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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노복합 블레이드가 반도체 웨이퍼 가공을 위한 마이크로급 나노장치나 그 이상의 나노급 구조체를

위해 사용되었다. 금속 블레이드는 실리콘 웨이퍼 가공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레진 복합

블레이드는 반도체나 핸드폰의 쿼츠 웨이퍼 가공에 사용된다. 유기 또는 비유기 재료 선정은 기계가공

성, 전기 전도성, 강도, 연성 및 웨이퍼 저항을 가진 블레이드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고성능 응용의 증

대 요구에 따라 개발된 고기술 비유기성 재료의 혼합은 낮은 가격에 고기능의 신뢰도를 필요로 한다. 
나노 입자의 크기를 가진 레진 복합물의 마이크로 설계는 입자간 상호작용의 제어가 필요하다. 형상

제작 동안 마이크로 차원에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나노급 제작을 위한 가공기술이 중요

한 것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핫 프레스 구조물이 원래 설계 기준과 두께 차이의 실험 접근법

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다른 습식 공정 기술은 차원의 허용치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실험들과 해

석들은 신뢰성 결과가 사용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시장에 사용될 레진 복합 블레이드의 개선 효

과가 논의되었다. 

1. 서론

휴대폰을 비롯한 PDA,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정보기기들이 인터넷 접속이나 컴퓨팅

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많은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기의 양상이 점차 복

합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간

의 융합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나

의 정보기기 안에는 보다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1]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칩의

크기가 소형화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칩의 크기가

점점 미세화 됨에 따라 작은 영향이라도 회로에 손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쿼츠웨이퍼 초정밀 절단공

정인 다이싱(Dicing)에서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2]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메탈 또는 전착 블레이드가 아닌

레진 블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블레이드의 제작

에서 마이크로미터에 달하는 두께편차를 해결하고,

전도성 폴리머의 응용 및 전도성 나노화합물의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 전도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기술의 개발이 우선시 된다. 다

른 한편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다이싱(dicing)공정은

Fig. 1 처럼 패터닝(patterning) 된 한 웨이퍼에서 다

수의 칩(chip) 들을 절단해서 개개의 칩으로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3] 이와 같은 웨이퍼의 다이싱 공

정은 다이아몬드 입자가 박힌 얇은 회전 블레이드

(blade)를 웨이퍼에 이송하여 절단하는 방법[4-8], 레

이저를 이용한 절단 방법[9-11]이 반도체 웨이퍼 다

이싱 기술로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그 외에도 거의

사용되지는 않지만 Photo-lithography[12]나 Plasma

etching[13]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

로 고정된 스크라이버에 웨이퍼를 이송시켜 스크라

이빙하고 브레이킹하는 방법이 있다.[14] 반도체 가

공 장비가 발달된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쿼츠웨이퍼

가공용 레진블레이드가 이미 개발되어 국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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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며 단점을 보완한 메탈-레진 블레

이드의 개발도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스크라이버를 이용한 다이싱 기술은 물론하고, 다이

아몬드 입자가 박힌 얇은 회전 블레이드를 웨이퍼에

이송하여 절단하는 일반적인 반도체 칩 다이싱 시스

템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다이싱에 관련된 수입 장비도 대부분 회전 블

레이드를 이용한 다이싱 방식이므로 수율, 정밀도 그

리고 가공속도가 떨어지고 가공 유연성이 부족한 실

정이다.[15] 또한, 기존의 라미네이션을 이용한 건식

공정으로 제작된 쿼츠웨이퍼 가공용 레진 블레이드

는 두께편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처리 가공

이라는 공정을 추가하여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라미네

이션을 이용한 건식공정 방법과 기존의 건식공정을

결합하여 후처리 가공을 생략한 공정을 통하여 균일

한 두께편차와 밀도, 원료의 분산, 경도를 우수하게

하여 제품의 가공 특성을 향상 시키고, 제작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내어

반도체 쿼츠웨이퍼 다이싱용 블레이드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 목적이다.

Fig. 1 Dicing processes of quartz wafer

2. 실험

2.1 소재 및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또는 다이아몬드 세라믹

스 분말을 연마재로 사용하고, 고분자 수지로 페놀레

진, 폴리이미드를 첨가하여 성형보조제, 나노크기의

전도성 화합물 및 coupling agent를 알콜 용매와 혼

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기존의 건식 공정으로 블레

이드 시험편을 제작하기 위해 혼합재 분말을 가열가

압하기 위한 라미네이션 장비(HMM-04A, Korea)를

사용하였고, 습식 공정으로 균일한 두께의 블레이드

시트를 제조하기 위해 테잎케스팅 장비(STC-14A,

Korea)와 시트를 가열가압하기 위해 라미네이션 장

비(HMM-04A, Korea)를 사용하여 블레이드 시험편

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특성평가 시험에서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경도계(HM-114, Japan)을

사용하였다.

2.2 시편제작

블레이드의 제작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말의 혼합단계 후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 시편

을 제작하였다.

2.3 실험방법

제작된 블레이드의 두께편차가 5㎛ 내외의 허용

범위를 만족시켜야만 쿼츠웨이퍼의 절단용으로 성능

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블레이드의 두께편

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공정에서 라미네이션 장비의

수평 조절 절차가 두께편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승온 온도와 최고 압력을 변화 시켜가며

시험편을 제작하여 마이크로미터 측정기로 두께편차

를 측정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공정 조건

을 결정하였다.

또한, 테잎캐스팅을 사용한 습식공정이 아닌 기존

의 라미네이션만을 사용한 건식가압공정으로 제작된

독일 제품과 제작한 블레이드 시험편들의 비교를 위

해 밀도와 겉보기 기공률을 측정하였고, 마이크로 경

도계를 사용하여 각 시험편의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광학현미경 촬영을 통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관찰하

여 세 가지 시험편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

고 제작된 블레이드의 구간별 특성 평가를 위해 시

험편을 동일한 크기로 8등분 하여 각 구간의 밀도와

겉보기 기공률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두께편차 감소를 위한 공정 변수의 제어

시험편으로 제작된 블레이드는 총 5종류로 같은

조건으로 수평제어 여부와 성형시 최대압력을 변화

시킨 후 두께편차를 측정하였다.

3.2 밀도 비교를 통한 특성 평가

습식 공정을 통하여 제작한 블레이드 시험편의

특성 평가를 위해 건식 공정만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및 독일제품과 비교하였다. 세 가지 시험편을

대상으로 밀도와 겉보기 기공률을 측정하여 제작한

시험편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세 가

지 시편(독일제품-Foreign goods, 건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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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goods, 습식공정-This Study) 중에 습식

공정으로 제작한 시험편의 밀도는 독일 제품이나 국

내 개발 제품과 유사하였으며, 겉보기 기공률이 가장

적었다.

3.3 경도 비교를 통한 특성 평가

다음은 세 가지 시험편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경

도계를 사용하여 경도의 측정을 통해 제작한 시험편

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3.4 표면거칠기 비교를 통한 평가

먼저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세 가지 시험편의

표면의 거칠기를 평가하였다.

3.5 구간별 밀도와 겉보기 기공률의 측정을 통한

특성 평가

각 구간의 밀도와 기공률이 거의 일치하여 블레이

드가 전체적으로 혼합재의 분포가 균일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수치 값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로 추정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쿼츠웨이퍼 다이싱용 블레

이드를 습식공정을 활용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기계

적 특성을 측정하여 기존의 블레이드와 비교, 평가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블레이드의 제작에 있어서 건식공정과 습식공정으

로 나누어 시편을 제작하여 두 시편의 두께편차를

측정한 결과 습식공정으로 제작된 시편의 두께편

차가 더 작았다.

2. 따라서 건식공정의 문제인 두께편차와 입자의 고

른 체적밀도를 습식공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

다.

3. 습식공정으로 제작한 시편의 표면 거칠기가 가장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겉보기 기공률 또한 가장

적게 측정되었다.

4. 경도 역시 습식공정으로 제작한 블레이드의 경도

값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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