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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CMP 공정의 결과는 연마량(removal amount), 평탄도, 표면 불량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중 CMP 연마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

는 압력, 슬러리 유량(slurry flow rate), 회전 속도(RPM) 등 기계적인 

요소와 슬러리 내 첨가제에 따른 웨이퍼 표면 화학 변화를 이용한 화학

적인 요소가 있다. 연마재는 기계적, 화학적 요소에 의해 실질적으로 연

마율에 영향을 주는 입자로 연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연마재로

는 흄드 실리카(fumed silica), 콜로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 세리

아(ceria), 알루미나(alumina) 입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차 제거, 

표면 불량 제거, 배선 형성 등 공정 목적에 따라 적합한 연마재를 선별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연마 성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반도체 

공정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웨이퍼(wafer) 표면의 평탄도, 표면 불량

의 미세한 변화도 반도체 공정에 큰 불량을 일으키기에 품질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예로 초기 연마 효율을 중시할 시기엔 가격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한 연마재를 사용하였다면, 공정이 다양화 되고, 

반도체 공정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웨이퍼 표면 불량, 평탄도에 우수

한 연마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P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재 특성을 살펴보고, 새로

운 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CMP 효용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반

적으로 100 nm 이하의 작은 연마재의 경우 크기가 클수록 연마율은 높

아지나 연마재로 인한 침투 깊이(indentation depth)가 커져 표면 긁힘

(scratch) 문제가 발생한다. 연마재 크기 조절을 통한 연마율의 향상은 

웨이퍼 표면의 평탄도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 품질을 

유지하면서 높은 연마율을 얻는 것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WSNs(mesoporous wrinkled silica nanoparticles) 입자는 다공성 

구형 실리카 입자로 촉매, 흡착, 분리 기술 등에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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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WSNs 입자 특성을 확인하고 CMP 공정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

였다. WSNs 연마재의 표면은 기존 구형 실리카 연마재 대비 표면적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경도(low hardness)와 작은 탄성 

계수(low elastic modulus)로 인해 연마재에 의한 침투 깊이가 작고, 

표면적이 넓어 평탄도가 우수하고, 연마율이 높은 CMP 공정을 기대할 

수 있다. 

WSNs 연마재 적용 시 물리적인 압력, 회전 속도, 슬러리 유량 변화 

없이 연마재 변경을 통한 CMP 공정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에 다

양한 CMP 공정에 응용이 가능하며, 높은 연마율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3 정반(platen) 공정에서 2 정반 공정으로 변화 시

킬 수 있으며, 새로운 버핑(buffing) 공정 도입 등으로 CMP 공정의 유

연성을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연마재, 연마율, 평탄도, CMP, WSNs

학  번 : 2016-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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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반도체 CMP 공정의 변화

반도체 공정에서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은 

소자의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웨이퍼 표면 불량(defect) 및 평탄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0년대 후반 CMP 공정이 개발된 이후로 공정 

조건, 설비, 소모품, 원자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

다.[1]

2005년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ITRS)을 통해 반도체의 발전 흐름에 More than Moore[2] 개념이 발

표되었다. 기존 Moore’s law는 18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증

가한다는 이론으로 More Moore 방식으로 소자 집적화 기술 개선을 통

한 기술 발전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술

이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을 이용한 로직(logic), 메모리

(memory) 소자의 multi stacking 및 interposer 기술이 있다. More 

than Moore 개념은 전자기 소자 기술과 기존 CMOS 집적 기술을 접목

한 융합 소자의 개발을 뜻한다. 집적도의 향상만이 아닌, 기능의 다양화

를 추구하며 아날로그, RF 소자, SiC(system in package) high 

voltage power 소자, 센서, 바이오 칩을 이용한 wearable device가 대

표적이다[그림 1-1]. 이러한 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정 기술에서

도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의 CMP 공정은 에치(etch), 포토(photo 

lithography),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에 비해 늦게 도

입된 공정으로 초기에는 실리카 기판(substrate) 표면 처리를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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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으나 ILD (inter layer dielectric)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된 

RIE(reactive ion etching) 공정을 대체하여 처음 도입이 되었고[3], 이

후 STI(swallow trench isolation), Tungsten contact, Cu 

damascene 공정에 널리 응용이 되면서 반도체 8대 공정의 하나로 자리

매김 하였다. 최근에는 RMG(replace metal gate), SAC(self aligned 

contact), Fin 공정 개발에 따라 게이트 형성에도 사용되어 CMP 공정 

응용 스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CMP 공정으로 인한 반도체 수율 

영향성이 커짐에 따라 CMP 신규 소재, 공정 기술 개발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그림 1-2]은 반도체 로직 제품 CMP 공정 스텝을 나

타내고 있다.

More than Moore 시대 융합 제품의 요구와 함께 디바이스 다양성이 

나타나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적합한 공정이 요구되면서 CMP 공

정 결과 특성인 선택비(selectivity), 평탄도, 표면 불량 중 공정 단계 

상 중요도에 따라 사용하는 소모품을 다르게 공정 조건이 설정되어왔다. 

예를 들어 초기 높은 단차 제거가 필요한 STI 공정에서는 세리아 슬러

리 기준으로 공정이 설정되었고, 선택비 및 표면 불량이 중요한 Cu 

CMP 공정에서는 첨가제를 추가하여 Cu와 베리어 메탈(barrier metal) 

간 연마율을 조정하고 분산 안정성이 좋은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 슬러

리를 기준으로 공정이 설정되었다. 최근 기존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TSV 기술을 접목하면서 TSV CMP를 위한 연마율이 높은 슬러

리 적용도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품질적인 요소가 보다 중요해지고[4]

반도체 공정에서 CMP 공정 적용 스텝이 새롭게 증가하게 되고 각 공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공정 조건, 소모품, 설비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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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miniaturization of the digital functions (“More Moore”) and 

functional diversification (“More-than-Mo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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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MP applications in advanced log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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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CMP) 공정

[그림 1-3]은 CMP 공정의 모식도이다. CMP 설비 구성은 회전 운동

을 위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연마 웨이퍼 받침이 되는 패드(pad), 

패드를 부착하는 평판인 정반, 웨이퍼를 나르고 압력을 가하는 헤드

(head), 패드의 pore 상태를 유지시키는 conditioning 역할을 하는 

disk conditioner, 슬러리를 공급하는 slurry delivery arm으로 이루어

져 있다. CMP 장비의 일반적인 구성은 3 정반으로 되어있으며, 세단계

로 CMP 공정이 나누어진다. 컨베이어벨트 방식과 같이 들어오는 웨이

퍼가 순서대로 연속적인 공정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초기 단차

를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부 막질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연마를 

진행하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목표 두께에 맞게 최종 연마가 이루

어진다. 세 단계를 모두 연마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마지막 단

계는 웨이퍼 표면 불량 제거 목적으로 버핑 공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버핑 공정이란 유연 연마 기법으로 일반적인 연마 과정보다 저압, 저속 

공정을 통해 표면을 얇게 연마하거나 표면 불량을 제거하는 공정을 뜻한

다. 

CMP 공정은 슬러리 내 첨가제에 의해 웨이퍼 표면 활성층이 형성되

고, 연마재에 의해 패드와 웨이퍼사이 마찰력으로 기계적 연마가 이루어

진다. 입력 변수는 헤드를 통해 웨이퍼에 가해지는 압력, 정반과 헤드의 

회전 속도, 슬러리 유량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1-4, 5]와 같이 압

력과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MRR(material removal rate, 연마율)은 

높아진다.[5] CMP 공정 조건 설정을 통해 입력 변수는 고정시키고, 공

정 시간을 통해 연마량을 결정한다. 

CMP 공정의 기본적인 물리적 요소는 동일하며, 앞서 언급한 다양한 

CMP 공정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슬러리 내 첨가제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웨이퍼 증착 막질이 메탈(metal) 또는 oxide인지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며, 대표적으로 메탈인 경우 산화제와의 반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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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 방지제(corrosion inhibitor)가 첨

가되며 분자 구조에 아졸기(azole group)를 가진 BTA(benzotriazole)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연마를 돕는 산화제(oxidizer)와 함께 

연마율을 유지하기 위한 착물형성제(complexing agent)가 첨가 된다. 

착물 형성제는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탈 이온들과의 착화합물

(complexing compound)형성을 통해 메탈의 환원을 방지함으로써 연마

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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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chematic diagram of a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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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RR variation with down pressure.

[그림 1-4] MRR variation with tab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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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MP 연마재 종류 및 연마 원리

CMP 연마재는 기계적 연마에 있어 실질적으로 연마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50 nm ~ 150 nm 크기의 구형 실리카, 

세리아, 알루미나 입자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metal CMP에서는 초기

에 알루미나 연마재를 사용하였으나 알루미나의 실리카 대비 높은 경도

로 인해 긁힘과 같은 표면 불량이 높아 분산 안정성(slurry stability)이 

높은 작은 크기의 콜로이달 실리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리카 입자는 제작법에 따라 흄드 실리카와 콜로이달 실리카로 구분

한다. 흄드 실리카의 경우 열분해법으로 만들어지며 반응식은 식(1.1)과 

같다. 초기에 30 nm 크기의 실리카 입자가 형성되고 flame에 의한 온

도차로 인해 초기 입자 외부로 서로 응집 현상에 의해 결합하면서 140 

nm ~ 160 nm 크기의 불규칙한 실리카 입자가 형성된다. 상대적으로 

순도가 높고, 저가라는 장점을 가지나, 응집 현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형

태로 인해 평탄도, 긁힘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진다.  

   →                      식(1.1)

콜로이달 실리카는 여러 제조 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온 교환법

(ion exchange), 산 중화법을 이용하여 콜로이달 실리카를 제조한다. 

식(1.2)에 이온 교환 반응식을 표현하였다. 

   →                       식(1.2)

Sodium silicate 용액을 양이온 교환수지에 통과시켜 Na 이온을 분리

하고 열처리 단계를 통해 입자 성장 과정을 조절하여 실리카 입자 크기

를 조정한다.[6] 콜로이달 실리카가 흄드 실리카 대비 sodium 이온에 의

한 불순물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나, 연마재의 균일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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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ed silica Colloidal silica

Method

SiCl4 + 2H2O 

→ SiO2 + 4HCl

Flame pyrolysis

NaSiO2 + H2O 

→ SiO2 + NaO + H2

Ion exchange

Properties low price, high 
purity, agglomeration

small size, sphere, 
low removal rate,
stable at pH 8~11

TEM image

[ 표 1-1 ]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ilica Slurry 

Abrasive Used in CMP

산 안정성이 높아 평탄도, 긁힘에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표 1-1]

에 실리카 연마재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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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연마의 기본 기계적 원리는 패드, 웨이퍼, 연마재 간의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식(1.3)의 Preston equation을 기본으

로 연마율을 표현할 수 있다.[7]   

MRR =  * P * V                   식(1.3)

( : Preston’s coefficient; P: Pressure; V: Velocity)

는 상수 값이며, P는 웨이퍼를 누르는 압력, V는 웨이퍼와 패드 사

이 작용하는 상대 속도이다. MRR은 압력과 상대속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그러나 연마율을 구할 때 압력과 회전 속도의 정보만으로는 정

확한 값은 알 수 없다. 연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패드, 슬러리, 디스

크(Disk)에 따라 웨이퍼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coefficient 값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 값으로 표현이 불가능 하

다. Liu et al.에 의해 웨이퍼와 pad의 parameter를 반영한 식(1.4)를 

제시하였다. 

MRR =    




  
  P V              식(1.4)

( : coefficient; Hw: wafer hardness; Hp: pad hardness; 

Ea: abrasive young’s modulus; Ew: wafer young’s modulus; 

P: pressure; V: velocity)

H는 hardness를 나타내며, E는 탄성 계수이다. w는 웨이퍼, p는 패

드, a는 연마재를 나타낸다. 즉 단일 연마재에 의한 제거량은 연마재의 

크기, 웨이퍼의 경도(hardness), 패드의 탄성 계수(Young’s 

modulus), 패드의 경도, 상대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6]과 같

이 연마재에 의해 웨이퍼에 침투된 깊이(△2)가 연마율을 결정하고, 웨

이퍼와 연마재의 경도에 따라 달라진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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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echanics of particle wafer contact

[그림 1-7] Active abrasive on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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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보듯이 단일 연마재에 의한 웨이퍼 영향성은 연마재 

전체가 아닌 연마재가 직접 닿는 영역만 연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 웨이퍼, 연마재 간의 탄성도와 경도의 차이가 연마율에 큰 

변수가 된다. 연마 속도는 연마재 함량이 클수록 증가하나, 용액 내 연

마재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웨이퍼와 닿는 연마재의 영

역은 제한적이기에 [그림 1-8]과 같이 연마율도 포화상태가 된다.  

             ∆



  






            식(1.5)   

                    

(Vol: volume; △1: 웨이퍼 표면 침투 깊이; a1: 접촉 면적; V: 상대 

속도; F: down pressure; Hw: 웨이퍼 hardness; xavg: 연마재 평균 지

름)

단일 연마재에 의한 연마량 관계를 식(1.5)에 나타내었다.[9] 연마 속

도는 웨이퍼와 연마재의 접촉 면적(a1)과 웨이퍼 표면 침투 깊이(△1)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마재의 경도 및 크기 변화를 통해 연마량 조절이 

가능하다. 연마재의 크기는 100 nm 이하에서는 연마재 크기가 클수록 

연마 속도가 증가하나, 그 이상의 크기에서는 연마재간 간섭으로 인해 

실제 웨이퍼와 연마재간 접촉을 방해하게 되어 연마속도는 떨어지게 된

다. 연마재의 연마 원리를 바탕으로 웨이퍼와 연마재 사이의 접촉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연마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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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ormalized MRR with abras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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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Mesoporous wrinkled silica nano particles

다공성(porous) 나노 입자는 표면이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 분말 형태

의 소재를 뜻하며, 크기에 따라 2 nm 이하의 마이크로(micro) 기공, 2 

nm ~ 50 nm 크기의 메조(meso) 기공, 50 nm 이상의 마크로(macro) 

기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공성 물질은 높은 비표면적, 균일한 기공 

구조를 통해 흡착성, 안정성, 내구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촉매, 흡착, 분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왔다. 최근 약물 체내 

전달 물질로 의료계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1]

메조 기공 실리카 합성 과정은 계면 활성제(surfactant)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이셀(micelle)을 주형으로 메조 기공 물질을 제조한 후 

열 분해법으로 유기물의 주형을 연소시켜 다공체를 만드는 방법이 널리 

개발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 형성과정은 핵 형성과 성장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동시에 발생하기에 최종 생성물에서 크기의 

불균일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1-9]

와 같이 TEOS(Tetraethyl orthosilicate)의 농도, 온도와 같은 변수 조

절을 통해 제어한다.[12]

다공성 실리카의 주요한 특징은 분산성이 좋고 [그림 1-10, 11]에서 

보듯이 구형의 콜로이달 연마재와 달리 표면이 주름진 다공성 형태로 인

해 표면적이 넓은 특징을 가진다. CMP 연마재의 주요 인자인 접촉 면

적을 고려할 때 다공성 입자가 CMP 연마재로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함

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균일한 구형의 다공성 실리카 입

자 생성과 함께 CMP 공정에 응용하여 CMP 공정 능력 향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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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The uniform WSNs forming mechanism with the added cooling 

process during t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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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TEM image of the WSNs.

[그림 1-11] TEM image of the colloidal 

silica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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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 목표

본 연구를 통해 다공성 실리카 입자가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CMP 

연마재로서 응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예측 되는 빠른 연마율 특성을 바탕

으로 산업체 응용 가능한 공정 조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연마재의 기본 특성을 BET(Bruauer Emmett Teller) 표

면적 측정, TEM image 분석, 제타 전위(zeta potential) 측정 등 실험

을 통해 측정하고, 다공성 연마재를 활용한 슬러리(slurry) 용액을 만들

어 SiO2 막질에 대한 CMP 연마 공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SEM 측정을 

통해 CMP의 주요 결과 값인 연마 속도, 평탄도를 측정하여 CMP 슬러

리 연마재로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정 능력 비교 군은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와 현재 상용 중인 흄드 실리카 슬러리중 하나인 

STAR4000(Fumed silica based commercial oxide slurry, 

SAMSUNG SDI Industry Co.) 슬러리와 비교 분석 하였다. 콜로이달 

계열의 실리카 연마재가 상대적으로 연마율이 낮기에 연마율 향상 수준

을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와 흄드 실리카와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파악

하고자 하였다.

산업체 응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3 정반 공

정 조건에서 생산성 향상 목적을 위해 2 정반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마 속도이다. 생산성 손실 없이 2 정반 공정 전환을 위해서

는 현재 상용 슬러리 대비 2배 이상의 연마 속도가 요구된다. 첨가제 및 

물리적인 변경 외에 연마재만의 특성으로 연마 속도 향상 검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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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제 1 절 실험 재료 준비

다공성 연마재의 제작 시 핵 생성 및 성장 과정에서 연마재의 균일성

을 얻기 위해 열처리 및 냉각 과정을 거쳤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WSNs 연마재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g(5.2 mmol)의 세

틸피리디늄 브로마이드(cetylpyridinium bromide)와 요소 1.2g(20.0 

mmol)을 60 mL 물에 분해시킨 후 30mL 사이클로헥세인

(cyclohexane)과 1.84 mL(24 mmol)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anol)을 용액에 추가시킨다. 용액을 저어주면서 TEOS 

5g(24 mmol)을 떨어뜨리고 상온에서 30분간 유지시킨다. 그 후 1시간 

동안 70℃에서 반응을 시킨 후 2시간 동안 10℃에서 냉각 과정을 거친

다. 그리고 다시 70℃로 올려주면서 12시간 동안 동일 과정을 반복한

다. 냉각 과정 후 반응물의 형태를 아래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반

응물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세 차례 에탄올로 세정과정을 거친 후 70℃

에서 건조시켜 분리된 WSNs 입자를 얻는다. 그 후 건조된 WSNs 입자

를 550℃에서 공기 중에서 6시간 동안 하소 처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100 nm 크기의 균일한 WSNs 입자를 DI water에 용해

시켜 1 wt% slurry 용액을 만들고 SiO2 막질 연마를 위해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KOH)를 통해 알칼리성으로 pH 조절을 하였

다. 비교 군 슬러리는 상용 slurry 중 하나인 STAR4000 흄드 실리카 

슬러리와 100 nm 크기의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 슬러리를 동일하게 1 

wt% 알칼리 용액으로 제작하였다. 

실험용 웨이퍼는 4inch Si 기판 위 SiO2 1 um 증착(Thermal 

oxidation)시킨 후 2 ㎝ x 2 ㎝ 크기로 잘라 준비하였다. 연마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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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CMP 공정 진행 전 웨이퍼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CMP 진행 후 

동일한 방법으로 웨이퍼 두께를 측정하였다. CMP 후 웨이퍼 표면 이물

질 제거를 위해 ammonia peroxide 혼합 용액(NH4OH:H2O2:H2O = 

1:1:10)을 사용하였다. 

[그림 2-1] The photo picture of the reaction mixtures after cooling 

process and TEM images of primary particles of 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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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MP 조건

CMP 진행 장비는 CMP planarizer (POLI-400, G&P Tech. inc., 

Korea) 4인치 웨이퍼 용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공정 진행 조건은 [표 

2-1]과 같이 헤드 RPM = 75, Platen RPM = 80, Conditioner RPM 

= 60으로 하였으며, 슬러리 분사량(slurry flow rate) = 100 ml/min, 

압력 P = 400 g/cm2,, 연마 시간은 60초로 진행하였다. 

CMP 공정 진행 시 정반 위 잔류 슬러리 양 및 conditioning에 따라

서도 연마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Pre conditioning (DI wafer 

+ slurry + disk conditioning) 120초 진행을 통해 각 진행 웨이퍼별 

동일한 초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Pad의 상태도 연마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IC1000/SubaIV 패드 교체 직후 패드 초기 상태에서 슬러리 

종류별로 이어서 진행 하였다. [그림 2-2]에 진행 순서를 도식화 하였

다.

[그림 2-2] The flow diagram of the CMP experiment.

CMP 공정이 끝난 웨이퍼는 ammonia peroxide 혼합 용액에 5분간 

담근 후 N2 spray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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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 Parameter 조건

Pad IC1000 / SubaIV

Head/Table/Conditioner speed 75/80/60 rpm

Pressure 400 g cm-2 (5.7 psi)

Slurry Flow rate 100 ml min-1

Polishing Time 60 sec

[ 표 2-1 ] Experimental Condition of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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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연마재 분석을 위해 LIBRA 120 (Carl Zeiss, Germany) 제품의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연

마재의 응집도, 크기 분석을 하였으며, Micromeritics analyzer (ASAP 

2000; Micromeritics Co., Norcross, GA) 이용하여 Brunauer−

Emmett−Teller (BET) 측정을 통해 연마재 표면적 크기를 측정하였

다. 실질적인 나노 크기의 연마재 표면적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BET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표면적 비교를 할 수 있었다. 

연마재의 분산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ESL-Z 장비를 통해 제타 전

위 값을 측정하였으며, 제타전위는 pH와 전해액의 농도 증가에 의해 감

소하며, 계면활성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pH별 별도의 첨가제 없이 측

정하였다. 콜로이드 상 입자들이 (+) 또는 (-)로 큰 제타포텐셜을 가지

면 입자간 서로 밀치는 경향이 커서 분산성이 크게 되며, 일반적으로 

(+) 또는 (-) 제타포텐셜의 크기가 30 mV 이상이면 안정하다고 판정

한다.

실험 결과 분석을 위해 JSM-7800F Prime (JEOL Ltd, Japan) 

FE-SEM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연마 전 후 두께 측정 및 연마후 웨이

퍼 표면 불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웨이퍼 단면 두께를 통해 연마량을 측

정하고, 표면 SEM image를 통해 긁힘, particle과 같은 표면 불량을 확

인하였다. 연마 후 평탄도 검증을 위해 XE-150 (Park systems, 

Korea) 장비를 통해 Atomic force microscope (AFM) 측정으로 Rq 

(Root mean square roughness) 값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측정 장비에 대해 [표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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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계측

LIBRA 120 TEM

JSM-7800F Prime FE-SEM

Micromeritics analyzer BET

XE-150 AFM

ELS-Z Zeta potential

[ 표 2-2 ] Measuring Equip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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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토론

제 1 절 연마재 특성 분석 결과

연마재의 슬러리 내 분산 안정성이 연마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콜

로이드 압자에서의 분산 안정성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 값을 우선 측정하

였다. [그림3-1]에서 보듯이 WSNs 입자는 용액의 pH가 산성에서 알

칼리성으로 바뀌게 되면 제타 전위가 마이너스로 점점 절대 값이 증가하

게 됨을 알 수 있다. 제타 전위의 절대 값이 클수록 입자의 분산 안정성

이 우수하기 때문에 연마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자의 분산 안정성이 좋

은 pH8 이상의 알카리성 용액이 용이하다. 일반적인 콜로이달 실리카 

슬러리의 제타 전위 값과 비교 시에도 유사한 결과로 WSNs 연마재도 

알칼리성 용액에서 분산 안정성이 우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마 입자의 표면적을 구하기 위해 고체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한 기

체분자의 흡착 양을 통해 표면적으로 측정하는 BET 측정법을 이용 하

였으며, WSNs과 비교를 위해 Sphere 형태의 동일한 크기 콜로이달 실

리카 입자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그림 3-2,3]에서 보듯이 100 nm 

크기의 WSNs 연마재의 BET 값은 583.51 이며 구형의 실리카 

입자는 41.79 으로 WSNs 입자의 표면적이 일반적인 구형의 실리

카보다 10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마 입자의 TEM image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결과로 실제 BET 측정을 통해 WSNs 입자의 표면적

이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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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Zeta potential of the WSNs and colloidal silica according 

t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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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BET measurement by 100 nm silica spheres.

[그림 3-3] BET measurement by 100 nm WSNs.

BET : 583.51 cm2/g

BET : 41.79 c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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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마율 및 표면분석 결과

연마율을 측정하기 위해 SiO2 1 um 증착된 웨이퍼의 연마 전 후 두

께를 SEM 장비를 통해 웨이퍼 단면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image는 [그

림 3-4]에 나타내었다. 연마 효율 비교 분석을 위해 구형의 콜로이달 

실리카와 STAR4000 흄드 실리카 상용 슬러리 연마 결과도 측정 하였

으며 일반적으로 흄드 silica 계열이 연마 입자의 응집성이 강하여 연마

율은 높으나 연마 후 평탄도 및 표면 불량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마율 결과는 구형 콜로이달 슬러리 = 16.8 Åsec , STAR4000 = 

23.7Åsec , WSNs = 31.8 Åsec 로 WSNs 연마재를 이용하였을 때 

일반적인 구형 콜로이달 실리카 보다 약 2배 연마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첨가제 및 물리적인 변화 없이 연마재에 의한 연마량 변

화이기에 연마량의 절대 값 보다는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한 결과이다.  

AFM 측정 결과는 [그림 3-5]와 같이 CMP 전 Rq(root mean 

square roughness) = 0.226 nm, 구형 콜로이달 실리카 Rq = 0.195 

nm, WSNs Rq = 0.164 nm, 흄드 실리카 Rq = 0.204 nm 이다. 평

탄도는 반도체 공정 집적도 향상과 함께 메탈 레이어 적층이 증가함에 

따라 후속 정렬노광 공정의 Focus margin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시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마율이 높을수록 평탄도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

에 현재의 실험 결과는 연마재로서의 WSNs 입자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

내준다. 다공성 입자가 가지는 낮은 탄성 계수와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연마 접촉면은 커지고, 연마재에 의한 침투 깊이는 낮아서 나타난 결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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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FESEM images of the wafer before and afte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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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lanarity of the wafer surface aft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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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sive materials
MRR

[Å ∙sec-1]

Surface Roughness

[nm]

Before CMP - 0.226

Uniform SiO2 

spheres
16.8 0.195

Uniform WSNs 31.8 0.164

STAR4000 23.7 0.204

[표 3-1] Measurement Result of the CMP Removal Rate and 

Surface Planarity

연마재별 실험 결과를 아래 [표 3-1]에 정리하였다. WSNs 연마재의 

경우 구형 콜로이달 실리카 연마재가 가지는 입자의 분산성과 함께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제거율은 높으면서 표면의 평탄도도 우수한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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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토론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연마 입자의 특징에 따

라 연마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다공성 입자가 가지는 넓은 표면

적 및 낮은 탄성 계수로 인해 CMP 공정의 연마재로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MP 공정 연마 메카니즘을 다시 살펴보면 CMP 연마 진행 시 연마

재의 역할은 연마재의 크기가 주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인 이

유는 연마재와 연마 대상 막질 간의 접촉면과 관련이 있다. 연마 대상 

표면과 연마재가 초기에 맞닿을 때 연마재의 영의 계수 E(Young‘s 

modulus)에 의해 연마 대상에 대한 연마재의 침투 깊이가 달라지고 상

대적으로 접촉 면적이 달라진다. 연마재와 연마 대상 막질 간의 접촉 면

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E(Young’s modulus)값에 따라 침투 깊이가 달라지고 연마율 및 표

면 평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침투 깊이가 깊어지면 연마율은 증가

하나 평탄도는 나빠지게 된다. WSNs 연마재는 낮은 영의 계수로 인해 

침투 깊이는 깊지 않으면서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접촉면은 오히려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CMP 공정에서 우수한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마재 간의 비교로서 실제 CMP 공정은 다양한 첨

가제와 함께 연마 막질도 SiO2 만이 아닌 Metal, Nitride 등 다양한 막

질 환경에서 이루어지기에 해당 조건에서도 동일할지 여부는 추가 검증

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마재가 가지는 연마 결과의 영향성은 뚜렷하기에 

연마 속도의 빠름과 느림 경향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

으로 판단된다.

CMP 공정에서 과도하게 증착된 막질에 대한 연마 진행 시 연마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을 늘려 공정 진행을 해왔다. 그러나 연마 시

간이 길수록 웨이퍼와 패드 간 마찰력 증가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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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의해 연마율의 변화가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공

정 조건의 소재, 소모품에 대한 공정 변화 한계점이 있으며, 연마재라는 

소재 변경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6] Example of the CMP process time.

또한 CMP 공정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6]에서와 같이 정반 1,2,3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반 1이 

공정 시간이 짧더라도 가장 긴 시간에 맞추어 공정이 종료된다. 공정 시

간 균형을 고려했을 때 3 정반 장비에서 2 정반 장비로 변경하기 위해

서는 빠른 연마 속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WSNs 연마재의 빠

른 연마 속도를 확인하고 품질적으로 안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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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일반적으로 연마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고, 정반 회전 속도

를 높여 물리적인 힘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slurry의 첨가제 

추가, 유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의 변

화는 연마 대상 표면의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다공성 연마재 적용 시 낮은 탄성 계수와 넓

은 표면적으로 인해 웨이퍼 표면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연마율

은 보다 향상되고 평탄도 측면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마재의 특성 향상으로 다양한 CMP 공정에 모두 응용이 가능하며, 

높은 연마율로 인해 기존 비효율적인 시간 불균일(time unbalance)한 

공정의 효율 극대화와 buffing 공정 도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도입된 4 정반 설비(2-2 platen process)의 생

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Cu CMP buffing 공정 도입 가능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표면 particle 불량을 해소할 chemical buffing 공정 

도입으로 표면 불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CMP 공정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점을 슬러리 연마재 소재 

변경을 통해 한계의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정의 유

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공정의 자유로운 변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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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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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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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porous silica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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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CMP process can be expressed as the 

amount of polishing, the flatness, and the surface defects. Of 

thes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CMP polishing rate are 

mechanical factors such as pressure, slurry flow rate and 

rotation speed (RPM) and chemical elements that use surface 

chemical change of wafer according to additive. Abrasives are 

particles that are substantially affected by mechanical and 

chemical factors and are directly involved in polishing. They are 

used to select suitable abrasives according to process purpose 

such as step removal, defect removal, wiring 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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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ly, polishing performance was emphasized. However, as the 

degree of 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is improved, the 

flatness of the wafer surface and a slight change in the surface 

defects cause a serious defect in the semiconductor process, so 

the quality factor becomes more important. For example, when 

an abrasive that is inexpensive and easy to manufacture is used 

at an early stage of polishing efficiency, a variety of processes 

and an improvement in the degree of 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improve abrasive materials that are excellent in wafer 

surface defects and flatn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abrasives 

used in CMP process and verified the CMP efficacy of new 

porous silica particles. Generally, in the case of a small abrasive 

of 100 nm or less, the larger the size, the higher the removal 

rate, but the indentation depth caused by the abrasive material is 

turned on and the surface scratch problem occurs. Improvement 

of the polishing rate by adjusting the size of the abrasive may 

deteriorate the flatness of the wafer surface, so that it is a 

problem to be solved to obtain a high polishing rate while 

maintaining wafer surface quality.

Mesoporous Wrinkled Silica Nanoparticles (WSNs) are porous 

spherical silica particles that have been applied to catalysts, 

adsorption and separation techniqu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WSNs and applied CMP 

process. The surface of the WSNs abrasive is characterized by a 

large surface area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pherical silica 

abrasive. Due to the low hardness and low elastic modulus, the 

depth of penetration by the abrasive is small and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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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shing rate .

Application of WSNs abrasive can be expected to improve CMP 

process ability by changing abrasive material without changing 

physical pressure, rotation speed and slurry flow rate, so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CMP processes and economical advantage 

can be obtained through high polishing rate. In addition, it can be 

changed to 2 Platen process in 3 Platen process, and flexibility 

of CMP process can be obtained by introducing a new buffing 

process

keywords : Mesoporous silica nanoparticles, Wrinkled silica nanoparticles, 

WSNs; CMP;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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