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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 접착된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절단함으로써 형성된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스페이서는 절단후에
제 1기판의 단부에 배치되고, 제 2기판은 수광소자 또는 수광소자들로 형성된 반도체웨이퍼이고, 또한 제 1기판은 수광소
자 또는 수광소자들에 광을 집중하는 광학소자 또는 광학소자세트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이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상면도.

  도 1b는 도 1a에 도시한 선(1B-1B)을 따라 취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 1c는 도 1a에 도시한 반도체칩의 상면도.

  도 1d는 외부전기회로에 접속된 제 1실시예의 반도체장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2는 도 1c에 도시한 수광소자(822a,822b)근처의 영역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3은 실시예의 촬상모듈에 장착된 복안렌즈로 촬상된 물체화상과 화상촬상영역사이의 위치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촬상영역이 투영된 경우에 화소사이의 위치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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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제조공정을 도시하는 파단사시도.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스페이서(901)의 상면도.

  도 7은 스페이서(901)가 접착된 반도체웨이퍼(910)의 상면도.

  도 8은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스페이서(901)를 가진 반도체웨이퍼(910)의 상면도.

  도 9은 모든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스페이서(901)를 가진 반도체웨이퍼(910)의 상면도.

  도 10은 모든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후에 실행될 다이싱공정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11은 적외선차단필터의 분광투과율특성을 도시하는 그래프.

  도 12a, 도 12b, 도 12c 및 도 12d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제조공정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13은 광학소자세트의 개략적인 상면도.

  도 14는 광학소자세트의 개략적인 상면도.

  도 15는 반도체칩을 가진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16은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광학소자세트가 접착된 도 15에 도시된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17은 광학소자세트가 장착된 전체표면위의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18a, 도 18b 및 도 18c는 종래의 촬상모듈의 제조공정을 도시하는 파단사시도.

  도 19a 내지 도 19c는 다른 종래의 촬상모듈의 제조공정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320a,320b,320c,320d : 수광소자어레이 351a,351b,351c,351d: 물체화상

  501 : 투광부재 503 : 반도체칩

  506 : 조리개차광층 508 : 차광부재

  509 : 접착부재 511 : 촬상모듈

  512 : 복안광학소자 513 : 전극패드

  514 : AD변환기 515 : 타이밍발생기

  516 : 마이크로렌즈 517 : 다층인쇄회로기판

  520 : 본딩와이어 521 : 자외선경화성수지

  522,901 : 스페이서 560 : 적외선차단필터

  600a,600b,600c,600d : 렌즈 822a,822b : 수광소자

  810a,810b,810c,810d : 조리개개구 820a,820b,820c,820d: 수광영역

  902 : 개구 903 : 분할선

  909 : 오리엔테이션플랫 910 : 반도체웨이퍼

  917,962 : 광학소자세트 950 : 지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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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광전변화소자를 가진 반도체장치 및 그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촬상모듈은 수광소자에 광을 집중시키는 렌즈를 지닌 기판과 수광소자를 지닌 반도체칩을 가진다. 반도체칩과 기
판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위치하도록 스페이서의 양측에 장착된다. 광은 각 수광소자의 수광면에 집중될 수 있고, 따
라서 실제 화상이 형성될 수 있다.

  도 18a, 도 18b 및 도 18c는 종래의 촬상모듈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파단사시도이다. 도 18a는 수광소자에 광을 집중시
키는 렌즈를 가진 기판(917)을 도시하고, 도 18b는 스페이서(901)를 도시하고, 도 18c는 수광소자(100)를 가진 반도체칩
(503)을 도시한다. 종래의 촬상모듈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기판(917)과 반도체칩(503)은 촬상모듈을 형성하기 위하여 스
페이서(901)의 양측에 접착된다. 각각의 복수의 촬상모듈이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되면, 제조공정수는 반도체칩(503)과 기
판(917)을 위한 정렬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 19a, 도 19b 및 도 19c는 다른 종래의 촬상모듈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9a는 복수의 반도체칩으로 형성된 반도체웨이퍼(910)의 개략적인 단면도이고, 반도체디바이스의 제조공정에 의해
형성된 보호막 등에 의해 초래된 어떤 구부러짐을 가진 웨이퍼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이 구부러짐은 8인치웨이퍼의 경
우에 예를 들면 최고위치와 최저위치사이의 대략 0.2mm의 높이차를 가진다. 구부러짐 가진 웨이퍼는 롤형상, 새들형상,
보울형상 등을 가진다.

  도 1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웨이퍼(910)의 구부러짐은 지그(950)를 사용하여 웨이퍼(910)의 바닥면을 흡착함으
로써 제거된다.

  다음에, 도 19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웨이퍼(910)와 기판(917)은 스페이서(901)를 통해서 서로 접착된다.

  다음에, 반도체웨이퍼(910)의 흡착은 지그(950)로부터 렌즈기판(917)과 반도체웨이퍼(910)를 탈착하기 위하여 해제된
다. 반도체웨이퍼와 렌즈기판의 이 조립은 촬상모듈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반도체칩과 렌즈를 따라서 절단한다. 단일의 정
렬공정에 의해 기판(917)과 반도체칩으로 반도체웨이퍼(910)를 함께 접착하는 방법은 복수의 촬상모듈의 제조에 적합하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제 1기술적 과제)

  반도체웨이퍼(910)가 수광소자에 광을 발산하는 복수의 렌즈를 가진 렌즈기판(917)에 스페이서(901)을 통해서 접착되
고, 각 촬상모듈은 반도체칩사이에 각 그은 선을 따라서 기판을 다이싱함으로써 형성된다. 다이싱하는 동안, 힘이 다이싱
블레이드로부터 기판(917)에 가해진다. 이 힘은 렌즈의 표면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그 반사율, 집속성능을 감소
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이싱하는 동안 렌즈의 표면형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촬상모듈 등의 반도체소자를 효과적으로 제조하
는 것이다.

  (제 2기술적 과제)

  도 19a 내지 도 19c에 도시한 제조방법에 의하면, 반도체웨이퍼(910)의 흡착이 해제된 후에, 반도체웨이퍼(910)는 원래
의 구부러짐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구부러진 반도체웨이퍼(910)의 볼록면측에 렌즈기판(917)이 접착되면, 반도체
웨이퍼(910)와 렌즈기판(917)은 반도체웨이퍼(910)의 주변영역에 박리되기 쉽다.

  반대로, 구부러진 반도체웨이퍼(910)의 오목면측에 렌즈기판(917)이 접착되면, 반도체웨이퍼(910)와 렌즈기판(917)은
반도체웨이퍼(910)의 중심영역에서 박리되기 쉽다.

  반도체웨이퍼(910)와 렌즈기판(917)은 최악의 상태로 박리되거나, 또는 반도체웨이퍼(910)와 렌즈기판(917)사이의 접
착층이 연장되면, 반도체웨이퍼(910)와 렌즈기판(917)사이의 거리는 변화되고, 따라서 광은 수광소자에 정확하게 집중될
수 없고, 소망의 촬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도체웨이퍼(910) 등의 반도체기판의 구부러짐을 고려함으로써 확실한 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촬상모듈 등의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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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일측면에 의하면,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 접착된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절단함으로써 형성된 반도체장치에 있
어서, 스페이서는 절단후에 제 1기판의 단부에서 배치되고, 제 2기판은 수광소자 또는 수광소자들로 형성된 반도체웨이퍼
이고, 또한 제 1기판은 수광소자 또는 수광소자들에 광을 집중하는 광학소자나 광학소자세트를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워지
는 반도체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스페이서를 사용함으로써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접착하는 단계와, 제 1 및 제 2기판을
절단하는 단계와를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 1기판을 절단하는 단계는 스페이서가 제 1기판아래에
배치된 위치에서 제 1기판을 절단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구부러짐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베이스에 반도체기판을 유지하는 단계와, 반도체기판
의 구부러짐에 따라서 조정된 크기를 가지고 반도체기판에 대향기판을 접착하는 단계와, 대향기판을 절단하는 단계와로
이루어진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의 설명에서, 촬상모듈은 예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제 1실시예]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상면도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한 선
(1B-1B)을 따라 취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에 도시한 반도체칩(503)의 상면도이다. 도 1d는 외부전기회로
에 접속된 제 1실시예의 반도체장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a 내지 도 1d를 참조하면, (560)은 적외선차단필터를 나타낸다. (501)은 절단된 후에 제 1기판을 구성을 투광부재를
나타낸다. (506)은 예를 들면, 투광부재(501)위의 적외선차단필터(560)에 오프세트인쇄된 차광재료로 이루어진 조리개차
광층을 나타낸다. (512)는 적외선차단필터, 조리개차광층(506), 볼록렌즈(600a, 600c) 및 도시하지 않은 볼록렌즈(600b,
600d)로 구성된 복안렌즈를 가진 복안광학소자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4개의 볼록렌즈로 구성된 복안렌즈를 가진 복
안광학소자가 사용되어도, 렌즈의 개수는 이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망하는 바와 같이 결정되어도 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렌즈만을 가진 광학소자가 사용되어도 된다. (810a),(810b),(810c) 및 (810d)는 조리개차광층(506)을 통해서 형성된 조
리개개구를 나타낸다. 렌즈(600a,600b,600c,600d)의 광축이 조리개개구(810a,810b,810c,810d)와 동축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외선차단필터(560)는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얇은 촬상모듈이 형성될 수 있다. (503)은, 절단된
후에 제 2기판으로서, 2차원으로 배치된 수광소자를 포함하는 화소(도시하지 않음)를 가진 반도체칩을 나타낸다. (522)는
복안렌즈광학소자(512)와 반도체칩(503)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스페이서를 나타낸다. (509)는 스페이서(522)를 통해서
복안광학소자(512)와 반도체칩(503)을 접착하는 접착부재를 나타낸다. (513)은 MOS형 촬상소자 또는 CCD촬상소자 또
는 발광소자 등의 수광소자로부터 공급된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외부단자 또는 전극패드를 나타낸다. (508)은 4개의 볼
록렌즈사이에 광학크로스토크를 방지하는 차광부재로서, 복안광학소자(512), 스페이서(522) 및 반도체칩(503)에 의해 둘
러싸인 공간에 형성된 차광부재를 나타낸다. (516)은 각 수광소자의 광변환효율을 증가시키는 마이크로렌즈를 나타낸다.
(820a),(820b),(820c) 및 (820d)는 수광소자가 반도체칩(503)에 2차원적으로 배치된 수광영역을 나타낸다. (514)는 각
수광소자로부터의 출력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AD변환기를 나타낸다. (515)는 각 수광소자의 광전변환동작을 위
한 타이밍신호를 발생시키는 타이밍발생기를 나타낸다. 스페이서(522)는 반도체칩(503)과 복안광학소자(512)사이의 거
리를 결정할 수 있으면 어떤 부재로 이루어져도 된다. 예를 들면, 소정의 길이를 가진 부재가 사용되어도 되고, 또는 비드
와 혼합된 접착제가 사용되어도 된다.

  (517)은 외부전기회로기판으로서 사용될 다층인쇄회로기판을 나타낸다. (520)은 다층인쇄회로기판(517)에 전극패드
(513)와 도시하지 않은 전극패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본딩와이어를 나타낸다. (521)은 본딩와이어(520)와 전극패드
(513)의 주변영역을 밀봉하는 열경화성수지 또는 자외선경화성수지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에폭시수지는 열경
화성수지 또는 자외선경화성수지로서 사용된다. 본딩와이어(520)에 의한 전기접속대신에, TAB막에 의한 전기접속이 또
한 사용될 수 있다. 자외선경화성 수지(520)는, 다층인쇄회로기판에 촬상모듈의 장착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상모듈
의 외주영역전체에 도포된다. (822a) 및 (822b)는 수광소자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인 촬상모듈은, 스페이서(522)가 복안광학소자(512)의 주변측에 배치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즉,
절단전의 제 1기판인 투광부재(501)는 반도체칩(503)으로 절단전의 제 2기판인 반도체웨이퍼에 스페이서(522)를 통해서
접착되고, 다음에 스페이서(522)가 투광부재(501)아래에 존재하는 영역이 각 촬상모듈을 형성하기 위하여 절단된다.

  따라서, 스페이서(522)는 투광부재(501)의 주변측에 배치된다.

  본 실시예의 촬상모듈의 제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외선차단필터(560)는 350nm
내지 630nm의 범위내의 파장을 가진 전자파(자외선 등)의 80%이상을 투과시키고, 250nm이하 또는 850nm이상의 파장
을 가진 전자파(적외선 등)을 거의 투과시키지 않는다.

  적외선차단필터(560)는 증착 등에 의해 투광부재(501)의 전체면에 형성되고, 이 적외선차단필터(560)위에 조리개차광
층(506)이 형성된다. 조리개차광층(506)은, 자외선입사방향을 따라서 접착부재(509)위에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되고, 따
라서 자외선경화성 에폭시수지는 접착부재(509)를 형성하기 위하여 충분히 경화된다. 조리개차광층은 섬형상의 외형을
가진다. 본 발명에서, 접착부재(509)는 자외선경화성 에폭시수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따라서, 조리개차광층(506)과 접착
부재(509)는 자외선입사방향을 따라서 서로 중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자외선입사방향은 화살표(X)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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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칩(503)과 스페이서(522)는, 접착구조가 접착을 함으로써 리드선에 의해 외부전자회로와 전극패드(513)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접착된다. 반도체칩(503)과 스페이서(522)를
서로 이동하지 않아도 접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복안광학소자(512)는 스페이서(522)로부터 복안광학소자를 이동하지
않고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칩(503)은 도 1b와 도 1c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안광학소자(512)와
반도체칩(503)사이에, 수지, 유리, 실리콘 등으로 형성된 스페이서(522)는 소정의 거리에서 그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
된다. 스페이서(522)와 반도체칩(503)은,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SOI)기판이 형성된 경우에 사용될 접착공정을 사용하여
서로 접착해도 된다. 알루미늄 또는 인듐을 함유한 접착금속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서로 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록
렌즈(600a,600b,600c,600d)는, 복제방법, 사출성형방법, 압축성형방법 등에 의해 투광부재(501)에 형성된다. 볼록렌즈
(600a~600d)는, 구면프레넬볼록렌즈, 또는 구부러진 화상면이 연속화상면을 사용하는 통상 광학시스템에 비교하여 보다
확실하게 보정될 수 있는 수지로 각각 형성된 원형, 축대칭, 비구면프레넬볼록렌즈이다.

  볼록렌즈(600a 내지 600d)는 수지에 의해 투광부재(501)에 접착된다. 수지의 부분은 볼록렌즈(600a,600c)사이의 영역
등의 각 볼록렌즈(600a~600d)의 주변영역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흐른 수지가 투광부재의 절단면에 도달하면, 투광부
재(501)로부터 수지를 박리하는 방향을 따라서 절단되는 동안에 수지에 힘을 가하여도 된다. 이러한 경우에, 볼록렌즈
(600a 내지 600d)는 왜곡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흐른 수지가 투광부재(501)의 절단면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광축방향을 따르는 조리개개구(810a,810b,810c,810d)의 각각의 위치는 광학계의 광축의 외측에 주요광빔을 결정한다.
따라서, 조리개위치는 다양한 수차를 제어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 볼록렌즈(600a~600d)는 화상측에 형성되므
로, 조리개가 프레넬렌즈면에 근접하는 구면의 중심의 근처에서 위치결정되면, 다양한 광수차는 적절하게 보정된다. 컬러
화상이 촬상되는 것이 소망되면, 녹색(G)투과필터, 적색(R)투과필터 및 청색(B)투과필터는 광축을 따라서 각 볼록렌즈
(600a~600d)근처에서 예를 들면 바이어(Bayer)배열로 배치된다. 특정한 컬러화상 또는 X선화상이 촬상되는 것이 소망
되면, 특정한 컬러필터 또는 형광체가 배치된다. 본 실시예에서, 도시되지 않았지만, 녹색(G)투과필터, 적색(R)투과필터
및 청색(B)투과필터는 바이어배열로 배치된다.

  마이크로렌즈(516)와 차광부재(508)는 반도체칩(503)에 형성된다. 마이크로렌즈(516)는, 예를 들면 저휘도를 가진 물
체의 화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수광소자에 광을 집중시킨다. 차광부재(508)는, 볼록렌즈(600a)를 통해서 투과된 광 및 볼
록렌즈(600c)를 통해서 투과된 광사이에 광학크로스토크의 발생을 방지한다. 차광부재는 인접한 볼록렌즈사이에 배치된
다.

  도 1c에 도시한 수광소자(822a)와 다른 소자가 CMOS센서이면, 반도체칩(503)에 A/D변환기(514) 등을 장착하는 것이
용이하다. A/D변환기(514)등과 접착부재(509)가 반도체칩(503)위에 서로 중첩되면, 반도체칩(503)의 영역이 감소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접착부재(509)는 다이싱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공간을 두고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볼록렌즈(600a 내지
600d)에 접착되고 다이싱블레이드의 마찰열에 의한 탄소입자 또는 미세조각으로 파단되거나 용융된 접착부재(509)에 의
해 촬상모듈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이크로렌즈는, (516) 등의 주변렌즈가 수광영역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의 중심쪽으로 더 이동하도록 수광영역
(820a,820b,820c,820d)에 배치된다.

  도 1d는 외부전기회로판인 다층인쇄회로기판(517), 전극패드(513)와 다층인쇄회로기판(517)측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본딩와이어 및 전극패드(513)와 본딩와이어(520)의 주변영역을 밀봉하는 열경화성 또는 자외선경화성수지(521)를 도시
한다.

  접착부재(509)와 열경화성 또는 자외선경화성수지(521)에 의해 밀봉함으로써, 들어온 먼지, 공기중의 습기 및 알루미늄
층의 전해부식에 의해 초래되는 필터층과 마이크로렌즈(216)의 열화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다.

  열경화성 또는 자외선경화성수지(521)는, 다층인쇄회로기판(517)에 촬상모듈(511)의 장착신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촬
상모듈의 외주영역전체에 도포된다.

  전극패드(113)와 다층인쇄회로기판(517)이 본딩와이어(520)에 의해 접속되므로, ITO막 또는 비아금속체(via metal
body)는 불필요하고, 따라서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본딩와이어(520) 대신에, TAB막이 사용되어도 된다.

  도 2는 도 1c에 도시한 수광소자(822a,822b)근처의 영역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확대 단면도이다. 도 2에서,
(516a,516b)는 수광소자(822a,822b)의 위쪽에 형성된 마이크로렌즈를 나타내고, (823a,823b)는 조리개개구
(810a,810b)를 통해서 통과된 입사광속을 나타낸다. 마이크로렌즈(516a)는 수광소자(822a)에 대하여 위쪽으로 벗어나는
반면에, 마이크로렌즈(516b)는 수광소자(822b)에 대하여 아래쪽으로 벗어난다.

  광속(823a)만이 수광소자(822a)에 입사되고, 또한 광속(823b)만이 수광소자(822b)에 입사된다. 광속(823a,823b)은 수
광소자(822a,822b)의 수광면에 대하여 아래쪽과 위쪽으로 경사지고, 조리개개구(810a,810b)쪽으로 향한다.

  마이크로렌즈(516a,516b)의 편심량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소망의 광속만이 수광소자(822)에 입사된다. 편심량은,
조리개개구(810a)를 통과한 물체광빔이 수광영역(820a)에서 주로 수광하고, 조리개개구(810b)를 통과한 물체광빔이 수
광영역(820b)에서 주로 수광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99317

- 5 -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인 촬상모듈의 수광영역(820a 내지 820d)에서 변환
된 전기신호를 처리하는 기구를 설명한다. 도 3은 실시예의 촬상모듈에 장착된 복안렌즈로 촬영된 물체화상과 촬상영역사
이의 위치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촬상영역이 투영되는 경우에 화소사이의 위치관계를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 3에서, (320a,320b,320c,320d)는 반도체칩(503)에 형성된 4개의 수광소자어레이를 나타낸다.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각각의 수광소자어레이(320a,320b,320c,320d)는 8×6화소를 가진다. 화소의 개수는 소망하는 바와 같이
선택되고, 본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광소자어레이(320a, 320d)는 G화상신호를 출력하고, 수광소자어레이
(320b)는 R화상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수광소자어레이(320c)는 B화상신호를 출력한다. 수광소자어레이(320a,320d)의
화소는 백색사각형으로 도시되고, 수광소자어레이(320b)의 화소는 빗금친사각형으로 도시되고, 수광소자어레이(320c)의
화소는 흑색사각형으로 도시된다.

  수평방향으로 1개의 화소의 크기와 수직방향으로 3개의 화소를 각각 가진 분리영역은 인접한 수광소자어레이사이에 형
성된다. 따라서, G화상신호를 출력하는 수광소자어레이의 중심에 접속하는 선의 중심은 동일한 수직 및 수평위치를 가진
다. (351a,351b,351c,351d)는 물체화상을 나타낸다. 화소가 화소이동배열에서 배치되므로, 물체화상
(351a,351b,351c,351d)의 중심(360a,360b,360c,360d)은 모든 수광소자어레이의 중심(320)쪽으로 1/4화소거리만큼
수광소자어레이(320a,320b,320c,320d)의 중심으로부터 오프세트된다.

  수광소자어레이가 물체측에 대해 소정의 거리에 있는 평면에 역으로 투영됨으로써, 도 4에 도시된 투영을 얻는다. 또한,
물체측에 대하여, 수광소자어레이(320a,320d)에 역으로 투영된 화소상은 백색사각형(362a)으로 도시되고, 수광소자어레
이(320b)에 역으로 투영된 화소상은 빗금친사각형(362b)으로 도시되고, 수광소자어레이(320c)에 역으로 투영된 화소상
은 흑색사각형(362c)으로 도시된다.

  물체화상의 중심(360a,360b,360c,360d)에 역으로 투영된 화상은 한 점(361)에서 중첩되고, 수광소자어레이
(320a,320b,320c,320d)의 각 화소상은 각 화소의 중심을 중첩하지 않도록 역으로 투영된다. 백색사각형은 G화상신호를
출력하고, 빗금친사각형은 R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흑색사각형은 B신호를 출력하므로, 물체는 바이어배열로 배치된 컬러
필터를 가진 촬상장치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화소에 의해 예시할 수 있다.

  단일의 촬상렌즈를 사용하는 촬상계와 비교함으로써, 반도체칩(503)위에 2×2화소를 위한 R,G,B,G컬러필터를 배치하

는 바이어배열는, 화소피치를 고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의 크기를 가진 물체화상을 형성할 수 있다. 촬상렌즈의 초

점길이는 , 즉 1/2만큼 단축된다. 이것은 카메라를 소형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적합하다.

  도 1a 내지 도 1d에 도시한 촬상모듈의 동작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광학소자(512)에 입사된 물체광빔은 조리개개구
(810a 내지 810d)와 이 조리개개구아래의 볼록렌즈(600a 내지 600d)를 통과하고, 반도체칩(503)에 복수의 물체화상을
형성한다. 화상은 마이크로렌즈(516)를 통해서 각각의 수광소자에 집중된다.

  컬러필터가 배치되므로, R,G,B,G의 4개의 물체화상은, 수광된 광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각각의 수광소자에 형성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장치인 촬상모듈을 제조하는 방법은 도 5 내지 도 10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
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제조방법을 도시하는 파단사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901)은 스페이서(522a,522b)를
포함하는 스페이서를 나타내고, (503a,503b)는 반도체칩을 나타내고, (917)은 렌즈, 차광층, 도시되지 않은 컬러필터 등
으로 형성된 투광부재(501a,501b)를 가진 광학소자세트를 나타낸다. 우선, 볼록렌즈(600a 내지 600d)로 형성된 투광부
재(501a,501b)를 가진 광학소자세트(917)는 스페이서(901)에 접착된다. 다이싱선을 따라서 반도체칩(503a,503b)사이의
영역을 다이싱함으로써, 반도체칩(503a)을 지닌 촬상모듈과 반도체칩(503b)을 지닌 촬상모듈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이싱
영역은, 스페이스가 제 1기판인 투광부재(501)아래에 형성된 영역이다. 다이싱선은 에칭에 의해 형성된 광학소자세트
(917)에서 홈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고, 금속마크는 포토리소그래피기술을 통하여 형성되거나, 또는 수지돌출은 복제에 의
해 형성된다. 볼록렌즈(600a 내지 600d)가 형성된 경우에, 수지돌출이 동시에 복제에 의해 형성되면, 제조공정수가 감소
될 수 있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스페이서(901)의 상면도이다. 스페이서(901)는 스페이서(522a,522b)로 분할선(903)에 의해 분할
된다. 스페이서(901)는 수광소자(822)에 볼록렌즈(600a 내지 600d)를 통해서 통과된 광속을 안내하는 복수의 개구(902)
로 형성된다.

  도 7 내지 도 10은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공정을 도시하는 반도체웨이퍼의 상면도이다. 도 7는 스페이서
(901)가 접착된 반도체웨이퍼(910)의 상면도이다. 도 8은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스페이서(901)를 가진 반도체웨
이퍼(910)의 상면도이다. 도 9는 전체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스페이서(901)를 가진 반도체웨이퍼(910)의 상면도이
다. 도 10는 전체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된 후에 실행되는 다이싱공정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제조방법은 이하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22개의 반도체칩(503)은 제 2기판으로서 반도체웨이
퍼(910)에 형성된다. 각 반도체칩(503)은 도 1c에 도시된 구조를 가진다. 반도체웨이퍼(910)위에 형성될 반도체칩의 개수
는 소망하는 바와 같이 선택된다.

  반도체웨이퍼(910)가 어떤 구부러짐을 가져도 되므로, 반도체웨이퍼(910)의 구부러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도체웨이퍼
(910)는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되는 경우에 흡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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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웨이퍼(910)의 흡착은 나중에 해제된 후에,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웨이퍼(910)에 힘이 가해진다.
이 힘은 서로 어떤 광학소자세트(917)를 충돌해도 되고, 따라서 반도체웨이퍼(910)와 광학소자세트(917)사이의 거리는
변경되어도 된다. 이 거리를 변경시키지 않기 위하여, 인접한 반도체칩(503)사이의 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웨이퍼의 영역이 크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광학소자세트(917)가 흡착상태에서 반도체웨이퍼(910)에 접착된 경우
에, 인접한 반도체칩(503)사이에 형성된 어떤 갭은 양호한 품질의 촬상모듈을 제조하는 것을 돕는다.

  스페이서(901)는 반도체칩(503)으로 정렬되어, 반도체칩(503)위의 접착부재(509)에 접착된다. 화살표(J)는 다이싱선의
위치를 가리킨다(도 7).

  수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웨이퍼(910)는 전기, 광학, 기계 및 화학비등방성특징을 가진다. 풀업된 잉곳의 방위를 X선회
절을 사용함으로써 정밀하게 측정한 후에, 잉곳을 절단한다. 잉곳을 절단하기 전에, 원통형상의 잉곳은 수정방위를 나타내
는 오리엔테이션플랫(909)으로 칭하는 직선부분을 가지고 형성된다.

  반도체칩(503)의 반도체소자패턴이 오리엔테이션플랫(909)과 정렬하여 형성되면, 광학소자세트(917)과 웨이퍼사이의
정밀한 정렬은 광학소자세트(917)과 오리엔테이션플랫(909)에 형성된 기준패턴을 사용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광학소자세트(917)의 크기가 스텝퍼의 유효노광크기로 수용될 수 있는 최대크기로 설정되면, 하나의 웨이퍼로부터 제조
된 촬상모듈의 개수는 가격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되도록 많게 될 수 있다.

  스페이서(901)가 반도체칩(503)에 접착된 후에, 광학소자세트(917)는 스페이서(901)의 개구(902)가 해당 볼록렌즈
(600)와 정렬된 상태에서 열경화성 또는 자외선경화성 에폭시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접착된다. 화살표(K)는 광학소자세트
(917)의 분할선(903)의 위치를 가리킨다(도 6 및 도 8).

  에폭시수지는 자외선을 방사함으로써 반경화된 후에, 소정의 갭이 형성될 때까지 가압된다. 다음에, 수지는 광학소자세
트(917)와 반도체웨이퍼(910)사이에 갭을 고정하기 위하여 열처리에 의해 완전하게 경화되고, 따라서 물체화상은 수광소
자어레이(912)에 명확하게 집속할 수 있다.

  접착부재(509)는 분할선(903) 또는 다이싱선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에서 배치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다이싱 블레
이드에 의해 광학소자세트(917)를 다이싱하는 과정중의 마찰열에 의해, 용융하거나, 미세파편으로 파단되거나, 또는 탄소
입자로 변환되어 볼록렌즈(600a 내지 600d)에 부착되는 에폭시수지에 의해 촬상모듈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광학소자세트(917)는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각 스페이서(901)에 접착된다(도 9).

  응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화가 완만하고 경화수축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폭시수지가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
서, 열경화성수지는 접착부재의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열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 위해 충분한 가열이 마이크로렌즈,
복제 및 조리개차광층(506)의 인쇄된 도포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경화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적외선차단필터(560)는, 조리개차광의 주변영역에서 적외선차단필터의 분광투과율이 자외선을 투과하도록 규제하는 경
우에 조리개차광의 주변영역에 형성되고, 에폭시수지는 반도체웨이퍼(910)의 정면으로부터 자외선방사에 의해 경화될 수
있다.

  각 반도체칩(503)이 반도체웨이퍼(910)로부터 절단되기 전에 광학소자세트(917)가 접착되어 고정되면, 반도체웨이퍼
(910)와 광학소자세트(917)는 평행하게 될 수 있고, 즉 반도체웨이퍼(910)와 각 광학소자세트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게 되
거나 각 반도체칩이 절단되기 전에 광학소자세트가 접착되지 않는 경우보다 길게된다. 따라서, 광학화상의 일방적인 무선
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웨이퍼(910)는 화살표(J)로 나타낸 위치에서 다이싱되고, 스페이서(901)와 광학소자세트(917)는 화
살표(K)로 나타낸 위치에서 절단된다. 반도체웨이퍼(910)의 다이싱시에, 절단작업시스템 또는 레이저작업시스템은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11-345785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 제 2000-061677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이싱블레이드가 사용되면, 절단수(cutting water)가 반도체웨이퍼(910)를 냉각하기 위하여
부어지는 동안에, 반도체웨이퍼(910)만이 반도체웨이퍼의 바닥으로부터 화살표(J)방향을 따라서 다이싱된다. 도 10에서,
(523)은 다이싱블레이드를 나타낸다.

  다음에, 광학소자세트(917)와 스페이서(901)만이 광학소자세트(917)의 상면으로부터 절단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다이싱블레이드(523)가 화살표(L)방향으로 회전됨으로써, 반도체칩(503)이 분리되기 전에 다이싱블
레이드는 반도체웨이퍼(910)를 이 방향으로 밀어낸다. 볼록렌즈(600a,600b,600c,600d)에 결합된 수지층이 다이싱선에
존재하면, 힘은 복안광학소자(512)의 유리기판으로부터 수지층을 박리하는 방향으로 수지층에 인가되고, 볼록렌즈
(600a,600b,600c,600d)의 표면정밀도는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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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예에서, 수지는 다이싱블레이드가 이동하는 다이싱선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큰 힘은 볼록렌즈
(600a,600b,600c,600d)에 인가되지 않고, 따라서 상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촬상모듈의 품질은, 다이싱블레이드
(523)의 마찰열에 의한 탄소입자 또는 미세조각으로 파단되거나 용융되고 볼록렌즈(600a 내지 600d)에 접착된 수지에 의
해, 저하되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공정에 의해서, 반도체웨이퍼(910)와 광학소자세트(917)는 도 1a 내지 도 1d에 도시한 촬상모듈(511)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조각으로 분리된다. 상기 설명한 절단공정에 의하여, 삼각형조각 또는 육각형조각이 형성될 수 있다.

  촬상모듈(511)은 도 1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층인쇄회로기판(517)에 접속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2개의 스페이서는 스페이서(901)를 위해 사용되고, 2개의 복안광학소자는 광학소자세트(917)로서 사
용된다. 3개 또는 4개의 스페이서와 복안광학소자가 사용될 수 있다. 위치정렬공정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
(901) 등은 반도체웨이퍼(910)와 마찬가지의 크기를 가지고, 개구(902)와 볼록렌즈(600)는 반도체웨이퍼(910)위의 각 반
도체칩(503)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촬상모듈은 반도체장치의 실시예로서 사용되지만, 실시예는 스페이서(522)가 개재된 상태에서, 대향기
판에 형성된 형광체 등의 발광소자와 반도체웨이퍼(910)위에 형성된 발광소자를 가진 화상형성모듈에 본 실시예를 적용
하여도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이싱하는 동안에 스페이서위의 제 1기판(917)에 힘이 가해지는 것을 방
지한다. 따라서 제 1기판위에 형성된 렌즈 등의 표면형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렌즈면의 형상을 변경함이 없
이 또한 집속성능의 왜곡없이 촬상모듈 등의 반도체장치를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2실시예]

  도 12a 내지 도 12d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12a 내지 도 12d
에서, (910)은 복수의 반도체칩이 위에 형성된 반도체웨이퍼 등의 구부러진 반도체기판을 나타내고, (950)은 반도체웨이
퍼의 구부러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도체웨이퍼(910)를 그 바닥면으로부터 흡착하는 지그를 나타내고, 또한 (917)은 대향
기판인 광학소자세트를 나타낸다.

  도 12a 내지 도 12d에서, 제 1실시예의 참조번호와 동일한 참조번호로 나타낸 소자는 이전에 설명되었고, 따라서 그 설
명은 생략한다.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웨이퍼(910)는 반도체제조공정에 의해 형성된 보호막에 의해 초래된
구부러짐을 가진다. 이 구부러짐은 8인치웨이퍼의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위치사이의 대략 0.2mm의 높이차를 가진다. 구
부러진 웨이퍼는 롤형상, 새들형상, 보울형상 등을 가진다.

  반도체웨이퍼(910)의 바닥면의 흡착이 해제되는 경우에 응력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광학소자세트에서 광학소자
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반도체웨이퍼(910)는 반도체웨이퍼의 직경의 대략 2배정도 작은 저 주파수를 지닌
오목볼록곡선을 가진 구부러짐을 가지면, 각 광학소자세트에서 광학소자의 개수는 광학소자세트의 적은 개수를 가진 반도
체웨이퍼(917)를 덮을 정도로 많게 된다. 반도체웨이퍼(910)는 반도체웨이퍼의 직경정도에에 대응된 오목볼록곡선을 지
닌 구부러짐을 가지면, 각 광학소자세트에서 광학소자의 개수는 다수의 광학소자세트를 가진 반도체웨이퍼(917)를 덮을
정도로 적게 된다. 갭(P)은 광학소자세트의 크기변동을 고려하면 대략 10㎛ 내지 500㎛가 바람직하다. 반도체웨이퍼
(910)의 구부러짐의 주파수특성은 표면형상의 주파수분석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웨이퍼크기가 작을 수록, 오목볼록곡선이
작은 주파수를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반도체웨이퍼(910)는, 광학소자세트(917)가 반도체웨이퍼(910)에
접착되는 경우에 지그(950)를 사용함으로써, 그 바닥면으로부터 흡착되고, 이에 의해 반도체웨이퍼(910)의 구부러짐이 제
거된다(도 12b).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웨이퍼(910)는 도시하지 않은 흡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지그(950)에 흡착되고,
따라서 반도체웨이퍼(910)의 전체바닥면은 지그와 접촉된다. 이 상태에서, 복수의 스페이서(901)는 장착위치가 정렬되고
반도체웨이퍼(910)에 접착된다. 다음에, 광학소자세트(917)는 광학소자세트(917)를 가진 위치에 정렬되고, 접착제를 사
용하여 접착된다(도 12c). 접착제가 경화된 후에, 흡착이 해제된다.

  스페이서(901)는 광학소자세트(917)와 반도체웨이퍼를 서로 접착하기 위해 배치된다. 이 스페이서는 생략되어도 된다.

  광학소자세트(917)의 크기는 반도체웨이퍼(910)의 구부러짐의 크기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반도체웨이퍼(910)가 큰 구
부러짐을 가지면, 스페이스(901)와 광학소자세트(917)는 작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그
(950)에 반도체웨이퍼(910)를 흡착한 것을 해제하는 경우에, 힘은 반도체웨이퍼(910)의 원래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
생된다. 이 힘에 의해 접착제가 크리핑현상을 가지게 한다. 볼록한 구부러짐이 큰 경우에도 스페이서(901)와 광학소자세
트(917)가 크게 되면, 광학소자세트(917)와 반도체웨이퍼(910)의 거리는 반도체웨이퍼(910)의 중심에 더 가까운 반도체
칩(502)으로부터 더 길게 된다. 이 경우에, 촬상모듈의 초점은 화소로부터 변위된다.

  반대로, 스페이서(901) 등이 크게 되면, 각 촬상모듈의 복안광학소자(512)와 반도체칩(503)사이의 평형은 보다 용이하
게 얻을 수 있고, 위치정렬수는 감소된다. 이 관점으로부터, 보울형상의 구부러짐이 8인치웨이퍼인 경우에 최고 및 최저위
치사이의 대략 0.2mm의 높이차를 가지고, 대략 6mm의 측길이를 가진 대략 6백개의 반도체칩(503)이 형성되고, 스페이
서(901) 등의 크기는 측에 평행하게 배치된 3개의 반도체칩의 크기로 설정된다. 도 12a 내지 도 12d는 복수의 광학소자세
트(917)를 도시하고, 반도체웨이퍼(710)위에 하나의 광학소자세트(917)만으로 설정될 수 있다.

  복수의 광학소자세트(917)사이에 있는 갭(P)은, 지그(950)에 반도체웨이퍼(910)가 흡착된 것이 해제되는 경우에, 복수
의 광학소자세트(917)가 서로 접촉될 때 발생된 접착제의 크리핑현상에 의해 박리되거나 연장된 접착층에 의해, 광학소자
세트(917)와 반도체웨이퍼(910)사이의 거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도체기판의 구부러짐에 대응하는 크기
로 설정된다(도 12d). 반도체웨이퍼가 크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광학소자세트(917)가 흡착상태에서 반도체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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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에 접착되는 경우에, 인접한 반도체칩사이에 형성된 갭(P)은 양호한 품질의 촬상모듈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
1a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광학소자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광학소자세트(517)가 사용되어도 된다. 도 5에 도시된 광학
소자세트(517)는 2개의 광학소자를 가진다. 광학소자세트로부터 절단된 광학소자의 개수는 소망하는 바와 같이 결정된
다.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광학소자세트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3은 광학소자세트(962)의 개략적인 상면도이다. 도 13에서, (963)은 렌즈를 나타낸다. 광학소자세트(962)는 십자형
상을 가진다. 이 광학소자세트(962)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렌즈를 각각 가진 5개의 촬상모듈은 제조될 수 있다. 렌즈
(963)의 피치는 도시하지 않은 반도체웨이퍼(910)위에 반도체칩의 피치와 동일하고, 따라서 각 촬상모듈은 반도체웨이퍼
(910)에 접착된 광학소자세트(962)의 렌즈를 가진다.

  도 14는 광학소자세트(964)의 개략적인 상면도이다. 도 14에서, (965)는 렌즈를 나타낸다. 광학소자세트(964)는 직사각
형형상을 가진다. 이 광학소자세트(964)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렌즈를 각각 가진 4개의 촬상모듈은 제조될 수 있다. 렌
즈(965)의 피치는 도시하지 않은 반도체웨이퍼(910)에 반도체칩의 피치와 동일하고, 따라서 각 촬상모듈은 반도체웨이퍼
(910)에 접착된 광학소자세트(964)의 렌즈를 가진다.

  광학소자세트의 형상은 십자형상 또는 직사각형형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T자형상, I자형상, L자형상 등이어도 된
다.

  도 15 내지 도 17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5는 반도체칩을 가진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15에서, (960)은 반도체웨이퍼를 나타내고, (961)은
반도체칩을 나타낸다.

  도 16은 도 13 및 도 14에 도시한 광학소자세트가 접착되고 도 15에 도시된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17은 광학소자세트가 장착되고 전체면위의 반도체웨이퍼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즉, 반도체웨이퍼(960)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은 반도체칩(961)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러나, 도 7 등
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광학소자세트(917)와 스페이서(901)가 2개의 반도체칩(503)에 접착되면, 반도체칩(961)
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 반도체칩(961)은 오리엔테이션플랫근처의 영역을 제외한 반도체웨이퍼(960)의 주변
영역에 형성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학소자세트(963)는 광학소자세트(965)의 코너가 광학소자세트
(963)의 볼록코너로 정렬되도록 지그재그방식으로 배치되어 반도체웨이퍼에 접착된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학소
자세트(965,963)는 반도체웨이퍼(960)위의 반도체칩(961)전체에 배치된다. 갭(Q)은, 반도체웨이퍼(960)의 구부러짐을
고려함으로써, 세로방향을 따라서 인접한 광학소자세트(963)사이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
하여,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광학소자세트(963,965)가 사용된다. 그러나,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광학소자
세트(963,965)는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경우에, 반도체웨이퍼(960)위에 형성된 반도체칩(961)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광학소자세트는 촬상모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반도체기판을 만들 수 있고 반도체기판이 지그(베이스)로부터 탈착되는
경우에 원래의 구부러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도 반도체기판과 대향기판이 박리되는 것이 어려운 반도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효과는, 다이싱하는 동안 렌즈의 표면형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촬상모듈 등의 반도체소자를 효과적으로 제조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반도체웨이퍼 등의 반도체기판의 구부러짐을 고려함으로써 확실한 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촬상
모듈 등의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 접착된 제 1기판 및 제 2기판을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에 있어서,

  스페이서의 단부는 제 1기판의 단부에서 평탄한 평면을 형성하도록 배치되고;

  제 2기판은 수광소자 또는 수광소자들로 형성된 반도체웨이퍼이고;

  제 1기판은 수광소자 또는 수광소자들에 광을 집중하는 광학소자 또는 광학소자세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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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패드는 제2기판의 적어도 한쪽에 배치되고;

  스페이스는 전극패드가 배치되는 한쪽에 또한 전극패드보다는 내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 1기판은 복수의 렌즈를 가진 복안광학소자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청구항 3.

  스페이서를 사용함으로써 수광소자를 가진 제 1기판과 제 2기판을 접착하는 단계와;

  제 1 및 제 2기판을 절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절단 단계는 스페이서가 제 1기판아래에 배치된 위치에서 제 1기판을 절단하고,

  전극패드는 제2기판의 적어도 한쪽에 배치되고 스페이서는 전극이 배치된 쪽과 동일한 쪽에 배치되고, 따라서 절단 단계
를 수행한 후에 스페이서는 전극패드의 내부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제 2기판은 수광소자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제 1기판은 복수의 렌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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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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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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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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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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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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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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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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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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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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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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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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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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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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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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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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