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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화학적-기계적-연마(CMP)용 폴리싱 패드의 평탄화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패드의 컨디셔닝을 효과적

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더구나 컨디셔닝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컨디셔너의 제조가 용이하여 제조시의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CMP 장치용 컨디셔너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샹크(3)의 표면에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를 가지는 마스킹 시트(2)를 점

착하고, 하나의 비마스킹부(1)에 하나의 다이아몬드 입자(4) 만을 예비 고정한 후에 마스킹 시트(2)를 박리시키고, 이

어서 도금액 안에 넣어서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의 40∼60% 정도의 두께를 가지도록 Ni 도금층(6)을 석출시키며, 더

욱이 1개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4)의 투영 면적의 110∼160%배로 하고, 상기한 마

스킹 시트(2)의 비마스킹부(1)의 전면적이 바스킹 시트(2)의 전면적의 0.04∼0.2배의 범위로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된 

화학적-기계적-연마 패드용 다이아몬드 전착 컨디셔너를 제공한다.

본 고안에 의해 치수 정밀도가 엄격한 패턴 형상을 재현성 높게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고, 마스킹 시트(2)의 샹크(3

)에 대한 밀착력이 높으며, 또한 샹크(3)에 전착되는 80∼120메쉬의 다이아몬드 입자(4)가, 구멍형의 비마스킹부(1)

에 한 개씩 분산된다. 따라서 CMP용 폴리싱 패드의 평탄화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패드의 컨디셔닝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더구나 컨디셔닝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컨디셔너의 제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조시의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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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기계적-연마, 패드, 컨디셔너, 폴리싱, 다이아몬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마스킹 시트를 점착한 샹크의 부분 평면도

도 2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예비 고정된 샹크의 부분 평면도

도 3은 본 고안 컨디셔너의 연삭면의 부분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일실시예인 컨디셔너의 작용면의 평면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다른 실시예인 컨디셔너의 작용면의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구멍형상의 비마스킹부 2 : 마스킹 시트

3 : 샹크 4 : 다이아몬드 입자

5 : 예비 도금층 6 : Ni 도금층

7 : 컨디셔너 8 : 비전착 영역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반도체의 웨이퍼 가공에 사용되는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장치의 패드 컨디셔너에 관

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고안은 CMP용 폴리싱 패드의 평탄화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패드의 컨디셔닝을 효

과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더구나 컨디셔닝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CMP 장치용 컨디셔너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를 반복하기 위하여, 연마 입자나 연마칩 등이 폴리싱 패드의 미세한 구멍에 들어가서 눈메움이

일어난다든지, 연마 입자와 웨이퍼와의 화학 반응열에 의해 폴리싱 패드의 표면이 경면화하여 연마 속도를 저하시키

게 된다. 이 때문에 폴리싱 패드의 표면을 재생시켜 연마 속도를 회복시키는 컨디셔너라고 불리는 공구가 사용된다. 

다이아몬드 입자는 우수한 컨디셔닝 재료이며, 다이아몬드 입자를 이용한 컨디셔닝이 실용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C

MP용 폴리싱 패드의 컨디셔너에 대해서는, 폴리싱 패드의 마멸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으며, 더욱이 패드의 표면 상태

를 항상 소정의 연마속도가 얻어지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다이아몬드 입자의 탈락이 없고, 패드면에 눈메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다이아몬드 입자를 컨디셔너 본체의 작용면에 금속 결합제를 사용하여 고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착

법은 비교적 용이하고 더욱이 다이아몬드 입자를 컨디셔너 본체의 작용면에 확실하게 고착시킬 수 있으므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전착법에 의해 다이아몬드 입자를 고착하는 경우는, 컨디셔너 본체의 작용면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고정

면을 남겨 두고서, 절연성의 마스킹 재료로 피복한다. 컨디셔너의 본체를 도금액에 담그고 입자 고정면에 입자를 놓

고서 컨디셔너의 본체에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전기 도금을 행하여 다이아몬드 입자를 예비 고

정한다. 다이아몬드 입자를 예비 고정한 후에 대부분의 입자는 그 일 부가 본체의 입자 고정면에 접한 상태에서 예비 

고정되지만, 본체의 입자 고정면에 접하지 않은 상태에 부착하여, 부유하는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컨디셔너의

본체를 다시 도금액에 넣어서, 본체에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다이아몬드 입자 고정면의 도금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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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전착 숫돌의 제조에 있어서, 컨디셔너 본체의 작용면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고정면을 남겨 두고서, 절

연성의 마스킹 재료로 피복하는 경우에 미세한 크기의 적절한 치수 정밀도로 피복하는 것이 곤란하여 마스킹 되어 있

지 않은 곳에 두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입자가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마스킹 위치가 어긋나서 동일한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피복층이 평활하게 되지않고 요철(凹凸)이 심하였으며, 피복층의 밀착력이 약하

여 이후에 공정에서 벗겨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CMP 패드를 컨디셔닝 하는데 있어서 불량률이 매우 높았다. 또

한 종래의 컨디셔너는, 패드의 표면 상태를 항상 소정의 연마속도가 얻어지도록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곤란하였

으며, 다이아몬드 입자의 탈락이 많고, 패드면에 눈메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래의 컨디셔너를 사용하여 패

드를 컨디셔닝하면,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값 및 스크래치 개수가 높은 것이 큰 문제로 되어왔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CMP용 폴리싱 패드의 평탄화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패드의 컨디셔닝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

지고, 더구나 컨디셔닝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컨디셔너의 제조가 용이하여 제조시의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

킬 수 있 는 CMP 장치용 컨디셔너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자들은,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적인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전착 컨디셔너의 연삭면에 있어서, 하

나의 비마스킹부에 한 개씩의 다이아몬드 입자를 분산시키는 것에 의해, 연삭 저항을 감소시키고 컨디셔너의 수명이 

증가되며, 연마속도비와 컨디셔닝 속도가 높아지며,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값이 낮아지며, 웨이퍼의 스크래치 개수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즉, 본 고안은, 샹크(3)의 표면에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를 가지는 마스킹 시트(2)를 점착

하고, 하나의 비마스킹부(1)에 하나의 다이아몬드 입자(4) 만을 예비 고정한 후에 마스킹 시트(2)를 박리시키고, 이어

서 도금액 안에 넣어서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의 40∼60% 정도의 두께를 가지도록 Ni 도금층을 석출시키며, 더욱이 1

개의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4)의 투영 면적의 110∼160%배로 하고, 상기한 마스킹 

시트(2)의 비마스킹부(1)의 전면적이 마스킹 시트(2)의 전면적의 0.04∼0.2배의 범위로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된 화학

적-기계적-연마 패드 컨디셔너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에, 도면을 참고하여 본 고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림 1은 마스킹 시트(2)를 점착한 샹크의 부분 평면도이다. 그

림 1에서 원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비마스킹부(1)로서, 한 개의 비마스킹부(1)에 1개의 다이아몬드 입자(4)가 고착된

다. 1개의 비마스킹부(1)에 고착되는 다이아몬드 입자(4)가 2개를 넘으면, 패드에 의한 연마에서 웨이퍼의 표면거칠

기 값이 낮아지며, 웨이퍼의 스크래치 개수가 감소되기 쉽다. 그림 1에서 비마스킹부(1)의 전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

(4)를 고착한 연삭면 적의 0.04∼0.2배이다. 비마스킹부(1)의 전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4)를 고착한 연삭면의 전면

적의 0.04배 미만이면, 컨디셔너(7)로서의 연삭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며, 컨디셔너(7)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또

한 비마스킹부(1)의 전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4)를 고착한 연삭면의 전면적의 0.3배 이상이면 패드에 의한 연마에서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값이 낮아지며, 웨이퍼의 스크래치 개수가 감소되기 쉽다. 본 고안의 컨디셔너의 샹크(3) 재료

로는, 스테인레스 강재인 STS 304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알루미늄 합금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본 고안의 컨디셔너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샹크(3)의 탈지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지를 종료한 샹크면에,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를 가지는 마스킹 시트(2)를 점착한다. 그림 1에서, 원형의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를 

가지는 마스킹 시트(2)가 샹크(3)에 점착되고, 샹크(3)의 일부가 비마스킹부(1)의 형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본 고안에

서는, 마스킹 시트(2)를 점착한 상태에서, 컨디셔너의 연삭면으로 되는 샹크면에 예비 도금층(5)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 도금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다이아몬드 입자(4)와 샹크(3)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

드 입자(4)의 샹크(3)에 대한 고착성이 개량된다. 예비 도금하는 금속으로는 니켈 및 니켈 합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본 고안에서는, 예비 도금을 실시한 샹크를, 마스킹 시트(2)를 점착한 상태에서 도금 용기에 넣고, 도금 용기 중에서 

샹크의 마스킹 시트(2)를 점착한 면의 부분에 다이아몬드 입자(4)를 충진한다. 이어서, 샹크에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

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예비 도금층(5)의 형성을 위한 전기 도금을 실시한다. 예비 도금을 위한 금속은 다이아몬드 입

자(4)를 샹크(3)에 예비 고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한이 없으나, 니켈 및 니켈 합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각 다이아몬

드 입자(4)의 일부분이 비마스킹부(1)에서 예비 도금층(5)을 사이에 두고 예비고정되며, 샹크 표면에서 탈락하지 않

는 상태로 되면, 예비 고정을 위한 도금을 종료하고, 샹크를 도금 용기로부터 꺼낸다. 그림 2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예

비 고정된 샹크의 부분 단면도이다. 본 그림에서, 샹크(3)에 마스킹 시트(2)가 점착되고, 마스킹 시트의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에 다이아몬드 입자(4)가 예비 도금층(5)에 의해 예비 고정되어 있다.

이어서 샹크(3)의 표면으로부터 마스킹 시트(2)를 박리시키고, 더욱이 마스킹부의 탈지와 활성화 처리를 행한 후에, 

다시 샹크(3)를 도금 용기에 담그서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도금을 계속하며, 다이아몬드 입자(

4)를 샹크(3)에 전착하여 연삭면을 형성하고, 컨디셔너를 완성하게 된다. 도금에 사용하는 금속은, 예비 고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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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입자(4)를 샹크(3)에 고착할 수 있는 것이면 제한이 없고, 예를 들면 니켈 및 니켈 합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고안의 컨디셔너의 연삭면의 부분 단면도이다. 본 그림에서 다이아몬드 입자(2)는 샹크(

3)에 예비 도금층(5)에 의해 예비 고정되며, 더욱이 도금에 의해 형성된 Ni 도금층(6)에 의해 완전히 고착되어 있다. 

본 고안에서 이용하는 마스킹 시트(2)는, 도금 조건에 견딜 수 있는 것이면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폴리 염화비닐 

등의 수지 시트의 일면에 아크릴계 또는 비닐 에테르계 등의 점착제를 도포한 뒤에 박리시트를 적층시키고, 또한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의 가공을 실시한 것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마스킹 시트(2)의 두께란, 수지 시트 및 점

착 제 층의 두께의 합이 되며 이러한 마스킹 시트의 두께는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의 60%∼140%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더욱이 1개의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1)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의 투영 면적의 110∼160%배

의 범위로 되어야 한다. 마스킹 시트의 두께를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의 60% 미만으로 한다든지, 또는 한 개의 비마스

킹부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의 투영 면적의 160%를 초과하면, 한 개의 비마스킹부에 2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입자

가 고착되어서 균등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비마스킹부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의 투영 면적의 110% 

미만에서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샹크에 대한 부착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마스킹의 두께를 전착할 다이아몬드 입자

경의 60∼140%의 범위로 하고, 마스킹하지 않는 구멍의 직경을 전착할 입자경의 110∼160%의 범위로 하는 것에 의

해, 컨디셔너 금속에 전착되는 다이아몬드 입자(4)가, 비마스킹부(1)에 한 개씩 분산되도록 된다. 다이아몬드 입자의 

평균 투영 면적은, 다이아몬드 입자가 분산된 상태에서 확대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본 고안에서는,

상기한 마스킹 시트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마스킹 시트의 전면적의 0.04∼0.2배의 범위이다. 마스킹 시트의 비마

스킹부의 전면적은, 본 고안의 컨디셔너의 연삭면에서 다이아몬드 입자가 고착된 부분의 전면적에 대응한다. 마스킹 

시트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마스킹 시트의 전면적의 0.04배 미만이면,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다이

아몬드 입자를 고착한 연삭면의 전면적의 0.04배 미만으로 되어, 컨디셔너로서의 연삭력이 부족할 염려가 있다. 마스

킹 시트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마스킹 시트의 전면적의 0.2배를 초과하면, 구멍 형상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다

이아몬드 입자를 고착 한 연삭면의 전면적의 0.2배를 초과하여, 연삭시에 눈메움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실시예〉

컨디셔너 샹크(3)의 연삭면으로 되는 작용면을 탈지하고, 마스킹 시트를 점착한 후에, 니켈에 의한 예비 도금층(5)을 

형성하였다. 마스킹 시트(2)의 두께를 전착할 #120 메쉬 다이아몬드 입자경의 80%로 하였으며, 더욱이 다이아몬드 

입자(4)를 전착시키기 위해 비마스킹부(1)의 직경을 전착할 다이아몬드 입자경의 140%로 하였다. 구멍 형상의 비마

스킹부(1)의 전면적을 마스킹 시트(2)의 전면적의 0.1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에 컨디셔너의 본체를 도금액에 담그

고 입자 고정면에 다이아몬드 입자(4)를 놓고서 컨디셔너의 본체에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전기

도금을 행하여 다이아몬드 입자(4)를 예비 고정하였다. 샹크를 도금액으로부터 빼내고, 마스킹 시트(2)를 박리시키며,

탈지를 행한 후에 컨디셔너의 본체를 다시 도금액에 담그며, 본체에 음극을 접속하고 도금액에 양극을 접속하여 다이

아몬드 입자 고정면의 최종 Ni 도금을 행함에 의해 다이아몬드 입자(4)를 샹크의 연삭면에 고착하였다.

컨디셔너의 형상은 실시예 1에서는 도 4와 같은 다이아몬드 입자의 분포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실시예 2에서는 도 5

와 같이 전착부가 스파이럴 형상이 되도록 하였고, 실시예 2에는 비전착 영역(8)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실시예 1 및 

실시예 2는 컨디셔너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제조 조건은 동일하였다. 비교예는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컨

디셔너의 성능과 비교를 행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종래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되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비교예 1

은 실시예 1과 동일 형 상이며, 비교예 2는 실시예 2와 동일 형상의 컨디셔너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1, 실시예 2, 비교

예 1 및 비교예 2의 컨디셔너를 사용하여, 반도체의 웨이퍼 가공에 사용되는 화학-기계-연마 장치의 패드 컨디셔닝

을 행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패드 연마속도비, 컨디셔닝 속도 및 컨디셔너 수명이 비교예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웨이퍼의

표면거칠기 및 스크래치 개수의 경우에서도 실시예 1과 실시예 2가 비교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이며,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컨디셔너를 사용한 경우 패드의 연삭흔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교예의 컨디셔너를 사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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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패드의 표면에 연삭흔이 많이 나타났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마스킹 시트(2)의 점착에 의해 마스킹을 행하므로 치수 정밀도가 엄격한 패턴 

형상을 재현성 높게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으며, 마스킹 시트(2)의 컨디셔너 금속에 대한 밀착력이 높으며, 또한 컨

디셔너 금속에 전착되는 80∼120메쉬의 다이아몬드 입자(4)가, 비마스킹부(1)에 한 개 씩 분산된다. 따라서 CMP용 

폴리싱 패드의 평탄화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 패드의 컨디셔닝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더구나 컨디셔

닝 성능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컨디셔너의 제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조시의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i 도금층이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의 40∼60%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샹크의 표면에 있어서, 1개의 구멍 형상의 비

마스킹부의 면적이 다이아몬드 입자의 투영 면적의 110∼160%배로 하고, 마스킹 시트의 비마스킹부의 전면적이 마

스킹 시트의 전면적의 0.04∼0.2배의 범위로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된 화학적-기계적-연마 패드 컨디셔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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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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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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