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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체 연마 공정을 통하여 웨이퍼 표면에 높은 pH를 유지하고, 그 다음 CMP 후에 그리고 연마후 세정 동안에 제어된 

방식으로 필요할 때에만 pH를 낮추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높은 pH 화학 물질을 갖는 유체 및 선택적으로는 

표면 활성제는 탈이온수 대신에 사용되어, 웨이퍼 및 연마기 구성요소를 습하게 유지시키고 연마 패드로부터 슬러리 

잔류물을 세정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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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평탄화 공정(planarization process)시 일정한 pH를 유지함으로

써 반도체 처리시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CMP 기계(100)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웨이퍼(105)의 측면 부분 사시도(도 2)가 도

시되어 있다. CMP 기계(100)는 아암(101)에 의해 연마될 웨이퍼를 공급받고, 이 웨이퍼를 회전식 연마 패드(102)상

에 위치시킨다. 연마 패드(102)는 탄성 물질로 이루어지며, 종종 다수의 소정의 그루브를 갖도록 직조되어 연마 공정

을 돕는다. 조절 아암(conditioning arm)(103)은 연마 패드를 조절한다.

연마 패드(102)는 소정의 속도로 연마 패드(102) 아래에 위치된 플래튼(platen)(104), 즉 턴테이블(turntable)상에서

회전한다. 웨이퍼는 도시하지 않은 캐리어 링 및 캐리어 필름에 의해 연마 패드(102) 및 아암(101)상의 제 위 치에 고

정된다. 웨이퍼(105)의 하부 표면은 연마 패드(102)에 놓여 있다. 웨이퍼(105)의 상부 표면은 아암(101)의 캐리어 필

름의 하부 표면에 접촉하고 있다. 연마 패드(102)가 회전할 때, 아암(101)은 소정의 속도로 웨이퍼(105)를 회전시킨

다. 아암(101)은 소정의 하향력(down force)으로 연마 패드(102)로 웨이퍼(105)를 가압한다. 또한, CMP 기계(100)

는 연마 패드(102)의 반경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슬러리 분배 튜브(107)를 구비한다. 슬러리 분배 튜브(107)는 슬러리

원(slurry source)(112)으로부터 연마 패드(102)상으로 슬러리(106)의 흐름을 분배한다. 슬러리(106)는 웨이퍼의 

매끄럽고 예측가능한 평탄화를 화학적으로 돕도록 설계된 연마제 및 탈이온수의 혼합물이다. 실리카 슬러리를 이용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슬러리의 pH는 매우 높은데, 전형적으로는 약 pH 10 또는 pH 11을 갖는다.

슬러리의 연마 작용과 관련하여, 연마 패드(102)와 웨이퍼(105) 양자의 회전 동작은 소정의 공칭 속도로 웨이퍼(105

)를 평탄화하거나, 연마하도록 결합한다. 슬러리의 연마 작용은 연마식 마찰 성분 및 화학적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마식 마찰 성분은 연마 패드의 표면, 웨이퍼의 표면 및 슬러리내에 부유된 연마 입자 사이의 마찰에 의한 것이다. 

화학적 성분은 웨이퍼의 유전층 또는 금속층의 물질과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연마제의 슬러리내의 존재에 의한 

것이다. 슬러리의 화학적 성분은이 연마될 유전층의 표면을 연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반면에, 마찰 성분은 웨이퍼의 표

면으로부터의 물질을 제거한다.

펌프를 정지함으로써 슬러리 분배가 종료되어, 패드상의 슬러리의 흐름은 중단될 것이다. 슬러리 분배 공정이 종결된

후에, 약 pH 6을 갖는 탈이온수가 패드 상의 물 분배 튜브(108)를 거쳐서 탈이온수원(110)으로부터 분배된다. 그 다

음, 웨이퍼 기판에 슬러리가 제거되고, 웨이퍼의 표면에서의 pH는 약 pH 6으로 낮춰진다.

전형적인 화학 기계식 연마 사이클은 평탄화를 실행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선형 또는 회전형 테이블과, 또한 보다 

부드러운 패드상에 물 버프(water buff)를 실행하는 제 3 테이블을 구비한다. 화학 기계적 평탄화(CMP) 공정시, 웨이

퍼는 많은 pH 변동을 경험한다. 슬러리가 먼저 웨이퍼를 연마하는데 이용된 다음, 탈이온수가 그 후에 웨이퍼를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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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용된다. pH는 연마 단계시 상승되며, 그 후 웨이퍼가 습하게 유지되어야 할 때마다 탈이온수에 의해 낮춰진

다. CMP 후 세정 에서, pH는 세정을 위해 상승되며, 그 후에 웨이퍼를 린스하고 건조할 때 낮춰진다. 이것은 약 pH 1

1과 약 pH 6 사이의 많은 변동에 이른다.

도 3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의 전형적인 CMP 공정(200)의 일례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슬러리가 

웨이퍼상에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웨이퍼 표면은 세정 공정을 통하여 습하게 유지된다. 습식 이송 입력 

스테이션 메커니즘(210)은 웨이퍼를 반출입하는데 이용되는 동안, 탈이온수로 웨이퍼의 표면을 습하게 유지시킨다. 

그 다음, 웨이퍼(105)는 연마 플래튼(220)으로 이송되는데, 이 연마 플래튼(220)에서 높은 pH 슬러리 연마 후에 일단

연마가 완료되면 탈이온수로 자동 린스가 된다. 그 다음, 웨이퍼는 제 2 연마 플래튼(230)으로 이송되는데, 이 제 2 

연마 플래튼(230)에서 제 2 높은 pH 슬러리 연마 후에 제 2 연마가 완료될 때 다시 탈이온수 린스가 이어진다. 전형

적으로, 웨이퍼가 보다 부드 러운 제 3 플래튼(240)으로 이송되는데, 이 플래튼(240)에서 웨이퍼가 패드상에서 탈이

온수가 패드상에 분무되면서 연마된다. 전형적으로, 상기 3개의 플래튼(220, 230, 240)은 동일한 다수의 플래튼 CM

P 기계(205)상에 구비된다.

그 다음, 웨이퍼(105)는 입력 스테이션 메커니즘(210)을 이용하여 언로딩되어 습하게 유지된다. 그 다음, 선택적으로

웨이퍼(105)는 브러시 스테이션(250, 255)으로 이송될 수 있는데, 이 브러시 스테이션(250, 255)에서 웨이퍼가 희석

암모니아 또는 NH 4 OH와 같은, 슬러리의 pH와 유사한 pH를 갖는 세척액 분무(scrub solution spray)에 의해 브러

싱된다. 마지막으로, 웨이퍼(105)는 건조 스테이션(260)으로 이송되는데, 이 건조 스테이션(260)에서 탈이온수로 린

스되고 건조된다.

도 4는 도 3의 시스템(200)의 각 연마 단계의 말기에서의 웨이퍼 표면의 pH 레벨을 나타내는 표이다. 웨이퍼의 표면

에서의 pH가 CMP 공정시 약 pH 11과 약 pH 6 사이에서 여러회 변동한다.

모든 미립자 물질을 액체 용액내에서 부유된 경우 전기적으로 대전된 얇은 층을 형성한다. 이것의 전하는 제타 전위(z

eta potential)로 알려져 있으며 음 또는 양의 값일 수 있다. 제타 전위는 입자가 작은 전하장(small charge field)에 

의해 둘러싸이도록 입자의 외부 표면에서 나타난다. 약 pH 10 이상을 갖는 염기성 수용액내의 실리카 입자는, 이 실

리카 입자에 대한 음 값의 제타 전위가 된다. 게다가, 용액에 의해 접촉된 표면의 제타 전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임의

의 다른 입 자의 제타 전위도 이러한 높은 pH에서 음의 값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실리카 입자는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정전식으로 방출되어,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슬러리 잔여분의 제거를 촉진시킨다. 웨이퍼의 표면에서의 pH가 실리카 

입자의 존재 부분에서 낮춰지는 경우, 콜로이드가 형성되어 실리카 응집이 웨이퍼의 표면상에 생긴다. 마찬가지로, 웨

이퍼 표면의 pH가 낮춰질 때마다, 미립자의 존재에 의해 보다 높은 불량률의 환경아 형성한다. 발생된 결함에는 웨이

퍼 표면에 부착되는 슬러리 연마제 및 슬러리 연마제 응집물(또는 임의의 다른 입자)에 의해 웨이퍼상에 스크래치가 

있다.

전체 CMP 연마 및 세정 공정을 통하여 일정하고 높은 pH를 제공하여 슬러리 연마제 응집 및 pH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목적 및 다른 목적은 이하에 개시된 본 발명에 의해 만족된다.

본 발명은 결함이 감소된 화학 기계적 평탄화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체 연마 공정을 통해 웨이퍼 

표면에서 높은 pH가 유지되고, CMP 후 그리고 연마후 세정시 제어된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낮춰지기만 한다. 시스템

은 높은 pH 용액으로 적셔진 웨이퍼를 유지하면서 제 1 웨이퍼를 제 1 연마 플래튼 및 제 2 연마 플래튼으로 이송하

기 위한 습식 이송 메커니즘을 구비한 웨이퍼 입력/출력 영역을 포함한다. 제 1 높은 pH 슬러리원(slurry source) 및 

제 1 높은 pH 용액 린스원(solution rinse source)을 포함하는 제 1 연마 플래튼이 웨이퍼 표면을 연마 및 린스하는

데 이용된다. 제 2 연마 플래튼은 제 2 높은 pH 슬러리원 및 제 2 높은 pH 용액 린스원을 이용하여 웨이퍼상에서 제 

2 연마를 수행한다. 웨이퍼 표면에서의 pH가 처리시, 바람직하게는 연마후 세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웨이퍼의 표면에 결함의 수는 감소된다.

본 발명의 관련 목적 및 이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의해 예로서 나타낸 것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동일 참조 부호는 유사한 요소를 지칭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CMP 기계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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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반도체 웨이퍼의 부분 측면사시도,

도 3은 종래 기술의 전형적인 CMP 공정 시스템의 일례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4는, 도 3의 시스템의 각 연마 단계의 말기에 웨이퍼 표면의 pH 레벨을 나타낸 표,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MP 기계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MP 공정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7은, 도 6의 시스템의 각 연마 단계의 말기에 웨이퍼 표면의 pH 레벨을 나타낸 표,

도 8은 표준 슬러리 프라임 기간(standard slurry prime period) 및 연장된 슬러리 프라임 기간(extended slurry pri

me period) 동안의 시간에 대한 산화물 제 거율의 그래프,

도 9는 표준 슬러리 프라임 기간 및 연장된 슬러리 프라임 기간 동안의 시간에 대한 추가된 결함의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원리의 이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가 참고되며, 특정 용어가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이

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본원에 기술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원리

에 대한 변경 및 다른 수정은 당업자에게 통상적으로 고찰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전체 CMP 연마 및 세정 공정을 통해 일정하고 높은 pH를 유지하는 CMP 연마 시스템 및 방법은 웨이퍼 표면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전체 연마 공정을 통하여 웨이퍼 표면에서 높은 pH를 

유지하며, 그 후 CMP 처리 후에 제어된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pH를 낮춘다. 이로써,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자

의 최소 개수가 환경에 존재할 때까지 높은 pH가 유지된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유용한 CMP 기계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의 종래 기술 기

계와 관련하여, CMP 기계(100')가 아암(101)에 의해 연마할 웨이퍼를 공급받고, 회전 연마 패드(102)상으로 웨이퍼

를 위치시킨다. 웨이퍼(105)의 하부 표면은 연마 패드(102)에 대해 위치한다.

또한, CMP 기계(100')는 연마 패드(102)의 반경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슬러리 분배 튜브(107)를 포함한다. 슬러리 분

배 튜브(107)는 슬러리원(112)으로부터 연마 패드(102)상으로 슬러리의 공급을 분배한다. 실리카 슬러리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슬러리의 pH는 보통 약 pH 10 또는 pH 11로 매우 높다. 슬러리 분배는 펌프를 정지시킴으로써 종

료되며, 패드상으로의 슬러리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슬러리 분배 공정이 종결된 후, 슬러리는 린스 튜브(308)를 거쳐 pH 조절된 린스 용액원(310)을 이용하여 웨이퍼로

부터 린스된다. pH 조절된 린스는 높은 pH 화학 물질 및 선택적으로 표면 활성제를 갖는다. pH 조절된 린스는 도 1의

종래 기술의 시스템의 물 린스로 대체한다. pH 조절된 린스의 일례로는 pH 10 이상인 희석 암모니아가 있다. 보다 바

람직하게는, pH 조절된 린스는 약 pH 11 이상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종 회전, 린스 및 건조 스

테이션까지는, 입력/출력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연마 영역을 통과하여 pH 조절된 린스로 웨이퍼가 린스된다. 이에 따

라, 웨이퍼 기판에 슬러리가 제거되고, 웨이퍼의 표면에서의 pH는 공정 동안 높은 pH에서 유지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을 이용하는 예시적인 화학 기계식 연마 사이클(600)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웨이퍼가 도 

6의 연마 사이클(600)을 통과할 때 웨이퍼의 표면에서의 대략의 pH를 기입한 표이다.

도 6의 연마 사이클은 웨이퍼(615)의 평탄화를 수행하는 2개의 회전식 테이블 또는 플래튼(610, 620)과, 2개의 브러

시 스테이션(630, 640)과, 보다 부드러운 패드상에 물 버프를 수행하는 제 3 테이블을 포함한다. 도 5와 관련하여 기

술한 바와 같이, 본 화학 기계식 연마 사이클(600)은 연마 공정시 탈이온수 대신에 높은 pH 조절된 린스를 이용한다. 

도 7의 표와 관련하여 도 6을 참조하면, 처음에 대략 pH 11인 희석 암모니아 등의 용액을 이용하는 입력 스테이션(66

0)에서 웨이퍼가 적셔짐을 알 수 있다. 도 6의 공정에 있어서, 적셔진 웨이퍼는 제 1 연마 플래튼(610)과 접촉되어 있

다. pH 10 내지 pH 12를 갖는 실리콘계의 슬러리가 웨이퍼를 먼저 연마하는데 이용된다. 본 공정에 있어서, 슬러리의

pH에 근사한 pH를 갖는 pH 조절된 린스 용액은 그 후 웨이퍼 및 패드를 세정하는데 이용된다. 이로써, 웨이퍼가 패

드에 접촉하고 있는 동안, pH 조절된 린스 용액은 웨이퍼 및 패드로부터 슬러리를 세정한다. 그 다음, 웨이퍼(615)는 

제 2 연마 플래튼(620)으로 이송되며, 이 제 2 연마 플래튼(620)에서 높은 pH 슬러리 연마 후에 바로 pH 조절된 용액

의 자동 린스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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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있어서, 웨이퍼(615)가 슬러리의 pH에 근접하게 선택된 높은 pH 용액을 갖는 보다 부드러운 패드(640)

상에 버프된다. 패드(620, 630, 640)는 필요하다면 단일형 CMP 기계(605)내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버프 후에, 웨이퍼는 반출되어 슬러리의 pH에 근접하게 조절된 높은 pH 린스 용액을 이용하여 슬러

리의 pH에 가깝게 선택된 입력 스테이션에서 적셔져 유지되어, 브러시 스테이션으로 이송된다. 선택적으로, 웨이퍼는

CMP 연마 사이클 종료 후 수동으로 이송될 수 있다.

웨이퍼(615)는 브러시 스테이션(650, 655)으로 선택적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 브러시 스테이션(650, 655)에서 웨

이퍼는 희석 암모니아 또는 NH 4 OH 등의 슬 러리의 pH와 유사한 pH를 갖는 세척액 분무로 브러싱된다. 사이클(60

0)의 말기에서, 웨이퍼는 건조 스테이션(660)으로 이송되며, 이 건조 스테이션(660)에서 탈이온수로 린스되고 건조

된다. 건조 스테이션(660)에서의 린스는 웨이퍼가 중성 pH로 복귀되는 연마 사이클(600)에서의 최초점에 있음을 도 

7의 표에서 알 수 있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슬러리 소모의 감소는 실험 데이터에 의해 지지된다.

도 8은 표준 슬러리 프라임 기간(810) 및 연장된 25s 슬러리 프라임 기간(820) 동안의 시간에 대한 산화물 제거율의 

그래프를 도시한 것이다. 25s 슬러리 프라임에 대한 산화물 제거율은 높거나, 표준 연마 시간동안 연마된 웨이퍼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준 슬러리 프라임이 연마 공정 초기에서 pH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 9는 표준 슬러리 프라임 및 연장된 25s 슬러리 프라임 동안에 시간에 대한 추가된 결함의 그래프이다. 표준 슬러리

프라임 동안의 6초에서 결함수의 피크는 동일 플래튼상의 25s 슬러리 프라임으로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슬러리 프라이밍(slurry priming)으로 처리된 웨이퍼는 5초 후에 높은 제거율을 가졌다. 낮은 슬러리 프라이

밍으로 처리된 웨이퍼는 15초 후에도 낮춰진 제거율을 나타냈다. 감소된 연마 속도와 결합된 보다 많은 수의 결함은 

pH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보다 적은 연마제의 존재가 보다 낮은 속도를 설명했다면 불량률은 보다 낮

아지며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공정을 위한 슬러리 프라이밍은, pH가 공정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에

연마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체적만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한 세정 후의 양을 감소하고, 필요한 슬러리 프라임의 

양을 감소함으로써 처리량이 증가된다. 추가적으로, 보다 낮은 불량률, 보다 낮은 슬러리 사용량 및 (보다 높은 처리

량에 의해) 개선된 이점 이용을 통하여 비용이 감소된다.

본 발명이 도면 및 전술한 상세한 설명에서 상세하게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이것은 예시로서 고려되어 특정하도록 

제한적이지 않아야 하며, 단지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 및 설명되었고, 본 발명의 사상내에 있는 모든 변경 및 수정이 

보호받도록 소망됨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 기계식 평탄화를 받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 습식 이송 메커니즘(610)을 구비한 웨이퍼 입력/출력 영역을 제공하는 단계와,

ⓑ 제 1 연마 플래튼(620)을 제공하는 단계와,

ⓒ 제 2 연마 플래튼(630)을 제공하는 단계와,

ⓓ 낮은 pH 린스 스테이션(660)을 제공하는 단계와,

ⓔ 상기 습식 이송 메커니즘(610)을 이용하여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제 2 연마 플래튼(620)으로 이송하는 단계로

서, 상기 습식 이송 메커니즘(610)은 높은 pH 용액으로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습하게 유지하는, 상기 이송 단계와,

ⓕ 상기 제 1 플래튼(620)상의 상기 제 1 웨이퍼를 높은 pH 슬러리로 연마하는 단계와,

ⓖ 상기 단계(ⓕ)후에, 상기 제 1 웨이퍼(615) 및 상기 제 1 플래튼(620)을 높은 pH 슬러리로 린스하는 단계와,

ⓗ 상기 단계(ⓖ)후에,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제 2 플래튼(630)으로 이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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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 2 플래튼(630)상의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높은 pH 슬러리로 연마하는 단계와,

ⓙ 상기 단계(ⓘ)후에, 상기 제 1 웨이퍼(615) 및 상기 제 2 플래튼(630)을 높은 pH 용액으로 린스하는 단계와,

ⓚ 상기 단계(ⓙ)후에,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낮은 pH 린스 스테이션(660)으로 이송하는 단계와,

ⓛ 상기 린스 스테이션(660)에서의 상기 높은 pH보다 낮은 pH를 갖는 낮은 pH 용액으로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린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웨이퍼(615)의 표면에서의 pH는 상기 단계(ⓐ) 내지 단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pH 슬러리는 pH 10 내지 pH 12를 갖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pH 용액은 pH 10 내지 pH 12를 갖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pH 용액은 희석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상기 낮은 pH 용액은 약 pH 6을 갖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낮은 pH 용액은 탈이온수이고, 상기 낮은 pH 린스 스테이션은 건조 스테이션(660)에 위치되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브러시 스크러버(650, 655)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후 그리고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낮은 pH 용액(660)으로 린스하기 전에, 상기 제 1 웨이퍼(615

)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브러시 스크러버(650, 655)로 세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높은 pH 용액을 상기 제 1 웨이퍼(615)에 분사하면서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세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웨이퍼 표면상의 결함 감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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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에 있어서,

제 1 높은 pH 슬러리원 및 제 1 높은 pH 용액 린스원을 구비하는, 제 1 웨이퍼(615)를 연마하기 위한 제 1 연마 플래

튼(620)과,

제 2 높은 pH 슬러리원 및 제 2 높은 pH 용액 린스원을 구비하는,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연마하기 위한 제 2 연마

플래튼(630)과,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제 1 연마 플래튼(620) 및 상기 제 2 연마 플래튼(630)으로 이송하기 위한 습식 이송 

메커니즘(610)을 구비한 웨이퍼 입력/출력 영역으로서, 상기 습식 이송 메커니즘(610)은 pH 조절된 용액을 구비하여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높은 pH 용액으로 습하게 유지시키는, 상기 웨이퍼 입력/출력 영역과,

상기 높은 pH 용액보다 낮은 pH를 갖는 린스 용액을 구비한 낮은 pH 린스 스테이션(660)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웨이퍼(615)의 표면에서의 pH는 상기 제 1 플래튼(620) 및 제 2 플래튼(630)상에서 처리시 그리고 그 사

이에서 이송시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pH 슬러리는 pH 10 내지 pH 12를 갖고, 상기 높은 pH 용액은 pH 10 내지 pH 12를 갖는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pH 용액은 희석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낮은 pH 용액은 탈이온수인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낮은 pH 린스 스테이션(660)은 건조 스테이션에 위치된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브러시 스크러버(650, 655)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웨이퍼(615)는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상기 

낮은 pH 용액으로 린스하기 전에, 높은 pH 용액을 상기 제 1 웨이퍼(615)에 분사하면서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세

척하는 적어도 하나의 브러시 스크러버(650, 655)로 세척되는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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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탈이온수가 상기 제 1 플래튼(620)상의 상기 제 1 웨이퍼(615)를 린스하는데 이용되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상기 제 2 플래튼(630)상에서 사용된 슬러리가 적은

화학 기계식 평탄화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4-0032986

- 9 -

도면3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0 -

도면4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1 -

도면5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2 -

도면6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3 -

도면7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4 -

도면8



공개특허 10-2004-0032986

- 15 -

도면9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