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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용 폴리머 소재의 레이저 응용
Direct/Projection 패터닝 형상 특성 비교

Pattern shape comparison between direct and projection ablation

of an IC substrate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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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PU 등과 같은 고성능 IC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판의 경우 적층형(buildup) 기판으로 제작 시 매 

층에서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광방식을 

기반으로 한 패턴 가공공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IC의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 IC 기판의 도선 폭과 

간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Fig. 1(b)와 같이 레이

저 미세 패터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 기판 패터닝 

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                (b)

Fig. 1 Schematic of IC substrate patterning processes;  (a) 

semi additive process (SAP) and (b) embedded 

circuit patterning process

IC 기판 소재를 레이저 패터닝 하는 경우 direct 

ablation과 projection ablation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

이 있다. Direct ablation 방식의 경우 레이저 빔을 

IC 기판 패턴 디자인(CAD)을 따라 이송하면서 매 

층의 패턴을 가공하게 되며, projection ablation의 

경우 IC 기판 패턴 디자인과 동일한 패턴을 갖은 

마스크에 레이저 빔을 조사(raster scanning)하게 

되며 마스크를 통과한 레이저 빔은 projection lens

를 통하여 기판 소재 조사된다. 

본 논문에서는 direct ablation과 projection abla-

tion 방식으로 IC 기판 소재에 가공된 패턴의 형상 

특징을 실험적으로 비교한다.

2. 실험 방법

IC 기판 소재의 패터닝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파장은 355nm, 평균출력 33W, 펄스 반복율 300kHz, 

펄스폭 40ns이다. 레이저 빔을 이송/집속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너와 telecentric f-θ lens를 사용하였으

며, 그 사양은 초점거리 56mm, 조사영역 20mm 

× 20mm이다. 공정변수는 레이저 출력(W), 펄스에

너지(J), 펄스 중첩율(%)이며, fig. 2에서 projection 

ablation에서 사용된 실험 장치를 나타내었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the projection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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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ocal microscope images of the 

profiles of a dot pattern on an IC sub-

strate polymer

3. 실험결과 및 토론

Gaussian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을 레이저 스캐

너를 이용하여 IC 기판 소재에 조사하는 경우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된 단면이 레이저 

빔의 에너지 분포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다. 

반면, projection ablation의 경우 Gaussian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이 마스크에 먼저 조사되어 마스크

를 통과한 레이저 빔의 단면 형상은 레이저 빔의 

직경과 마스크의 패턴 폭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Fig. 3 Confocal microscope image of a line pattern on an 

IC substrate polymer

Fig. 4 Optical images of a dot pattern(s) engraved by 

projection ablation

Fig. 4,5에서 보면 projection ablation 방식으로 

가공된 패턴의 단면은 direct ablation 방식의 경우와 

달리 단면이 사각형 형상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패터닝된 IC 기판 소재는 후공정에서 도금과 

평탄화 공정을 거친 후 다음 층을 가공하게 되므로, 

IC 기판 패턴의 형상 특성은 후공정은 도금 공정과 

도금된 후 도선으로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direct ablation과 projection ablation 방식의 

적합성은 도금 이후 특성이 우선 파악되어야 판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IC 기판 소재에 사용되는 폴리머 소재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한 direct ablation 방식과 projection 

ablation 방식으로 패턴을 가공하고, 각 형상을 비교

하였다. Direct ablation 방식의 경우 Gaussian 분포

의 레이저 빔의 형상과 유사한 패턴 단면이 가공되

었으나, projection ablation 방식의 경우 사각형에 

가까운 패턴 단면이 형성되었다. IC 기판 패턴의 

단면 형상은 후공정인 도금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각 단면의 적합성은 도금 후 도선 특성을 

기준으로 판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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