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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 소재의 projection ablation 패터닝 기초 연구
Feasibility study on projection ablation of high-density printed circui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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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CPU와 같은 고성능 IC(integrated chip)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판은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으로 빌드업 

필름(buildup film)을 이용한 적층방식으로 제작된

다. 현재 양산에서는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광방식을 기반으로 한 패터닝 공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IC의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 IC 기판의 도선 

폭과 간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fig. 1(b)와 같이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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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를 이용한 프로젝션 어블레이션

(projection ablation) 공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엑시머 

레이저와 빔 쉐이핑(shaping) 광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설치 후 운영비 및 유해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 및 관리가 편리하고, 저가인 

DPSS(diode-pumped soilid-state)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션 어블레이션 공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2. 실험 방법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 소재의 패터닝 실험에 

사용된 DPSS 레이저의 파장은 355nm, 평균출력 

33W, 펄스 반복율 300kHz, 펄스폭 40ns이다. 레이저 

빔을 이송/집속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너와 tele-

centric f-θ 렌즈를 사용하였으며, 그 사양은 조사영역 

40mm × 40mm, 초점거리 220mm이다. 공정변수는 

레이저 출력(W), 펄스에너지(J), 중첩율(%)이며, 

fig. 2에서 프로젝션 어블레이션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나타내었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the projection ablation

3. 실험결과 및 토론

DPSS 레이저로부터 발진(irradiation)되는 레이저 

빔은 Gaussian 분포를 갖고 있으므로, 빔 쉐이핑 

607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광학계를 사용하여 flat-top 형태(fig. 3 참조)로 레이저 

빔의 에너지 분포를 변화하여 프로젝션 마스크

(mask)에 조사하여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을 패터닝

하였다. 

레이저 스캐너, 프로젝션 마스크, 프로젝션 렌즈 

및 시편을 정렬하기 위해 패턴이 없는 프로젝션 

마스크를 사용하여 선형(line) 패턴을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 소재에 가공하였으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션 렌즈의 비율인 1:1을 만족하도록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3 Experimental alignment of the optical system for 

projection ablation

 선폭 10µm의 선평(수평, 수직, 사선) 패턴이 가공된 

프로젝션 마스크를 설치하고 프로젝션 어블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폭 8.1-10.2µm을 갖는 선형 패턴이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 소재에 가공되었다.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patterns engraved 

on the specimen to be used as the high-density 

printed circuit board (line width: 8.1-10.2µm)

Fig. 4에서 가공된 선형 패턴의 평균 선폭은 레이

저 빔의 조사 방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레이저 빔의 조사 방향과 프로젝션 마스크

에 가공된 패턴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 레이저 

빔의 에너지가 소재에 축적되는 양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엑시머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고가의 장비에 

비해 사용 편의성이 높고, 저가인 DPSS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션 어블레이션 공정을 적용하

여 CPU 등 고성능 IC용 고밀도 인쇄 회로 기판 

소재에 선폭 10µm급의 선형 패턴(수직, 수직, 사선)을 

가공하였다. 레이저 빔과 패턴 방향의 관계에 따라 

패턴 선폭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빔 조사 경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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