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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

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광음향변조기나 갈바노미러 혹은 폴리곤미러와 같은 레이저빔의 편향장치와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

속이동 시킬 수 있는 집속장치를 가진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상기 편향장치와 집속장치는 각기 단독 혹은 동시에 사용된다. 레이저빔, 특히 355nm 파장을 갖는 UV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를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하는 가공방법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레이저빔을 이

용한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의 경우 가공물과 접촉하지 않아 물리적 하중에 의한 균열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다이아

몬드 톱날을 이용한 기계적 절단 방법을 이용했을 때 보다 절단폭을 작게 할 수 있어 웨이퍼 한 장 당 수율을 높일 수가 있

으며 특히 두께가 얇은 반도체웨이퍼의 경우 레이저 절단이 기계적 절단보다 절단특성이 월등히 우수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패턴 물질에서 일어나는 chipping 현상으로 인해 기계적 작업에 비해 열악한 절단면과 절단면

의 열영향, 절단부산물로 인한 반도체웨이퍼의 오염문제가 레이저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발명은 레이저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빔을 광음향변조기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편향시키거나, 원통면 렌즈로 레이

저빔을 한쪽방향으로만 길게하여 가공에 적절한 레이저 세기로 조절하여 전송된 평행한 레이저빔을 집속하는 질량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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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광학계를 고속으로 전.후, 좌.우 및 상.하로 이동시켜 피가공물체의 초점위치에 고속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를 장착하여 중첩가공 함으로써, 특정한 패턴 물질에서 일어나는 chipping 현상을 제거하여 절단면의 가공품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가공시간도 단축시킬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웨이퍼를 소정의 절단선을 따라 Q-스위치된 kHz이상 고반복의 펄스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같은 표적에 레이저 펄스가 중복 조사되어 가공성능이 떨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광음향변조기를 이용하여 동

적으로 편향시켜 편향된 빔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피가공물체의 초점위치에 조사하여 반도체 표면에 chipping을 방지하여

가공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한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

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청구항 2.

반도체웨이퍼를 소정의 절단선을 따라 Q-스위치된 kHz이상 고반복의 펄스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같은 표적에 레이저 펄스가 중복 조사되어 가공성능이 떨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집속시키는 초점위치 고속이

동형 집속 장치로서, 임의의 3차원 방향으로 고속 이동시킬 수 있는 3축용 집속 광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피가공물체

의 초점위치에 조사하여 반도체 표면에 chipping을 방지하여 가공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한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광학계는,

임의의 3차원 공간으로 구동하는 장치로써 압전소자(PZT)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청구항 4.

반도체웨이퍼를 소정의 절단선을 따라 Q-스위치된 kHz이상 고반복의 펄스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공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반도체웨이퍼 가공에 적합하게 원통면 렌즈를 이용하여 절단 진행방향으로 길게 레이저빔

초점형상을 가변시키는 방법과 이 원통면 렌즈를 1축 혹은 직교하게 2축을 사용하여 초점 가변 영역내에서 임의의 레이저

빔을 조사 가공하는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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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레이저 흡수율이 높은 여타 물질을 가공할 때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가 있는 광음향변조기를 써서 레이저빔을 동적으로

편향시켜 중첩가공을 고속으로 구현함으로써 고품질의 절단 및 스크라이빙 품질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청구항 6.

반도체웨이퍼를 소정의 절단선을 따라 Q-스위치된 kHz이상 고반복의 펄스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빔으로 주가공시 가공특성이 나빠지므로 고출력으로 주가공 후 레이저 출력을 줄여서 후가공하여 속

도는 느려지지만 가공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공간적으로 다중분할하여 일부는 주가공 광

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후가공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임의의 3차원으로 고속이

동 시킬 수 있는 광집속장치와 광편향장치를 이용한 반도체웨이퍼의 레이저 다이싱 및 스크라이빙 방법.

청구항 7.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종래에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한 후 브레이킹 하는 기계적인 절단방법과 레이저빔을 이용한 반

도체 웨이퍼를 다이싱하는 가공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적 방법의 장점은 우수한 절단면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 톱날 마모 등으로 인한 균일한 품질 유지가 어렵고, chipping 또는 크랙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얇은 웨

이퍼(50-150㎛)의 경우 다이아몬드 톱날 하중에 의한 균열 및 깨짐 현상이 심해 매우 저속으로 가공할 수 밖에는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이용한 다이싱의 적용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 방법은 가공물과 접촉하지 않아

물리적 하중에 의한 균열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또한 절단폭을 보다 작게 할 수 있어서 웨이퍼 한 장 당 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웨어퍼 상의 특정한 패턴 물질에서 일어나는 chipping 현상으로 인하여 기계적 작업에 비해 열악한 절단면의

품질로 인하여 레이저빔을 이용한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방법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레이저빔을 이용한 가공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chipping 현상으로 인한 기계적 작업에 비해 열악한 절단

면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로 구성된 광음향 변조기를 레이저저빔의 편향장치로 사용하여

중첩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레이저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빔을 광음향변조기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편향

시키거나, 원통면 렌즈로 레이저빔을 한쪽방향으로만 길게하여 가공에 적절한 레이저 세기로 조절하여 전송된 평행한 레

이저빔을 집속하는 질량이 적은 집속광학계를 고속으로 전.후, 좌.우 및 상.하로 이동시켜 피가공물체의 초점위치에 고속

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를 장착하여 중첩가공 함으로써, 특정한 패턴 물질에서 일어나는 chipping

현상을 제거하여 절단면의 가공품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가공시간도 단축시킬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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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의 기술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레이저 발생장치(1)에서 나오는 빔을 광음향변조기(2)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편향하는 단계와

(b) 원통면 렌즈(3)로 빔형상을 변화시키는 단계와

(c) 이렇게 동적으로 평향된 레이저 빔을 집속광학계(3)의 크기 이내의 좁은 영영역에서 전·후, 좌·우, 상·하로 고속 이동해

초점위치(6)를 이동시킬 수 있는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4)로 집속하는 단계와

(d) 피가공물체(7)의 표면에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4)를 이용하여 레이저빔(5)을 원하는 초점위치(6)에 조사하여 반도

체웨이퍼의 소정의 절단선을 따라 고속으로 chipping 현상 없이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하는 방법과 장치이다

이러한 광음향변조기(2)를 이용한 빔의 동적 편향에 대한 주파수는 수백kHz에 이를 수 있고 편향의 효과는 거리에 따라

대상물의 표면에서 수십㎛로 부터 수mm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피가공물체의 스테이지(7)를 작업방향으로 이동

할 때 광음향변조기(2)가 동시에 작동하여 레이저빔을 편향시키는 방법에서 본 발명은 질량이 레이저빔 발생장치(1)나 피

가공물체의 스테이지(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집속광학계(3)만을 집속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4)를 이용함

으로써 고속으로 초점위치(6)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레이저빔(5)의 고속 편향을 가능하게 했다. 초점위치 고속이동형

집속장치(4)를 부착한 레이저빔 발생장치(1)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 서보모터, 리니어모터, 압전소자와 같은 구동장치와

나. 볼스크류, LM가이드와 같은 기계장치부와

다. 엔코더, 리니어 스케일과 같은 위치 인식 장치들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미세한 영역에서 가장 빠른 초점위치 이

동을 위하여 압전소자를 구동장치로 사용한다. 한축의 이동을 위한 집속광학계(3)는 구면광학렌즈들을 사용하면 되고 2축

이상(X축,Y축)의 구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통면 광학렌즈들을 사용한다.

또한 초점위치 고속이동형 집속장치는 2축용의 집속광학계 구조도를 갖을 수 있다. 도 2와 같이 레이저빔(8)을 X축으로

집속하는 원통면 광학렌즈(10)을 통과하면 X축으로만 집속되고 Y축은 평행광이 된다. 이 X축 집속용 원통면 광학렌즈

(10)를 X축 렌즈 이동장치(9)로 이동시키면 초점위치(7)에서 X축방향으로 초점이 이동된다. 마찬가지로 X축으로 집속 및

이동된 레이저빔(10)을 Y축으로 집속하는 원통면 광학렌즈(11)를 통과하면 X축으로 집속 및 이동된 레이저빔(10)을 Y축

으로도 집속 하는 원통면 광학렌즈(11)를 통과하면 Y축으로도 이동된 레이저빔(13)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로 X축과 Y

축에 가변된 레이저빔 초점(13)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X축 집속용 원통면 광학렌즈(9)와 Y축 집속용 원통면 광학렌즈(11)의 초점거리는 각 렌즈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Q-스위치된 kHz이상 고반복의 펄스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를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할 때에 같

은 지점에 레이저 펄스가 계속 조사될때 가공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이저빔의 초점위치를 미세한 영역

에서 가장 빠른 초점위치 이동을 구동할 수 있는 집속장치를 가진 광음향변조기와 반도체웨이퍼 가공에 적합한 레이저 세

기로 한쪽으로 긴 형상의 빔을 만들기 위한 원통면 렌즈를 이용하여 편향시킴으로써 반도체산업 등과 같은 정밀한 결과물

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산업적 이용 효용성이 높은 다이싱 또는 스크라이빙 방법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초점위치 고속이동형 집속장치를 부착한 레이저빔 발생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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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레이저빔 발생장치 2: 광음향변조기

3: 집속광학계 4: 집속광학계 고속이동장치

5: 레이저빔 6:초점위치

7: 피가공물체 및 작업스테이지

도 2 : 레이저빔의 초점위치 고속이동형 집속장치의 3축용의 집속광학계 구조도

도 2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 레이저빔 9: X축 렌즈이동장치

10: X축 집속용 원통면 광학렌즈 11: X축이 가변된 레이저빔

12: Y축 렌즈이동장치 13: Y축 집속용 원통면 광학렌즈

14: X축과 Y축이 가변된 레이저빔 15: Z축 렌즈이동장치

16: X, Y, Z축이 가변된 레이저빔 초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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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81390

- 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도면 5
 도면1 5
 도면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