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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이프 배선 기판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용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베이스 필름의 열가소성 폴리머 층을 배선 금형으

로 찍는 임프린팅(imprinting) 공정으로 배선 패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공정 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열가소성 폴리머 층에 도전성 나노 입자

를 포함시켜 전도성을 갖게 하거나, 임프린팅으로 형성된 배선 패턴 영역에 전도성 폴리머로 배선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테이프 배선기판을 제조할 때 공정수가 많은 사진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임프린팅 공정으

로 배선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시간을 줄이면서 제조 원가도 낮출 수 있다. 배선 패턴의 단면

프로파일이 배선 금형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부 리드 및 외부 리드의 상단의 폭 확보가 가능하여 파인 패드 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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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리드 본딩(inner lead bonding; ILB) 및 외부 리드 본딩(outer lead bonding; OLB) 공정에서

는 전도성 폴리머로 이루어진 배선 패턴 자체가 소프트하여 탄성을 갖기 때문에, 비전도성 페이스트(non-conductive

paste; NCP)를 사용하더라도 접속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테이프 배선기판, 임프린트, 인장, 전도성 폴리머, 패키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4 내지 도 8은 도 3의 제조 방법에 따른 각 단계들을 보여주는 도면들로서,

도 4는 베이스 필름을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5는 베이스 필름 위에 전도성 폴리층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6a 및 도 6b는 배선 금형을 찍어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7은 배선 패턴 사이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8은 솔더 레지스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 기판 제조 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10 내지 도 13는 도 9의 제조 방법에 따른 각 단계들을 보여주는 도면들로서,

도 10은 폴리이미드 필름의 양면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이 형성된 베이스 필름을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11a 및 도 11b은 배선 금형을 찍어 철부 형태의 배선 패턴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12a 내지 도 12c는 배선 패턴 영역에 코팅하여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들이고,

도 13은 솔더 레지스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도 15 내지 도 19는 도 14의 제조 방법에 따른 각 단계를 보여주는 도면들로서,

도 15는 배선 금형을 찍어 요부 형태의 배선 패턴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16은 배선 패턴 영역 외측의 철부에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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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배선 패턴 영역에 충전하여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18은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19는 솔더 레지스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40, 60, 80 : 테이프 배선기판 41, 61, 81 : 베이스 필름

42, 62, 82 : 배선 패턴 46, 65 : 보호층

49, 69, 89 : 솔더 레지스트 층 63 : 요부

84 : 철부 85 : 마스크층

91, 93 : 배선 금형 92, 94 : 금형 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패키지용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임프린

팅(imprinting; 인장공법)으로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패키지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나, 내부 접속 방식으로 인너 리드 본딩(Inner Lead Bonding;ILB) 기술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실장 방식으로 진보하여 온 기술이 탭(TAB; Tape Automated Bonding) 기술이다.

탭 기술은 릴(reel) 형태로 제공되는 테이프 배선기판을 이용하여 패키지 조립공정을 릴 대 릴(reel to reel)로 연속하여

제조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로서 제조된 패키지로서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Tape Carrier Package: TCP)와 칩 온 플럭스

(Chip On Flex; COF)가 있으며 통틀어 TAB 패키지라고 부른다.

TAB 패키지는 박형, 미세 피치 등에 적합한 패키지로 초기에는 내부 접속이나 시계, 계산기 등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액

정표시 장치(LCD)용 드라이버(driver)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씨(PC)용 엠피유(MPU; Micro-Processor Unit) 등

에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외 테이프 배선기판은 마이크로 비지에이(μBGA) 패키지, 씨오비(COB) 패키지 등의 반도체 패키지의 배선기판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테이프 배선기판(1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필름(11) 위에 배선 패턴(12)이 형성된 구조를 갖는

다. 배선 패턴(12) 중에서 반도체 칩 또는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솔더 레지스트 층(19)에 의해 보호된다.

베이스 필름(11)으로는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사용되고, 배선 패턴(12)으로는 구리 소재의 배선층이 주로 사용된

다. 배선 패턴(12)은 베이스 필름(11)의 상부면에 형성된 금속 기저층(13)과, 금속 기적층(14)에 형성된 구리 배선(14)과.

구리 배선(14)을 둘러싸는 주석(Sn) 소재의 도금층(15)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테이프 배선기판(10)의 종래의 제조 방법(20)이 도 2에 각 단계들의 흐름으로 나타나 있다. 도 2에

도시된 각 제조 단계들을 도 1에 도시된 테이프 배선기판(10)의 구조와 연관지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테이프 배선기

판(10) 제조 공정은 크게 베이스 필름(11)을 준비하는 단계와, 배선 패턴(12)으로 형성될 구리층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구리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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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정 두께의 베이스 필름(11)을 준비한다(도 2의 21). 베이스 필름(11)으로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주로 사용

되며, 폴리아믹 에시드 솔루션(polyamic acid solution)을 드럼 케스팅(drum casting)한 후 건조 및 경화시켜 얻을 수 있

다. 경화 후 어닐링(annealing)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베이스 필름(11)의 치수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구리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먼저 베이스 필름(11)의 일면에 금속 기저층(13)을 형성한다(도 2의 22). 금속 기저

층(13)으로는 베이스 필름(11)과의 양호한 접착성과 구리층과의 양호한 금속 접합성을 갖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컨대 금속 기저층(13)의 소재로 (크롬+구리)/니켈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베이스 필름(11)의 상부면에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 기저층(13)을 도금 전극으로 사용하여 금속 기저층(13) 위에 소정 두께의 구리층을 형성한다(도 2의 23).

다음으로 구리층을 패터닝하여 구리 배선(14)을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2의 24). 패터닝 공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

진 공정이 사용된다. 먼저 소프트 에칭을 통하여 구리층의 상부면에 형성된 방청층, 산화층을 제거하고, 구리 배선(14)으

로 형성될 두께로 구리층을 식각한다.

다음으로 감광막을 도포, 노광, 현상, 에칭 공정을 통하여 배선 패턴(12)으로 형성될 구리층 부분 즉, 구리 배선(14)만 남기

고 나머지 구리층 부분을 제거한다. 그리고 감광막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구리 배선(14)이 외부에 노출되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단자의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리 배선

(14)을 덮는 주석 도금층(15)을 형성함으로써(도 2의 25)으로 배선 패턴(12)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솔더 레지스트 층(19)을 프린팅 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2의 26). 즉, 배선 패턴(12) 중에서 내

부 및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솔더 레지스트를 프린트하여 솔더 레지스트 층(19)을 형성한다.

종래의 테이프 배선기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필름 제조 공정, 구리층 형성 공정 및 패터닝 공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공정들이 별도 업체의 별도 생산라인에서 전술된 바와 같은 복잡한 세부 공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세부 공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종래의 테이프 배선기판은 배선 패턴의 소재로 구리를 사용하고 사진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구리 소재의 배선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리층을 형성해야 하고, 다시 구리층을 패터닝하

기 위해서 사진 공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진 공정은 많은 세부 공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 시간이 길고 제조 단가가 비싼 문제점이 있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공정 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원가를 낮추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베이스 필름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을 형성한 다음 열가소성 폴리머 층을 배선 금

형으로 찍어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반도체 패키지용 배선기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30)에 따른 흐름도이다. 그리고

도 4 내지 도 8은 도 3의 제조 방법(30)에 따른 각 단계들을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도 3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조 방법(30)에 따른 제 1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한편 도면을 통틀어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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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실시예에 따른 제조 공정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필름(41)을 준비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도 3의 31).

베이스 필름(41)으로는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주로 사용되며, 폴리아믹 에시드 솔루션을 드럼 케스팅한 후 건조

및 경화시켜 얻을 수 있다. 경화 후 어닐링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베이스 필름(41)의 치수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필름(41)의 일면에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3의

32). 즉, 베이스 필름(41)의 일면에 소정의 두께로 전도성 폴리머를 코팅하여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형성한다. 전도성 폴

리머 층은(43) 배선 금형의 금형 패턴의 깊이보다는 두껍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도성 폴리머로는 열가소성 폴리머와 전도성 나노 입자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열가소성 폴리머로는 용융점 이상에서 점

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250 내지 320℃에서 용융되는 액정 폴리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도성 나노 입자로는 나

노실버(nanosilver),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또는 탄소나노파이버(carbon nanofiber; CNF)가 사용될 수

있으며, 나노실버 입자의 크기는 0.2㎛ 이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도성 폴리머 층(43)의 표면은 이후에 진행된 배선 금형을 이용한 임프린팅 공정에서 배선 금형에 전도성 폴리머

층(43)이 접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층(46)을 형성하는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베이스 필름(41)에 형성된 전도

성 폴리머 층(43) 표면에 실란(silane) 또는 실리콘 폴리머(silicone polyer) 용액을 분사한 후 건조시켜 보호층(46)을 형

성한다.

다음으로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배선 금형(91)으로 찍어 전도성 폴리머 층(43)에 배

선 패턴(42)을 형성한다(도 3의 33). 이때 배선 금형(91)의 하부면에는 형성할 배선 패턴(42)에 대응되게 금형 패턴(92)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따라서 배선 금형(91)으로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찍게 되면 요철부가 형성되는데, 제 1 실시예에

서는 전도성 폴리머 층(43)에 임프린팅된 철부가 배선 패턴(42)으로 사용된다. 한편 전도성 폴리머 층(43) 표면에 보호층

(46)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프린팅 공정에서 전도성 폴리머 층(43)이 배선 금형(91)에 접착되지 않는다.

배선 금형(91)으로 배선 패턴(42)을 형성하는 임프린팅 공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전도성 폴리머 층(43)의

표면을 전도성 폴리머의 용융점보다 높고 베이스 필름(41)의 유리화 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보다는

낮게 적외선 램프와 같은 가열 수단으로 가열한다. 통상 베이스 필름(41)의 유리화 전이온도는 약 350℃이다.

그리고 배선 금형(91)으로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찍어 전도성 폴리머 층(43)에 배선 금형의 금형 패턴(82)을 임프린팅함

으로써, 전도성 폴리머 층(43)에 배선 패턴(42)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임프린팅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배선 금형(91)에

대한 지속적인 냉각이 이루어진다. 배선 금형(91)으로 임프린팅한 후 잔여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베이스 필름(41)의

일면에 근접하게 전도성 폴리머 층(43)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배선 금형(91)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할 수 있는 금형 패턴(92)이 형성되며, 한번의 임프린팅

공정으로 다수개의 반도체 패키지용 배선 패턴(42)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배선 금

형(91)에는 2×5, 4×3 등의 반도체 패키지용 테이프 배선기판을 형성할 수 있는 금형 패턴(92)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잔여물을 제거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3의 34). 즉 배선 패턴(42) 외측의 요부(도 6b

의 45)에 남아 있는 전도성 폴리머 층(43) 부분을 건식 식각 방법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배선 패턴(42)의 표면에 보호층(도

6b의 46)이 형성된 경우, 플라즈마 클리닝 공정을 진행하여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솔더 레지스트 층(49)을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3의 35). 즉 배선 패턴(42)

중에서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배선 패턴(42) 부분에 솔더 레지스트를 프린트하여 솔더 레지스트 층(49)을

형성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40)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배선 패턴(42)의 단면 프로파일(profile)은 배선 금형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부 리드

및 외부 리드의 상단의 폭 확보가 가능하며, 파인 패드 피치(fine pad pitch)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40)을 이용한 TAB 공정으로 TCP를 제조 공정을 진행할 때 반도체

칩을 테이프 배선기판(40)에 실장하는 내부 리드 본딩(inner lead bonding; ILB) 공정을 진행하고, 제조된 TAB 패키지를

외부기기에 연결하는 외부 리드 본딩(outer lead bonding; OLB)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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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ILB 공정에서는 전도성 폴리머로 이루어진 배선 패턴(42)의 내열성을 감안하여 저온 본딩 예컨대 비전도성 페이스

트(non-conductive paste; NCP)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NCP의 경화 온도는 전도성 폴리머의 용융점을 넘지

않도록 약 24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배선 패턴(42) 자체가 소프트하여 탄성을 갖기 때문에, NCP를

사용하더라도 접속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OLB 공정은 비전도성 테이프(non-conductive film; NCF) 본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배선 패턴(42) 자체가 소프트하

여 탄성을 갖기 때문에, NCF를 사용하더라도 접속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종래와 동일하게 이방성 전도 필름

(anisotropy conductive film; ACF) 본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베이스 필름 위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한 후 임프린팅 방법으로 배선 패턴을 형성하였지

만, 베이스 필름 위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을 형성한 후 임프린팅 방법으로 배선 패턴 영역을 형성한 다음 배선 패턴 영역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임프린팅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배선 패턴 영역은 요철부

형태로 형성되는 데, 제 2 실시예에서는 철부를 배선 패턴 영역으로 사용한 예를 개시하고 있고, 제 3 실시예에서는 요부를

배선 패턴 영역으로 사용한 예를 개시하고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 기판 제조 방법(50)에 따른 흐름도가 도 9에 개시

되어 있다. 그리고 도 10 내지 도 13는 도 9의 제조 방법(50)에 따른 각 단계들을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도 9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조 방법(50)에 따른 제 2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한편 도면을 통틀어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

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제 2 실시예에의 제조 공정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61a)의 양면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

(61b)이 형성된 베이스 필름(61)을 준비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도 9의 51). 폴리이미드 테이프(61a)는 폴리아믹 에시

드 솔루션을 더럼 케스팅한 후 건조 및 경화시켜 얻은 후, 열가소성 폴리머(61b; 예를 들면 열가소성 폴리이미드)를 양면에

캐스팅하여 건조, 경화시켜 3층 구조의 베이스 필름(61)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61a)와 열가소

성 폴리머(61b)를 공압출 후 건조, 경화하는 방법으로 한번에 3층 구조의 베이스 필름(61)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

으로 어닐링 공정을 치수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 폴리미이드 테이프(61a)와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은 비전도

성이다.

그리고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 표면에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한 후 건조시켜 보호층(61c)을 형성한다. 보

호층(61c)은 다음으로 진행될 임프린팅 공정을 진행할 때 배선 금형이 열가소성 폴리머 층(61a)이 접착되는 것을 방지한

다.

다음으로, 도 11a 및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프린팅 방법으로 철부 형태의 배선 패턴 영역(64)을 형성한다(도 9의

52). 즉,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을 배선 금형(93)으로 찍어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에 배선 패턴 영역(64)을 형성한다.

이때 임프린팅 방법에 의해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에 요철부가 형성되는데, 제 2 실시예에서는 철부를 배선 패턴 영역

(64)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선 금형(93)의 하부면에는 형성할 배선 패턴에 대응되게 금형 패턴(94)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

다.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공정을 진행하여 배선 패턴 영역(64)을 포함한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에 형성된 보호층(도 11a

의 61c)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12a 내지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 패턴 영역(64)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62)을

형성한다(도 9의 53). 먼저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가소성 폴리머 층(61b) 표면에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한 후 건조시켜 보호층(65)을 형성한다. 이때 배선 패턴 영역(64) 사이의 요부(63) 안에 소정의 높이로 보호층(65)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한다. 그리고 배선 패턴 영역(64)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배선 패턴 영역(64)에 형성된 보호층은 박리 혹은 식각 공정을 통하여 제거한다.

이와 같이 요부(63)에 보호층(65)을 형성하는 이유는, 요부(63)쪽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에 의해 그 요부(63)에 이웃하는

배선 패턴 영역(64)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 층과 연결되어 전기적 쇼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부(63)쪽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는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는 요부(63)쪽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요부(63)에 보호층(65)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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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 패턴 영역(64)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62)을 형성한다. 배선

패턴(62)은 전도성 폴리머를 전사(transfer), 디핑(dipping) 또는 코팅(coating) 방법으로 배선 패턴 영역(64)에 형성할 수

있다. 배선 패턴(62)은 약 3 내지 4㎛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는 전도성 고분자 용액 또는 전도성 나노입자가 포함된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배선 패턴 영역(64) 사이의 요부의 보호층(65) 위에 전도성 폴리머(66)가 일부 잔류하게 되는데, 도 12b 및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부의 보호층(65)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66)와 보호층(65)은 플라즈마 클리닝 공정을 통하여 함께

제거함으로써 배선 패턴 영역(64) 위에만 배선 패턴(64)을 형성하는 전도성 폴리머 층이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솔더 레지스트 층(69)을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9의 54). 즉 배선 패턴(62)

중에서 내부 및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덮는 솔더 레지스트 층(69)을 형성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2 실

시예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60)이 얻어진다.

제 3 실시예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70)에 따른 흐름도가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 15 내지 도 19는 도 14의 제조 방법(70)에 따른 각 단계를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도 14 내지 도 19를 참조

하여 본 발명의 제조 방법(70)에 따른 제 3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한편 도면을 통틀어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한 구

성요소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제조 공정은, 폴리이미드 테이프(81a)의 양면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81b)이 형성된 베이스

필름(81)을 준비하여(도 14의 71) 임프린팅 공정(도 14의 72)까지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제조 공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임프린팅 공정부터 설명하겠다. 물론 제 2 실시예에 따른 임프린팅 공정에 사용되는 배선 금형은 제 1 실시예에 따

른 배선 금형과 다른 구조를 갖는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프린팅 공정으로 요부 형태의 배선 패턴 영역(83)을 형성한다(도 14의 72). 즉, 열가소성 폴

리머 층(81b)을 배선 금형으로 찍어 열가소성 폴리머 층(91b)에 배선 패턴 영역(83)을 형성한다. 이때 임프린팅 공정에 의

해 열가소성 폴리머 층(81b)에 요철부가 형성되는데, 제 3 실시예에서는 요부를 배선 패턴 영역(83)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선 금형의 하부면에는 형성할 배선 패턴에 대응되게 금형 패턴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공정을 진행하여 배선 패턴 영역(83)을 포함한 열가소성 폴리머 층(81b)에 형성된 보호층(도시안

됨)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 패턴 영역(83) 사이의 철부(84)에 마스크층(85)을 형성한다(도 14의 73). 즉, 배선

패턴 영역(83)에만 배선 패턴으로 형성될 전도성 폴리머가 충전될 수 있도록,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를 철부(84)에 코팅

하여 마스크층(85)을 형성한다. 마스크층(85) 코팅 방법으로는 롤 코팅(roll coating)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 패턴 영역(83)에 전도성 폴리머를 충전·경화시켜 배선 패턴(82)을 형성한다(도

14의 74). 이때 전도성 폴리머로는 에폭시와 같은 액상 열경화성 수지와 전도성 나노 입자의 혼합물, 전도성 나노 입자가

포함된 전도성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선 패턴(82)은 열가소성 폴리머 층(81b)의 표면에서 약 5㎛ 정도

의 높이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 패턴(82) 외측의 마스크층(도 17의 85)을 제거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14의

75). 즉, 건식 식각 또는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마스크층을 제거하면서, 마스크층에 잔류할 수 있는 전도성 폴리머도 함께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솔더 레지스트 층(89)을 형성하는 단계가 진행된다(도 14의 76). 즉 배선 패턴(82)

중에서 내부 및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덮는 솔더 레지스트 층(89)을 형성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3 실

시예에 따른 테이프 배선기판(80)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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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발명

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

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열가소성 폴리머 층이 형성된 베이스 필름에 임프린팅 공정으로 배선 패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공정 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테이프 배선기판을 제조할 때 공정수가 많은 사진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임프린팅 공정으로 배선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테이프 배선기판의 제조 시간을 줄이면서 제조 원가도 낮출 수 있다.

배선 패턴의 단면 프로파일이 배선 금형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내부 리드 및 외부 리드의 끝단의 폭 확보가 가능하여

파인 패드 피치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ILB 및 OLB 공정에서는 전도성 폴리머로 이루어진 배선 패턴 자체가 소프트하여 탄성을 갖기 때문에, NCP를 사

용하더라도 접속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베이스 필름을 준비하는 단계와;

(b) 상기 베이스 필름 위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c) 형성할 배선 패턴에 대응되게 하부면에 금형 패턴이 새겨진 배선 금형을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에 찍어 배선 패턴을 형

성하는 단계와;

(d) 상기 배선 패턴 외측의 전도성 폴리머 층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e) 상기 배선 패턴 중에서 내부 및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덮는 솔더 레지스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필름은 열경화성 소재의 폴리이미드 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

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은 열가소성 폴리머와 전도성 입자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

판 제조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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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입자는 나노실버, 탄소나노튜브 그리고 탄소나노파이버의 그룹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베이스 필름의 일면에 상기 금형 패턴의 깊이보다는 두껍게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2)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 표면에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하여 건조시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의 표면을 상기 전도성 폴리머의 용융점보다 높고 상기 베이스 필름의 유리화 전이온도(Tg)보

다는 낮게 가열하는 단계와;

(c2) 상기 배선 금형으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을 찍어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에 상기 배선 금형의 금형 패턴을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2) 단계에서 상기 배선 금형에 대한 지속적인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베이스 필름의 일면에 근접하게 상기 배선 금형으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을 찍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에 인쇄된 금형 패턴 중에서 철부를 상기 배선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철부 외측의 요부에 남아 있는 상기 전도성 폴리머를 건식 식각으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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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에 형성된 상기 보호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2.

(a) 열경화성 폴리이미드 테이프의 양면에 열가소성 폴리머 층이 형성된 베이스 필름을 준비하는 단계와;

(b) 형성할 배선 패턴에 대응되게 하부면에 금형 패턴이 형성된 배선 금형을 상기 베이스 필름 일면의 열가소성 폴미머 층

에 찍어 배선 패턴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배선 패턴 영역에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d) 상기 배선 패턴 중에서 내부 및 외부단자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덮는 솔더 레지스트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의 표면은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건조시켜

보호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에 형성된 요철부중에서 철부를 상기 배선 패턴 영역으로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후에 상기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에 형성된 상기 보호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배선 패턴 영역에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 표면에 실리콘 폴리머 용액을 분사하여 상기 배선 패턴 영역 사이의 요부 안으로 넣고 건조

시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c2) 상기 배선 패턴 영역 상부에 형성된 상기 보호층을 제거하는 단계와;

(c3) 상기 배선 패턴 영역에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여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등록특허 10-0581221

- 10 -



(c4) 상기 요부의 보호층에 형성된 전도성 폴리머와 상기 보호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전도성 폴리머를 전사, 디핑 그리고 코팅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 층은 3 내지 4㎛ 두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는 전도성 고분자 용액 또는 전도성 나노입자가 포함된 페이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에 형성된 요철부중에서 요부를 상기 배선 패턴 영역으로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 후에 상기 배선 패턴 영역이 형성된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의 보호층을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배선 패턴 영역 사이의 철부에 실란 또는 실리콘 폴리머를 코팅하여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c2) 상기 배선 패턴 영역에 액상의 전도성 폴리머를 충전·경화시켜 상기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c3) 상기 배선 패턴 외측의 상기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 패턴은 상기 열가소성 폴리머 층의 표면에서 5㎛ 정도 돌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

선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5.

등록특허 10-05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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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폴리머는 액상 열경화성 수지와 전도성 나노 입자의 혼합물 또는 전도성 나노입자가 포함

된 페이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배선기판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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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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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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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도면11b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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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2c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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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등록특허 10-0581221

- 17 -



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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