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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

(57) 요약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保持: holding)하는 척테이블(chuck table)과, 상기 척테이블상에 보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면

을 연삭하는 연삭수단,을 구비한 연삭장치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 연삭방법으로서, 연삭가공후에 척테이블로부터 반출된

연삭후의 반도체 웨이퍼를 반도체 보지 트레이에 보지시키는 트레이 보지공정을 구비하고 있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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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하는 척테이블(chuck table)과, 상기 척테이블상에 보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면을 연삭하는 연삭

수단을 구비하는 연삭장치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으로서,

상기 척테이블에 연삭해야할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연삭전 웨이퍼 거치공정과, 상기 척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반

도체 웨이퍼의 상부면을 상기 연삭수단에 의해 소정 두께로 연삭하는 웨이퍼 연삭공정과,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척테이블로부터 반출하는 웨이퍼 반출공정과, 상기 척테이블로부터 반출된 연삭후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웨이퍼 보

지 트레이에 보지시키는 트레이 보지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하는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는 무수한 기공이 표면에 형성되어 탄성에 의한 복원력과 밀착성

으로 기공이 찌부러져서 부압이 생겼을 때에 흡착력을 발생하는 탄성패드와, 상기 탄성패드를 장착함과 동시에 상기 탄성

패드에 부압 또는 가압력을 도입하는 연통공을 구비하는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트레이 보지공정은 상기 척테이블로부터 반출된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상기 탄성패드의

표면에 거치하고, 상기 연통공에 부압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탄성패드에 흡착보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삭장치는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스피너 테이블을 가진 세척수단과, 상기 웨

이퍼 보지 트레이를 수용하는 트레이용 카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트레이 보지공정은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스피너 테이블로 거치하기 전에 상기 트레이용 카세트 내에

수납되어 있는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를 반출하여 상기 스피너 테이블로 거치하는 보지 트레이 세트공정과, 상기 스피너

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상기 탄성패드상에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연삭후의 웨이퍼 거치

공정과, 상기 스피너 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상기 기판에 형성된 상기 연통공에 부압을 도입하여 상

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탄성패드로 흡착보지시키는 연삭후 웨이퍼 흡착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

이퍼 연삭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삭장치는 세척후의 반도체 웨이퍼를 수납하는 연삭후 웨이퍼 카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세척수단에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이 완료된 후에, 상기 세척수단으로부터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와 일체가

된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 내에 수납하는 연삭후 웨이퍼 수납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 더욱 상세하게는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保持 : holding)하는 척테이블(chuck table)

과, 이 척테이블상에 보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면을 연삭하는 연삭수단,을 구비한 연삭장치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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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에게는 주지된 바와 같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원판형인 반도체 웨이퍼를 개개의 펠릿(pellet)으

로 분할하여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방열성(放熱性)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의 두께

를 가능한 한 얇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도체 소자를 다수 사용하는 휴대전화, 스마트 카드(smart card), PC

등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도체 소자의 두께를 가능한 한 얇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반도

체 웨이퍼를 개개의 펠릿으로 분할하기 전에 그 뒷면을 연삭하여 소정의 두께로 가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웨이퍼

의 뒷면을 연삭하는 연삭장치는 피가공물인 반도체 웨이퍼를 척테이블(chuck table) 상에 흡인보지하고, 이 척테이블상에

표면측이 흡인유인된 반도체 웨이퍼의 뒷면(상부면)을 연삭수단에 의해 연삭한다.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는 예를 들면 100μm 이하의 두께까지 연삭되면 강성(剛性)이 저하되어 전체적으로 휘어지게 되고,

반송 및 카세트로의 수납이 곤란해 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의 뒷면을 연삭하기 전에 다이싱(dicing) 장치

에서 표면으로부터 소정 깊이의 다이싱 홈(dicing groove)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반도체 웨이퍼의 뒷면을 연삭하여 50μm

정도의 두께로 마무리 함으로써, 각 칩으로 분할하는 소위 프리 다이싱(pre-dicing)이라고 칭하는 제조 방법에서는, 연삭

후의 반도체 웨이퍼는 표면측에 부착된 보호 테이프의 작용으로 개개의 칩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반도체 웨이퍼의 형태

로서 전혀 강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삭후의 반송 및 카세트로의 수납이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연삭후의 반도체 웨이퍼의 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미리 강성이 높은 기판에 부착해 두고,

이 반도체 웨이퍼를 부착한 기판을 척테이블에 거치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연삭하면, 연삭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가 얇아져

도 기판에 강성에 의해 휘는 일없이 반송될 수 있음과 동시에, 카세트 내로의 수납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척테이블의 표면

정도(精度: accuracy)와 연삭수단의 연삭면 정도(accuracy)에 의해 반도체 웨이퍼의 마무리(완료) 정도(accuracy)가 결

정되는 연삭장치에 있어서는, 반도체 웨이퍼와 척테이블 사이에 기판을 개재시키는 것은 마무리(완료) 정도(精度)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연삭에 의한 마무리(완료) 정도(精度)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 연삭후의 반도체 웨이퍼를 원활하게 반

송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保持)하는 척테이블과, 상기 척테이블상에 보지된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면을 연삭하는 연삭수단,을 구비하는 연삭장치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으로서, 상기 척

테이블에 연삭해야할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연삭전 웨이퍼 거치공정과, 상기 척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반도체 웨

이퍼의 상부면을 상기 연삭수단에 의해 소정 두께로 연삭하는 웨이퍼 연삭공정과,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척

테이블로부터 반출하는 웨이퍼 반출공정과, 상기 척테이블로부터 반출된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웨이퍼 보지 트

레이에 보지시키는 트레이 보지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하는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는, 무수한 기공이 표면에 형성되어 탄성에 의한 복원력과 밀착성

으로 기공이 찌부러져 부압이 생겼을 때에 흡착력을 발생하는 탄성패드와, 상기 탄성패드를 장착함과 동시에 상기 탄성패

드에 부압 또는 가압력을 도입하는 연통공을 구비하는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트레이 보지공정은, 상기 척테이블

로부터 반출된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상기 탄성패드의 표면에 거치하고, 상기 연통공에 부압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탄성패드에 흡착보지시킨다.

상기 연삭장치는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스피너 테이블을 가진 세척수단과,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를

수용하는 트레이용 카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트레이 보지공정은 연삭후의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상기 스피너 테이

블로 거치하기 전에, 상기 트레이용 카세트 내에 수납되어 있는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를 반출하여 상기 스피너 테이블

로 거치하는 보지 트레이 세트공정과, 상기 스피너 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탄성패드상에 연삭후의 반

도체 웨이퍼를 거치하는 연삭후의 웨이퍼 거치공정과, 스피너 테이블에 거치된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상기 기판에 형

성된 상기 연통공에 부압을 도입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탄성패드로 흡착보지시키는 연삭후 웨이퍼 흡착공정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상기 연삭장치는 세척후의 반도체 웨이퍼를 수납하는 연삭후 웨이퍼 카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세척수단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이 완료된 후에 세척수단으로부터 상기 웨이퍼 보지 트레이와 일체가 된 반도체 웨이퍼를 연삭후 웨

이퍼용 카세트 내에 수납하는 연삭후 웨이퍼 수납공정을 구비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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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연삭장치의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실시형태에서의 연삭장치는,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장치 하우징(2)을 구비하고 있다. 장치 하우징(2)의 도 1에서

우측 상단에는 정지 지지판(靜止支持板: static support plate)(4)이 입설(立設)되어 있다. 이 정지 지지판(4)의 안쪽 면에

는 상하 방향으로 뻗은 2 쌍의 안내 레일(6,6) 및 (8,8)이 설치되어 있다. 한 쪽의 안내 레일(6,6)에는 거친 연삭수단으로서

의 거친 연삭유니트(10)가 상하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장치되어 있으며, 다른 쪽의 안내 레일(8,8)에는 마무리 연삭수단

으로서의 마무리 연삭유니트(12)가 상하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장착되어 있다.

거친 연삭유니트(10)는, 유니트 하우징(101)과, 이 유니트 하우징(101)의 하단에 회전가능하게 장치된 연삭휠(grinding

wheel)(102)과, 이 유니트 하우징(101)의 상단에 장착되어 연삭휠(102)을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회전구

동기구(103)와, 유니트 하우징(101)을 장착한 이동기저대(104),를 구비하고 있다. 이동기저대(104)에는 피(被)안내레일

(105, 105)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피안내레일(105,105)을 상기 정지 지지판(4)에 설치된 안내 레일(6,6)에 이동가능하게

끼워 맞춤으로써, 거친 연삭유니트(10)가 상하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지지된다. 도시된 형태에서의 거친 연삭유니트(10)

는, 상기 이동기저대(104)를 안내레일(6,6)을 따라서 이동시켜 연삭휠(102)의 절단깊이를 조정하는 피딩(feeding) 기구

(11)를 구비하고 있다. 피딩기구(11)는, 상기 정지 지지판(4)에 안내 레일(6,6)과 평행하게 상하 방향으로 배설되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숫나사 로드(111)와, 이 숫나사 로드(111)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펄스 모터(112)와, 상기 이동기저대

(104)에 장착되어 숫나사로드(111)와 나사결합하는 암나사 블록(도시하지 않음),을 구비하고 있고, 펄스 모터(112)에 의

해 숫나사 로드(111)를 정전(正轉) 및 역전(逆轉) 구동함으로써 거친 연삭유니트(19)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상기 마무리 연삭유니트(12)도 거친 연삭유니트(10)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니트 하우징(121)과, 이 유니트 하우

징(121)의 하단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연삭휠(122)과, 이 유니트 하우징(121)의 상단에 장착되어 연삭휠(122)을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회전구동장치(123)와, 유니트하우징(121)을 장착한 이동기저대(125),를 구비하고 있다. 이동기저대

(124)에는 피안내 레일(125,125)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피안내 레일(125,125)을 상기 정지 지지판(4)에 설치된 안내레

일(8,8)에 이동가능하게 끼어맞춤으로써, 마무리 연삭유니트(12)가 상하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지지된다. 도시된 형태에

서의 마무리 연삭유니트(12)는, 상기 이동기저대(124)를 안내 레일(8,8)을 따라서 이동시켜 연삭휠(122)의 절단깊이를 조

정하는 피딩(feeding) 기구(13)를 구비하고 있다. 이 피딩기구(13)는 상기 피딩기구(11)와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이다. 즉,

피딩기구(13)는, 상기 정지 지지판(4)에 안내 레일(8,8)과 평행하게 상하방향으로 배설되어 회전가능하게 지지된 숫나사

로드(131)과, 이 숫나사 로드(131)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펄스 모터(132)와, 상기 이동기저대(124)에 장착되어 숫나사 로

드(131)와 나사결합하는 암나사 블록(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하고 있으며, 펄스 모터(132)에 의해 숫나사 로드(131)를 정

전(正轉) 및 역전(逆轉) 구동함으로써 마무리 연삭유니트(12)를 상하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도시된 실시형태에서의 연삭장치는, 상기 정지 지지판(4)의 앞쪽에서 장치 하우징(2)의 상부면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배

설된 턴테이블(turn table)(15)을 구비하고 있다. 이 턴테이블(15)은 비교적 큰 반경을 가진 원반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구동장치(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화살표(15a)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회전된다. 턴테이블(15)에는, 도시된 실시형태의

경우 각각 120도의 위상각도를 가지고 3개의 척테이블(chuck table)이 수평면 내에서 회전가능하게 배설되어 있다. 이 척

테니블(20)은, 상부가 개방된 원형의 오목부(凹)를 구비한 원반형의 기저대(21)와, 이 기저대에 형성된 오목부에 끼어맞추

어진 다공성 세라믹(porous ceramic) 보드에 의해 형성된 흡착보지척(suction-holding chuck)(22),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회전구동장치(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척페이블(20)은 흡기수단(도시

되지 않음)에 접속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턴테이블(15)에 배설된 3개의 척테이블(20)은, 턴테이블(15)이 자연스럽

게 회전함으로써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rea)(A), 거친 연삭가공 영역(B), 마무리 연삭가공 영역(C) 및 피가공물 반입·

반출 영역(A),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간다.

도시된 연삭장치에서의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대하여 한쪽에는, 연삭가공전의 피가공물인 반도체 웨이퍼를 저장

하는(수납하는) 연삭전 웨이퍼용 카세트(31)와, 이 연삭전 웨이퍼용 카세트(31)와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과의 사이

에 설치된 피가공물 거치부(32),가 배설되어있다. 연삭전 웨이퍼용 카세트(31)에는, 하부면에 테이프(T)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W)가 수납된다. 한편, 연삭장치에서의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대하여 다른 쪽에는, 연삭 가공후의 이 반도

체 웨이퍼를 세척하는 스피너 테이블(330)을 갖는 세척수단(33)이 배설되어 있다. 이 세척수단(33)의 스피너 테이블(330)

은,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 방향이 개방된 원형의 오목부(凹)를 구비한 원반형의 기저대(331)와, 이 기저대(331)에

형성된 오목부에 끼어맞추어진 다공질 세라믹(porous ceramic) 보드에 의해 형성된 흡착보지척(suction-holding chuck)

(3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기수단(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연삭장치에서의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

(A)에 대하여 또 다른 쪽에는, 세척수단(33)에 의해 세척된 연삭가공후의 피가공물인 반도체 웨이퍼(W)를 저장하는(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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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34)와, 연삭가공후의 반도체 웨이퍼(W)를 보지하기 위한 후술하는 웨이퍼 보지 트레이

(wafer holding tray)(40)를 수용하는 트레이용 카세트(35)가 배설되어 있다. 또한 도시된 실시형태에서의 연삭장치는, 연

삭전 웨이퍼용 카세트(31) 내에 수납된 피가공물인 반도체 웨이퍼(W)를 피가공물 거치부(32)로 반출함과 동시에 세척수

단(33)으로 세척된 반도체 웨이퍼(W)를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34)로 반송하는 피가공물 반송수단(36)을 구비하고 있

다. 또한 이 피가공물 반송수단(36)은, 상기 트레이용 카세트(35)에 수용된 후술하는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를 상기 세척

수단(33)의 스피너 테이블(330) 상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된 실시형태에서의 연삭장치는, 상기 피가

공물 거치부(32)에 거치된 반도체 웨이퍼(W)를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위치된 척테이블(20) 상으로 반송하는 피가

공물 반입수단(37)과,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위치된 척테이블(20) 상에 거치되어 있는 연삭가공후의 반도체 웨이

퍼(W)를 세척수단으로 반송하는 피가공물 반출수단(38),을 구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삭가공후의 반도체 웨이퍼를 보지하기 위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에 대하여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

명한다.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는, 원형의 기판(41)과, 이 기판(41) 상부면에 장착되는 원형의 탄성패드(42),로 이루어져 있다. 기

판(41)은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나 합성수지 등의 경질(硬質)부재로 이루어지며, 1mm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쉽게 휘어지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기판(41)에는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관통하는 복수개의 연통공(411)이 형

성되어 있다. 또한 도시된 실시형태에서 기판(41)은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기판(41)은 피가공물의 형상에 맞춘 형상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탄성패드(42)는 예를 들면 알킬 벤젠 술폰산(alkybenzensulfonic acid) 등의 합성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탄성을 가진

부재에 의해 기판(41)의 모양에 대응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탄성패드(42)는 도 5에 확대하여 나타

낸 바와 같이 무수한 기공(421)이 적어도 표면(420)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탄성패드(42)에서 서로 이웃하는 기공(421)과

기공(421)과의 사이에는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관통하는 폭이 수십μm 정도의 관통공(422)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관통공(422)을 통하여 공기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탄성패드(42)의 두께는 피가공물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

되지만 0.5mm정도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탄성패드(42)는 예를 들면 Dars Bond Co.,Ltd.社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탄성패드(42)를 상기 기판(41)의 상부면에 적당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함으로써 기판(41)과 탄성

패드(42)가 일체화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는, 탄성패드

(42)의 상부면에 반도체 웨이퍼(W)를 거치하고, 기판(41)에 형성된 연통공(41)을 통하여 부압(負壓: negative pressure )

을 도입하면, 부압이 탄성패드(42)에 형성된 관통공(422)을 통하여 탄성패드(42)의 상부면에 거치된 반도체 웨이퍼(W)에

작용하여 이 반도체 웨이퍼(W)를 탄성 패드(42)에 흡착시킨다. 이 때 탄성패드(42)가 압축되어 표면(420)에 형성된 기공

(421)이 찌부러진다. 이 결과,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는, 기판(41)에 형성된 관통공(411)을 통한 부압의 도입이 해제되어

도 탄성패드(42)가 갖는 탄성에 의한 복원력과 밀착성에 의해 기공(421)에 부압이 생기고, 이 부압이 흡인력이 되어 반도

체 웨이퍼(W)의 흡착상태를 보지한다.

도시된 실시형태에서의 연삭장치 및 웨이퍼 보지 트레이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그 연삭가공의 작업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연삭전 웨이퍼용 카세트(31)에 수용된 연삭가공전의 피가공물인 반도체 웨이퍼(W)는 피가공물 반송수단(36)의 상하동작

및 전후진 동작에 의해 반송되어 피가공물 거치부(32)에 거치된다. 피가공물 거치부(32)에 거치된 연삭전의 반도체 웨이

퍼(W)는 6개의 핀(321)의 중심으로 향한 방사 운동(radial movement)에 의해 중심에 맞추어진다. 피가공물 거치부(32)

에 거치되어 중심이 맞추어진 반도체 웨이퍼(W)는, 피가공물 반입수단(37)의 회전(旋回: turning)동작에 의해 피가공물 반

입·반출 영역(A)에 위치된 척테이블(20)상에 거치된다(연삭전 웨이퍼 거치공정). 척테이블(20) 상에 연삭전 반도체 웨이

퍼(W)가 거치되었다면, 흡인수단(도시되지 않음)을 작동함으로써 연삭전의 반도체 웨이퍼(W)를 흡착보지척(22) 상에 흡

인보지할 수 있다. 그리고 턴테이블(15)을 회전구동기구(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화살표(15a) 방향으로 120도 회동시켜서,

연삭전 반도체 웨이퍼(W)를 거치한 척테이블(20)을 거친 연삭가공 영역(B)에 위치시킨다.

연삭전 반도체 웨이퍼(W)를 거치한 척테이블(20)은 거친 연삭가공 영역(B)에 위치되면 회동구동기구(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되며, 한편 거친 연삭유니트(10)의 연삭휠(102)이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딩(Feeding)

기구에 의해 소정량 하강함으로써, 척테이블(20) 상에 연삭전 반도체 웨이퍼에 거친 연삭가공이 실시된다(웨이퍼 거친 연

삭공정). 또한 그 사이에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위치된 그 다음 척테이블(20) 상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연삭전의

반도체 웨이퍼(W)가 거치된다. 다음으로, 턴테이블(15)을 화살표(15a)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켜서 거친 연삭가공한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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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웨이퍼(W)를 거치한 척테이블(20)을 마무리 연삭가공 영역(C)에 위치시킨다. 또한 이 때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

에서 연삭전 반도체 웨이퍼(W)가 거치된 그 다음 턴테이블(20)은 거친 연삭가공 영역(B)에 위치되며, 또 그 다음 착테이블

(20)이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위치된다.

이렇게 하여 거친 연삭가공 영역(B)에 위치된 척테이블(20) 상에 거치된, 거친 연삭가공전의 반도체 웨이퍼(W)에는 거친

연삭유니트(10)에 의해 거친 연삭가공이 실시되며, 마무리 연삭가공 영역(C)에 위치된 척테이블(20) 상에 거치된, 거친 연

삭가공처리 된 반도체 웨이퍼(W)에는 마무리 연삭유니트(12)에 의해 마무리 연삭가공이 실시된다(웨이퍼 마무리 연삭공

정). 상술한 거친 연삭가공 및 마무리 연삭가공에서는, 반도체 웨이퍼(W)는 척테이블(20) 상에 직접 거치되기 때문에 마무

리 정도(accuracy)의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턴테이블(15)을 화살표(15a)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켜서, 마

무리 연삭가공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거치한 척테이블(20)을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 위치시킨다. 또한 거

친 연삭가공 영역(B)에서 거친 연삭가공 된 반도체 웨이퍼(W)를 거치한 척테이블(20)은 마무리 연삭가공 영역(C)으로, 피

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에서 연삭전 반도체 웨이퍼(W)가 거치된 척테이블(20)은 거친 연삭가공 영역(B)으로 각각 이동

된다.

또한, 거친 연삭가공 영역(B) 및 마무리 연삭가공 영역(C)을 경유하여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으로 복귀한 척테이블

(20)은, 여기에서 마무리 연삭가공된 반도체 웨이퍼(W)의 흡착보지를 해제한다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으로 복귀한

척테이블(20)상에서 흡착보지가 해제 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세척수단(33)으로 반송하기 전에, 트레이용 카세트

(35) 내에 수용되어 있는 웨이퍼 보지 트레이(40)가 피가공물 반송수단(36)의 상하동작 및 전후진 동작에 따라 반송되어

세척수단(33)의 스피너 테이블(330) 상에 거치된다(보지 트레이 세트공정). 이와 같이 하여 스피너 테이블(330) 상에 웨이

퍼 보지 트레이(40)가 거치되었다면, 피가공물 반출수단(38)을 작동하여 피가공물 반입·반출 영역(A)으로 복귀한 척테이

블(20) 상에서 흡착보지가 해제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척테이블(20)로부터 반출하여(웨이퍼 반출공정), 스피너 테

이블(330) 상에 거치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탄성패드상에 거치한다(가공후 웨이퍼 거치공정). 그리고 스피너 테이

블(330)에 접속된 흡인수단(도시되지 않음)을 작동함으로써,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피너 테이블(330)상에 웨이퍼 보

지 트레이(40) 및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가 흡작보지된다(연삭후 웨이퍼 흡착보지공정). 즉, 흡인수단(도시되지 않음)

의 작용에 따른 부압이, 스피너 테이블(330)의 다공성 세라믹(porous ceramic) 보드에 의해 형성되어 흡착보지척(332)을

통하여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를 구성하는 기판(41)의 하부면에 작용함으로써, 웨이퍼 보지 트레이(40)가 스피너 테이블

(330)에 흡착보지된다. 또한 상기 부압이 기판(41)에 형성된 연통공(411)을 통하여 도입되면, 부압이 탄성패드(42)에 형

성된 관통공(422)을 통하여 탄성패드(42)의 상부면에 거치된 연삭후의 반도체 웨이퍼(W)에 작용하고, 이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가 탄성패드(42)에 흡착된다. 이렇게 하여 스피너 테이블(33) 상에 웨이퍼 보지 트레이(40) 및 연삭후 반도체 웨

이퍼(W)가 흡착보지되었다면, 세척수단(33)이 작동하여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의 세척이 진행된다(연삭후 웨이퍼 세척

공정).

상술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의 세척공정을 실행했다면 스피너 테이블(330)에 접속된 흡인수단(도시되지 않음)의 작동을

정지하고, 스피너 테이블(330) 상에 거치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흡착보지를 해제한다. 이 때, 흡인수단(도시되지 않

음)의 작동이 정지되면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기판(41)에 형성된 연통공(411)을 통한 부압의 도입이 해제되지만, 웨이

퍼 보지 트레이(4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의 흡착상태를 보지하고 있다. 즉, 상기 연삭후 웨이퍼의

흡착보지공정에서 탄성패드(42)에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흡인보지할 때에,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성패드(42)가 압축

되어 표면(420)에 형성된 기공(421)이 찌부러져서, 그 결과 탄성패드(42)가 갖는 탄성에 의한 복원력과 밀착성에 의해 기

공(421)에 생기는 부압의 흡인력으로 반도체 웨이퍼(W)의 흡착상태가 보지된다.

다음으로, 스피너 테이블(330) 상에서 흡착보지가 해제된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에 흡착보지되어 있는 연삭후 반도체 웨

이퍼(W)는, 피가공물 반송수단(36)의 상하동작 및 전후진 동작에 의해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34)로 반송되어 수납된다

(연삭후 웨이퍼 수납공정). 이 피가공물 반송수단(36)에 의한 반송에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는 웨이퍼 보지 트레이

(40)에 흡착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삭가공되어 얇아져도 또한 소위 프리 다이싱(pre-dicing)에 의해 각 칩으로 분할되

어도,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강성(rigidity)으로 지지되어 있어 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반송될 수 있으며, 동

시에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34)에 용이하게 수납될 수 있다. 그리고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34)에 수납된 연삭 반도체

웨이퍼(W)를 다른 제조공정으로 반송할 때에도 상술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는 보지 트레이(40)에 흡착보지되어 일체

화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강성으로 지지되어 휘는 일이 없으므로 원활하게 반송할 수 있다. 또한 웨

이퍼 보지 트레이(40)에 의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의 흡착보지를 해제하는 데는,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기판(41)

을 가압수단(도시되지 않음)에 장착하고, 고압 에어를 기판(41)에 형성된 통기공(411)에 공급한다. 이 결과, 통기공(411)

으로 공급된 고압에어가 탄성패드(42)의 관통공(422)을 통하여 기공(421)으로 침입하여 흡착력을 감쇄시키기 때문에, 연

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웨이퍼 보지 트레이(40)로부터 용이하게 이탈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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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은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연삭가공후에 척테이블로부터 반출된 연삭후 반도체 웨이퍼(W)를 웨이퍼 보지 트레이에 보지시키는

트레이 보지공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는 연삭가공되어 얇아져도 또한 소위 프리 다이싱(pre-dicing)에

의해 각 칩으로 분할되어도 웨이퍼 보지 트레이(40)의 강성으로 지지되어있어서 휘는 일이 없으므로, 원활하게 반송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연삭후 웨이퍼용 카세트에 용이하게 수납할 수 있다. 또한 연삭시에는 척테이블과 반도체 웨이퍼와의 사이

에 웨이퍼 보지 트레이는 개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정도(accuracy)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며 양호한 연삭 정도

(accuracy)를 확보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연삭장치의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나타낸 표면연삭장치에 장착된 세척장치를 구성하는 스피너 테이블(spinner table)의 요부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연삭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된 웨이퍼 보지(保持: holding) 트레이(tray)의

사시도.

도 4는 도 3에 나타낸 웨이퍼 보지 트레이의 구성부재를 분해하여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5는 도 3에 나타낸 웨이퍼 보지 트레이를 구성하는 탄성 패드의 확대단면도.

도 6은 도 3에 나타낸 웨이퍼 보지 트레이를 스피너 테이블 상에 거치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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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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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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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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