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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ＣＭＰ 패드용 컨디셔너

요약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를 위해 웨이퍼의 광역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CMP 패드용 컨디셔너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자들을

상기 금속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

은 하나 이상의 패턴을 이루고 있고;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마입자들은 큰 연

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기 작은 연마입자와 상기 큰 연마입자의 직경차이가 10∼40%인 CMP패드용 컨디셔너를 그 요지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컨디셔너의 균일한 드레싱, 우수한 드레싱 효율 및 우수한 성능 재현성을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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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CMP, 패드, 컨디셔너, 연마입자, 배열, 연마입자 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연마입자가 불규칙배열(Random) 방식으로 배열된 종래의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일례도

도 2는 연마입자가 규칙배열 방식으로 배열된 종래의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일례도

도 3은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일례도

도 4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다른 일례도

도 5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또 다른 일례도

도 6은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또 다른 일례도

도 7은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또 다른 일례도

도 8은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또 다른 일례도

도 9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또 다른 일례도로서,

(a)는 컨디셔너의 단면도를, 그리고 (b)는 컨디셔너의 개략도를 나타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20, 30, 40, 50, 60, 70, 80, 100 . . . 컨디셔너

11, 101 . . . 금속기판 12, 102 . . . 금속결합재층

13, 33, 63, 73, 83, 103 . . . 연마입자

331, 631, 731, 831 . . . 연마입자열

24, 34, 44, 44a, 44b, 54, 64, 74a, 74b, 74c, 84 , . . . 패턴

105 . . . 펠렛(pellet)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를 위해 웨이퍼의 광역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CMP 패드(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Pad)용 컨디셔너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게는 컨디셔너의 연마입자 배열 방식을 적절히 제어한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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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산업은 회로의 고속ㆍ고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적 용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칩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선 폭의 최소화와 웨이퍼의 대직경화를 거쳐 배선의 다층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

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최소 선폭이 줄어들면서 종래의 부분적인 평탄화 기술들로는 극복하지 못할 한계에 도

달하였으며, 가공능률이나 고품질화를 위해 웨이퍼 전면에 걸친 평탄화, 즉 광역평탄화(Global Planarization) 연마가공기

술(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CMP에 의한 광역평탄화의 요구는

현재의 웨이퍼 프로세스에서는 필연적이다.

CMP는 화학ㆍ기계적 연마가공으로 연마 제거 가공과 화학액의 용해 작용을 동시에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평탄도를

얻게 되는 연마가공이다.

가공 원리는 연마 패드와 웨이퍼를 가압, 상대 운동시키면서 패드 위에 연마입자와 화학액이 혼입된 연마액(slurry)을 공

급하게 되며, 이때 폴리우레탄 연마 패드 표면에 있는 수많은 발포 기공들이 새로운 연마액을 담아두는 역할을 하여 일정

한 연마 효율과 웨이퍼 전면에 연마 균일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마중에 압력과 상대 속도가 부가되므로, 가공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드의 표면은 불균일하게 변형되고, 연마패드

상의 미공은 연마 잔류물들로 막히게 되어 연마패드가 재역할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가공시간 동안 웨이퍼 전면에서의 광역평탄화, 웨이퍼간의 연마 균일성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패드의 불균일 변형과 미공의 막힘을 해결하기 위하여 컨디셔너를 사용하여 표면을 미세하게 연마해줌으로써 새로

운 마이크로 기공이 나오도록 해주는 컨디셔닝 작업을 해준다.

상한 CMP 패드용 컨디셔너는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 또는 니켈 플레이트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속기판(11),

이 금속기판(11)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13) 및 이 연마입자(13)들을 상기 금속기판(11)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

속결합재층(1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패드 표면을 미세하게 연마해 주는 컨디셔너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연마입자를 고정

시키는 방식에 따라 전착, 융착 또는 소결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연마입자로는 연마입자 및 초지립입자(CBN) 등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들 컨디셔너에 연마입자들을 배열시키는 방식으로는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들을 무질서하게 배열시키는 불

규칙 배열 방식과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를 정해진 위치에 배열시키는 규칙배열(pattern)방식이 알려져 있다.

상기한 연마입자 배열방식중 불규칙 배열 방식으로 연마입자를 배열시키는 경우에는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컨디셔너

(10)내에 들어가는 연마입자(11)수를 정확히 조절하기 어려워 제품의 디자인, 성능면에서 재현성을 얻기 힘들다.

또한, 불규칙 배열 방식으로 연마입자를 배열시키는 경우에는 연마입자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힘들어 연마입자

가 컨디셔너 내에 국부적으로 편중되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패드가 편마모되어 결과적으로 연마하고자 하

는 웨이퍼의 프로파일(profile) 또는 균일성(Uniformity)을 나쁘게 할 수 있다.

한편, 연마입자를 정해진 위치에 배열시키는 규칙 배열 방식으로는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23)의 크기에 관계

없이 연마입자(23)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연마입자(23)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연마입자(23)를 일정한 패턴

(24)으로 배열시키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

상기한 규칙 배열 방식은 불규칙 배열 방식과는 달리 어느 정도 연마입자(23)가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컨디셔너(20)

마다 같은 수의 연마입자가 배열되고, 또한 연마입자가 같은 위치에 배열될 수 있어 제품성능의 재현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컨디셔너의 제조시에는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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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한 크기의 연마입자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디셔너 내에 위치한 연마입자의 돌출 높이가 일정하게 되어 연마입자 하나 하나가 받는 응력은 줄어

들어 연마입자 탈락 방지 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지만, 드레싱에 참여하는 연마입자 수가 크게 늘어 패드에 깊숙이 연마입

자가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드레싱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규칙배열(Pattern)방식에 따라 컨디셔너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의 비율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래의 규칙배열방식으로는 우수한 재현성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

게 된다.

더욱이, 종래의 규칙배열방식의 경우에는 큰 연마입자나 상대적으로 작은 연마입자가 일정한 부위에 편중될 경우 일정한

부위의 연마입자는 드레싱에 참여하고 일정한 부위의 연마입자는 드레싱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패드의 편마모를 야기시

키고 결과적으로 양호한 웨이퍼의 프로파일이 얻어지지 않을 잠재성도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연마입자를 크기별로 적절히 구분하여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위치에 배열시켜 연마입자가 편중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망하는 연마입자 입도분포가 일정한 비율로 컨디셔너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균일한 드레싱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드레싱 효율 및 우수한 성능 재현성을 달성할 수 있는 CMP 패드용 컨

디셔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자들을

상기 금속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은 하나 이상의 패턴을 이루고 있고;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마입자들은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기 작은 연마입자와 상기 큰 연마입자의 직경차이가 10∼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관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

자들을 상기 금속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은 각각 크기가 다른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지는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마입자들은 하나 이상의 패턴을 이루고 있고;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어도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들을 포

함하고; 그리고

상기 연마입자군들중 가장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 및 가장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

의 직경의 차이가 10∼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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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자들을

상기 금속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마

입자크기를 적절히 제어하고, 그리고 연마입자를 적절히 배열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CMP패드용 컨디셔너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패턴을 포함한다.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마입자들은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로 구분되

는 2개의 연마입자군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작은 연마입자와 상기 큰 연마입자의 직경차이는 10∼40% 이어야 한다

상기 큰 연마입자는 직접적으로 패드 드레싱에 참여하게 되고 작은 연마입자는 슬러리와 연마 잔재물 등의 이동을 돕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의 역활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 작은 연마입자와 상기 큰 연마입자

의 직경차이는 10∼40% 이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연마입자들은 크기별로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연마입자군들은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큰 연마입자군,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중간크기

연마입자군 및 작은 크기의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지는 작은 크기 연마입자군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연마입자군들은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큰 연마입자군,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중간크기 연마입자군, 작은 크기의 연마입

자들로 이루어지는 작은 크기 연마입자군 및 가장 작은 크기의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크기의 연마입자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연마입자군들중 가장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 및 가장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

의 직경의 차이가 10∼40%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큰 연마입자는 직접적으로 패드 드레싱에 참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연마입자는 슬러리와 연마 잔재물

등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크기별 연마입자들의 역활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마입자군들중 가장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

진 연마입자군 및 가장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의 직경의 차이가 10∼40%이어야 한다.

본 발명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컨디셔너 뿐만 아니라 패턴이 없는 컨디셔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컨디셔너의 제조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융착, 전착, 및 소결 방법중 어느 것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

이든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도 3 내지 도 5에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CMP 패드용 컨디셔너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다.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CMP 패드용 컨디셔너(30)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33)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 이

상의 패턴(34)을 포함한다.

상기 패턴(34)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331)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연마입자 열(331)은 모두 큰 연마입자(33a)만으로 이루어지는 큰 연마입자 열(331a)과 작은 연마입자(33b)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연마입자 열(331b)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패턴(34)은 큰 연마입자 열(331a)과 작은 연마입자 열(331b)이 교대로 배열되어 구성된다.

상기 연마입자 간의 차이는 10∼40%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큰 연마입자(33a)와 작은 연마입자(33b)가 컨디셔너 내에 교

대로 번갈아 부착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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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큰 연마입자는 직접적으로 패드 드레싱에 참여하게 되고 작은 연마입자는 슬러리와 연마 잔재물 등의 이동을 돕는 역

할을 하게 된다.

한편, 큰 연마입자 또는 작은 연마입자가 편중되어져 있는 경우 편중되어져 있는 연마입자 하나 하나가 받는 부하는 작아

지게 되어 연마입자가 패드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도 3에 제시된 본 발명의 컨디셔너(30)와 같이 큰 연마입자 주위에 작은 연마입자를 배열시키는 경우에는 패드 드레싱에

큰 역할을 하는 큰 연마입자가 받는 부하가 증가하게 되어 패드에 좀더 깊숙이 큰 연마입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드

레싱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패드의 눈막힘 현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컨디셔너는 연마입자의 배열 측면에서는 연마입자가 들어갈 위치를 일정하게 함과 동시에 큰 연마입

자와 큰 연마입자의 10∼40%의 크기 차이를 갖는 작은 연마입자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연마입자나 작은 연

마입자끼리 편중되어 일으킬 수 있는 편마모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컨디셔너 제품 간에 항상 일정한 수의 연마입자

와 일정한 크기의 연마입자가 부착되어 제품의 재현성을 얻는데도 보다 효과적이다.

도 4에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컨디셔너의 다른 예가 제시되어 있다.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컨디셔너(40)의 패턴(44)을 큰 연마입자들로만 이루어지는 패턴(44a) 및 작은 연

마입자들로만으로 이루어지는 패턴(44b)으로 구성하여 이들 패턴들이 교대로 배열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크기가 다른 연마입자들이 교대로 번갈아 부착되게 되어 패드 드레싱 효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도 5에는 본 발명에 부합되는 컨디셔너의 또 다른 예가 제시되어 있다.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줄 방식을 이용하여 크기가 다른 연마입자를 원형의 형태로 교대로 배열시킬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연마입자 배열에서는 실제적으로 드레싱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상대적으로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

함하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을 바람직하게는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50배 정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00배 정도로 유지하면, 보다 우수한 드레싱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이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150배 이상이 되면 컨디

셔너 내에서 실제적으로 드레싱에 참여하는 큰 연마입자 수가 작아 드레싱 효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도 3 및 도 4에서의 연마입자 열은 작은 연마입자로만 이루어지거나 또는 큰 연마입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본 발명의 컨

디셔너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연마입자 열을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를 교대로 배열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큰 연마입자를 연이어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작은 연마입자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연마입자 열을 구성하

거나 또는 큰 연마입자를 배열하고 다음에 작은 연마입자를 연이어 배열하는 방식으로 연마입자 열을 구성할 수도 있다.

도 3, 도 4 및 도 5에는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 두가지 연마입자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컨디셔너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 6, 도 7 및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의 중

간 크기의 연마입자를 첨가하여 줄 방식으로 연마입자를 배열시키거나 작은 연마입자보다 더 작은 연마입자를 배열시키는

방식으로 컨디셔너를 제작함으로써 컨디셔닝 효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연마입자(63)로서 큰 연마입자(63a), 작은 연마입자(63b) 및 중간 크기의 중간 연

마입자(63c)를 사용하여 각각의 연마입자만으로 연마입자 열(631)을 형성하고 이들 연마입자열들(631a),(631b) 및

(631c)을 교대로 배열하여 패턴(64)을 이루도록 컨디셔너(60)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도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연마입자(73)로서 큰 연마입자(73a), 작은 연마입자(73b) 및 중간 크기의

중간 연마입자(73c)를 사용하고, 각각의 연마입자만으로 연마입자 열(731)을 형성하고 이들 각각의 연마입자열(731a),

(731b) 및 (731c)만으로 패턴(74a),(74b) 및 (74c)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패턴들을 교대로 배열하여 컨디셔너(70)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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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연마입자(83)로서 큰 연마입자(83a), 작은 연마입자(83b) 및 중간 크기의

중간 연마입자(83c)를 사용하고, 각각의 연마입자를 교대로 배열하여 열을 형성하고, 이들 연마입자열을 배열하여 패턴

(84)을 이루도록 컨디셔너(80)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큰 연마입자, 중간연마입자 및 작은 연마입자중 어느 하나의 연마입자를 2이상으로 연이어 배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마입자들을 하나씩 또는 2이상을 연이어 배열하는 방식으로 연마입자 열을 구성하거나 또는 큰 연마입

자, 중간연마입자 및 작은 연마입자 각각을 2이상으로 연이어 배열하는 방식으로 연마입자 열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을 바람직하게는 가장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

의 2.5∼150배 정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00배 정도로 유지하면, 보다 우수한 드레싱 효과

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 9에는 본 발명에 따라 연마입자가 금속결합재층에 의해 부착된 다수 개의 펠렛(pellet)이 하나의 금속기판위에 결합되

어 있는 컨디셔너의 일례가 도시되어 있으며, 도 9(a)는 컨디셔너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도 9(b)는 컨디셔너의 개

략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금속기판위에 연마입자가 금속결합재층에 의해 부착되어진 컨디셔너와는 달리, 도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금속기판(101)위에 연마입자(102)가 금속결합재층(103)에 의해 부착된 다수 개의 펠렛(pellet)(105)을 포함

하는 컨디셔너(100)도 펠렛(pellet)의 배열을 조절함으로써 드레싱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펠렛 내에서의 연마입자들의 배열은 상기한 연마입자배열방식중 어느 것으로 이루어져도 좋다.

예를 들면, 펠렛 내에서 연마입자들은 도 3에서와 같이 입도 편차를 갖는 2종류의 연마입자를 교대로 번갈아 부착할 수도

있고, 도 4에서와 같이 펠렛 내에서 동일한 입도를 갖는 연마입자를 부착하여 펠렛 간에 입도 차이를 가지게 할 수 도 있다.

또한, 입도가 다른 연마입자가 도 5의 연마입자 배열방식으로 배열된 펠렛을 원형의 띠를 이루도록 배열시키거나 또는 입

도가 다른 여러 연마입자를 본 발명의 연마입자배열 방식을 펠렛에 적용할 수 있다.

상기 펠렛은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그 크기에 편차를 줄 수 있으며, 또한 펠렛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마공구등에도 적용됨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입도편차가 없는 연마입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된 불규칙배열방식의 컨디셔너(종래재 1), 입도편차가 없는 연마입자가 규칙

적으로 배열된 종래의 패턴방식의 컨디셔너(종래재 2), 2가지 이상의 입도 편차를 가지는 연마입자(연마입자)가 세그먼트

내에 줄 방식으로 교대로 번갈아 부착된 본 발명의 컨디셔너(발명재 1), 세그먼트 별로 2가지 이상의 입도 편차를 가지는

연마입자가 교대로 번갈아 부착된 본 발명의 컨디셔너(발명재 2), 원형의 띠를 형성하며 줄 방식으로 연마입자가 부착된

본 발명의 컨디셔너(발명재 3)을 준비하였다.

상기와 같이 준비된 종래의 컨디셔너 및 본 발명의 컨디셔너에 대하여 실험조건으로 패드의 마모량, 연마입자의 깨짐 유무

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구분

평가결과

패드절삭속도(pad cut rate)(㎛ / hr)
연마입자 깨짐, 탈락

1차 2차 3차 편차

종래재 1 322 357 298 59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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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재 2 403 378 417 39 없음

발명재 1 466 460 472 12 없음

발명재 2 455 442 439 16 없음

발명재 3 433 421 420 13 없음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래재 1은 패드의 마모량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컨디셔너마다 마모량이 큰 편차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고, 종래재 2는 종래재 1에 비하여 마모량은 향상되었지만 제품의 재현성에 있어서 다소 편차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발명재 1, 2 및 3은 종래 컨디셔너에 비해 마모량과 제품의 재현성 면에서 크게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마효율이 크면 실제적으로 드레싱에 참여하는 연마입자가 받는 응력이 크게 되어 연마입자의 깨짐이나 탈락

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컨디셔너인 발명재 1, 2 및 3 모두에서는 이러한 연마입자의 깨짐이나 탈락은 발생하지 않

았다.

(실시예 2)

일정한 비율로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를 줄 방식으로 부착시키고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의 입도편차가

0∼10%인 컨디셔너(비교재 1), 연마입자의 입도편차가 10∼40%인 컨디셔너(발명재 4) 및 연마입자의 입도편차가

45∼70%인 컨디셔너(비교재 2)를 제작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컨디셔너들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웨이퍼 연마율(wafer removal rate)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구분
웨이퍼 연마율(Å/min)

1시간 20시간 40시간 평균 편차

비교재 1 3642 3287 2769 3233 873

발명재 4 3685 3514 3397 3532 288

비교재 2 3991 3102 2554 3215 1437

상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가 0 ~ 10% 입도편차를 가지는 비교재(1)의 경우에는 40시간 사용후 웨이퍼 연마

율이 초기 연마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드레싱 작업중에 연마입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마모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연마입자 간에 높이 편차가 없어 새로

운 날카로운 면을 가진 연마입자가 생성되지 않아 패드를 효과적으로 드레싱 해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웨이퍼의 마모

율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비교재 (1)이 비교재(2)보다 연마작업에 큰 역할을 하는 연마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마모량이 보다 크고, 연마율의 감소도

작음을 알 수 있다.

연마입자가 10 ~ 40% 입도 편차를 가지는 발명재(4)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마율도 크고, 시간에 따른 웨이퍼의 연마모

율 차이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컨디셔닝 효과가 우수하고, 일정한 연마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마입자가 45 ~ 70% 입도편차를 가지는 비교재(2)의 경우에는 연마작업에 사용되어지는 큰 연마입자가 비교재(1) 및 발

명재(4)의 큰 연마입자보다 부하를 많이 받게 되어 패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초기에 큰 마모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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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마입자가 마모되면서 새로운 연마입자, 즉 작은 연마입자들이 드레싱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입도 편차가 커 드

레싱에 참여하지 못해 급격한 연마율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실시예 3)

전체적인 입도편차 범위가 10 ~ 40%를 가지는 큰 연마입자,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 및 작은 연마입자의 3종류 연마입자를

줄 방식으로 배열한 컨디셔너를 제작하여 패드의 마모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내었다.

하기 표 3에서 발명재 (5)는 큰 연마입자(A) 옆에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B)를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 옆에 작은 연마입자

(C)를 줄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한 컨디셔너를 나타내고, 발명재(6)은 큰 연마입자(A) 옆에 작은 연마입자(C)를 작은

연마입자 옆에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B)를 줄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한 컨디셔너를 나타내고, 종래재(1)은 입도편차가

없는 연마입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된 불규칙배열방식의 컨디셔너를 나타낸다.

[표 3]

구분
패드절삭속도(pad cut rate)(㎛ / hr)

1차 2차 3차 평균 편차

발명재 5 457 449 461 456 12

발명재 6 455 457 440 451 17

종래재 1 322 357 298 325 59

상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가 10 ~ 40%의 입도 편차를 갖고, 줄 방식으로 연마입자가 배열되는 경우[발명재

(5) 및 발명재(6)]에는 큰 연마입자와 중간 크기의 연마입자, 작은 크기의 연마입자의 배열 순서를 달리하더라도 마모량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종래의 컨디셔너[종래재(1)]보다 큰 마모량과 균일한 마모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4)

줄 방식으로 배열된 큰 연마입자들의 간격을 크게 혹은 작게 하였을 때 마모량의 변화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 4에

나타내었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된 컨디셔너들[발명재(7∼12)의 경우에는 모두 10 ~ 40% 입도 편차를 갖는 연마입자들을 사용하였으

며, 줄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하기 표 4의 발명재(7)은 줄 방식으로 배열된 큰 연마입자들이 다음 줄 방식으로 배열된 큰 연마입자들과의 거리가 큰 연

마입자 직경의 2.5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컨디셔너이고, 발명재(8)은 25배, 발명재(9)는 50배, 발명재(10)은 100배, 발

명재(11)은 150배, 발명재(12)는 200배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컨디셔너이다.

[표 4]

구 분
마모량[㎛/시간(hr)]

1차 2차 3차 평균

종래재 1 322 357 298 326

발명재 7 400 424 407 410

발명재 8 459 470 474 468

발명재 9 467 459 446 457

발명재 10 448 434 461 448

발명재 11 383 400 395 393

발명재 12 352 329 34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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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마입자가 10 ~ 40% 입도 편차를 가지고 있고, 줄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컨디셔너들

[발명재(7∼12)]은 마모량이 우수하고 편차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드레싱 작업에서 연마에 크게 작용하는 큰 연마입자들의 열 간격이 큰 연마입자 직경의 2.5배 ~ 100배 일 때 마모율이 크

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50배 인 경우도 종래재에 비해 마모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연마입자들의 열 간격이 큰 연마입자 직경의 150배를 넘어서면 마모량은 종래재에 비해 마모율이 향상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큰 연마입자 간의 열 간격이 큰 연마입자 직경의 2.5배 보다 작으면 큰 연마입자가 패드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

게 되어 드레싱 효율의 증가가 작아지며, 150배를 넘어서면 큰 연마입자의 수가 작아 초기에는 마모율이 크지만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연마입자의 마모가 빨리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마모량의 향상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2가지 이상의 입도편차를 가지는 연마입자를 균일하게 배열함과 동시에 입도가 다른 연마입

자를 소망하는 비율과 위치에 부착시킨 컨디셔너를 제공함으로써 공구의 수명과 드레싱 효과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

수한 성능 재현성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자들을 상기 금속

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은 하나 이상의 패턴을 이루고 있고;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마입자들은 큰 연마입자와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지고;

상기 작은 연마입자와 상기 큰 연마입자의 직경차이가 10∼40%이고; 그리고 상기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

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이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50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들은 상기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열과 상기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지는 열이 서로 교대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들은 모두 큰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진 패턴과 모두 작은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진 패턴이 서로 교

대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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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 열은 큰 연마입자들과 작은 연마입자들이 서로 교대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두개의 큰 연마입자열과 하나의 작은 연마입자열이 서로 교대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에서 제5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이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00배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8.

제1항에서 제5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

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로

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0.

연마입자들이 그 표면에 고정되는 금속기판, 이 금속기판상에 고정되는 다수 개의 연마입자 및 이 연마입자들을 상기 금속

기판상에 고정시켜 주는 금속결합재층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은 각각 크기가 다른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지는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마입자들은 하나 이상의 패턴을 이루고 있고;

상기 패턴의 각각은 하나 이상의 연마입자 열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어도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들을 포

함하고;

상기 연마입자군들중 가장 큰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 및 가장 작은 연마입자로 이루어진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

의 직경의 차이가 10∼40%이고; 그리고상기 가장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이 가

장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50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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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 열들은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갖는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마입자 크기 순서대

로 반복적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 열들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연마입자군의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크기 순서대

로 반복적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0항에서 제1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장 큰 연마입자를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연마입자열간의 간격이

가장 큰 연마입자 평균 직경의 2.5∼100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5.

제10항에서 제12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

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7.

연마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펠렛(pellet)을 포함하는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이 제1항에서 제5항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패턴을 형성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CMP 패드용 컨

디셔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

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청구항 19.

연마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펠렛(pellet)을 포함하는 컨디셔너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들이 제10항에서 제12항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패턴을 형성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CMP 패드용

컨디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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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입자가 초지립 입자, 입방정 질화붕소(CBN)입자 및 다이아몬드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그룹으

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CMP 패드용 컨디셔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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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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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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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636793

- 16 -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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