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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MEMS micro blaster

식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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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반도체 소자 및 마이크로머신 바이오센서 등에 사용되는 미세 부품에 대한 연구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세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은 대표적으로 화학용액을. MEMS
이용한 습식식각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식각 등이 주를 이룬다 는 경도가 강하고, . Micro blaster
화학적 내성을 가지며 용융점이 높아 반도체 공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판을 다양한 형태MEMS
로 식각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식각 공정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의 식각 공정은 고속의. Micro blaster
날카로운 입자가 공작물을 타격할 때 입자의 아래에는 고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고압축,
응력에 의하여 소성변형과 탄성변형이 발생된다 이러한 변형이 발전되어 재료의 파괴 초기.
값보다 크게 되면 크랙이 발생되고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재료의 제거가 일어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식각 특성에 관하여micro blaster MEMS

확인하였다 장비와 식각에 사용한 파우더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Micro blaster COMCO INC. .
를Micro blaster Al2O3 파우더의 입자 크기 분사 압력 기판의 종류 노즐과 기판과의 간격 반복, , , ,

횟수 노즐 이동 속도 등의 공정 조건에 따른 식각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반도체, .
공정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오 을 제작하였다MEMS PCR-chip .

먼저 기판과 기판에서의 식각률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 식각률을 바탕으로 바이glass Si wafer ,
오 에 사용하게 될 미세 홀과 미세 채널 그리고 미세 챔버를 형성 하였다 패턴을 형성PCR-chip , .
하기 위하여 사의 을 막으로 사용하였다TOK Ordyl DFR(dry film photoresist:BF-410) passivation .

에 사용되는 파우더의 직경이 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하의 미세 채널과 미세Micro blaster 10
홀을 형성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반도체 공정 기술로 제작 연구되어지고 있는 바이오MEMS

을 직접 제작하여 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 기술에 적용 가능함을PCR-chip micro blaster MEMS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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