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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기판, CMP 툴, 브러시 세정 툴 및 화학적 웨이퍼 세정 툴을 통합하는 방법 및 장치가 설명된다. CMP가 1psi

의 다운포스(downforce), 0.5 psi의 후면 공기압(a back side air pressure), 50 rpm의 플래튼 속도, 30 rpm의 캐리

어 속도 그리고 분당 140 밀리리터의 슬러리 흐름률로 수행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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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설명하는 SiGe 막의 표면 거칠기 대 CMP 연마 시간을 보여주는 상관 관계 그래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설명하는 옹스트롬 단위의 SiGe 재료의 제거량과 분단위의 CMP 연마 시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3은 7.85 옹스트롬 RMS의 초기 표면 거칠기를 보여주는 증착된 LTO 막의 표면 형태를 나타내는 AFM 이미지.

도 4는 2.19 옹스트롬 RMS의 최종 표면 거칠기를 보여주는 2분의 CPM 처리후의 LTO 막의 표면 형태를 나타내는 

AFM 이미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이한 반도체 재료의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wafer to wafer bonding)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웨이퍼에 걸쳐 20 미 크론 치수에 대해 9 옹스트롬 제곱 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RMS) 

미만의 거칠기(a roughness)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방법은,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의 세정 절차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세정될 수 있는 최종의 매끄럽게된 

표면을 얻기 위해 웨이퍼에 걸쳐 전체적인 웨이퍼의 평편도(flatness)를 유지하는 한편 원하는 평탄도(smoothness)

를 획득하기 위한 웨이퍼의 연마를 제공한다.

실리콘-온-절연체(Silicon-On-Insulator(SOI))는 절연 재료층에 의해 기판(a substrate)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분리

된 얇은 실리콘 층을 사용하여,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s(FETs))와 같은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

기 위한 현재의 기술이다. SOI 구조를 사용하여 제조된 장치는 단순히 벌크 실리콘(bulk silicon)으로 제조된 장치와 

비교하여 크게 줄어든 기생 캐패시턴스(plastic capacitance)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SOI기술은 현재의 CMOS 

제조 기술로 통합해서 구현하고 절연체상의 고속 IC의 OEM이 되도록 하는, IBM의 전략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주류(mainstream)의 CMOS 제조 처리로의 통합에 적합한 SOI 기판이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게 공급되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고품질 SOI 기판은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아래에 매립 절연 층(a buried in

sulating layer)을 생성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의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SOI 구

조의 예는, 1999년 7월 27일자로 특허가 부여된 D.K. Sadana 등의 미국 특허 번호 5,930,643이나 2000년 7월 18일

자로 특허가 부여된 D.K. Sadana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6,090,689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SIMOX(주입된 산소에 

의한 분리(Separation by IMplanted OXygen))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기판이다. 이러한 SOI 구조의 응용은 표면 층이

하부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재료이여야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또한 이러한 표면 실리콘 층은 높은 에너

지 주입 공정 동안 손상되고, 이 주입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높은 온도(즉, 1000-1300°C)의 어닐링(ann

ealing) 공정을 필요로 한다. 유사하게, 이러한 방식에서 절연 층은 단지 실리콘 산화 화합물들만이 이러한 기술에 의

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 이산화물(silicon dioxide)나 실리콘 산질화물(si

licon oxynitride) 매립 층 중의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언급된 실리콘 산화물 이

외의 층 재료를 포함하는 더욱 복잡한 재료 구조나 스택은 실용적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욱이, 매립 절연 층의 두께가 또한 제한되고, SIMOX 기술을 사용하여 제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5 nm의 매우 얇

은 매립 산화물(BOX) 층이나 1 미크론의 두꺼운 BOX는 SIMOX 방식을 사용하여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SOI 구조들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웨이퍼 본딩에 의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두 개의 기판이 본딩 층으로서 

실리콘 이산화물과 함께 본딩된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에서, 원하는 혹은 필요한 막이나 층 스택은 초기에 두 개의 별

개의 웨이퍼 즉, 시드(seed)와 핸들(handle) 웨이퍼의 표면에 증착되며, 그리고 결국 이러한 막들이 장치 제조를 위해

원하는 층이나 층상(layered) 구조는 물론 매립 절 연 층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시드 및 핸

들 웨이퍼는 만약, 필요하면, 연마될 것이고, 그 다음 상부 표면 대 상부 표면 방위(a top surface to a top surface or

ientation)를 사용하여 함께 직접 본딩된다. 그 다음, 웨이퍼들 중의 하나 즉, 시드 웨이퍼가 에치 백(etch back) 기술

을 사용하여 혹은 Smart-Cut, SiGen이나 Eltran 공정과 같은 웨이퍼 분할(cleaving) 기술을 사용하여 SOI 구조를 생

성하기 위해 박화(thin)된다. Smart-Cut 공정은 1994년 12월 20일자로 특허가 부여된 M. Bruel의 미국 특허 번호 5

,374,564에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웨이퍼 본딩은 장치 제조에 적합한 SOI 막과 다른 층상 스택 기판을 만들기 위한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기술이며, 이온 주입 방식에 비해 몇 가지 핵심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통합 체계(integration schems)에 여전히 잘 

부합되고 응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시드 웨이퍼에서 핸들 기판으로의 하나 이상의 막의 층 전사(lay

er transfer)를 수반하기 때문에, 형성되어 매립 절연 층으로 본딩될 수 있는 재료 스택의 유형과 품질에 있어서 더욱 

큰 융통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매립 상호 접속, 이중 게이트(dual gate) 혹은 그라운드 플레인 장치(gro

und plane device) 응용에 적합한, W, Pt 등등과 같은 다른 금속 매립 막뿐만 아니라, 잠재적 혼합형 III-V 대 II-VI 

장치 통합 체계를 위한 InP, GaSe 등등과 같은 실리콘 이외의 반도체 막의 전사(transfer)도 가능하게 한다.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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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유형의 격자 부정합(lattice mismatched) 금속 혹은 절연 층을 도입하는 그러한 유형의 표면 

혹은 매립 구조는 단순히 이온 주입 방식에 의해서는 형성되거나 만들어질 수 없다. 또한, 웨이퍼 본딩은 실내 온도(2

3 °C)에서 400°C까지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장치나 집적 회로의 전

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만약 원한다면, 다중 본딩 단계가 단일 웨이퍼에서 수행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점은, 이중-게이트 장치(Double-Gate Devices)나 백-플레인 장치(back plane device) 구조와 같은 반도체 장치의 

설계와 제조에서의 많은 새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에피택셜 성장 (epitaxial growth)을 위한 SiGe의 편평화, 즉 평탄화는 벌크 실리콘상의 에피택셜 성장 응용에서 E.A

. Fitzgerald에 의한 미국 특허 번호 6,107,653에서 개시된다. 미국 특허 번호 6,107,653에서, 구배진 SiGe 층(a gra

ded SiGe layer)의 상부 표면의 화학 기계적 연마(CMP)는 SiGe 층의 완화 공정(relaxation) 동안 도입된 전위(dislo

cations)에 의해 생성된 거칠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표면의 평탄화는 표면의 계속적인 거칠어짐과 그루브 

형성(groov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전위가 차단(dislocation blocking)되었다. 평탄화는 구배진 SiG

e 층의 후속 성장 동안 스레딩 전위 밀도(threading dislocation density)의 상승을 막았다. 그러나, 상기 특허에는 본

딩가능한 표면, 웨이퍼 균일성(wafer uniformity) 혹은 RMS 단위의 거칠기 정량화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언

급도 없다.

웨이퍼 본딩 방식 및 그 이점의 핵심은 고품질의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 공정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생성하는 능력에 

현실적으로 기초한다. 두 개의 상이한 기판의 양질의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필요 조건은 본딩될 표

면이 극도로 평평할 것(즉, 10 옹스트롬 미만)과 어떠한 외부 입자와 오염물(containments)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두 기판 사이에 성공적인 고품질의 본딩 인터페이스를 얻기 위해, 표면 거칠기가 20 미크론 평

방 치수(a 20 microns square geometry)에 대해 9 옹스트롬 RMS 미만일 것이 필수적이다. 성장 공정 후에 그들의 

초기 막 토포그래피(topography)가 본딩에 필요한 임계적 9 옹스트롬 값보다 전형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

한 제한된 필요 조건들은 대부분의 성장된 재료의 본딩을 막는다. 그러나, 본딩에 필요한 표면 특성을 갖는 고품질 산

화물 층(thermal oxide layers)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BOX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벌크 실리콘 웨이퍼를 열

산화물 층에 직접 본딩함에 의해 생성된 본딩된 SOI 웨이퍼가 존재하며, 이는 SOITECH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화학 기계적 평탄화(CMP)의 공정을 사용하여 9 옹스트롬 평균제곱의 제곱근(RMS) 미만의 거칠기

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함에 의해 많은 상이한 재료들에 대한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가 제공되고 설명된다.

본 발명은, 20 미크론에 대해 9 옹스트롬 RMS 미만의 거칠기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함에 의해 많은 상이한 재료

들에 대한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더욱이, 전체 웨이퍼 표면의 평탄화는 웨

이퍼에 걸쳐 전체적인 웨이퍼의 평편도를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CMP 공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CMP 공정 후에, 

최종 표면은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브러시 세정 및 웨이퍼 본딩을 위한 웨이퍼 표면을 준비하기 위한 통상의 RCA 또

는 표준 세정 1 및 2(SC-1, -2) 화학적 세정 절차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세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저온 산화물(Lo

w Temperature oxide(LTO) 층, 폴리실리콘 층 및 실리콘 게르마늄(SiGe) 층을 매끄럽게 하고 성공적으로 본딩하는

데에 사용되며, 그것에 의해 복합 재료 스택과 장치를 생성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LTO 층은 초기에 C

MP 연마에 적합하지 않거나 웨이퍼 본딩하기에 너무 거친 것일 수도 있는 다양한 재료 위에 낮은 온도에서 쉽게 증착

될 수 있으므로, LTO 막을 매끄럽게 하고 본딩하는 능력은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데에 특히 중요하고 유용하다. 일

단 증착된 후에, 개시 재료의 초기 거칠기는, LTO 층의 표면으로 전사될 것이며, 그 다음 본 발명에 의해 9 옹스트롬 

RMS이하의 거칠기의 높은 표면 품질로 쉽게 매끄럽게 될 수 있다. 일단, LTO 층의 표면이 적절하게 매끄럽게 되면, 

LTO 층이 다른 웨이퍼 즉, 핸들 웨이퍼에 대해 강하고 고품질의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LTO 층은 넓은 범위의 재료와 장치의 본딩을 가능하도록 접착제(glue)나 점

착제(adhesives)를 제공하기 위한 중간 버퍼 층(intermediate buffer layer)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결과로

서, 웨이퍼 본딩은, 이중 게이트 장치와 SGOI(SiGe-On-Insulator) 장치 구조를 포함하는 새로운 SOI 계 장치의 중요

한 구성요소로서 통합되었다.

본 발명의 이러한 그리고 다른 특징, 목적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읽을 경우,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고려함으로써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웨이퍼 본딩에 적용할 수 있는 화학 기계적 평탄화(CMP) 공정을 사용하여 9 옹스트롬 RMS 미만의 매끄

러운 본딩가능한 웨이퍼 표면을 이루기 위해, 전체 웨이퍼를 연마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용어 '화학 기계

적 평탄화'나 용어 '화학 기계적 연마'의 사용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탄

화되고 매끄럽게 되는 재료의 유형에 따라, 분당 50 옹스트롬과 분당 1000 옹스트롬 사이의 제거율(removal rate) 

범위에서, 재료가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게다가, 연마 공정 동안 표면 거칠기는 재료가 제거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매끄럽고 본딩가능한 웨이퍼 표면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총 연마 공정 시간과 제거되는 후속

총 재료는 연마되고 평탄화되는 재료의 초기 표면 거칠기와 유형에 달려있다. 도 1을 참조하면, 한 예로서, 데이터 포

인트(12-14)의 플롯은 변형된 SiGe 막(a strained SiGe film)에 대한 CMP 공정 시간과 그에 따른 표면 거칠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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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도 1에서, 세로 좌표는 옹스트롬 RMS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고, 가로 좌표는 공정 

시간을 나타낸다. 100 옹스트롬 RMS인 것으로 측정된 SiGe 막의 초기 표면이 10분의 CMP 공정 시간 후에 2 옹스트

롬 RMS의 본딩가능한 웨이퍼 표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도 2는 분 단위의 CMP 연마 시간에 대해 데이터 

포인트(20-23)에서 옹스트롬 단위의 두께로 SiGe 막의 재료 제거량에 대한 관계를 보여준다. 도 2에서, 세로 좌표는 

제거되는 SiGe의 옹스트롬 단위의 두께를 나타내며, 가로 좌표는 공정 시간을 나타낸다.

SOI 구조와 반도체 장치를 본딩하고 형성하기 위한 CMP 공정의 활용과 확장을 위해, 'Preparation of strained Si/Si

Ge On Insulator by Hydrogen Induced Layer Transfer Technique'라는 제목의 D.F. Canaperi 등의 같은 날 2000

년 9월 29일자로 출원된 출원 번호 09/675,840가 참조되며,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된다.

LTO 막에 대한 표면 거칠기 개선과 관련해서, 도 3은 7.85 옹스트롬 RMS의 초기 표면 거칠기를 갖는 증착된 LTO 

막에 대한 원자간력 현미경(AFM(Atomic Force Microscopy))을 보여주며, 2분의 CMP 처리 기간 후에 2.19 옹스트

롬 RMS의 최종 본딩가능한 표면 거칠기가 획득되었다.

다음의 표 1은, 모든 경우에 결과적인 웨이퍼 표면이 다른 핸들 웨이퍼와 성공적으로 본딩된 후에, 다양한 성장 기술

에 의해 증착된 LTO, 폴리실리콘 및 SiGe의 상이한 재료들에 대해 관측된 표면 거칠기의 측면에서 연마 개선도를 요

약한 것이다.

[표 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1) CMP 툴(tool), (2)연마 패드 시스템, (3) 패드 조절(Pad Condition), (4) 연마 슬러

리 및 (5)브러시 세정의 순으로 이하 설명된다.

(1) CMP 툴. 본 발명은, 연마 패드나 벨트(belt)와 웨이퍼 사이의 이동 접촉(a moving contact)을 사용하여 작동하고

액체 연마 슬러리 현탁액(a liquid polish slurry suspension)의 사용을 또한 제공하는 임의의 CMP 툴이나 장비로 실

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는 Westech 372 연마 툴이며, 이것은 원형의 회전하는 연마 플래튼(a circular rotating p

olishing platen)과 회전하는 웨이퍼 캐리어(a rotating wafer carrier)를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 툴의 작동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가 표 2에서 보여진다.

[표 2]

(2) 연마 패드 시스템. 본 발명은 연마 패드에 대해 2 패드 스택형 시스템의 사용을 선호하고 포함할 수 있다. 연마동

안 웨이퍼 표면과 접촉하는 상단 패드(top pad)는, 고르게 분포된 기공(pores)을 포함하는, 우레탄과 같은 캐스트 폴

리머 재료(cast polymeric material)로 만들어진다. 상단 패드는 균일하게 이격된 홀(holes)들로 천공되어 있고, 서브

패드로서 기능되는 제 2 패드 위에 위치한다. 상단 패드내의 천공(perforations) 때문에, 서브패드는 연마 균일성을 

위해 바람직 하고 필요한 연마 슬러리로 적셔져 포화된다. 서브패드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우레탄 바인더 재료로 구

성된다. 본 발명은 델라웨어주의 뉴어크에 있는 Rodel Corporation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연마 패드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바람직한 제품 번호는 상단 패드로 IC 1000이며, 서브 페드로 Suba IV이다.

(3) 패드 조절. 상단 패드는 연마하기 전에 300초 동안 초기 조절된다.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정 연마 조절기(a

fixed abrasive conditioner)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임의의 후속 웨이퍼를 연마하기에 앞서, 이 패드는 

추가로 25초 동안 조절된다.

(4) 연마 슬러리. 연마 슬러리는 실리카 연마재의 물내의 콜로이드 분산(a colloidal dispersion)이다. 이러한 슬러리

는 분당 50에서 200 밀리리터의 범위의 흐름률로 연마 패드 표면위로 펌핑된다. 이러한 슬러리의 바람직한 사양과 

특성이 표 3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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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마 슬러리는 일리노이주의 오로라에 있는 Cabot Corporation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SC112일 수 있

다. 슬러리 흐름률은 140 밀리리터/분일 수 있다. 연마 슬러리는 약 9.5에서 약 11.0까지의 pH를 가질 수 있다. 실리

카를 포함하거나 단지 실리카일 수 있는, 고체의 중량 %은 약 5%에서 약 30%까지의 범위(SC112에서 보다 큰 범위)

에 있을 수 있으며, 실리카 입자 크기는 약 12에서 약 200 나노미터(SC112에서 보다 큰 범위)까지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5) 브러시 세정. 브러시 세정 단계가 CMP 공정 단계에 후속한다. 브러시 세정은 CMP 연마 공정으로부터 남겨진 잔

여 연마재 입자들을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다. 이러한 세정 단계는 CMP 연마 후 

임의의 후속 웨이퍼 본딩이 수행될 수 있기 전에, 웨이퍼 표면에 입자들이 완전히 없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필수적이

다. 본 발명은 99초로 세팅된 롤러 브러시 세정 단계의 시구간을 갖는 브러시 세정의 한 스테이지(stage)를 포함하는 

통상의 이중-면 롤러 브러시 세정기(doubled-sided roller brush cleaner)를 선호한다. 웨이퍼 본딩 툴은 본딩될 웨

이퍼를 스핀 건조(spin dry)하고, 웨이퍼를 정렬 상태로 유지하며, 웨이퍼의 표면을 함께 가까이 접촉하게 하는 기계

장치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화학 기계적 평탄화(CMP)의 공정을 사용하여 9 옹스트롬 평균제곱의 제곱근(RMS) 미만의 거칠기

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함에 의해 많은 상이한 재료들에 대한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

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웨이퍼 대 웨이퍼 본딩(wafer to wafer bonding)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고 평탄화 하기 위한 장

치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제 1 재료층(a first layer of material)과,

CMP 툴과,

브러시 세정 툴과,

화학적 웨이퍼 세정 툴과,

웨이퍼 본딩 툴을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Si, SiGe, Ge, SiC, GaAs, InP, SOS, SOI 및 BESOI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결정 웨

이퍼(a single crystalline wafer)를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재료층은 Si, SiGe, Ge, SiC, SiGeC, GaAs 및 InP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단결정 층을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재료층은 폴리실리콘, 폴리-SiGe, 폴리-Ge, 폴리-SiC, 폴리-SiGeC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다

결정 층(a polycrystalline layer)을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실리콘 산화물(silicon oxide), 실리콘 이산화물(silicon dioxide), 저온 산화물(low temperature oxide(LTO)), 고온 

열 산화물(high temperature thermal oxide), PECVD 산화물, PECVD TEOS, 실리콘 질화물(silicon nitride), 실리

콘-산질화물(silicon-oxynitride)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상기 제 1 재료층은 비정질(amorphous) 층을 포

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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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MP 툴은 원형의 회전 연마 플래튼(a circular rotating polishing platen)과 회전 웨이퍼 캐리어(a rotating wa

fer carrier)를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CMP 툴은

1 psi의 다운포스(DownForce)와,

50 rpm의 플래튼 속도(Platen Speed)와,

30 rpm의 캐리어 속도와,

0.5 psi의 후면 공기압(backside air pressure)과,

분당 140 밀리리터의 슬러리 흐름률(a Slurry Flow Rate)의 조건들로 작동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CMP 툴은 2 패드 스택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그 상단 패드(the top pad)는 캐스트 폴리머 재료(cast 

polymeric material)로 이루어지며, 고르게 분포된 기공(pore)을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패드는, 연마하기 전에 고정된 연마 다이아몬드 조절기(a fixed abrasive diamond conditioner)를 사용하

여 초기에 300초 동안 조절되고, 또한 후속 웨이퍼의 연마 시작에 앞서 추가로 25초 동안 조절되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CMP 툴은 2 패드 스택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그 하단의 서브패드(bottom subpad)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우레탄 바인더 재료로 이루어지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CMP 툴은 실리카 연마재의 물 내의 콜로이드 분산을 포함하는 연마 슬러리를 사용하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 슬러리는 분당 50에서 200 밀리리터까지의 범위의 흐름률로 연마 패드 표면으로 펌핑(pumping)되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 슬러리는

pH가 9.5 내지 11.0 이고,

고체의 중량 %가 5 내지 30% 이며,

입자 크기가 12 내지 200 나노미터인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4.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 세정 툴은 브러시 세정의 한 스테이지(stage)를 포함하는 이중-면 롤러 브러시 세정기(a doubled-sided

roller brush cleaner)인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최종 연마된 웨이퍼가 9 옹스트롬 RMS 미만의 매끄러운 본딩가능한 표면을 가지며, 표준 본딩 툴들 및 기술들을 사

용하여 다른 핸들 웨이퍼에 본딩되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청구항 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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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패드는 캐스트 폴리머 우레탄으로 이루어지는

웨어퍼 표면의 연마 및 평탄화 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66728

- 8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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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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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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