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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연마제의 조성에 한정되지 않고 또 연마대상 기판의 종류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셀프스톱기능을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기판의 연마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디바이스웨이퍼(14)를 연마제(12)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서, 또는 연마제면의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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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정 연마제의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서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되, 상기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의 원자단과 소수성(疏水性)의 원자단을 포함하는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의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은, 상기 디바이스웨이퍼가 상기 고정 연마제로 연마되는 총 시간의

일부 시간 동안만 상기 고정 연마제의 표면에 상기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의 표면을 드레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의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은, 상기 고정 연마제의 상기 표면의 드레싱이 수행되지 않는 동안

상기 고정 연마제의 상기 표면에 상기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은, 상기 고정 연마제를 드레싱하는 동안 및 상기 고정 연마제의 드레싱

이 정지된 후에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6.

고정 연마제로 웨이퍼를 연마하는 장치에 있어서.

웨이퍼를 지지하는 톱링;

그 위에 고정 연마제를 가지는 테이블;

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촉진시키는 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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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촉진시키는 장치는,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행하면서 드레싱을 수행하는 드레서,

및 연마를 촉진시키는 약액을 공급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은, 친수성의 원자단과 소수성(疏水性)의 원자단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하는 계면활

성제를 공급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톱링은 상기 웨이퍼가 상기 웨이퍼의 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배치되고, 상기 테이블은 상기 고정 연마제가

상기 고정 연마제의 축 주위를 회전하도록 구성되어 배치되고, 상기 고정 연마제는 테이블 형상이고, 상기 테이블 형상의

상기 고정 연마제의 크기와 상기 테이블 형상의 고정 연마제로 연마되는 상기 웨이퍼의 크기가,

2Rw > Rf > Rw/2

의 관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

(여기서, Rw는 상기 웨이퍼의 반경이고, Rf는 상기 테이블 형상의 고정 연마제의 반경임.)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를 연마한 후에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의 마무리 연마를 수행하는 마무리 연마장

치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은 상기 웨이퍼의 연마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상기 고정 연마제의 연마 표면에 물질

을 공급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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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정 연마제의 표면에 상기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동안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은,

상기 고정 연마제의 상기 표면에 상기 계면활성제를 공급하기 전에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고,

그 후에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동안 볼록부의 제거 전에 상기 고정 연마제의 상기 표면에

상기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은, 화학 반응 촉진에 기여하는 약액을 공급하면서 상기 고정 연마

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연마제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한 후에 상기 디바이스의웨이퍼의 마무리연마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의 마무리연마를 수행하는 것은 연마포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연마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의 마무리연마를 수행하는 것은 슬러리로 상기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연마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연마용 고정 연마제(연마제)를 사용한 연마방법 및 연마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웨이퍼 등의 폴리싱 대

상물을 평탄하고 또 거울면형상으로 연마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디바이스의 고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회로의 배선이 미세화하여, 집적되는 디바이스의 치수도 더욱 미세화

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형성된 피막을 연마에 의해 제거하여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평탄화법의 수단으로서 화학기계연마(CMP)장치에 의해 연마하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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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화학기계연마(CMP)장치는 연마포(패드)를 붙인 턴테이블과 톱링을 가지며, 턴테이블과 톱링의 사이에 폴리싱 대상

물을 개재시켜 톱링이 일정한 압력을 턴테이블에 가하면서 양자가 회전하여 연마포에 연마액(슬러리)을 공급하면서 폴리

싱 대상물의 표면을 평탄하고 또 거울면형상으로 연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마액(슬러리)을 사용한 화학기계연마(CMP)에 있어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연마포에 연마 연마제를 다량으로

함유하는 연마액(슬러리)을 공급하면서 연마하기 때문에 패턴 의존성에 문제가 있다. 패턴 의존성이란, 연마전에 존재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요철패턴에 따라 연마후에도 그 요철에 기인한 완만한 요철이 형성되어 완전한 평탄도가 쉽게 얻어지

지 않는 것이다. 즉, 미세한 피치의 요철부분은 연마속도가 빠르고, 큰 피치의 요철부분은 연마속도가 느려져 이에 의하여

연마속도가 빠른 부분과 연마속도가 느린 부분에서 완만한 요철이 형성된다는 문제이다. 또 연마포(패드)에 의한 폴리싱에

서는 요철의 볼록부뿐만 아니라 오목부도 함께 연마되기 때문에 볼록부만이 연마되어 완전하게 평탄해진 상태에서 연마가

정지하는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은 실현하기가 곤란하였다.

한편, 산화세륨(CeO2) 등의 연마제를 예를 들어 페놀 수지 등의 바인더를 사용하여 고정한 이른바 고정연마제(연마제)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가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마제에 의한 연마에서는 연마재가 종래의 화학기계연마와 달

리 경질이기 때문에 요철의 볼록부를 우선적으로 연마하고, 오목부는 연마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탄성을 얻기 쉽

다는 이점이 있다. 또 연마제의 조성에 의해서는 볼록부의 연마가 종료하여 평탄면이 되면, 연마속도가 현저하게 저하하여

연마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난다. 또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에서는 연마제를 다량으로

함유하는 연탁액(슬러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부하가 저감된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에서는 이하에 설명하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연마제의 조성이 연마제를 결합하는 바인더제

의 결합력이 높은 경우에는, 연마중에 연마제가 자생하기 어렵고, 드레싱직후는 비교적 높은 연마속도가 얻어지더라도 연

마가 진행됨에 따라 연마속도가 저하하여 충분한 연마속도가 얻어지지 않게 된다. 또 연마제를 결합하는 바인더의 결합력

이 약한 연마제에서는 전체로서 무르게 되어 연마제는 자생하기 쉬워 비교적 높은 연마속도가 얻어지나, 요철의 볼록부뿐

만 아니라 오목부도 연마되어 연마후에 완전한 평탄면이 얻어지기 어렵고, 이른바 단차특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같

은 연마제에 있어서는 볼록부만의 연마가 종료된 후에, 연마의 진행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셀프스톱기능도 나타

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이 작용하는 연마제는 바인더, 연마제, 공기구멍의 조성 균형이 잡힌 비교적 좁은 범위에 있

고, 이와 같은 연마제가 연마대상물에 대하여 소망하는 연마속도 안정성, 단차특성이 얻어진다고는 반드시 한정되지 않는

다. 한편 연마대상은 실리콘기판, 폴리실리콘막, 산화막, 질화막, 알루미늄 또는 구리재로 이루어지는 배선층 등과 다방면

에 걸친다. 이 때문에 이들 각종 연마대상에 따라 연마속도의 안정성, 양호한 단차특성 및 셀프스톱기능을 가지는 연마제

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다.

또 연마제에는 스크래치저감이나 반응촉진을 위해 제 3의 물질을 봉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물질

을 봉입함으로써 조성조건이 변화되어 마찬가지로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연마제를 사용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의 경우는, 연마속도는 드레싱직후에 있어서는 빠르나, 점차로 저하되기 때문에

연마속도가 안정되지 않는다.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마전에 매회 드레싱을 행할 필요가 있으나, 드레싱을 매회의 연마전

에 행하면 드레싱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용상 스루풋이 저하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연마제의 조성에 한정되지 않고 또 연마대상 기판의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셀프스톱기능을 항상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판의 연마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고정 연마제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디바이스웨이퍼를 연마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를 공급

하면서, 또는 고정 연마제의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이다.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서 연마를 행하면 블랭킷웨이퍼(요철이 없는 평탄면의 웨이퍼)가 거의 연마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계면활성제를 공급함으로써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 연마제의 드

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함으로써 항상 다량의 유리(遊離)연마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마가 가능하게 되어 연마속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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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드레싱을 행하면서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서 연마함으로써 유리 연마제가 많아 비교적 빠

른 연마속도가 얻어짐과 더불어,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고정 연마제의 조성조건에 한정

되는 일 없이 넓은 고정 연마제의 조성범위에서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가 진행되어 볼록부가 평탄화되기 전에,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개시하면서 연

마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이다.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가 진행되어 볼록부가 평탄화되기 전에, 예를 들

어 평탄화까지의 소요시간을 T라 하면, 2T/3이 경과하였을 때에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셀프스톱기능의 나

타남을 효율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즉 연마의 초기 및 중기의 단계에 있어서는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행하지 않기 때문

에 그 만큼 계면활성제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연마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를 고정 연마제의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를 행하고,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

가 진행되어 볼록부가 평탄화되기 전에 드레싱을 정지하여 연마만을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이다. 이에 의

하여 디바이스 웨이퍼의 볼록부가 평탄화되기 전에 예를 들어 평탄화까지의 소요시간을 T라 하면 2T/3가 경과하였을 때

에 드레싱을 정지함으로써 유리 연마제의 자생량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연마속도가 저하하여, 마찬가지로 셀프스톱기

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계면활성제 등의 약재를 사용하는 일 없이 고정 연마제에 의한 연마로 셀프스톱

기능이 나타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반응촉진에 기여하는 약액을 공급하면서 연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이다. 이에 의하여 드레싱

을 사용하는 일 없이 연마속도를 빠르게 하여 연마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고정 연마제를 사용하여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를 행한 후에 상기 디바이스 웨이퍼의 마무리연마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방법이다. 이에 의해 웨이퍼의 표면에 부착된 연마제나 웨이퍼면의 흠집(스크래치)을 제거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디바이스웨이퍼를 테이블형상의 고정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장치에 있어서,

연마를 촉진시키는 수단과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이다.

여기서 상기 연마를 촉진시키는 수단은, 연마를 행하면서 드레싱을 행하는 드레싱수단 또는 연마를 촉진시키는 약액의 공

급수단이고, 상기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은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수단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연마대상인 웨이퍼(반경 : Rw)와 고정 연마제면(반경 : Rf)의 크기가,

2Rw > Rf > Rw/2

의 관계에 있고, 상기 웨이퍼와 고정 연마제면은 각각 자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이다.

이에 따라 연마대상 기판의 피연마면내에 고정 연마제면의 연마면에 대하여 다소 상대속도가 불균일하게 되나, 상기한 셀

프스톱기능의 나타남에 의해 볼록부가 평탄화되면 연마의 진행이 정지하므로 결과적으로 균일한 평탄면이 얻어진다. 따라

서 웨이퍼 직경에 대한 고정 연마제면의 직경을 종래보다도 작게 할 수 있어, 이에 의하여 연마성능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장치 및 고정 연마제의 소형화·경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디바이스 웨이퍼를 테이블형상의 고정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장치에 있어서,

연마를 촉진시키는 수단과 연마를 억제시키는 수단을 구비하고 연마대상인 웨이퍼(반경 : Rw)와 고정 연마제면(반경 : Rf)

의 크기가,

2Rw > Rf > Rw/2

의 관계에 있고, 상기 고정 연마제면의 반경(Rf)이 상기 웨이퍼의 중심과 상기 고정 연마제면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도 크

고, 상기 웨이퍼와 고정 연마제면은 각각 자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이다.

이에 따라 연마대상 기판의 피연마면내에 고정 연마제의 연마면에 대하여 다소 상대속도가 불균일하게 되나, 상기한 셀프

스톱기능의 나타남에 의해 볼록부가 평탄화되면 연마의 진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연마대상 기판의 피연마면이 고정 연마

제의 연마면으로부터 밀려 나오는 것 같은 경우이더라도 웨이퍼 중심(重心)이 항상 테이블 고정 연마제상에 존재하므로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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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의 기울기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균일한 평탄면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웨이퍼 직경에 대한 테이블 고정 연마제의 직

경을 종래보다도 작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마성능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장치 및 고정 연마제의 소형화·경제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정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가 이루어진 디바이스 웨이퍼의 마무리 연마를 행하는 마무리 연마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장치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고정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후에 웨이퍼의 표면에 부착된 연마제나

웨이퍼면의 흠집(스크래치)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를 행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연마제는 고정 연마제의 일종으로, 연마제를 바인더중에 고정하여 원반형상으로 형성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연마제 이외의 고정 연마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마제 이외의 고정 연마제로서는 예

를 들어 탄성을 가지는 연마패드상에 얇은 고정 연마제층을 부착한 고정 연마제가 있다.

도 1(a) 및 (b)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연마장치를 나타낸다. 턴테이블 (11)에는 연마용 연마제(12)가 클램프(18)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연마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종 반도체 회로패턴이 형성된 디바이스 웨이퍼를 연마하는 데 적합한

연마제와 바인더와 공기구멍으로 이루어지는 조성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톱링(13)은 연마대상 기판인 반도체 웨이퍼(14)

를 진공흡착 유지하고 반도체 웨이퍼 (14)의 피연마면을 연마제(12)의 연마면에 회전하면서 가압함으로써 웨이퍼 (14)의

피연마면을 연마한다.

또 이 장치에는 연마중에 드레싱을 행하는 드레서(17)를 구비하고 있다. 이 드레서(17)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연마제를

평판에 고착한 것으로, 톱링과 마찬가지로 회전하면서 연마제의 연마면에 가압함으로써 연마제의 연마면을 드레싱(날 세

움)한다. 드레서홀더(16)는 드레서(17)를 유지하여 회전하면서 가압하는 것으로, 톱링(13)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다.

또 이 장치에는 액체공급 노즐(15A, 15B, 15C)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노즐(15A)은 순수를 연마제(12)의 연마면상에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에는 불가결한 것이다. 연마제와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면에 공급되는

순수는 연마면의 윤활과 냉각의 역활을 하고 있다. 노즐(15B)은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연마제

와 연마대상 웨이퍼의 연마면에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판의 연마가 진행되어 평탄화되면 연마가 자동적으로 진

행하지 않게 되는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의 일예로서는 분자중에 친수성의 원자

단과, 소수성(疏水性)의 원자단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어 특수 카르본산형 고분자 계면활성

제나, 그 나트륨염을 암모늄염으로 치환한 메탈프리타입 등이 이용가능하다.

노즐(15C)은 완충액(버퍼) 등의 다른 약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완충액은 웨이퍼와 연마제의 연마면에 공급함으로써, 디바

이스 웨이퍼의 연마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수(NH4OH), 아세트산(CH3COOH), 탄산칼륨(K2CO3) 등이

다. 이 장치에 있어서는 이들 노즐(15A, 15B, 15C)로부터 순수, 계면활성제, 그 외의 약액을 도시 생략한 제어장치에 의해

각각 단독으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연마제와 웨이퍼의 연마면에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에서는 이 연마면에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 웨이퍼의 피연마면과 연마제의 연마면 사이에 계면활성

제의 피막이 형성된다. 웨이퍼의 피연마면의 볼록부 표면에 형성되는 피막은 사용하는 연마제 직경보다도 얇고, 연마제가

웨이퍼에 가압되기 쉽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연마속도가 얻어진다. 즉, 웨이퍼의 피연마면의 볼록부가 어느정도 높은 연마

초기 및 중기의 단계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존재하여도 연마속도를 특별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다. 한편 피연마면 요철의 오

목부 표면에 형성되는 피막은 사용하는 연마제 직경보다도 두꺼워 연마제가 웨이퍼에 가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마속도

가 저하된다. 이 작용을 이용함으로써 볼록부가 우선적으로 연마되고 오목부가 연마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볼록부가 평탄화되면 연마속도가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난다.

한편 드레서를 사용하여 연마제의 연마면을 드레싱하면, 다량의 유리 연마제가 생성되어 연마속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것

이 알려져 있다. 도 1에 나타내는 장치와 같이, 회전하는 턴테이블의 일부에서 연마제에 의한 웨이퍼의 연마를 행하면서

한편으로 드레서를 사용하여 연마제의 연마면을 드레싱하는 이른바 인시투(IN Situ) 드레싱을 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

마중에 항상 일정량의 유리 연마제가 존재하기때문에 연마속도가 안정화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항상 연마제가 자생

하여 단차해소 후에도 연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다음에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계면활성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디바이스 웨이퍼를 도 1에 나타내는 장치

로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하는 경우에 순수만을 공급한 경우를 나타낸다. 도면에 있어서 백색표시는 볼록부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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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표시는 오목부를 나타낸다. 도면에 있어서의 ○표는 500㎛를 나타내고, △표는 2000㎛를 나타내며, □표는 4000㎛를

나타낸다. 이 도면은 볼록부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급속하게 연마되나, 오목부도 완만하게 연마되어 단차해소후에도 연

마가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연마데이터로부터 드레싱을 행하면서 순수만을 공급한 연마에서는 셀프스톱기

능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계면활성제를 일정량 첨가한 순수를 공급하면서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한 결과를 도 3에 나타낸다.

도 3(a)는 예를 들어 50g/cm2이하의 낮은 면압으로 드레싱을 행한 경우의 계면활성제 6 wt%를 첨가한 순수에 의한 연마

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볼록부(백색표시)가 급속하게 연마되고, 오목부(흑색표시)가 완만하게 연마되어

300초정도에 양자의 막두께가 일치하고, 그 후 연마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 도 3(b)는 블랭킷 웨이퍼(베

타막)의 연마속도에 대한 계면활성제의 농도 의존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가로축에 계면활성제농도를 취하고, 세로축에

연마속도를 취한 도면이다. 계면활성제 농도가 6%인 경우에는, 베타막의 연마속도는 대략 제로가 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 디바이스 웨이퍼를 연마하면 단차해소후에 연마가 대략 정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셀프스톱

기능이 나타나 있다고 인정된다. 도 3(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때의 디바이스 웨이퍼의 요철부가 존재하는 경우의 연

마속도는 약 3000Å/min이나, 베타막의 연마속도는 정확하게는 대략 40Å/min로 매우 낮다. 따라서 단차가 해소되어 평

탄화되면 베타막상태가 되어 연마속도가 극단적으로 저하하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드레싱의 면압이 예를 들어 400g/cm2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연마제의 조성조건에 따라서는 유리 연마제가 공급과다

가 되어 계면활성제에 의한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평탄화후에도 더욱 연마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리 연마제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드레싱의 면압을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제의 조성조건(연마제, 바인더, 공기구멍의 비율)에 따라 연마제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연마속도가 빠른 연마제(연마전 및 연마중 드레싱없이도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가 가능).

② 연마속도가 중간정도의 연마제(연마전의 드레싱을 행하면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가 가능). 이와 같은 같은 연마제에서

는 일반적으로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난다.

③ 연마속도가 낮은 연마제(연마중 드레싱을 행하면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가 가능).

상기한 바와 같은 연마제의 종류중, ③의 연마제에 대해서는 연마속도를 올리고 또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기한 드레싱

을 행하면서 연마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의 공급도 바람직하나 드

레싱의 정지로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①의 연마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연마속도가 얻어지기 때문에 연마전 및 연

마중의 드레싱은 불필요하며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의 공급이 불가결하다. 단, 연마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연마중의 드레싱을 행하도록 하여도 된다. 한편 ②의 연마제에 대해서는 연마전에 드레싱을 행하면,

디바이스 웨이퍼는 어느 정도의 연마속도로 연마할 수 있고, 또한 그대로 셀프스톱기능도 나타남으로, 드레싱을 하면서 연

마하는 것도 계면활성제도 불필요하다. 단 연마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연마하면서 드레싱을 행하는 것 및 셀프스톱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행하도록 하여도 된다.

다음에 계면활성제의 소비량의 삭감에 대하여 검토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연마제에 의한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에서 계

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차해소후에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단차해소까지는 연마제

의 경우는 뛰어난 단차특성을 가지므로 계면활성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따라서 연마개시후 잠시는 계면활성제를 공

급할 필요는 없고 이론적으로는 단차해소 직전부터 공급하면 충분하다. 연마중의 디바이스 웨이퍼의 볼록부의 막두께를

모니터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면 단차해소의 직전을 검출하여 계면활성제 공급을 개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마

면을 모니터링으로 미세한 요철의 연마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 또 굳이 이와 같은 모니터를 설치하면

여분의 비용 및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니터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드레싱

을 행하면서 연마를 행하면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속도는 대략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리에도 충분히 대응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즉, 단차가 해소되어 평탄화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은 대략 일정하다고 생각된다. 평탄화까지의 소요시

간을 T초라 하면, 예를 들어 연마개시로부터 2T/3초 내지 4T/5초 상당의 시간경과후에 계면활성제의 공급을 개시하도록

하면 연마개시시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것에 비하여 소비량을 예를 들어 절반 이하정도로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또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웨이퍼 1매당의 연마비용을 인상하게 된다. 가능하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셀프스톱기능

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서 드레싱하면서 연마하는 도중에 드레싱을 정지하여 연마만 진행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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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연마제의 연마특성은 크게 ①②③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③으로 나타

낸 연마제는 드레싱하면서 연마를 행하지 않으면 디바이스 웨이퍼를 연마하는 것을 거의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드레싱

을 행하면서 연마를 행함으로써 필요한 유리 연마제가 자생하여 디바이스웨이퍼의 연마를 할 수 있으나, 드레싱을 정지하

면 잔류 연마제가 존재하는 동안은 다소 연마가 진행되나, 이것이 연마면으로부터 유출되면 그 이상의 연마가 진행되는 일

없이, 실질적으로 연마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 효과는 셀프스톱기능에 해당한다. 도 4는 드레싱하면서 연마하는(인시투 드

레싱)도중에 드레싱을 정지하여 연마만 진행시키고(No 드레싱), 실제로 디바이스 웨이퍼 연마를 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연마개시시부터 소정시간 드레싱을 행하면서 웨이퍼를 연마하고(인시투 드레싱), 그 후는 드레싱하지 않고 웨이퍼연마

(No 드레싱)를 행하였다. 도 4에서 디바이스 웨이퍼의 오목부에 있어서는 In Situ 드레싱에 대해서는 연마속도가 빠르나,

No 드레싱으로 하면 연마속도가 점차로 저하하여 셀프스톱기능이 보이게 된다. 즉, 인시투 드레싱에서는 연마제가 자생하

기 때문에 유리 연마제가 많아 연마속도는 빠르나 드레싱이 정지하여 잔류 연마제가 연마면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됨에 따

라 연마속도가 점차로 저하하여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난다. 또한 도 4도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인시투 드레싱시의 드레싱

면압을 약 50g/cm2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셀프스톱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연마를 행하면서 드레싱을 행

할 때의 드레싱 면압을 크게 함으로써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속도를 빠르게 하여도 된다. 또 No 드레싱연마의 공정에서

계면활성제를 공급하면서 연마하여도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연마제에 의한 웨이퍼의 연마(연마제 연마)의 종료후에 웨이퍼를 순수세정하고, 통상의 화학기계연마법

(CMP)에 의한 마무리연마(touch up)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웨이퍼의 표면에 부착된 연마제 등의 제거 및 웨이퍼면의 흠

집(스크래치)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통상의 CMP란, 연마포(연마 연마제를 함유하

지 않는 수지제 패드)에 웨이퍼를 소정압력으로 가압하여 슬러리(연마제 함유 용액)를 공급하면서 연마를 행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이 슬러리로서는 예를 들어 퓸드 실리카 슬러리, 콜로이달 실리카 슬러리, 산화세륨 슬러리, 알루미나 슬러

리 등을 사용하여 연마제의 평균입자 직경이 200nm이하, 바람직하게는 100n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슬러리는 그

입자직경 분포가 샤프하며 큰 연마제를 함유하지 않은 것, 적어도 입자직경 500nm 이상의 연마제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마포로서는 예를 들어 시판되는 IC 1000패드(폴리우레탄수지계의 독립발포타입, 로델사 제품)나

SUBA400패드(부직포타입, 로델사 제품)와 같은 탄성패드를 사용한다. 도 4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연마제 연마후의 디바

이스 웨이퍼를 통상의 CMP로 막두께 환산으로 약 500Å의 추가연마를 행하였다. 이와 같은 마무리 연마(touch up)에 의

해 웨이퍼표면의 부착물이나 흠집을 대략 제거할 수 있다.

이 마무리 연마(touch up)의 일예로서 도 5에 블랭킷 웨이퍼를 연마제 연마한 후,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한 경우의

웨이퍼 표면의 부착물이나 흠집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도 5에 나타내는 흠집량이란, 웨이퍼 표면의 부착물이나 흠

집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 5에서 연마제 연마의 직후에 있어서는 흠집량이 많으나, 마무리 연마(touch up)를 막두

께 환산으로 500Å이상 행하면 흠집량은 통상의 CMP 레벨까지 저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부착물이나 흠집량에

따라서는 마무리 연마(touchup)의 연마량을 500Å이하로 하여도 된다. 또한 In Situ 드레싱 연마후에 No 드레싱연마를 행

한 경우에 있어서의 마무리 연마(touch up)에 대하여 예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마무리 연마(touch up)는 인시투 드레싱 연

마후에 No 드레싱연마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연마제 연마 후이면 널리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음에 완충액의 첨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베타막의 연마속도가 디

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속도와 비교하여 극단적으로 낮을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속도를 베타

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함으로써 셀프스톱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층간 절연막인 실리

콘산화막의 연마인 경우에는, 순수에 일정량의 완충제를 첨가하면 베타막의 연마속도가 대폭으로 향상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물만으로 연마한 경우와 비교하여 완충제를 첨가하면 연마속도가 약 3배로 향상한다.

또한 이것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경우는 연마속도가 다소 낮아지나 물만인 경우와 비교하여 2배이상으로 향상된다. 이

경우의 계면활성제량은 1.2 wt% 이다. 이 결과로부터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에 있어서 이 완충용액을 첨가함으로써 디

바이스 웨이퍼의 볼록부의 연마속도가 대폭으로 향상한다. 그리고 단차가 해소되어 평탄화된 경우의 연마속도와의 차가

넓어지기 때문에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또한 완충제는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촉진에 유효하나, 예를 들어

메탈막의 연마에 대해서는 산화제 또는 에칭제 등이 유효하다.

다음에 도 7은 상기한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는 연마제의 연마방법에 적합한 장치를 나타낸다. 이 장치는 도 1에 나타내

는 장치와 비교하여 턴테이블에 고정된 연마제의 치수가 대폭으로 소형화되어 있다. 즉, 연마대상인 웨이퍼의 반경을 Rw

로 하고, 턴테이블에 고정된 연마제의 반경을 Rf라 하면 이들 크기의 관계가,

2Rw > Rf > Rw/2

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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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래의 연마 연마액(슬러리)을 연마포에 공급하여 디바이스 웨이퍼의 연마를 행하는 화학기계연마법(CMP)에

서는, 웨이퍼면내의 상대속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고, 이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턴테이블의 연마제

의 반경이 연마대상 웨이퍼의 직경보다도 커지도록 턴테이블의 크기가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셀프스톱기능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웨이퍼를 연마하는 경우에는 볼록부가 연마로 제거되어 단차가 해소되면 더 이상 연마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것

은 바꾸어 말하면 웨이퍼면내의 연마속도가 불균일하여도 단차가 해소된 후에는 연마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연

마면은 웨이퍼면내의 연마속도의 불균일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셀프스톱기능을 이용한 연마방법

이 가능한 경우에는 웨이퍼면내의 연마속도의 불균일은 허용되게 된다. 따라서 (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웨이퍼의 직경

(2Rw)이 연마제의 반경(Rf)이상이어도 되고,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마제의 직경(2Rf)이 웨이퍼의 반경(Rw)이상이

면 된다. 또한 이 (b)에 나타내는 조건은 연마제의 직경(2Rf)보다도 웨이퍼의 반경(Rw)이 크면 웨이퍼중심이 연마제면으

로부터 밀려 나와 안정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턴테이블의 사이즈를 종래

보다도 각별하게 작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마제의 사이즈를 각별하게 작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치의 설계 자유

도가 현저하게 증대되어 장치의 소형 컴팩트화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도 8은 이와 같은 도 7에 나타내는 장치에 있어서의 웨이퍼의 중심(Ow)과 연마제의 중심(Of)과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도

면이며, 도 8(a)는 웨이퍼의 직경(2Rw)이 연마제의 반경(Rf)보다도 큰 경우, 도 8(b)는 연마제의 직경(2Rf)이 웨이퍼의 반

경(Rw)보다도 큰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웨이퍼의 피연마면이 연마제의 연마면로부터 외부로 밀려 나오는 경우에는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마제의 반경(Rf)

을 웨이퍼의 중심(Ow)과 연마제의 중심(Of)사이의 거리(L)보다도 크게 하고, 이 상태에서 웨이퍼와 연마제와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고정하여 연마를 행하는, 또는 예를 들어 요동이나 스캐닝 등에 의해 양자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변화시키면

서 연마를 행한다. 이와 같이 연마제의 반경(Rf)을 웨이퍼의 중심(Ow)과 연마제의 중심(Of) 사이의 거리(L)보다도 크게 함

으로써, 웨이퍼의 중심(중심)(Ow)이 항상 연마제상에 존재하게 되어 웨이퍼중심이 연마제면으로부터 밀려 나와 톱링이 기

울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방지되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연마중에는 웨이퍼와 연마제의 접촉부분에 마찰력이 발생하고, 이 마찰력에 의해 웨이퍼(14)를 유지하는 톱링

(13)에 회전모멘트가 작용하여 톱링이 기울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웨이퍼의 피연마면이 연마

제의 연마면으로부터 외부로 밀려 나오는 경우에는 연마제와의 접촉부분이 웨이퍼의 일부분만이 되어 이 부분에서만 마찰

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이 경향이 강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관한 연마장치는, 웨이퍼의 피연마면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회전모멘트를, 웨이퍼와 연마제의 접촉면적을 고려하면서 상쇄하도록 도 9 및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린더(20)와 피스톤(21)을 구비하는 엑츄에이터(AX1, AX2, AY1, AY2)와, 마찰력센서(FX) 및 마찰력센서

(FY)와, 위치센서(S)와, 연산제어장치(22)를 설치하고 있다.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톱링(13)의 상부에는 베어링(23, 24)을 개재시켜 가압판(25)이 설치되고, 상기 엑츄에이터

(AX1, AX2, AY1, AY2)는 이 가압판(25)의 상면 바깥 둘레부의 X 방향 및 Y 방향의 4점과 톱링아암(26)의 사이에 배치된

다. 가압판(25)은 각 엑츄에이터(AX1, AX2, AY1, AY2)의 작용에 의해 아래쪽으로 가압되게 된다. 또 도 9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마찰력센서(FX) 및 마찰력센서(FY)는 가압판(25)의 X 방향 및 Y 방향의 측면 바깥 둘레부에 배치되어 있고, 웨이

퍼(14)에 가해지는 웨이퍼(14)와 연마제(12) 사이의 마찰력을 검출한다. 마찰력센서(FX) 및 마찰력센서(FY)는, 각각 상기

한 마찰력의 X 방향 성분(fx), Y 방향 성분(fy)을 검출한다. 마찰력센서(FX) 및 마찰력센서(FY)로부터의 출력(fx, fy)은 연

산제어장치(22)에 입력된다. 위치센서(S)는 톱링(13)의 샤프트에 설치되어 있고, 웨이퍼(14)의 중심과 연마제(12)의 중심

과의 거리(L)를 검출한다. 이 위치센서(S)의 출력(s)도 연산제어장치(22)에 입력된다.

도 11은 연산제어장치(22)의 기능블록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시하는 바와 같이 연산제어장치(22)의 연산부(221)는

위치센서(S)로부터의 출력(s)에 의거하여 웨이퍼와 연마제의 접촉면적(Sw)을 산출한다. 한편 연산제어장치(22)의 연산부

(222)는 마찰력센서(FX) 및 마찰력센서(FY)의 출력(마찰력)(fx) 및 출력(마찰력) (fy)에 의거하여 마찰력의 방향(θ)과 회

전모멘트(M)를 산출하고, 다시 상기한 위치센서(S)로부터의 출력(s) 및 접촉면적(Sw)에 의거하여 마찰력의 방향(θ)과 회

전 모멘트(M)의 보정을 행한다. 계속해서 연산부(223)에서 상기 마찰력의 방향(θ)과 회전모멘트(M)를 기초로 압력구배

(Δp/D : Δp는 압력차, D는 웨이퍼의 직경)를 산출한다. 다시 연산부(224)에서 상기 압력구배에 의거하여 각 엑츄에이터

(AX1, AX2, AY1, AY2)가 가압판(17)에 주는 하중(FX1, FX2, FY1, FY2)을 산출하고, 다시 위치센서(S)로부터의 출력

(s)에 의거하여 하중(FX1, FX2, FY1, FY2)을 보정한다. 이 보정된 하중(FX1, FX2, FY1, FY2)은 각 엑츄에이터(AX1,

AX2, AY1, AY2)에 출력되고, 마찰력(f)에 의한 회전모멘트(M)를 상쇄하는 하중(FX1, FX2, FYl, FY2)이 각 엑츄에이터

(AX1, AX2, AY1, AY2)에 의해 실린더(20)를 거쳐 피스톤(21)에 인가된다. 이로써 웨이퍼(14)의 피연마면에 발생하는 마

찰력(f)에 의한 회전모멘트(M)를 웨이퍼와 연마제의 접촉면적(Sw)을 고려하면서 상쇄할 수 있고, 톱링(13)의 기울기 방지

와 웨이퍼의 밀려 나옴 방향으로의 쓰러짐이 유효하게 방지된다.

등록특허 10-0694905

- 10 -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연마장치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실시예에 관한 연마장치 전체의 구성으로

서는 예를 들어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것이 된다. 도 12는 폴리싱장치 내부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평단면도이

다. 상기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폴리싱장치는 폴리싱부(130)와 세정부(150)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싱부(130)는 그

중앙에 턴테이블(133)을 배치하고, 그 양측에 톱링(135)을 부착한 폴리싱유닛(137)과, 드레싱공구(139)을 부착한 드레싱

유닛(141)을 배치하고, 또한 폴리싱유닛(137)의 옆에 워크 수수장치(143)를 설치하여 구성되어 있다. 턴테이블(133)의

상면에는 연마제와 바인더로 형성된 연마제가 장착되고, 그 상면이 연마면(134)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세정부(150)는 그 중앙에 화살표(G)방향으로 이동가능한 2대의 반송로봇(1, 1)을 설치하고, 그 한쪽측에 1차·2차세

정기(155, 157)와 스핀건조기(또는 세정기능부착 건조기)(159)를 병렬로 배치하고, 다른쪽측에 2개의 워크반전기(161,

163)를 병렬로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마전의 반도체 웨이퍼를 수납한 카세트(165)가 도 12에 나타내는 위치

에 세트되면, 도면 우측의 반송로봇(1)이 상기 카세트(165)로부터 반도체 웨이퍼를 1매씩 인출하여 워크반전기(163)에 수

수하여 반전한다. 다시 상기 반도체 웨이퍼는 반전기(163)로부터 도면 좌측의 반송로봇(1)에 수수되어 폴리싱부(130)의

워크 수수장치(143)에 반송된다.

워크 수수장치(143)상의 반도체 웨이퍼는, 일점쇄선의 화살표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회동하는 폴리싱유닛(137)의 톱링

(135) 하면에 유지되어 턴테이블(133)상으로 이동되어, 회전하는 턴테이블(133)의 연마면(134)상에서 연마된다. 연마후

의 반도체 웨이퍼는 다시 워크 수수장치(143)로 되돌아가 도면 좌측의 반송로봇(1)에 의해 워크반전기(161)에 수수되어

순수로 세정되면서 반전된 후, 1차·2차세정기(155, 157)에서 세정액이나 순수로 세정되고, 그 후 스핀건조기(또는 세정기

능부착 건조기)(159)에서 스핀건조되어 도면 우측의 반송로봇(1)에 의해 원래의 카세트 (165)로 되돌아간다. 또한 드레싱

유닛(141)은, 톱링(135)에 의한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종료후, 일점쇄선의 화살표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턴테이블(133)상

으로 이동하여, 회전하는 드레싱공구(139)을 회전하는 턴테이블(133)의 연마면(134)에 가압되어 연마면(134)의 드레싱

(날 세움 ·재생)을 행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한 연마장치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2 실시예에 관한 연마장치 전체의 구성으로

서는 예를 들어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것이 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웨이퍼의 연마제 연마후에 통상의 CMP에

의해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를 예로서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 13에 있어서는

각 요소 또는 부재가 모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특별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한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폴리싱장치는 전체가 장방형을 이루는 바닥위의 스페이스의 한쪽 끝측에 한 쌍의 폴리싱부(130a,

130b)가 대향하여 배치되고, 다른쪽 끝측에 각각 반도체 웨이퍼를 수납하는 카세트(165a, 165b)를 얹어 놓는 한 쌍의 로

드·언로드유닛이 배치되어 있다.

2개의 폴리싱부(130a, 130b)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양의 장치가 반송라인에 대하여 대칭으로(도 13에 있어서 상하대칭

으로)배치되어 있고, 각각 상면에 연마포를 부착한 턴테이블(133)과, 반도체 웨이퍼를 진공흡착에 의해 유지하여 턴테이

블면에 가압하여 연마하는 폴리싱유닛(137)과, 연마제 또는 연마포의 날 세움을 행하는 드레싱유닛(141)을 구비하고 있

다. 또 폴리싱부(130a, 130b)는 각각의 반송라인측에 반도체 웨이퍼를 폴리싱유닛(137) 사이에서 수수하는 워크 수수장

치(143)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반송라인의 양측에는 각각 1대의 반전기(161, 163)와 이것의 양 이웃의 2대의 세정기

(155a, 155b, 156a, 156b)가 배치되어 있다.

도 12에 나타내는 폴리싱장치에 있어서는 반송로봇은 레일상에 배치되어 좌우로 이동가능하게 되었으나, 본 실시예에 있

어서의 반송로봇(1, 1)은 거치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리적으로 긴 반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일이 없는 쪽이 장

치의 구성이 간단하게 된다. 이 반송로봇(1, 1)은 수평면내에서 굴절자유롭게 관절아암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 상

하에 2개의 손잡이부를 드라이핑거와 웨트핑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본적으로 도

13의 우측의 반송로봇(1)은 워크반전기(161, 163)로부터 카세트(165a, 165b)측의 영역을, 도 13의 좌측의 반송로봇(1)

은 워크반전기(161, 163)로부터 폴리싱부(130a, 130b)측의 영역을 담당한다.

세정기의 형식은 임의이나, 예를 들어 폴리싱부측이 스펀지부착의 롤러로 반도체 웨이퍼 표리 양면을 닦는 형식의 세정기

(155a, 155b)이고, 카세트측이 반도체 웨이퍼의 에지를 잡고 수평면내에서 회전시키면서 세정액을 공급하는 형식의 세정

기(156a, 156b)이다. 후자는 원심탈수하여 건조시키는 건조기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세정기(155a, 155b)에 있어서 반도

체 웨이퍼의 1차 세정을 행할 수 있어 세정기(156a, 156b)에 있어서 1차 세정후의 반도체 웨이퍼의 2차세정을 행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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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의 폴리싱장치에 있어서는 직렬처리와 병렬(parallel)처리의 쌍방을 행할 수 있으나, 먼저 직렬처리(2단계

연마)에 의해 연마제 연마후에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직렬처리에 의해 연마제 연마후

에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 폴리싱부(130a, 130b)에 턴테이블을 1개씩 배치하고, 예를 들어 폴리싱

부(130a)에 연마제 연마(제1차 연마)용 턴테이블을 배치하고, 폴리싱부(130b)에 마무리 연마(제2차 연마)용 턴테이블을

배치한다.

이 직렬처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의 흐름은 카세트(165a) → 반전기(161) → 폴리싱부(130a) → 세정기

(155a) → 폴리싱부(130b) → 세정기 (155b) → 반전기(163) → 세정기(156b) → 카세트(165b)가 된다. 반송로봇(1, 1)

은 각각 건조한 반도체 웨이퍼를 취급할 때는 드라이핑거를 사용하고, 젖은 반도체 웨이퍼를 취급할 때는 웨트핑거를 사용

한다. 워크 수수장치(143)는 로봇(1)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를 받아 톱링이 위쪽에 왔을 때 상승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건

네 준다. 연마후의 반도체 웨이퍼는 워크 수수장치(143)의 위치에 설치된 린스액 공급장치에 의해서 린스세정한다.

이와 같은 폴리싱장치에서는 워크 수수장치(143) 및 세정기(155a)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톱링과 분리된 상태에서 세정되

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면뿐만 아니라 이면이나 측면에 부착되는 제 1 차 연마(연마제 연마)에서 생긴 연마제 등

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제 2 차연마(마무리 연마)를 받은 후는 세정기(155b) 및 세정기(156b)로 세정되어 스핀건조

되어 카세트(165a)로 되돌아간다.

다음에 병렬처리에 의해 연마제 연마후에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병렬처리에 의해 연

마제 연마후에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 폴리싱부(130a, 130b)내에서 연마제 연마와 마무리 연마의

쌍방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즉, 1개의 폴리싱부내에 연마제 연마용 턴테이블과 마무리 연마용 턴테이블을 배치한다. 이와

같이 1개의 폴리싱부내에서 연마제 연마와 마무리 연마의 쌍방을 행할 수 있는 폴리싱부의 예를 도 14 및 도 15에 나타낸

다.

도 14에서는 1개의 폴리싱부(130)내에 연마제(171)를 사용한 연마제 연마장치 (181)와, 연마포(172)를 사용한 마무리 연

마장치(182)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연마제 연마장치(181)에 있어서는 노즐(15C)로부터 물 또는 약액이 공급되어 연마

제 (171)에 의한 연마가 행하여진다. 마무리 연마장치(182)에 있어서는 노즐(15D)로부터 연마 연마제를 함유하는 슬러리

가 연마포(172)상에 공급되어 화학·기계적연마가 행하여진다. 연마대상 반도체 웨이퍼(14)는 폴리싱부(130)내의 워크 수

수장치(143)에 놓여지고, 다음에 연마제 연마장치(181)의 연마제(171)를 사용하여 표면의 단차가 해소되어 소정의 막두

께까지 깎인 후에 마무리 연마장치(182)의 화학·기계적 연마에 의한 마무리 연마가 행하여져 표면의 스크래치 등이 제거

된다. 또한 도 14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연마제 연마장치(181) 및 마무리 연마장치(182)의 연마테이블로서 각각의 연마테

이블의 중심에 대하여 자전하는 턴테이블형 연마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마제 연마장치(181)와 마무리 연마장치

(182)중 어느 하나, 또는 양쪽에 스크롤형 연마테이블을 사용하여도 된다. 스크롤형 연마테이블이란, 소정의 공전반경으

로 자전을 수반하지 않는 궤도운동(순환병진운동)을 행하는 것으로, 연마테이블상의 각 점에서 상대속도가 일정하게 되어

테이블 설치면적이 적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도 15에서는 1개의 턴테이블(133)에 연마포(172)와 연마제(171)의 양쪽을 동심원형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성의 폴리싱부에 있어서는 연마제(171)에 의한 연마의 종료후에 반도체 웨이퍼를 유지하는 톱링(135)을 연마포(172)상으

로 이동하여 도시 생략한 노즐로부터 연마슬러리를 공급함으로써 마무리 연마를 행할 수 있다.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연마제테이블과 연마포 테이블을 동일한 턴테이블(133)상에서 동심원형상의 중심부분과 바깥 둘레부분이 되도록 구성

함으로써 연마제 연마후에 마무리 연마(touch up)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턴테이블을 2개 설치할 필요가 없어 공간이

절약되고, 또 턴테이블을 회전구동시키기 위한 회전구동원(모터)도 1개이면 된다. 또한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연마

제 연마면과 연마포 연마면에는 양자의 연마에서 사용되는 액체(물 또는 약액 또는 슬러리)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용 홈

(191)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상의 실시형태는 본 발명의 구체예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취지를 일탈하는 일 없이 각종 변형실

시예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광범위한 조성의 고정 연마제를 사용하여도 셀프스톱기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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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연마장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a)는 평면도, (b)는 단면도,

도 2는 드레싱을 행하면서 연마하는 경우로서, 순수만을 연마면에 공급한 경우의 막두께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

도 3은 드레싱을 하면서 연마를 행하는 경우로서, 드레싱면압이 작은 경우를 나타내는 도로서, (a)는 연마시간과 막두께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b)는 계면활성제농도와 연마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c)는 패턴연마시, 단차해소후, 베타막 연

마시의 각각의 연마속도를 나타내는 도,

도 4는 드레싱하면서 연마하는 도중에 드레싱을 정지하고 연마만 진행시킨 경우의 연마시간과 막두께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도 5는 연마제에 의해 연마한 후, 마무리연마를 행한 경우의 추가연마량과 흠집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도 6은 완충액을 첨가한 경우와 물만인 경우의 연마속도를 비교한 도,

도 7(a), 도 7(b)는 셀프스톱기능이 나타나는 연마방법에 적합한 연마장치예를 나타내는 도,

도 8(a), 도 8(b)는 도 7에 나타내는 장치에 있어서의 웨이퍼와 연마제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연마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10은 도 9의 X-X선 단면도,

도 11은 도 8의 연산제어장치의 기능 블록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12는 제 1 실시예에 관한 연마장치의 전체구성을 설명하는 도,

도 13은 제 2 실시예에 관한 연마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

도 14는 폴리싱부의 일예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5는 폴리싱부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턴테이블 12 : 연마제

13 : 톱링 14 : 반도체 웨이퍼(연마대상기판)

15A : 노즐 15B : 계면활성제공급용 노즐

15C : 약액공급용 노즐 16 : 드레서홀더

17 : 드레서 18 : 클램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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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94905

- 14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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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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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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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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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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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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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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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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