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45045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1L 21/30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8월18일

10-0445045

2004년08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2-7002468 (65) 공개번호 10-2002-0027584

(22) 출원일자 2002년02월26일 (43) 공개일자 2002년04월13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2년02월26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0/00576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1/15861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0년08월25일 (87) 국제공개일자 2001년03월08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독일, 일본, 대한민국, 미국,

(30) 우선권주장 JP-P-1999-00242195 1999년08월27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아사히 가세이 일렉트로닉스 가부시끼가이샤

일본 160-0023 도꾜도 신쥬꾸꾸 니시신쥬꾸 1쪼메 23방 7고

(72) 발명자 고이께히사오

일본미에껭가메야마시가메다쵸379-1

아라이다께시

일본시즈오까껭후지시미쯔자와335-1-2

이께다아끼히꼬

일본시즈오까껭후지시이마이즈미3588-19

(74) 대리인 특허법인코리아나

심사관 : 인치복

(54) 연마패드 및 연마장치

요약

CMP 법의 연마종점검지를 위해,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하는 투명한 창문재로서, 적극적인 굴절률 분포를 갖

는 창문재 (11) 를 사용한다.

이 창문재 (11) 는 창문면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을 갖는다.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이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창문

면 내에서의 이들 영역 (11a, 11b) 의 배치는, 제 1 영역 (중심원) 을 명부 (굴절률이 높은 영역) 로 한 프레넬 존 플레

이트 배치로 되어 있다. 이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가 창문재 (11) 의 창문면 내에 복수개, 격자형상으로 배치되어 있

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계적ㆍ화학적 연마용 연마패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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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반도체장치를 제조할 때에는, 웨이퍼 표면에 도전성 막을 형성한 후에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등을 실시하여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이나, 배선층 위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 등이 실시된다. 이들 공정에 의해 웨이퍼 표면에 요철

이 생긴다. 최근, 반도체 집적회로의 고밀도화를 목적으로 배선의 미세화나 다층 배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웨이퍼 표면의 요철을 평탄화시키는 기술이 중요해져 왔다.

웨이퍼 표면의 요철을 평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종래 기계적ㆍ화학적 연마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하,

「CMP」라고 함) 법이 채용되고 있다. CMP 법은 지립(砥粒)을 액체에 분산시킨 슬러리 (slurry) 를 연마액으로 사용

하고, 웨이퍼의 피연마면을 연마패드의 연마면에 누른 상태로 연마하는 연마방법이다.

CMP 법에서 사용하는 연마장치는, 예컨대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마패드 (1) 를 지지하는 연마정반 (2) 과, 

피연마재 (웨이퍼: 5) 를 지지하는 지지대 (6) 와, 연마액의 공급기구 (10) 를 구비하고 있다. 연마패드 (1) 는 연마정

반 (2) 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고정된다. 연마정반 (2) 과 지지대 (6) 는, 연마패 드 (1) 와 피연마재 (5) 가 대향하도록 

배치되고, 각각에 회전축 (8, 9) 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지지대 (6) 측에는 피연마재 (5) 를 연마패드 (1) 에 누르기 

위한 가압기구가 형성되어 있다.

웨이퍼 표면을 CMP 법으로 연마할 때에는, 연마를 중단하지 않고 연마종점 (웨이퍼의 표면구조나 절연막의 두께가 

원하는 상태가 된 시점) 을 검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마종점 검지방법으로서, 레이저광을 연마패드너머 웨

이퍼 표면에 조사(照射)하여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모니터하는 방법이 있다.

표면에 절연막을 갖는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에는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절연막면에서 반사된 제 1 반사광과, 절

연막과 실리콘기판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제 2 반사광이 간섭하여 발생한 간섭광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간섭광은 제 1 

반사광과 제 2 반사광의 위상관계에 따른 강도(强度)로 되어 있고, 이 위상관계는 실리콘기판위의 절연막 두께를 나

타낸다. 그로써,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모니터하여 상기 간섭광을 해석함으로써 연마의 종점을 검지할 수 있다.

이 연마종점 검지방법에 대해서는, 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9-7985 호 (US P 5,964,643 호), WO99/64205 호

(본원의 우선일 후에 공개된 국제공보),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10-83977 호 (US P 5,893,796 호), US P 6,045,439 

호, 일본 특허공표공보 평 11-512977 호 (US P 5,605,760 호) 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으로 연마종점검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마패드에 광투과영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연마패드의 광투과영

역을 통하여 웨이퍼 표면에 레이저광을 입사(入射)하고,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 중 이 광투과영역을 투과한 광을 검

출기를 향하게 한다.

상기 각 문헌에는 이 광투과영역의 형성방법에 대한 기재도 있다. 예컨대, 연마패드의 일부에 관통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에 연속하여 두께방향으로 관통하는 구멍을 정반에 만들어, 이들의 연속 구멍에 투명한 시트나 플러그 등의 창문

재를 설치하고 있다. 이 창문재로서는, 석영이나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루어지는 균일 구조의 부재 (적극적인 굴절률 

분포를 갖고 있지 않는 부재) 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래기술에는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웨이퍼의 연마에서는, 종점까지 연마를 실시했더라도 웨이퍼 표면의 요철이 완전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웨

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은 산란광이 되고 있다. 또, 창문재의 연마면측 면이 연마면보다 오목하게 되어 있으면, 이 오목

부에 고인 연마액에 의해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이 더욱 산란된다. 창문재의 연마면측 면을 연마면과 동일하게 하면,

재질에 따라서는 창문재의 연마면측 면이 연마되기 때문에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은 이 피연마면에서 더욱 산란된다

.

따라서, 창문재를 통하여 연마면에 수직인 광을 입사시켜도,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은 연마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일

정하지는 않다. 그로 인해, 이 반사광이 균일 구조의 창문재로 들어가면, 이 반사광의 일부는 예컨대 정반의 상기 관통

구멍의 내면에서 흡수되어, 검출기에 도달하지 않는다.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키기 위해 광투과영 역을 넓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광투과영역을 넓인 부분만큼 연마패드의 연마면이 좁아진다. 즉, 광투과영역을 넓게 하는 것은 연마의 균일성 저하와

연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WO99/64205 호에는 레이저광의 입사 및 반사광의 수광(受光)을 광파이버로 실시하고, 이 광파이버의 일단을 

연마패드에 형성한 관통구멍에 넣고, 타단을 연마종점검지용 수광기에 접속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예에서는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창문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과제는, CMP 법의 연마종점검지를 위해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하는 투명한 창문재를, 크기가 작아

도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연마영역과, 투명한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영역을 패드면 내에 갖는 기

계적ㆍ화학적 연마용 연마패드에 있어서, 창문재는 창문면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갖고, 각 영역은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연마패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한쪽 면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이 광은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경계에서 반사되면서, 주로 굴절률이 높은 영역 내를 연마패드의 두께방향으로 진행하고, 다른쪽 면으로부터 출사(出

射)된다. 즉, 이 광투과영역으로의 입사광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이어도, 이 광은 광투 과영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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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무늬의 길이방향을 따라 전송된다.

그럼으로써, 이 광투과영역에 의하면, 입사광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인 경우에, 균일 구조의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영역과 비교하여, 광투과영역으로부터의 출사광의 산란 정도를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마패드에 의하

면, 균일 구조의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영역을 구비한 연마패드보다 연마종점검지를 위한 피연마물로부터의 반

사광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 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는 창문재를 구성하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패드면 내에서의 배치가, 굴절률이 높은

영역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명부(明部)에 대응시키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암부(暗部)에 대

응시킨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마패드의 창문재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배치가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

기 서술한 바와 같은 입사광이 광투과영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상기 줄무늬의 길이방향을 따라 전송되는 작용 (광도파

작용) 에 더하여, 프레넬 존 플레이트와 동일한 집광작용을 갖는다. 이로써, 이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한쪽 면으로

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다른쪽 면으로부터의 출사광은 집광된다. 즉, 이 광투과영역으로의 입사광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이어도, 이 광투과영역으로부터의 출사광은 집속광이 된다.

따라서, 이 연마패드에 의하면, 연마종점검지를 위한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 을 집속광

으로 광투과영역으로부터 출사시킬 수 있 다. 그럼으로써, 이 광투과영역은 균일 구조의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

영역과 비교하여,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는 포함되지

만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갖지 않는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영역보다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을 효율적으

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킬 수 있다.

프레넬 존 플레이트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각 동심원을 중심측으로

부터 순서대로 제 1 원 (C1), 제 2 원 (C2), 제 3 원 (C3) …으로 하였을 때, 이 패턴의 제 1 원 (C1) 의 내부에 상당하

는 제 1 영역 (Z1), 제 1 원 (C1) 과 제 2 원 (C2) 사이에 상당하는 제 2 영역 (Z2), 제 2 원 (C2) 과 제 3 원 (C3) 사이

에 상당하는 제 3 영역 (Z3) …이, 서로 명부 (광을 투과하는 영역) 와 암부 (광을 차단하는 영역) 로 되어 있다. 또, 각

원 (C1, C2, C3 …) 의 관계는 제 n 원의 반경 (Rn) 이 (2n-1) 의 평방근에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명부인 

각 영역으로부터의 회절광이 동 위상에서 간섭하고 집광작용을 갖도록 되어 있다.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초점거리는 파장에 따라 다르고, 각 동심원의 반경 (Rn) 과 초점거리 (P) 와 파장 (λ) 의 관계

는 하기 식 (1) 로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광의 파장 (λ) 과 원하는 초점거리 (P) 를 이 식 (1) 에 대입하

여 각 동심원의 반경 (Rn) 을 도출함으로써, 원하는 초점거리를 갖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을 설계하고 있다.

Rn=√(λㆍP(2n-1)/2) …(1)

이 식 (1) 은 예컨대 「광공학 (신정 증보판)」(저자: 이이즈카 케이고, 1983 년, 쿄리츠출판주식회사 발행) 의 68 페

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의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의 창문재에 대해서도, 이 식 (1) 로부터 각 동심원의 반경 (Rn) 을 도출함으

로써, 원하는 초점거리를 갖는 창문재를 설계할 수 있다. 또, 이 창문재에서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제 1 영역 (Z1) 은 

굴절률이 높은 영역으로 해도 되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으로 해도 되지만, 굴절률이 높은 영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 1 영역 (Z1) 을 굴절률이 높은 영역으로 하면, 제 1 영역 (Z1) 을 굴절률이 낮은 영역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

여, 창문재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광도파 작용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연마패드의 창문재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의 굴절률을 n1 로 하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의 굴절률을 n2 

로 하면, 「(n1-n2)/n1」로 표시되는 굴절률차는 0.5% 이상 10% 이하가 바람직하고, 1% 이상 10% 이하가 보다 바

람직하다. 굴절률차가 지나치게 작으면 광도파 작용이 작아진다.

굴절률차가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도파 특성은 저하되지 않지만,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에서 재료

의 비중이나 경도 등의 물성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광투과영역을 이루는 창문재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또, 

굴절률이 높은 영역의 굴절률 (n1) 이 지나치게 크면, 광투과영역의 표면에서 광이 반사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는 창문재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창 문면 내에서의 면적비로 15% 이상 9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90% 를 초과하면 광도파 작용이 불충분해지는 경우가 있다. 

광도파 작용의 크기 및 광투과영역을 이루는 창문재의 제작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상기 비율의 바람직한 범위는 20%

이상 80% 이하이며, 보다 바람직한 범위는 50% 이상 80% 이하이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는, 창문재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이 창문면에 수직인 방향을 축방향으로 하는 원주형상으로 형성

되고, 이 원주의 직경이 50㎛ 이상 200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마패드에 의하면 특히 높은 광도파 작용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직경이 50㎛ 보다 작으면,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경계에서의 광의 회절이 현저해져, 광도파 작용이 

작아진다. 상기 직경이 2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광도파 작용이 작아진다. 상기 직경은 50㎛ 이상 500㎛ 이하가

보다 바람직하고, 75㎛ 이상 200㎛ 이하가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로서 창문재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배치가 프레넬 존 플레이트배치로 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배치를 1 개만 갖고 있어도 되고, 복수개 갖고 있어도 된다. 이 배치를 복수개 갖는 경우는, 프레넬 존 플레

이트의 명부를 이루는 가장 외측 링의 직경이 300㎛ 이상 2000㎛ 이하이며, 이 가장 외측 링의 폭은 10㎛ 이상 20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외부 링의 외경이 300㎛ 보다 작거나, 또는 가장 외부 링의 폭이 10㎛ 보다 작으면, 굴절률 경계에서의 회절의 

영향이 커져서, 프레넬 존 플레이트와 동 일한 집광작용을 얻는 것이 곤란해진다. 가장 외부 링의 외경이 2000㎛ 보다

크거나, 또는 가장 외부 링형 패턴의 폭이 200㎛ 보다 크면, 프레넬 존 플레이트와 동일한 집광작용을 얻는 것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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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창문재에 1 개만 갖는 구성으로 하면, 수광기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투과영역에 빔

직경이 큰 광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창문재에 복수개 갖는 구성으

로 하면, 집광점이 복수개 존재하기 때문에, 창문재의 면 내의 일부에만 반사광의 입사가 있는 경우에, 보다 확실하게 

반사광을 수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에서, 광투과영역을 이루는 창문재는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가

교(架橋) 고분자는 가교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교성 고분자를 가교시킬 때의 가교도를 조절함으로써,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부재에 굴절률의 변화를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에서 창문재가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은 굴절률이 낮은 영역보다 가교 고분자의 가교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교 고분자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창문재는 CMP 법에서 사용하는 연마액으로 

침지되기 어렵다. 또한, 가교 고분자의 가교도를 컨트롤함으로써 굴절률의 차이를 발생시키면,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은 화학결합으로 강고하게 결합된 상태가 된다. 그럼으로써,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창문재는 기계적 변

형이 가해진 경우에도 잘 붕괴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의 창문재를 가교 고분자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가교성 고분자로서, 예컨대 감광성 고분자를 사용

할 수 있다. 감광성 고분자에 대해, 굴절률의 패드면에서의 분포에 따라, 굴절률이 높은 영역의 가교도가 굴절률이 낮

은 영역의 가교도보다 높아지도록 광을 조사함으로써, 굴절률 분포를 갖는 창문재를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한 감광성 고분자로서는, 폴리우레탄아크릴레이트류, 에폭시아크릴레이트류, 폴리에스테르아크릴레이트류, 불

포화폴리에스테류, 고무아크릴레이트류, 폴리아미드류, 실리콘아크릴레이트류, 알키드아크릴레이트류, 고리화 고무

류 등을 들 수 있다. 또, 폴리부타디엔류는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CMP 법의 연마액에서의 열화가 

방지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 이들 감광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수지조성물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수지조성물의 조성과, 감광성 고분자에 대

한 모노머 (아크릴레이트류, 메타크릴레이트류, 또는 비닐기를 갖는 다관능 모노머류) 의 첨가량을 조정하여 감광성 

고분자를 원하는 경도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는, 창문재의 연마면측의 창문면이 연마면과 동일 평면 내에 있고, 창문재의 적어도 연마면측의 

부분은 연마면과 동등 이하의 경도를 갖고, 그 경도차는 shore-D 경도로 2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마패드에 의하면, 창문재의 연마면측의 창문면이 연마면과 동일 평면 내에 있기 때문에, 창문재의 상기 창문면에

연마액이 잘 고이지 않는다. 또한, 창문재의 연마면측의 창문면에 연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는, 

창문면이 연마면보다 돌출되어 있는 구조도 들 수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균일한 연마를 할 수 없거나, 메인터넌스 (m

aintenance) 를 위한 드레싱이 곤란해지거나, 피연마면에 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 연마패드는, 창문재의 적어도 연마면측의 부분의 경도가 연마면의 경도와 동등 이하이기 때문에, 연마 중에 창

문재의 연마면측의 창문면이 연마면보다 돌출된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그 경도차가 shore-D 경도로 20 이하

이기 때문에, 연마 중에 창문재의 창문면이 연마면보다 움푹 패였더라도 이 패임량을 작게 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경도차는 shore-D 경도로 10 이하이다. 또, 창문재의 적어도 연마면측 부분의 경도는, 연마 중 및 드레싱 중에 파손

이 생기지 않는 경도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투과성의 시트로서, 시트면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갖고, 각 영역은 시트면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시트를 본 발명의 연마패드의 창문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시트의 한쪽 면에 광을 입사시키면, 이 광은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경계에서 반사되면서, 주로 굴절률

이 높은 영역 내를 시트의 두께방향으로 진행하여, 다른쪽 면으로부터 출사된다. 즉, 이 광투과영역으로의 입사광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이어도, 이 광은 광투과영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상기 줄무늬의 길이방향을 따라 전송된다.

또한, 상기 구성의 시트로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시트면 내에서의 배치가, 굴절률이 높은 영역을 프레

넬 존 플레이트의 명부에 대응시키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암부에 대응시킨 프레넬 존 플레

이트 배치인 시트를 들 수 있다. 이 시트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배치에 의해, 상기 서술한 광도파 작용

에 더하여, 프레넬 존 플레이트와 동일한 집광작용을 갖는다. 즉, 이 시트의 한쪽 면에 광을 입사시키면, 다른쪽 면으

로부터의 출사광은 집광된다.

따라서, CMP 용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개구부를 형성하고, 이 개구부에 상기 어느 한 시트를 배치하면, 본 발명의

연마패드가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들 시트는, 가교성 고분자의 가교도를 시트면 내에서 변화시킴으로써,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연마패드로는, 연마면의 반대측 면이 광투과성의 지지체에 고정되고, 광투과영역에 형성된 개구부에 광투

과성의 시트가 배치되며, 이 시트의 전체면이 광투과성의 접착제로 상기 지지체에 접착되어 있는 연마패드를 들 수 

있다.

이 연마패드에 의하면, 시트의 전체면이 접착제로 지지체에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의 가장자리부만이 지지체에 

접착되어 있는 연마패드와 비교하여, 시트의 이면 (정반측에 배치되는 면) 에 연마액이 침입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 

광투과성의 지지체 및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의 이면측으로부터 조사되는 광을 시트 내에 확실하게 입

사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연마패드로서 상기 시트가, 시트면내에 굴절율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갖고, 각 영역은, 시트

면에 수직인 단면내에서 교대로 줄무늬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패드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을 통하여 피연마물에 단일 파장의 레이저광 또는 밴드 패스필터를 통과시킨

파장폭이 좁은 광을 조사하는 광조사수단과,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 중 상기 광투과영역을 투과시킨 광을 수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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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수단과, 수광수단으로부터의 수광신호에 따라 연마종점을 검지하는 종점검지수단을 구비한 연마장치에 있어서, 

연마패드는 본 발명의 연마패드인 연마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단일 파장의 레이저광 또는 밴드 패스필터를 통과시킨 파장폭이 좁은 광을,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

을 통하여 웨이퍼 표면에 조사하고, 동일 광투과영역을 통하여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모니터하는 연마종점 검지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의 연마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종점 검지방법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CMP 법에서 사용하는 연마장치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 2 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 은 제 1 실시형태의 창문재 (실시예 1-1 과 실시예 1-3) 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는 도 3 의 A-A 선 단면도이다.

도 5 는 제 1 실시형태의 창문재 (실시예 1-2) 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 은 제 1 실시형태의 창문재 (실시예 1-4) 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 은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의 제작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 은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 (실시예 2-1, 2-2, 2-4) 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 는 도 8 의 A-A 선 단면도이다.

도 10 은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 (실시예 2-3) 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 은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 는 제 3 실시형태의 창문재의 평면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 은 도 12 의 창문재를 구성하는 멀티코어형 광파이버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4 는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상당하는 연마장치를 나타내는 부분단면도이다.

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창문재의 제 1 실시형태]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하는 투명한 창문재 (시트) 의 제 1 실시형태에 대해 도 3 ∼ 도 7 를 이용하여 설명한

다.

<실시예 1-1>
이 실시예의 창문재는 도 3 에 나타내는 평면형상과 도 4 에 나타내는 단면형상을 갖는다. 도 4 는 도 3 의 A-A 선 단

면도로서, 이 창문재의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을 나타낸다.

이 창문재 (11) 는, 창문면 (M)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을 갖는다. 창문면 (M) 

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이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의 굴절률 (n1) 은 1.50 이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의 굴절률 (n2) 은 1.47 이다

.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은, 창문면 (M) 에 수직인 방향 (α) 을 축 (S) 방향으로 하는 원주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의 창문면 (M) 내에서의 형상은 원이고, 이 원은 창문면 (M) 내에서 격자형상으로 배치되

어 있다. 각 원의 직경은 200㎛ 이고, 피치 (이웃하는 원의 중심간 거리) 는 400㎛ 이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창문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19% 이다. 또, 이 창문재 (11) 의 Shore-D 경도

는 45 이다.

도 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창문재 (11) 의 한쪽 창문면 (M1) 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

a) 에 대한 입사각 (θ) 이 개구수 (NA) 의 아크사인(arcsin) 값 보다 작은 광은,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

이 낮은 영역 (11b) 의 경계에서 반복 반사되면서, 실질적으로 창문면 (M) 에 수직인 방향 (α) 을 따라 전송된 후에, 

다른쪽 창문면 (M2) 으로부터 출사된다. 또한, 개구수 (NA) 는 영역 (11a, 11b) 의 굴절률 (n1) 과 (n2) 로만 결정되

는 값이다.

<실시예 1-2>
이 실시예의 창문재는 도 5 에 나타내는 평면형상을 갖는다. 이 창문재의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A-A 선 단면) 은 도 

4 와 동일하다.

이 창문재 (11) 에서,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을 이루는 원은 창문면 (M) 내에서 지그재그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원의 직경은 500㎛ 이고, 피치는 532㎛ 이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창

문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80% 이다. 그 밖의 사항은 실시예 1-1 과 동일하다.

<실시예 1-3>
이 실시예의 창문재 (11) 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을 이루는 원의 직경이 40㎛ 이고, 피치가 80㎛ 이다. 이 창문

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창문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91% 이다. 그 밖의 사항은 

실시예 1-1 과 동일하다.

<실시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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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의 창문재는 도 6 에 나타내는 평면형상을 갖는다. 이 창문재의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A-A 선 단면) 은, 도

4 와 동일하다.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을 이루는 원은, 창문면 (M) 내에서 지그재그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의 크기는, 직경 5

00㎛ 와 직경 213㎛ 의 2 종류로서, 피치는 505㎛ 이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

율은 창문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91% 이다. 그 밖의 사항은 실시예 1-1 과 동일하다.

<창문재의 제작방법>
이들 실시예의 창문재 (11) 를 이하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우선, 도 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유리판 (12) 위에 포

토마스크 (13) 를 놓는다. 포토마스크 (13) 에는, 제작되는 각 창문재 (11) 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의 배치에 대

응시켜 원의 반복패턴이 광투과부로 묘사되어 있다. 이어서, 이 포토마스크 (13) 위에 폴리에스테르필름 (14) 을 놓고

, 그 위에 감광성 수지의 액막 (15) 을 형성한다. 이 액막 (15) 위에 다시 폴리에스테르필름 (16) 을 놓는다.

감광성 수지로서는, 인쇄판 제조용 액상 감광성 수지인 아사히카세이코오교 (주) 제조의 「APR (등록상표) K-11」

을 사용하였다. 이 액체를 폴리에스테르필름 (14) 위에 닥터블레이드 (doctor blade) 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액막의 

두께를 1.4㎜ 로 조정하였다. 포토마스크 (13) 위의 폴리에스테르필름 (14) 은 포토마스크 (13) 에 감광성 수지가 부

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상태에서, 유리판 (12) 의 하측과 폴리에스테르필름 (16) 의 상측의 양측으로부터, 자외선 (U) 을 각각 1000mJ/㎠

의 조건에서 조사하였다. 그로써, 액막 (15) 의 상면측으로부터는 전체면에 자외선 (U) 이 조사되고, 하면측으로부터

는 포토마스크 (13) 의 원형의 광투과부에 대응하는 부분에만 자외선이 조사된다.

이로 인해, 액막 (15) 을 이루는 감광성 수지는 자외선 (U) 에 의해 가교되 어 가교 고분자가 되는데, 액막 (15) 의 포

토마스크 (13) 의 광투과부에 대응하는 부분은 그 밖의 부분보다 높은 가교도로 가교된다. 그 결과, 얻은 가교 고분자

로 이루어지는 시트의 굴절률은, 포토마스크 (13) 의 광투과부에 대응하는 부분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에 대응하

는 부분) 이 그 밖의 부분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에 대응하는 부분) 보다 높아진다.

이 시트를 잘라냄으로써 56㎜ ×18㎜ ×두께 1.4㎜ 의 창문재 (11) 를 얻었다.

<창문재의 제작방법, 비교예 1 의 경우>
도 7 에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포토마스크 (13) 를 배치하지 않고 자외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밖의 사항은 제 1 실

시형태와 동일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로써, 전체면이 제 1 실시형태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동일 굴절률 (n1) 이 

되어 있는 시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시트를 잘라냄으로써 56㎜ ×18㎜ ×두께 1.4㎜ 의 창문재를 얻었다.

<각 창문재의 평가>
실시예 1-1 ∼ 1-4 및 비교예 1 의 창문재에 대해, 한쪽 창문면으로부터 확산광을 입사시켰을 때의, 다른쪽 창문면으

로부터의 출사광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문재의 한쪽 창문면에 헬륨네온 레이저빔 (발진파장 633㎚) 

의 불투명유리를 통과시킨 확산광을 입사시키고, 다른쪽 창문면으로부터의 출사광을, 얇은 백색의 스크린 표면에 대

고, 이 스크린의 이면으로부터 상기 출사광 (시트의 투과광) 의 강도패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1-1, 1-2 에서는, 창문재의 광출사면과 스크린의 거리가 약 2㎝ 이하의 범위에서, 굴절률이 높은 부

분의 패턴에 대응한 원형의 밝은 스폿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1-3, 1-4 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부분의 패턴

에 대응한 원형의 밝은 스폿패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실시예 1-1 ∼ 1-4 의 창문재 (시트) 는 상기 서술한 광도파 작용을 갖기 때문에, 입사된 확산광을 산란의 정도를

적게 하여 출사시킬 수 있어 비교예 1 의 균일 구조의 창문재 (시트) 와 비교하여, 출사광의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실시예 1-1, 1-2 에서는 광도파 작용이 높기 때문에, 거리가 2㎝ 이하의 범위에서 밝은 스폿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창문재의 제 2 실시형태]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하는 투명한 창문재 (시트) 의 제 2 실시형태에 대해 도 8 ∼ 11 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2-1>
이 실시예의 창문재는 도 8 에 나타내는 평면형상과 도 9 에 나타내는 단면형상을 갖는다. 도 9 는 도 8 의 A-A 선 단

면도로서 이 창문재의 패드면에 수직인 단면을 나타낸다.

이 창문재 (11) 는 창문면 (M)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을 갖는다. 창문면 (M) 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이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

다.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의 굴절률 (n1) 은 1.50 이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의 굴절률 (n2) 은 1.47 이다.

창문면 (M) 내에서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낮은 영역 (11b) 의 배치는, 제 1 영역 (Z1) 을 명부 (굴절률이 높

은 영역 (11a)) 로 한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로 되어 있다. 이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이루는 프레넬 존 플레이

트 (F) 는 5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다. 이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가 창문재 (11) 의 창문면 (M) 내에 복

수개, 격자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웃하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의 중심간 거리는 840㎛ 이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를 이루는 각 동심원의 반경은, 초점거리 50㎜, 파장 633㎚ 로서 상기 서술한 식 (1) 로부

터 산출하였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에서 가장 외부 링의 외경 (제 5 원의 직경) 은 755㎛ 이고, 가장 외부 링의

폭 (제 5 원과 제 4 원의 반경차) 은 44㎛ 이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패드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35% 이다. 또, 이 창

문재 (11) 의 Shore-D 경도는 45 이다.

도 9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창문재 (11) 의 한쪽 창문면 (M1) 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프레넬 존 플레이트와 

동일한 집광작용에 의해 입사광이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이어도, 다른쪽 창문면 (M2) 으로부터의 출사광은 설계된 

초점거리에서 집광된다.

<실시예 2-2>



등록특허  10-0445045

- 7 -

이 실시예의 창문재 (11) 는 기본적으로는 실시예 2-1 과 동일하다. 실 시예 2-1 과 다른 점은 이하에 서술한다.

이웃하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의 중심간 거리는 2210㎛ 이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를 이루는 각 동심원의 

반경은, 초점거리 351㎜, 파장 633㎚ 로서, 상기 서술한 식 (1) 로부터 산출하였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에서 

가장 외부 링의 외경 (제 5 원의 직경) 은 2000㎛ 이고, 가장 외부 링의 폭 (제 5 원과 제 4 원의 반경차) 은 118㎛ 이

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패드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36% 이다.

<실시예 2-3>
이 실시예의 창문재는 도 10 에 나타내는 평면형상을 갖는다. 이 창문재의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A-A 선 단면) 은 

도 9 와 동일하다.

이 창문재 (11) 에서, 창문면 (M) 내에서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낮은 영역 (11b) 의 배치는, 제 1 영역 (Z1) 

을 명부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로 한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로 되어 있다. 이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이루

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는, 81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다. 이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가 창문재 (11) 

의 창문면 (M) 내에 1 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도 10 에는 제 11 원까지가 표시되고, 이보다 외측의 원은 생략되어 있

다.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를 이루는 각 동심원의 반경은 초점거리 505㎜, 파장 633㎚ 로서, 상기 서술한 식 (1) 로부터

산출하였다.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의 가장 외부 링의 외경 (제 81 원의 직경) 은 10.2㎜ 이고, 가장 외부 링의 폭 (

제 80 원과 제 81 원의 반경차) 은 32㎛ 이다.

이 창문재 (11) 의 창문면 치수는 2.5㎜ ×10.2㎜ 이고,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

율은, 창문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49% 이다. 또, 이 창문재 (11) 의 Shore-D 경도는 45 이다.

<실시예 2-4>
이 실시예의 창문재 (11) 는 기본적으로는 실시예 2-1 과 동일하다. 실시예 2-1 과 다른 점은 이하에 서술한다.

이웃하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의 중심간 거리는 221㎛ 이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를 이루는 각 동심원의 

반경은, 초점거리 3.5㎜, 파장 633㎚ 로서, 상기 서술한 식 (1) 로부터 산출하였다.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F) 에서, 

가장 외부 링의 외경 (제 5 원의 직경) 은 200㎛ 이고, 가장 외부 링의 폭 (제 5 원과 제 4 원의 반경차) 은 11㎛ 이다. 

이 창문재 (11) 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이 차지하는 비율은, 패드면 (M) 내에서의 면적비로 36% 이다.

<창문재의 제작방법>
포토마스크 (13) 로서, 제작되는 창문재 (11) 마다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의 창문면에서의 배치에 대응시킨 패턴

이, 광투과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도 7 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외선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실시예 2-3 

에 대해서는, 시트의 절단사이즈를 10.2㎜ ×2.5㎜ 로 하였다. 그 밖의 사항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 방법으로 실시하

였다.

<각 창문재의 평가>
실시예 2-1 ∼ 2-4 의 창문재에 대해, 한쪽 창문면으로부터 확산광을 입사시 켰을 때의, 다른쪽 창문면으로부터의 

출사광의 상태를, 제 1 실시형태와 동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광강도의 검출은, 창문재의 광출사면으로부터의 

거리가 100㎝ 의 위치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2-1 에서는 창문재의 광출사면과 스크린의 거리가 약 10㎝ 이하의 범위에서,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

의 집광작용에 의한 복수개의 밝은 스폿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2-2 에서는 창문재의 광출

사면과 스크린의 거리가 약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각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집광작용에 의한 복수개의 밝은 스폿으

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2-3 에서는 창문재의 광출사면과 스크린의 거리가 약 100㎝ 이하의 범위에서,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집광작

용에 의한 밝은 스폿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2-4 에서는, 복수개의 스폿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은 확인할 수 없었

다.

광강도의 검출값은 비교예 1 에서는 30nW 이고, 실시예 2-2 에서는 120nW 이고, 실시예 2-3 에서는 130nW 였다.

실시예 2-1 ∼ 2-4 의 창문재 (시트) 는 확산광을 집속광으로 출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예 1 의 균일 구조의 창

문재 (시트) 와 비교하여, 출사광의 강도가 높아진다. 또, 실시예 2-1 ∼ 2-3 은 실시예 2-4 와 비교하여 광도파 작용

이 높아서 양호한 집광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를 창문재 (11) 의 패드면 내에 복수개 갖는 경우에는 도 1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

레넬 존 플레이트 (F) 의 패턴이 지그재그형상으로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또, 프레넬 존 플레이트배치를 창문재 (11)

의 패드면 내에 복수개 갖는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프레넬 존 플레이트 패턴이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창문재의 제 3 실시형태]

도 12 는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하는 투명한 창문재 (시트) 의 제 3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13 

은 이 창문재를 구성하는 멀티코어형 광파이버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3 의 A-A 선 단면 (도 12 의 창문재의 창

문면에 수직인 단면에 상당) 은 도 4 와 동일하다.

이 실시형태의 창문재 (11) 는 도 13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멀티코어형 광파이버 (3) 를 복수개 묶어 접착제 (4) 로 

고정한 후에, 이 묶음을 광파이버 (3) 의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소정 두께로 슬라이스 (slice) 함으로써 제작된다. 멀티

코어형 광파이버 (3) 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에 상당하는 코어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에 상당하는 클래드

내에 다수 갖는다.

따라서, 이 창문재 (11) 는 창문면 내에 각 광파이버 (3) 마다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을 갖는다. 도 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창문면 (M) 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과 굴절률이 

낮은 영역 (11b) 이 서로 줄무늬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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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창문재 (11) 의 한쪽 창문면 (M1) 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멀티코어형 광파이버 (

3) 의 코어 (굴절률이 높은 영역, 11a) 에 대한 입사각 (θ) 이 개구수 (NA) 의 아크사인(arcsin) 값 보다 작은 광은, 

코어 (11a) 내를 실질적으로 창문면 (M) 에 수직인 방향 (α) 을 따라 전송된 후에, 다 른쪽 창문면 (M2) 으로부터 출

사된다.

멀티코어형 광파이버 (3) 로서는, 예컨대 아사히카세이코오교 (주) 제조의 멀티코어형 플라스틱 광파이버「멀티코어 

(등록상표) POF (등록상표) M 그레이드」(코어직경: 1㎜, 개구수 (NA): 0.5, 코어수: 217, 코어의 굴절률: 1.49, 클래

드의 굴절률: 1.41)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광파이버를 다수개 최밀충전구조로 묶어 내면치수가 56㎜ ×18㎜ 인 프레임에 넣고, 광파이버의 묶음과 프레임의 

틈에 굴절률 1.41 의 무용제형 실리콘수지를 충전하였다. 이것을 두께 1.4㎜ 로 슬라이스함으로써 56㎜ ×18㎜ ×두

께 1.4㎜ 의 창문재 (11) 를 얻었다.

이 창문재 (11) 에 대해 한쪽 창문면으로부터 확산광을 입사시켰을 때의, 다른쪽 창문면으로부터의 출사광의 상태를, 

제 1 실시형태와 동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창문재의 광출사면과 스크린의 거리가 약 2㎝ 이하의 범위에서,

멀티코어형 광파이버의 각 코어의 배치에 대응한 복수개의 밝은 스폿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창문재 (11) 는 상기 서술한 광도파 작용을 갖기 때문에, 입사된 산란광을 산란의 정도를 적게 하여 출사시킬 

수 있어 비교예 1 의 균일 구조의 창문재 (시트) 와 비교하여 출사광의 강도가 높아졌다.

[연마패드의 제작방법]

이상과 같이 하여 얻은 제 1 ∼ 3 실시형태의 각 창문재 (11) 를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에 형성된 개구부에 고정함으

로써 연마패드를 얻을 수 있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연마패드를 이하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우선, 폴리플루오르화비닐리덴 (융점 168℃, MFR 2.9 (

230℃, 12.5㎏)) 을 가열 압출성형함으로써 두께 1.1㎜ 의 시트를 성형하였다. 이어서, 이 시트에 대해 500KV 의 전

자선 조사기를 사용하여 11Mrad 의 전자선을 조사함으로써 가교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이 가교시트를 압력용기에 넣고, 발포제로서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을 압입하여 70℃ 에서 30 시간 유지하였다.

이로써, 이 가교시트에 발포제를 함침시켰다. 이 시트를 원적외선 히터를 구비한 온도 200℃ 의 가열로 중에 유지함

으로써 발포시켰다. 얻은 발포시트의 발포배율은 2.3 배이고, 평균기포직경은 80㎛ 였다.

이어서, 이 발포시트의 양면을 #240 의 벨트선더로 버프연마하여 두께를 1.4㎜ 로 한 후, 원하는 크기로 잘라냈다. 이

연마패드에 동심원 형상의 홈 (홈폭 0.2㎜, 홈깊이 0.5㎜, 홈피치 1.5㎜) 을 절삭가공에 의해 성형하였다. 이로써, 홈

이 부착된 연마패드가 얻어졌다. 이 홈이 부착된 연마패드의 Shore-D 경도는 50 이었다.

이어서, 도 1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연마패드 (1) 의 패드면 내의 광투과영역으로 하는 위치에, 56㎜ ×18㎜ (단

, 실시예 2-3 의 창문재의 경우에는 10.2㎜ ×2.5㎜) 의 구멍 (H) 을 만들었다. 이 연마패드 (1) 의 이면 (연마면의 반

대측 면) 전체에 양면테이프 (T) 를 부착하였다. 이 양면테이프 (T) 의 베이스필름 (지지체) 과 양면의 접착층은 모두 

광투과성의 재료로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 연마패드 (1) 의 구멍 (H) 부분에 양면테이프 (T) 의 접착층이 노출 되어

있고, 이 노출면에 광투과성의 접착제 (18) 를 도포한 후, 구멍 (H) 에 창문재 (11) 를 넣어 상측으로부터 눌렀다.

이와 같이 하여, 창문재 (11) 의 연마면측 창문면 (11A) 이 연마면 (1A) 과 동일 평면 내에 있는 연마패드 (1) 를 얻었

다. 이 연마패드 (1) 를 양면테이프 (T) 로 연마정반 (2) 의 상면에 고정시킴으로써 연마장치가 얻어진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연마정반 (2) 의 내부에 광조사장치 (광조사수단: 71), 빔스플리터 (광조사수단, 수광수단: 72), 수

광기 (수광수단: 73), 광조사장치 (71) 에 접속된 제어장치 (광조사수단), 및 수광기 (73) 에 접속된 종점검지장치 (종

점검지수단) 등이 형성되어 있다. 연마패드 (1) 는 연마정반 (2) 에 대해 연마패드의 구멍 (H) 과 이 광조사장치 (71) 

의 위치가 맞도록 설치된다.

따라서, 이 실시형태의 연마패드 (1) 에 의하면, 연마종점검지를 위한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 (방향이 일정하지 않

은 광) 을, 제 1 실시형태 및 제 3 실시형태의 창문재 (11) 의 경우에는 산란의 정도가 작은 광으로서, 제 2 실시형태

의 창문재 (11) 의 경우에는 집속광으로서, 창문재 (11) 로부터 출사시킬 수 있다.

그로써, 이 실시형태의 연마패드 (1) 에 의하면, 균일 구조의 창문재를 구비한 연마패드와 비교하여, 피연마물로부터

의 반사광을 효율적으로 수광기 (73) 에 입사시킬 수 있다. 또, 이 실시형태의 연마패드 (1) 에 의하면, 창문재 (11) 의

이면에 연마액이 침입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 제 1 실시형태 및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 (11) 를 사용한 연마패드 (1) 에서는, 창문재 (11) 의 Shore-D 경도가 

45 이기 때문에, 창문면 (11A) 과 연마면 (1A) 의 경도차는 Shore-D 경도로 5 이다. 이 연마패드 (1) 를 사용하여, T

EOS (테트라에틸오르토실리테이트) 막이 가장 표면에 있는 웨이퍼를 통상적인 조건에서 연마한 결과, 연마 중에 창

문재 (11) 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제 1 실시형태 및 제 2 실시형태의 창문재 대신에, Shore-D 경도 15 의 경도의 창문재를 설치한 연마패드

를 사용한 경우에는, 창문면 (11A) 과 연마면 (1A) 의 경도차는 Shore-D 경도로 35 가 된다. 이 연마패드를 사용하

여 상기와 동일한 웨이퍼를 동일 조건에서 연마한 결과, 이 창문재에는 연마 중에 파손이 발생하였다.

또, 제 1 ∼ 3 실시형태의 창문재는, 연마종점검지를 위한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을 종래의 창문재보다 효율적으로

광검출기에 입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할 수 있다. 따라서, 창문재를 패드면에 복수개 형성하여 연마종점

검지를 복수 지점에서 실시하는 구성으로 해도, 연마패드의 연마면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함으로써, 연마종점검지 정밀도를 보다 높일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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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연마패드에 의하면, 적극적인 굴절률 분포를 갖는 창문재를 사용함으로써, 창문재

의 크기가 작아도 연마종점검지를 위한 피연마물로부터의 반사광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광) 을 효율적으로 광검출기

에 입사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연마패드의 연마면을 넓게 취하여 연마의 균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연마종점검지를 정

밀도 있게 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마영역과, 투명한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영역을 패드면 내에 갖는 기계적ㆍ화학적 연마용 연마패드에 있어서,

창문재는 창문면 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갖고, 각 영역은 창문면에 수직인 단면 내에서 서로 줄무늬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연마패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창문재를 구성하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창문면 내에서의 배치는, 굴절률이 높은 영

역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명부에 대응시키고, 굴절률이 낮은 영역을 프레넬 존 플레이트의 암부에 대응시킨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인 연마패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창문재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창문면 내에서의 면적비로 15% 이

상 90% 이하인 연마패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창문재의 굴절률이 높은 영역은 창문면에 수직인 방향을 축방향으로 하는 원주형상으로 형성되고, 

이 원주의 직경이 50㎛ 이상 2000㎛ 이하인 연마패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로 되어 있는 굴절률이 높은 영 역과 낮은 영역의 배치를 복수개 갖고, 프

레넬 존 플레이트의 명부를 이루는 가장 외측 링의 직경이 300㎛ 이상 2000㎛ 이하이며, 이 가장 외측 링의 폭은 10

㎛ 이상 200㎛ 이하인 연마패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프레넬 존 플레이트 배치로 되어 있는 굴절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의 배치를 1 개 갖는 연마패

드.

청구항 7.
제 1 항, 2 항, 4 항, 5 항 및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창문재는 가교 고분자로 이루어지고, 굴절률이 높은 영역은

굴절률이 낮은 영역보다 가교 고분자의 가교도가 높은 연마패드.

청구항 8.
제 1 항, 2 항, 4 항, 5 항 및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창문재의 연마면측 창문면이 연마면과 동일 평면 내에 있고

, 창문재의 적어도 연마면측의 부분은 연마면과 동등 이하의 경도를 갖고, 그 경도차는 shore-D 경도로 20 이하인 연

마패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연마영역과, 투명한 창문재로 이루어지는 광투과 영역을 패드면내에 갖는 기계·화학적 연마용 연마패드에 있어서, 

연마면의 반대측 면이 광투과성의 지지체에 고정되고, 광투과 영역에 형성된 개구부에 광투과성 시트가 배치되고, 이

시트의 전체면이 광투과성의 접착제로 상기 지지체에 접착되어 있으며, 상기 시트는 시트면내에 굴절률이 높은 영역

과 낮은 영역을 갖고, 각 영역은 시트면에 수직인 단면내에서 교대로 줄무늬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패드.

청구항 14.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을 통하여 피연마물에 단일 파장의 레이저광 또는 밴드 패스필터를 통과시킨 파장폭이 좁은 

광을 조사하는 광조사수단과,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 중 상기 광투과영역을 투과시킨 광을 수광하는 수광수단과, 수

광수단으로부터의 수광신호에 따라 연마종점을 검지하는 종점검지수단을 구비한 연마장치에 있어서,

연마패드는 제 1 항, 2 항, 4 항, 5 항 및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연마패드인 연마장치.

청구항 15.
단일 파장의 레이저광 또는 밴드 패스필터를 통과시킨 파장폭이 좁은 광을, 연마패드의 광투과영역을 통하여 웨이퍼 

표면에 조사하고, 동일 광투과영역을 통하여 웨이퍼로부터의 반사광을 모니터하는 연마종점 검지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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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2 항, 4 항, 5 항 및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연마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종점 검지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445045

- 11 -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445045

- 12 -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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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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