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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버스트 초고속 레이저 펄스에 의한 필라멘테이션을 사용하는 투명 재료 내의 비-절제식, 광음
향 압축 가공을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세로 빔 축을 따라 분포식 방법으로 입사 레이저 광 빔의 초점을 맞추는 광학 구성을 사용하는 레이저 필라멘테
이션에 의해 재료들 내의 오리피스의 처리를 위한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분포식 초점화 방법
은 거리들을 넘어 필라멘트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레이저 및 초점화 파라미터들은 단일/이중 단부 정지 오
리피스, 또는 관통 오리피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라멘트 전파 및 종료 지점들을 결정하도록 조정된다. 적층 또
는 중첩 구성으로부터 선택된 투명 기판들은 인접한 기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안에/그것을 통하여 형성된 오
리피스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분포식 초점화 방법들은 붕규산 유리 및 유사한 잘 부러지는 재료들과 반도체
들에서 10 밀리미터를 훨씬 넘는 길이들을 갖는 필라멘트들의 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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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원으로부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를 통해 그리고 투명 표적 재료로, 레이저 펄스들 중 적어
도 하나의 버스트를 구비하는 레이저를 적용하는 단계 - 상기 레이저는 5㎛ 보다 작은 파장에서 작용하고, 1㎐
에서 2㎒ 사이 레이저 버스트 펄스 반복률은 상기 레이저 펄스의 버스트 당 2 에서 50 의 범위에서 다수의 서브
펄스를 구비하고, 상기 레이저 서브펄스들은 100㎑ 내지 90㎒의 범위에서 버스트 주파수를 가지고, 상기 레이저
펄스들은 10 나노초 이하의 펄스 폭을 갖고, 그리고 5 - 500μJ의 버스트 펄스 에너지를 구비함- ;
주 초점 웨이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생성하는 분포식 초점 구성에서 상기 레이저 펄스들
을 초점화하도록 상기 레이저원에 대하여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의 상대 거리 또는 각의 조정
후에 상기 레이저 펄스들을 상기 투명 표적 재료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투명 표적 재료 내에 필라멘트를 생성되도록 추가 에너지 투입에 의해 투명 표적 재료에 이차 초점 웨이스
트에 의한 투명 표적 재료에 전파되는 커 효과 자기 초점화를 개시하는 상기 투명 표적 재료에 전달되는 상기
레이저 펄스 에너지에 의해 광음향 압축 가공이 생성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투명 표적 재료에 총 에너지 입력은 상기 투명 표적 재료의 절제 또는 증발 기반 가공을 개시하는데 요구
되는 레벨보다 낮은,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표적 재료로부터의 어떠한 재료도 상기 광음향 압축에 의해 상기 투명 표적 재료로부터 제거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는 비구면(aspheric) 플레이트들, 텔레센트릭 렌즈(telecentric
lens)들, 비-텔레센트릭 렌즈들, 비구면 렌즈들, 환상으로 깎인 렌즈들, 주문 바탕 수차 비-완벽 렌즈(custom
ground aberrated non-perfect lenses), 정 및 오목 렌즈 또는 일련의 보정 플레이트들의 조합, 및 입사 빔에
대하여 기울어진 광학 소자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18
레이저 원으로부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를 통해 그리고 투명 표적 재료로, 레이저 펄스들 중 적어
도 하나의 버스트를 구비하는 레이저를 적용하는 단계 - 상기 레이저 펄스 버스트는 상기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
트 당 2 에서 50 의 범위에서 다수의 서브펄스를 구비함- ;
상기 레이저원 및 상기 투명 표적 재료에 대하여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
주 초점 웨이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투명 표적 재료 내에 필라멘트를 생성되도록 추가 에너지 투입에 의해 투명 표적 재료에 이차 초점 웨이스
트에 의한 투명 표적 재료에 전파되는 커 효과 자기 초점화를 개시하는 상기 투명 표적 재료에 전달되는 상기
레이저 펄스 에너지에 의해 광음향 압축 가공이 생성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
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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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표적 재료로부터의 어떠한 재료도 상기 광음향 압축에 의해 상기 투명 표적 재료로부터 제거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는 비구면(aspheric) 플레이트들, 텔레센트릭 렌즈(telecentric
lens)들, 비-텔레센트릭 렌즈들, 비구면 렌즈들, 환상으로 깎인 렌즈들, 주문 바탕 수차 비-완벽 렌즈(custom
ground aberrated non-perfect lenses), 정 및 오목 렌즈 또는 일련의 보정 플레이트들의 조합, 및 입사 빔에
대하여 기울어진 광학 소자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표적 재료 내에 다수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
명 표적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광음향 압축 방법.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오리피스 및 주변 재료의 구조적 특징이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한계를 뛰어 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
한 깊이에서, 또는 주로 유리, 사파이어(sapphire), 실리콘과 같은 투명 재료들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웨이
퍼(wafer)들, 플레이트들, 또는 기판들의 세트 중 어느 하나에서 정지(stopped) 또는 관통 오리피스(through
orifice)들을 드릴링하기 위한 비-절제식(non-ablative)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투명 기판 내에 다수의 구멍을 드릴링하기
위한 엄청난 수요가 존재한다. 드릴링된 기판의 한 가지 적용은 공기 모니터링, 입자 모니터링, 세포학, 주화성
(chemotaxis), 생물검정(bioassay) 등을 위한 필터로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통상적으로 서로 동일
하게 남아 있고 대량으로 생산될 때 안정을 유지하는 표면적에 대한 구멍 비율을 갖는, 수백 나노미터 내지 수
십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오리피스들을 필요로 한다.

[0003]

현재, 종래 기술의 재료 가공 시스템들은 다이아몬드 드릴링, 또는 박리 기공; 복합 레이저 가열과 냉각; 및 고
속 레이저 스크라이빙(laser scribing)과 같은 레이저 노출 기술들에 의해 유리와 같은 기판들 내에 오리피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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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한다. 모든 종래 기술 시스템은 낮은 출력량(throughout times)을 가지며, 새로운 많은 신형 기판 재료
들과 함께 잘 작동되지 않으며, 다중 레벨 기판 스택(stack)들의 불투명성의 문제점을 가지며, 근접한 오리피스
간격을 획득할 수 없으며, 재료 내의 균열을 전파하거나 또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될 것과 같이 오리피스 면들과
개시 지점을 둘러싸는 표면 상에 수용 불가능한 표면 거칠기를 남긴다.
[0004]

현재의 제조에 있어서, 싱귤레이션(singulation), 오리피스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웨이퍼 또는 유리 패널의 처리
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절삭 외형가공(diamond cutting routing) 또는 드릴링에 의존한다.

[0005]

레이저 절제 가공(laser ablative machining)은 싱귤레이션, 다이싱(dicing), 스크라이빙, 클리빙(cleaving),
절삭, 및 측면 처리(facet treatment) 를 위한 활발한 개발 영역이나, 특히 투명 재료들에 있어서, 느린 처리
속도, 균열의 발생, 절재 잔해에 의한 오염, 및 중간 크기의 커프 폭(kerf width)과 같은 단점들을 갖는다. 또
한, 레이저 상호작용 동안의 열 전달이 상당한 영역의 부수적 열 손상(즉, 열 영향 구역)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레이저 절제 공정들은 매체(예를 들면, 원자외선 엑시머(excimer) 레이저들 또는 원적외선 이산화탄소 레이저)
에 의해 강력하게 흡수되는 파장을 갖는 레이저들을 선택함으로써 급격하게 향상될 수 있으나, 위의 단점들은
이러한 물리적 절제 공정에 내재하는 강력한 상호작용 때문에 제거될 수 없다.

[0006]

대안으로서, 레이저 절제는 또한 레이저 펄스의 기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투명 매체의 표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처리 매체 내부가 투명한 레이저를 위하여 특히 바람직하다. 투명 재료 상에 또는 내부에 초점이 맞춰질
때, 높은 레이저 강도는 초점 볼륨에 의해 정의되는 것과 같이 재료의 작은 부피 내로 적절한 레이저 에너지를
정확하게 증착시키도록 제어될 수 있는 동역학적 불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선형 흡수 효과를 유도한다. 단
기간의 펄스는 플라스마 반사 및 그러한 레이저 펄스들의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열 확산의 작은 컴포넌트와 다른
열 전달 효과를 통한 부수적 손상과 같은 장기간 레이저 펄스보다 일부 또 다른 장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펨
토초(femtosecond) 및 피코초 레이저 절제는 두 불투명 및 투명 재료들을 가공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10 내지 100 펨토초만큼 짧은 펄스들로의 투명 재료들의 가공은 또한 특히 알루미나 유리들, 도핑된 유
전체들 및 광학 결정체들과 같은 깨지기 쉬운 재료들에 문제가 되는 레이저 형성 오리피스들 또는 트렌치
(trench)의 부근에 거친 표면들 및 미소균열과 관련된다. 또한, 절제 잔해는 인근의 샘플과 주변 표면들을 오염
시킬 것이다.

[0007]

오리피스들을 위한 유리 및 관련 재료들의 절삭 또는 스크라이빙의 무-커프 방법은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레이
저 및 워터 제트(water jet)를 갖는 레이저 가열 및 냉각의 조합에 의존한다. 아주 근접한 가열 및 냉각의 적절
한 조건들 하에서, 재료 내로 깊이 균열들을 유도하고, 표면을 가로질러 레이저 냉각원들을 간단히 스캐닝함으
로써 유연한 곡선 경로들로 전파될 수 있는 높은 인장 응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열 응력이 유도된 스
크라이빙은 기계적 스크라이브 또는 다이아몬드 톱의 단점들 없이, 그리고 잔해를 발생시키는 레이저 절제의 어
떠한 성분 없이 재료의 깨끗한 분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계적 또는 레이저 수단이 균열 형성을 개
시하도록 하는 응력이 유도되는 균열 형성에 의존한다. 단시간 레이저 펄스들은 일반적으로 투명 재료들 내부로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국부적으로 렌즈의 초점 위치에서 비선형 흡수 과정들에 의한 벌크(bulk) 내부의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이득을 제공한다. 그러나, 투명 광학 매체 내의 초고속 레이저 펄스들(＞5 MW 피크 전력)의 전
파는 군 속도 분산(group velocity dispersion, GVD), 선형 회절, 자체 위상 변조(self phase modulation,
SPM), 자동 초점, 원자가 대역(valence band)으로부터 전도 대역으로의 다광자/터널 이온화(MPI/TI), 플라스마
초점이탈(plasma defocusing), 및 자체 가파름(self-steepening)과 같은 선형과 비선형 효과들의 조합 작용을
통한 레이저 펄스의 시간적 및 공간적 프로파일의 재형성(reshaping)에 의해 복잡해진다. 이러한 효과들은 레이
저 파라미터들, 재료 비선형 특성들, 및 재료 내로의 초점 상태에 의존하는 다양한 정도로 유발한다.

[0008]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FPD) 유리들을 위한 다른 고속 스크라이빙 기술들이 존재한다. 유리 손상 임계값을 초과
하고 재료의 광학적 파괴에 의한 보이드(void)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파수 배가(doubled) 780 ㎚, 300 fs, 100
㎕ 출력의 100-㎑ 티타늄:사파이어 처핑된(chirped)-펄스-증폭 레이저가 유리 기판의 후면 표면 내로 초점이 맞
춰졌다. 보이드들은 레이저의 높은 반복률 때문에 배면(back surface)에 도달한다. 연결된 보이드들은 내부 응
력과 손상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크라이브 라인(scribe line)을 따른 방향으로 기계적 응력 또는 역 충격에 의해
다이싱을 용이하게 하는 표면 절제를 생성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잠재적으로 300 ㎜/s의 빠른 스크라이브 속도
를 제공하나, 내부에 형성되는 보이드들이 표면에 도달함에 따라 한정된 커프 폭, 표면 손상, 측면 거칠기, 및
절제 잔해가 존재한다.

[0009]

비록 레이저 가공이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다이아몬드 절삭과 관련된 많은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었으
나, 새로운 재료 성분들은 레이저 스크라이빙될 수 없는 웨이퍼들과 패널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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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그 이후로, 현존하는 종래 기술 시스템들의 단점을 방지하는, 상단 또는 바닥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투명 재료들
내의 관통 또는 정지 오리피스를 드릴링하기 위한 빠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재료 가공 산업에 오랫동안 느꼈던
필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발명은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독특하고 새
로운 구성에서의 알려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결합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1]

뒤에 상세히 설명될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복수의 서로 다른 초점을 생성하는 분포식 초점 렌즈 어셈블리
와 함께 레이저 파라미터들의 특정 조정들을 갖는 초고속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트(burst)에 의한 필라멘테이션
(filamentation)을 사용함으로써, 투명 기판들,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반도체 재료들 혹은 유리 또
는 사파이어와 같은 재료들 내의 오리피스들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 초점 웨이스
트(principal focal waist)는 재료의 적층된 어레이의 어떠한 부재 또는 각각의 부재 내에 오리피스를 발생시키
는 재료 내에 필라멘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표적의 표면 내에 또는 표면 상에 남아 있으며, 오리피스는 원하는
웨이퍼, 플레이트 또는 기판 내의 개시 지점 및 종료 지점에서 지정된 깊이 및 폭을 갖는다. 본 발명은 주로 오
리피스들의 드릴링에 초점을 맞추나 여기에 설명되는 시스템과 방법은 표적들을 드릴링, 다이싱, 절삭 및 스크
라이빙하는 가공 공정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2]

오리피스 및 주변 재료의 구조적 특징들이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한계를 뛰어 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깊이
에서, 또는 주로 투명 재료들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웨이퍼들, 플레이트들, 또는 기판들의 세트 중 어느 하
나에서 시작하는 정지 또는 관통 오리피스들을 드릴링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이 개시된다. 더 구체적으로, 초고
속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트의 간섭을 사용하는 신규 방법에 의한 재료들의 적층된 어레이 중 어느 하나 또는 각
각의 부재 내의 다중 오리피스 형성의 장치와 방법에서, 레이저 광 및 초점화 파라미터들은 원하는 개시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지정된 깊이와 폭의 오리피스를 생성할 수 있는 재료 내부에 필라멘트를 생성하도록 조정되었다.

발명의 효과
[0013]

실리콘 웨이퍼들, 유리 또는 사파이어와 같은 투명 재료 내에 그리고 투명 재료를 통하여 나노미터 내지 마이크
로미터 단위 오리피스들을 생성하기 위한 신규의 독특한 기술이 개시된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많은 장점들
및 단독으로 또는 그것들의 조합으로, 종래 기술에 의해 예상되거나, 제공되거나, 제안되거나 또는 심지어 설명
되지 않은 재료들 내에 비-절제식으로 드릴링된 오리피스들의 신규 생산 방법을 야기하는 많은 새로운 특징들을
갖는다. 특히, 이는 종래 기술을 넘어 다음의 엄청난 발전을 제공한다: 더 매끈한 면들, 최소 미소균열 전파,
더 긴/깊은 오리피스 생성, 끝이 가늘고 길지 않은 오리피스들, 비선형 흡수, 일정한 내부 직경을 갖는 오리피
스, 최소화된 입구 왜곡 및 감소된 부수적 손상.

[0014]

본 발명의 주제는 특히 본 명세서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되며 확실하게 주장된다. 그러나, 그것들의 또 다른 장
점과 목적들과 함께, 작동 구성과 방법 모두는 동일한 참조 특징들은 동일한 소자들을 언급하는 첨부된 도면들
과 함께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양상들이 아래에
더 상세히 논의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5]

도 1은 주 초점이 투명 기판의 상단 표면에서 발생하는 종래 기술의 레이저 절제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의 다이어
그램 표현이다.
도 2는 도 1의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에 의해 형성되는 오리피스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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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주 초점이 투명 기판의 상단 표면 아래에 발생하는 종래 기술의 레이저 잘제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의 측
면도이다.
도 4는 도 3의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에 의해 형성되는 오리피스의 사시도이다.
도 5는 일차 초점이 투명 기판의 상단 표면에서 발생하는 도 1의 레이저 어레인지먼트와 같이 절제하기 쉽게 드
릴링된 오리피스의 측면도이다.
도 6은 일차 초점이 투명 기판의 상단 표면 위에 발생하는 본 발명의 레이저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레이저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에 의해 형성된 투명 기판 내의 오리피스 스크라이브의 사시도이
다.
도 8은 도 6의 레이저 어레인지먼트에 의해 드릴링된 두 오리피스의 측면도이다.
도 9는 종래 기술의 절제 레이저 드릴링 어레인지먼트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1은 분포식 초점 렌즈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2는 분포식 초점 렌즈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하는 본 발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3은 주 초점이 표적 위에 존재하는 분포식 초점 렌즈 어레인지 및 초점 웨이스트의 분포를 이용하는 본 발
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4는 주 초점이 표적 위에 존재하는 분포식 초점 렌즈 어레인지 및 초점 웨이스트의 분포를 이용하는 본 발
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5는 오리피스가 드릴링된 도 13의 본 발명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6은 주 초점이 다중 표적 아래에 존재하는 분포식 초점 렌즈 어레인지먼트 및 초점 웨이스트의 분포의 다이
어그램 표현이다.
도 17-19는 레이저 에너지 분포의 세 가지 다양한 구성을 도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뒤따르는 상세한 설명이 더 잘 이해되고 종래 기술에 대한 본 발명의 기여가 더 잘 인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더 많은 중요한 특징들이 설명될 것이다. 물론, 이후에 설명되고 첨부된 청구항들의 주제를 형성할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들도 존재한다.

[0017]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과 양상들이 아래에 설명되는 상세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다음의 설명과
도면들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정 상세 내용들이 설명된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의 간결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잘 알려지거나 또는 종래의 내용들은 설명되지
않는다.

[0018]

이러한 양상에서,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은 구성의 상세 내용 및
다음의 설명 또는 도면들에서 제시하는 부품들의 어레인지먼트들에 대한 그것의 적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실시 예들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

되는 어법과 용어는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0019]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 및 과학 용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도된다.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문맥을 통하여, 여기에 설명되는 것
과 같이,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도된다:

[0020]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절제 드릴링(ablative drilling)은 레이저 빔으로 조사함으로써(일반적으로
재료의 제거에 의한 기판의 절삭 또는 드릴링에 의해) 표적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낮은 레이저 유
동에서, 재료는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고 증발하거나 또는 승화한다. 높은 레이저 유동에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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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플라스마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절제는 펄스된 레이저로의 재료의 제거를 언급하나,
만일 레이저 강도가 충분히 높으면 지속파 레이저 빔으로 재료를 절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절제 드릴링 또는 절
삭 기술들은 잔해 영역의 생성, 재료 제거 공정 동안에 일부 지점에서의 액체/용융 상(phase)의 존재, 및 특징
부의 입구 및/또는 출구에서 분출 언덕(ejecta mound)의 생성을 특징으로 한다.
[0021]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광음향 드릴링(photoacoustic drilling)"은 절제 드릴링 또는 절삭 기술들에서 사용되
는 것보다 낮은 펄스 에너지 광 빔으로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기판의 절삭 또는 드릴링에 의해 기판으로부터
표적을 가공하는 방법을 언급한다. 광학 흡수 뒤에 열탄성 팽창을 통하여, 광대역 음향 파들이 조사된 재료 내
에 발생되어서 빔 전파 축(오리피스 축과 공통임) 주위로 압축된 재료의 경로를 형성하며 이는 매끈한 벽의 오
리피스, 최소화되거나 제거된 분출 및 재료 내의 최소화된 미소균열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0022]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광학 효율"은 초점 소자 또는 어셈블리의 확실한 초점에서의 총 입사된 플루
엔스(fluence)에 대한 주 초점 웨이스트에서의 v플루엔스의 비율을 언급한다.

[0023]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투명한"은 입사된 광학 빔에 대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투명한 재료를 의미
한다. 더 구체적으로, 투명한 기판은 여기에 설명되는 실시 예들에 따른 입사 빔에 의해 내부 필라멘트 변형 어
레이의 발생을 제공하는데 충분히 큰 흡수 깊이를 특징으로 한다. 달리 설명되지 않는 한, 재료는 입사 빔의 적
어도 일부가 선형 흡수 체제 내에 전달되는 것과 같은 흡수 스펙트럼과 두께를 갖는다.

[0024]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필라멘트 변형 구역(filament modified zone)"은 광학 빔 경로에 의해 정의
되는 압축의 영역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내의 필라멘트 영역을 언급한다.

[0025]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버스트(burst)", "버스트 방식", 또는 "버스트 펄스"는 실질적으로 레이저의
반복 기간보다 적은 상대적 시간 간격을 갖는 레이저 펄스들의 수집을 언급한다. 버스트 내의 펄스들 사이의 시
간 간격은 일정하거나 또는 가변적이며 버스트 내의 펄스들의 진폭은 예를 들면, 표적 재료 내의 최적화되거나
미리 결정된 필라멘트 변형 구역들을 생성하는 목적을 위하여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부
실시 예들에서, 펄스들의 버스트는 버스트를 만드는 펄스들의 강도 또는 에너지의 변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0026]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기하학적 초점"은 광학에 통상적인 간단한 렌즈 방정식에 따라 위치되는 빔
웨이스트로, 광이 렌즈의 곡률(curvature)을 기초로 하여 이를 따라 이동하는 정상적인 광학 경로를 언급한다.
이는 렌즈들의 위치와 서로에 대한 관련성에 의해 생성되는 광학 초점 및 실제로 대략 15 ㎜까지의 준-레일리
(quasi-Rayleigh) 길이를 제공하는 표적 재료 내의 열 왜곡에 의해 생성되는 구성 이벤트들 사이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특히 드물며 본 발명의 본질과 관련된다.

[0027]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기판"은 유리 또는 반도체를 의미하며 투명 세라믹, 중합체, 투명 전도체,
와이드 밴드갭(wide bandgap) 유리, 수정, 석영,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희토(rare earth) 제형, 디스플레이용
금속 산화물 및 코팅들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도정(polished) 또는 비도정 상태의 비정질 산화물들로 구성되
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으며, 플레이트들과 웨이퍼들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그것들의 기하학적 구
성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판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초점이
맞춰진 레이저 빔의 빔 초점의 위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층 중 적어도 하나 내에 필라멘트 어레이들을 발생
시키도록 선택된다. 다층 기판은 액정 디스플레이(LCD),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및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OLE
D)와 같은, 다층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유리를 포함할 수 있다. 기판은 또한 오토글라스(autoglass), 튜빙
(tubing), 창, 바이오칩, 광학 센서, 평면 광파 회로, 공예 유리, 실리콘, 111-Ⅴ 반도체, 미소전위 칩, 메모리
칩, 센서 칩, 전자 광학 렌즈, 평면 디스플레이, 강한 보호 재료를 필요로 하는 포켓용 컴퓨팅 장치, 발광 다이
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및 빅셀(VCSEL)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표적들 또는 표적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기판들로부터 선택된다.

[0028]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주 초점 웨이스트"는 최종 초점화 후에(표적 상의 광 입사 전에 최종 광학
소자 어셈블리를 통과한 후에) 빔의 가장 단단히 초점이 맞춰지고 가장 강력한 초점 강도를 언급한다. 이는 또
한 용어 "주 초점"과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용어 "이차 초점 웨이스트"는 주 초점 웨이스트보다 덜한 강도
를 갖는 분포식 빔 내의 나머지 초점들 중 어느 하나를 언급한다. 이는 또한 용어 "이차 초점" 또는 "이차 초점
들"과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다.

[0029]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필라멘트"는 커 효과(Kerr effect)가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매체를 통
하여 이동하는 어떠한 광 빔을 언급한다.

[0030]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레이저 필라멘테이션(laser filamentation)"은 레이저의 사용을 통하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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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필라멘트들을 생성하는 작용을 언급한다.
[0031]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희생 층(sacrificial layer)"은 표적 재료에 제거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한다.

[0032]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가공" 또는 "변형"은 오리피스들의 드릴링, 절삭, 표적 또는 기판의 표면 또
는 볼륨의 스크라이빙 또는 다이싱의 공정을 포함한다.

[0033]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초점 분포"는 그것의 어그리게이트(aggregate)가 정 렌즈(positive lens)인
렌즈 어셈블리를 통과하는 입사 광선들의 시공간적 분포를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초점 렌즈의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로부터의 함수로서 유용한 강도의 후속 집합 점이 논의된다.

[0034]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임계(critical) 에너지 레벨", "한계(threshold) 에너지 레벨" 및 "최소 에
너지 레벨"은 모두 절제 가공, 광음향 가공, 및 커 효과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표적 재료 내의 일시적
공정의 발생을 개시하기 위하여 표적 내로 또는 표적 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에너지의 최소량을 언급한다.

[0035]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수차 렌즈(aberrative lens)"는 완벽한 렌즈가 아닌 초점 렌즈를 언급하며,
x 면의 렌즈의 곡률은 렌즈를 통과하는 입사 광을 갖는 분포된 렌즈 패턴을 생성하기 위하여 y 면의 렌즈 곡률
과 동일하지 않다. 정 절제 렌즈는 초점에 모여드는 볼록 렌즈이고 부 절제 렌즈는 초점에 갈라지는 오목 렌즈
이다.

[0036]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들 "포함하다(comprise)" 및 "포함하는"은 포함되고 개방 확장형이며 독점적이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명세서와 청구항들에서 사용될 때, 용어들 "포함하다" 및 "포함하는" 및
그것들의 변형들은 명시된 특징들, 단계들 또는 부품들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른 특징
들, 단계들 또는 부품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0037]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바람직한"은 "일례, 경우, 또는 도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
에 개시되는 다른 구성에 걸쳐 바람직하거나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0038]

여기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들 "약(about)" 및 "대략(approximately)"은 특성, 파라미터, 및 면적의 변이
와 같은, 값들의 범위의 상한과 하한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비-제한적 예에서,
용어들 "약" 및 "대략"은 ±10% 또는 그 이하를 의미한다.

[0039]

본 발명의 주 목적은 초고속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트(들)에 의한 필라멘테이션에 의해 단일의 다중 적층된 표적
재료 아래 또는 위에 개시될 수 있는 표적 재료 내의 오리피스들(정지/블라인드(blind) 또는 관통 오리피스들)
을 개시하기 위하여 빠르고, 확실하며 경제적인 비-절제 레이저 가공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단(ultra
short) 레이저들은 다광자, 터널(tunnel) 이온화, 및 전자 애벌란시(electo-avalanche) 공정들을 공격적으로 구
동함으로써 표면들을 깨끗하게 미세가공하고, 변형하고 처리하기 위한 높은 강도를 제공한다. 현재의 문제점은
표적 재료 내의 레이저 빔의 지속적인 재초점화가, 다중의 적층된 기판들도 드릴링되는 거리에 대하여 무시해도
될 정도의 테이퍼(taper)로 동시에 드릴링되고 표적 재료 위, 아래 또는 내로부터 개시하는데 충분한, 긴 거리
들에 대하여 지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 내의 초점 지점들에서 굴절률을 변형하는 필라멘트를 생성하기 위하
여 광움향 압축을 개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절제 드릴링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적으나 임계 에너지보다 높은,
표적의 투명 재료 내에 어떻게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광학적 파괴(종래 기술의 절제 드릴링 시스템들에서
직면하는 것과 같이)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에서, 재료의 표면 내에 또는 표면
에서, 위의 단일 주 초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고 에너지 펄스된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레이저 절제 기술들은 투
명 재료들을 가공하도록 사용되어 왔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입사 레이저 광 빔(2)은 표적(10)의 표면에
서 초점 웨이스트(8)를 갖는 비-분포식 광 빔(6)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최종 초점화 렌즈(4)를 통과하는 초점
화 어셈블리를 통과한다. 도 3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선택적으로, 초점 웨이스트가 표적 내에 존재하도록
비-분포식 광 빔이 초점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완벽한 구형(spherical) 초점화 렌즈(12),
즉 Y 면 내의 곡률과 동일한 X 면 내의 곡률을 갖거나 또는 대안으로서 도 9에 도시된 것과 같이 단일 초점을
갖는 비 분포식 빔을 생산하는 초점화 소자 어셈블리를 갖는 절제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한다. 이는 그리고 나서
표적 기판 재료(10) 상에(도 1) 또는 내에(도 3) 전달되는 조밀한 빔 스폿(spot)을 생성한다. 도 2는 도 1의 기
술로 절단된 가공된 슬롯(slot, 16)의 기하학적 구조를 도시하고, 도 4는 도 3의 기술로 만들어진 긴 타원형 오
리피스(28)의 기하학적 구조를 도시한다.

[0040]

서로 다른 광학 매체에서 강력한 초고속 레이저 펄스들의 전파는 잘 연구되어 왔다. 재료의 비선형 굴절률은 레
이저 강도의 함수이다. 펄스의 중심 부분이 꼬리 부분들보다 상당히 높은 강도를 갖는, 가우시안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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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profile)을 갖는 것은 굴절률이 레이저 빔 펄스를 보는 재료의 중심 및 주변 영역을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러한 레이저 펄스의 전파 동안에, 펄스는 자동으로 붕괴된다. 이러한 비선형 현상은 산업
분야에서 자동 초점화(self-focusing)로 알려져 있다. 자동 초점화는 또한 빔 경로 내의 렌즈를 사용하여 실행
될 수 있다. 초점 영역에서 레이저 빔 강도는 다중 이온화, 터널 이온화 및 애벌란시 이온화를 야기하기에 충분
한 볼륨에 도달하며, 이는 재료 내에 플라스마를 생성한다. 플라스마는 레이저 빔이 그 다음의 플라스마 볼륨을
위하여 탈초점화하고 다시 재초점화하도록 야기한다. 비-분포식 빔 내의 단일 초점의 내재적 문제점은 레이저
펄스들이 모든 에너지를 잃은 후에 공정이 끝나고 아래에 설명되는 것과 재초점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0041]

절제 방법은 재료에 대한 광학적 파괴 한계를 초과하고 광학적 파괴(OB, 16)가 발생할 때까지 30 마이크론까지
의 길이의 재료 내에 필라멘트를 발생한다(도 9). 광학적 파괴에서 최대 한계 플루엔스(단위 영역 당 전달되는
에너지, J/㎡ 단위)이 도달되고 오리피스 직경은 좁아지며 절제 가공 또는 드릴링은 더 깊게 진행되는 것을 중
단한다. 종래 기술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드릴링될 수 있는 오리피
스의 크기를 제한하고, 거친 오리피스 벽을 야기하며, 표적(10)의 상단 및 바닥 표면들에서 서로 다른 직경을
갖는 테이퍼(22)를 갖는 오리피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도 5). 이는 절제 가공에서, 빔이 그 안에 재료(10)의
표면을 끓는 점까지 가열하고 키홀(keyhole)을 발생시키는 국부적 가열과 열 팽창을 야기하는 표적(10)의 표면
에서 중심 초점(8, 또한 주 초점 웨이스트로서 언급되는)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키홀은 오리피스를 빠르게
깎는 최적 흡수도의 갑작스런 중가에 이르게 한다. 오리피스가 깊어지고 재료가 끓으면, 발생된 증기는 용융 벽
들을 침식시키고 분출을 끄며 나아가 오리피스(22)를 확장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절제된 재료는
높은 압력의 펄스를 재료가 확장함에 따라 재료 아래의 표면에 적용한다. 그 효과는 해머로 표면을 치는 것과
유사하며 잘 부러지는 재료들은 쉽게 균열된다(부가적으로, 잘 부러지는 재료들은 특히 열 응력 균열에 이용되
는 특징이나 오리피스 드릴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열 파괴에 민감하다). 광학적 파괴는 일반적으로 잔해가 배
출되지 않고, 오리피스(22) 내에 버블(bubble)이 생성되거나 또는 오리피스(22)의 영역 내에 표적을 균열시키는
거친 절제가 존재할 때 도달된다. 이러한 효과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은 재료(10)를 통하여 더 아래
로 드릴링하기 위하여 빔(6)이 이러한 지점으로부터 산란하거나 또는 충분한 빔 전력(플루엔스)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흡수되도록 야기한다. 부가적으로, 이는 표적 기판(10)의 표면에서 개시 지점 주위에 발견되는 절제 분
출 언덕(20)으로서 알려진 왜곡 또는 거칠기를 생성한다(도 5).

[0042]

레이저 절제 기술의 또 다른 문제는 레이저 빔 필라멘테이션이 거리의 함수로서 그것의 직경을 변경하기 때문에
드릴링하는 오리피스들이 균일한 직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레일리 범위(Rayleigh range)로서 설명되며 초
점 웨이스트로부터 단면의 영역이 두 배가 되는 위치까지의 빔의 전파 방향을 따른 거리이다. 이는 도 2와 5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가늘고 긴 오리피스(22)를 야기한다.

[0043]

본 발명은 광학적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오리피스 거칠기와 절제 분출 언덕을 최소화하며, 끝이 가늘고 긴 직
경 오리피스를 제거한다.

[0044]

본 발명은 레이저 유도 광음향 압축에 의한 투명 재료들 내의 오리피스의 처리를 위한 장치들, 시스템들 및 방
법들을 제공한다. 레이저 재료 가공의 이전에 알려진 방법들과 달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그것이 재료(10)를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 입사 빔(2)의 지속적인 재초점화를 허용하기 위하여 주 초점(8) 및 이차 초점(24, 오리피
스의 선형 축과 일치하나 주 초점 또는 초점 웨이스트로부터 수직으로 배치되는)의 선형 정렬이 존재하도록 세
로 빔 축을 따라 분포식 방식으로 입사 빔(2)의 초점을 맞추는 광학 구성을 이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료(10)
내의 빔 경로를 따라 굴절률 지수를 변형하는 필라멘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표적 재료 내의 레이저 빔의 지
속적인 재초점화가 긴 거리에 걸쳐 지속되도록 광학적 파괴(기본적인 필라멘테이션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종래 기술의 절제 드릴링 시스템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와 마주치지 않는다(도 6).

[0045]

이러한 분포식 초점화 방법은 뷴포된 초점화 소자 어셈블리(26)에 의한 이차 초점들(24)의 생성에 의해, 그리고
재료로부터 또는 재료 내의 주 초점 웨이스트(8)의 위치를 재료(10) 외부로 위치시킴으로써, 주 초점 웨이스트
(8)에서 발견되는 입사 빔(2)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에너지의 "덤핑(dumping)" 또는 감소를 허용한다. 주 초점 웨
이스트(8)와 이차 초점 웨이스트들(24)의 선형 정렬과 결합되는 이러한 빔 플루엔스의 덤핑은 필라멘트 구역의
전체 길이에 대한 실제 변형 및 압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레이저 강도(플루엔스 μJ/㎠)를 유지하는 동안
에 이전에 알려진 방법들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달성된 것을 훨씬 넘는(1 ㎜를 훨씬 넘는) 거리들에 대하여 필라
멘트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분포식 초점화 방법은 다중의 적층 기판들이 드릴링되는 거리에 대하여
무시해도 될 정도의 테이퍼를 갖는(도 7) 다른 재료들(표적 재료의 층들 사이의 공기 또는 중합체 갭들과 같은)
및 표적 재료 위, 아래 또는 내로부터 개시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벽의 오리피스 벽을 가로질러 동시
에 드릴링되도록 하기 위하여, 1 밀리미터가 훨씬 넘는 길이들을 갖는 필라멘트들의 형성 및 또한 충분한 강도

- 10 -

등록특허 10-1766803
를 갖는 재료의 광학적 파괴 한계 아래의 에너지 밀도의 유지를 제공한다. 표적(10) 내의 비-테이퍼형 벽 슬릿
(wall slit, 23)의 전파는 오리피스를 가공하는 동안에 표적(10)의 상대적 이동에 의해 달성된다.
[0046]

레이저 펄스의 최적 밀도는 자동 초점화 현상을 개시하고 필라멘트와 일치하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직경의 선형
대칭 보이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필라멘트 내의/주위의 구역 내의 초기 비-절제 광음향 압축에 대한 충분한 강도
의 필라멘트를 발생시키며, 또한 분포식 빔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들에 의한 에너지 입력과 결합된 상기 레이저
펄스의 연속적인 자동 초점화 및 탈초점화가 표적 재료의 지정된 영역들을 가로지르거나 또는 이들을 통하여 오
리피스의 형성을 안내하는 필라멘트를 형성하도록 야기한다. 결과로서 생기는 오리피스는 표적으로부터 재료의
제거 없이, 오히려 형성되는 오리피스의 주변 주위의 표적 재료의 광음향 압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0047]

표적(10)의 표면에서의 플루엔스 레벨들은 입사 빔 강도 및 특정 분포식 초점화 소자 어셈블리의 함수이며, 특
정 표적 재료(들), 표적(들) 두께, 원하는 가공 속도, 총 오리피스 깊이 및 오리피스 직경을 위하여 조정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부가적으로, 드릴링되는 오리피스의 깊이는 레이저 에너지가 흡수되는 깊이에 의존하며, 따
라서 단일 레이저 펄스에 의해 제거되는 재료의 양은 재료의 광학 특성들 및 레이저 파장과 펄스 길이에 의존한
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재료들로 최적 결과를 위한 경험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각각의 특정
기판과 가공 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의 공정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열거된다). 그와 같이, 표적(10) 상의 입
구 지점은 비록 이러한 플라스마 생성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만일 표면에서의 플루엔스 레벨들이 순간적이고, 국
부적 절제(증기) 가공을 개시하기에 충분히 높으면 일부 최소 절제 분출 언덕 형성(20)을 수행할 것이다. 특정
상황들에서, 순간적인 절제 기술 후에 지속적인 광음향 압축 기술을 허용하는 에너지 레벨을 사용하는 분포식
초점 하이브리드 드릴링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균일한 직경(도 8)의 잔여 오리피스(22)를 갖는
넓은 사면(bevelled) 입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절제 드릴링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강도인
표적 표면에서의 플루엔스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절제 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플루엔스
레벨이 사면(또는 다른 기하학적 구조)의 원하는 깊이에서 고갈되도록 재료 내의 빔의 비선형 흡수에 대항하여
선형 흡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표적 표면에서 플루엔스 레벨의 선택에 의한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하
이브리드 기술은 만일 희생 층(30)이 표적 표면에 적용되면 제거될 수 있는 작은 분출 언덕(20)을 야기할 것이
다. 통상적인 희생 층들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VA), 메타크릴산염(Methacrylate)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수지 또는 중합체들이며, 일반적으로 1 내지 400 마이크론 두께의 범위 내
에서만 필요하며(비록 투명 재료 가공을 위하여 10-30 마이크론 범위가 사용될 수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희생
층을 표적 재료 상으로 분무함으로써 적용된다. 희생 층은 용융 잔해가 종래에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제거가능한
희생 재료 대신에 부착하는, 표면에 스스로 부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표적(10) 상의 분출 언덕의 형성을 저
해할 것이다.

[0048]

광음향 압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공은 다음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0049]

● 버스트 펄스 엔벨로프(burst pulse envelope) 내에 2 내지 50 서브펄스들을 포함하는 펄스들의 프로그램 가
능한 트레인(train)을 포함하는 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버스트 펄스 레이저 시스템. 또 다른 레이저 시스템은
사용되는 표적 재료에 따라 1 내지 200 와트의 평균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위
는 붕규산염 유리에 대하여 50 내지 100 와트의 범위일 수 있다.

[0050]

● 표적 재료에서의 입사 플루엔스가 커 효과, 자동 초점화 및 전파를 야기하는데 충분한, 약하게 모이는, 다중
초점 공간 빔 프로파일을 생산할 수 있는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잠재적으로 볼록 및 오목 렌즈들을 포함하
나 어그리게이트(aggregate) 내에 정 초점 효과를 갖는).

[0051]

● 빔을 표적에 전달할 수 있는 선택적 전달 시스템.

[0052]

상업적 운영은 또한 광학과 관련하여 재료(또는 빔)의 이동 능력(또는 반대로) 혹은 시스템 제어 컴퓨터에 의해
구동되는 조화/복합 운동을 필요로 할 수 있다.

[0053]

광음향 압축 오리피스들을 드릴링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은 특정 표적(들)을 위하여 조각되는 다음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의 특성들; 버스트 펄스된 레이저 빔 특성들; 및 주 초점의
위치.

[0054]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26)는 비구면(aspheric) 플레이트들, 텔레센트릭 렌즈(telecentric lens)들, 비-텔
레센트릭 렌즈들, 비구면 렌즈들, 환상으로 깎인 렌즈들, 주문 바탕의 수차 렌즈, 정 및 오목 렌즈 또는 일련의
보정 플레이트들(위상 변이 마스킹), 입사 빔과 관련하여 명칭되는 어떠한 광학 소자, 및 빔 전파를 조작할 수
있는 능동으로 보상되는 광학 소자들과 같은, 종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초점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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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수 있다.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후보 광학 소자 어셈블리의 주 초점 웨이스트는 일반적으로 주 초점 웨이
스트에서 90% 이상 및 50% 이하의 입사 빔 플루엔스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비록 특정 경우에 있어서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26)의 광학 효율이 약 99%일 수 있더라도). 도 10은 앞서 언급된 공정들에서 사용될 수 있
는 것과 같은, 비-비구면의, 수차 렌즈(34)를 도시한다.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26)의 실제 광학 효율은 각
각의 특정 적용을 위하여 미세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각각의 투명 재료, 표적의 물리적 구성과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레이저 파라미터들을 위하여 맞춰진 경험적 테이블들의 세트를 생성할 것이다. 탄화규소
(silicon carbide), 갈륨 인(Gallium Phosphide), 사파이어, 강화 유리 등, 각각은 그들 고유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테이블은 재료 내에 필라멘트를 생성(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레이저 전력, 반복률, 초점 위치 및 렌즈
특성들의 파라미터를 조정)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되며 오리피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
리(26)는 분할의 면 또는 광음향 압축의 축을 유도하는데 충분한 플루엔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1 마이
크론, 1 ㎒ 범위 내일 수 있는 주파수(반복률)를 갖는 10 μJ 에너지의 버스트 펄스를 출력하는 50 와트 레이저
을 갖는 붕규산염으로 만들어진 2 ㎜ 두께의 단일, 평면 표적 내에 오리피스(도 11에 도시된 것과 같은)를 통하
여 5 마이크론 직경을 드릴링하기 위한 표면 광학 효율은 65%이며 빔의 주 초점 웨이스트는 원하는 개시 시점에
서 1 ㎜에 위치한다.
[0055]

또한 이러한 광음향 압축 드릴링 고정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일련의 물리적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한다. 도 11과 12를 참조하면 빔 스폿 직경(38) ＞ 필라멘트 직경(40) ＞ 오리피스 직경(42)인 것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 분포식 빔의 주 초점 웨이스트(8)는 그 안에 필라멘트가 생성되는 표적 재료(10)의 표면
내에 또는 표면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0056]

주 초점 웨이스트(8)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개시 지점에서 500 마이크론 내지 300 ㎜ 범위이다. 이는 에
너지 덤프 거리(12)로서 알려진다. 이는 또한 각각의 투명 재료, 표적의 물리적 구성과 특징뿐만 아니라 레이저
파라미터들에 맞춰진 경험적 테이블들의 세트의 생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위에 설명된 방법에 의해 생성된
테이블에 의해 추정된다.

[0057]

레이저 빔 에너지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5 μJ 내지 1000 μJ의 빔 내의 펄스 에너지, 1 ㎐ 내지 2 ㎒의 반복
률(반복률은 샘플 이동 및 이웃하는 필라멘트들 사이의 공간의 속도를 정의한다. 필라멘트의 직경과 길이는 각
각의 버스트엔벨로프 내에 존재하는 시간적 에너지 분포를 변경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도 17-19는 버스트 펄
스된 레이저 신호의 3가지 서로 다른 시간적 에너지 분포의 예들을 도시한다. 도 19의 버스트 엔벨로프 프로파
일의 상승과 하강은 특히 유용한 공정 제어 수단들이 유전체 재료로부터 얇은 금속 층들을 제거하도록 잘 적용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0058]

선택적으로 도 13-1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메커니즘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버스트 피코초로 펄
스된 광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표적 재료 내에 증착된 에너지의 총 양이 낮기 때문이며, 광음향 압축은 재료
의 균열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표적 재료 내에 더 적은 열이 발생되며 따라서 재료가 필라멘트 부근에서 재료
의 통합을 조장하지 않고 기저 상태로부터 여기 상태로 증가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의
더 작은 패킷들이 재료 내에 증착된다.

[0059]

실제 물리적 과정은 여기서 설명된 것과 같이 발생한다. 펄스된 버스트 레이저의 입사 광 빔의 주 초점 웨이스
트는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를 통하여 필라멘트가 생성되려는 표적 재료의 위 또는 아래의(결코 내(withi
n)는 아닌) 공간 내의 지점에 전달된다. 이는 표적 표면 상에 스폿뿐만 아니라 백색 광 발생을 생성할 것이다.
표적 표면 상의 스폿 직경은 필라멘트 직경 및 원하는 특징부(오리피스, 슬롯 등) 직경을 초과할 것이다. 따라
서 표면 상의 스폿 내에 입사된 에너지의 양은 2차 전기 광학 효과(quadratic electrooptic effect, 커 효과 재료의 굴절률의 변화가 적용된 전기 장에 비례하는)를 생산하기 위한 임계 에너지보다 크나 절제 공정을 유도
하는데 필요한 임계 에너지보다는 낮으며 더 명확하게는 재료의 광학적 파괴 한계 아래이다. 자동 초점화는 전
력이 표적 재료에 대한 실제 및 복소 굴절률의 곱(product)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만족시키는 임계 전력 위에서
발생한다. 광음향 압축은 자동 초점화 상태와 광학적 파괴 상태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 척
도에 따라 표적 재료 내의 필요한 전력의 유지의 결과로서 진행된다. 이러한 광음향 압축은 균일하고 고 전력의
필라멘트 형성 및 전파 과정의 결과이며 이에 의해 재료는 절제 과정을 거쳐 제거에 유리하게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생산된 매우 긴 필라멘트는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이차 초점의
존재에 의해 조성되며, 광학적 파괴에 도달하지 자동 초점화를 유지한다. 이러한 어셈블리에서, 상당한 수의 주
변 및 근축(paraxial) 광선들이 주 초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공간 위치들에 모인다. 이차 초점의 에너지를 기판
표면 아래의 낮은 레벨, 그러나 필라멘트 이벤트의 활성 바닥 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러한 이차 초점이 존재
하고 무한 공간 내로 확장하나 이는 단지 경험적으로 표적의 두께에 상응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유용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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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플라스마에 의한 흡수와 잔해에 의한 산란을 방지하는 동안에 레이저 에너지가 재료의 대부분에 액
세스하도록 허용한다.
[0060]

분포식 초점 소자 어셈블리는 주 초점 웨이스트 및 일련의 선형으로 배치되는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포함하는
분포식 초점 빔 경로 내로 입사 빔의 고르지 않게 분포되는 초점인 것 같은 것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입사 레이
저 빔의 경로 내에 위치되는 단일 수차 초점 렌즈일 수 있다. 이러한 초점들의 정렬은 오리피스(42)의 선형 축
과 동일 선상이다. 도 13에서 쥬 초점 웨이스트는 표적 재료 위에 존재하고 도 14에서는 표적 재료(10) 아래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초점이 맞춰진 빔의 대칭 및 비-선형 특성들 때문에 오리피스(42)가 주 초점 웨이스트(8)
위 또는 아래에서 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빔 스폿(52, 약 10 ㎛ 거리)은 표적(10)의 표면 상에 위치
하며 이차 초점 웨이스트들은 표적 내에 동일 선상으로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레이저의 전자 장이 표적의 굴절
률을 변경하기 때문에 재료가 이러한 초점 지점들을 생성하는 최종 광학 소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된 초점은 필라멘트 라인 또는 구역(60)을 형성하기 위하여 레이저 에너지의 양이 재료 내에 증착되도록 허
용한다. 다중의 선형으로 정렬된 초점으로, 그리고 재료가 최종 렌즈로서 작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표적 재료
는 초고속 버스트 펄스 레이저 빔들로 충격이 가해질 때 길고 끝이 가늘어지지 않은 필라멘트(60)가 표적 내에
발생되도록 야기하는 선형으로 정렬된 초점의 경로를 따라 재료의 국부적 굴절률(특히, 복소율(complex inde
x))의 변화를 열적으로 유도한 많은, 연속적인, 국부적 가열을 경험하며 그 뒤에 원하는 영역에서 재료를 환상
으로(annularly) 압축하는 음향 압축 파는 필라멘테이션 경로 주위에 보이드 및 압축 재료의 링을 생성한다. 그
리고 나서 빔은 다시 초점을 맞추고 이차 초점 웨이스트들에서의 에너지와 결합된 다시 초점이 맞춰진 빔은 임
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은 테이퍼(tazper)가 없고 효율적으로 동일한 직경인 입구
오리피스 크기와 출구 오리피스 크기를 갖는 1500:1 형상비(aspect ration, 오리피스의 길이/오리피스의 직경)
가 가능한 오리피스를 드릴링하기 위하여 반복된다. 이는 광학적 파괴가 도달하고 필라멘테이션이 저하되거나
중단될 때까지 짧은 필라멘테이션 거리를 야기하는 표적 재료의 상단 표면 또는 내에 대한 에너지를 강조하는
종래 기술과는 다르다.

[0061]

도 16은 그것들 사이의 공기 갭을 갖는 적층 구성으로 3개의 평면 표적 중 두 개의 바닥부에서 오리피스들의 드
릴링을 도시하는데 주 초점 웨이스트(8)는 최종 표적(10) 아래에 위치된다. 구멍은 다중 층 설정의 상단 또는
바닥부 또는 중간으로부터 드릴링될 수 있으나, 드릴링 이벤트는 만일 동일한 렌즈 설정과 곡률이 사용되면 항
상 주 초점 웨이스트오부터 동일한 거리에서 발생한다. 초점 웨이스트는 항상 재료의 외부에 위치되고 기판 표
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0062]

오리피스들을 드릴링하는 방법은 광음향 압축을 통하여 다음의 단계 순서에 의해 달성된다:

[0063]

1. 레이저원으로부터의 레이저 에너지 펄스들을 선택된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를 통과시키는 단계;

[0064]

2. 주 초점 웨이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생성하도록 분포된 초점 구성 내의 레이저 에너지
펄스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레이저원과 관련하여 상기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의 상대 거리 및/또는
각을 조정하는 단계;

[0065]

3. 주 초점 웨이스트가 가공되는 표적 상에 또는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주 초점 웨이스트 또는 표적을 조정하
는 단계;

[0066]

4. 상기 주 포점 웨이스트 아래 또는 위에 위치되는 표적의 표면 상의 레이저 플루엔스의 점이 표적 내에 형성
되는 필라멘테이션의 직경보다 항상 크도록 초점을 조정하는 단계;

[0067]

5. 표적의 원하는 볼륨을 통하여 광음향 압축 가공의 전파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와 수인 이차 초점 웨
이스트의 플루엔스 레벨을 조정하는 단계;

[0068]

6. 레이저원으로부터의 적절한 파장의 레이저 펄스들, 적절한 버스트 펄스 반복률 및 적절 버스트 펄스 에너지
중 적어도 하나의 버스트를 선택된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를 통하여 표적에 적용하는 단계를 구비하되,
레이저 펄스가 표적 상의 가공의 개시 지점과 접촉하는 점에서 적용되는, 펄스 에너지 또는 플루엔스의 총 양은
광음향 압축 가공을 개시하고 전파하기 위한 임계 에너지 레벨보다 크나, 절제 가공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한계
임계 에너지보다 작은, 단계; 및

[0069]

7. 원하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트를 중단하는 단계.

[0070]

이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오리피스에 대한 가늘고 긴 입구가 바람직할 수 있는 특정 오리피스 구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원하는 거리 동안 절제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료 내의 원하는 깊이로의 광음향 가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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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계 레벨 위의 절제 가공을 위하여 임계 레벨 아래의 레이저 영행 레벨로 드릴링을 완료할 수 있는 레이저
플루엔스 레벨을 갖는 오리피스의 개시에 의해 달성된다. 이러한 형태의 오리피스 형성은 또한 표적의 표면 상
에 제거가능한 희생 층의 적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분출 언덕이 나중에 희생 층과 함께 제거될 수 있도록
희생 층 상에 분출 언덕의 형성을 허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절제 및 광음향 압축 가공 방법에 의해 드릴링되
는 그러한 오리피스는 비록 희생 층의 적용이 사용될 필요가 있고 만일 사용되면 우선 발생할 필요가 없더라도,
다음의 단계들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다:
[0071]

1. 희생 층을 표적의 적어도 하나의 층에 적용하는 단계;

[0072]

2. 레이저 원으로부터의 레이저 에너지 펄스들을 선택된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를 통과시키는 단계;

[0073]

3. 주 초점 웨이스트 및 적어도 하나의 이차 초점 웨이스트를 생성하도록 분포된 초점 구성 내의 레이저 에너지
펄스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레이저원과 관련하여 상기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의 상대 거리 및/또는
각을 조정하는 단계;

[0074]

4 주 초점 웨이스트가 가공되는 표적 상에 또는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주 초점 웨이스트 또는 표적을 조정하는
단계;

[0075]

5. 표적의 표면 상의 레이저 플루엔스의 스폿이 상기 주 초점 웨이스트 아래 또는 위에 위치되도록 초점을 조정
하는 단계;

[0076]

6. 상기 주 포점 웨이스트 아래 또는 위에 위치되는 표적 내에 형성되는 필라멘테이션의 직경보다 항상 큰 직경
을 갖도록 표적의 표면 상의 레이저 플루엔스의 스폿을 조정하는 단계;

[0077]

7. 표적의 원하는 볼륨을 통하여 광음향 압축 가공의 전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차 초점 웨이스트의 플루엔스
레벨이 충분한 강도와 수가 되도록 보장하는 단계;

[0078]

8. 레이저원으로부터의 적절한 파장의 레이저 펄스들, 적절한 버스트 펄스 반복률 및 적절 버스트 펄스 에너지
중 적어도 하나의 버스트를 선택된 분포-초점 렌즈 초점 어셈블리를 통하여 표적에 적용하는 단계를 구비하되,
레이저 펄스가 표적 상의 가공의 개시 지점과 접촉하는 점에서 적용되는, 펄스 에너지 또는 플루엔스의 총 양은
원하는 깊이로 절제 가공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임계 에너지 레벨보다 크며, 따라서 절제로 드릴링된 오리피스의
바닥부에서의 플루엔스 에너지는 필라멘테이션 및 광음향 압축 가공을 개시하고 전파하기 위한 임계 에너지 레
벨보다 크나, 절제 가공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한계 임계 에너지보다 작은, 단계; 및

[0079]

9. 원하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레이저 펄스들의 버스트를 중단하는 단계.

[0080]

레이저 특성, 주 초점 웨이스트의 위치, 및 최종 초점 렌즈 어레인지먼트뿐만 아니라 생성된 오리피스의 특성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다음의 테이블에 설명된다. 그것들의 값들이 표적 재료의 종류, 그것의 두께 및 원하는 오
리피스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크게 변경되기 때문에 범위들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의 차트는
많은 투명 재료 중 어느 하나에서 균일한 오리피스들의 드릴링을 달성하도록 사용되는 다양한 시스템 변수들의
범위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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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

[0082]

이전에 설명된 것과 같이 위의 파라미터들은 표적에 따라 변경된다. 바람직한 작동 방법으로, 투명 기판 내의 3
마이크론 구멍의 2 ㎜ 깊이를 드릴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치와 파라미터들이 사용될 수 있다: 1064 나노미터
파장 레이저; 65 와트의 평균 전력; 10 μJ 펄스 에너지; 버스트 당 15 서브 펄스; 및 1 ㎒ 반복률. 이는 재료
에 따라 상단 표면 위에 5 마이크론 내지 100 ㎜로 초점을 맞춘 2 ㎜의 이상의 수차 렌즈 전달 분포식 초점 공
간(필라멘트 활성 구역이 2 ㎜ 길이)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0083]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거나 또는 도면들에서 도시된 부품들의 어레인지먼트에의 적용에 한정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다른 실시 예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다른 순서 단계들로 실행
되고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어법과 용어는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본 발명이 기초로 하는
개념이 본 발명의 일부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들, 방법들 및 시스템의 디자인을 위한 기초로서 쉽
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들은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러한 동등한 구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부호의 설명
[0084]

2 : 입사 레이저 빔
4 : 최종 렌즈
8 : 주 초점 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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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투명 표적 기판
16 : 슬롯
20 : 분출 언덕
22 : 오리피스
23 : 벽 슬릿
24 : 이차 초점 웨이스트
26 : 분포식 초점화 소자 어레인지먼트
30 : 희생 층
32 : 에너지 덤프 거리
38 : 스폿 직경
40 : 필라멘트 직경
42 : 오리피스 직경
44 : 필라멘트
46 : 분포식 초점화 소자 어레인지먼트
50 : 이차 초점 웨이스트
52 : 스폿
60 : 필라멘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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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제18항
【변경전】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첨화 어셈블리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
【변경후】
상기 분포식 초점 렌즈 초점화 어셈블리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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