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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tails how effectively dicing damage of silicon wafers can be mechanically minimized

by appropriate laser-induced groove formation prior to wafer separation. Various laser dicing factors, such as

the laser-control power, the scan rate and the scan number of the laser beam, were estimated to determine

the optimum groove morphology for minimization of chipping damag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repeated low-power laser beam scanning can be more effective for proper groove formation than single high-

power laser beam scanning. In-situ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s show that the curvature of

a laser-induced groove tip can be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minimizing chipping damage during silicon wafer

separation. The suppression of dicing damage on a silicon wafer with a sharp laser-induced tip can be

explained by atomic force microscopic examinations showing that cleavage fractures along a {011}-crystal

plane can be more possible at smaller curvature radius of the laser-induced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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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산업에서 웨이퍼 당 디바이스 칩의 수율을 결정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스크라이브 영역을

최소화하여 웨이퍼 당 디바이스 갯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웨이퍼의 다이싱 공정시 디바이스에 미치는 칩

핑 손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다이

아몬드 입자를 매개체로한 기계적 소우잉 공정의 경우 공

정 속도가 빠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45,000 rpm 이상의 회전속도를 갖는 다이싱 휠과

웨이퍼 사이의 기계적인 마찰로 인해 웨이퍼의 분리과정에

서 필연적인 기계적인 손상 (즉, 칩핑)이 발생한다는 치명

적인 단점이 있다 [1-5]. 따라서, 기계적 다이싱 공정으로

분리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경우 칩핑 손상을 수용할 수 있

는 공간 (즉, 스크라이브 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이

러한 공간은 웨이퍼 당 굿다이의 갯수를 늘리는데 장애요

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공정비용으로 빠른

공정속도에 대한 장점이 있어 두꺼운 웨이퍼나 다층 웨이

퍼의 다이싱에 소우잉 공정이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웨이퍼의 두께가 얇을 경우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싱

방법이 병행하여 이용되고 있다 [6-8]. 즉, 레이저의 높은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웨이퍼의 분리선을 따라 웨이퍼를 녹

여 웨이퍼를 분리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레이저 어브레이션

공정의 경우 칩핑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웨이퍼의 표면이

지속적으로 레이저의 높은 열에너지에 노출되어 회로가 장

착된 디바이스가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6-8].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를 레이

저 어브레이션에 의해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대신 레이

저에 의해 웨이퍼 표면에 분리 홈만을 만든 후 웨이퍼 표

면에 접착 재료를 부착한 후 적정한 온도까지 가열하여 열

팽창을 유도하여 분리 홈에서 웨이퍼의 분리가 발생하도록

하는 다이싱 공정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정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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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으나 최적의 분리 홈을 만들기 위한 레이저 공정

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나 레이저 공정별 또는 홈의

모양에 따라 분리 웨이퍼에 발생가능한 칩핑에 대한 연구

는 상당히 미진한 편이다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

의 분리 홈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레이저 공정조건을 찾기

위해 레이저의 전력, 스캔 속도 및 스캔 횟수 등을 차별화

에 따른 웨이퍼 다이싱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특별히, 여러 레이저 공정조건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상에 어떠한 분리 홈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웨이퍼 최종 분리시 칩핑 손상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웨이퍼 당 디바이스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

해 최적의 다이싱 공정조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다이싱 공정을 위해 12인치 직경 그리고 50 um 두께의

실리콘 단결정 웨이퍼가 사용되었다. 웨이퍼들에 여러 형

태의 분리 홈들을 형성한 후 웨이퍼에 접착재를 부착하여

해당 웨이퍼들을 분리하기에 적합한 150 oC까지 가열하여

웨이퍼의 분리 홈에 인장응력을 유도하여 웨이퍼를 최종

분리시키는 공정방법이 채택되었다. 접착재는 실리콘 웨이

퍼의 열팽창계수 (2.3 × 10-6 /oC) 보다 열팽창계수가 80배

정도 큰 실리콘 고무 (C2H802Si을 축합시켜 만든 고분자재

료)를 웨이퍼와 동일한 두께로 웨이퍼에 접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웨이퍼 다이싱 공정을 도

식적으로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디바

이스가 장착될 웨이퍼 후면에 레이저 빔을 스크라이브 지

역 중앙 부위를 따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그루브를 형성

한 후 접착테입의 열팽창에 의해 웨이퍼를 최종 분리하는

공정이 적용되었다. 레이저 공정별 웨이퍼 표면에 발생한

분리 홈의 단면과 파단면 분석을 위해 optical microsco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그리고 atomic force

microscope가 활용되었다. 레이저의 공정 조건별 웨이퍼의

다이싱 효율성 평가를 위해 레이저의 전력은 25~100 W

그리고 웨이퍼에 레이저 빔의 조사 속도는 100~700 mm/

sec로 차별화하였다. 또한, 웨이퍼 다이싱을 위해 레이저

빔의 스캔속도를 적정 속도 이하로 낮추는 것은 반도체 공

정시간을 지연시켜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25~100 W의 레이저 전력 범위에서

레이저 빔의 조사속도를 700 mm/sec로 고정한 후 레이저

빔의 조사 횟수를 1회에서 7회까지 차별화하여 분리 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후 여러 레이저 공정별 분리

홈을 가진 웨이퍼들은 접착 테이프를 부착하여 0 oC까지

냉각한 후 다시 150 oC까지 가열하여 웨이퍼의 최종분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온도범위는 반도체 제품

의 신뢰성 연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온도범위 내

에서 시행되어 차후 반도체 회로의 손상에 전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온도범위이다. 레이저 공정별 웨이퍼에 발생하

는 칩핑 손상 범위는 optical microscope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가장 큰 칩핑

손상 범위가 레이저 공정 조건에 따라 도표로 작성되었다.

또한, 각 공정별로 차별화되어 분리된 다이싱 절단면은 분

리과정에서의 벽개 파괴와의 연관성 검증을 위해 AFM을

이용하여 정밀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회로에 직접적인 열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어브레이션 공정은 웨이퍼 이면에 분리 홈을 만드

는 역할에만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팽창에 의한

웨이퍼의 최종적인 분리는 인장성분의 응력에 의해 기계적

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 분리된 다이에 미세한 칩

핑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는 레이저 빔에 의한

분리 홈이 만들어진 후 열팽창에 의해 분리된 웨이퍼에 발

생한 칩핑 손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전술한 것처럼 이러

한 칩핑이 발생할 경우 웨이퍼 표면에 장착된 액티브 디바

이스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사이에

스크라이브 지역이라 불리는 일정 여유 공간을 만들어 다

이싱에 의한 디바이스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스크라이브 지역의 크기가 클수록 웨이퍼 당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칩핑 손상을

최소화하여 스크라이브 지역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

도체 제품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첩경이다. 본 연구에

서 레이저 다이싱 공정을 도입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설

명될 수 있다. 
Fig. 1. Schematics illustrating the cross-sectional view of a silicon
wafer with laser-induced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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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공정 도입으로 인한 분리 홈의 형

성에 의해 순수한 소우잉 공정 보다 칩핑 손상 범위는 크

게 줄일 수 있지만 웨이퍼의 최종 분리과정에서 미세한 칩

핑 손상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칩

핑 손상 마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레이저 공정조건별 웨이퍼 표면에 형성될

수 있는 분리 홈들을 차별화하여 칩핑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였다. 레이저 빔의 전력, 스캔 속도,

스캔 횟수 등을 변수로 하여 웨이퍼 표면에 레이저 빔에

의해 형성된 그루브의 모양과 깊이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공정조건별 칩핑 손상의 범위

를 측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다이싱 공정 방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림 3은 레이저 빔의 전력과 스캔 속도의 함수로

칩핑 손상의 크기를 나타낸 도표이다. 본 결과에서 레이저

빔의 전력이 증가할수록 칩핑 손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레이저 빔의 전력이 클수록

웨이퍼 표면에 형성되는 그루브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으

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또한 레이저 빔의 스캔속

도가 느릴수록 칩핑 손상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웨이퍼 표면에 레이저 빔의 노출시

간이 길어 질수록 그루브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어브레이션에 의해 웨이퍼

표면에 형성되는 그루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결과 칩핑

손상 범위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레이저 빔에 의해 형성된 그루브의 단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a)는 레이저 빔의 전력

이 100 W이고, 스캔 속도가 700 mm/sec 일때 웨이퍼 표

면에 발생된 그루브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 사

진이며, 그림 4(b)는 레이저 빔의 전력이 100 W이고, 스

캔 속도가 100 mm/sec 일때 웨이퍼 표면에 발생된 그루브

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저 빔의 전력이나 스캔속도에 따라

그루브의 깊이가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레이저 공정조건에 따라 그루브의 깊이가 차별

화되어 칩핑 손상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명확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 4(b)에서 볼

Fig. 2. Micrograph of the diced chip with chipping damage.

Fig. 3. Three-dimensional graph showing largest chipping damage
size as a function of laser scan rate and power.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laser-induced
notches prepared under two different scan rates; a) 700 mm/sec, and
b) 100 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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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레이저의 스캔속도가 느릴 경우 그루브 팁의 곡

율반경도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더불어, 레

이저 빔의 스캔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칫 디바이스가 과다

한 열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어 또 다른 신뢰성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빔의 스캔

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스캔 횟수를 변화시켜 칩핑손

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5는 레이저 빔의 전력과 레이저 빔의 스캔속도를

700 mm/sec로 고정한 후 스캔 횟수를 변화시켜 분리된 웨

이퍼의 최대 칩핑손상 크기를 나타낸 도표이다. 본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레이저 빔의 스캔횟수가 증가할수록 칩핑

손상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

은 100 W의 전력에서 단일 횟수의 스캔보다는 25 W의 전

력에서 7회의 스캔에서 칩핑 손상의 크기가 더욱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결과에 대한 원인분

석을 위해 낮은 전력으로 레이저 스캔횟수를 늘려 진행된

웨이퍼의 그루브 단면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로

분석하였다.

그림 6은 25 W의 전력에서 7회 스캔하여 웨이퍼 표면에

발생된 그루브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그

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전력에서 여러번 스캔한 시

편의 경우가 높은 전력에서 단일 스캔한 시편 보다 그루브

팁 곡율 반경이 훨씬 더 작아 노치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레이저 빔의 스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 속도를 늦추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에 많은 열에너지를 웨이퍼에 가하지 않고 대

신 레이저에 의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

게 된다는 점에서 웨이퍼에 장착된 디바이스의 신뢰성 확

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그림 6에

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전력에서 빠른 속도의 레이저 빔으

로 7회 스캔하여 형성된 분리 홈은 높은 레이저 빔 전력

에서 느린 스캔 속도로 단일 스캔하여 형성된 분리 홈 보

다 그루브의 깊이는 깊지 않으나 그루브 팁의 곡율 반경이

작아 상대적으로 웨이퍼의 최종 분리과정에서 칩핑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레이저 공정 차별화 즉, 그루브 팁의 곡율 반경이 작을

경우 분리된 웨이퍼의 칩핑 손상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분리된 웨이퍼의 파단면에

대한 AFM(atomic force microscope) 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7(a)는 레이저의 전력이 100 W이고 단일

스캔이 적용되어 분리된 웨이퍼의 파단면을 보여주는

atomic force microscope 사진이며, 그림 7(b)는 레이저의

전력이 25 W이고, 스캔 횟수가 7회인 조건하에서 분리된

웨이퍼의 파단면을 보여주는 atomic force microscope 사

진이다. Atomic force microscope 분석 결과 높은 전력의

레이저 빔이 한번 스캔하여 분리된 웨이퍼의 파단면이 낮

은 전력의 레이저 빔이 7번 스캔하여 분리된 웨이퍼의 파

단면 보다 표면이 더욱 거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분석은 그림 5에서 보여준 것처럼 낮은 전력에

서 스캔 횟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칩핑 손상이 왜 급격히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역학적으로 세라믹 특성의 분리과정에서

그루브이 깊이가 그루브 팁의 곡률 반경 못지 않게 중요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루브의 깊이 보다는 그루브 팁의 곡

율 반경이 파단면에 더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데 이것은 반도체 제품용 실리콘 웨이퍼가 단결정이

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언하면 그루

브 팁의 곡율반경이 작을 경우 웨이퍼 다이싱 면을 따라

{011} 벽개파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분리과

정에서의 칩핑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Fig. 5. Three-dimensional graph showing largest chipping damage
size as a function of laser scan number and power.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 notch after
scanning seven times.



이성민 · 김연욱 693

있다 [9,10]. 반면, 그루브 깊이가 깊더라도 팁의 곡율반경

이 클 경우에는 웨이퍼의 다이싱 면을 따라 발생하는 웨이

퍼 분리가 {011} 벽개면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칩핑 손상의 범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칩핑 손상의 범위는 레이저에

의해 형성된 분리 홈이 웨이퍼의 벽개파괴에 얼마나 유용

하게 작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학적으로 웨이퍼의 열팽창 과정에서 그루브 팁에 발생

하는 응력은 아래와 같다 [11]. (그림 1 참조)

σ1∝ 1 / rn (1) 

단, σ1은 인장성분의 그루브 팁에 작용하는 인장응력, R은

그루브 팁의 곡률 반경 그리고 n은 기하학적 상수

위의 수식에서 대부분의 세라믹 재료의 경우 n은 1 이

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웨이퍼의 열팽창 과정

에서 그루브 팁에 발생하는 인장성분의 응력은 곡율반경에

대단히 민감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응력 하에서

단결정 실리콘의 파괴강도는 결정방향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5]. 타당한 이유는 결정방향에 따라 실리콘

원자의 점유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균열의 성장에 필요한

파단면 생성 에너지가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10].

예를들어, {011} 결정면의 경우 실리콘 원자의 점유밀도가

42% 정도로 {001} 결정면의 원자 점유밀도인 29% 보다

월등히 높아 균열의 성장이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루브 팁에 발생하는 응력

의 절대적인 크기 보다는 주어진 응력이 {011} 결정면으

로의 균열 성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8은 상기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결과를 근거로 레이

저에 의해 형성된 그루브의 위치 및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의 벽개면 등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본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레이저 빔에 의해 발생되는 그루브 팁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벽개면 (011)을 따라 인장 응력의

집중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벽개파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서 웨이퍼 분리가 디바이

스 표면에 수직한 (011) 결정면에 집중되어 칩핑 손상범위

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레이저 공정에 의해 웨이퍼 스크

라이브 지역 중앙선을 따라 형성된 분리 홈은 그 모양과

깊이에 따라 웨이퍼의 최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칩핑

손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별히, 레이저 전력이 25 W이고, 스캔 횟수가 7회인 공정

에 의해 형성된 분리 홈의 경우 레이저 빔의 전력이 100

W이고, 단일 스캔에 의해 형성된 분리 홈 보다 홈의 깊이

는 깊지 않터라도 칩핑 손상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EM과 AFM 사진 분석을 통해 낮은

전력에서 여러 번의 스캔에 의해 형성된 분리 홈의 경우

그루브 팁의 곡률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 웨이퍼의 {011}

결정면을 따라 벽개파괴를 유도하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

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국, 칩핑 손상 최소화의

한정된 목적하에서는 레이저 공정에 의한 분리 홈의 도입

은 홈의 깊이 보다는 홈의 팁 모양이 더 중요하며, 이는

Fig. 7. Atomic force micrographs showing separation surfaces of
wafers with notches prepared under two different laser processes; a)
scanning one time at 100 W, and b) scanning eight times at 25 W.

Fig. 8. Schematics illustrating the dicing mechanism of silicon
wafer with laser-induced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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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 웨이퍼의 벽개파괴의 특성 때문인 것임을 증명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반도체 웨이퍼의 다이싱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불량률 감소와 개별 디바이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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