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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웨이퍼를 연마하기 위한 윈도우 시스템을 갖는 연마 용품및 연마 방법

(57) 요약

웨이퍼 표면 (22) 또는 다른 작업편의 평탄화, 연마 또는 다른 변형 방법을 개시한다. 상기 방법은 백킹에 고정된 텍스처드

(textured) 연마 코팅 (146)을 갖는 연마 용품 (140)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연마 용품은 그를 통한 방사선의 투

과를 허용하도록 윈도우 (148)과 같은 모니터링 부재를 포함한다. 방사선 수준은 목적하는 종점의 접근을 결정하기 위해

평탄화 공정 내내 모니터링된다. 연마 코팅 내의 윈도우는 연마 코팅이 없거나 최소 또는 얇게된 연마 코팅을 갖는 영역일

수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작업편 표면을

(i) 바인더에 분산된 다수의 연마 입자를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방사선에 투명한 백킹에 부착된 텍스처드 연마 코팅; 및

(ii) 백킹을 포함한 모니터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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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연마 용품과 접촉시키는 단계;

(b) 작업편 표면을 변형시키도록 연마 용품을 작업편 표면에 관련하여 움직이는 단계; 및

(c) (i) 모니터링 부재를 통해 작업편 표면으로부터의 제1 방사선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표면 변형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작업편 표면을 변형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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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a) 연마 코팅 조성물을 제공하고;

(b) 제1 부분 및 제2 부분이 있는 제1 주표면 (major surface)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방사선에 투명한 백킹을 제공하

며;

(c) 연마 코팅 조성물이 실질적으로 백킹의 오직 제1 부분에 부착되도록 백킹을 연마 코팅 조성물과 접촉시키며;

(d) 연마 코팅 조성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웨이퍼 평탄화를 위한 연마 용품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a) 다수의 공극을 갖는 제작 도구를 제공하며;

(b) 연마 코팅 조성물을, 제작 도구의 제1 부분의 공극이 실질적으로 연마 코팅 조성물로 채워지고 제작 도구의 제2 부분

의 공극이 실질적으로 연마 코팅 조성물이 없는 다수의 공극으로 도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웨이퍼 평탄화를 위한 연마 용

품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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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규소 웨이퍼와 같은 웨이퍼를 연마하거나 달리 조건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 용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

명은 연마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윈도우 시스템을 갖는 연마 용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집적 회로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는 대개 증착, 패턴화 및 에칭 단계를 포함한 많은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도

체 웨이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헌["Abrasive Machining of Silicon" by Tonshoff, H.K.; Scheiden,

W.V.; Inasaki, I.; Koning. W.; Spur, G. published in the Annal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Production

Engineering Research Volume 39/2/1990, pages 621 to 6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의 각 단계에서, 소정 수준의

표면 "평탄도," "균일도" 및(또는) "조도"를 달성하는 것이 종종 요망된다. 피트와 긁힘과 같은 표면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

이 또한 요망된다. 그러한 표면 불규칙도는 최종 반도체 소자의 성능에 해를 끼치고(끼치거나) 후속적인 가공 단계 동안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표면 불규칙도를 감소시키는 인정되는 한 방법은 웨이퍼 표면을 액체 중에 분산된 다수의 루스 (loose) 연마 입자를 함유

하는 슬러리와 연마 패드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흔히 "평탄화하는" 또는 "평탄화"로 불려진다. 평탄화 공정은 대개 화학

-기계적 연마 (CMP) 공정이다. 그러나 CMP 슬러리에 있어서의 한가지 문제점은 목적하는 평탄화 양을 달성하기 위해 공

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두께의 층 물질이 제거되었을 때; 즉, 적절한 종점에 도달했을 때 평탄

화 공정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층을 제거하면 웨이퍼 수율이 손실되고, 이는 회로소자의 재증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양의 층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된 평탄화를 요구할 수 있다. CMP 공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종점을 탐

지하려는 시도에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들 방법에는 스트레이트 타이밍 (straight timing), 마찰, 광학적 결과, 청각

적 결과 및 전도 특성을 포함한다. 화학 분석에 의한 종점 탐지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6,021,679호와 제

6,066,564호 및 PCT 출원 공개 제WO 99/56972호를 참조한다. 이들 참조문은 연마 슬러리로부터의 성분과 웨이퍼의 반

응에 의해 발생한 화학 반응 산물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종점을 탐지하는 것을 개시하였다.

부가적으로, CMP 공정의 적소 (in-situ) 모니터링을 위한 시각적 또는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개시한 참조문으로는

예를 들어 웨이퍼 표면을 보기 위해 가공하고자 하는 웨이퍼 아래에 위치하는 이동가능한 윈도우를 갖는 연마 장치를 사용

하는 것을 개시하는 미국 특허 제6,068,538호를 참조한다. 연마하는 동안, 윈도우는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지만, 시

각적 점검 동안 웨이퍼에 인접하도록 이동한다.

실시간 종점 탐지 방법과 목적하는 수준의 웨이퍼 평탄화가 달성되는 때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에서의 개선이 요망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 또는 평탄화를 위해 사용되는 고정된 연마 용품 및 CMP 공정의 종점 탐지를 위해 상기 연

마 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연마 용품은 그를 통한 웨이퍼 표면의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부재 또는 특색 (feature)을 내부에 갖는 고정된 연마 용품이

다. 용어 "고정된 연마 용품"은 연마 용품이 백킹 또는 다른 캐리어 층에 부착된 연마 코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링

부재는 연마 용품의 일부를 통한 웨이퍼 표면의 모니터링을 허용하며; 상기 모니터링 부재는 "윈도우"로 불려질 수 있다.

등록특허 10-0711160

- 5 -



상기 윈도우는 연마 코팅이 없는 영역, 연마 코팅의 양이 감소된 영역 또는 연마 용품을 통해 웨이퍼 표면의 모니터링을 허

용하는 임의의 다른 영역일 수 있다. 고정된 연마 용품을 사용하는 이점은 연마 슬러리를 사용할 때 마주치게 되는 것과 같

이, 모니터링 부재를 통한 종점 측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연마 입자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한 실시태양에서, 윈도우는 그를 통한 방사선의 투과를 허용하며, 상기 방사선은 윈도우를 통해 통과할 때 약 50% 이하로

감소한다. 용어 "방사선"은 전자기선, 감마선, 라디오 주파, 마이크로파, x-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방사선을 의도한다. 방사선은 웨이퍼 표면에 의해 반사될 수 있거나 또는 표면에 의해 방출될 수 있다. 한 실시태양

에서, 윈도우는 그를 통한 가시광의 투과를 허용하며, 상기 투과는 윈도우를 통해 통과할 때 약 50% 이하로 감소한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윈도우는 그를 통한 방사선의 투과를 허용하며, 그를 통해 통과하는 방사선의 양은 웨이퍼 표면의 변

화의 정량적 평가를 허용하기에 충분하다. 즉, 연마 용품의 윈도우를 통해 통과하는 동안 손실된 방사선의 양은 그 수준이

웨이퍼 표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하다면 무관하다.

웨이퍼의 표면은 온도, 가시광선 스펙트럼 패턴, 방사선 산란 효과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될 수 있다.

웨이퍼 표면이 그를 통해 모니터링되는 윈도우는 연장된 길이의 연마 용품을 따라 연속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윈도우

는 연마 용품의 롤의 길이를 따라 뻗을 수 있다.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길이를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거나, 또는 윈도우의 위치는 변할 수 있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윈도우는 모든 측면이 연마 코팅에 접해있는 분리형 윈도

우이다. 별법으로, 연마 용품은 연마 디스크와 같은 특정한 형상과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윈도우는 연마 디스크의 하나의

가장자리로부터 반대편 가장자리까지 뻗을 수 있거나, 또는 윈도우는 모든 측면들이 연마 코팅에 접해있는 분리형 윈도우

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고정된 연마 용품은 텍스처드 또는 3차원 연마 용품일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텍스처드" 및 "3

차원"은 연마 코팅이 인식가능한 표면 패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패턴 또는 텍스처는 백킹 상에 랜덤하게 또는 정밀하게

놓일 수 있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연마 코팅은 백킹 상의 다수의 연마 복합재이고; 연마 복합재는 정밀한 또는 불규칙한

형상일 수 있다. 연마 복합재가 정밀한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 복합재는 정밀한 형상이든 불규칙한 형상이든간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고 인식가능한 경계에 의해 한정된 임의의 기하학적 형상일 수 있으며; 그러한 형상은 피라미드형, 끝이

잘린 피라미드형 등을 포함한다.

연마 코팅은 바인더에 의해 백킹에 유지된 다수의 연마 입자이다. 바인더는 금속 또는 세라믹 바인더와 같은 임의의 물질

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기 바인더인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실시태양에서, 바인더는 바인더 전구체로부터 형성된

다. 바인더가 유기 바인더인 실시태양에서, 바인더는 바인더 전구체의 경화 또는 중합에 의해 형성된다.

바람직한 한 실시태양에서, 바인더는 바인더 전구체의 부가 중합, 즉, 유리 라디칼 또는 양이온적 중합에 의해 형성된다.

부가적으로, 바인더 전구체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경화제와 함께 방사선 또는 복사 에너지에 노출시켜 중합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바인더 전구체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수지(들), 일관능성 아크릴레이트 수지(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윈도우를 갖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연마 용품은 본 발명에서는 연마 코팅 내에 윈도우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지된 임의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윈도우는

백킹의 일부를 연마 코팅 없이 남겨두거나, 연마 코팅을 도포한 후 백킹의 일부 상의 연마 코팅을 제거하거나, 목적하는 투

과 특성을 제공하도록 연마 코팅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연마 용품의 일부를 제거하고 캐리어 백킹 상에 도포하는 것을 포

함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 형성시킬 수 있다.

웨이퍼를 평탄화시키고 연마 용품의 제거 없이 평탄화 공정의 종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마 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한 개시한다. 연마 용품을 바람직하게 물 또는 임의의 수성 또는 비수성 화학물질과 같은 냉각제 또는 윤활제의 존재 하에

목적하는 압력에서 웨이퍼 표면과 접촉시키고, 연마 용품과 웨이퍼를 서로에 관해 움직인다. 소정의 평탄화 기간 이후, 웨

이퍼의 표면을 연마 용품 내의 윈도우를 통해 광학적으로 검사한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웨이퍼의 표면은 연마 용품 내의

윈도우를 통해 연속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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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웨이퍼 (20), 일반적으로 규소 웨이퍼의 표면 (22)를 변경시키기 위한 연마 또는 평탄화 공

정 (10)을 예시한다. 본 명세서 전체에 사용된 것과 같이 웨이퍼 (20)의 표면 (22)는 회로소자를 갖지 않는 규소 웨이퍼, 다

층의 회로소자를 갖는 웨이퍼, 및 임의의 모든 금속 및 유전층과 특색을 포함하는 임의의 모든 중간층을 포함하도록 의도

된다. 공정 (10)에 의해 일반적으로 연마되거나 평탄화되는 물질의 예는 규소, 산화규소, 구리, 텅스텐 및 알루미늄을 포함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공정 (10)은 바람직하게는 화학-기계적 연마 (CMP) 공정이지만, 작업편의 표면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임의의 소자 또는 공

정이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웨이퍼 (20), 특히 표면 (22)는 연마 용품 (100)

의 연마 표면 (106)과의 접촉에 대비하여 위치된다. 웨이퍼 (20)의 표면 (22)를 평탄화하거나, 연마하거나 달리 변형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대부분의 실시태양에서, 웨이퍼 (20)은 캐리어 (25)에 의해 연마 용품 (100) 위에 유지된다. 연마 용품 (100)은 적합한 패

드 (40)이 위에 놓인 압반 (platen) (30)에 의해 지지된다. 패드 (40)은 연마 용품 (100)을 지지하고 연마 용품 (100)에 대

해 쿠션 효과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패드 (40)은 우레탄 또는 우레탄 복합재 패드이며, 그러한 패드는 웨이퍼 가공에서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실시태양에서는 웨이퍼 (20)을 갖는 캐리어 (25)가 연마 용품 (100)에 대해 회전하지만, 일부 실시태양에서는 캐

리어 (25)와 웨이퍼 (20)은 정지되어 있고 패드 (40)과 압반 (30) 상의 연마 용품 (100)이 회전하거나 달리 움직인다. 대부

분의 공정에서 물, 알코올, 오일 등과 같은 냉각제 또는 윤활제가 웨이퍼 (20)과 연마 용품 (100) 사이의 계면에 사용된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냉각제는 표면 (22)와 반응하거나 달리 영향을 주는 점에서 에칭제 (etchant)일 수 있다.

압반 (30)은 그를 통한 천공 (35)를 갖고 패드 (40)도 또한 그를 통한 천공 (45)를 갖는다. 천공 (35)와 천공 (45)는 함께 아

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마 용품 (100)을 통해, 특히 모니터링 부재를 통해 웨이퍼 (20)의 표면 (22)의 목적하는

특징을 측정하는 측정 센서 (50)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기 (receptacle) (55)를 형성한다.

센서 (50)은 일반적으로 전자기선, 감마선, 라디오 주파, 마이크로파, x-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과 같은 방사선을

측정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방사선은 웨이퍼 (20)에 의해 방출될 수 있거나 또는 웨이퍼 (20)에 의해 반사되거나 그를 통해

통과되는 별개의 광원으로부터의 방사선일 수 있다. 센서 (50)에 의해 측정된 방사선 수준의 변화는 평탄화 공정에 의해

완성된 표면 (22)의 평탄화 정도와 상관된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센서 (50)은 임의의 조절계 또는 전자 장비와 결합되어 웨이퍼 표면 (22)로부터 반사 또는 흡수 스펙트

럼의 평균 수준 또는 상대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 목적하는 표면이 25% 구리 회로소

자 및 75% 유전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2가지 물질로부터의 반사 또는 흡수 스펙트럼의 수준은 그들의 수준이 1:3

비로 존재할 때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는 임의의 물질을 사용하여 임의의 비율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이 이해된

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센서 (50)과 연마 용품 (100) 사이에 간격이 거의 또는 전혀 없도록 센서 (50)은 일반적으로 패드 (40)

의 상부와 같은 높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센서 (50)은 필요할 때 센서 (50)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수용기 (55) 내에

제거가능하고 교체가능할 수 있다.

센서 (50)은 센서 (50)이 연마 용품 (100) 내에 모니터링 부재와 정렬되도록 (하기하는 바와 같이) 공정 (10) 내에 위치되

어, 센서 (50)이 웨이퍼 (20)의 가공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연마를 위해 사용된 연마 용품

본 발명에 따라, 웨이퍼 (20)을 평탄화시키거나 평탄화 또는 달리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된 고정된 연마 용품 (100)은 그를

통한 방사선의 통과를 허용하는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다. 모니터링 부재가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 연마 용품의 영역을 통한

방사선의 투과를 허용하는 점에서 상기 모니터링 부재는 "윈도우"로 불릴 수 있으며; 윈도우를 통해 통과하는 방사선의 양

은 센서 (50)이 방사선 수준 변화를 정성 및 정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연마 용품 (100)의 윈도우 영역은 일반적으로 연마 코팅 (106)이 없거나 또는 연마 코팅의 양이 감소된 영역이다. 일부 실

시태양에서, 연마 코팅은 모니터링 부재 영역 내에 존재하지만, 연마 코팅의 패턴 또는 텍스처가 그를 통해 충분한 광 투과

를 허용시켜야 한다. 평탄화 공정 내내, 윈도우 영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농도의 연마 코팅을 갖는다. 연마 코팅은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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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슬러리 또는 페이스트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때때로 연마 입자 또는 코팅의 조각들은 연마 용품으로

부터 파괴되어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그 양은 대개 모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를 통한 방사선의 투과에 해를 끼치거나 저

해하지 않을 것임이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의 면적은 CMP 공정을 위해 사용된 연마 용품의 면적의 약 50% 이하이다. 대부분의 실시태양에서, 윈

도우의 면적은 연마 용품 면적의 약 25% 이하이다. 연마 용품이 평탄화 공정 동안 웨이퍼에 관해 연속적으로 세로로 움직

이는 공정에서, 연마 용품이 웨이퍼에 관련하여 움직일 때 웨이퍼 표면과 접촉하는 윈도우 영역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비교

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모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연장된 길이를 따라 연속적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롤의

길이를 따라 뻗을 수 있다.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길이를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치로 위치할 수 있거나, 또는 윈도우의

위치는 연마 용품의 가장자리에 관하여 변할 수 있다. 별도의 실시태양에서, 윈도우는 연마 코팅에 의해 경계진 분리형 윈

도우이며, 연마 용품의 길이로 뻗지 않는다. 다른 실시태양은 연마 용품의 폭을 가로질러 뻗는 윈도우를 갖는 것이다.

이제 도 2, 3, 4 및 5를 참조하면, 연장된 길이를 갖는 연마 용품의 4가지 변형이 도시된다. 도 2와 도 3에서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길이를 따라 연속상이고, 도 4에서 윈도우는 개별적인 분리형 윈도우이며, 도 5에서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폭을 가

로질러 뻗는다.

도 2에서, 제1 측면 가장자리 (111)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12) 사이의 폭 W1을 갖는 연장된 길이의 연마 용품 (110)은

스풀 (spool) 또는 코어 (114) 상에 말려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연마 용품 (110)은 백킹 (도시하지 않음) 상의 연마 코팅

(116)을 갖는다. 길어진 윈도우 (118)이 연마 용품 (110)의 길이를 따라 뻗어 있다. 윈도우 (118)은 윈도우 (118)을 통한

방사선의 투과를 투과성을 약 50% 이하로 감소시켜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윈도우 (118)은 방사선 반

사 또는 방출에서의 차이 탐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그를 통해 방사선의 충분한 투과를 허용한다. 연마 용품 (110)의 길이를

따라 윈도우 (118)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12) 사이의 거리는 본질적으로 일정하다.

도 3에서, 제1 측면 가장자리 (121)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22) 사이의 폭 W2를 갖는 연장된 길이의 연마 용품 (120)은

스풀 또는 코어 (124) 상에 말려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연마 용품 (120)은 백킹 (도시하지 않음) 상의 연마 코팅 (126)을

갖는다. 길어진 윈도우 (128)이 연마 용품 (120)의 길이를 따라 뻗어 있다. 윈도우 (128)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22) 사이

의 거리는 연마 용품 (120)의 길이를 따라 변한다. 윈도우 (128)은 연마 용품 (120)의 길이로 뻗어 있는 사인곡선 패턴이

다.

도 4에서, 제1 측면 가장자리 (131)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32) 사이의 폭 W3을 갖는 연장된 길이의 연마 용품 (130)은

스풀 또는 코어 (134) 상에 말려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연마 용품 (130)은 백킹 (도시하지 않음) 상의 연마 코팅 (136)을

갖는다. 분리형 윈도우들 (138a 및 138b)가 연마 용품 (130)의 길이를 따라 제1 측면 가장자리 (131)과 제2 측면 가장자

리 (132)에 아주 근접하게 뻗어 있다. 연마 용품 (130)의 길이를 따라 윈도우 (138a)와 제1 측면 가장자리 (131) 사이의

거리는 본질적으로 일정하고, 윈도우 (138b)와 제2 측면 가장자리 (138b) 사이의 거리도 본질적으로 일정하다.

도 5에서, 제1 측면 가장자리 (141)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42) 사이의 폭 W4를 갖는 연장된 길이의 연마 용품 (140)은

스풀 또는 코어 (144) 상에 말려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연마 용품 (140)은 백킹 (도시하지 않음) 상의 연마 코팅 (146)을

갖는다. 분리형 윈도우들 (148)이 제1 측면 가장자리 (141)과 제2 측면 가장자리 (142) 사이에 뻗어 있다.

도 6 내지 도 10은 그 내부에 적어도 하나의 윈도우를 갖는 특정한 형상의 연마 용품, 특히 연마 디스크의 다양한 실시태양

를 도시한다. 윈도우를 갖는 연마 디스크의 5가지 각종 실시태양을 도시하였지만, 연마 용품은 사각형, 직사각형, "데이지

꽃" 형상 및 다른 형상과 같은 임의의 형상일 수 있으며, 윈도우(들)은 연마 용품 상에 임의의 배향으로 위치할 수 있음이

이해된다. 임의의 윈도우는 임의의 형상일 수 있음이 또한 이해된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연마 용품 (150)이 도시된다. 연마 용품 (150)은 연마 코팅 (156)과 2개의 윈도우들 (158)을 갖는

다. 윈도우들 (158)은 직사각형 윈도우이며, 그들의 장축이 일렬이 되도록 위치되어 있다. 윈도우들 (158)은 연마 용품

(150)의 외부 가장자리에 매우 가까이 위치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각 연마 용품에 대해 하나의 센서 (50) (다시 도 1 참조)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도 6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각 윈도우 (158)에 대해 하나의 센서 (50)과 같이 다수의 센서들 (50)을 포함할 수 있다. 다수의 센서들이 각각 모

든 경우에 윈도우 (158)과 정렬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다른 실시태양에서 하나의 센서만이 종점 모니터링 판독을 제공하

도록 윈도우 내에 정렬될 수 있다. 연마 용품이 압반 (30)과 패드 (40)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진행할 때, 다른 센서 (5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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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그의 개별 윈도우 (158)와 정렬될 것이다. 연속 모니터링, 즉, 센서가 평탄화 또는 연마 동안 내내 윈도우와 정렬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이 이해된다. 대신, 윈도우와 센서의 정렬 사이의 간격이 전체 평탄화 또는 연마 시간에 비해 짧은 한

간헐적인 모니터링이 허용된다.

도 7에 연마 코팅 (166)과 단일 윈도우 (168)을 갖는 연마 용품 (160)이 도시된다. 윈도우 (168)은 연마 용품 (160)의 직

경을 가로질러 뻗은 좁은 스트립이다.

연마 코팅 (176)과 원형 또는 고리형 윈도우 (178)을 갖는 연마 용품 (170)이 도 8에 도시된다. 윈도우 (178)이 연마 용품

(170)의 가장자리로부터 연마 용품 (170)의 원주 둘레에 동일한 거리로 치환된다. 연마 코팅 (176)은 고리형 윈도우 178

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존재한다.

도 9에서 윈도우 (188)은 도 6의 연마 용품 (150)의 직사각형 윈도우 (158)과 유사하지만, 도 9에서는 연마 용품 (180)이

연마 용품 (180)의 원주를 따라 동일하게 이격되어 위치하는 4개의 윈도우들 (188)을 갖는다. 윈도우들 (180)은 그들의

단축들이 연마 용품 (180)의 중심에 직각으로 정렬하여 교차하도록 위치한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다수의 윈도우들 (180)

이 연마 용품의 원주 또는 가장자리를 따라 동일하게 이격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이 이해된다.

도 2 내지 도 10에 도시된 각 실시태양에서, 연마 용품 내의 윈도우는 연마 코팅이 없는 연마 용품 내의 영역, 연마 코팅의

양이 감소된 영역, 또는 연마 용품을 통해 웨이퍼 표면의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임의의 다른 영역이다. 한 실시태양에서, 윈

도우는 그를 통한 방사선 투과를 허용하며, 투과는 윈도우에 의해 약 50% 이하로 감소된다. 윈도우의 영역 내에 백킹은 존

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연마 용품은 바람직하게는 텍스처드 또는 3차원 연마 용품이고; 일반적으로 각각 바인더계에 분산된 연마 입자

를 갖는 개별 연마 복합재들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되는 3차원 연마 코팅을 가지므로 "3차원" 연마 용품으로 불린다. 완전

한 층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작업 표면을 가져서 작업 표면으로부터 홈진 연마 코팅의 부분을 제공하도록 복합재가 3차

원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홈은 파편 제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연마 용품과 웨이퍼 표면 사이의 유체 상호작용을 위

한 공간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연마 용품은 소위 "구조화 연마 용품"일 수 있다. 구조화 연마 용품은 백킹 상에 위치하는 정밀한 형상

의 복합재와 같은 다수의 개별적인 형상의 복합재들을 갖는 연마 용품을 의미하며, 상기 각 복합재는 바인더에 분산된 연

마 입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가능한 3차원 연마 용품의 다른 예는 (1) 바인더와 연마 입자의 비드 (beads) (일반적으로 구형, 보

통은 중공형)를 갖는 "비드형 연마 용품" {이들 비드는 이후 바인더를 사용하여 백킹에 접착된다}; (2) 백킹에 접착된 연마

응집체 {여기서 연마 응집체는 제1 바인더를 사용하여 함께 접착된 연마 입자를 포함하고; 이들 응집체는 이후 제2 바인더

를 사용하여 백킹에 접착된다}; (3) 로토그라비어 롤 또는 다른 엠보싱된 롤에 의해 도포된 연마 코팅; (4) 패턴을 생성시

키도록 스크린을 통해 도포된 연마 코팅; (5) 윤곽진 (contoured) 또는 엠보싱된 백킹 상의 연마 코팅을 포함한다. 이들 예

는 본 발명의 연마 용품 및 다양한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연마 용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제시된 리

스트는 단지 3차원 또는 텍스처드 코팅을 갖는 연마 용품의 견본이다. 텍스처를 갖는 연마 코팅을 제공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연마 용품을 본 발명의 평탄화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3차원의 고정된 연마 용품을 도 11, 12 및 13에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3차원 연마 용품 (200)의 한 실시태양을 예시한다. 연마 용품 (200)은 전면 (204)와 후면 (206)을 갖는 백킹 (202)를 갖는

다. 연마 코팅, 본 실시태양에서 다수의 개별 연마 복합재들 (210)은 백킹 (202)의 전면 (204)에 접착된다. 연마 복합재들

(210)은 바인더 (214)에 분산된 연마 입자 (212)를 포함한다. 연마 복합재 (210)은 본원에 끝이 잘린 피라미드로 도시된

정확한 형상을 갖는다. 연마 용품 (200)을 압반의 표면에 고정시키도록 사용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감압성 접착

제와 같은 부착층 (215)가 후면 (206) 상에 있다.

연마 용품 (200)은 또한 백킹 (202) 상의 연마 복합재들 (210) 사이에 위치하고 연마 코팅이 없는, 윈도우 (208)과 같은 연

합된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다.

도 12를 참조하면, 3차원 연마 용품 (200')의 다른 실시태양이 예시된다. 연마 용품 (200')는 전면 (204')와 후면 (206')를

갖는 백킹 (202')를 갖는다. 연마 코팅, 본 실시태양에서 비정확한 또는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다수의 개별 연마 복합재들

(210')는 백킹 (202')의 전면 (204)에 접착된다. 불규칙한 연마 복합재 (210')는 도 11의 연마 용품 (200)의 복합재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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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명확한 종점을 갖는 명확한 가장자리 길이로 잘 한정된 형상의 가장자리에 의해 경계지워 진다. 대신, 연마 복

합재들 (210')는 바인더 (214')에 분산된 연마 입자 (212')의 슬럼프진 (slumped) 복합재이다. 감압성 접착제와 같은 부착

층 (215')가 백킹 (202')의 후면 (206') 상에 있다.

연마 용품 (200')는 또한 윈도우 (208')로서 도시된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다. 윈도우 (208')는 백킹 (202') 상의 연마 복합

재들 (210') 사이에 위치하고 제1 표면 (204') 상의 연마 코팅의 얇거나 얇게된 층을 포함한다. 윈도우 (208')의 영역에 존

재하는 연마 코팅은 윈도우 (208')를 통한 충분한 방사선 투과를 허용하도록 충분히 얇다. 대부분의 실시태양에서, 연마 입

자는 연마 코팅의 얇게된 층에 존재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3차원 연마 용품 (300)의 또다른 실시태양이 예시된다. 연마 용품 (300)은 전면 (304)와 후면 (306)을

갖는 백킹 (302)를 갖는다. 연마 코팅, 본 실시태양에서 다수의 정밀한 형상의 개별 연마 복합재들 (310)은 백킹 (302)의

전면 (304)에 접착된다. 다른 연마 복합재와 유사하게, 복합재들 (310)은 바인더 (314)에 분산된 연마 입자 (312)를 포함

한다.

연마 용품 (300)은 또한 윈도우 (308)과 같은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다. 윈도우 (308)은 연마 복합재들 (310) 사이의 백킹

(302)의 전면 (304) 상에 위치한다. 윈도우 (308)의 영역은 다수의 정밀한 형상의 개별 구조체들 (318)을 포함한다. 구조

체 (318)은 연마 복합재 (310)과 유사한 형상이지만, 구조체 (318)은 일반적으로 연마 입자 (312)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

신, 구조체 (318)은 그를 통한 빛 또는 다른 방사선의 통과를 허용하도록 광학적으로 투명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투명

할 수 있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구조체 (318)이 연마 용품-웨이퍼 계면에 존재하는 임의의 냉각제 또는 액체와 유사한 굴

절률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구조체 (318)은 평탄화 공정 동안 사용된 임의의 냉각제와 접촉시 연화

하고 용해하는 수용성 구조체일 수 있다.

도 2 내지 도 13에 도시된 연마 용품의 다양한 실시태양은 하기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마 용품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연마 용품의 각종 부재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해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연마 용품은 고정된 연마 용품이며, 이는 연마 코팅이 백킹 상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된 백킹은 연마 용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백킹 물질, 예를 들어 중합성 필름 (프라이밍된 중합성 필름 포함)

, 천, 종이, 부직물 (로프티 (lofty) 부직물 포함), 이들의 처리된 버전 및 이들의 조합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 백킹은

그를 통한 방사선의 통과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백킹은 백킹 상으로의 연마 코팅의 부착을 개선시키기

위해 처리제를 갖는다. 종이 및 천 백킹은 방수 처리제를 가질 수 있어서, 약간의 물이 공정 동안 사용될 때 평탄화 또는 연

마 작업 동안 백킹이 감지가능하게 분해하지 않도록 한다. 바람직한 한 실시태양에서, 백킹은 가시광에 대해 적어도 부분

적으로 투명하여, 적어도 약간의 양의 가시광이 백킹을 통해 투과될 수 있도록 한다.

백킹은 지지 패드 또는 백업 패드에 연마 용품을 고착시키도록 그의 후면 상에 부착계의 한쪽 반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부

착계의 반쪽은 감압성 접착제 (PSA) 또는 테이프, 후크 및 루프 부착을 위한 루프 직물, 후크 및 루프 부착을 위한 후크 구

조체 또는 인터메싱 (intermeshing) 부착계일 수 있다.

연마 용품은 사용되는 랩 (lap) 패드 (즉, 지지 패드)의 구체적인 형상에 따라 원형,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과 같은 임의의 적

합한 형상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연마 용품은 랩 패드보다 크기가 약간 더 클 것이다. 일부 실시태양에서, 연마 용품은 롤

또는 릴 상에 연장된 길이로서 제공된다. 연마 용품은 시트 물질의 길어진 스트립의 접하는 단부들을 겹쳐이음으로써 통상

의 방법에 의해 순환 벨트로 형성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연마 용품은 임의의 원하는 형태 또는 형상으로 다이 커팅되고

(되거나) 슬릿팅될 수 있다.

연마 용품의 연마 코팅은 바인더에 분산된 연마 입자를 포함한다. 연마 입자는 바람직하게는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나), 산

화규소 (실리카), 산화세륨 (세리아), 희토류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지만, 임의의 연마 입자가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

된다. 사용되는 구체적인 특정 연마 입자는 일반적으로 연마 또는 평탄화시킬 물질에 따를 것이다. 평탄화에 적합한 희토

류 화합물의 예는 미국 특허 제4,529,410호 (Khaladji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연마 입자는 평탄화 절차에 화학-기계

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음이 이해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화학-기계적"은 부식 화학과 파쇄 기계학 모두가 웨이퍼

연마에 역할을 하는 이중 기전을 나타낸다. 특히, 예를 들어 산화세륨 및 산화지르콘과 같은 연마 입자는 SiO2 기판을 위한

연마 현상에 화학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연마 입자는 바인더에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거나, 또는 별법으로 연마 입자는 불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다. 연마 입자가 균

일하게 분산되어 생성된 연마 코팅이 일정한 절단/연마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특허 10-0711160

- 10 -



연마 입자의 평균 크기는 약 0.0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평균 크기는 약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다. 대개, 평균 크기는

약 0.0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몇몇 경우, 연마 입자는 평균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경우, 입도 분포는 입자 크기가 약 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바람직하게는 약 1 마이크로미터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7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연마 입자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비교적 작은 입자 크기에서, 연마 입자

들은 입자간 인력에 의해 응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응집체는 입자 크기가 약 1 또는 2 마이크로미터보

다 크거나 심지어 5 또는 10 마이크로미터로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응집체를 평균 크기 약 2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파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경우, 입도 분포를 엄격하게 조절하여 생성된 연마 용품이 웨이퍼 표면 상에 매우 일정한 표

면 마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 복합재 또는 코팅을 형성하기 위해, 연마 입자는 바인더 전구체 내에 분산되어 연마 슬러리를 형성하고, 이어서 연마

슬러리는 바인더 전구체의 중합 또는 경화 공정의 개시를 돕도록 에너지원에 노출된다. 에너지원의 예는 열 에너지와 방사

선 에너지를 포함하고, 방사선 에너지에는 전자 비임, 자외선 및 가시광선이 포함된다. 경화된 바인더 전구체는 바인더를

형성한다.

부가 (사슬 반응) 기전을 통해 경화가능한 적합한 바인더 전구체의 예는 유리 라디칼 기전을 통해 또는 별법으로 양이온적

기전을 통해 중합하는 바인더 전구체를 포함한다. 이들 바인더 전구체는 아크릴레이트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화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수지(들)을 포함한 에틸렌계 불포화 화합물, 펜던트 α,β-불포화 카르보닐기를 갖는 아미노플라스트

유도체, 적어도 하나의 펜던트 아크릴레이트기를 갖는 이소시아누레이트 유도체, 적어도 하나의 펜던트 아크릴레이트기를

갖는 이소시아네이트 유도체, 에폭시 수지, 비닐 에테르와 이들의 혼합물 및 조합물을 포함한다. 용어 아크릴레이트는 아

크릴레이트와 메타크릴레이트를 포괄한다.

정밀한 또는 불규칙한 형상의 연마 복합재를 갖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예를 들어 각각 본원에 참고

로 포함시킨 미국 특허 제5,152,917호 (Pieper 등), 미국 특허 제5,435,816호 (Spurgeon 등), 미국 특허 제5,667,541호

(Klun 등), 미국 특허 제5,876,268호와 제5,989,111호 (Lamphere 등) 및 미국 특허 제5,958,794호 (Bruxvoort 등)에 교

시되어 있다.

도 14는 연마 복합재와 윈도우와 같은 모니터링 부재를 갖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는 한가지 방법의 개략도이다. 일반적으로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1 단계는 연마 슬러리를 제조하는 것이며, 연마 슬러리는 임의의 적합한 혼합 기술에 의해

바인더 전구체, 연마 입자 및 임의의 선택적 첨가제들을 함께 혼합하여 제조된다. 혼합 기술의 예는 저전단 및 고전단 혼합

을 포함하며, 고전단 혼합이 바람직하다. 혼합 단계 동안 진공을 걸면 연마 슬러리 내의 기포의 존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연마 슬러리는 잘 코팅되고 연마 입자와 다른 첨가제가 연마 슬러리에서 침강되지 않을 유동학을 가져야 한다. 코팅성

을 개선시키기 위해 초음파 또는 가열과 같은 임의의 공지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정확한 형상을 갖는 연마 복합재를 얻기 위해, 바인더 전구체는 연마 슬러리가 제작 도구의 공극 내에 존재하는 동안 고화

되거나 경화된다.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연마 복합재를 형성하기 위해, 제작 도구는 경화시키기 전에 바인더 전구체로부터

제거되어, 슬럼프진 불규칙한 형상을 만든다.

3차원 연마 용품을 제조하는 한가지 방법을 도 14에 예시한다. 백킹 (51)이 언와인드 (unwind) 스테이션 (52)를 떠나며 동

시에 제작 도구 (공극이 있는 도구) (56)가 언와인드 스테이션 (55)를 떠난다. 제작 도구 (56)은 공극들이 연마 슬러리로 적

어도 부분적으로 채워지도록 코팅 스테이션 (54)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코팅된다. 코팅 스테이션은 드롭 (drop) 다이 코터,

나이프 코터, 커튼 코터, 진공 다이 코터 또는 다이 코터와 같은 임의의 통상의 코터일 수 있다. 코팅하는 동안 기포의 형성

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가지 코팅 기술은 미국 특허 제3,594,865호; 제4,959,265호 및 제5,077,870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공 유체 담지 다이이다.

제작 도구 (56)을 채운 후, 백킹 (51)과 제작 도구 (56) 상의 연마 슬러리가 접촉되어, 연마 슬러리가 백킹 (51)의 전면을

적신다. 도 14에서, 연마 슬러리로 채워진 도구 (56)은 접촉 닙 롤 (57)에 의해 백킹 (51)과 접촉된다. 이어서, 접촉 닙 롤

(57)은 또한 생성된 구조를 지지 드럼 (53)에 대해 민다. 이어서, 바인더 전구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형태의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원 (63)에 의해 연마 슬러리로 투과된다. 도구 (56)과 백킹 (51)이 롤 (53) 상으로 통과

할 때 가시광선 또는 UV 방사선을 제작 도구 (56) 내의 공극 내에 포함된 슬러리에 투과시키도록 제작 도구 (56)은 투명한

물질 (예를 들어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일 수 있다. 용어 "부분적으로 경화하다"는 연마 슬러리가

제작 도구 (56)으로부터 제거될 때 연마 슬러리가 유동하지 않는 상태로 바인더 전구체가 중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인더

전구체는 원하는 경우 제작 도구로부터 제거된 후 임의의 에너지원에 의해 완전히 경화될 수 있다. 연마 용품 (60) (백킹

(51)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화된 연마 슬러리를 포함함)은 제작 도구 (56)으로부터 제거되고 도구 (56)은 굴대 (mand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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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에 다시 감겨서 제작 도구 (56)이 다시 재사용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연마 용품 (60)은 굴대 (61) 상에 감긴다. 바

인더 전구체가 완전히 경화되지 않으면, 바인더 전구체는 시간 및(또는) 복사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에의 노출에 의해 완

전히 경화될 수 있다.

상기 제1 방법의 다른 변형에서, 연마 슬러리는 제작 도구의 공극내로보다는 백킹 상으로 코팅될 수 있다. 이어서 연마 슬

러리로 코팅된 백킹은 제작 도구와 접촉하게 되어, 연마 슬러리는 제작 도구의 공극 내로 유동하게 된다. 연마 용품을 제조

하기 위한 나머지 단계는 상기한 바와 동일하다. 다른 변형은 제작 도구로서 연속 벨트 또는 드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

제작 도구 내의 공극은 연마 용품 내의 3차원 복합재의 반대 형상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공극은 연마 복합재의 크

기의 거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3차원 복합체의 한 예는 높이 약 914 마이크로미터, 기부에서 폭 약 2030 마이크로미터 및

말단부에서 폭 약 635 마이크로미터인 끝이 잘린 피라미드를 포함한다.

이들 방법에 따른 3차원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작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의 상세내용은 본원에 참고로 포

함시킨 미국 특허 제5,152,917호 (Pieper 등) 및 미국 특허 제5,435,816호 (Spurgeon 등)에 더욱 설명되어 있다.

연마 용품 내의 윈도우는 임의의 많은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윈도우는 목적하는 영역으로 연마 복합재의 도포를 방

지함으로써, 또는 목적하는 영역으로부터 연마 복합재 (또는 비경화 또는 부분적으로 경화된 연마 복합재)의 제거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또 달리, 윈도우는 목적하는 윈도우 영역 내의 복합재의 조성을 변경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제1 일반적 방법에서, 최종 윈도우가 요망되는 영역에는 연마 슬러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제공된다. 제1 실

시태양에서, 제작 도구는 윈도우가 요망되는 영역에서 공극이 없을 수 있어서, 상기 영역 내에 연마 슬러리가 거의 또는 전

혀 위치하지 않게 된다. 연마 슬러리는 공극이 없는 영역을 포함하여 도구의 넓은 구역에 걸쳐 코팅될 것이다. 슬러리로 코

팅된 도구가 백킹에 접촉할 때, 슬러리는 공극이 없는 영역에서 백킹으로 전혀 전달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전달된다. 공극

이 없는 백킹을 갖는 대신, 공극들의 일부를 물질로 채워 연마 슬러리가 공극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또한 가능한

것이 이해된다. 공극들은 예를 들어 에폭시와 같은 물질로 영구적으로 채워질 수 있거나, 또는 예를 들어 왁스 또는 수용성

물질로 일시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

상기 제1 실시태양의 변형에서, 연마 슬러리는 백킹의 넓은 구역에 걸쳐 코팅될 수 있다. 슬러리로 코팅된 백킹이 제작 도

구와 공극에 접촉할 때, 공극이 없는 영역은 복합재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상기 영역에는 연마 슬러리가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방법은 도 2 내지 도 12의 연마 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제작 도구가 전체에 공극을 갖지만, 목적하는 윈도우 영역 내의 공극에는 연마 슬러리가 전혀 제공되

지 않는다. 이는 임의의 많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의 연마 용품 (110) 또는 도 7의 연마 용품 (160)에

서와 같이 윈도우가 연마 용품의 하나의 가장자리로부터 다른 가장자리로 뻗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작 도구 또는

백킹에 슬러리를 도포하기 위해 사용된 코팅 다이가 목적하는 영역에서 차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마 슬러리의 코팅을

제공하지 않는 다이의 폭을 제공하도록 다이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전달 포트가 차단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슬러리의 롤

링 뱅크 (bank) 또는 비드를 사용하는 코팅 공정 또는 뱅크 또는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서, 댐 (dam) 또는 다른 차단 장치가 연장된 윈도우가 요망되는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슬러리가 코팅 다이로부터

빠져나오지만, 슬러리는 윈도우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향해진다. 도 15를 참조하면, 연장된 길이의 백킹 (71)이 롤 (72) 상

에 제공된다. 백킹 (71)은 코팅 다이 (74) 아래로 진행하고, 상기 코팅 다이는 연마 슬러리를 백킹 (71)의 폭을 가로질러 도

포한다. 슬러리 디버터 (diverter) (70)은 코팅 다이 (74)의 하류웹에 위치되어, 연마 슬러리의 일부를 우회시킨다. 연마 슬

러리가 경화된 후 슬러리로 코팅된 영역 (76)은 도 2의 연마 용품 (110)의 연마 코팅 (116)과 도 7의 연마 용품 (160)의 연

마 코팅 (166)을 제공할 것이다. 연마 슬러리가 없는 영역 (78)은 연마 용품 (110)의 윈도우 (118)과 연마 용품 (160)의 윈

도우 (168)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백킹이나 제작 도구, 대개 백킹은 그에 부착하는 연마 슬러리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표면 코팅 또

는 유사한 특색으로 처리된다. 역으로, 백킹에 대한 연마 슬러리의 부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프라이머가 사용되는 경우, 상

기 프라이머는 윈도우가 요망되는 영역에서 제거되거나 도포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에 부착하는 연마 슬러리의 양을 최소

화시킨다.

제2 일반적인 방법에서, 연마 슬러리는 복합재가 성형된 후 백킹으로부터 제거되며; 슬러리는 경화되기 이전에 또는 적어

도 부분적으로 경화된 후 제거될 수 있다. 제1 실시태양에서, 연마 슬러리 또는 연마 복합재는 복합재로 성형된 후 백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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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벗겨낼 수 있다. 이는 나이프, 블레이드 또는 목적하는 물질을 제거시킬 임의의 품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백킹이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일 때 코팅된 백킹의 폭을 가로질러 왕복하는 나이프가 도 3의 연마 용품 (120)과 같은 연

마 용품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연마 슬러리로 코팅되기 이전에 백킹은 제거가능한 패치 또는 스트라이프를 가질 수 있으며; 패치 또

는 스트라이프 물질로서 감압성 접착제 테이프가 사용될 수 있다. 복합재는 패치 또는 스트라이프의 표면 상에 제공된 후

제거될 수 있어서 또한 복합재를 제거시킨다.

또다른 실시태양에서, 목적하는 윈도우 영역은 복합재가 성형된 후 경화되기 이전에 마스킹될 수 있다. 마스킹되지 않은

영역은 슬러리를 경화시키기 위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다. 마스킹된 비경화 영역은 비경화 슬러리가 수용성인 경우 물과

같은 용매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추가의 실시태양에서, 연속 연마 코팅이 백킹 상에 제공되고 경화되어 연마 용품을 형성할 수 있다. 평탄화 또는 연마 공정

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백킹과 연마 코팅을 모두 그 위에 포함하는 연마 용품의 구역을 제거하여, 분리형 연마 용품을 남길

수 있다. 상기 분리형 연마 용품은 예를 들어 라미네이션에 의해 캐리어 백킹 상에 위치될 수 있다. 구역들이 제거된 영역

은 웨이퍼 가공 동안 연마 용품의 윈도우 영역이 될 것이다. 상기 실시태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가지 상세한 예를 제시

한다. 제1 예에서, 백킹 상에 연속 연마 코팅을 갖는 연마 용품을 슬릿팅하여 얇고 길어진 구역들을 제공한다. 이들 구역은

연마 구역이 그들 사이에 비연마 구역을 갖도록 캐리어 백킹 상에 위치된다. 캐리어 백킹만 존재하는 영역이 그를 통해 방

사선을 투과시키는 모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이다. 이들 윈도우는 연마 용품의 길이로 뻗는다. 제2 예로서, 백킹 상에 연

속 연마 코팅을 갖는 연마 용품을 다이 컷팅 또는 펀칭하여 연마 용품이 없는 분리형 영역들을 제공한다. 즉, 연마 용품은

그를 통해 홀 또는 천공을 갖는다. 연마 용품은 캐리어 백킹 상에 위치하고, 홀 또는 구멍을 갖는 영역이 그를 통해 방사선

을 투과시키는 모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이다. 윈도우가 있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는 상기 공정에서, 연마 용품은 연마 코

팅을 갖는 영역에서 2개의 백킹들 (즉, 연마 백킹과 캐리어 백킹)을 갖고, 모니터링 부재의 영역에서 하나의 백킹 (즉, 캐리

어 백킹)을 갖는다.

다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3의 연마 용품 (300)의 윈도우 (308)과 같은 모니터링 부재는 2가지 상이한 슬러리 조성물을

백킹 상에 코팅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윈도우 영역에 제공된 조성물에는 연마 입자가 적거나 바람직하게는 없다. 별법

으로, 복합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바인더는 다양할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슬러리로부터 제조된 연마 용품은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킨 미국 특허 제6,080,215호 (Stubbs 등)의 교시내용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모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 영역에서 연마 복합재의 밀도가 감소된 연마 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접한 복합재들 사이의 공간이 보다 클 수 있거나, 또는 그를 통한 방사선의 보다 많은 통과를 허용하도록 복합재들의 형

상이 다를 수 있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연마 복합재들의 높이가 거의 도 12의 닮은 윈도우 (208')의 지점까지 현저하게 낮

을 수 있다.

상기 설명의 대부분은 연마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 공극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텍스처드 또는 3차

원 코팅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된다. 예를 들어, 그라비어 롤 코팅 또는 다른 코팅 기술은 모

니터링 부재 또는 윈도우 영역을 갖는 연마 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 연마 용품 업계의 숙련인은 내부에 모니터링 부재를 갖

는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추가의 방법을 알 것이다. 어떻게 제작 또는 제조되든지, 본 발명의 연마 용품은 그를 통해

웨이퍼와 같은 작업편의 가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한다.

본원에 나열된 모든 특허, 특허 출원 및 공개의 전체 게시물은 개별적으로 포함시킨 것처럼 참고로 포함된다. 본 발명의 각

종 변형 및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업계의 숙련인에게 명백해질 것이며, 본 발명이 본원에

설명된 예시적인 실시태양으로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른 특징, 이점 및 추가의 실시 방법은 도면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의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잘 이

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고정된 연마 용품을 사용하여 웨이퍼 표면을 변경시키기 위한 공정의 개략적 측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한 실시태양의 입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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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2 실시태양의 입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3 실시태양의 입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4 실시태양의 입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5 실시태양의 평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6 실시태양의 평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7 실시태양의 평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8 실시태양의 평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제9 실시태양의 평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한 실시태양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별도의 실시태양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용품의 다른 별도의 실시태양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 14는 도 2 내지 도 1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략적 측면도이다.

도 15는 도 2와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은 연마 용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략적 입면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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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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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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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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