재로 할 수 있다. 

또, 접착층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또,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시켜, 도전성 수지 조성물에 의한 돌기부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돌기부는, 인접층의 도전층에 압착 또는 꽂혀, 층간의 전기 접속 저항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전술한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적어도 1매, 포함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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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

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적층재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

공(穿孔)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충전하는 충

전 공정을 가진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적층재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

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접착층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진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서의 바람직한 천공 공정으로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도전층 

부분 이외의 수지 부분에 구경이 큰 구멍내기를 행하고, 해당 구멍내기 완료 후에 도전층 부분에 구경이 작은 구멍내

기를 행하여 관통공을 형성하는 공정이거나, 또는, 빔 직경 방향으로 레이저 강도 분포를 가지는 레이저 빔 조사를 도

전층과는 반대측의 면에 대해 행하고, 도전층 부분 이외의 수지 부분에 구경이 큰 구멍내기를, 도전층 부분에 구경이 

작은 구멍내기를 일괄하여 행하여 관통공을 형성하는 공정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서는, 레이저 천공에 의해 생성되는 스미어를 제거하기 위해

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천공 공정 후에, 디스미어 공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서의 충전 공정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도전층과는 반대

측으로부터 스퀴징에 의해 상기 관통공을 메움으로써 충전하는 공정으로 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 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

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 또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

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

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

면에서 보아 곡선형이다.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이므로,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형상이 보울 상

태가 되어, 관통공의 내벽면과 도전층 배면과의 접속이,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행해져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져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세하게는, 관통공의 내벽면은, 원호면을 가지고 상기 도전층의 배면과 스무스하게 접속되어 있는 것이 바람

직하고, 관통공이 에칭에 의해 형성된 구멍인 경우, (절연성 기재 두께 T)/(사이드 에치 L)=(에칭 팩터)로 하고, 에칭 

팩터가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절연성 기재를 폴리이미드 등의 가요성 수지 필름에 의해 구성하고, 가

요성 수지 필름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는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로 할 수 있다. 또, 접

착층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은, 전술한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여 접합한 것이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단면 형상이 원호형에 가까운 즉 근(近)원호형인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진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

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

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단면 형상이 가요성을 천공하는 천

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진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서의 천공 공정은, 에칭에 의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관통공을 형

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절연성 기재가 폴리이미드 등의 가요성 수지 필름인 경우에는,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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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성 기재에 관통공을 형성할 수 있다.

절연성 기재를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하여 관통공을 형성하는 경우, 액상 에천트의 점성이나, 반응·물질 이동의 

등방성에 의해, 에칭의 캐비티 형상이 근원호형으로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의 제조 방법은, 이것을 응용한 것이다.

또, 절연성 기재를 폴리이미드 수지로 하고, 접착층으로서도 폴리이미드 기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판 중인 폴리이

미드 에칭액에 의해 용이하게 에칭할 수 있는데 더하여, 제품으로서의 내열성, 대(對)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우수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칭에 의한 관통공의 형성의 경우, (절연성 기재 두께 T)/(사이드 에치 L)=(에칭 팩터)로 하고, 에

칭 팩터가 1이하인 구멍을 절연성 기재 부분에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양상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형성한 것에, 도전층 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당해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

재 부분의 단면 형상이 근원호형인 관통공을 형성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진다.

또한, 다른 양상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

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을 형성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

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당해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단면 형상이 근원호형인 관통공을 형성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 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진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를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보울

형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

보다 작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하면, 도전층과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도

전층 배면 측에서 취하기 위해,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은 것에 더하여,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절연부 관통공과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

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에 의해, 도전

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증대한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

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

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보울형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

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도, 도전층과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도전

층 배면 측에서 취하기 위해,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은 것에 더하여,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절연부 관통공과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

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에 의해, 도전

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증대한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를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보울형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게 되어 있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있는 경우의 상기 도전층에 대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접촉 총면적이,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커지도록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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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층 관통공이 원형 횡단면의 원통형상의 관통공인 경우에는, 도전층 관통공의 직경이 도전층의 층 두께의 4배 이

하인 것에 의해,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전층 관통공이 원형 횡단면의 원통형상의 관통공인 경우에는, 도전층 관통공의 직경이 도전층의 층 두께의

4배 이하로 설정되면 된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를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보울형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게 되어 있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있는 경우의 상기 도전층에 대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접촉 총면적이,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커지도록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절연성 기재를 폴리이미드 등의 가요성 수지 필름에 의해 구성하고, 

가요성 수지 필름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이 접착되어 있는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기재로 할 수 있다.

또, 접착층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은, 전술한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여 접합한 것이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벽(내측면)을 가지는 경

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주위 에지 길이 거는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높이가,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개구단의 횡단면

적보다 크게 되어 있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평면에 대해서 경사져 있는 벽(테이퍼면)을 가

진다.

다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복수 형성되어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도전층 부분의 구멍 직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멍 직경보다 작은 구멍 직경을 가지고 상기 절

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

전되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피복하는 금속층이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하면, 도전층의 표면에 금속층이 형성되고, 이 금속층에 의해 관통공의 도

전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피복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도전층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되

어, 도전층의 표면 전체가 금속층에 의한 단일 금속면이 된다. 이 금속층을 구성하는 바 람직한 금속으로서는, 산화 피

막이 가능하지 않은 금, 비저항이 낮은 은, 또는 내 이온 마이그레이션 성이 우수한 동 등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상기 절연성 기재의 도전층과는 반대측의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어 있어 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를, 폴리이미드 등의 가요성 수지 필름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이 접착층으로서

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이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상기 절연성 기재를,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

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에 의해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절연성 기재 자체가 층간 접착성을 가지기 때문

에, 접착층을 별도, 형성할 필요가 없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은, 전술한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

수개 중첩하여 접합한 것이며, 도전층의 표면에 형성된 금속층에 의해 관통공의 도전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피복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도전층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의 표면의 전체가 금속층

에 의한 단일 금속면이 된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

전층이 형성되고, 도전층 부분의 구멍 직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멍 직경보다 작은 구멍 직경을 가지고 상기 절연

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 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

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시키고, 상기 관통공 중, 적어도 최외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전층 측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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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피복하는 금속층이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에 의하면, 적어도 최외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전층의 표면, 즉, 적어도 부품 실장이

행해지는 도전층의 표면에 금속층이 형성되고, 이 금속층에 의해 관통공의 도전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피복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도전층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의 표면의 전체가 금속층에 의

한 단일 금속면이 된다.

금속층은, 전해 도금법, 무전해 도금법, 스퍼터 법 등에 의해 도전층 표면의 전체에 한결같이 형성할 수 있다.

또, 금속층과 도전층을 동일 금속으로 구성하고, 관통공 형성 후에, 배선 패턴 형성전의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상기 

금속층을 적층 형성하고, 도전층과 금속층에 동시에 에칭법에 따라 배선 패턴 형성을 행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

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

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

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

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으므로,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

통공에 메워져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상세하게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

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

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

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

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

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라고 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제

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져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

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

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

재 부분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

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

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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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중심 위

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

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

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

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

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

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

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에 의해, 제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

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

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하기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

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

고, 또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

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도

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

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으므로,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

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라고 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제

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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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안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

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

재 부분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

재 부분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중심 위

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

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가지는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

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접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에 의해, 제조 공정의 자유도를 희

생하는 일 없이,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

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된다.

상세하게는, 상기 천공 공정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도전층 부분 이외의 수지 부분에 구경이 큰 구멍내기를 행하고,

해당 구멍내기 완료 후에 도전층 부분에 구경이 작은 구멍내기를 행하여 관통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 천공 공정은, 빔 직경 방향으로 레이저 강도 분포를 가지는 레이저 빔 조사를 도전층과는 반대측의 면에 행

하고, 도전층 부분 이외의 수지 부분에 구경이 큰 구멍내기를, 도전층 부분에 구경이 작은 구멍내기를 일괄하여 행하

여 관통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천공 공정 후에, 레이저 천공에 의해 생성되는 스미어를 제거하는 디스미어 공정을 가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충전 공정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도전층과는 반대측으로부터 스퀴징에 의해 상기 관통공에 메워 

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은, 기판 전극을 가지고, 기판 전극의 표면 형상이 보

울형 등의 요면형이다.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하면,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열에 의해 용융되어 기판 전극의 

요면(凹面)을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기판 전극에 용융 밀착되어,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금 범프의 경우에는, 기판 전극의 요면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은,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층 기판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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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整合)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해당 기판 전극에,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이 오픈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하면,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열에 의해 용융되어 기판 전극의 

작은 구멍을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기판 전극에 용융 밀착되어,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금 범프의 경우에는, 기판 전극 의 작은 구멍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은,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해당 기판 전극에,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

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이 오픈되어, 해당 기판 전극의 표면이 전해 도금층 등에 의한 금속층에 의해 피

복되어 해당 금속층의 작은 구멍 대응 부분이 요부(凹部)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하면,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열에 의해 용융되어 금속층의 요부

를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금속층에 용융 밀착되어,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

상된다. 또, 땜납 범프는,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와는 접촉하지 않고, 금속층에만 접촉하고, 땜납의 습성이

양호하게 한결같이 된다. 금 범프의 경우에는, 금속층의 요부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은, 절연 기재 상에 상기 기판 전극을 가지고, 절연 기재를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구

성함으로써 플렉시블 배선 기판을 이룬다.

또,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전극의 표면에 등방성의 화

학적 에칭을 행하고, 해당 기판 전극의 표면 형상을 요면형으로 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은,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

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위치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극에 등방성의 화학적 에칭을 행하고,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을 기

판 전극에 여는 공정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은,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

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위치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극에 등방성의 화학적 에칭을 행하고,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을 기

판 전극에 여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극의 표면을 금속층에 의해 피복하고, 해당 금속층의 작은 구멍 대응 부분을 요부

로 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상기 금속층은, 전해 도금법, 무전해 도금법, 스퍼터 법의 어느 하나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보다, 먼저,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도

전층의 표면을 금속층에 의해 피복하는 공정을 먼저 행하고,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은, 도전층과 금속층과의 중

합층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할 수 있다.

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적 에칭에 의한 회로 형성 공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은, 특허 청구의 범위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발명 그 자체 및 그 외의 특징과 효과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

써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IVH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는,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IVH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은,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IVH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공개특허 10-2004-0077815

- 12 -

도 4는,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IVH 구조에서의 문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플립칩 실장의 종래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은, 플립 칩 실장의 종래예의 주요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외에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9는,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 동박부와 절연층의 구멍 직경을 같게 한 IVH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

이다.

도 10은,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 동박부에 구멍을 형성하지 않은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 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다른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다른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판을 구성하는 다층 배선용 기재를 제조 공정 순으로 나타낸 단면도

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판을 제조 공정 순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6은, (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천공 공정에서의 레이저 피가공면을 나타낸 설

명도, (b)는 동일하게 그것의 레이저 강도 분포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관통공 형상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판을 구성하는 다층 배선용 기재를 제조 공정 순으로 나타낸 단면도

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판을 제조 공정 순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변형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7은,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관통공 형상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8은, 종래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IVH 구조에서의 문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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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33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다른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4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다른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또한 다른 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또한 다른 예의 도전층 관통공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37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8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0은, 본 발명에 의한 제6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1은, 본 발명에 의한 제6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도

로 이다.

도 42는, 본 발명에 의한 제6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다른 예를 나타

낸 공정도이다.

도 43은, 본 발명에 의한 제7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4는, 본 발명에 의한 제7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45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6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47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48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

통공 상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9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에 형성된 작은 구멍의 

구경을 변경하여,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0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에 있어서, 도전층에 형성된 작은 구멍의 

구경과 절연 수지층의 관통공의 구경과의 적절한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1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에 형성된 작은 구멍의 

구경과 수지층의 관통공의 구경을 각각 변경하여,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2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에 형성된 작은 구멍의 

구경을 변경하여,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3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4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 수지층의 관통공의 중심과 도전층의 작은 구

멍의 중심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5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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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6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57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수지층의 관통공의 중심과 도전

층의 작은 구멍의 중심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

명하 는 도면이다.

도 58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수지층의 관통공의 중심과 도전

층의 작은 구멍의 중심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

명하는 도면이다.

도 59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하나의 기본 구성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60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내부의 측면과 도전

층 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1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62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63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내부의 

측면과 도전층 표면과의 이루는 각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4는, 본 발명의 제l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내부의 

측면과 도전층 표면과의 이루는 각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5는, 레이저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레이저의 강도나 조사 시간 또는 주사 패

턴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6은, 에칭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오버 에칭량과 에칭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7은, 에칭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오버 에칭량과 에칭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8은,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형성 방법을 여러 가지 변경하여, 스크

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9는,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기본적인 실시예를 나타낸 주요부의 단면도이다.

도 70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한 플립 칩 실장예를 나타낸 주요부의 단면도이다.

도 71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 외에 실시예 및 이 실시예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한 플립 칩 실장예를 나

타낸 주요부의 단면도이다.

도 72는, 본 발명 외에 실시예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주요부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73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 외에 실시예 및 이 실시예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한 플립 칩 실장예를 나

타낸 주요부의 단면도이다.

도 74는,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공정과 플립 칩 실장을 나타낸 공정도이다.

실시예

이하에,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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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7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1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

박 등에 의한 도전층(112)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113)이 각각 설치되고, 접착층(113)과 절연 수지

층(111)과 도전층(112)을 관통하는 관통공(1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1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충

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111)은, 전(全) 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111)과 도전층(112)과 접착층(113)의 3층 구조는, 범용

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111))의 동박(도전층(1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1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형성된 관통공(114) 중, 접착층(113)과 절연 수지 층(111)을 관통하는 부분(114a)의 구경

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112)을 관통하는 부분(114b)의 구경은 접착층(113) 및 절연 수지층(111)

을 관통하는 부분(11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접착층(113)은, 접착제의 도포 이외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

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절연 수지층(111)은, 폴리이미드 필름 이외에, 에폭시계, 이미드계의 프리프레그 

등을 절연재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111)이 접착재로서도 기능하므로, 접착층(113)

을 별도 형성할 필요가 생략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11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11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즉, 관통공(114)의 접착층-절연 수지층 부분(114a)과 도전층 부분(114b)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고르게 충전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은, 도전층(112)의 배면(11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11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11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112), 즉, 동박부에는, 수지부(절연 수지층(111)+접착층(113))보다도 작은 구멍(114b)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박부 (42)와 수지부(절연층(41))의 구멍 직경을 같게 했을 경우에는, 동박부(42)

와 절연층(41)과의 접촉 부분이 동박부(42)의 구멍 벽면부(42A)만으로 되어 동박부(4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45)과

의 도통 접속에 관해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박부(42)에 구멍을 형성하지 않고, 수지

부 절연층(41)에만 구멍을 형성한 경우에는, 스퀴징 등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IVH의 공기 배출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IVH에 기포 h가 잔존하고, 동박부(4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45)과의 접촉 면적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전층(1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11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114b)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출되어 도전층(1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과의 접촉 면적을 정

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도 8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121) 자체가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고, 절연 수지층(1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122)이 형성되고, 절연 수지

층(121)과로 도전층(122)을 관통하는 관통공(12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12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12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121)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124) 중, 절연 수지층(121)을 관통하는 부분(12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122)을 

관통하는 부분(124b)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121)을 관통하는 부분(12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2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12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12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즉, 관통공(124)의 절연 수지층 부분(124a)과 도전층 부분(124b)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

물(125)이 고르게 충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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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수지 조성물(125)는, 도전층(122)의 배면(12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12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12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12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12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124b)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출되어 도전층(12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125)과의 접촉 면적을 정

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도 7, 도 8에 나타낸 어느 쪽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도, 큰 구멍(114a, 124a)과 작은 구멍(114b, 124b)에

의한 관통공(114, 124)는,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에 의해 형성할 수 있고, 이 외에, 에칭, 레이

저 빔 조사와 에칭의 조합에 의해서도 가공할 수 있다.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의 경우, 먼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절연 수지층 (111)과 접착층(113)에 큰 구멍(114a), 또는

절연 수지층(121)에 큰 구멍(124a)을 형성한 후, 다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도전층(112) 또는 (122)에 작은 구멍(1

14b) 또는 (124b)를 형성하고, 그 후,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성 페이스트)(115, 125)를 관통공(114, 124)에 메워 

충전하는 방법을 취해도 되지만, 통상, 레이저 빔 강도(레이저 강도)는, 빔 직경 방향에서 보아, 빔 중앙이 높고(강하

고), 주위는 낮게(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도전층(112, 122)에 형성하는 중심부의 작은 구멍(114

b, 124b)과 수지부의 큰 구멍(114a, 124a)을 한번에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상기 구조의

비어 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빔 강도의 피가공면 내 분포가, 도 16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 피가공면 내의 중심 부근이 강하고, 

주변부가 약한 2단계로 되어 있는 레이저 빔에 의해 구멍내기를 행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상기 구조의 IVH를 형성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단계 레이저 강도의 레이저 빔은, 레이저 빔의 투사 이전에, 빔 투과율이, 중심부에서 높고, 주

변부에서 낮은 필터에 레이저 빔을 통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사용한, 다층 배선 기판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

타내고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은, 도 7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1층째의 기판(110A)과 2층째의 기재(11

0B)로 하여, 2매 중첩하여, 1층째의 기재(110A)의 접착층(113)에 의해 1층째의 기재(110A)와 2층째의 기재(110B)

를 서로 접착 접합하여 이루어진다. 2층째의 기재 (110B)의 접착층(113) 상에는 표면부의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에 의한 도전층(116)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충전된 각 관통공(114)은 IVH를 이루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에 의해 각 층의 도전

층(115), 또는 도전층(115)과 (116)의 층간 도통이 행해진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은, 관통공(114)의 접착층-절연 수지층 부분(114a)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114b)에도 충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층 배선 기판에 있어서, 내부에 공동이 생기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도전층 부분(114b)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층 부분의 내주면의 면적만큼, 비

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과 도전층(115)과의 접촉 면적이 증대하는 효과도 얻어진다.

또, 도전층 부분(114b)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충전되어 있는 것에 의해, 투묘적(投錨的)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로써, 절연 수지층(111), 접착층(113),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로부터 오는 열응력에 의

해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절연 수지층(111)이나 접착층(113)으로부터 박리되지 않아, 내구성, 신뢰성이 향상된

다.

그리고, 도 8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여 서로 접착 접합함으로써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구

비한 다층 배선 기판을 얻을 수 있다.

또, 도 12, 도 l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관통공(114, 12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 125)을 층간 접착면 측으

로 돌출시켜,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 125)에 의한 돌기부(115A, 125A)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돌기부(115A, 125A)는, 인접층의 도전층에 압착 또는 꽂혀, 층간의 전기 접속 저항을 저하시킨다.

다음에, 도 12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 14,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1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에 의한 도

전층(112)이 형성된 한쪽 면 동박 적층재(CCL)를 출발재로 하고, 도 14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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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가역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접착하여 접착층(1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4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112)에 에칭 등을 행하여 도전층(1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4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113) 상에 PET 마스킹 테이프(117)을 접착하여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

등에 의해, 도 14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T 마스킹 테이프(117), 접착층(113), 절연 수지층(111), 도전층(112)을

관통하는 관통공(114)를 형성한다.

이 관통공(114)은, PET 마스킹 테이프(117), 접착층(113), 절연 수지층(111)을 관통하는 부분(114a)의 구경을 통상

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Oμm와 하 면, 도전층(112)을 관통하는 부분(114b)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

인30~50μm정도로 되어 있다.

관통공(114)의 천공이 완료되면, 관통공(114) 내에 잔존하고 있는 천공에 의한 수지나 동박의 산화물 등에 의한 스미

어(118)를 제거하는 디스미어를 행한다. 디스미어는, 플라즈마에 의한 소프트 에칭이나, 과망간 염소계의 디스미어액

에 의한 웨트 디스미어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도 14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미어가 완료되면 도 14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로 사용하도록 한 스

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150)를 사용하여 PET 마스킹 테이프(117)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

전 페이스트)(115)을 스퀴징에 의해 관통공(114)에 메워 충전한다.

도 14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의 메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메움 충전

은, 관통공(114)의 접착층-절연 수지층 부분(114a)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114b)에도 고르게 충분히 행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은, 후의 공정에서의 가열에 대한 산화를 피하기 위해, 은페이스트를 사용했다. 이 때, 점도

를 3OOdPa·s의 것을 사용했는데, 동박부(도전층(112))의 작은 구멍(114b)으로부터 도전 페이스트를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메워 충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로서는, 은페이스트 이외에, 동 필러나 카본 혼합

물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재 표면에 PET 마스킹 테이프(117)가 접착되어 있으므로,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크를 통하

지 않고, 스퀴지 플레이트(150)를 직접 기 판에 접촉시켜 스퀴징을 행해도 되지만, 물론,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

크를 통하여 스퀴징함으로써,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낭비를 삭감할 수 있다.

이 스퀴징 시에, 동박부(도전층(112))의 작은 구멍(114b)으로부터 기포가 배출되어 관통공(114) 내에 기포가 잔존하

지 않고, 동박부(도전층(1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유(15)과의 밀착이 도전층(112)의 배면(112a)에서 충분히 행해진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통공(114)의 수지 부분의 큰 구멍(114a)의 구경이 10Oμm정도이면, 동박 부분이 작은 구멍(11

4b)의 구경은 30~50μm 직경 정도로 되고, 이 작은 구멍(114b)의 구경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와의 접촉 저항

으로부터의 요구에 더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의 점도나 치키소성이라고 하는 제특성에 따라 기포의 잔류와 도

전성 수지 조성물(115)의 탈락을 회피 가능하도록 선정하게 된다.

다음에, 도 14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의 나머지가 부착되어 있는 PET 마스킹 테이

프(117)를 벗긴다. 이로써 1매의 기재(110)가 완성된다. 이 기재(110A)는, PET 마스킹 테이프(117)의 박리에 의해, 

층간 접착면 측, 즉, 접착층(113)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에 의한 돌기부(115A)가 형성된다.

돌기부(115A)의 높이는 PET 마스킹 테이프(117)의 두께에 상당한다. 이 기재(110A)를 1층째의 기재로 하고, 도 14 

(a)~(i)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110B)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116)을 각각 적당한 위

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함으로써, 도 15 (j),(k)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를 

달성한다.

라미네이션시, 기재를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1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凹凸)에 대한

접착층(1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115)과 타층의 동박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15 (l)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116)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

으로서 완성된다. 이 다층 배선판의 내부에 공동부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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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순서,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순서는, 도 8

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

블 프린트 배선판에 한정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에폭시 수지나, 유리 직물, 

아라미드 부직포 등에 의한 프리 프레그재를 절연재로서 사용한 리지드 타입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특정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실시예가 가능하다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하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 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

재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

분과의 구경 차이로부터, 도전층 배면에서 취하는 구조가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도전층보다 위의 부분과 도전

층과의 접촉 면적 확보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재료로 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 회로부의 접촉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기판의 평활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얇은 다층 배

선 기판을 얻을 수 있다.

또,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이나 접착층 부분(비어 홀)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적층 후, 다층 배선판의 내부에 공동이 생기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도전층 부분의 내주면의 면적만큼,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

이스트와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을 증대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제1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에 있어서, 관통공의 구멍내

기를, 레이저 가공에 의해 행하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기포의 잔류가 어떻게 해도 남는 경우도 고려된다.

레이저 가공으로 관통공을 구멍을 형성한 경우에는,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포의 잔류를 방지하도록 측면을 경

사지게 해도 절연성 기재(51) 부분의 관통공(56)의 내벽면(56A)의 단면 형상은 지극히 직선적인 것으로 되고, 관통공

(56)의 내벽면(56A)와 동박부(52)의 배면(52A)의 접속이, 모난 코너각부(변국부)(57)에 의 해 행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관통공(56)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55)를 메워 충전할 때에, 관통공(56) 내의 동박부(52)와 절연성 기재(

51)와의 경계부, 즉, 도 28에 ○표로 나타낸 부분이 침전물 영역이 되어 이 부분의 공기 배출이 양호하게 행해지지 않

고, 이 부분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55)에 기포가 비집고 들어가, 도전성 수지 조성물(55) 내에 기포가 잔존하기 쉽다

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기포의 잔존은, 동박부(52)의 배면(52A)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55)과 동박부(52)의 접촉 면적의 변동을 초래

하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55)과 동박부(52)와의 도통을 불안정한 것으로 하는 원인이 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 및 제3 실시예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며, 비어 홀에 충

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동박부(도전층)와의 도통을 동박 배면 측에서 취하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 비어 홀에 충전

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중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동박부와의 도통 신뢰성이 높은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 및 다층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제2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17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2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212)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213)이 각각 설치되고, 접착층(213)과 절연 수

지층(211)과 도전층(212)을 관통하는 관통공(2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2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2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211)과 도전층(212)과 접착층(213)의 3층 구조는, 범용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211))의 동박(도전층(2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2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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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이미드계 접착재에 의한 접착층(213)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214) 중, 접착층(213)을 관통하는 부분(214a)과 절연 수지층(211)을 관통하는 부분(214b)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212)을 관통하는 부분(214c)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211) 및 접착층(213)을 관통하는

부분(214a, 214b)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고, 절연성 기재 부분(214b)의 단면 형상이 근원호형으로 되어 있다. 

즉, 관통공(214)의 절연성 기재 부분(214b)의 형상이 보울형을 이루고, 관통공(21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14e)을 

가지고 도전층(212)의 배면(212a)에 접속되어 있다. 즉, 도 17의 종단면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211)의 

내벽면(214e)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근 원호면(214e)이란, 전체가 하나의 곡율에 의한 

만곡면(구면), 상이한 복수의 곡율에 의한 만곡면이 스무스하게 연속된 곡면, 그 외, 회전 타원면, 회전 포물선면 등, 

각종 곡면의 총칭으로 한다.

폴리이미드에 의한 절연 수지층(211) 부분의 관통공(214b)은,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에 의해 형성할 수 있고, 액상

에천트의 점성이나, 반응·물질 이동의 등방성에 의해, 에칭의 캐비티 형상이 근원호형으로 되는 것을 이용하여 관통

공(214)의 내벽면을 근 원호면(214e)으로 할 수 있다. 이로써,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성 기재 두께 T)/(사

이드 에치 L)=(에칭 팩터)로 하면, 에칭 팩터는 1 이하가 되어, 관통공(21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14e)를 가지고,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도전층(212)의 배면(21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된다.

이로써, 관통공(214)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충전시의 관통공(214)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

해지게 되어, 관통공(21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어, 비어 홀(관통공(

21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와 도전층(212)의 배면(212a)과의 접촉에 의한 도통이 필요한 접촉 면적을 

가지고 신뢰성 높게 행해진다.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제2 실시예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사용한, 다층 배선 기판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은, 도 17에 나타낸 구조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1층째의 기재(210A)와 2층째의 기재(2

10B)로 하여, 2매 중첩하여 1층째의 기재(210A)의 접착층(213)에 의해 1층째의 기재 (210A)와 2층째의 기재(210B)

를 서로 접착 접합하여 이루어진다. 2층째의 기재(210B)의 접착층(213) 상에는 표면부의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에

의한 도전층(216)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이 충전된 각 관통공(214)은 IVH를 이루고, 각 관통공(21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14e)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도전층(212)의 배면(21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관통공(21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관통공(214)에 메워 충전된 도전

성 수지 조성물(215)에 의해, 각 층의 도전층(212), 또는 도전층(212)과 (216)의 층간 도통이 신뢰성 높게 행해진다.

다음에, 도 17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 20,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20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211)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212)이

형성된 기재의 절연 수지층(211) 측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

을 접착하여 접착층(2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20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212)에 에칭을 행하여 도전층(2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

성한다. 도전층(212)이 동박인 경우, 동박의 에칭은, 염화 제2 철을 주성분으로 한 수용액, 염화 제2 동을 주성분으로 

한 에천트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20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213)의 표면에 에칭 레지스트(도시 생략)를 형성하고, 접착층(213)을 

에칭하여 해당 부분의 구멍(214a)을 형성한다.

접착층(213)이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인 경우에는, 접착층(213)은, 수산화 칼륨과 히드라진과 에틸렌 디아민의 혼합물

이나 수산화 알칼리와 히드라진과 1.3-디메틸-2-이미다졸리지논을 주성분으로 하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용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할 수 있다.

계속되어, 도 20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211)을 에칭하여 해당 부분의 구멍(214b)을 형성한다.

폴리이미드 필름(211)의 에칭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용 액상 에천트와 동 등한 폴리이미드용 액상 에천트로 행할 수

있지만, 폴리이미드 필름과 접착층(열가소성 폴리이미드)(213)과의 경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에칭 조건을 결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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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VH(관통공(214)) 내에서의 도전층(212)과 절연 수지층(211)과의 경계 부근은, 절연 수지층(211)의 에지가 급준

하면, 후의 공정인 관통공(214)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 충전 시에 기포가 비집고 들어가 버리지만, 액상 에천트로

절연 수지층(211)을 에칭한 바, 도 18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칭 팩터는 1 이하가 되어, 에지가 급준하지 않게 되고, 절

연 수지층(211)의 부분의 관통공(21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14e)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코너 각부)를 포함하지 않

고, 도전층(212)의 배면(21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되는 형상이 되어, 기포 배출의 효율이 양호하게 된다.

그리고, 접착층(213)과 절연 수지층(211)의 에칭은, 에치 레이트가 같은 에칭액이 사용되면, 2층 일괄로 에칭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플라즈마 에칭을 행하면 2층은 동일 에칭 레이트로 에칭되게 된다. 또, 레이저 가공의 경우는, 원

하는 형상에 대응하는 강도 분포의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관통공(214)의 내벽면에 근 원호면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20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칭 또는 레이저 가공 등에 의해, 도전층(212)에 작은 구멍(214c)을 형성하여

, 관통공(214)을 완성한다.

관통공(214)의 천공이 완료되면, 도 20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213) 상에 메탈 마스크(250)를 탑재하여 메

탈 마스크(250)의 개구(250a)가 각 관통공(214)에 정합하도록, 마스크 맞댐을 행하고, 스크린 인쇄로 사용하도록 한 

스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251)를 사용하여 메탈 마스크(250)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 페

이스트)(215)을 스퀴징(인쇄법)에 의해 관통공(214)에 메워 충전한다. 도 20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메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은, 후의 공정에서의 가열에 대한 산화를 피하기 위해, 은페이스트를 사용했다. 이 때, 점도

를 300dPa·s의 것을 사용했는데, 동박부(도전층(212))의 작은 구멍(214c)으로부터 도전 페이스트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메워 충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로서는, 은페이스트 이외에, 동 필러나 카본 혼합

물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쇄법에 따르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충전은, 마스크를 통하여 행하지만, 스크린 마스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스크린 개구부의 메쉬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가지고 가져 버려, 적층 후의 전기적 신뢰성을 확보없기 때문에, 메탈 

마스크(250)을 통하여 인쇄를 행했던 바,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 때, IVH(관통공(214) 단면의 절연 수지층 부분(폴리이미드 부분)(214b)의 형상이 스무스한 근원호형이므로, 동박

(도전층(212))의 작은 구멍(214c)으로부터 기포가 신속하게 배출되어 동박부(도전층(2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21

5)과의 밀착이 도전층(212)의 배면(212a)에서 충분히 행해진다.

또, 도 20 (h)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후단(215a)은, 접속을 양호하게 하

기 위해, 접착층(213)의 상단보다 약간 돌출되어 있다.

도전층(212)의 작은 구멍(214c)의 직경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과의 접촉 저항으로부터의 요구에 더하여, 도전

성 수지 조성물(215)의 점도나 치키소성이라고 하는 제특성에 따라 기포의 잔류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탈락

을 회피 가능하도록 선택하게 되어, 예를 들면, 접착층(213), 절연 수지층(211)을 관통하는 부분(214a, 214b)의 구경

을 통상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0μm로 하면, 도전층(212)을 관통하는 부분(214c)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

다 소경인 30~50μm정도가 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의 충전이 완료되면, 도 20 (h)에 나타낸 바와 같이메탈 마스크(250)를 제외하고 1매의 기재

(210A)를 완성한다.

이 기재(210A)를 1층째의 기재로 하고, 도 20 (a)~(h)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210B

)로 동박에 의한 도전층(21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함으로

써, 도 21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가 달성된다.

라미네이션시, 기판을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2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접착

층(2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2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고, 도전성 수지 조

성물(21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21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21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

로서 완성이 된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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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221) 자체가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성

을 가지고 있고, 절연 수지층(2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222)이 형성되고, 절연 수

지층(221)과 도전층(222)을 관통하는 관통공(22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22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221)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224) 중, 절연 수지층(221)을 관통하는 부분(224b)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222)을 

관통하는 부분(224c)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221)을 관통하는 부분(224b)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고, 절연성 기

재 부분(224b)의 단면 형상은 근원호형으로 되어 있다. 즉, 관통공(224)의 절연성 기재 부분(224b)의 형상이 보울형

을 이루고, 관통공(22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24e)을 가지고 도전층(222)의 배면(222a)에 접속되어 있다. 즉, 도 2

2의 종단면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221)의 내벽면(224e)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의한 절연 수지층(221) 부분의 관통공(224)은,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에 의해 형성할 수 있

고, 액상 에천트의 점성이나, 반응·물질 이동의 등방성에 의해, 에칭의 캐비티 형상이 원호형으로 되는 것을 이용하

여 관통공(224)의 내벽면을 근 원호면(224e)으로 할 수 있다. 이로써, 이 경우도,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성 

기재 두께 T)/(사이드 에치 L)=(에칭 팩터)로 하고, 에칭 팩터는 1 이하로 되고, 관통공(22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

24e)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도전층(222)의 배면(22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된다.

이로써, 관통공(224)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충전시의 관통공(224)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

해지게 되어, 관통공(22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어, 비어 홀(관통공(

22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로 도전층(222)의 배면(222a)와의 접촉에 의한 도 통이 필요한 접촉 면적을 

가지고 신뢰성 높게 행해진다.

도 23은 본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하나의 실장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은, 도 22에 나타낸 

구조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1층째의 기재(220A)와 2층째의 기재(220B)로 하여, 2매 중첩하여 1층째의 기재(2

20A)의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221)에 의해 1층째의 기재(220A)와 2층째의 기재(220B)를 서로 접착 접합하

여 이루어진다. 2층째의 기재(220B)의 절연 수지층(221) 상에는 표면부의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에 의한 도전층(2

26)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이 충전된 각 관통공(224)은 IVH를 이루어, 각 관통공(22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24e)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코너 각부)를 포함하지 않고, 도전층(222)의 배면(22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공(22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관통공(22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에 의해, 각 층의 도전층(222), 또는 도전층(222)과 (226)의 층간 도통이 신뢰성 높

게 행해진다.

다음에, 도 22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 24, 도 2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24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열가소성 폴리이미드 필름)(221)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

층(222)을 접착한다. 역으로 말하면, 동박에 의한 도전층(222)의 한쪽 면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필름(폴리이미드계 

접착재)을 접착한다.

다음에, 도 24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222)에 에칭을 행하여 도전층(22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

성한다. 도전층(222)가 동박의 경우, 동박의 에칭은, 염화 제2 철을 주성분으로 한 수용액, 염화 제2 동을 주성분으로 

한 에천트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24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열가소성 폴리이미드 필름)(221)의 에칭을 위한 에칭 레지스트(

도시 생략)를 절연 수지층(221)의 표면에 형성하고, 절연 수지층(221)을 에칭하여 해당 부분의 구멍(224b)을 형성한

다.

절연 수지층(221)이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인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221)은, 수산화 칼륨과 히드라진과 에틸렌 디아

민의 혼합물이나 수산화 알칼리와 히드라진과 1.3-디메틸-2-이미다졸리지논을 주성분으로 하는 열가소성 폴리이미

드용 액상 에천트에 의해 에칭할 수 있다. 그 후, 접착층 표면의 에칭 레지스트는 제거한다.

IVH(관통공(224)) 내에서의 도전층(222)과 절연 수지층(221)과의 경계 부근은, 절연 수지층(221)의 에지가 급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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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후의 공정인 관통공(224)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 충전 시에 기포가 비집고 들어가 버리지만, 액상 에천트로 

절연 수지층(221)을 에칭했던 바, 이 경우도, 도 18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칭 팩터는 1 이하로 되고, 에지가 급준하지 

않고, 절연 수지층(221)의 부분의 관통공(224)의 내벽면이 근 원호면(224e)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코너 각부)를 포

함하지 않고, 도전층(222)의 배면(22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되는 형상으로 되어, 기포 배출의 효율이 양호하게 된다.

다음에, 도 24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칭 또는 레이저 가공 등에 의해, 도전층(222)에 작은 구멍(224c)을 형성하

고, 관통공(224)을 완성한다.

관통공(224)의 천공이 완료되면, 도 24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221) 상에 메탈 마스크(250)를 탑재하여

메탈 마스크(250)의 개구(250a)가 각 관통공(224)에 정합하도록, 마스크 맞댐을 행하고, 스크린 인쇄로 사용하도록 

한 스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251)를 사용하여 메탈 마스크(250)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 

페이스트)(225)을 스퀴징(인쇄법)에 의해 관통공(224)에 메워 충전한다. 도 24 (g)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메

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은, 후의 공정에서의 가열에 대한 산화를 피하기 위해, 은페이스트를 사용했다. 이 때, 점도

를 300dPa·s의 것을 사용했는데, 동박부(도전층(222))의 작은 구멍(224c)으로부터 도전 페이스트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메워 충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로서는, 은페이스트 이외에, 동 필러나 카본 혼합

물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쇄법에 따르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충전은, 마스크를 통하여 행하지만, 스크린 마스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스크린 개구부의 메쉬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가지고 가져 버려, 적층 후의 전기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메

탈 마스크(250)를 통하여 인쇄를 행했던 바,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 때, IVH(관통공(224) 단면의 절연 수지층 부분(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부분)(224b)의 형상이 스무스한 근원호형이

므로, 동박(도전층(222))의 작은 구멍(224c)으로부터 기포가 신속하게 배출되어 동박부(도전층(222))와 도전성 수지

조 성물(225)과의 밀착이 도전층(222)의 배면(222a)에서 충분히 행해진다.

또, 도 24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후단(225a)은, 접속을 양호하게 하

기 위해, 절연 수지층(221)의 상단보다 약간 돌출하고 있다.

도전층(222)의 작은 구멍(224c)의 직경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과의 접촉 저항으로부터의 요구에 더하여, 도전

성 수지 조성물(225)의 점도나 치키소성이라고 하는 제특성에 따라 기포의 잔류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탈락

을 회피 가능하도록 선택하게 되어, 예를 들면, 절연 수지층(221)을 관통하는 부분(224b)의 구경을 통상의 비어 홀 직

경, 예를 들면, 10Oμm로 하면, 도전층(222)을 관통하는 부분(224c)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인 30~50μm

정도로 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의 충전이 완료되면, 도 24 (g)에 나타낸 바와 같이메탈 마스크(250)을 제외하고 1매의 기재

(220A)를 완성한다.

이 기재(220A)를 1층째의 기재로 하고, 도 24 (a)~(f)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220B

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22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함으로

써, 도 25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를 달성한다.

라미네이션 시, 기판을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22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절연 

수지층(221)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22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25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22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로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관통공(224)는, 에칭 팩터가 반드시 1 이하의 것이 아니라도 되고, 예를 들면, 도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

연 수지층(221)의 부분의 관통공(224)의 내벽면이 R면(224f)을 가지고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도전층(222)의 

배면(222a)과 스무스하게 접속되는 형상이라도 된다.

또, 제2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에서는, 모두,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

되지 않고, 리짓트 타입의 프린트 배선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 절연성 기재가, 무기 필러나 유리 크로스를 

포함하는 에폭시 수지계나 프리프레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염소나 불소계의 가스를 사용한 이온 에칭이나 플라즈

마 에칭에 의해 관통공 형상을 전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보울형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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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이므로, 관

통공의 내벽면과 도전층 배면과의 접속이,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행해져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

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

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층과의 도통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안정되

게 행해지게 된다.

또, 상기 구성으로, 도전층과 관통공에 충전된 IVH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도전층 배면 측에서 취하

는 구조의 경우, 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 총면적은, 도전층 관통공이 없는 쪽이 크게 될 가능성

이 있어, 도전층 관통공이 있으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

이하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 및 제5 실시예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

로, 도전층 관통공에 의한 도전층 배면 측에서의 도통 접촉 면적의 감소를 보상하여 역으로 도전층 관통공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

선 기판용 기재를 사용한 다층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 첨부의 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9는 본 발명에 의한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29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3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312)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313)을 각각 설치하고, 접착층(313)과 절연 수

지층(311)과 도전층(312)을 관통하는 관통공(3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3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3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 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311)과 도전층(312)과 접착층(313)의 3층 구조는, 범용의 

한쪽 면 동박부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311)의 동박(도전층(3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

3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폴리이미드계 접착재에 의한 접착층(313)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314) 중, 접착층(313)과 절연 수지층(311)을 관통하는 부분, 즉, 절연부 관통공(314a)은, 원형 횡단면의 원통

형상이며,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어 있다. 관통공(314) 중 도전층(312)을 관통하는 부분, 즉, 도전층 관통공(314

b)은, 원형 횡단면의 원통형상이며, 절연부 관통공(314a)의 직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도전층 관통공(31

4b)의 횡단면적은 절연부 관통공(314a)의 횡단면적보다 작다.

또,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측면(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절연부 관통공(31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커지도록,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이나, 도전층(312)의 층 두께가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도전층 관통공(314b)이 있는 경우의 도전층(312)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의 접촉 총면적이, 도전

층 관통공(314b)이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을 D, 도전층(312)의 층 두께를 h라고 하면,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측면의 면적이 도

전층 관통공(314b)의 절연부 관통공(31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큰 것의 조건식은 하기 식 (1), (2)로 표현

된다.

π·D·h≥π(D/2) 2 ···(1)

D≤4h ···(2)

따라서, 도전층 관통공(314b)이 원형 횡단면의 원통형상의 관통공인 경우에는,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 D가 도

전층(312)의 층 두께 h의 4배 이하인 것에 의해,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측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횡

단면적보다 크게 된다.

또, 달리 말하자면, 도전층 관통공(314b)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벽(내측면)을 가지는 경우, 도전층 관통공(314b)의 

주위 에지 길이 거는 도전층 관통공(314b)의 높이 h가, 도전층 관통공(314b)의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크게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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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서, 도전층(312)의 층 두께 h가 8μm이면,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 D의 최대치는 32μm가 되고, 이하, 

마찬가지로, 층 두께 h가 9μm이면, 직경 최대치는 36μm, 층 두께 h가 12μm이면, 직경 최대치는 48μm, 층 두께 

h가 15μm이면, 직경 최대치는 60μm, 층 두께 h가 18μm이면, 직경 최대치는 72μm, 층 두께 h가 36μm이면, 직

경 최대치는 144μm으로 된다.

IVH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한 것을, 용제를 포함하는 점

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이며, 접착층(313)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모(31

4), 즉, 절연부 관통공(314b)과 도전층 관통공(314b)의 모두에 메워 충전된다.

이 메움 충전시의 관통공(314) 내의 공기 배출은, 도전층 관통공(314b)에 의해 행해지고, 관통공(314)(절연부 관통공

(314b))과 도전층 관통공(314b)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어, 비어 홀(

관통공(31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전층(312)과의 도통 접촉은, 도전층(312)의 배면(312a)과 도전

층 관통공(314b)의 내주면의 각각에서 행해진다.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절연부 관통공(31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

다 크기 때문에, 도전층(312)에 도전층 관통공(314b)이 오픈되는 쪽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전층(312)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커져,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전층(312)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된다.

도 30은 본 발명에 의한 제4 실시예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사용한, 다층 배선 기판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은, 도 29에 나타낸 구조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1층째의 기재(310A)와, 2층째의 기재(3

10B)로 하여, 2매 중첩하여 1층째의 기재(310A)의 접착층(313)에 의해 1층째의 기재(310A)와 2층째의 기재(310B)

를 서로 접착 접합하여 이루어진다. 2층째의 기재(310B)의 접착층(313) 상에는 표면부의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에

의한 도전층 (316)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이 충전된 각 관통공(314)은 IVH를 이루어, 관통공(31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31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관통공(31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전층(312)과의 도통 접촉이, 

도전층(312)의 배면(312a)과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주면의 각각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절연부 관통공(314a)에 대한 개구단의 횡

단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도전층(312)에 도전층 관통공(314b)이 오픈되어 있는 쪽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

전층(312)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커지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도전층(312)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 또한 

각 층의 도전층(312), 또는 도전층(312)과 (316)의 층간 도통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되어, 안정된 양호한 전기 성능

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도 29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 31, 도 3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된 경우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

먼저, 도 31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311)의 한쪽 면에 동박에 의한 도전층(312)이

형성된 기재의 절연 수지층(311) 측에, 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을

접착하여 접착층(3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31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312)에 에칭을 행하여 도전 층(3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도전층(312)가 동박의 경우, 동박의 에칭은, 염화 제2 철을 주성분으로 한 수용액, 염화 제2 동을 주성분으로 한 에천

트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도 3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313) 상에 PET 마스킹 테이프(317)을 붙여 레이저 천공 가공 등에 의

해, 도 3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T 마스킹 테이프(317), 접착층(313), 절연 수지층(311), 도전층(312)를 관통하

는 관통공(314)를 형성한다.

이 관통공(314)은, PET 마스킹 테이프(317), 접착층(313), 절연 수지층(311)을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314a)의 직

경을 통상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0μm로 하면 도전층(312)의 층 두께가 7.5~12.5μm정도이며, 도전층(312)

을 관통하는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인 30~50μm정도로 되어 있다. 여기서, 도전층(

312)의 층 두께와 도전층 관통공(314b)의 직경의 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14b)의 절연부 관통공(31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커지도록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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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경(大徑)의 절연부 관통공(314a)과 소경의 도전층 관통공(314b)에 의한 관통공(314)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레이저 천공 가공에 의해 형성할 수 있고, 이 외에, 에칭, 레이저 빔 조사와 에칭의 조합에 의해서도 가공할 수 있

다.

레이저 천공 가공의 경우에는, 먼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절연부 관통공(314a)을 형성한 후, 다시 레이저 빔 조사

에 의해 도전층(312)에 작은 도전층 관통공(314b)을 형성하고, 그 후,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성 페이스트)(315)을 

관통공 (314)에 메워 충전하는 방법을 취해도 되지만, 통상, 레이저 빔 강도(레이저 강도)는, 빔 직경 방향에서 보아, 

빔 중앙이 높고, 주위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도전층(312)의 중심부의 작은 도전층 관통공(314b)

과 절연부의 절연부 관통공(314a)을 한번에 형성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보다 단시간에 상기 구조의 비어 홀을 얻을

수 있다.

관통공(314)의 천공이 완료되면, 관통공(314) 내에 잔존하고 있는 천공에 의한 수지나 동박의 산화물 등에 의한 스미

어(318)를 제거하는 디스미어를 행한다. 디스미어는, 플라즈마에 의한 소프트 에칭이나, 과망간 염소계의 디스미어액

에 의한 웨트 디스미어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도 31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미어가 완료되면 도 31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로 사용하도록 한 스

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350)를 사용하여 PET 마스킹 테이프(317)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

전 페이스트)(315)을 스퀴징에 의해 관통공(314)의 절연부 관통공(314a)와 도전층 관통공(314b)의 모두에 메워 충

전한다. 도 31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의 메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는은 후의 공정에서의 가열에 대한 산화를 피하기 위해, 은페이스트를 사용했다. 이 때, 점도

를 300dPa·s의 것을 사용했는데, 동박부(도전층(312))의 작은 구멍(314b)으로부터 도전 페이스트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메워 충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로서는, 은페이스트 이외에, 동 필러나 카본 혼합

물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재 표면에 PET 마스킹 테이프(317)가 접착되어 있으므로에,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크를 통

하지 않고, 스퀴지 플레이트(350)를 직접 기판에 접촉시켜 스퀴징을 행해도 되지만, 물론,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

크를 통하여 스퀴징함으로써,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낭비를 삭감할 수 있다.

이 스퀴징 시에, 동박부(도전층(312))의 작은 구멍(314b)으로부터 기포가 배출되어 관통공(314) 내에 기포가 잔존하

지 않고, 동박부(도전층(3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와의 밀착이, 도전층(312)의 배면(312a)과 도전층 관통공(3

14b)의 내주면에서 충분히 행해진다.

다음에, 도 31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의 잔유물이 부착되어 있는 PET 마스킹 테이

프(317)를 벗기고, 이 1층째의 기재(310A)에, 도 31 (a)~(i)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

310B)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31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에 의해 함으로써, 도

32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가 달성된다.

라미네이션법 시, 기재를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3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접

착층(3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31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32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31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

로서 완성이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321)을,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

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 등, 절연 수지층 자체가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성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3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322)을 형성하고, 다른 쪽

면의 적층하는 접착층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서는, 절연 수지층(321)와 도전층(322)을 관통하는 관통공(324)이 형성되고, 그 관통공(

324)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가 형성된다.

관통공(324) 중, 절연 수지층(321)을 관통하는 부분, 즉, 절연부 관통공(324a)은, 원형 횡단면의 원통형상이며, 통상

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어 있다. 관통공(324) 중 도전층(322)을 관통하는 부분, 즉, 도전층 관통공(324b)은 원형 횡단

면의 원통형상이며, 절연부 관통공(324a)의 직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도전층 관통공(324b)의 횡단면적

은 절연부 관통공(324a)의 횡단면적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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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측면(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커지도록, 도전층 관통공(324b)의 직경이나 도전층(322)의 층 두께가 설정되어 있다. 즉, 이것은, 도전

층 관통공(324b)이 있는 경우의 도전층(322)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의 접촉 총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

)이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크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경우도, 도전층 관통공(324b)의 직경을 D, 도전층(322)의 층 두께를 h라고 하면,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측면

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큰 것의 조건식은 전술한 식(

1), (2)로 표현되고, 도전층 관통공(324b)의 직경 D가 도전층(322)의 층 두께 h의 4배 이하인 것에 의해, 도전층 관통

공(324b)의 내측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횡단면적보다 크게 된다.

IVH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한 것을, 용제를 포함하는 점

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이며, 절연 수지층(32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

공(324), 즉, 절연부 관통공(324b)과 도전층 관통공(324b)의 모두에 메워 충전된다.

이 메움 충전시의 관통공(324) 내의 공기의 배출은, 도전층 관통공(324b)에 의해 행해지고, 관통공(324)(절연부 관통

공(324b)와 도전층 관통공(324b))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어, 이 실시

예에서도, 비어 홀(관통공(32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과 도전층(322)과의 도통 접촉은, 도전층(322)의 

배면(312a)과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주면의 각각에서 행해진다.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

다 크기 때문에, 도전층(322)에 도전층 관통공(324b)이 오픈되어 있는 쪽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과 도전층(322

)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커지게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과 도전층(322)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된

다.

도 34는 본 발명에 의한 제5 실시예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사용한, 다층 배선 기판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은, 도 33에 나타낸 구조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1층째의 기재(320A)와 2층째의 기재(3

20B)로 하여, 2매 중첩하여 1층째의 기재(320A)와 2층째의 기재(320B)를 절연 수지층(321) 자체의 접착성에 의해 

서로 접착 접합하여 이루어진다. 2층째의 기재(320B)의 절연 수지층(321) 상에는 표면부의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에 의한 도전층(326)이 형성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이 충전된 각 관통공(324)은 IVH를 이루어, 관통공(32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32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관통공(32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과 도전층(322)과의 도통 접촉이, 

도전층(322)의 배면(322a)과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주면의 각각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이 실시예에서도,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주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도전층(322)에 도전층 관통공(324b)이 오픈되어 있는 쪽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로 도전층(322)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커져,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과 도전층(322)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 또한 각 층의 도전층(322), 또는 도전층(322)과(316)의 층간 도통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되어, 안정된 

양호한 전기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도 33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도, 전술한 제조 

방법과 동등한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다른 관통공의 형성예로서, 층 두께가 18μm의 도전층(322)에, 레이저 조사에 의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천공을 

행했던 바, 도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45도의 테이퍼가 진 원추형상의 관통공으로 되었다.

이 경우에는, 도 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도전층 배면 측의 직경을 Dxμm, 라고 하면, (324b)

의 내주면의 면적은 하기 식(3)과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테이퍼형의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측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큰 것의 조건식은 하식(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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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x≤ 378.5가 되어, 도전층 관통공(324b)의 도전층 배면 측의 직경 Dx는 378.5μm 이하이면 된다. 이 조건

을 만족시키면, 도전층 관통공(324b)이 있는 경우의 도전층(322)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325)의 접촉 총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가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크게 된다.

또한, 도 37, 도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개의 관통공(324)에 있어서, 절연부 관통공(324a)보다 소경이며 도전층 관

통공(324b)의 내측면의 면적이 도전층 관통공(324b)의 절연부 관통공(324a)에 대한 개구단의 횡단면적보다 큰 도전

층 관통공(324b)을 복수개 형성함으로써 도전층 관통공(324b)의 내주면에 의한 도통 접촉 면적을 크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환형의 관통공으로부터, 내측면의 면적이보다 크게 되는 십자 형상의 도전층 관통공

(324b)도 화학 에칭 등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예에서는, 십자 형상의 도전층 관통공(324b)를 나타냈지만, 내측면의 면적이 커지는 형상(도전층 관통

공(324b)의 주위 에지 길이가 보다 길어지는 형상)이면 십자형상 이외의 어떤 형상이라도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

블 프린트 배선판에 한정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에폭시 수지나, 유리 직물, 아

라미드 부직포 등에 의한 프리프레그재를 절연재를 사용한 리짓트 타입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4 실시예 및 제5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및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도전층과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도전층 배

면 측에서 취하기 위해,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은 것에 더하여, 도전층 관통

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절연부 관통공과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에 의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 면적이 증대하고,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

하된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서, 도면에서 아래 쪽 방향의 도전층에 IC 칩 등의 부품 실장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고려해야 할 문제를 이하에 설명한다.

이 설명을 위해, 도면의 상하 관계를 반전시킨다. 즉, 도 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관통공의 동박 부분(작은 구멍)(73B)

의 구멍 직경을 절연층 부분(73A)의 구멍 직경보다 작게 하고, 동박(72)과 도전성 페이스트(74)와의 도통 접촉을 동

박 배면(72A) 측에서 취하는 구조의 것이 있다. 동박(7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73)은,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페이스

트(74)의 충전시의 공기 배출공으로서 작용하여, IVH내에의 기포의 침입을 막는다.

그러나, 도 44에 나타낸 것 같은 다층 기판에서는,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74)가 작은 구멍(73B)으로부터 

동박(72)의 표면, 특히, 동박(72)에 의한 랜드부 표면에 드러내 노출되어 있고, 도전층 표면에서의 도전성 페이스트(7

4) 중의 수지 성분의 존재에 의해, IC 칩 등의 부품 실장시의 땜납의 습성이 나쁘다. 그러므로, 도전층 표면에서의 부

품 실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 및 제7 실시예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

로, 도전층(동박)에 작은 구멍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며, 도전층 표면에서의 도전성 페이스트 중의 수지 성분의 존재에

의해 부품 실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을 회피하고, 부품 실장을 양호하게 행하고, 아울러 저저항의 층간 도통을 얻을 

수 있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다층 배선 기판 및 그러한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0은 본 발명에 의한 제6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

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된 경우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

도 40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41O)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411)의 한쪽 면에 랜드부를 포함

하는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412)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413)을 각각 형성하

고, 접착층(413)과 절연 수지층(411)과 도전층(412)을 관통하는 관통공(4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414)에는 도

전성 수지 조성물(41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다층 배선 기판(420)은,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410)를 복수개 중첩하여 접착층(413)에 의해 접합함으로써 얻어진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4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411)과 도전층(412)과 접착층(413)과의 3층 구조는, 범용

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CCL)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411))의 동박(도전층(412))과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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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면에 접착층(4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폴리이미드계 접착재에 의한 접

착층(413)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의 접착에 의해 형

성할 수 있다.

관통공(414) 중, 접착층(413)과 절연 수지층(411)을 관통하는 부분(비어 홀)(414A)의 구멍 직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412)을 관통하는 부분(작은 구멍)(414B)의 구멍 직경은 절연 수지층(411) 및 접착층(413)을 

관통하는 비어 홀(414A)의 구멍 직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비어 홀(414A)의 구멍 직경(비어 홀 직경)이 100μm

정도이면, 작은 구멍(414B)의 구멍 직경은 30~50㎛정도의 소경으로 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한 것을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

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이며, 접착층(413)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414)의 전

체(비어 홀(414A)과 작은 구멍(414B)에 메워 충전된다.

작은 구멍(414B)이 오픈되어 있으므로, 관통공(414)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의 충전시의 관통공(414) 내의 

공기 배출이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어, 관통공(414)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

게 된다.

관통공(414)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과 도전층(412)과의 도통 접 속은, 비어 홀(414A)과 작은 구멍(414B

)의 구경 차이에 의해 생기는 도전층(412)의 원환형의 배면(412A)에서 행해지므로, 도전층(412)과 도전성 수지 조성

물(415)과의 접촉 면적이 증대하고, 전기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다층 배선 기판(420)의 최외층(최상층)의 도전층(412)의 표면에는, 여기에 개구되어 있는 작은 구멍(414B)을 막도록

, 도전층(412)의 표면 전체에 금속층(416)이, 전해 도금법, 무전해 도금법, 스퍼터 법 등에 의해 한결같이 형성되어 있

다. 이로써, 다층 배선 기판(42O)의 관통공(414) 중, 최외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전층(412)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은 금속층(416)에 의해 피복 된다.

이로써,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이 도전층(412)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412)의 표면의 전체가 금속층

(416)에 의한 단일 금속면으로 되어, 부품 실장시의 땜납의 습성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415) 중의 수지 성분의 존재

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회피되어, 도전층 표면에서의 부품 실장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금속층(416)은, 금, 은, 동 등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금속층(416)이 금의 경우에는, 금속층(416)의 표면에 산화 피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층(416) 상에 실장되는

부품의 기판에 대한 도통 접속이, 산화 피막의 영향을 받는 일 없이, 저저항이며, 안정되어 신뢰성 높게 행해지는 효

과도 얻어진다.

금속층(416)이 은의 경우에는, 금속에서는 비저항이 가장 낮은 것에 의해, 금속층(416) 상에 실장되는 부품의 기판에

대한 도통 접속이 저저항으로 양호하게 행해지고, 고속, 고주파 신호의 전송이, 감쇠가 억제되어 양호하게 행해지게 

된다.

또, 금속층(416)이 동의 경우에는, 저저항과 높은 내 이온 마이그레이션 성이 우수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에, 

도 40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실시예를 도 41 (a)~(i)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1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 필름(431)의 한쪽 면에 동박(432)이 형성된 범용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430)를 출발 재료로 하고, 이것에,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에칭 레지스트(도시 생략)를 동박(432) 

상에 형성하고, 도 41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적 에칭에 의해 랜드부를 포함하는 도체 회로(432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41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 필름(431)의 동박(432)과는 반대측의 표면에 열가소성 폴리이미

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에 의한 접착층(433)을 접합시킨다. 접착층(433)은, 후에 

다층화할 때의 층간 접착층이다. 또한, 접착층(433)의 표면에 PET제의 마스킹 테이프(434)를 접합시킨다.

다음에, 도 4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광 조사에 의해, 폴리이미드 필름(431), 접착층(433), 마스킹 테이프(4

34)에 비어 홀(435)을 형성하고, 도체 회로(432A)(동박(432))에 작은 구멍(436)을 형성한다. 레이저는, UV: YAG 레

이저의 제3 고조파(파장 355nm)를 사용하였다.

다음에, 도 41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스킹 테이프(434) 측으로부터 인 쇄법에 따라 도전성 페이스트(437)를 비어

홀(435), 작은 구멍(436)에 충전한다. 도전성 페이스트(437)에는, Ag/에폭시 수지계의 충전 페이스트를 사용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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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도전성 페이스트(437)에는, Cu 페이스트나 카본 페스트 등의 모든 도전성 페이스트의 사용이 가능하다.

도전성 페이스트 충전 후에, 마스킹 테이프(434)를 벗긴다. 이로써, 층간 접착면 측에 도전성 페이스트(437)에 의한 

돌기(437A)가 형성된다. 돌기(437A)는, 다층화 시에, 상대측의 동박에 가압되어 층간 접속 신뢰성을 높인다.

도 41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같이 하여 제작된 기재(44O) 상에, 회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는, 기재(440)의

제작 공정과 마찬가지의 공정으로 제작한 기재(최상층 기판)(441)를, 기재(44O) 아래에 회로 완료의 기재(442)를 각

각 위치 맞춤하여 중첩하여, 가열, 가압하고, 도 41 (g)에 나타낸 것 같은 다층 배선 기판(450)을 얻는다.

이 다층 배선 기판(450)의 최상층 기판(441)의 동박(표면 동박)(432)에 급전함으로써, 전해 도금법에 따라, 도 41 (h)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未)회로 형성의 표면 동박(432)의 전체면에 동도금층(438)을 형성한다. 동도금층(438)의 두

께는, 오목하지 않은 곳에서, 5μm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41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적 에칭법에 따라 동도금층(438)과 동박(432)에 최상층의 도체 회로(

432A)를 형성한다. 이 화학적 에칭은, 적층된 동도금층(438)과 동박(432)에 동일 공정에서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로써, 다층 배선 기판(450)의 작은 구멍(436) 중, 최외층(최상층)에서 외 부에 노출되는 도체 회로(432A) 측의 개

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페이스트(437)가 동도금층(438)에 의해 피복되어 도전성 페이스트(437)가 최외층의 도체 회

로(432A)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음에, 도 4O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 42 (a)~(h)를 참

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도 42에 있어서, 도 2에 대응하는 부분은, 도 41에 부여한 부호와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또,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된 경우에 대하여 행

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도 42 (a)~(e)에 나타낸 기재(440)의 제작 공정은, 전(前) 실시예의 도 41 (a)~(e)에 나타낸 기재(44O)

의 제작 공정과 같다.

도 42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재(440) 상에, 같은 구성의 하나 더의 기재(최상층 기판)(44O')를, 기재(440) 아래에

회로 완료의 기재(442)를 각각 위치 맞춤하여 중첩하여 가열, 가압하고, 도 42 (g)에 나타낸 것 같은 다층 배선 기판(

460)을 얻는다.

이 다층 배선 기판(460)의 최상층 기판(4401)의 도체 회로(표면 동박)(432A)에 급전함으로써, 전해 도금법에 따라, 

도 42 (h)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체 회로(432A)의 전체면에 금도금층(439)을 형성한다.

이로써, 다층 배선 기판(460)의 작은 구멍(436) 중, 최외층(최상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체 회로(432A) 측의 개구

에 노출되는 도전성 페이스트(437)가 금도금층(439)에 의해 피복되어 도전성 페이스트(437)가 최외층의 도체 회로(

432A)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선 패턴에 따라서는, 최상층의 도체 회로(432A)는 랜드부만이며, 전송 회로는 내층에 존재하고, 최상층의 

도체 회로(432A)로부터는 급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전송 회로를 이루는 내층 회로로부터 급전을 행

하면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7 실시예 밤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다층 

배선 기판은, 도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471)을,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 등, 절연 수지층 자체가 다층화 접착을 위한 접착성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47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부를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472)을 형

성하고, 다른 쪽 면의 접착층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470)에서는, 절연 수지층(471)에 비어 홀(473)이, 도전층(472)에 작은 구멍(474)이 관통 

형성되어 있고, 비어 홀(473), 작은 구멍(474)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47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

다층 배선 기판(480)은,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470)을 복수개 중첩하여 절연 수지층(471) 자체의 접착성에 의해 접

합함으로써 얻어진다.

다층 배선 기판(480)의 최외층(최상층)의 도전층(472)의 표면에는, 여기에 개구되어 있는 작은 구멍(474)을 막도록, 

도전층(472)의 표면 전체에, 금, 은, 동 등에 의한 금속층(476)이, 전해 도금법, 무전해 도금법, 스퍼터 법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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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같이 형성되어 있다. 이로써, 다층 배선 기판(480)의 IVH 중, 최외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전층(472) 측의 개

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475)이 금속층(476)에 의해 피복된다.

이로써, 이 실시예에서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475)이 도전층(472)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472)의 표면

의 전체가 금속층(476)에 의한 단일 금속면으로 되어, 부품 실장 시의 땜납의 습성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475) 중의 

수지 성분의 존재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회피되어 도전층 표면에서의 부품 실장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 실시예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470), 다층 배선 기판(480)은, 도 41 또는 도 42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과 동등한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모두,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에폭

시 수지계나 프리프레그 등에 의한 리짓트 타입의 프린트 배선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6 실시예 및 제7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다층 배선 기판 및 그들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도전층의 표면에 금속층이 형성되고, 이 금속층에 의해 관통공의 도전

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피복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도전층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의 표면의 전체가 금속층에 의한 단일 금속면이 되기 때문에, 부품 실장시의 땜납의 습성이 도전성 수지 조성

물중의 수지 성 분의 존재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회피되어, 도전층 표면에서의 부품 실장이 양호하게 행해지게 된다.

이하에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을 설명한다.

도 45 (a), 도 45 (b)는 본 발명에 의한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45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5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

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512)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513)이 각각 형성되고, 접착층(513)과 절연

수지층(511)과 도전층(512)을 관통하는 관통공(5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5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5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511)과 도전층(512)과 접착층(513)의 3층 구조는, 범용의 한

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511))의 동박(도전층(5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5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형성된 관통공(514) 중, 접착층(513)과 절연 수지층(511)을 관통하는 부분(51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어, 도전층(512)을 관통하는 부분(514b)의 구경은 접착층(513) 및 절연 수지층(511)을 

관통하는 부분(51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접착층(513)은, 접착제의 도포 이외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

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절연 수지층(511)은, 폴리이미드 필름 이외에, 에폭시계, 이미드계의 프리프레그 

등을 절연재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511)가 접착재로서도 기능하므로, 접착층(513)

을 별도 형성할 필요가 생략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51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51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은, 도전층(512)의 배면(51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51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51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512), 즉, 동박부에는, 수지부(절연 수지층(511)+접착층(513))보다도 작은 구멍(514b)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박부(42)와 수지부(절연층(41))의 구멍 직경을 같게 했을 경우에는, 동박부(42)

와 절연층(41)과의 접촉 부분이 동박부(42)의 구멍 벽면부(42A) 만으로 되어 동박부(4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45)

과의 도통 접속에 관해서 신뢰성이 낮아지고, 또,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박부(42)에 구멍을 형성하지 않고, 수

지부 절연층(41)에만 구 멍을 형성한 경우에는, 스퀴징 등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IVH의 공기 배출

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IVH에 기포 h가 잔존하고, 동박부(4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45)과의 접촉 면적이 불안정

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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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층(5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51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514b)으로부터 배출되고, 도전층(51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과의 접촉 면적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도 45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전층(512)의 반대면측에 도전 페이스트(515)의 돌출부를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냈지만, 도 46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출부를 가지도록 해도 된다. 또, 도 45 (b)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 45 (a)의 접착층(513)을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이 도전층(5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514b)의 형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자는, 구멍(5

14b)이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를,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특정하는 것에 성공했

다.

이하, 그 특징을, 제조 방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6, 도 47은, 도 45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

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

된 경우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

먼저, 도 46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 )(5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에 의한 도전층(512)이 형성된 기재의 절연 수지층(511) 측에, 가역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

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을 접착하여 접착층(5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46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512)에 에칭 등을 행하여 도전층(5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46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513) 상에 PET 마스킹 테이프(557)을 접착하여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

등에 의해, 도 46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T 마스킹 테이프(557), 접착층(513), 절연 수지층(511), 도전층(512)을

관통하는 관통공(514)을 형성한다.

이 관통공(514)은, PET 마스킹 테이프(557), 접착층(513), 절연 수지층(511)을 관통하는 부분(514a)의 구경을 통상

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0μm로 하면, 도전층(512)을 관통하는 부분(514b)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

인 10~50μm정도로 되어 있다. 이 구멍(514b)의 구경의 선정 방법은, 본 실시예의 특징이며,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

한다.

관통공(514)의 천공이 완료되면, 관통공(514) 내에 잔존하고 있는 천공에 의한 수지나 동박의 산화물 등에 의한 스미

어(518)를 제거하는 디스미어를 행한다. 디스미어는, 플라즈마에 의한 소프트 에칭이나, 과망간 염소계의 디스미어액

에 의한 웨트 디스미어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도 46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미어가 완료되면, 도 46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에서 사용하도록 한 

스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 )(550)을 사용하여 PET 마스킹 테이프(557)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

(도전 페이스트)(515)를 스퀴징에 의해 관통공(514)에 메워 충전한다. 도 46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의 메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46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의 잔유물이 부착되어 있는 PET 마스킹 테이

프(557)를 벗기고, 이 1층째의 기재(510A)에, 도 46 (a)~(i)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

510B)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51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

함으로써, 도 47 (j),(k)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가 달성된다.

라미네이션 시, 기재를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5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접착

층(5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고, 도전성 수지 조

성물(51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47 (l)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51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

로서 완성이 된다.

도 48 (a)을 참조하여,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514) 상태를 설명한다. 도전 페이스트는, 도전 기능을 가지

는 은 등의 금속 입자 또는 그 외의 도전성 입자를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폴리 아미드이미드 등의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것이다. 메움 충전을 확실하게 행하는 데 더하여, 이 도전성 입자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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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a에 대한, 구멍(514b)의 직경 d가, 중요한 팩터 로 되어 있다. 이 팩터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도전 페이

스트의 선택이나 공정의 설계의 자유도를 주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먼저, 본 발명자는, 이 구멍(514b)의 직경의 사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 a에 대해서, 구멍(5

14b)의 직경을 상대적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행하였다. 그리고, 도 48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험은, 후술하는 

구성, 즉, 접착층(513)을 생략한 것에 관해서도 행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 49를 참조하여, 본 발명자가 행한 실험을 설명한다. 구멍(514b)의 구경이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에 못 미친 경

우의, 도전 페이스트 상태를 도 49 (a)에 나타낸다. 이 경우, 구멍(514b)에의 도전성 입자의 충전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 현실에는 도전성 입자의 직경은 유한한 범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구멍(514b)은 충전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직경이 입자 직경에 가까워지면 입자의 진입 확률은 작아진다.

구멍(514b)의 구경을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까지 넓힌 경우의, 도전 페이스트 상태를 도 49 (b)에 나타낸다.이 경

우는, 대부분의 구멍(514b)은 도전성 입자로 충전되었다. 이와 같이, 구멍(514b)까지 도전성 입자로 확실하게 충전됨

으로써, 본 기재를 복수층 접합시켜 다층 기판을 제작했을 때, 비어부에 간극이 없어져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첫

째로, 도통 저항이 안정되어, 회로 저항값에 격차가 축소, 고주파 회로에 있어서도 회로 상수를 설계치 대로 제작할 수

있다. 둘째로, 열충격이 가해진 경우라도 층간에 강한 밀착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간극에 존재하는 기체의 팽창에 기인

하는 층간 박리나 비어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구멍(514b)의 구경을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 a로부터, 그 3배 근처까지 넓혔을 경우의, 도전 페이스트 상태를 도 4

9 (c) 및 도 49 (d)에 나타낸다. 이 경우도, 구멍(514b)에의 충전은 안정되게 달성되어 있었다.

다음에, 구멍(514b)의 구경을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를 넘어 더욱 넓힌 경우의, 도전 페이스트 상태를 도 49 

(e)에 나타낸다. 이 경우, 충전 중 또는 충전 후에 입자가 빠지거나, 비어 내에 공극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

이상의 실시 결과로부터, 구멍(514b)의 구경 d는 충전하는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을 a로 했을 때 a < d < 3a의 범

위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을 10μm 내지 50μm으로 

한 경우, 10~30μm의 범위 내지 50μm~150μm의 범위로 선정할 수 있다. 도 68 (a)은, 이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결론을 요약한 도면이다.

그리고, 도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험은, 이하의 구성, 즉 접착층(513)을 생략한 것에 관해서도 행하였지만, 결

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 45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513)을 생략한 것을 사용해도 된

다.

도 45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521) 자체가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

성을 가지고 있고, 절연 수지층(5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522)이 형성되고, 절연 

수지층(521)과 도전층(522)을 관통하는 관통공(52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52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521)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524) 중, 절연 수지층(521)을 관통하는 부분(52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522)을 

관통하는 부분(524b)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521)을 관통하는 부분(52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52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52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는, 도전층(522)의 배면(52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52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52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52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52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524b)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출되어 도전층(52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과의 접촉 면적을 정

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 구멍(524b)의 구경, 관통공(524)의 구경, 금속 분말의 입경의 선정은, 도 45 (a)와 함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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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한편, 메움 충전을 확실하게 행하는 데 더하여, 관통공(524a)의 구경과 구멍 (524b)의 직경과의 관계도, 중요한 팩터

로 되어 있다. 역시, 이 팩터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도전 페이스트의 선택이나 공정의 설계의 자유도를 주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발명자는, 여러 가지 관통공(514a)의 구경 D와 구멍(514b)의 구경 d의 조합(도 

50 (a)참조)에 대해서, 광범위한 점도와 치키소성을 가지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관통공(514a) 내에서 구멍(514b)

에 충전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도 51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에 형성된 작은 구멍의 구경과 수지층의 관통공의 구경을 각각 변경하여,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자가 행한 실험을 설명한다.

실험에서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스크린 인쇄기를 사용하여 접착층 측으로부터 주입하여 구멍(514b)으로부터 관통

공(514a) 내의 공기를 배출되기 쉽게 함으로써 간극 없이 충전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조건으

로, 관통공(514a)의 구경 50~300μm의 범위에서 실험을 행하여 후술하는 최적 범위 D/2 > d > D/10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 50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험은, 후술하는 구성, 즉, 접착층을 생략한 것에 관해서도 행하

였지만, 도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 68 (b)는, 이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결론을 요약한 도

면이다.

즉, 도 51 (a1) 및 도 51 (a2)는, 관통공(524a)의 구경 D에 대해서 구멍(524b)의 구경 d가 1/(10) 이하인 경우에, 도

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경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관통공(524a) 내에서 구멍(524b)에 충전한 직후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을 충전

할 때 공기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고 공극(565)이 생겼다(도 51 (a1)). 그 후는, 인쇄·충전 종료후 공극은 서서히 도

전성 수지 조성물의 밖으로 배제되지만(도 51 (a2)), 충전량이 부족한 만큼 비어부에 오목부(567)가 생기거나, 배출

되지 않았던 공기가 기포(566)로서 잔류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기(外氣)를 감압하여 인쇄하는 수단

도 있지만, 설비 비용이 높은 것과 스루아웃이 낮으므로, 용도가 한정된다.

도 51 (b)는, 수지층의 관통공의 구경 D에 대해서 도전층의 구멍(524b)의 구경 d가 D/2 > d > D/10을 만족시키는 경

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경우, 대기중의 인쇄에서도 공기는 충분

히 배출되어 비어 내는 구멍(524b)도 포함한 간극 없이 충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제작한 다층판은 상기 실

시예에서 말한 것처럼 안정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도 51 (c)은, 관통공(524a)의 구경 D에 대해서 구멍(524b)의 구경 d를 더욱 확대하여 d > D/2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경우, 충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그 점성에 

따라서는 개구부로부터 누출하여 저부에 퍼진다. 저면의 랜드에 부착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568)은 절연 불량의 원인

으로 되거나, 누출된 만큼 폴리이미드 측의 비어 접속면(569)이 하강하기 때문에 인접 층간과의 도통 불량 원인으로 

된다.

도 5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또한 개구 직경을 넓히면 관통공(524a)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로 충전되지 않고 내벽

면에만 부착하여 관통공(570)이 생겼다.

이상의 실시 결과로부터, 구멍(524b)은 관통공(524a)의 구경을 D로 했을 때D/10 < d < D/2의 범위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 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525)로서는, 은페이스트 이외에, 동 필러나 카본 혼합물

에 의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재 표면에 PET 마스킹 테이프(557)가 접착

되어 있으므로,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크를 통하지 않고, 스퀴지 플레이트(550)를 직접 기판에 접촉시켜 스퀴징

을 행하고 있지만, 물론, 메탈 마스크나 스크린 마스크를 통하여 스퀴징함으로써,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낭비를 삭감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 의해, 이 스퀴징 시에, 동박부(도전층(512))의 작은 구멍(514b, 524b)으로부터 기포가 확실하게 

배출되어, 관통공(514, 524)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또, 구멍(514b, 524b)의 개구부로부터 누출되지 않고, 동박

부(도전층(512, 52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515, 525)과의 밀착이 도전층(512, 522)의 배면(512a, 522a)에서 충분

히 행해진다.

도 45 (a), 도 45 (b)에 나타낸 어느 쪽의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도, 큰 구멍(514a, 524a)과 작은 구멍(514b

, 524b)에 의한 관통공(514, 524)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한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에 의해 형성할 수 있고, 이 외에, 

에칭, 레이저 빔 조사와 에칭과의 조합에 의해서도 가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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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구멍내기 가공의 경우, 먼저,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절연 수지층 (511)과 접착층(513)에 큰 구멍(514a), 또는

절연 수지층(521)에 큰 구멍(524a)을 형성한 후, 다시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도전층(512) 또는 (522)에 작은 구멍(5

14b) 또는 (524b)를 형성하고, 그 후,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전성 페이스트)(515, 525)를 관통공(514, 524)에 메워 

충전하는 방법을 취해도 되지만, 통상, 레이저 빔 강도(레이저 강도)는, 빔 직경 방향에서 보아, 빔 중앙이 높고(강하

고), 주위는 낮게(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도전층(512, 522)에 형성하는 중심부의 작은 구멍(514

b, 524b)과 수지부의 큰 구멍(514a, 524a)을 한번에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상기 구조의

비어 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빔 강도의 피가공면 내 분포가, 도 16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 피가공면 내의 중심 부근이 강하고, 

주변부가 약한 2단계로 되어 있는 레이저 빔에 의해 구멍내기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상기 구조의 IVH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단계 레이저 강도의 레이저 빔은, 레이저 빔의 조리개 포함 이전에, 빔 투과율이, 중심부에서 높고, 

주변부에서 낮은 필터에 레이저 빔을 통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순서,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순서는, 도 4

5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

블 프린트 배선판에 한정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에폭시 수지나, 유리 직물, 

아라미드 부직포 등에 의한 프리프레그재를 절연재로서 사용한 리짓트 타입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9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특징은, 도 5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지층의 관통공의 중

심과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중심이 어긋나 있다. 정도의 차이지만, 이와 같은 어긋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도 54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후술하는 구성, 즉, 접착층을 생략한 것이라도, 이하의 기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도

53 (a)에는, 이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53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6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

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612)을,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613)이 각각 형성되고, 접착층(613)과 절연

수지층(611)과 도전층(612)을 관통하는 관통공(6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6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가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6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611)과 도전층(612)과 접착층(613)과의 3층 구조는, 범용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611))의 동박(도전층(6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6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 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형성된 관통공(614) 중, 접착층(613)과 절연 수지층(611)을 관통하는 부분(61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612)을 관통하는 부분(614b)의 구경은 접착층(613) 및 절연 수지층(611)을 

관통하는 부분(61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구멍(614b)의 중심은,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부터 약

간 어긋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어긋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접착층(613)은, 접착제의 도포 이외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

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절연 수지층(611)은, 폴리이미드 필름 이외에, 에폭시계, 이미드계의 프리프레그 

등을 절연재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611)이 접착재로서도 기능하므로, 접착층(613)

을 별도 형성할 필요가 생략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61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61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은, 도전층(612)의 배면(61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61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61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6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61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614b)으로부터 배출되고, 도전층(61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과의 접촉 면적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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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53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전층(612)의 반대면측에 도전 페이스트(615)의 돌출부를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냈지만, 도 55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출부를 가지도록 해도 된다. 또, 도 53 (b)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 53 (a)의 접착층(613)을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이 도전층(6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614b)의 형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자는, 구멍(6

14b)이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를,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특정하는 것에 성공했

다. 이하, 그 특징을, 제조 방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5, 도 56은, 도 53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

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

된 경우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

먼저, 도 55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6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에 의한 도전층(612)이 형성된 기재의 절연 수지층(611) 측에, 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

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을 접착하여 접착층(6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55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612)에 에칭 등을 행하여 도전층(6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55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613) 상에 PET 마스킹 테이프(667)를 접착하여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

등에 의해, 도 55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T 마스킹 테이프(667), 접착층(613), 절연 수지층(611), 도전층(612)을

관통하는 관통공(614)을 형성한다.

이 관통공(614)은, PET 마스킹 테이프(667), 접착층(613), 절연 수지층(611)을 관통하는 부분(614a)의 구경을 통상

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0μm로 하면, 도전층(612)을 관통하는 부분(614b)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

인 10~50μm정도로 되어 있다. 또, 이 구멍(614b)의 중심은,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부터 약간이 어긋나 있다. 정

도의 차이야 있지만, 이와 같은 어긋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관통공(614)의 천공이 완료되면, 관통공(614) 내에 잔존하고 있는 천공에 의한 수지나 동박의 산화물 등에 의한 스미

어(618)를 제거하는 디스미어를 행한다. 디스미어는, 플라즈마에 의한 소프트 에칭이나, 과망간 염소계의 디스미어액

에 의한 웨트 디스미어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도 55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미어가 완료되면, 도 55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로 사용하도록 한 스

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650)를 사용하여 PET 마스킹 테이프(667)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도

전 페 이스트)(615)를 스퀴징에 의해 관통공(614)에 메워 충전한다. 도 55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의 메움 충

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55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의 잔유물이 부착되어 있는 PET 마스킹 테이

프(667)를 벗기고, 이 1층째의 기재(610A)에, 도 55 (a)~(i)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

610B)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61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

함으로써, 도 56 (j),(k)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가 달성된다.

라미네이션 시, 기재를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6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접착

층(6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여, 도전성 수지 조

성물(61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56 (l)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61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

로서 완성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구멍(614b)의 중심은,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어긋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

의 설계에 있어서 위치 맞춤의 정밀도에 대한 허용 범위는 넓을 수록 바람직하다. 이 경우, 구멍(614b)의 중심을 어긋

나게 해도 된다고 하면, 설계의 자유도가 증가한다. 예를 들면, 동박(동박)의 패턴 형상과의 관계에서, 구멍(614b)의 

중심 위치를, 가능한 한 좌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경우 등이, 이 실시예가 적용되는 예이다. 또, 허용 범위가 명확

하면 설계 시간의 단축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밀도를 확보하는 공정이 간략화된다.

그래서, 본 발명자는, 이 구멍(614b)의 중심 위치의 어긋남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멍(614b)의 중심, 위치

를 변화시켜, 실험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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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7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수지층의 관통공의 중심과 도전

층의 작은 구멍의 중심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

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d=D/3로 하여 그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 57 (a)는, 관통공(614a)의 중심이 구멍(614b)에 포함되지 않는 정도까지, 구멍(614b)을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

부터 크게 어긋나게 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즉, 구멍(614b) 전체가 

관통공(614a)의 중심선을 빗나가도록 배치했을 때, 일부의 비어 내에 기포(672)가 잔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멍

(614b)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에서는 공기가 배출되기 어렵고, 충전이 불완전하게 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도 57 (b)은, 도 57 (a)보다도 더욱 구멍(614b)의 위치를 관통공(614a)의 중심에 접근하여, 구멍(614b)의 일부가 관

통공(614a)의 중심선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그 결과,

모든 비어에 간극 없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충전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도전층의 개구부는 비어 홀 저면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도 57 (c)은, 구멍(614b)의 위치를 관통공(614a)의 중심에 일치시켜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여기서도, 모든 비어에 간극 없이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을 충전할 수 있었다.

또, 정밀도 양호하게 수지부의 비어 홀의 중심과 도전층의 개구부인 구멍(614b)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수단으로서, U

V-YAG 레이저나 엑시머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비어 홀 수지부와 동박부를 동시에 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

기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구멍(614b)의 중심이,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부터 약간 어긋나 있어도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가공 방법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양자의 가공을, 수지부는 레이저나 알

칼리 에칭에 의해, 한쪽 동박부는 산성 에천트를 사용한 에칭으로서 프로세스를 분리하면, 양자의 가공 위치에 얼라

인먼트 어긋남이 발생하기 쉽지만,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구멍(614b)의 중심이, 관통공(614a)의 중심으로부

터 약간 어긋나 있어도 문제는 없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 의해, 이 스퀴징 시에, 동박부(도전층(612))의 작은 구멍(614b)으로부터 기포가 확실하게 배출되

어 관통공(614)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또, 구멍(614b)의 개구부로부터 누출되지 않고, 동박부(도전층(6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615)과의 밀착이 도전층(612)의 배면(612a)에서 충분히 행해진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 53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613)을 생략한 것을 사용해

도 된다. 도 53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621) 자체가 층간 접착하기

위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고, 절연 수지층(6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622)이 형성

되고, 절연 수지층(621)과 도전층(622)을 관통하는 관통공(62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624)에는 도전성 수지 조

성물(62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621)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624) 중, 절연 수지층(621)을 관통하는 부분(62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622)을 

관통하는 부분(624b)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621)을 관통하는 부분(62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62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62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62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625)는, 도전층(622)의 배면(62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62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62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62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62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

포는 이 작은 구멍(624b)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출되어, 도전층(62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625)과의 접촉 면적을 정

확하게 확보 할 수 있다. 이 구멍(614b)의 중심 위치의 선정은, 도 53 (a)와 함께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진

다.

전술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순서,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순서는, 도 5

3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I또, 도 58의 실험은, 도 53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있어서도 확인되었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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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 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613)을 생략한 것에 관해서도 행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 68 (c)는, 

이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결론을 요약한 도면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

블 프린트 배선판에 한정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에폭시 수지나, 유리 직물, 

아라미드 부직포 등에 의한 프리프레그재를 절연재로서 사용한 리짓트 타입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0 실시예의 특징은, 도 60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의 구멍의 

내측이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도전층 부분의 관통공의 측면이, 상기 도전층에 대하여 이루는 각도α는, 90

˚보다도 작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 60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후술하는 구성, 즉, 접착층을 생략한 것에서도, 이하

의 기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도 59 (a)는, 이 실시예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이 기본 구성을 나 타내고 있다.

도 59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7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

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712)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713)이 각각 형성되고, 접착층(713)과 절연

수지층(711)과 도전층(712)을 관통하는 관통공(71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71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이

충전되어 I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절연 수지층(711)은, 전방향족 폴리이미드(aPI) 등에 의한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의

가요성을 가지는 수지 필름으로 구성되며, 절연 수지층(711)과 도전층(712)과 접착층(713)과의 3층 구조는, 범용의 

한쪽 면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의 폴리이미드부(절연 수지층(711))의 동박(도전층(712))과는 반대측의 면에

접착층(713)으로서 폴리이미드계 접착재를 접착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형성된 관통공(714) 중, 접착층(713)과 절연 수지층(7l1)을 관통하는 부분(71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712)을 관통하는 부분(714b)의 구경은 접착층(713) 및 절연 수지층(711)을 

관통하는 부분(71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구멍(714b)의 주위 즉 내벽면은, 도면 상방향, 즉 절연 

수지층(711) 측에서 넓어지도록, 경사진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사직[ 한 점이 본 실시예의 특징이다.

접착층(713)은, 접착제의 도포 이외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

름의 접착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절연 수지층(711)은, 폴리이미드 필름 이외에, 에폭시계, 이미드계의 프리프레그 등을 절연재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절연 수지층(711)이 접착재로서도 기능하므로, 접착층(713)을 별도 형성할 필요가 생략된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71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714)에 고

르게 메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은, 도전층(712)의 배면(71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71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71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7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714b)은,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714b)으로부터 배출되어, 도전층(71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과의 접촉 면적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도 59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전층(712)의 반대면측에 도전 페이스트(715)의 돌출부를 가지지

않는 것을 나타냈지만, 도 61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출부를 가지도록 해도 된다. 또, 도 59 (b)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 59 (a)의 접착층(713)을 생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이 도전층(71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714b)의 형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자는, 구멍(7

14b)이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를,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특정하는 것에 성공했

다. 이하, 그 특징을, 제조 방법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1, 도 62는, 도 59 (a)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

조 방법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명은,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층간 접착면 측으로 돌출

된 경우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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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61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연 수지층(폴리이미드 필름)(71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에

의한 도전층(712)이 형성된 기재의 절연 수지층(711) 측에, 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필름을 접착하여 접착층(71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61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층(712)에 에칭 등을 행하여 도전층(712)에 의한 배선 패턴(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6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713) 상에 PET 마스킹 테이프(777)을 접착하여 레이저 구멍내기 가공

등에 의해, 도 6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T 마스킹 테이프(777), 접착층(713), 절연 수지층(711), 도전층(712)을

관통하는 관통공(714)을 형성한다.

이 관통공(714)은, PET 마스킹 테이프(777), 접착층(713), 절연 수지층(711)을 관통하는 부분(714a)의 구경을 통상

의 비어 홀 직경, 예를 들면, 100μm로 하 면, 도전층(712)을 관통하는 부분(714b)의 구경은, 비어 홀 직경보다 소경

인 10~50μm정도로 되어 있다. 또, 이 구멍(714b)의 주위는, 도면 상방향, 즉 절연 수지층(711) 측에서 넓어지도록, 

경사진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사지게 한 점이 본 실시예의 특징이다.

관통공(714)의 천공이 완료되면, 관통공(714) 내에 잔존하고 있는 천공에 의한 수지나 동박의 산화물 등에 의한 스미

어(718)를 제거하는 디스미어를 행한다. 디스미어는, 플라즈마에 의한 소프트 에칭이나, 과망간 염소계의 디스미어액

에 의한 웨트 디스미어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도 61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스미어가 완료되면, 도 61 (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에서 사용하도록 한 

스퀴지 플레이트(스키지 플레이트)(750)를 사용하여 PET 마스킹 테이프(777)의 면 측으로부터 도전성 수지 조성물(

도전 페이스트)(715)을 스퀴징에 의해 관통공(714)에 메워 충전한다. 도 61 (h)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의 메움 

충전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도 61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의 잔유물이 부착되어 있는 PET 마스킹 테이

프(777)를 벗기고, 이 1층째의 기재(710A)에, 도 61 (a)~(i)에 나타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제법으로 제작한 기재(

710B)와, 동박에 의한 도전층(716)을 각각 적당한 위치 맞춤법에 따라 위치 맞춤하면서 적층 가열 압착(라미네이션)

함으로써, 도 62 (j),(k)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화가 달성된다.

라미네이션 시, 기재를 진공 하에 노출하면서 가열 압착함으로써, 도전층 (712)에 의한 회로 패턴의 요철에 대한 접착

층(713)의 추종성을 높게 할 수 있다. 또,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이 유연한 상태로 적층을 행하여, 도전성 수지 조

성물(715)과 타층의 동박과의 접촉을 밀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62 (l)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외층의 도전층(716)을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함으로써, 다층 배선판으

로서 완성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또, 이 구멍(714b)의 주위는, 도면 상방향, 즉 절연 수지층(711) 측에서 넓어지도록, 경사진 측면으

로 되어 있다. 다른 좋은 쪽을 하면, 구멍(714b)의 절연 수지층(711) 측의 개구부의 구경은, 그 반대측의 구경보다 커

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멍(714b)의 내벽을 경사지게 한 점이 본 실시예의 특징이다. 이 경사진 측면의 각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발명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실험을 행하였다.

도 63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의 작은 구멍의 내부의 

측면과 도전층 표면과의 이루는 각도를 변화시켜, 스크린 인쇄로 메워 충전된 관통공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3을 참조하여, 본 발명자가 행한 실험을 설명한다. 도 63 (a)은, 구멍(714b)이 외측(도면에서

하방향)으로 향해 넓어져 있는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즉, 도전층

의 개구부를 표면으로부터 에칭에 의해 형성한 경우, 도 63 (a)와 같은 형상으로 된다. 이 경우, 도전층의 표면에 대한

측면의 각도, 즉, 도 17에서 정의되는 각도α는 90˚ 이상이다. 이 경우, 도 63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멍(714b)에 

주입된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은, 구멍(714b)에는 거의 충전되지 않거나, 유입되어도 머물지 않고 빠져 버린다.

도 63 (b)는, 구멍(714b)의 측면이, 도전층에 대해서 수직인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경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성분이나, 그 충전 방법 등의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항상 구멍 

내로의 유입은 순조롭게 되는 동시에, 저면으로부터 밖으로의 유출도 적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을 완화한 경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성질이나, 도전층의 두께에 따라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전층이 두껍게 구멍의 아스베스토비가 커지거나, 또는 유입시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점도가 높아지면 구멍(

714b) 내에 충전되기 어려워졌다. 바꾸어 말하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성분이나 도전층의 두께를 선택하는 자유도

가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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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3 (c)은, 구멍(714b)이 안쪽(도면에서 상방향)으로 향해 넓어져 있는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

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와 같이 형성하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성분이나 도전층의 두께와 관계없이, 구

멍 내로의 유입은 순조롭게 되는 동시에 저면으로부터 밖으로의 유출도 적게 된다. 구멍(714b)의 측면을 경사지게 한

효과는 구멍 벽이 수직으로부터 5˚ 이상 경사지면, 즉 α이 85˚ 이하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 63 (d)는, 역시 구멍(714b)이 안쪽(도면에서 상방향)으로 향해 넓어지고 있지만, 특히 그 각도가 단계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또, 도 63 (e)도, 역시 구멍(714

b)이 안쪽(도면에서 상방향)으로 향해 넓어지고 있지만, 특히 곡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

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들 경우도, 측면의 일부가 α>85˚의 각도를 가지고 표면으로부터 

구멍(714b)으로 향해 넓어지고 있으면 구멍 내로 안정되게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45˚ < α < 60˚에서는 안정되게 구멍(714b)을 도전성 수지 조성물로 충전할 수 있다.

도 63 (f)는, 역시 구멍(714b)이 안쪽(도면에서 상방향)으로 향해 넓어지고 있지만, α을 더욱 작게 한 경우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경우, 개구부 끝이 예리하게 되는 동시에 도전층의 두

께가 극단적으로 얇아져, 유입압으로 개구부 주변의 도전층이 변형되어 버렸다. 여러 가지 각도로, 실험을 반복한 결

과, 기재의 평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15˚가 한계인 것이 판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험에 의해, 이 스퀴징 시에, 동박부(도전층(712))의 작은 구멍(714b)으로부터 기포가 확실하게 배출되

고, 관통공(714)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고, 또, 구멍(714b)의 개구부로부터 누출되지 않고, 동박부(도전층(712))와 

도전성 수지 조성물(715)과의 밀착이 도전층(712)의 배면(712a)에서 충분히 행해지는 조건을 결정했다. 그 결과, 도

전층의 표면에 대한 측면의 각도α는, 15˚<α<85˚, 바람직하게는 45˚<α<60˚로 설정함으로써,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의 성분이나, 그 충전 방법 등의 조건 관계없이, 구멍 내로 안정되게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제조 방법에 대한 자유도를 크게 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그리고, 도 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험은, 이하의 구성, 즉, 접착층을 생략한 것에 관해서도 행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 68 (d)는, 이 실험 결

과로부터 유도된 결론을 요약한 도면이다.

즉,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도 59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713)을 생략한 것을 사용해도 된

다. 도 59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는, 절연성 기재를 이루는 절연 수지층(721) 자체가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고, 절연 수지층(721)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722)이 형성되고, 

절연 수지층(721)과 도전층(722)을 관통하는 관통공(724)이 형성되어 있다. 관통공(724)에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7

25)이 충전되어 lVH(비어 홀)를 형성하고 있다.

FPC에서는, 접착성을 가지는 절연 수지층(721)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TPI) 또는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구성된다.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의 경우, 기판의 내열성을 고려하여, 유리 전이점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통공(724) 중, 절연 수지층(721)을 관통하는 부분(724a)의 구경은 통상의 비어 홀 직경으로 되고, 도전층(722)을 

관통하는 부분(724b)의 구경은 절연 수지층(721)을 관통하는 부분(724a)의 구경보다 소경으로 되어 있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725)은, 도전 기능을 가지는 금속 분말을 수지 바인더에 혼입하고, 용제를 포함하는 점성 매체에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한 도전성 페이스트를, 절연 수지층(72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관통공(724)에 고

르게 메 워 충전한 것이다.

도전성 수지 조성물(725)은, 도전층(722)의 배면(722a)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이며, 도전층(722)의 상표면과의 접촉

에서 도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전층(722)의 윗쪽으로 돌출된 확장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전층(722)에 형성되는 작은 구멍(724b)는, 에어 블리드 구멍으로서 기능하고, 도전성 페이스트의 메움 충전시에 

기포는 이 작은 구멍(724b)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출되어 도전층(722)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725)과의 접촉 면적을 정

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 구멍(714b)의 중심 위치의 선정은, 도 59 (a)와 함께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진

다.

전술한 바와 같은 형상의 관통공, 즉 절연 수지층의 구멍(724a 등)과 도전층의 작은 구멍(724b 등)을 형성하는 수단

으로서 레이저 가공 또는 에칭 가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양자 모두 절연 수지층의 저면측(도면의 위쪽)으로부터 동박

의 가공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저의 경우, 작은 구멍(724b 등) 상의 수지층을 제거한 후, 절연 수지층 측

으로부터 레이저를 조사하여 동을 증발 또는 일부 용해시키면서 가공을 진행시킨다. 한쪽 에칭 가공의 경우는, 절연 

수지층을 개구하여 노출한 구멍 저부의 동박 상에 레지스트를 도포하여, 원하는 개구부를 제외한 동박부를 마스크한 

후, 염화 제2 철 및 염산을 포함하는 에천트에 침지하여 동을 용해하여 개구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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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는, 레이저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레이저의 강도나 조사 시간 또는 주사 패

턴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 하는 도면이다. 도 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 가공의 경우에는 레이저

의 강도나 조사 시간 또는 주사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구멍 저부로부터 서서히 개구 면적이 감소되는 형상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다. 한쪽 에칭 가공의 경우에는, 도 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버 에칭량과 에칭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구

멍 벽부의 형상을 제어할 수 있다. 도 66은, 에칭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오버 에

칭량과 에칭 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6에서는 도전층(702)의 개구 직경 d와 레

지스트(701)의 개구부(703)의 구경 d1를 같게 한 경우이며, 원하는 개구 직경이 형성된 시점에서 레지스트 측의 언더

컷에 의해 강한 테이퍼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도 67은, 에칭 가공으로 도전층을 형성하는 경우, 그 작은 구멍의 형상이, 오버 에칭량과 에칭 시간을 변경함으

로써 제어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레지스트 개구 직경 d2를 작게 하는 동시에 에칭 시간을 길게 하여 오버 에칭함으로써 레지스트 개구 직경

으로부터 큰 개구부를 동박에 연다. 오버 에칭에 의해 동박의 두께 방향에서의 에칭이 균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

구부 측벽은 동박면에 대해서 수직에 가깝게 된다.

상기의 각 실시예에서는 비어 홀 및 도전층의 작은 구멍은 주로 원(축 대상구멍)으로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 진원(眞圓)이 아니라도 중심으로부터 외경까지의 거리가 ±30% 이내에 들어가는 타원 또는 다각형이면, 그 평균

치를 가지고 반경으로 하여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전술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순서,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 순서는, 도 5

9 (b)에 나타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및 그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의 제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

블 프린트 배선판에 한정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 플렉시블 프린트 배선판, 에폭시 수지나, 유리 직물, 

아라미드 부직포 등에 의한 프리프레그재를 절연재로서 사용한 리짓트 타입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다층 배선 기판,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및 그 제조 

방법에 의하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과의 구경 

차이로부터, 도전층 배면에서 취하는 구조가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도전층보다 위의 부분과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 확보로부터 파생하는 제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재료로 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

물과 도전 회로부와의 접촉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기판의 평활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얇은 다층 배선 기판

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효과 동시에, 제조 공정의 자유도가 크게 된다고하는 특징도 있다.

다음에, 전자 부품의 실장에 적절한 구성을 가진 프린트 배선 기판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

여 이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9는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기본적인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 다. 이 프린트 배선 기판(810)은, 절연 

기재(811) 상의 동박 등의 도전층에 의한 기판 전극(812)의 상면(도전층 랜드부 표면)이 보울형의 요면(凹面)(813)으

로 되어 있다. 이 요면(813)은 등방성의 에칭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도 70은 프린트 배선 기판(810)에 의한 플립칩 실장예를 나타나고 있다.

전자 부품 칩(820)은 기판(810)에 대향하는 하저면에 칩 전극(821)을 가지고 있다.

전자 부품 칩(820)은 기판(810) 상에 배치되고, 칩 전극(821)은 땜납 범프(822)를 협지하여 기판 전극(812)과 대향

한다.

땜납 범프(822)는, 가열에 의해 용융되고, 도 7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쪽에서 칩 전극(821)에 용융 밀착되어, 다른 

쪽에서 기판 전극(812)의 요면(813)을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기판 전극(812)에 용융 밀착된다.

이로써, 땜납 범프(822)와 기판 전극(812)와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 B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되고,

이에 따라 변국부 B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820)과 기판(810)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도 7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 전극(812)의 상면을 요면(813)으로 한 것에 대하여, 기판에 납을 실장한 상태로, 열

충격을 반복하여 부여하고, 실장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BLR(Board Level Reliability) 시험을 행했던 바, 도 76에 나

타낸 것 같은 종래예의 것에 비하여, 동 시험의 내구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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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범프의 경우에는, 기판 전극(812)의 요면(813)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71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을,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층 기판에 적용한 실시예

를 나타내고 있다. 다층 기판은, 기판(831)과 기판(832)이 적층되어 있다. 기판(831)은 절연 기재(833) 상에 동박 등

에 의한 도전층(834)을 가지고, 최외층(최상층)의 기판(832)은 절연 기재(835) 상에 동박 등에 의한 도전층(기판 전

극)(836)을 가진다.

도전층(834)과 기판 전극(836)은, 절연 기재(833)에 형성된 비어 홀(837)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838)에 의해 도

통 접속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도전성 페이스트(838)로서, 열강화성 수지에 은분(銀粉) 등에 의한 도전성 필러를 혼입

한 것이 있다.

비어 홀(837)과 정합하는 기판 전극(836)에는 도전성 페이스트 충전시의 공기 배출공으로서 작용하는 작은 구멍(839

)이 오픈되어 있다. 이 작은 구멍(839)은, 기판 전극(836)의 외표면(도 71에서 상면) 측으로부터의 등방성 에칭에 의

해 형성되고, 도 7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극 표면측(상면 옆)의 구경 Da가 비어 홀(837) 측의 구경 Db로부터 큰 테

이퍼공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판 전극(836)의 상면은, 테이퍼공 형상의 요면으로 되고, 플립칩 실장의 땜납 범프(822)는, 가열 용융에 의

해 테이퍼공 형상의 작은 구멍(839)에 비집고 들어가, 작은 구멍(839)의 테이퍼 내주면을 모방해 용융 밀착되어, 전

술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칩(820)과 다층 배선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도 73은,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을,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플렉시블 다층 기판에 적용

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플렉시블 다층 기판은, 3개의 기판(841, 842, 843)에 의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째(최하층)의 기판(841)은 

절연 수지층을 이루는 폴리이미드 필름(844) 상에 동박에 의한 랜드부(내부 동박)(845)를 가지고, 2층째(중간층)의 

기판(842)은 절연 수지층을 이루는 폴리이미드 필름(846) 상에 동박에 의한 랜드부(내부 동박)(847)을 가지고, 3층

째(최상층)의 기판(843)은 절연 수지층을 이루는 폴리이미드 필름(848) 상에 동박에 의한 랜드부(외부 동박)(849)를 

가지고, 이들은,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이것에 열경화 기능을 부여한 접착층(850, 851)에 의해 접착 접합되어 있

다.

기판(842)의 폴리이미드 필름(846) 및 접착층(850)에는 비어 홀(852)이 형성되고, 랜드부(847)의 비어 홀 정합 위치

에 작은 구멍(853)이 오픈되어 있다. 또, 기판(843)의 폴리이미드 필름(848) 및 접착층(851)에는 비어 홀(854)이 형

성되고, 랜드부(849)의 비어 홀 정합 위치에 작은 구멍(855)이 오픈되어 있다.

작은 구멍(853, 855)은 랜드부 표면측(상면 옆)의 구경이 비어 홀측의 구경보다 큰 테이퍼공으로 되어 있다.

비어 홀(852, 854)에는 각각 도전성 페이스트(856,857)가 접착층(850, 851) 측으로부터 스퀴징 등에 의해 메워 충전

되어 있다. 도전성 페이스트(856, 857)는, 각각 1층째와 2층째, 2층째과 3층째의 층간 도통을 행하고 있다. 내부 동박

(랜드부(847))의 작은 구멍(853)에는, 다층화 시의 프레스압에 의해 하나 상층의 기판의 도전 페이스트(857)가 비집

고 들어가, 도통성, 내(耐)횡어긋남성을 높이고 있다.

최상층의 기판(843)의 랜드부(기판 전극)(849)의 상면에는 동도금층(858)이 전해 도금법에 따라 형성되고, 작은 구

멍(855)이 덮여져 있다. 전해 도금법에 따르는 도금 시에는, 비저항이 높은 부분의 도금 성장이 늦고, 비저항이 낮은 

부분의 도금 성장이 빠르다. 랜드부(기판 전극)(849)의 상면의 전해 도금에서는, 작은 구멍(855)에서 외부에 노출되

고 있는 도전성 페이스트(857)와 동박에 의한 랜드부(849)는, 도전성 페이스트(857)가 비저항이 높기 때문에, 자연(

自然)과, 동도금층(858)에는 요부(859)가 형성된다.

최상층의 기판(843) 상에 실장되는 칩(820)의 칩 전극(821)은 금 범프(825)가 형성되고, 칩 전극(825)은 금 범프(82

5)를 협지하여 동도금층(858)의 요부(859)와 대향한다. 금 범프(825)는 요부(859)에 비집고 들어간다.

이로써, 금 범프(825)와 같은 용융이 없는 범프 접속의 경우도, 칩(820)과 기판(843)이 자동적으로 위치 맞춤되는 셀

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용 하에서의 칩(820)과 기판(843)과의 위치 어긋남이 방지된다.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열에 의해 용융되어 동도금층(858)의 요부(859)를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동도

금층(858)에 용융 밀착되어,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

화된다.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 땜납 범프는,

비어 홀(854)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857)와는 접촉하지 않고, 동도금층(858)에만 접촉하기 때문에, 땜납의 습성

이 양호하게 한결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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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금층(858)은 전해 도금법 이외에, 무전해 도금법에 따라 형성할 수도 있 고, 또한, 스퍼터법에 따르는 금속층으로

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플립칩 실장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을, 도 73에 나타낸 플립 칩 실장의 플렉시블 

다층 기판의 제조 방법을 대표예로 하여, 도 74 (a)~(j)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4는, 본 발명에 의한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공정과 플립칩 실장을 나타낸 공정도이다. 도 7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 필름(846)의 한쪽 면에 동박층(861)을 가지는 동박이 형성된 폴리이미드 기재(CCL)(860)를 출발 

재료로 한다. 이것에, 포토리소그라피에 의해 에칭용 레지스트를 형성하고, 도 74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박층(86

1)의 화학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랜드부(847) 등의 형성)과 작은 구멍(853)을 동일 공정으로 형성한다.

동박층(861)의 두께로서 18μm의 것을 사용하고, 작은 구멍(853)은, 에칭 테이퍼로, 상부 개구 직경으로 40μm정도

, 하부 직경으로 25μm정도로 하였다. 작은 구멍(853)의 형상을 원형으로 하기 위해, 작은 구멍 내부에서는 에칭액의

액 주위가 외부(외측)에 비해 나쁘고, 큰 에칭 테이퍼가 얻어진다.

에천트로는 염화 제2 철계 수용액을 사용했다. 이 에천트는, 염화 제2 동수용액이나 알칼리 에천트 등으로 대체 가능

하다. 에천트의 종류나 에칭 조건에 따라 작은 구멍(853)의 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광용 마스크에서는, 그 조건에

적합한 구멍 직경의 디자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에, 도 74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 필름(846)의 측에,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또는 열경화 기능을 부여

한 열가소성 폴리이미드에 의해 접착층 (850)을 형성하고, 또한, 그 외측에 PET제의 마스킹 테이프(871)를 접합시킨

다.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871) 측으로부터 레이저 빔을 조사하고, 도 74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어 홀(852)을 형성

한다. 레이저로는, UV: YAG 레이저의 제3 고조파(파장 855nm)를 사용했다. 동박에의 가공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고

려하면, 비어 홀의 가공은 엑시머 레이저나 탄산 가스 레이저라도 가능하다.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871) 측으로부터 도전 페이스트(856)를 인쇄법에 의해 충전하고, 그 후에, 도 74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스킹 테이프(871)를 벗긴다. 도전 페이스트(856)로는, Ag/에폭시계의 구멍 메움용 페이스트를 사용했

다. 여기서 사용하는 도전 페이스트(856)는, Ag/에폭시계의 것 이외에, Cu 페이스트, 카본 페이스트 등의 모든 도전

성 페이스트의 사용이 가능하다.

마스킹 테이프(871)을 벗김으로써, 도 74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층(850)의 측에 도전성 페이스트(856)에 의한 

돌기(856a)가 형성된다. 돌기(856a)는, 층간 접속 신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이로써, 2층째(중간층)의 기판(842)이 완성된다. 또, 도 74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842)의 출발 재료와 같은 동

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CCL)를 사용하고, 회로 형성을 행하지 않고, 화학 에칭에 의해 동박층(862)에 작은 구

멍(855)만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 기판(842)의 제조 프로세스와 같은 프로세스로, 3층째(최상층)의 기판(843)을 제작

하고, 또, 기판(842)의 출발 재료와 같은 동박이 접착된 폴리이미드 기재(CCL)를 사용하고, 작은 구멍의 형성을 행하

지 않고, 화학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랜드부(845) 등의 형성)만을 행하여 1층째(최하층)의 기판 (841)을 제작한다.

1층째(최하층)의 기판(841) 2층째(중간층)의 기판(842), 3층째(최상층)의 기판(843)을 차례로 중첩하여 위치 결정을

행하고, 가열, 가압함으로써, 이들 기판이 접착층(850, 851)에 의해 서로 층간 접착되어 도 74 (g)에 나타낸 것 같은 

3층 기판이 생긴다.

다음에, 이 3층 기판의 표면 동박(동박층(862))을 전극으로 하여, 도 74 (h)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해 도금법에 따라 

동박층(862) 상에 동도금층(863)을 형성한다. 동도금층(863)의 두께는, 오목하지 않은 통상면부(작은 구멍(855)) 이

외의 부분)에서 5μm로 하였다. 작은 구멍(855)의 저부는 도전성 페이스트(857)이며, 도전성 페이스트(857)는 동박

에 비하여 비저항이 높고, 또한, 작은 구멍(855)은, 상부 개구 측이 대경이며, 하 저부측이 소경인 보울형의 에칭 테이

퍼로 된 구멍이므로, 전해 도금에 의해 어느 정도, 평활화되지만, 작은 구멍(855)의 바로 위에 요부(859)가 형성되었

다.

다음에, 이 3층 기판의 표면 동박(동박층(862))과 동도금층(863)과의 중합층에, 도 74 (i)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 

에칭에 의해 회로 형성을 행하고, 이 회로 형성에 의해 비어 홀(854)과 정합하는 위치에 랜드부(기판 전극)(849)를 형

성하여, 3층 기판을 완성한다.

이 3층 기판에, 도 74 (j)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 범프(825)가 형성된 칩(820)을 탑재하여 3층 기판을 평면 방향으로 

흔들었던 바, 금 범프(825)가 요부(859)에 빠지고, 금 범프(825)가 요부(859)의 바로 윗쪽 위치에 위치하여,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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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얼라인먼트가 행해졌다.

그리고, 본 발명의 특징의 하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그 기판 전극이 요면형의 표면부를 가지는 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상기 요면형의 표면부에 범프가 접속되고, 그 범프가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특징의 하나는,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해당 기판 전극에,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

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이 오픈되고, 해당 기판 전극의 표면이 금속층에 의해 피복되어 해당 금속층의 작은 구멍 대

응 부분이 요부로 되어 있고, 상기 금속층은 전해 도금층인 것이다.

또, 본 발명의 특징의 하나는, 기판 전극의 표면에 등방성의 화학적 에칭을 행하고, 해당 기판 전극의 표면 형상을 요

면형으로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이다.

또, 본 발명의 특징의 하나는,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을 얻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위치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극에 등방성의 화

학적 에칭을 행하고,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을 기판 전극에 여는 공정과, 상

기 기판 전극의 표면을 금속층에 의해 피복하고, 해당 금속층의 작은 구멍 대응 부분을 요부로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금속층을, 전해 도금법, 무전해 도금법, 스퍼터 법의 어느 하나에 의해 형성하고,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보다

, 먼저,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도전층의 표면을 금속층에 의해 피복하는 공정을 먼저 행하고,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

정은, 도전층과 금속층과의 중합층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이며,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적 에칭에 

의한 회로 형성 공정인 것이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전자 부품의 실장에 적절한 구성을 가진 프린트 배선 기판

실시예에 따르면, 기판 전극의 표면 형상이 보울형 등의 요면형인 것에 의해,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

열에 의해 용융되어 기판 전극의 요면을 모방한 형상을 가지고 기판 전극에 용융 밀착되고,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

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되고,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

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금 범프의 경우에는, 기판 전극의 요면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하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과의 구경 차이로부터, 도전층 배면에서 취하는 구조로 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도전층보다 위의 부

분과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 확보로부터 파생하는 제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범용의 동박 수지 기재를 출발 재료로 

하여,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 회로부와의 접촉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기판의 평활성을 저하시키지 않

고, 얇은 다층 배선 기판을 얻을 수 있다.

또,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이나 접착층 부분(비어 홀)에 더하여 도전층 부분에도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적층 후, 다층 배선판의 내부에 공동이 생기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것 같은 신뢰성 시험이 행해져도, 

박리, 벗겨지는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울러 도전층 부분의 내주면의 면적만큼,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와 도전층과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이므로, 관통공의 내벽면과 도전층 배면과의 접

속이 모난 변국부를 포함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행해져 관통공에 대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충전시의 관통공 내의 공

기 배출이 모두 양호하게 행해지게 되고, 관통공에 메워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 내에 기포가 잔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 도전층과의 도통이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안정되게 행해지도록 된다.

또한, 도전층과 관통공에 충전된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을 도전층 배면 측에서 취하기 위해, 도전층 관통

공의 횡단면적이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은 것에 더하여,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절연부 관통공과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에서의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에 의해,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도통 접촉 면적

이 증대하고, 도전층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과의 사이의 접촉 전기 저항이 저하된다.

또한, 도전층의 표면에 금속층이 형성되고, 이 금속층에 의해 관통공의 도전 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

성물이 피복되어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도전층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도전층의 표면의 전체가 금속층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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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금속면이 되기 때문에, 부품 실장시의 땜납의 습성이 도전성 수지 조성물중의 수지 성분의 존재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회피되어, 도전층 표면에서의 부품 실장이 양호하게 행해지게 된다.

또한, 상기 관통공의 형성에 관해서, 제조 공정의 자유도가 커진다고 하는 특징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부품의 실장에 적절한 구성을 가진 프린트 배선 기판에 의하면, 기판 전극의 표면 형상이 보울형

등의 요면형인 것에 의해, 땜납 범프의 경우에는, 땜납 범프가 가열에 의해 용융되어 기판 전극의 요면을 모방한 형상

을 가지고 기판 전극에 용융 밀착되어, 땜납 범프와 기판 전극과의 계면에 생기는 변국부의 변국 정도가 종래의 것에 

비하여 완화되어 이에 따라 변국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완화되어, 칩과 기판과의 접속 신뢰성이 향상된다. 금 범

프의 경우에는, 기판 전극의 요면에 안내되어 셀프 얼라인먼트 효과가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성 기재(基材;base)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

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2.
청구항 1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

청구항 3.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접착층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용 기재.

청구항 4.
청구항 3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

청구항 5.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적층재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穿孔)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적층재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과 접착층 부분과 도전층 부분 모두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 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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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

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8.
청구항 7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

청구항 9.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내벽면이 종단면에서 보아 곡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10.
청구항 9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

청구항 11.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

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단면 형상이 원호형에 가까운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해당 관통공의 상기 절연성 기재 부분의 단면 형상

이 원호형에 가까운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를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관통공에 연통하여 상기 도전층을 관통

하는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

적보다 작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용 기재.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15.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관통공에 연통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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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층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

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내측면의 총면적이 해당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크고,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용 기재.

청구항 16.
청구항 15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17.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절연성 기재를 관통하는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절연부 관통공에 연통하여 상기 도전층을 관통

하는 적어도 하나의 상기 도전층 관통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도전층 관통공의 횡단면적이 상기 절연부 관통공의 

횡단면적보다 작게 되어 있고,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있는 경우의 상기 도전층에 대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의 접

촉 총면적이, 상기 도전층 관통공이 없는 경우의 접촉 총면적보다 커지도록 상기 절연부 관통공과 상기 도전층 관통

공에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18.
청구항 17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19.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도전층 부분의 구멍 직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멍 직경보다 작은 구멍 직경을 가지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되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측의 개구에 노출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

을 피복하는 금속층이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20.
청구항 19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21.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도전층 부분의 구멍 직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

멍 직경보다 작은 구멍 직경을 가지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가, 복수개 중첩되고, 상기 관통공 중, 적어도 

최외층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도전층 측의 개구에 드러나는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피복하는 금속층이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22.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

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24.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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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

판용 기재.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26.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 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

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27.
청구항 26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28.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

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29.
청구항 28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30.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중

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31.
청구항 30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32.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33.
청구항 32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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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되고,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도전층을 관통하는 관통

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 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상기 절

연성 기재에 면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면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35.
청구항 34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36.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되고, 상기 도

전층과 상기 절연성 기재와 상기 접착층을 관통하는 관통공에 층간 도통을 위한 도전성 수지 조성물이 충전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로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의 상기 절연성 기재에 면한 측의 구경이, 상기 절연성 기재에 면하지 않은 반대측의 구경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

청구항 37.
청구항 36에 기재된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를 복수개 중첩하고 접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

청구항 38.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

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

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도전성 수지 조성물은, 수지 바인더와, 이 수지 바인더에 분산된 도전성 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관통공의 도전

층 부분의 구경은,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보다 크고, 상기 도전성 입자의 최대 직경의 3배보다 작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

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의 1/10 이상, 1/2 이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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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

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 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

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

조 방법.

청구항 43.
절연성 기재의 한쪽 면에 배선 패턴을 이루는 도전층이, 다른 쪽 면에 층간 접착을 위한 접착층이 형성된 것에, 도전층

부분 및 접착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은 관통공을 천공하는 천공 공정과, 도전성 수지 조성

물을 상기 관통공에 충전하는 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도전층 부분의 구경이 절연성 기재 부분의 구경보다 작고, 또한 상기 관통공의 절연성 기재 부분

의 중심 위치가, 상기 관통공의 도전층 부분에 포함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 배선 기판용 기재의 제

조 방법.

청구항 44.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이 행해지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整合)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해당 기판 전극에,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트 배선 기판.

청구항 45.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이 행해지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에 있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기판 전극을 가지고, 해당 기판 전극에,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이 오픈되고, 해당 기판 전극의 표면이 금속층에 의해 피복되고, 해당 금속층의 작은 구멍 대응 부분이 요부

(凹部)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트 배선 기판.

청구항 46.
비어 홀에 충전된 도전성 페이스트에 의해 층간 도통이 행해지는 다층 기판용의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

어서,

비어 홀과 정합하는 위치에 기판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극에 등방성의 화학적 에칭을 행하고, 전극 표면측이 비어 홀 측보다 대경인 테이퍼공에 의한 작은 구멍

을 기판 전극에 오픈하는 공정과,

상기 작은 구멍에 도전성 수지를 충전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트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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