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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및 이를 사용한 장치

요약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를 박리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링 프레임의 이면으로부터 다이싱 테이프로 유지된

웨이퍼 표면의 보호 테이프에 박리 테이프를 에지부재를 입압하여 부착하기 전에, 박리 테이프의 부착 개시단의 앞쪽에 있

는 다이싱 테이프의 이면에 피스톤 노즐로부터 순수를 적하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웨이퍼, 보호 테이프, 박리, 다이싱, 피스톤 노즐, 순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예의 점착(粘着) 테이프를 접착하는 롤러(roller)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반도체 웨이퍼 마운트(wafer mount)장치의 전체를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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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박리기구의 전체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4는, 박리기구의 요부 구성을 나타내는 측면도.

도 5는, 박리기구의 요부 구성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6은, 순수(純水)의 적하(滴下)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박리기구의 동작 설명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박리기구의 동작 설명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링(ring)형상 프레임(frame)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wafer)의 표면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점착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점착 테이프와 일체로 하여 보호 테이프를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정밀도 좋게 박리할

수 있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및 이를 사용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이하, 간단히「웨이퍼」라고 함)를 박형 가공(薄型加工)하는 수단으로서, 연마나 연마 등의 기계적 방법,

또는 에칭(etching)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이면(裏面)을 가공하여 그 두께를 얇게 하고 있다. 또

한, 이들의 방법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가공할 때, 배선 패턴(pattern)이 형성된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표면에

보호 테이프를 부착하고 있다. 보호 테이프를 부착하여 연마 처리된 웨이퍼는,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

여 이면에서 접착 유지된다. 그 후, 링형상 프레임에 유지된 웨이퍼의 표면에서, 보호 테이프를 박리 제거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롤러를 통하여 점착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점착 테이프를 박리하는 것으로,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보호 테이프와 일체로 하여 박리 제거하여 말아서 빼 간다. 점착 테이프를 보호 테이프 표면에 부착할 때, 점

착 테이프의 부착 개시단(開始端)측의 지지 점착 테이프와, 롤러에 감아 걸어진 점착 테이프가 접촉하지 않도록, 부착 개시

단측의 지지 점착 테이프에 비점착성의 얇은 판자를 부착하고, 양쪽 점착 테이프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다(예컨대, 국제특

허공보WO97/08745 참조).

그러나, 종래의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최근, 응용분야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웨이퍼의 박형화가 요구되어 있고, 150㎛ 이하로 까지 박형 가공되도록 되고 있다.

이렇게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상태로 박형 가공된 웨이퍼(W)를 링형상 프레임(f)의 이면으로부터 지지 점착 시트(DT)로

유지하고, 웨이퍼 표면에서 보호 테이프를 박리하는 경우에, 점착 테이프의 부착 개시단측의 지지 점착 테이프에 웨이퍼보

다 두꺼운 비점착성의 박판(薄板)을 부착하였을 때,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 두께와 박판(61)의 두께 차이에 의해

갭(gap, G)이 생긴다. 즉, 이 갭(G)에 의해 롤러(60)에 의한 점착 테이프(Ts)의 압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특히 부착 개시단

에서는 갭(G)에 의해 점착 테이프(Ts)가 확실하게 보호 테이프(PT)의 단부와 밀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점착 테이프(Ts)

를 박리하여 보호 테이프(PT)를 일체로 하여 박리할 때, 박리 안정성이 저하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점착 테이프(Ts)를 보호 테이프(PT)의 표면에 단부에서 균일하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비점착성의 박판(61)을 웨이

퍼 두께보다 얇게 가공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점착성의 재료를 판재에 표면 코팅(coating)하여 두께 조정하는 것이 웨

이퍼(W)를 얇게 가공하는 것 보다 곤란하고, 더욱이, 웨이퍼의 일련의 가공 공정에 있어서, 박판(61)을 지지 점착 테이프

(DT)에 부착하기 위한 취급이 곤란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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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와 같은 실정을 착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유지된 반도체 웨

이퍼의 표면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점착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점착 테이프를 박리하는 것으로 보호 테이프를 일체로

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정밀도 좋게 박리할 수 있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및 이를 사용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채용한다.

링(ring)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이하의 과정을 포함한다.

적어도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液狀物)을 적하수단으로

부터 적하하는 적하 과정과,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이 적하된 후에,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

용 점착 테이프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면서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테이프를 박리수단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 과정.

부착부재로 압압하면서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여 갈 때,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

단측에서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높이가 반도체 웨이퍼와 보호 테이프의 두께(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반도체 웨

이퍼의 두께가, 예컨대, 150㎛ 이하의 박형화된 것이면, 부착 개시시에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

류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에 의하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의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이 적하되어 있으므로,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지지 점착 테이프가 직접으로 접촉하

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균일한 압압력으로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밀접하게 박리

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여 갈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보호 테이프와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일

체로 하여 확실하게 박리할 수 있다.

한편,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적하하는 액상물은, 예컨대, 순수(純水)나 알콜인 것이 바람직하다. 적하하는 순수의

양은, 미량이고 자연건조에 의해 지지 점착 테이프 이면으로부터 증발한다. 또한, 증발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라도, 후공정

의 다이싱(dicing) 가공시에, 동일하게 순수를 이용하므로, 반도체 웨이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 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

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이하의 과정을 포함한다.

보호 테이프 부착면을 하향으로 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수단에 의해 유지하는 유지 과정,

상기 보호 테이프의 면에 대향하도록 점착면을 위로 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는 공급 과정과,

보호 테이프에 대향하여 공급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의 점착면에 적하수단으로부터 액상물을 적하

하는 적하 과정과,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이 적하된 후에,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

용 점착 테이프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면서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 테이프를 박리수단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 과정.

한편, 이 방법의 경우, 액상물은, 점착면에 정지 상태를 유지가능한 점도를 갖는 것, 또는 미립자 형상의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채용한다.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 부착의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프

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이하의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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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형상 프레임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載置) 유지하는 유지수단과,

상기 유지수단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향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공급하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과,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 유지한 유지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는 부착부재를 상대적으

로 수평이동함으로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

테이프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는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지지 점착 테

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을 적하하는 적하수단과,

박리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일체로 된 보호 테이프를 회수하는 테이프 회수수단.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에 의하면,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부착 개시단측

에 있는 지지 점착 테이프의 이면에, 적하수단에 의해 액상물이 적하된다. 그 후,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가

압압되면서 보호 테이프의 단부로부터 부착하여 간다. 다시 말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할 때, 부착 개시단측의 지

지 점착 시트(sheet)의 점착면에 적하한 액상물에 의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가 지지 점착 테이프에 접촉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균일한 압압력으로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밀접하게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

착하여 갈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에서 보호 테이프와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일체로 하여 확실하게 박리

할 수 있다.

한편, 적하수단은, 부착부재의 진행방향의 전방에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부착부재와 일체로 되고, 유지수단과 상대적

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의하면, 보호 테이프를 박리하는 일련의 공정내에서, 부착 개시단측의 지

지 점착 시트의 점착면에 액상물을 용이하게 적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적하수단으로서는, 예컨대, 노즐(nozzle)이 이용되고, 부착부재로서는, 예컨대, 에지(edge)부재나, 롤러가 이용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채용한다.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

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이하의 요소를 포함한다.

상기 링형상 프레임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보호 테이프 부착면을 하향으로 하여 유지하는 유지수단과,

상기 유지수단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향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공급하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과,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 유지한 유지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는 부착부재를 상대적으

로 수평이동함으로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테

이프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에 부착하는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점착 점착 테이프류의 점착면에 액상물을 적하하는 적하수단과,

박리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일체로 된 보호 테이프를 회수하는 테이프 회수수단.

이 구성의 경우, 적하수단은, 순수를 미스트 형상으로 하여 불어내는 노즐인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재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몇개의 형태가 도시되어 있지만, 발명이 도시된 대로의 구성 및 방

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를 구비한 반도체 웨이퍼 마운트 장치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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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웨이퍼 마운트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파단 사시도이다.

이 반도체 웨이퍼 마운트 장치(1)는, 백 그라인드(back grind) 처리를 실시한 웨이퍼(W)를 다단으로 수납하는 카세트

(cassette, C)가 장전되는 웨이퍼 공급부(2)와, 로봇 아암(robert arm, 4)과, 압압기구(5)를 구비한 웨이퍼 반송기구(3)와,

웨이퍼(W)의 위치 맞춤을 하는 얼라이먼트 스테이지(alignment stage, 7)와,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에 재치된 웨이퍼

(W)를 향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자외선 조사 유닛(unit, 14)과, 웨이퍼(W)를 흡착 유지하는 척 테이블(chuck table, 15)

과, 링형상 프레임(이하, 간단히「링 프레임(f)」이라고 함)이 다단(多段)으로 수납된 링 프레임 공급부(16)와, 링 프레임

(f)를 다이싱(dicing)용 테이프(DT)에 이동 배치하는 링 프레임 반송기구(17)와,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링 프레임(f)의

이면에서 부착하는 테이프 처리부(18)과,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된 링 프레임(f)를 승강 이동시키는 링 프레임 승강

기구(26)와, 다이싱용 테이프(DT)가 부착된 링 프레임(f)에 웨이퍼(W)를 접합시켜서 일체화한 마운트 프레임(MF)을 제작

하는 마운트 프레임 제작부(27)와, 제작된 마운트 프레임(MF)을 반송하는 제1 마운트 프레임 반송 기구(29)와, 웨이퍼(W)

의 표면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PT)를 박리하는 박리기구(30)와, 박리기구(30)에서 보호 테이프(PT)가 박리된 마운트 프

레임(MF) 을 반송하는 제2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35)와, 마운트 프레임(MF)의 방향전환 및 반송을 행하는 턴테이블

(turn table, 36)과, 마운트 프레임(MF)을 다단으로 수납하는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37)로 구성되어 있다.

웨이퍼 공급부(2)는, 카세트 대를 구비하고, 이 카세트 대에 보호 테이프(PT)가 패턴면(이하, 적절히 「표면」이라고 함)

에 부착된 웨이퍼(W)를 다단으로 수납한 카세트(C)가 재치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웨이퍼(W)는 패턴면을 상향으로 한 수

평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웨이퍼 반송기구(3)는, 도시하지 않은 구동기구에 의해 선회 및 승강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후술하는 로봇 아암

(4)의 웨이퍼 유지부나, 압압기구(5)에 구비된 압압 플레이트(6)의 위치조정을 행함과 함께, 웨이퍼(W)를 카세트(C)로부

터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에 반송하도록 되어 있다.

웨이퍼 반송기구(3)의 로봇 아암(4)은, 그 선단에 도시하지 않은 말굽형을 한 웨이퍼 유지부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로봇

아암(4)은, 카세트(C)에 다단으로 수납된 웨이퍼(W) 끼리의 틈을 웨이퍼 유지부가 진퇴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웨이퍼 유지부에는 흡착공이 설치되어 있고, 웨이퍼(W)를 이면에서 진공 흡착하여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웨이퍼 반송기구(3)의 압압기구(5)는, 그 선단에 웨이퍼(W)와 거의 같은 형상을 한 원형의 압압 플레이트(6)를 구비하고

있어, 이 압압 플레이트(6)가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에 재치된 웨이퍼(W)의 윗쪽으로 이동하도록, 아암 부분이 진퇴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압압 플레이트(6)의 형상은, 원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웨이퍼(W)에 발생하고 있는 휨을

교정할 수 있는 형상이면 좋다. 예컨대, 웨이퍼(W)의 휨 부분에 봉(棒)형상물 등의 선단을 압압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압압기구(5)는, 후술하는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에 구비된 유지 테이블에 웨이퍼(W)가 재치되었을 때에, 흡착 불량

이 발생한 경우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웨이퍼(W)에 휨이 발생하여 웨이퍼(W)를 흡착 유지할 수 없을 때,

압압 플레이트(6)가 웨이퍼(W)의 표면을 압압하고, 휨을 교정하여 평면상태로 한다. 이 상태에서 유지 테이블(8)이 웨이퍼

(W)를 이면에서 진공 흡착하도록 되어 있다.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는, 재치된 웨이퍼(W)를 오리엔테이션 플랫(orientation flat) 등에 근거하여 위치 맞춤을 행함과

함께, 웨이퍼(W)의 이면 전체를 덮어서 진공 흡착하는 도시하지 않은 유지 테이블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는, 웨이퍼(W)를 진공 흡착하였을 때의 압력값을 검출한다. 검출의 결과는, 정상동작시(웨이

퍼(W)가 유지 테이블에 정상으로 흡착되었을 때)의 압력값에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값을 비교한다. 압력값이 기준값

보다 높은(즉, 흡기관내의 압력이 충분히 저하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웨이퍼(W)에 휨이 있어서 유지 테이블에 흡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압압 플레이트(6)를 작동시켜서 웨이퍼(W)를 압압하고, 휨을 교정함으로써, 웨이퍼

(W)가 유지 테이블에 흡착되도록 되어 있다.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는, 웨이퍼(W)를 재치하여 위치 맞춤을 행하는 초기위치와, 후술하는 테이프 처리부(18)의 윗쪽에

다단으로 배치된 척 테이블(15)과 링 프레임 승강기구(26)의 중간위치에 걸쳐 웨이퍼(W)를 흡착 유지한 상태로 반송 이동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는, 웨이퍼(W)의 휨을 교정하여 평면상태로 유지한 채 다음 공정

까지 반송한다. 자외선 조사 유닛(14)은, 초기위치에 있는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의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외선 조사

유닛(14)은, 웨이퍼(W)의 표면에 부착된 자외선 경화형 점착 테이프인 보호 테이프(PT)를 향하여 자외선을 조사한다. 즉,

자외선의 조사에 의해 보호 테이프(PT)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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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테이블(15)은, 웨이퍼(W)의 표면을 덮어서 진공 흡착할 수 있도록 웨이퍼(W)와 거의 동일 형상인 원형을 하고 있다. 또

한, 척 테이블(15)은, 도시하지 않은 구동기구에 의해, 테이프 처리부(18)의 윗쪽의 대기위치부터 웨이퍼(W)를 링 레임(f)

에 접합하는 위치에 걸쳐 승강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척 테이블(15)은, 유지 테이블에 의해 휨을 교정하여 평면상태로 유지된 웨이퍼(W)와 접촉하고, 흡착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척 테이블(15)은, 후술하는 다이싱용 테이프(DT)가 이면에서 부착된 링 프레임(f)을 흡착 유지하는 링 프레임 승강

기구(26)의 개구부에 수용되고, 웨이퍼(W)가 링 프레임(f)의 중앙의 다이싱용 테이프(DT)에 근접하는 위치까지 강하하도

록 되어 있다.

이 때, 척 테이블(15)과 링 프레임 승강기구(26)는, 도시하지 않은 유지기구에 의해 유지되어 있다.

링 프레임 공급부(16)는 저부에 활차(滑車)가 설치된 웨건(wagon) 형상의 것으로서, 장치 본체(1)안에 장전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상부가 개구되어 내부에 다단으로 수납되어 있는 링 프레임(f)을 슬라이드 상승시켜서 송출되도록 되어 있

다.

링 프레임 반송기구(17)는, 링 프레임 공급부(16)에 수납되어 있는 링 프레임(f)을 위쪽으로부터 1장씩 순서대로 진공 흡

착하고, 도시하지 않은 얼라이먼트 스테이지와,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하는 위치에 링 프레임(f)을 순서대로 반송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링 프레임 반송기구(17)는,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 위치에서

링 프레임(f)을 유지하는 유지기구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테이프 처리부(18)는, 다이싱용 테이프(DT)를 공급하는 테이프 공급부(19), 다이싱용 테이프(DT)에 텐션(tension)을 거

는 좌우 1조의 인장기구(20),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링 프레임(f)에 부착하는 부착 유닛(21), 링 프레임(f)에 부착된 다이

싱용 테이프(DT)를 재단하는 커터(cutter) 기구(24), 커터 기구(24)에 의해 재단된 후의 불필요한 테이프를 링 프레임(f)

로부터 박리하는 박리 유닛(23), 및 재단후의 불필요한 잔존 테이프를 회수하는 테이프 회수부(25)를 구비하고 있다.

인장기구(20)는, 다이싱용 테이프(DT)를 폭방향의 양단에서 끼워넣어서, 테이프 폭방향으로 텐션을 걸도록 되어 있다. 즉,

유연한 다이싱용 테이프(DT)를 이용하면, 테이프 공급방향으로 가해지는 텐션에 의해, 그 공급방향을 따라 다이싱용 테이

프(DT)의 표면에 세로 주름(wrinkle)이 발생하여 버린다. 이 세로 주름을 회피하여 링 프레임(f)에 다이싱용 테이프(DT)

를 균일하게 부착하기 위하여, 테이프 폭방향측으로부터 텐션을 결리게 하고 있다.

부착 유닛(21)은,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윗쪽에 유지된 링 프레임(f)의 경사진 아래쪽(도 2 에서는 좌측에서 아래로 경사

짐)의 대기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 부착 유닛(21)에 설치된 부착 롤러(22)는,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 위치에 링 프

레임 반송기구(17)로부터 링 프레임(f)이 반송되어서 유지됨과 함께, 테이프 공급부(19)로부터의 다이싱용 테이프(DT)의

공급이 개시됨과 동시에, 테이프 공급 방향의 오른쪽의 부착 개시위치로 이동한다.

부착 개시위치에 도달한 부착 롤러(22)는, 상승하여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링 프레임(f)에 압압하여 부착하고, 부착 개시

위치부터 대기위치 방향으로 전동하여 다이싱용 테이프(DT)를 압압하면서 링 프레임(f)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박리 유닛(23)은, 후술하는 커터 기구(24)에 의해 재단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불필요한 부분을 링 프레임(f)으로부터

박리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링 프레임(f)에의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 및 재단이 종료하면, 인장기구(20)에

의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유지가 개방된다. 이어서, 박리 유닛(23)이, 링 프레임(f) 위를 테이프 공급부(19)측을 향하

여 이동하고, 재단후의 불필요한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박리한다.

커터 기구(24)는, 링 프레임(f)이 재치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이싱용 테이프(DT)가 부착

유닛(21)에 의해 링 프레임(f)에 부착되면, 인장기구(20)에 의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유지가 개방되어, 이 커터 기구

(24)가 상승한다. 상승한 커터 기구(24)는, 링 프레임(f)을 따라 다이싱용 테이프(DT)를 재단한다.

링 프레임 승강기구(26)는, 링 프레임(f)에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하는 위치의 윗쪽의 대기위치에 있다. 이 링 프레

임 승강기구(26)는, 링 프레임(f)에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 처리가 종료하면 강하하고, 링 프레임(f)을 흡착 유지한

다. 이 때, 링 프레임(f)을 유지하고 있었던 링 프레임 반송기구(18)는, 링 프레임 공급부(16)의 윗쪽의 초기위치로 복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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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링 프레임 승강기구(26)는 링 프레임(f)을 흡착 유지하면, 웨이퍼(W)와의 상호 부착위치로 상승한다. 이 때, 웨이퍼

(W)를 흡착 유지한 척 테이블(15)도 웨이퍼(W)의 상호 부착위치까지 강하한다.

마운트 프레임 제작부(27)는, 부착 롤러(28)를 구비하고 있다. 부착 롤러(28)는, 링 프레임(f)의 이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

이싱용 테이프(DT)의 비접착면을 압압하면서 전동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착 롤러(28)에는, 예컨대 고무나 수지제 등의

유연한 것이 사용된다.

제1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29)는, 링 프레임(f)과 웨이퍼(W)가 일체 형성된 마운트 프레임(MF)을 진공 흡착하여 박리기

구(30)의 도시하지 않은 박리 테이블로 이동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리기구(3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웨이퍼(W)를 재치하여 이동시키는 박리 테이블(38), 박리 테이프(Ts)를 공급하

는 테이프 공급부(31), 박리 테이프(Ts)의 부착및 박리를 행하는 박리유닛(32), 박리 테이프(Ts)를 부착하는 부착 개시단

측의 다이싱 테이프(DT)의 점착면에 순수를 적하하는 적하기구(39), 및 박리된 박리 테이프(Ts)와 보호 테이프(PT)를 회

수하는 테이프 회수부(34)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박리기구(30) 중 박리 테이블(38)을 제외하는 구성은, 장치 본체(1)의

도시하지 않은 전면에 장치되어 있다. 한편, 박리 테이블(38)은, 본 발명의 유지수단에, 테이프 공급부(31)는 박리용 테이

프 공급수단에, 박리유닛(32)은 박리수단에, 적하기구(39)는 적하수단에, 박리 테이프(Ts)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에 각

각 상당한다.

박리 테이블(38)은, 다공질로 구성되어 있고, 마운트 프레임(MF)을 이면측에서 진공 흡착한다. 또한, 박리 테이블(38)은,

전후 한쌍의 레일을 따라 좌우로 슬라이드 이동가능하도록 지지된 가동대(可動台)를 장치 본체의 레일에 파지되고, 도시하

지 않은 모터 등의 구동부를 통하여 연동 연결되어 있다.

테이프 공급부(31)는, 원반 롤러로부터 도출한 박리 테이프(Ts)를 박리 테이블의 윗쪽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박리유닛(32)은, 도 4 및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단이 첨예한 테이프 박리용의 에지부재(33)를 구비하고 있다. 이

에지부재(33)는 웨이퍼 직경보다 폭이 넓은 판재로 구성되어 있고, 박리유닛(32)에 요동가능하게 회전축(40)에 축지지된

에지 유닛(41)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박리 테이프 반송용 롤러(R)도 부착되어 있다.

에지 유닛(41)은, 그 측부에 에어 실린더(air cylinder, 46)의 연결 로드(rod, 47)가 핀스톤 로드(piston rod, 46a)를 통하

여 연결되어 있고, 피스톤 로드(46a)의 출퇴(出退)동작에 따라, 에지 유닛(41)이 에지부재(33)의 진행방향의 전후로 요동

되고, 이에 의해, 에지부재(33)의 에지의 선단부가 상하 이동, 즉 높이 변경이 가능하게 됨과 함께, 각도도 변경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에어 실린더(46)의 대향측에는, 펄스 모터(pulse motor, PM)의 회전 구동이 전달되어, 펄스 모터(PM)의 정·역회전

에 따라 조절축(44)이 출퇴작동하는 2개의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43)가 에지 유닛(41)의 좌우에 부착되어 있다.

즉, 2개의 마이크로미터(43)에는, 기어(G)와 동축(同軸)에 설치된 활차(K) 끼리에 걸쳐져 있는 벨트(V)에 의해, 서로가 1

개의 펄스 모터(PM)로부터 같은 회전율의 회전 구동이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한쪽의 기어(G)에는 펄스 모터

(PM)의 회전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이 회전이 마이크로미터(43)에 전달된다. 다른쪽의 기어(G)에는 벨트(V)에 의해 간

접적으로 회전이 전달되어, 이 전달된 회전이 마이크로미터(43)에 전달된다. 그리고, 좌우의 마이크로미터(43)의 조절축

(44)이 같은 스케일(scale)로 나와 출퇴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이크로미터(43)의 조절축(44)의 선단은, 에지 유닛(41)의 프레임의 측부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에지가 소정

의 각도로 되도록 피스톤 로드(46a)에 의해 경사각이 부여된 에지 유닛(41)은, 부여진 경사각 이상으로 기울어서 에지의

위치가 높이 방향으로 상하 이동, 특히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에지 유닛(41)의 프레임에 접촉하여, 스톱퍼

(stopper)로서 기능하고 있다.

적하 기구(39)는, 에지부재(33)의 전방에서 그 앞쪽에 소정 간격을 두고 「L」자 형상의 피스톤 노즐(48)의 선단이 아래쪽

을 향하여 위치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피스톤 노즐(48)은, 피스톤 로드(49)를 압압함으로써, 내부에 저장된 순수(WA)

를 소정량씩 적하한다. 피스톤 로드(49)의 대향측에는, 펄스 모터(PM)의 회전 구동이 전달되고, 펄스 모터(PM)의 정·역회

전에 따라 조절축(50)이 출퇴동작하는 마이크로미터(51)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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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미터(51)에는, 기어(G)를 통하여 펄스 모터(PM)로부터 같은 회전율의 회전 구동이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기어(G)에 펄스 모터(PM)의 회전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이 회전이 마이크로미터(51)에 전달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미터(51)의 조절축(50)이 소정의 스케일로 출퇴동작함으로써 피스톤 로드(49)를 압압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정량

의 순수(WA)가, 에지부재(33)의 앞쪽, 즉, 박리 테이프(Ts)의 부착 개시단측의 다이싱 테이프(DT)의 점착면에 적하되도

록 되어 있다.

도 2로 돌아가서, 제2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35)는 박리기구(30)로부터 꺼내진 마운트 프레임(MF)을 진공 흡착하여 턴

테이블(36)로 이동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턴테이블(36)은, 마운트 프레임(MF)의 위치 맞춤 및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37)에의 수납을 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제2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35)에 의해 턴테이블(36) 위에 마운트 프레임(MF)이 재치되면, 웨이퍼(W)의 오리엔테이션

플랫이나, 링 프레임(f)의 위치 결정 형상 등에 근거하여 위치 맞춤을 행한다. 마운트 프레임(MF)의 위치 맞춤이 종료하면,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37)에의 마운트 프레임(MF)의 수납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턴테이블(36)은 선회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턴테이블(36)은, 수납 방향이 정해지면 마운트 프레임(MF)을 도시하지 않은 푸셔(pusher)에 의해 밀어내서 마

운트 프레임 회수부(37)에 마운트 프레임(MF)을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37)는, 도시하지 않은 승강가능한 재치 테이블에 재치되어 있다. 즉, 재치 테이블이 승강 이동함으

로써, 푸셔에 의해 밀어내진 마운트 프레임(MF)을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37)의 임의의 단에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상술한 실시예 장치에 대하여 일련의 동작을 도 2에서 도 8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로봇 아암(4)의 웨이퍼 유지부가 카세트(C)의 틈에 삽입된다. 웨이퍼(W) 는 아래쪽으로부터 흡착 유지되어 1장씩 꺼내진

다. 꺼내진 웨이퍼(W)는,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에 반송된다.

로봇 아암(4)에 의해 웨이퍼(W)가 유지 테이블(8)에 재치되어, 이면으로부터 흡착 유지된다. 이 때, 도시하지 않은 압력계

에 의해 웨이퍼(W)의 흡착 레벨(level)이 검출되고, 정상 동작시의 압력값에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값을 비교한다.

흡착 이상이 검지된 경우는, 압압 플레이트(6)에 의해 웨이퍼(W)가 표면으로부터 압압되고, 휨이 교정된 평면상태에서 웨

이퍼(W)가 흡착 유지된다. 또한, 웨이퍼(W)는, 오리엔테이션 플랫이나 노치(notch)에 근거하여 위치 맞춤이 행하여진다.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 위에서 위치 맞춤이 종료하면, 자외선 조사 유닛(14)에 의해 웨이퍼(W)의 표면에 자외선이 조사

된다.

웨이퍼(W)는, 자외선의 조사 처리가 설비되면, 유지 테이블(8)에 흡착 유지된 채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 마다 다음의 마

운트 프레임 제작부(27)에 반송된다. 즉,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는, 척 테이블(15)과 링 프레임 승강기구(26)의 중간위치

로 이동한다.

얼라이먼트 스테이지(7)가 소정의 위치에서 대기하면, 윗쪽에 위치하는 척 테이블(15)이 강하하고, 척 테이블(15)의 저면

이 웨이퍼(W)에 접촉하여 진공 흡착을 개시한다. 척 테이블(15)의 진공 흡착이 시작하면, 유지 테이블(8)측의 흡착 유지가

개방되어, 웨이퍼(W)는 척 테이블(15)에 휨을 교정하여 평면 유지한 상태인채로 받아진다. 웨이퍼(W)를 주고 받은 얼라이

먼트 스테이지(7)는, 초기위치로 복귀된다.

다음에, 링 프레임 공급부(16)에 다단으로 수납된 링 프레임(f)이, 링 프레임 반송기구(17)에 의해 윗쪽에서 1장씩 진공 흡

착되어 꺼내진다. 꺼내진 링 프레임(f)은, 도시하지 않은 얼라이먼트 스테이지에서 위치 맞춤이 행하여진 뒤, 다이싱용 테

이프(DT)의 윗쪽의 다이싱용 테이프(DT) 부착위치로 반송된다.

링 프레임(f)이 링 프레임 반송기구(17)에 의해 유지되어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부착위치에 있으면, 테이프 공급부(19)

로부터 다이싱용 테이프(DT)의 공급이 개시된다. 동시에 부착롤러(22)가 부착 개시위치로 이동한다.

부착 개시위치에 부착롤러(22)가 도달하면, 다이싱용 테이프(DT)의 폭방향의 양단을 인장기구(20)가 유지하여, 테이프 폭

방향으로 텐션을 걸게 한다.

공개특허 10-2006-0051093

- 8 -



이어서, 부착롤러(22)가 상승하고,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링 프레임(f)의 단부에 압압하여 부착한다. 링 프레임(f)의 단부

에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하면, 부착롤러(22)는 대기위치인 테이프 공급부(19)측을 향하여 전동한다. 이 때, 부착롤

러(22)는, 다이싱용 테이프(DT, 비접착면)를 압압하면서 전동하고, 링 프레임(f)에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하여 간

다. 부착롤러(22)이 부착위치의 종단에 도달하면, 인장기구(20)에 의한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유지가 개방된다.

동시에 커터기구(24)가 상승하고, 링 프레임(f)을 따라 다이싱용 테이프(DT)를 재단한다. 다이싱용 테이프(DT)의 재단이

종료하면, 박리 유닛(23)이 테이프 공급부(19)측을 향하여 이동하고, 불필요한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박리한다.

다음에 테이프 공급부(19)가 작동하여 다이싱용 테이프(DT)를 풀어냄과 함께, 재단된 불필요한 부분의 테이프는, 테이프

회수부(25)로 송출된다. 이 때, 부착롤러(22)는, 다음의 링 프레임(f)에 다이싱용 테이프(DT)를 부착하도록, 부착 개시위

치로 이동한다.

다이싱용 테이프(DT)가 부착된 링 프레임(f)은 링 프레임 승강기구(26)에 의해 프레임부가 흡착 유지되어서 윗쪽으로 이

동한다. 이 때, 척 테이블(15)도 강하한다. 즉, 척 테이블(15)과 링 프레임 승강기구(26)는, 서로 웨이퍼(W)를 접합시키는

위치까지 이동한다.

각 기구(15, 26)가 소정위치에 도달하면, 각각이 도시하지 않은 유지기구에 의해 유지된다. 이어서, 부착롤러(28)가, 다이

싱용 테이프(DT)의 부착 개시위치로 이동하고, 링 프레임(f) 저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이싱용 테이프(DT)의 비접착면을 압

압하면서 전동하고, 다이싱용 테이프(DT)를 웨이퍼(W)에 부착하여 간다. 그 결과, 링 프레임(f)과 웨이퍼(W)가 일체화된

마운트 프레임(MF)이 제작된다.

마운트 프레임(MF)이 제작되면, 척 테이블(15)과 링 프레임 승강기구(26)는, 윗쪽으로 이동한다. 이 때, 도시하지 않은 유

지 테이블이 마운트 프레임(MF)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마운트 프레임(MF)이 이 유지 테이블에 재치된다. 재치된 마운

트 프레임(MF)은, 제1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29)에 의해 흡착 유지되어, 박리 테이블(38)로 이동 배치된다.

마운트 프레임(MF)이 재치된 박리 테이블(38)은 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박리유닛(32)의 아래쪽으로 향하여 이동한

다. 마운트 프레임(MF)이 박리 유닛 아래쪽의 소정의 위치에 도달하면, 일단 정지하여 적하기구(39)가 작동하고, 박리 테

이프(Ts)의 부착 개시단측의 다이싱 테이프(DT)의 점착면에,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다이싱 테이프(DT)의 폭보다 거

의 넓은 폭으로 되도록, 피스톤 노즐(48)로부터 순수(WA)가 적하된다.

그 후, 에지부재(33)가 테이프 공급부(31)로부터 공급되는 박리 테이프(Ts)를 감아 건 상태로 소정높이까지 강하한다. 이

때, 에지부재(33)가 강하한 부착 개시단측의 위치에는, 순수(WA)가 적하되어 있으므로, 박리 테이프(Ts)와 다이싱 테이프

(DT)가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리 테이블(38)은 에지부재(33)가 강하한 상태로 다시 이동 시작한다. 이 이동에 수반

하여, 에지부재(33)가 웨이퍼(W)의 표면의 보호 테이프(PT)에 박리 테이프(Ts)를 압압하면서 부착하여 간다. 에지부재

(33)는 박리 테이프(Ts)의 부착과 동시에, 부착된 박리 테이프(Ts)를 박리하면서 보호 테이프(PT)를 함께 웨이퍼(W)의 표

면에서 박리하여 간다.

유지 테이블(38)이,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보호 테이프의 박리 종단위치에 도달하면, 에지부재(33)가 상승함과 함께,

박리유닛(32)은 초기위치로 복귀한다.

보호 테이프(PT)의 박리 처리가 종료한 마운트 프레임(MF)은, 박리 테이블(33)에 의해 제2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35)

의 대기위치까지 이동한다.

박리기구(30)로부터 꺼내진 마운트 프레임(MF)은, 제2 마운트 프레임 반송기구(35)에 의해 턴테이블(36)로 이동 배치된

다. 이동 배치된 마운트 프레임(MF)은, 오리엔테이션 플랫이나 노치에 의해 위치 맞춤이 행하여짐과 함께, 수납 방향의 조

절이 행하여진다. 위치 맞춤 및 수납 방향이 정해지면, 마운트 프레임(MF)은, 푸셔에 의해 압축되어 마운트 프레임 회수부

(37)에 수납된다.

이상으로, 본 실시예의 반도체 웨이퍼 마운트 장치(1)의 일련의 동작이 종료한다. 한편, 상술한 장치에서는, 박리 테이블

(38)의 이동량, 정지 위치, 타이밍, 에지부재(33)의 승강 및 그 타이밍, 및, 적하기구(39)의 피스톤 노즐(48)로부터의 순수

에 적하량 등이 미리 도시하지 않은 제어부에 설정 입력되어 있고, 이들 설정 조건에 근거하여, 제어부가 각 구성부를 총괄

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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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링 프레임(f)에 의해 유지된 웨이퍼(W)의 표면에 박리 테이프(Ts)를 부착하기 전에, 부착 개시단측에 있

는 다이싱 테이프(DT)의 이면의 점착면에, 박리 테이프(Ts)보다 넓은 폭으로 되고, 더욱이, 웨이퍼(W)의 단부까지 순수

(WA)를 적하하여 둠으로써, 박리 테이프(Ts)를 부착할 때에 에지부재(33)가 부착 개시단측에서 강하하여도 그 에지부재

(33)에 감아 걸린 박리 테이프(Ts)는, 다이싱 테이프(DT)의 이면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즉, 다이싱 테이프(DT)와

박리 테이프(Ts)가 접착하는 일이 없이, 웨이퍼 단부의 부착 개시단측으로부터 박리테이프(Ts)를 일정한 압압력으로 보호

테이프(PT)의 표면에 부착하여 갈 수 있다. 그 결과, 박리 테이프(Ts)의 부착 흔적에 의해 발생하는 보호 테이프(PT)의 박

리 정밀도의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다이싱 테이프(DT)의 이면에 적하하는 액상물에 순수(WA)를 이용함으로써, 보호 테이프 박리 후의 마운트 프레임

(MF)을 반송하여 다음 공정으로 반송하는 과정에서 자연건조시켜서 증발시킬 수 있다. 또한, 다음 공정인 다이싱 공정에

까지 순수가 남아있어도, 다이싱 가공시에 순수를 이용하는 사정상, 특히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변형 실시할 수도 있다.

(1)상기 실시예에서는, 박리 테이프(Ts)의 부착에 에지부재(33)를 이용하고 있지만, 롤러를 이용하여도 좋다.

(2)또한, 피스톤 노즐(48)로부터 순수를 적하할 때, 유지 테이블(38)를 일단 정지시켰지만, 정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지

테이블(38)의 이동속도를 제어부로 조정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3)상기 실시예에서는, 액상물으로서 순수를 이용하였지만, 알콜, 오일 등 다이싱 테이프(DT)와 박리 테이프(Ts)의 접착

을 회피할 수 있는 액상물이면 좋다.

(4)상기 실시예에서는, 다이싱 테이프(DT)측에 순수를 적하하였지만, 마운트 프레임(MF)을 반전시켜서 아래쪽으로부터

보호 테이프를 박리할 경우, 박리 테이프(Ts)측에 액상물을 적하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이 경우, 도 3에 도시하는 박리

기구(30)를 상하 반전함과 함께, 피스톤 노즐(48)의 선단을 박리 테이프(Ts)의 점착면을 향하도록 구성하면 좋다. 또한, 적

하하는 액체로서는, 박리 테이프(Ts)의 점착면에 정착면에 정지상태를 유지가능한 점도를 갖는 것이나, 미립자 형상의 것

중, 예컨대, 순수나 알콜을 미스트 형상으로 한 것을 들 수 있다.

(5)상기 실시예에서는, 박리 테이프(Ts)의 부착시에 유지 테이블(38)을 이동시켰지만, 유지 테이블(38)을 고정한 상태에

서 에지부재(33) 및 적하기구(39)를 이동시켜도 좋고, 에지부재 및 적하 기구(39)의 조(組)와 유지 테이블(38)을 동시에 상

대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6)상기 실시예에서는, 박리유닛(32)에 적하기구(39)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별체로 박리유닛(32)과 적하기구(39)

가 개별적으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7)상기 실시예에서는, 피스톤 노즐(48)의 선단이 바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웨이퍼(W)의 단부측을 향하도록 경사자

세로 설치되어도 좋다.

(8)상기 실시예에서는, 보호 테이프(PT)를 박리하는 데에 띠형상의 박리 테이프(Ts)를 부착하여 있었지만, 예컨대, 점착

테이프, 라벨 또는 판형상을 포함하는 점착 시트, 및 가열함으로써 점착력을 발휘하는 점착 테이프나, 라벨 또는 판형상을

포함하는 점착 시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 사상 또는 본질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른 구체적 형태로 실시할 수 있고, 따라서, 발명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상의 설명이 아니라, 부가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참조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에 의하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의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

이 적하되어 있으므로,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지지 점착 테이프가 직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균일한 압압력으로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밀접하게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여 갈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보호 테이프와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일체로 하여 확실하게 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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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에 의하면,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부착 개시단측

에 있는 지지 점착 테이프의 이면에, 적하수단에 의해 액상물이 적하된다. 그 후,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가

압압되면서 보호 테이프의 단부로부터 부착하여 간다. 다시 말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할 때, 부착 개시단측의 지

지 점착 시트(sheet)의 점착면에 적하한 액상물에 의해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가 지지 점착 테이프에 접촉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로부터 균일한 압압력으로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밀접하게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

착하여 갈 수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웨이퍼의 단부에서 보호 테이프와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일체로 하여 확실하게 박리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링(ring)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裏面)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으로서,

적어도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液狀物)을 적하(滴下)수

단으로부터 적하하는 적하 과정;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이 적하된 후에,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

용 점착 테이프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면서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테이프를 박리수단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적하하는 상기 액상물은, 순수(純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적하하는 상기 액상물은, 알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청구항 4.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

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으로서,

보호 테이프 부착면을 하향으로 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수단에 의해 유지하는 유지 과정,

상기 보호 테이프의 면에 대향하도록 점착면을 위로 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하는 공급 과정;

보호 테이프에 대향하여 공급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부착 개시단측의 점착면에 적하수단으로부터 액상물을 적하

하는 적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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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점착 테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이 적하된 후에,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에, 부착부재에 의해 박리

용 점착 테이프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면서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 테이프를 박리수단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점착면에 적하하는 상기 액상물은, 점착면에 정지상태를 유지가능한 점도를 갖는 것, 또는

미립자 형상의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방법.

청구항 6.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

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로서,

상기 링형상 프레임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載置) 유지하는 유지수단;

상기 유지수단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향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공급하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 유지한 유지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는 부착부재를 상대적으

로 수평이동함으로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호

테이프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수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는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지지 점착 테

이프의 점착면에 액상물을 적하하는 적하수단;

박리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일체로 된 보호 테이프를 회수하는 테이프 회수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하수단은, 상기 부착부재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 소정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부착부재와 일체로 되고, 유지수단과

상대적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적하수단은, 노즐(nozzl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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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재는, 에지(edge)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부재는, 롤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11.

링형상 프레임에 지지 점착 테이프를 통하여 이면으로부터 유지된 보호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보호 테이

프를 박리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로서,

상기 링형상 프레임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보호 테이프 부착면을 하향으로 하여 유지하는 유지수단;

상기 유지수단에 유지된 반도체 웨이퍼를 향하여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공급하는 박리용 점착 테이프 공급수단;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재치(載置) 유지한 유지수단과,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의 비점착면을 압압하는 부착부재를 상대

적으로 수평이동함으로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의 표면에 부착함과 함께,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보

호 테이프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일체로 하여 박리하는 박리수단;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부착하기 전에,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를 보호 테이프에 부착하는 부착 개시단측에 있는 상기

점착 점착 테이프류의 점착면에 액상물을 적하하는 적하수단;

박리한 상기 박리용 점착 테이프류와 일체로 된 보호 테이프를 회수하는 테이프 회수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적하수단은, 순수를 미스트 형상으로 하여 불어내는 노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테이프 박리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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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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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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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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