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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있어서는, 슬라이스후의 실리콘웨이퍼를 캐리어(14)의 원형구멍(15)에 삽입하고,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
사이에 실리콘웨이퍼를 끼워서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을 각각 소정의 속도로 회전시킨다. 이것에 의하여, 실리콘웨
이퍼의 양면을 동시에 연삭한다. 이때, 상측숫돌(13)은 소정의 하중으로 실리콘웨이퍼를 압압하면서, 예를 들면 100㎛ 하
강시킨다. 또, 연삭액을 상측숫돌(13)의 개구부(13B)에 공급해서, 웨이퍼의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상기 공급된 연삭
액은 상·하 숫돌(13, 12)의 원심력에 의해서 각 숫돌(13, 12)의 연삭면의 홈을 지나서 실리콘웨이퍼의 양면의 전역에 상시
공급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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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전체구성도이고, 상측숫돌이 상승위치에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
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전체구성도이고, 상측숫돌이 하강위치에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
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제6도는 상측숫돌의 평면도이다.

제7도는 하측숫돌의 평면도이다.

제8도 (A)∼(I)는 실리콘웨이퍼의 평탄도의 향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9도 (A) 및 (B)는 각각 종래기술 및 본 발명의 제조공정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의 결과인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제13도는 종래의 실리콘웨이퍼의 표면상태를 가리키는 제5도와 동일한 모식도이다.

제14도 (A)∼(C)는 실리콘웨이퍼를 진공흡착해서 그 편면을 연착할 때의 웨이퍼의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제15도는 테이퍼형상이 된 실리콘웨이퍼의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집적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대구경 실리콘웨이퍼의 제조방법과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실리콘웨이퍼
의 표리 양면을 동시 연삭하는 실리콘웨이퍼의 제조기술에 관한 것이다.

실리콘웨이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원주형상의 실리콘 단결정봉을 스테인레스 강제의 내주날에 의해 슬라이스해서 얻어
진 실리콘웨이퍼는 랩반에 의해 유리하는 숫돌입자로 양면을 래핑함으로써 슬라이스공정에서 발생한 요철과 손상이 제거
되어서 평행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이 실리콘웨이퍼는 랩가공으로 형성된 손상층(가공변질층)을 에칭(etching)에 의해 제
거시키고, 또 화학적 기계연마에 의해서 경면가공된다.

그러나, 랩가공에 의해 발생한 표면의 손상층을 제거하기 위해 에칭에서의 에칭 오프량(가공 여유)이 예를 들면 20㎛ 정도
이고, 이 때문에 30㎛ 이상의 가공여유가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에칭면의 요철(평탄도)도, 예를 들어서 1㎛ 정도로 크게
되었다. 또, 에칭후의 연마량도 예를 들면 10㎛ 이상이 되어서, 평탄도를 악화시킨다(예를 들면 제13도에 표시하듯이
TTV(total thickness variation)으로 2.81㎛ 정도).

최근에 실리콘웨이퍼의 직경으로서는 150mm나 200mm가 보급되고, 또, 300mm도 개발되어가고 있으며, 또, 장치의 고
집적화가 진행되어서, 예를 들면, 2001년에 실용화되는 1G비트(bit) DRAM에서는 선폭률과 초점심도가 각각 0.18㎛, 0.7
㎛가 된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평탄도로서는 SFQD(Site, Front surface-reference, site least squares, deviation)이며,
26×32mm의 면적에서 0.12㎛의 평탄도를 달성시켜야 한다(「THE 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1994년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출판의 제113페이지 참조). 또, 웨이
퍼 직경이 크게 되면, 약간의 곡률로도 뒤틀림량이 크게 되므로, 뒤틀림의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즉, 뒤틀림은 실리콘웨이
퍼의 제조단계뿐만 아니고, 디바이스가공에 있어서의 성막(成膜), 드라이 에칭(dry etching) 열처리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
다. 그리고, 뒤틀림이 작은 실리콘웨이퍼라면, 각 단계에 있어서의 뒤틀림을 특정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외경 300mm
의 실리콘웨이퍼를 평반위에 두고, 그 뒤틀림을 측정하려 해도, 실리콘웨이퍼는 자신의 무게에 의해 변형되어서 외관상의
뒤틀림은 절반이하로 되기 때문에 뒤틀림이 적은 실리콘웨이퍼의 제조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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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슬라이스 가공후의 웨이퍼면을 랩가공 대신에 손상이 3㎛ 이하인 연마가공을 하는 것이 생
각되고 있다. 또, 슬라이스 후의 두께는, 직경 150mm 웨이퍼인 경우 700㎛, 직경 200mm 웨이퍼인 경우 800㎛, 직경
300mm 웨이퍼인 경우에도 900㎛로 얇다.

그런데, 종래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연마반은 고리형상의 연삭날을 보유하고, 제 14도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흡착반
(31)에 재치·고정한 실리콘웨이퍼(32)를 편면(도면에서는 상면) 마다 연삭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즉, 제14도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흡착반(31)에 실리콘웨이퍼(32)를 배치하고, 이 실리콘웨이퍼(32)의 편면을 연
삭할 때에, 제14도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공흡착반(31)에 의해서 실리콘웨이퍼(32)의 하면을 진공흡착하면, 실리콘웨
이퍼(32)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극히 얇기 때문에 진공흡착반(31)에 흡착되어서 상기한 하면은 평탄면이 된다. 또, 1점 쇄선
(33)은 연삭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제14도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삭후에 진공흡착반(31)의 진공흡착을 해방
시키면, 실리콘웨이퍼(32)의 척(chuck)의 면(하면)은 본래의 형상이 되고, 반대의 연삭면은 볼록상태가 된다. 즉, 진공흡
착된 슬라이스면이 반대면에 전사되는 것이다. 또, 연삭면을 진공흡착시켜서 반대측면을 연삭하면, 이 오목부가 진공흡착
을 해방후에 볼록부가 되도록 전사되어서 슬라이스형상이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에 남게 된다. 그러므르 연삭후에 가벼운
랩가공이 필요하게 되어서(본 출원인의 출원에 관한 특개평6-104229호 공보 참조), 연삭에 의한 손상층의 저감효과가 충
분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출원인의 출원에 관한 특개소 62-96400호 공보에서는, 강성이 큰 잉곳(ingot)의 단면에 연삭가공을 한 다음,
슬라이스가공에 의해서 실리콘웨이퍼를 슬라이스하고, 이 연삭면을 진공흡착해서 슬라이스가공면을 연삭하는 방법이 개
시되어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하면 평행도가 좋고 또한 뒤틀림이 적은 실리콘웨이퍼가 제조될 수 있다.

또, 외경 200mm의 대구경 잉곳을 내주날에 의해서 슬라이스가공 하려면 내주날의 날두께가 0.38㎛나 되고, 또, 외경
300mm의 대구경 잉곳을 슬라이스하기 위한 대구경 스테인레스강판이 없으므로 내주날 슬라이스가공을 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와이어가 실용화되어 왔다. 와이어의 선직경이 0.18㎛이고, 카프로스(절단가공값)가 작게 되므로 수율이 향상된다.
그러나, 줄톱에 의한 절단면은 와이어의 진동으로 인하여 내주날 슬라이스 가공면과 비교해서 요철이 크고, 또, 절단중에
와이어의 보내기를 반대로 하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된다. 또, 절단중에 상기 와이어가 마모되어서 선경(線徑)이 작게 되기
때문에, 제1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웨이퍼(34)의 절단이 끝나는 부분일수록 두껍게 되어서 실리콘웨이퍼(34)의
양면(34a, 34b)에 테이퍼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와이어면을 진공흡착시켜서 연삭가공을 하면 축방향의 결정면이 지정각
도에서 0.02° ∼0.05°정도의 변위가 발생된다.

또, 1G비트 이상의 고집적장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웨이퍼의 이면을 연마해서 이면기준의 평탄도를 높이고, 또,
이것에 의하여 입자의 발생을 1/10 이하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한 특개평6-10422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이면
의 하프폴리싱 또는 양면 동시 연마를 할 수 있다.

상기한 편면마다의 연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실리콘웨이퍼의 양면에 슬라이스면이 전사되어서
낳기 때문에 랩가공과 치환될 수 없다. 또한, 그 후의 에칭과 화학적 기계연마 가공값이 크게 되어서 목적으로 하는 평탄도
를 얻는 일은 어렵다. 또, 양면의 가공도를 동일하게 하기에도 어렵고 뒤틀림이 발생되기 쉽다.

그래서 본 발명은 특히 1G비트 이상의 고집적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에 요구되는 고평탄도의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할 수 있
는, 랩가공에 대신하는 양면연삭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에칭에 있어서의 기계가공 허용
율을 감소시키고, 연마량까지도 저감시킬 수가 있는 양면 연삭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실리콘웨이퍼의 균열을 방지한 양면 연삭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은 실리콘 단결정봉을 슬라이스해서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하는 슬라이스 공정과 상기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동
시에 연삭하는 양면 동시 연삭공정을 구비한 실리콘웨이퍼의 제조방법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한 양면 동시 연삭공정에서는 양면 연삭장치의 상측숫돌과 하측숫돌 사이에 실리콘웨이퍼를 끼우고, 상
기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동시에 연삭할 때, 상기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의 전역에 연삭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서의 상기 양면 동시 연삭공정에 있어서는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의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양면 동시 연삭공정 다음에 실리콘웨이퍼에 에칭을 실시하여 연삭손상을 제거하고, 또, 상기 실리
콘웨이퍼의 양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판상의 상측숫돌과 하측숫돌 사이에 실리콘웨이퍼를 끼어서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동시에 연삭하는
양면 연삭수단과, 상기 양면 연삭시의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의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제어수단을 구비한 실리콘웨이퍼의
제조장치이다.

또, 본 발명에서의 상기 온도제어수단은 양면 연삭수단으로 연삭중의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의 전체영역에 연삭액을 공급
함으로써 그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서의 상기 온도제어수단은,

- 상기 상측숫돌 및 상기 하측숫돌의 각 내주면에 의하여 형성된 워터팬과,

- 상기 상측숫돌 및 상기 하측숫돌에 각각 형성된 각각의 연삭면으로부터 연삭액을 유출시키기 위한 연삭액 통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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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워터팬 및 상기 연삭액 통로에 연삭액을 공급하기 위한 연삭액 공급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본 발명에서의 상기 양면 연삭수단은,

- 서로 평행상태로 수평으로 배치되고, 서로 대향하는 표면이 연삭면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연삭면얘 있어서 상기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각각 연삭하는 상측숫돌 및 하측숫돌과,

- 상기 상측숫돌과 상기 실리콘웨이퍼를 수평면내에서 서로 상대운동시키는 동시에, 상기 하측숫돌과 상기 실리콘웨이퍼
를 수평면내에서 서로 상대운동시키기 위한 상대운동수단과,

- 상기 하측숫돌에 배치된 실리콘웨이퍼에 상기 상측숫돌을 압압시키기 위한 압압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상기 실리콘웨이퍼는 외주톱니를 구비한 캐리어에 유지되고, 또, 상기 상측숫돌과 상기 하측숫돌은 각
각의 중앙부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상대운동수단은,

- 상기 캐리어의 상기 외주톱니에 맞물리도록 상기 개구부에 설치된 태양기어와,

- 상기 캐리어의 상기 외주톱니에 맞물리도록 상기 상측숫돌 및 상기 하측숫돌의 외부쪽에 설치되어서, 상기 캐리어를 상
기 태양기어의 둘레에서 공전과 자전을 시키기위한 링형상 내주기어와,

- 상기 태양기어와 상기 링형상 내주기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캐리어의 상기 태양기어측 단부의 상하면을 끼워서 지지하기 위한 상하 한 쌍의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랩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랩가공후의 실리콘웨이퍼와 비교해서 평탄도가 높은 실리콘웨이퍼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이 실리콘웨이퍼는 랩드웨이퍼와 비교해서 그 에칭오프량이 감소된다. 또, 이 경우의 에칭면의 요철도 랩을 실시하는 경우
와 비교해서 작게 할 수도 있다. 또, 후공정의 연마에서는 적은 연마량으로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을 편면마다의 연마에 의한 경우와 비교하면, 웨이퍼 표면에 슬라이스면에 전사된 요철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연삭후의 웨이퍼를 랩가공하지 않고 에칭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랩가공에 의한 손상량의 1/10 정도밖에 손상이 남지
않으므로 에칭오프량이 적게 되어서, 에칭에 의한 평탄도의 저하가 현저하게 방지된다.

양면 동시 연마의 특징은 탄성체인 실리콘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한 기준면을 재료(실리콘웨이퍼)측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연삭의 기준면은 장치측의 연삭면(정반면)의 활성적인 가상면(실효작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재료의 강성에 따라서 좌우된다. 실리콘웨이퍼의 표면형상을 사인곡선으로 표면한 모델을 사용해서 각각의 결과를 검
토해 본다.

제8도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라이스된 실리콘웨이퍼(30)의 표면에는 각각 요철이 존재하고, 이 요철은 제8도 (B)와 제
8도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꺼운 성분」과 「꾸불꾸불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 또, 꾸불꾸불한 성분은 웨이퍼 표리
면의 중간선으로 했다.

제8도 (D)의 실리콘웨이퍼(30)를 편면으로부터 가공해서 두께를 균일하게 하면 (제8도 E참조), 제8도 (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가공측 요철면에 모방된 표면이 생긴다(이것을 이면전사라고 한다).

또 실리콘웨이퍼의 양면을 가압해서 양면에서 동시가공하면(제8도 (G)참조), 두꺼운 부분의 양면에서 가공되어서(제8도
(H) 참조), 두꺼운 성분의 요철이 제거되는데, 그 반면, 실리콘웨이퍼는 탄성체이기 때문에 가공후에 가공압을 해방하면,
제8도 (I)에 도시된 바와 같이 꾸불꾸불한 성분이 남게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한 실리콘웨이퍼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양면 연삭에 의해 고평행도·고평탄도의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할 수가 있다. 또, 그 때, 상하측숫돌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고 실리콘웨이퍼의 전역에 있어서 연삭량을 균일하게 함으
로써, 실리콘웨이퍼의 전체면을 평탄하게 형성하여 뒤틀림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양면 연삭후에 에칭을 실시해서
연삭손상을 제거하고, 편면을 경면 연마함으로써 편면 연마된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할 수가 있다. 또, 양면 연삭후의 웨이
퍼의 표리양면에 양면 동시 연마를 함으로써 양면 연마된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할 수가 있다.

또, 양면 연삭후의 실리콘웨이퍼는 손상층이 적어지므로 가공속도가 늦은 화학적 기계연마로도 손상층의 제거가 가능하게
되며, 이면의 하프폴리싱 또는 표리양면에 동시 연마를 함으로써 연삭손상이 제거되고, 또한 양면 연삭된 실리콘웨이퍼를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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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전체구성도로서, 상측숫돌이 상승위치로 후퇴하고 있는 상태를 표
시하고 있으며, 제2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전체구성도로서, 상측숫돌이 하강해서 연삭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며, 제3도는 이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4도는 이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평면도, 제5도는 이 발명의 일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
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상기 양면연삭장치는 캐리어(캐리어기어)(14)에 유지된 실리콘웨이퍼(1)의 표리면을 원판형상의 상측숫돌(상정반)(13)
및 하측숫돌(하정반)(12)에 의해서 동시에 각각 연삭하는 것이다. 상측숫돌(13)은 상하이동과 축선둘레로 회전구동되고,
또한, 하측숫돌(12)도 그 축선둘레로 회전구동된다.

장치본체(3)에는 연직방향으로 뻗어진 하부테이블 구동축(5)이 베어링(16)을 통하여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상기
하부테이블 구동축(5)의 지름이 작은 하단부(5a)에는 도면에 표시하지 않은 풀리가 동축에 일체적으로 장착된 풀리장착부
가 되어 있다. 상기 풀리에 도면에 표시하지 않은 구동모터의 회전을 벨트(도면에 표시하지 않음)를 통하여 전동함으로써,
하부테이블 구동축(5)을 그 축선둘레로 회전시킬 수가 있다. 상기 하부테이블 구동축(5)에는 상단에 태양기어(12A)를 보
유하는 태양기어 구동축(4)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고 있다. 태양기어구동축(4)은 연직방향으로 연장하고 있고, 상기 하단
부는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풀리가 동축에 일체적으로 장착된 풀리장착부가 있고, 이 풀리에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구동모
터의 회전을 벨트(도면에 표시하지 않음)를 통하여 전동함으로써, 태양기어구동축(4)을 축선둘레로 회전시킬 수가 있다.

또, 장치본체(3)에는 후술하는 링형상 내주기어(내부기어)(17)를 회전시키기 위한 기어(26)를 보유한 구동축(25)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고 있다. 상기 구동축(25)도 도면에는 표시하지 않은 구동모터에 의해 그 축선둘레로 회전하게 된다. 구동
모터나 태양기어 구동축(4)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모터 등에 의해서 구동기어가 구성되고 있다. 상기 하부테이블 구동축
(5)위에는 원반형상의 스페이서부재(24)를 통하여 원반형상의 마운트(하부테이블)(11)가 고정되고, 상기 마운트(11) 위에
는 후술하는 원반형상의 하측숫돌(12)이 수평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한편, 부호 2는 상부테이블을 가리키고, 이 상부테이블(2)은 상기 장치본체(3)에 고정된 구동수단(예를 들면, 실린더)(9)
의 로드(9a)에 수평상태로 지지되어 있다. 상부테이블(2)의 하면에는 연결부재(7)와,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를 통하여
원반형상의 상측숫돌(13)이 수평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상근숫돌(13)과 일체가 된 원반형상의 상기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
재(6)는 상부테이블(2)에 대하여 회전가능하게 지지되고, 또,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의 외주에는 외주톱니(6a)가 형성
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9)의 로드(9a)를 삽입하면 상측숫돌(13)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제1도의 상태), 또, 로드(9a)를 돌
출시키면 상측숫돌(13)을 하강시켜서 하측숫돌(12)과 실리콘웨이퍼(1)를 가압시킬 수가 있다(제2도의 상태). 이와 같이
상측숫돌(13)은 압압수단(본 실시예에서는 실린더(9)에 의한 승강수단)에 의해서 상하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 실
린더(9)에 의한 승강수단 대신에, 예를 들면, 랙·피니언 등으로 구성된 슬라이드기구를 채용하여도 된다.

상부테이블(2)에는 구동모터(8)가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구동모터(8)의 회전축(출력축)(8a)에는 기어(10)가 동축으로 일
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상기 기어(10)는 상기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의 외주톱니(6a)에 맞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동모터(8)의 회전을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를 통하여 상측숫돌(13)에 전동하여 상측숫돌(13)을 축선둘레로 회전시
킬 수가 있다.

그리고, 상기 태양기어(12A)와 링형상 내주기어(17) 사이에 있는 복수매(본 예에 있어서는 3매)의 원판형상의 캐리어(14)
는 그 외주에 형성된 외주톱니를 이 태양기어(12A)와 링형상 내주기어(17)의 내주톱니에 각각 맞물리게 배설되어 있다.
즉, 상기 캐리어(14)는 각각 태양기어(12A)와 링형상 내주기어(17)에 대한 유성기어로서의 동작을 하게 된다. 각 캐리어
(14)에는 각각 1매의 실리콘웨이퍼(1)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구멍(15)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실리콘웨이퍼(1)는 각각 상
기 캐리어(14)의 수용구멍(15)에 장전되고, 각각의 하부표면은 하측숫돌(12)위에 미끄럼접합가능하게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 캐리어(14)의 두께는 실리콘웨이퍼(1)의 두께보다도 작게 되어 있다. 또, 이들 실리콘웨이퍼(1)의 상면에는 상측
숫돌(13)이 서로 미끄럼접합가능하게 된다. 상측숫돌(13)은 그 중앙부에 개구부(13B)를 보유하며, 하측숫돌(12)도 상기
개구부(13B)와 동일한 개구부(12B)를 보유하고, 상·하측숫돌(13, 12)은 외경과 내경이 대략 동등하다. 구형상 흑연주철제
의 얇은 두께의 원판체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 사이에 실리콘웨이퍼(1)가 개장·유지되어서 그 표리양면이 동시에
연삭된다. 즉, 실리콘웨이퍼(1)는 외주톱니를 보유하는 캐리어(14)에 유지되어 있고, 캐리어(14)에는 실리콘웨이퍼(1)를
삽입가능한 수용구멍(원구멍)(15)이 형성되어 있다. 또, 캐리어(14)의 외주톱니는 태양기어(12A)에 맞물리는 동시에 링형
상 내주기어(17)의 내주톱니에도 맞물리고 있다. 링형상 내주기어(17)는 하측숫돌(12)의 그것보다 외경이 크고, 하측숫돌
(12)을 포위하듯이 배치되어 있다. 본 예에서는, 1매의 실리콘웨이퍼(1)를 유지시키는 캐리어(14)가 3개 구비되고, 3매의
실리콘웨이퍼(1)를 동시에 양면연삭하는 것이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측숫돌(13)의 연삭면(하면)과 하측숫돌
(12)의 연삭면(상면)에는 지름방향과 둘레방향으로 얻어진 방사홈과 원주홈이 복수개씩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기 양면 연삭장치의 주요부분의 상세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제1도 내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호 12는 피연삭물로서의 실리콘웨이퍼(1)가 배치되는 하측숫돌이다. 하측숫돌
(12)은 그 중앙부에 원형의 개구부(중심 구멍) (12B)가 형성된 원반체로서 상기 마운트(11)에 배치고정되어 있다. 부호
(21a)는 하부테이블(5)위에 배치된 스페이서지지부재이고, 상기 스페이서지지부재(21a)는 상기 태양기어 구동축(4)에 삽
입관통되어 있다. 또, 스페이서지지부재(21a)는 하부테이블 구동축(5)과는 함께 회전하지 않는다.

부호 12C는 상기 스페이서지지부재(21)위에 배치된 하부스페이서를 가리키고 있으며, 하부스페이서(12C)위에는 각 캐리
어(4)의 태양기어(12A)측의 단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하부스페이서(12C)상에는 그것과 대략 같은 형상인 상부스페이
서(13A)가 배치되어 있고, 이 상부스페이서(13A)의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하부스페이서(12C)와 상기 캐리어(14)의 태양
기어(12A)측의 단부를 끼워서 지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각 스페이서(12C, 13A)는 태양기어(12A)에 회전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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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끼워져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서 상측숫돌(12)의 개구부(13B)의 상방으로부터 공급되는 후술하는 연삭액(제2도 및 제
5도의 굵은선 화살표를 참조)의 압력에 의해서 각 캐리어(14)가 굴곡되지는 않는다. 상부스페이터(13A)의 중량은 각 캐리
어(14)의 후술하는 유성궤도의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크기로 되어 있다.

상측숫돌(13)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하이동가능하게 되어 있고, 상기 캐리어(14)에 유지된 실리콘웨이퍼(1)를 소정의 하
중으로 하측숫돌(12)로 강압할 수 있다. 또, 상기 상측숫돌(13)의 상방으로부터 그 개구부(13B)로 향해서, 제2도의 화살표
로 도시된 바와 같이, 연삭액(예를 들면 순수한 물)을 공급하는 노즐 등의 연삭액 공급수단(도시되지 않음)이 설치되어 있
다.

상기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 상측숫돌(13), 하측숫돌(12), 마운트(11) 및 스페이서부재(24)의 각 내주면과, 하부테이
블 구동축(5)의 상면, 스페이서지지부재(21a) 및 상하의 각 스페이서(13A, 12C)의 외주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공간은 소정
용적의 워터팬(공간)(W)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와, 상·하측숫돌(13, 12)의 상세한 구조에 대해서 연삭액 통로를 중점으로 하여 설명
하도록 한다.

먼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에는 상하방향으로 관통되는 복수(도면에서는 2개만 표시함)
의 관통구멍(18)이 상기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의 둘레방향으로 규칙적으로(본 예에서는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1도 내지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슷돌(13) 상면의 내주측에는 링형상의 환형상홈(19)이 형성되어 있다. 환형상
홈(19)의 형성위치는 상기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의 관통구멍(18)의 위치와 겹쳐진 위치로 되어 있다. 또, 상측숫돌
(13)의 상면에는 각각 그 일단이 상기 환형상홈(19)에 연통되고, 또한 상측숫돌(13)의 외경방향의 대략 중간부분까지 방사
형상으로 연장하는 복수개(본 예에서는 8개)의 방사홈(20)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방사홈(20)의 타단에는 상측숫돌(13)을
상하로 관통시키는 관통구멍(21)이 각각 연통되어 있다.

한편, 제1도 및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측숫돌(12)의 하면에는 그 내벽으로부터 방사형상으로 뻗어진 복수의 방사홈
(23)이 형성되어 있다. 각 방사홈(23)은 하측숫돌(12)의 내주끝으로부터 지름방향의 대략 중간부분까지 뻗어져 있으며, 각
방사홈(23)의 일단에는 하측숫돌(12)을 상하로 관통하는 복수의 관통구멍(22)이 각각 연통되어 있다.

제2도 및 제5도에 있어서, 굵은선의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연삭액의 흐름의 상태를 표시한 것이다. 즉, 상측숫돌(13)의 상
방으로부터 상기 워터팬(W)에 공급된 연삭액은 상·하측숫돌(13, 12) 사이의 실리콘웨이퍼(1)의 외주단측으로부터 그 상
하면으로 공급되고, 상·하측숫돌(13, 12)의 수평면내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공급된 연삭액은 상·하측숫돌(13, 12)
의 외주측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리콘웨이퍼(1)의 상하면의 전역에 걸쳐서 연삭액이 공급된다.

한편, 상부 숫돌 스페이서부재(6)의 복수의 관통구멍(18)에도 연삭액이 공급되며, 상기 공급된 연삭액은 상측숫돌(13)의
환형상홈(19), 방사홈(20) 및 관통구멍(21)을 지나서 실리콘웨이퍼(1) 상면의 대략 중앙부분에 공급된다. 또, 상기 워터팬
(W)에 공급된 연삭액은 하측숫돌(12)의 방사홈(23)과 관통구멍(22)을 지나서 실리콘웨이퍼(1) 하면의 대략 중앙부분에도
공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리콘웨이퍼(1) 전역의 온도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양면 연삭장치를 사용해서 실리콘웨이퍼의 표리양면을 연삭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후의 실리콘웨이퍼(1)를
캐리어(14)의 수용구멍(15)에 삽입하고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 사이에 실리콘웨이퍼(1)를 끼워넣고, 상측숫돌(13)
및 하측숫돌(12)을 각각 소정의 속도로 수평면내에서 회전시킨다. 이때, 상측숫돌(13)은 소정의 하중으로 실리콘웨이퍼
(1)를 압압하면서 소정의 량(예를 들면 100㎛)만 하강된다. 또, 이때, 연삭액을 상측숫돌(13) 위에서 항상 공급해서 실리콘
웨이퍼(1)의 온도를 일정하게(예를 들면 25℃로) 제어·관리한다. 이 연삭액은, 워터팬(W)으로부터 각 연삭면의 홈(방사홈
이나 원주홈)을 지나서 실리콘웨이퍼(1)의 중심부분에까지 항상 공급된다. 따라서, 실리콘웨이퍼(1)의 중심부분의 온도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설명으로도 명확하듯이 상기 연삭액 공급수단(노즐 등)이나, 상기 연삭액 통로와,
워터팬(W)에 의해서 온도제어수단이 구성되어 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실리콘웨이퍼(1)를 각각 캐리어(14)의 수용구멍(15)에 장착하고, 이것을 하측숫돌(12)위에 배
치하여 상부로부터 상측숫돌(13)을 각 실리콘웨이퍼(1)의 상면에 접촉하도록 압압한다. 그 다음에, 상기한 바와 같이 연삭
액을 실리콘웨이퍼(1)의 상하표면에 공급하면서 태양기어(12A)와 링형상 내주기어(17)를 제4도의 화살표방향으로 각각
회전시키면, 각 캐리어(14)는 제4도중의 화살표방향으로 자동적으로 회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리콘웨이퍼(1)는 하측
숫돌(12)위를 수평면내에서 유성궤도를 그리면서 이들의 하부표면은 하측숫돌(12)의 상면(연삭면)에 의해 마찰되어서 연
삭되는 것이다. 또, 상측숫돌(13)을 하측숫돌(12)과 역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실리콘웨이퍼(1)의 상부표면은 이 상측숫
돌(13)의 하면(연마면)에서 마찰되어서 연삭된다.

상기한 설명으로 명확하듯이, 태양기어(12A), 태양기어 구동축(4), 링형상 내주기어(17) 및 구동모터(8) 등에 의해서 상대
운동수단이 구성되어 있다. 또, 상기 상대운동수단이나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 등에 의해서 양면 연삭수단이 구성
되어 있다.

제9도 (A)와 (B)는 각각 종래기술에 관한 제조공정 및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종래에서의 실리콘웨이퍼의 제조에 있어서는, 먼저, 실리콘의 단일결정 잉곳을 슬라이스하고, 이 슬라이스된 실리콘웨이
퍼를 면취한다(단계 S2).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복수매의 실리콘웨이퍼를 두께의 대소의 산포에 따라서 구별한다(배치
(batch)구성, 단계 S3). 이와 같은 배치구성을 하는 이유는 두께가 고를수록 후술하는 랩가공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 두께에 관하여 분별한 실리콘웨이퍼를 두께가 고른 것마다 동시에 랩핑하여(단계 S4), 랩후에 세정한다(단계 S5). 이
세정은 랩제나, 랩 시에 구형상 흑연 주철제의 상·하측숫돌이 마모되어서 발생한 대량의 철과 철의 이온을 실리콘웨이퍼로
부터 제거시키기 위한 강력한 세정이다. 그리고, 실리콘웨이퍼를 알칼리 계면활성제에 의해 세정을 하고(단계 S6), 또 상
기 면취에 의해 발생된 손상을 부분적으로 에칭(Chemical Corner Rounding)에 의해서 제거한다. 그 다음에 세정을 한 후
에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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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제9도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와이어에 의한 슬라이싱(단계 S10)과 면취후
에(단계 S11), 상기와 같은 배치구성을 하지 않고 양면 동시연삭(단계 S12)을 한다. 양면 동시 연삭은 실리콘웨이퍼의 양
면을 동시에 연삭하기 때문에 양면의 평행도를 단시간으로 낼 수가 있어 배치구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랩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은 랩 직후에 세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정후(단계 S13), CCR과 세정을
하고 다시 실리콘웨이퍼의 이면을 하프폴리싱하는 방법, 또는 양면 동시 화학적 기계연마하여 연삭손상층을 제거한다. 이
양면동시 화학적 기계연마는 상술한 양면 동시 연삭장치의 상측숫돌과 하측숫돌 대신에 연마포를 각각 보유하는 상하 한
쌍의 정반에 의해 실시한다. 종래의 랩가공과 에칭공정을 경유하지 않고 이면 하프폴리싱 또는 양면 동시 연마를 실시함으
로써 실리콘웨이퍼를 고정도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 상기 에칭공정을 경유하지 않는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세정(단계 S13)이후의 공정을 종래와 동일한 공정으로 해도 된
다.

제10도는 상측숫돌(13)의 강하속도(상측숫돌의 하강량/가공시간)와 그 때의 하중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하측
숫돌(12) 및 상측숫돌(13)의 회전속도는 각각 예를 들면 77rpm, 51rpm으로 한다. 하중이 작을 때(예를 들면 120+30kgf=
○)에는 소정량의 연삭에 시간이 걸린다. 하중이 중간측(165+30kgf=△), 하중이 클(210+30kgf=□) 경우에는 연삭시간
은 적절하다. 그러나, 하중이 클 경우보다도 가해지는 하중을 크게 하면, 상기 회전속도 등의 조건으로는 실리콘웨이퍼에
균열이 발생한다.

제11도는 동일하게 이 장치를 사용해서 하중을 일정하게 하고(165+30kgf), 상측숫돌(13)과 하측숫돌(12)의 회전속도를
변경하여 양면 연삭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측숫돌(12)과 상측숫돌(13)의 회전속도에 대해서 ○은 하측숫돌(12)이
45rpm, 상측숫돌(13)이 28rpm일 경우이고, ●은, 각각 60rpm, 38rpm, △은 각각 77rpm, 51rpm, ▲는 각각 87rpm,
57rpm의 경우이다. 연삭에 필요한 시간과 균열의 관점에서 ● 및 △가 양호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관한 양면 연삭에 의하면 랩가공후의 실리콘웨이퍼와 비교해서 고평탄도의 실리콘웨이퍼를 얻을
수 있다. 제1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TTV를 0.66㎛로 할 수가 있다(정전용량형 표면평탄도 측정기 = ADE에
서의 측정치). 그 결과, 랩드웨이퍼와 비교해서 그 에칭오프량이 감소되어서, 예를 들면 2㎛로 할 수가 있다. 또, 이 경우의
에칭면의 요철을 랩가공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작게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0.1㎛로 할 수가 있다. 또, 후공정인
연마에 있어서는 2㎛ 정도의 적은 연마량으로 가능하고, 용이하게 SFQD를 0.1㎛ 정도로 달성할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을 편면마다 연삭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실리콘웨이퍼의 표면에 슬라이스면에 전사된 요철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절삭후의 실리콘웨이퍼를 랩가공하지 않고 에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또. 랩가공에 의한 손상량의 1/10밖에 손상
이 남지 않으므로 에칭오프량이 적게 되고 에칭에 의한 평탄도의 저하가 현저하게 방지된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연삭액
에 의해 절삭면의 절삭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하에 기재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래가공을 할 경우와 비교해서 특히 1G비트 이상의 고집적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에 요구되는 고평탄
도의 실리콘웨이퍼를 제작할 수가 있음과 아울러, 에칭오프량이 감소되고, 또, 에칭면의 요철을 작게 할 수가 있다. 또, 연
마공정에서의 연마량은 적어도 된다. 랩핑후의 세정이 불필요하게된다. 편면마다의 연삭과 비교하면 세정과 랩가공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실리콘웨이퍼의 온도상승을 방지해서 균일하게 관리하고, 실리콘웨이퍼의 두께와 잔존손상을 그 전역에 있어서 균일
하게 하여 전체면을 평탄하게 형성하여 뒤틀림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

또, 양면 연삭후의 실리콘웨이퍼는 손상층이 적기 때문에 가공속도가 늦은 화학적 기계연마라도 손상층의 제거가 가능하
게 되어서 이면의 하프폴리싱 또는 표리 양면에 동시연마를 함으로써 연삭손상이 제거되고, 또한 양면연삭된 실리콘웨이
퍼를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제조장치는 상기 제조방법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음과 아울러 또, 상대운동수단의 작용에 따라 상측숫돌과 하
측숫돌을 회전시키고, 또한 실리콘웨이퍼를 유지시키는 캐리어를 유성운동시킴으로써 실리콘웨이퍼의 양면을 균일하게
연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삭장치를 소형화시킬 수가 있다.

또, 온도제어수단에 의해 상측숫돌과 하측숫돌의 내주측으로부터 상측숫돌과 하측숫돌의 연삭면에서 각각 실리콘웨이퍼
와 단면측과 중앙부분을 향해서 연삭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기 연삭액은 상측숫돌과 하측숫돌의 원심력에 의해서 실리
콘웨이퍼의 상하면의 전역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 전역의 온도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고, 양면
의 잔존손상이 균일하게 되므로 뒤틀림이 작게 된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 캐리어의 태양기어측 단부를 상하의 스페이서에 의해 끼움으로써 연삭액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캐리어의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판형상의 상측숫돌 및 하측숫돌의 사이에 실리콘웨이퍼를 끼워서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동시에 연삭하는 양면연삭 수
단과, 상기 양면연삭시의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의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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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온도제어 수단은, 양면 연삭수단으로 연삭 중인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 전체에 연삭액을 공급함으로써 그 온도를 제
어하고,

상기 온도제어 수단은 상기 상측숫돌 및 상기 하측 숫돌의 각 내주면에 의해 형성된 워터팬과, 상기 상측 숫돌 및 상기 하
측 숫돌에 각각 형성되고 각각의 연삭면으로부터 연삭액을 유출시키기 위한 연삭액 통로와, 상기 워터팬 및 상기 연삭액
통로에 연삭액을 공급하기 위한 연삭액 공급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웨이퍼의 제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면연삭수단은,

서로 평행 상태로 수평하게 배치되어, 서로 대향하는 표면이 연삭면으로 되어 있고, 상기 연삭면에서 상기 실리콘웨이퍼의
표리면을 각각 연삭하는 상측 숫돌 및 하측 숫돌과,

상기 상측숫돌 및 상기 실리콘웨이퍼를 수평면내에서 서로 상대운동시키는 동시에 상기 하측숫돌 및 상기 실리콘웨이퍼를
수평면내에서 서로 상대운동시키기 위한 상대운동 수단과,

상기 상측 숫돌을 상기 하측 숫돌에 놓여진 실리콘웨이퍼에 압압시키기 위한 압압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웨이퍼의 제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웨이퍼는 외주톱니를 구비한 캐리어에 유지되고, 또한, 상기 상축숫돌과 상기 하측숫돌은 각각의 중앙부분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상대운동수단은,

- 상기 캐리어의 상기 외주톱니에 맞물리도록 상기 개구부에 설치된 태양기어와,

- 상기 캐리어의 상기 외주톱니에 맞물리도록 상기 상측숫돌과, 상기 하측숫돌의 외부쪽에 설치되고 상기 캐리어를 상기
태양기어의 둘레에서 공전과 자전을 시키기 위한 링형상 내주기어와,

- 상기 태양기어와, 상기 링형상의 내주기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웨
이퍼의 제조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의 상기 태양기어측 단부의 상하면을 끼워서 지지하기 위한 상하 한 쌍의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있는 실리콘웨
이퍼의 제조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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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457718

- 9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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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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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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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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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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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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