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1L 21/30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42252

2006년05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5-0015905

(22) 출원일자 2005년02월25일

(30) 우선권주장 10/788,951 2004년02월27일 미국(US)

(71) 출원인 롬 앤드 하스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스 씨엠피 홀딩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델라웨어 19899 윌밍톤 수이트 1300 노쓰 마켓 스트리트 1105

(72) 발명자 볼디자 마크 제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17601 랭커스터 밀크로스 로드 561

갬블 로버트 티

미국 펜실베니아주 19061 부쓰윈 펜포드 플레이스 202

헤드릭 빈센트 매튜

미국 플로리다주 33327 웨스턴 라벤더 서클 984

로혼 제이슨 엠

미국 델라웨어주 19713 뉴아크 린필드 로드 910

사이킨 알랜 에이치

미국 펜실베니아주 19350 란덴버그 벤자민 런 5

톰 캐서린 엘

미국 매릴랜드주 21904 포트 디포짓 레밍턴 로드 135

(74) 대리인 김영관

홍동오

심사청구 : 없음

(54)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층상 연마 패드에 관한 것이다. 당해 방법은 각각의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양면에 이중으로 적층시키고, 연마 패

드 상부 층을 상부 접착층을 매개로 서브패드에 결합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연마 패드는 임의로 창을 포함한다. 서브패드

가 이중으로 적층되기 때문에, 구멍(opening)은 상부 및 하부 접착층 둘 다 뿐만 아니라 서브패드를 통과해 형성될 수 있

다. 따라서, 창을 갖는 상부 연마 패드 층에 결합시키는 경우, 접착층을 포함하지 않는 관통한 광학 통로를 갖는 층상 연마

패드를 수득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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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 연마 패드, 광학 통로, 접착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부 및 하부 양쪽 표면을 갖는 서브패드의 측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서브패드 및 서브패드의 하부 표면에 형성된 제1 접착층을 추가하여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3는 도 2와 유사한 서브패드 및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에 형성된 제2 접착층을 추가하여 나타낸 측면도이다.

도 4는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패드 표면에 제1 접착층 및 제2 접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실시 양태에서 사용되는 적

층 장치의 구조도이다.

도 5는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가 시이트로부터 절단되는 방법 및 창이 있는 층상 연마 패드 양태에서 광학 구멍

(opening) 및 정렬 마크를 나타내는, 도 4의 적층 장치를 사용하여 형성된 이중으로 적층된 시이트의 하향식 단면도이다.

도 6은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통과하는 광학 구멍을 나타내고, 구멍과 함께 정렬된 창 및 서브패드와 경계한 연마

패드를 나타내는, 도 5의 라인 6-6을 절단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의 단면도이다.

도 7은 접착층을 포함하지 않는 창 및 광학 통로를 포함하는 양태의 예를 나타내는, 본 발명의 방법으로 형성된 최종 층상

연마 패드 구조물의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용 연마 패드, 특히 창을 포함하는 패드와 같은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로부터 제조된 집적 회로를 갖는 반도체 웨이퍼는 연마되어, 몇몇의 경우, 마이크로 분율 정도로 미세하게 주어진 평면

으로부터 변형되는 매우 평탄하고 편평한 웨이퍼 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마는 보통 연마 패드에 의해 웨이퍼

표면에 대항하여 완충된 화학적 활성 슬러리를 사용하는 화학적-기계적 연마(CMP) 작동으로 수행된다.

CMP 작동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점은 패드 성능이다. 특정한 연마 패드는 물질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마 공정의 마모 및 인열로 인해, 상이한 물질 층 간의 결합은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층상 패드의 층간분리를 야기할 수 있

다.

CMP 작동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웨이퍼 연마 공정이 정지되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마 종말점을 결정하

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은 연마 작동을 정지시키고 당해 웨이퍼를 연마 장치로부터 제거하여 치수 특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해 CMP 작동의 정지는 웨이퍼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중요한 웨이퍼 치수가 규정된

최소치 미만인 경우, 당해 웨이퍼는 비정상적이고, 이에 따라 높은 스크랩(scrap) 속도 및 생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공정에서 연마 종말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발달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413,941호에는 웨이퍼 치

수를 측정하기 위한 레이저 간섭측정법을 사용하는 광학 검사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창을 포함하는 연마 패드는 광학 검사 방법을 CMP 동안 수행하기 위해 발달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605,760

호에는 투명한 창을 포함하는 연마 패드가 기재되어 있다. 당해 창은 투명한 중합체 물질로 된 막대 또는 마개이다. 당해

막대 또는 마개는 연마 패드 내에 사출성형하거나, 성형 작동 후 연마 패드에서 컷아웃(cutout)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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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기술에서의 창을 포함하는 연마 패드는 다수의 단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창 부분을 패드의 구멍 또는 패드가 제조되

는 성형 공동 속에 설치하기 위해 수많은 제조 단계를 요구한다. 몇몇의 경우, 창 단편을 수용하는 홀(hole)은 패드내로 절

단되어야 한다. 또한, 패드와 창 사이의 슬러리 누수는 종종 문제가 된다.

미국 특허 제6,524,164호('164 특허)에는 누수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투명한 창을 갖는 연마 패드가 기재되어 있다.

연마 패드는 연마 패드와 서브패드 사이에 불침투성 투명 시이트(sheet)를 포함하여 슬러리 누수를 방지한다. 당해 패드를

제조하기 위해, 투명한 시이트는 각 면 위에 접착층을 가져야 하고, 당해 시이트는 연마 패드의 하부 표면에 적층되어야 한

다. 이는 패드 창의 하부 면 위에 양면 접착층을 잔류시킨다.

당해 '164 특허의 패드가 초기에 잘 작동되는 반면, 창 위의 접착층의 투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된다. 이는 광학

검사 공정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양태는 제1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하부 표면에 형성시키고;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에

형성시키고; 하부 표면을 갖는 연마 패드 층을 제공하고; 연마 패드 층 하부 표면을 제2 접착층에 대해 압축하여 연마 패드

층을 서브패드에 접착시킴을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이다.

본 발명의 제2 양태는 제1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하부 표면에 적층시키고;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에

적층시키고; 제1 접착층, 서브패드 및 제2 접착층을 통과하는 구멍을 형성시키고; 창이 형성된 연마 패드를 제2 접착층을

갖는 서브패드에 고정시켜 창을 구멍에 정렬시킴을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접착성이 없는 창을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최종 층상 연마 패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구조물을 나타내는 하기한 도 1 내지 6과 연

관지어 기술된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층상 연마 패드 구조물은 도 7에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낸 연마 패드 구조물은 창

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층상 연마 패드는 창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도 1을 참조하여, 하부 표면(12) 및 상부 표면(14)을 갖는 연마 패드 서브패드(10)("서브패드")를 제공함을 포함한다. 서브

패드(10)는 SUBA IV 다공성 폴리우레탄[제조원: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Technologies, 미국 델라웨어

주 뉴아크]과 같은 공지된 서브패드 물질이다. 실시 양태에서, 서브패드(10)는 하기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 "권취 용이한"

형태, 즉 상응 물질의 롤로 제공된다.

도 2를 참조하여, 또한, 당해 방법은 제1 접착층(20)을 서브 패드(10)의 하부 표면(12)에 형성함을 포함한다. 실시 양태에

서, 접착층(20)은 양면 감압성 접착물(PSA)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실시 양태에서, 접착층(20)의 형성은 접착성 물질을 권

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고, 당해 물질을 역시 귄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되는 서브패드(10)에 적층시켜 성취한다. 실시 양

태에서, 서브패드(10)와 접착층(20)을 결합하여 되감기 드럼(rewind drum) 위에서 수집하고, 하기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이 권취 용이한 형태로 저장한다.

실시 양태에서, 접착층(20)은 패드와 함께 판매되는 PSAII 또는 PSAIV 고무계 접착물(5 내지 9mil 또는 0.13 내지

0.23nm)[제조원: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CMP Technologies]이다. 접착층(20)은 최종 연마 패드를

CMP 장치 압반(나타내지 않음)에 접착시키기 위한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해재될 수 있는(즉, 비영구적) 결합을 제공할 수

있다. 접착층(20)은 나중에 벗겨내어 접착물을 노출시키는 얇은 박리제거 가능한 덮개 또는 필름(나타내지 않음), 예를 들

면, 종이 또는 MYLAR[제조원: Dupont Corporation]을 포함한다.

도 3을 참조하여, 또한 당해 방법은 제2 접착층(30)을 서브패드(10)의 상부 표면(14) 위에 형성함을 포함한다. 실시 양태

에서, 제2 접착층(30)은 권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된 양면 PSA이다. 또한, 실시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한 바와 같

이 권취 용이한 형태로 형성된 접착층(20)을 포함한 서브패드 물질을 제공하고, 접착층(30)을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14)에

적층시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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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양태에서, 접착층(30)은 각각 두께가 4 내지 9mil(0.1 내지 0.2mm)인 적재된 패드 형태로 시판되는 PSAV(아크릴계

접착물) 또는 PSA8(고무계 접착물)[제조원: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CMP Technologies]이다. 하기한 바

와 같이, 접착층(30)은 서브패드를 상부 연마 패드 층에 접착하기 위한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이로 인해 영구적인 결합을

제공할 수 있다. 접착층(20)과 유사하게, 접착층(30)은 또한 나중에 벗겨내어 접착물을 노출시키는 얇은 박리제거 가능한

덮개 필릿(fillet)(나타내지 않음)을 포함한다.

서브패드(10)를 접착층(20) 및 접착층(30)으로 이중 적층시키는 것은 단순히 서브패드의 한면을 적층시키는 공정보다 어

려운 공정이다. 서브패드 위에 있는 접착층의 존재는 서브패드 물질에 장력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접착층과 서브패드 사

이의 계면에 상이한 응력을 도입시킨다. 또한, 접착층의 부적합한 적층은 응력을 발생시켜 서브패드의 컬링(curling) 및 접

착층 하나 또는 둘 다의 주름생성(wrinkling)을 야기한다. 또한, 층(30)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접착층 위의 박리

제거 가능한 덮개는, 임의의 경우, 바람직하게는 비탄성(또는 실질적으로 비탄성)이여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에 대한

응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중 적층 공정의 실시 양태는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4는 서브패드(10)의 양면 (12) 및 (14) 위에 접착층(20) 및 접착층(30)을 적층하기 위한 예시적인 배열을 나타내는 적

층 장치(50)의 측면 구조도이다. 장치(50)는 권취 용이한 형태의 물질(56)을 유지시키는 물질 풀기 스풀(unwind spool)

(54)을 포함한다. 물질(56)의 공급 각(α)(축 A1에 대해 측정됨)은 조절가능하고, 조절가능한 공급 롤러(58A) 및 (58B)를

통해 설정되고 유지된다. 물질(56)은 서브패드(10)용 물질일 수 있고, 서브패드(10) 및 접착층(20)의 단일 적층된 조합물

일 수 있다. 또한, 장치(50)는 적층하기 전에 물질(56)의 상부 표면(56a)을 세척하기 위한 웹 클리너(web cleaner)(59), 예

를 들면, 진공 청소기를 포함한다.

장치(50)는 공급 롤러(58B)의 다운스트림, 축 A1의 양면에 서로 인접하여 배열되고 "닙 갭(nip gap)"으로 언급되는 작은

갭(G)으로 분리된 두개의 닙 롤러(nip roller)(60) 및 (62)를 포함한다. 닙 롤러(60)는 접착성 풀기 스풀(70)에 저장된 접착

성 물질(68)을 분배하는 것을 돕는다. 닙 롤러(60)를 조절하여 권취 용이한 물질에 적용되는 접착물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

다. 접착성 물질은 적층 공정의 단계에 좌우되어 접착층(20) 또는 접착층(30)을 형성한다. 닙 롤러(60)를 가열하여 특정 서

브패드 표면에 접착물을 적층시킬 수 있지만, 닙 롤러(62)는 가열되지 않는다. 접착성 물질(68)을 닙 롤러(60)의 위치를 조

절하여 조절할 수 있는 임의의 각(β)으로 닙 갭으로 공급한다.

접착층(30)을 형성하는 경우, 장치(50)는 닙 롤러의 다운스트림에 배치된 공전하는 막대(76)를 포함한다. 공전하는 막대

(76)는 하기에 설명되는 이유로 닙 롤러로부터 현재 적층 물질(83)을 수용하고 수평으로 배향되도록 배열된다. 되감기 드

럼(80)은 공전하는 막대(76)의 다운스트림으로 배열되고, 조절되어 공전하는 막대에 존재하는 적층 물질(83)의 권취 각

(θ)(축 A1에 대해)을 조절할 수 있다. 되감기 드럼(80)은 또한 접착층(20)을 형성하는 경우 존재하고, 공전하는 막대(76)

의 부재하에 닙 롤러에서 나와서 물질(83)을 감는다.

공전하는 막대(76)를 조절하여 적층 물질(83)은 거리(L)("이동 거리")를 이동하고, 하기한 바와 같이 적층 물질을 이동 거

리(L) 위로 닙 출구 각(γ)(축 A1에 상대적으로 측정됨)에서 유지한다. 당해 도 4에서 가장 바람직한 각(γ)은 0도이다.

계속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서브패드 물질(56)을 권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고, 물질 풀기 스풀(54)에 위치시킨다. 또한,

접착층(20)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접착성 물질(68)을 권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고, 접착성 풀기 스풀(70)에 위치시킨다.

서브패드 물질(56)을 공급 롤러(58A) 및 (58B) 위로 이동시키고, 닙 갭(G)으로 선택된 공급 각(α)으로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접착성 물질(68)을 가열된 닙 롤러(60)의 일부에 배향시키고, 닙 갭(G)으로 공급한다. 당해 서브패드 물질

(56) 및 접착성 물질(68)을 선택된 속도(S)(화살표 S로 나타내고 "선속도"로 언급됨)로 공급하고, 접착성 물질의 가열 및

닙 롤러의 압축 힘을 조합하여 적층시킨다. 현재 적층된 물질(83)을 닙 롤러에서 배출시킨 다음, 권취 용이한 형태로 되감

기 드럼(80)에서 수집한다.

이 시점에서, 서브패드(10) 및 접착층(20)으로 이루어진 권취 용이한 적층 물질(83)을 되감기 드럼으로부터 감고, 서브 패

드의 적층되지 않은 면을 적층시키는 방식으로 당해 물질을 풀기 스풀(54)에 위치시킨다. 또한, 권취 용이한 적층 물질(83)

을 다시 권취하여 적합한 풀기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접착층(30)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접착성 물질을 권취 용이한 형태

로 제공하고, 접착성 풀기 스풀(70) 위에 위치시킨다.

접착층(20)을 서브패드 하부 표면 위에 형성하는 상기한 적층 공정은 접착층(30)을 서브패드 상부 표면 위로 형성하기 위

해 반복되지만, 공전하는 막대가 존재하여 적층 물질(83)은 되감기 드럼(80)에 의해 감기기 전에 이동 거리(L)로 선택된

닙 출구 각(γ)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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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이중 적층 공정에서, 접착층(20) 및 접착층(30) 중의 하나 또는 둘 다를 적층함으로써 유도되는 응력 차이는 최소이

거나 이들 두 층에서 동일하여 컬링 또는 주름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선 속도(S), 공급각

(α) 및 (β), 출구 각(θ), 닙 출구 각(γ) 및 이동 거리(L)와 같은 공정 파라미터를 적합하게 선택한다. 이들 파라미터 중에서

도 닙 출구 각(γ) 및 이동 거리(L)가 특히 중요하다.

공전하는 막대(76)에 의해 측정된 이동 거리(L)를 선택하여 적층 물질(83)을 되감기 드럼(80)으로 감기 전에 적합하게 경

화시킨다. 또한, 닙 출구 각(γ)은 공전하는 막대(76)를 배열하여 선택되어 층(20)이 상부 물질(56)(즉, 서브패드 상부 표면

(14))을 적합하게 조절하도록 한다. 실시 양태에서, 닙 출구 각(γ)은 약 +/-3°이내로 0°이다.

서브패드(10) 위에 접착층(30)을 형성하기 위한 이러한 배열은 통상적인 적층 장치에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대개의 적층 장치는 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경우 물질의 장력 조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닙 출구 각을 갖는다.

장치(50)를 사용하여 접착층(30)을 적층하기 위한 당해 공정 파라미터는 주어진 서브패드 및 접착성 물질을 위한 다수의

파라미터 조합을 시험하여 최적으로 추론한다.

표 1은 하부 표면에 형성된 접착층(20)을 이미 갖는 서브패드(10)의 상부 표면(14) 위에 접착층(30)을 형성하기 위해 실험

적으로 유도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1]

예시 공정 파라미터

 파라미터  기술

 접착성 물질
Avery Dennison FT9300

(종이 박리식 덮개를 갖는 PSA)

 서브패드 물질

SP2150 다공성 폴리우레탄 귄취 용이한 형태

[제조원: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CMP Technologies]

 선속도(S)  10ft/min(3m/min.)

 이동 거리(L)  2ft(0.61m)

 닙 갭  5mil(0.127mm)

 풀기 스풀(54)용 풀기 적재량  25lbs(11Kg)

 접착성 물질 풀기 스풀(70)용 풀기 적재량  10lbs(4.5Kg)

 물질 공급 각(α)  65°+/- 10°

 접착성 물질 공급 각(β)  45°+/- 10°

 닙 출구 각(γ)  0°+/- 3°

도 5를 참조하여, 장치(50)와 연결된 상기한 적층 방법을 사용하여, 서브패드(10)와 접착층(20) 및 접착층(30)(도 3)(이후

에,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으로 이루어진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 구조물을 시이트(100)로서 권취 용이한 형태로

분배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시이트(100)로부터 당해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절단하여 목적하는 형태(예를

들면, 환형)를 갖는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를 형성함을 포함한다. 하기 기술한 바와 같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절

단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언급한다.

계속해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양태는 창을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임의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를 통해, 즉, 접착층(20), 서브패드(10) 및 접착층(30)을 통해 통

과하는 구멍(124)을 형성함을 포함한다. 또한, 당해 방법은 하기한 바와 같이 연마 패드 상부 층과 함께 정렬되어 최종 층

상 연마 패드의 형성을 돕는 접착층(30) 위의 정렬 마크(112)[예를 들면, 금(notch) 또는 돌출(bump)]를 형성함을 포함한

다. 실시 양태에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를 시이트(100)로부터 절단하는 것, 구멍(124)의 형성 및 정렬 마크

(112)의 형성은 시이트(100)에서 단일 절단 도구를 작동시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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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 6을 참조하여, 당해 방법은 또한 바디 부분(201), 하부 표면(202) 및 상부 표면(204)을 갖는 연마 패드 상부

층(200)(이후, 연마 패드)을 제공함을 포함한다. 창을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와 관련된 본 발명의 양태에서, 연마

패드(200)는 또한 바디 부분(201)과 통합되어 형성된 창(210) 및 연장된 하부 표면(202)에서 상부 표면(204)을 포함한다.

실시 양태에서, 바디 부분(201)은, 예를 들면, IC1000TM 연마 패드[제조원: 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CMP

Technologies]와 같은 폴리우레탄 물질로부터 형성된다. 창(210)을, 광학 검사 장치(나타내지 않음)에 의해 사용되는 광

학 빔으로부터 광을 전달하도록 조절하면서 CMP 작동 동안 기판을 연마한다.

또한, 실시 양태에서, 창(210)은 바람직하게는 폴리우레탄 물질 캐스트로부터 바디 부분을 따라서 형성되고, 바디 부분을

따라서 가공된다. 창(210)이 연마 패드의 바디 부분과 함께 통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마개 창 또는 다른 형태의 비통합되

어 형성된 연마 패드 창에 관련된 누수 문제는 없다. 선택적으로, 마개형 또는 시이트형 창 부분을 밀봉시킨 채로 본 발명

의 방법을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실시 양태에서, 창(210)은 구멍(124) 보다 약간 커서 창은 최종 층상 연마 패드에서 선

반에 의해 지지된다(도 7).

실시 양태에서, 연마 패드(200)는 창(210)과 구멍(124)을 최종 층상 연마 패드 구조물에 정렬하기 위해 정렬 마크(122)로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정렬 마크를 포함한다(나타내지 않음). 창(210)의 구멍(124)으로의 적합한 정렬은 이중

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가 연마 패드(200)와 접촉되는 경우 공기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계속하여 도 6을 참조하여, 연마 패드(200)는 인접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를 접착층(30)에 접한 연마 패드 하

부 표면(202)과 함께 배열된다. 접착층(30)이 PSA 층인 경우, 박리제거 가능한 덮개(나타내지 않음)를 접착층(30)으로부

터 제거한다.

또한, 창이 있는 패드의 양태에서, 창(210)을 구멍(124)(예를 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정렬 마크를 통해)과 함께 정렬한다.

이어서, 연마 패드(200) 및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110)를 함께 접합시키고(작은 화살표 221로 나타냄), 서로에 대해

압축시켜(화살표 222A 및 222B로 나타냄), 접착층(30)을 이와 함께 결합시킨다(즉, 접착 또는 고정). 실시 양태에서, 요구

되는 압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연마 패드(200)를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로 접촉시킨 다음, 결합된 구조를 닙 롤러를 통

해 통과시켜 연마 패드와 서브패드를 함께 압착시켜 성취한다.

당해 서브패드가 결합 접착층(30)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압력은 상부 패드 하부 표면에 걸쳐서 보다 규질하게 분포

되고, 보다 견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결합을 수득한다. 또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간분리 경향이 낮은 최종 연마 패

드 구조물을 수득한다.

당해 최종 층상 연마 패드 구조물(250)은 도 7에 기재되어 있다. 광학 창(210)에 존재하는 접착층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다. 따라서, 화살표 OP로 나타낸 최종 층상 패드 구조물("관통한 광학 경로")을 통한 광학 통로는 접착층을 포함하지 않는

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착층이 창의 효과적인 광학 투명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CMP 공정의 광학 모니터링 때문에 유리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 7에 나타낸 최종 연마 패드 구조물(250)은 창(210) 또

는 구멍(124)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창이 연마 패드의 바디 부분과 함께 통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마개 창 또는 다른 형태의 비통합되어 형성된 연

마 패드 창에 관련된 누수 문제가 없고, 당해 서브패드가 결합 접착층을 포함하므로, 상부 패드 하부 표면에 적용되는 압력

이 보다 균질하게 분포되고, 이에 따라 보다 견고한 결합을 수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간분리 경향이 낮은 최종 연마

패드 구조물을 수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제1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하부 표면에 형성시키는 단계;

b)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에 형성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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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부 표면을 갖는 연마 패드 층을 제공하는 단계 및

d) 연마 패드 층 하부 표면을 제2 접착층에 대해 압축하여 연마 패드 층을 서브패드에 접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계 b) 다음에 추가로

a) 제1 접착층, 서브패드 및 제2 접착층을 통해 연장된 구멍(opening)을 형성시키는 단계;

b) 창을 갖는 연마 패드 층을 제공하는 단계 및

c) 접착시, 창을 구멍에 정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양면 접착층의 형성 단계가 감압성 접착물(PSA) 층으로서의 제1 및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

패드의 하부 및 상부 표면에 각각 적층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서브패드 및 제1 및 제2 양면 접착층용 물질을 권취 용이한 형태로 각각 제공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당해 단계들을 나타낸 순서대로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6.

a) 제1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하부 표면에 적층시키는 단계;

b)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상부 표면에 적층시키는 단계;

c) 제1 접착층, 서브패드 및 제2 접착층을 통과하는 구멍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d) 창이 형성된 연마 패드를 제2 접착층을 갖는 서브패드에 고정시켜 창을 구멍에 정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서브패드, 제1 양면 접착층 및 제2 양면 접착층용 물질을 각각 권취 용이한 형태로 제공함을 포함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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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단계 b)가 단계 c) 전에 수행되고, 제2 양면 접착층을 서브패드에 적층시키는 것이

a) 서브패드 물질 및 제1 양면 접착층 물질을 닙-롤러(nip-roller)를 통해 공급하여 적층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b) 적층 구조물을 경화시키기에 충분한 이동 길이로 닙 롤러를 통해 사실상 수평으로 배출시켜 적층 구조물을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a) 각각의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양쪽 표면에 연속하여 형성시켜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형성시키는 단계;

b)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통과하는 구멍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c) 연마 패드 하부 표면을 접착층의 하나에 대해 압축하여 창이 형성된 연마 패드를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에 고정시켜

창 및 구멍이 접착층을 포함하지 않는 관통한 광각 통로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a) 각각의 접착층을 서브패드의 양쪽 표면에 연속적으로 형성하여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를 형성시키는 단계 및

b) 연마 패드 하부 표면을 접착층의 하나에 대해 압축하여 연마 패드를 이중으로 적층된 서브패드에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는, 층상 연마 패드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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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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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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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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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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