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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d flash memory device는 pattern shrinkage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와 quadruple pattern 기술과 같은 고비용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 단가가 상승하였고, pattern간 전기적 간섭이 증가하면서 

device 성능을 유지 또는 upgrade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word line이 수평으로 배열된 planar 구조에서 수직으로 배열된 

vertical nand flash memory의 개발 및 상용화가 되고 있다. Vertical nand flash 

memory의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word line 층을 지속적으로 100

단 이상까지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널 홀 etch 시에 상부 etch 마스크

의 oxide와의 선택비 상향을 위해서 Si3N4 막으로 변경됐으며, 채널 홀을 

poly-si로 채운 이후에 CMP로 poly-si와 Si3N4 막을 동시에 연마하면서 SiO2 

막에서 연마를 멈출 수 있는 CMP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MP 

개발을 위해서 abrasive particle의 표면 개질과 additive 연구를 통해 poly-si, 

Si3N4, SiO2 막의 removal rate을 각가 조절하는 방법과 pattern에서 2가지 이

상의 막질이 노출되어 연마할 때, 각 막의 연마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pattern에서 발생하는 side effect인  erosion, dishing, edge over erosion 

(EOE)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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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removal rate과 pattern에서의 특성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cocoon 

type silica abrasive의 표면을 염과의 수화 반응을 통해 표면의 zeta-potential이 

pH 1~12에서 negative charge를 띄게끔 조절하였으며, 특히 pH<2 에서 SiO2 

표면이 negative charge, Si3N4표면을 positive charge로 조절하여 additive없이 

SiO2와 Si3N4의 선택비를 30:1 이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Pattern에서 EOE 발

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pattern density가 급격하게 변하는 영역의 poly-

silicon high density 영역에서 강한 소수성을 띄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사

용하여 pattern 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poly-si의 연마 속도 대비 표면

에 흡착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분자량을 조절하여 2가지 계면 활

성제를 사용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SiO2, Si3N4, poly-si 

막의 removal rate을 조절하여 pattern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slurry 조성을 

pH 1.5, cocoon type의 45nm 크기의 silica abrasive, 분자량 차이가 있는 2가지

의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 구성된 slurry를 개발하여 3D vertical nand flash에 

적용했으며, pattern에서 poly-seam 생성 없이 기존 공정인 dry etch를 통한 

node 분리 공정 대비 개선된 in-wafer, in-chip 산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도체 device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active와 배선, 배선과 배선을 연결하

는 컨택의 저항을 낮춰야만 한다. 특히, pattern shrinkage에 의한 컨택의 상부 

크기가 줄어들면서 비저항이 낮은 물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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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텅스텐 (W)을 대체할 수 있는 코발트 (Co) CMP후 particle을 

제어하기 위한 코발트 표면 산화 특성과 세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착화제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발트 산화막은 코발트 (II), 코발트 (III), 

코발트 (II, III)의 형태로 존재하며, 착화제에 따라 산화 경향은 조절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코발트의 산화막 형태에 따라서 CMP후 파티클 (abrasive와 

debris)의 흡착 정도가 변하였으며 산화막을 제어함으로써 연마과정에서의 

흡착뿐만이 아니라 흡착된 파티클 또한 제거 용이한 코발트 산화막으로 제

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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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Introduction 

 

1.1. Research Background 

Flash memory device의 최근 기술 개발은 Fig.1.1.와 같이 planar 구조에서 

vertical 구조의 3D NAND flash memory 중심으로 변화되었다.[1] 이는 planar 

구조가 지니는 scaling 한계 Fig.1.2.와, chip implementation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Pattern shrinkage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와 quadruple patterning 기술과 같은 고비용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제조 단가가 상승하였다[2]. 또한 프로그래밍 전자의 수가 

감소하고 cell to cell의 간섭이 증가하면서 device 성능을 유지 또는 upgrade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Fig.1.3.과 같은 3D vertical NAND구조의 1z nm급 

NAND Flash 이상의 차세대 node개발을 촉진시켰다.  

 3D NAND flash memory의 경우 저장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word 

line을 적층 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 stacked 

word line layer의 수가 증가할수록 channel hole을 형성하기 위한 dry etch 진행 

시에 고 선택비 공정이 요구되었고, 이로 인해 2종 이상의 stopping 막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Dry etch 후에 channel hole을 poly-silicon으로 fill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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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node 분리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게 됐으며, node 분리 시 Fig.1.4.와 

같이 global planarity와 in-wafer/in-chip uniformity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CMP 

공정 개발이 필수적이다[3, 4]. 

Gate와 bit line을 연결하는 via contact의 저항을 감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tungsten (W)에서 cobalt (Co)로 변경되고 있다[5]. W은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응답 시간, 에너지 소모 및 열 문제를 발생시켰고, 특히 

화화적 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증착되면서 발생하는 

HF gas가 side wall쪽의 oxide쪽으로 diffusion되어 Fig.1.5.와 같은 volcano라고 

명명된 불량을 유발시켰다. 이로 인해 W을 contact metal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ontact에서 oxide로 diffusion되는 HF gas를 효과적으로 

passivation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barrier metal (TiN/Ti)이 

contact side wall에 10 nm 이상 필요했으며, 이는 contact내에 W 면적 감소로 

이어져서 저항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Co의 경우 증착과정에서 

HF gas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barrier metal 두께를 < 5 nm로 감소 가능하며, 

이로 인해 contact내에 Co 부피가 증가하여 W 대비 상대적으로 contact 

저항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 contact의 node 분리를 위해서 dry 

etch와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와 같은 공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dry etch 시에 etch back된 Co가 막 표면과 chamber내에 re-deposition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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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위한 공정 개발과 설비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CMP로 패턴을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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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arket trend of NAND Flash Mem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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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tructure of Planar Nand Flash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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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3. Structure of 3D Vertical NAND Flash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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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MP Pla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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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W Volcano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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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scription of the CMP Process 

CMP는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planarization)의 약자로 polishing pad를 

통해 chemical reaction을 일으킨 wafer 표면에 힘을 전달하여 polishing하는 

공정이다[6]. CMP 공정 시 pad는 abrasive와 각종 chemical materials이 함유된 

액체 slurry를 wafer 표면에 전달한다[7,8]. Wafer는 polishing head의 

membrane에 흡착되어 membrane을 통해 전달된 압력을 받게 되며, pad와 

상대 속도를 가지면서 회전을 하여 마찰을 일으키며 polishing을 하게 된다. 

그 때, wafer 표면 막이 제거 되는 속도 (removal rate)는 Preston’s Law라고 

하는 heuristic equation에 의해 결정 된다[9].  

 

Removal Rate (RR) = 𝐾𝑝 × 𝑃 × 𝑉 (1.1) 

𝐾𝑝 – A constant, Preston’s coefficient 

𝑃 – Local pressure on wafer surface 

𝑉 – Relative velocity of the point on the surface of wafer vs. the pad 

 

1.2.1 Dishing, EOE and Erosion 

Selective CMP 공정에서 stopping/polishing 물질간의 선택비로 인해서 

dishing 과 erosion 이 생기며, 선택비가 다른 물질간에 patter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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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으로 인해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Interconnect를 형성하기 위한 

선택비를 갖는 CMP 공정은 Fig.1.6.과 같다. Dishing은 CMP시 노출되는 inter 

layer dielectric (ILD)와 stopper간의 removal rate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10]. 

Stopping 물질의 removal rate은 일반적으로 ILD 물질에 비해서 느리며, 이로 

인해 ILD 쪽으로 접시 모양의 dishing이 발생한다. Erosion은 Fig.1.6.과 같이 

pattern density에 더욱 더 의존하여 나타난다. Stopper의 pattern density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removal rate이 빠른 ILD 영역이 CMP 되면서 stopper는 

stopping layer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ILD와 동시에 CMP가 된다. 이 때 

dishing과 마찬가지로 접시 모양의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erosion이라고 

하며 erosion은 stopping 물질의 두께가 낮아지는 문제를 유발한다[11]. 

Dishing은 stopper가 없는 단일막이 trench type으로 있는 영역에 발생하며, 

erosion은 stopper와 ILD가 동시에 있는 이종 막질에서 발생한다. 두 가지 

불량 모두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막질에 대한 선택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dge over erosion (EOE)는 erosion이 발생한 영역의 

edge에 새부리와 같은 모양의 국부적인 단차를 말하며 ‘Fang’ 이라고도 

한다[12]. EOE의 발생 현상은 2가지 있으며, 선택비가 있는 2가지 이상의 

이종 막질의 경계에서 removal rate이 빠른 쪽으로 발생하는 것과 pattern 

density가 급격하게 변하는 영역에서 pattern density가 낮은 쪽에서 발생하는 



 １１ 

현상이 있다. Dishing/Erosion/EOE는 Fig.1.7와 같이 후속 공정에서 CMP후 

sub-local 단차로 인해 residue를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EOE는 in-chip 

uniformity 열화를 유발하여 device의 전기적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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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ishing, Erosion, EOE i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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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MP failure due to Sub-local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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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CMP Abrasive 

반도체 공정에서 유전체는 절연 물질을 말하며, 대부분 모든 종류의 SiO2 

이다. 대부분의 dielectric CMP의 적용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사용되며, 

front end of the line  (FEOL) 공정이라고 한다[13]. 그리고 dielectric CMP는 

oxide bulk CMP와 ‘stopper’ 물질에 멈추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CMP 공정인 shallow trench isolation (STI) CMP와 interlayer dielectric (ILD) FEOL 

제조에서 사용하는 ‘stopper’ 물질은 Si3N4 또는 poly-silicon 이다[14]. 이를 

위해 현재 CMP slurry에는 silica, ceria, alumina와 같은 abrasiv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2.1 Silica-based slurry and silica abrasive 

CMP mechanism은 silica와 Ceria abrasive를 사용하여 soft한 막을 연마하는 

것이다. 먼저 silica abrasive를 사용한 CMP mechanism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Dielectric CMP 공정 동안, SiO2 표면은 slurry 용액의 –OH기와 반응 

(hydration reaction)하여 silicon hydroxide (Si(OH)4)가 형성된다[15]. Hydration 

반응은 다음과 같다.  

 

(SiO2)x + 2H2O → (SiO2)x−1 + Si(O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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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soft 한 Si(OH)4는 silica abrasive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거되며, 그 

이후 SiO2 막은 다시 hydration 반응이 일어나 Si(OH)4를 형성한다[16]. 이 

과정이 SiO2 막이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되며 연마된다. 이 때 

hydration rate은 slurry 용액 내의 OH- 기의 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alkaline 환경에서 빠른 반응에 의해 가속된다[17]. 그러므로 SiO2 막을 silica 

abrasive로 연마 시에 높은 pH에서 빠른 removal rate을 갖는다. Silica 

abrasive는 주로 fumed process와 colloidal process 등, 2가지 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며, 합성 방법에 따른 silica abrasive의 전형적인 모양은 Fig.1.8.과 같다. 

먼저 Fumed silica는 높은 온도에서 chlorosilane의 flame 반응을 통해 

합성되며,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particle size는 30 nm 이상이었으며, 15 nm 

이하 크기의 abrasive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filtration과 후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18].  

 

SiCl4 + 2H2 + O2  → SiO2 + 4HCl 

 

Dielectric CMP에서 사용중인 fumed silica abrasive로 높은 removal rate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brasive의 농도가 높아야 한다. 많은 양의 fumed silica 

abrasive는 scratch와 같은 defect을 유발하며, slurry 공급 system 또는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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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abrasive간 agglomeration과 clogging등의 문제를 유발한다[19]. Fig.1.9. 

와 같은 clogged silica abrasive는 CMP후 wafer와 slurry loop system에 하얀 

가루 형태의 defect을 유발하여, 최근 device 제조에서 fumed silica abrasive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Colloidal abrasive는 sodium silicate (Na2SiO3), sodium tetra-silicate 

(NaHSiO3) 등의 precursor를 이용하여 liquid phase growth 공정을 통해 제조 

한다[20]. Sodium ion은 ion exchange에 의해 제거되면서 colloidal silica가 

형성된다[21]. Colloidal silica abrasive는 fumed silica abrasive 보다 removal rate은 

낮지만 작은 사이즈와 spherical shape으로 인해 fumed silica 대비 scratch 에 

유리하다. Colloidal silica로 dielectric 물질의 removal rate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organic cation을 넣으면 colloidal silica abrasive 표면 charge은 negative에서 

positive로, dielectric 표면은 negative로 변하여 abrasive와 dielectric 표면간에 

coulombic attraction force가 작용하여 removal rate은 2~3 배 상승한다. Fig.1.10. 

와 같이 pH에 따른 표면의 zeta potential 변화는 이러한 mechanism을 

뒷받침해주며, colloidal silica abrasive는 pH 변화에 따라 removal rate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22].  

최근 연구에 따르면, silica abrasive particle distribution을 개선하기 위한 합성 

방법에 대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23]. Pan. 연구 그룹은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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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부터 높은 화학적 활성 하이드록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콜로이드 

실리카의 겔화를 완화하기 위해 silane으로 개질한 실리카 연마제 입자 

제조법을 제시하였다[24]. Silane의 siloxane기와 silica 표면에 hydroxyl 기는 

hydrolysis condensation 반응을 하여 dispersion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면 

zeta potential을 만든다.  

 

1.2.2.2 Ceria abrasive for dielectric CMP slurry 

Silica abrasive는 낮은 비용, 효과적인 평탄화 특성을 가지지만, Ceria 

abrasive 보다 막질간 선택비 제어가 복잡하고 어렵고 scratch에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SiO2 removal rate으로 인해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Ceria 

abrasive를 응용한 slurry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이며, 이전 대비 사용량 

또한 많아진 상태이다[25-28]. Ceria abrasive slurry의 CMP mechanism은 silica 

abrasive와 차이가 있다. Silica abrasive에 의한 CMP가 이루어지는 주된 힘은 

물리적/기계적 힘이며, Ceria abrasive는 주로 SiO2와의 표면 interaction으로 

CMP가 이루어진다[29].  

 

−Ce − OH +  −SiO− → −Si − O − C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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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와 hydrated silicate 사이에 강한 결합은 SiO2와 Si-O-Ce lump 형태로 

표면으로부터 제거되며, 다음 Fig.1.11.과 같이 진행된다[29]. 그러므로 Ceria 

abrasive 표면의 charge 제어는 CMP removal rate 또는 선택비를 제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Fig.1.12.와 같이 Ceria의 isoelectric point (IEP)는 pH 

8.5이고 표면 potential은 acidic 환경에서 SiO2와는 반대이다. 대부분 Ceria 

abrasive slurry는 pH 8이하에서 Si-O-Ce 결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30]. Silica 

abrasive 합성과 동일하게, Ceria abrasive 합성은 calcined 합성과 wet Ceria 

방식, 2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14]. Calcined 합성은 고체상태의 산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Ceria 원료는 작은 particle을 crushing 하여 산화 시킨 

후 큰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filtration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abrasive 

size를 조절한다. Wet Ceria의 경우 액체 상태에서 침전에 의해 만들어지며, 

구체적으로는 cerium 용액에서 seed Ceria 핵을 성장시켜 Ceria particle을 

만든다. Wet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Ceria abrasive는 구형이며 calcined Ceria 

대비 narrow particle distribution을 갖는다[31]. 이러한 합성 방법은 Fig.1.13.과 

같으며 전형적인 Ceria abrasive를 만드는 방법이다[32]. Calcined Ceria abrasive 

slurry는 일정한 removal rate을 나타내며, wet Ceria의 경우 removal rate은 

상대적으로 느리나 abrasive particle의 size가 작게 만들 수 있고 regular shape 

이기 때문에 scratch를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Ce 표면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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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silicate에 CeO2의 상호 작용에 영향, silica ion과의 전자 친화도에 

Ce3+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과 silica의 흡착에 wet Ceria particle size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3]. 높은 농도의 Ce3+ 이온은 silicate 

ion과의 흡착 친화도를 증가시키고, 큰 Ceria particle은 표면 대 부피비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Ce3+ 특성을 지닌다[34]. 추가로 calcined 또는 wet 

Ceri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Ceria abrasive particle 합성하는 플럭스 방법은 

precursor로 cerium nitrate hexahydrate와 potassium hydroxide를 사용하며, 

용매로는 ethylene glycol-DIW 혼합액이 사용된다[35]. 침전, hydrothermal 

반응에 이어 원심 분리를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size 분포도가 좁은 

Ceria abrasive로 합성 가능하다[36]. 이러한 Ceria slurry는 단차 제거, 고선택비 

특성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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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EM images of (a) fumed[20] and (b) colloidal silica abrasiv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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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clogged silica abrasive in slurry delivery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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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a) Zeta potential of SiO2, and (b) silica abrasive without surface treatment 

and with surface treatment with organic cation at acid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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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a) SiO2 removal mechanism in Ceria abrasive, (b) Lump oxide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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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Zeta potential of Ceria abrasive with respect t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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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ure 1.13. (a) Synthesis of calcined and colloidal Ceria abrasive (b) TEM images of 

calcined and colloidal Ceria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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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urface in CMP Slurry 

 

1.3.1 Si-based substrate 

현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ielectric 물질은 SiO2이나, 

배선간 간섭과 electron leakage를 줄이기 위해서 low-k dielectric 물질의 

사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CMP 공정의 사용도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6]. Low-k 물질의 CMP는 p-TEOS (tetraethoxysilane), HDP-TEOS  

(high density plasma-tetraethoxysilane), BPSG (borophosphosilicate glass), TOSZ (tonen 

silazene)와 같은 다양한 oxide CMP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용 가능하다. 

다양한 Oxide CMP에서 CMP후 scratch, particle, 산포 등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oxide 표면의 화학적 특성과 Ceria abrasive에 의한 제거 mechanism은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Oxide 표면의 zero charge point인 pH 2.2에서 oxide 표면은 

positive에서 negative charge로 변화된다. pH 가 증가함에 따라 H2O 분자가 

oxide 표면으로 diffusion되어 가수분해를 통해 oxide 표면의 결합을 약화시켜 

OH-기가 축적되어 negative charge가 증가한다. pH 12에서 SiO2는 용액에 

용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표면의 isotropic etch가 발생하여 평탄화를 위한 

CMP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37]. 이로 인해 CMP는 pH 12 미만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가수 분해된 SiO2 표면에 abrasive particle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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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하여 CMP가 이루어진다. Slurry내의 모든 abrasive particle이 removal 

rat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연마해야 하는 막 표면에 효과적으로 

도달한 particle 만이 removal rate에 영향을 미친다. SiO2 표면의 수화 속도와 

particle이 표면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연마 과정이 반복되면서 CMP는 

이루어지며 막질에 따라서 removal rate을 결정하는 것은 수화 속도와 표면 

충돌되는 속도 간에 관계에 따른다.    

Si3N4 막의 slurry에서의 표면 반응은 다음 2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Si3N4가 H2O와 반응하여 SiO2의 형태로 변하여 abrasive particle의 물리적 

힘에 의해 제거되는 과정과 표면의 수화 반응을 통해 SiO3H- 형태로 

dissolution 된다[38].  

 

Si3N4 + 10 H2O → 3 SiO2 + 4 NH4OH 

SiO2 + OH− → SiO3OH− 

 

pH가 감소되면 Si3N4가 H2O에 의한 SiO2로의 반응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removal rate은 SiO2 의 removal rate 보다 빠르게 감소되어 additive 없이도 

SiO2와 Si3N4간에 선택비를 만들어 줄 수 있다[28]. 이런 이유로 SiO2와 

Si3N4 막질의 선택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slurry에 fluorinated organic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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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inhibitor를 첨가하여 Si3N4의 초기 수화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Fluorinated organics는 Si3N4의 표면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표면이 SiO2화 되는 것을 방해한다.  

 

1.3.2 Co contact  

기존의 반도체 contact은 실리콘 기판의 오염이 없고, 유기 잔유물이 없는 

W contact이 사용되었다. 이후 선폭이 감소하며 W의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그 대체 물질로 Co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39, 40]. 이에 따라 Co가 갖는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CMP 

공정에서 Co 표면의 연마와 산화 및 부식 특성과 연마 후 세정공정에서 

특정 세정 용액의 부식 방지 특성 등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Metal CMP 공정에 사용되는 slurry는 주로 Silica로 모스 경도(Mohs’ 

hardness)가 6 ~ 7로 Co (5.5)에 비해 높아 표면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41, 

42], 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식각률을 갖기 위해 표면 산화와 식각의 

최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산화 조건하에서 Co의 표면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Co 표면은 passivation을 시켜주는 물질 없이 

DIW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dissolution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마 과정 뿐만이 아니라 CMP후 in-situ 세정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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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보호하여 DIW (deionized water)에 의한 dissolution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연마 후 세정 공정에서는 Co 표면의 산화와 용해 특성 변화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CMP의 세정 

공정에서는 표면 산화와 기계적 연마 및 산화된 표면 용해가 포함되며, 

이로 인해 Co 표면의 산화 및 용해 경향의 분석은 매우 높은 중요성을 

갖는다.  

 

1.4. Control of Removal Rate in CMP 

CMP할 때 slurry를 이용하여 막질의 removal rate을 빠르게 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Physical 

force를 조절하기 위해 abrasive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chemical reaction을 

조절하여 막질의 표면의 hydration과 passivation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Physical force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brasive의 농도, size과 shape등을 

조절하는 방법이다[43]. Silica abrasive의 경우 농도, size와 shape에 따라 

abrasive와 막질 간의 접촉 면적, 시간과 압력에 따라 선형적인 prestonian 

거동을 나타낸다[44]. 그렇기 때문에 silica abrasive로 removal rate을 상향하여 

연마하려면 막질의 표면에 많은 양의 silica abrasive가 도달할 수 있도록 

driving force를 증가시켜야 한다. 반대로 removal rate을 억제하려면 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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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도달하는 abrasive가 감소할 수 있도록 driving force를 약화시켜야 

한다. Ceria abrasive로 CMP를 하는 경우, physical force보다 chemical reaction을 

제어하여 removal rate을 조절한다[45]. Removal rate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surfactant나 monomer등을 사용하여 선택비를 높이기 위해 막질을 

passivation하며, removal rate을 높이기 위해서는 abrasive의 표면을 개질하여 

chemical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46]. 

 

1.4.1 SiO2 Removal Rate 

SiO2의 removal rate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pH를 조절하여 abrasive의 표면과 연마하려는 막질 간에 반대의 zeta-

potential을 갖게 하여 adhesion force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47]. 보통 zeta-

potential이 30 mV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adhesion force를 증가시키기에 

의미가 있으며, slurry 개발 시에 이를 고려하여 abrasive 표면을 개질 한다[25, 

48-50]. 둘째로, 연마하려는 표면과 abrasive의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마하려는 표면 또는 abrasive 표면에 -OH기가 

많이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removal rate을 조절하기 위해 chemical 

reaction이 중요한 Ceria abrasive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Ceria 

abrasive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가의 Ceria particle이 아닌 3가의 C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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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을 사용하여 oxygen vacancy로 인한 빠른 반응 속도를 만들어주기도 

한다[34]. 반대로 removal rate을 낮추기 위해서는 abrasive와 막질 간에 

반응을 억제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첫째, 막질이 passivation될 수 있도록 chemical material을 넣는 

방법이다. 이는 abrasive가 막질에 충돌하거나 반응이 안되도록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surfactant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SiO2만 passivation 할 수 있으며, surfactant의 구조 or 분자량에 따라 

막질간의 반응성과 passivation 강도를 제어할 수 있다. 둘째는, pH 조절하여 

abrasive와 막질이 30 mV 이내의 차이를 갖으면서 동일한 동일 charge를 

가질 수 있게끔 zeta-potential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첫번째 방법 보다는 

removal rate 억제가 힘드나 slurry의 chemical material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slurry의 chemical stability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4.2 Si3N4 Removal Rate 

Si3N4의 removal rate을 낮게 제어하는 방법은 기계적인 요소와 slurry에 

첨가되는 화합물이 주관하는 화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Ceria abrasive를 사용할 경우 Fig.1.14.와 같이 chemical tooth 

반응이 제한적이고, 낮은 입자 함량으로 인해 기계적인 연마가 작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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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이용하여 abrasive와 Si3N4의 접촉을 감소시켜 

removal rate을 감소시킨다. 화학적인 요소에 의한 방법은 Si3N4 surface에 

단분자 또는 고분자를 흡착시켜, abrasive에 의해 Si3N4가 연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Si3N4 연마 mechanism은 Si3N4 surface가 DIW내 존재하는 O2와 

반응하여 oxide를 형성하고, Ceria abrasive에 의해 oxide가 연마되면서 Si3N4가 

제거되는 것이다. Fig.1.15.와 같이 Si3N4 surface에 흡착하여 수화반응을 

억제하는 단분자 (proline)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단분자에 의해 

수화반응이 억제됨으로써 Si3N4 surface에 oxide 생성을 막고 Si3N4 연마 

속도를 감소시킨다. 또 다른 방법은 Si3N4 표면에 흡착할 수 있는 고분자를 

첨가하여 Si3N4 표면에 고분자층을 형성시켜 cushion 효과를 통해 abrasive와 

Si3N4 접촉을 안되게 하는 방법이다. pH 6이하에서 Si3N4는 양극성을 갖기 

때문에 음극성을 갖는 PAA와 같은 고분자들과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강한 

흡착을 하게 된다. Si3N4막에 흡착된 고분자들에 의한 cushion 효과는 Si3N4의 

removal rate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Si3N4 removal rate을 높이기 위해서는 

SiO2와 마찬가지로 pH 조절을 통해 zeta-potential 차이를 유도하거나, Si3N4의 

표면의 hydration을 촉진하여 표면에 –OH를 생성하여 abrasive의 adhesion 

force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Si3N4 수화반응이 일어난 후 같이 chemical 

tooth를 통해 막질이 제거된다. 하지만 Si3N4의 수화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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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이 전체 연마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수화 반응을 

boosting하기 위해 Fig.1.16.과 같이 amine계 monomer를 첨가하여 같이 Si3N4 

표면에 흡착하여 Si3N4 표면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positive’화 하여 OH-과의 

반응을 촉진하여 수화 반응 속도를 빠르게 조절한다.  

 

1.4.3 Poly-Si Removal Rate 

Poly-Si 막은 아래 Fig.1.17.과 같이 SiO2, Si3N4 대비 높은 contact angle을 

가지며, XPS 측정 결과를 보면 표면에 –H와 CHx 만이 존재하는 소수성 

막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oly-Si 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전기적 인력 

또는 수소 결합을 통한 흡착보다는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Poly-Si 막에 

흡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첨가한다. 친수성 작용기 (–OH, –COOH, –NH2, –

SO3H)를 포함한 소수성 고분자 또는 계면활성제가 사용된다[49, 52]. 이때, 

고분자의 분자량과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poly-Si의 removal rate이 감소한다. 

반대로 poly-Si의 removal rate을 높이기 위해서는 poly-Si surface에 Si atom에 

partial (+) charge를 형성한 후, nucleophilic attack을 통해 Si-OH(or Si-O-Si) 

형성을 가속화 한다. 이 때, OH- 농도를 높이기 위해 pH를 높일수록 H2O의 

nucleophilic attack이 증가하여 removal rate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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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Metal Removal Rate 

금속은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연성과 전성에 의해 CMP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연성, 전성을 낮추고 abrasive에 의한 

scratch를 줄이기 위해 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CMP 공정 중 

표면 산화를 필수적이다. 하지만 금속 산화물은 높은 전기 저항을 가지므로 

형성된 산화물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CMP 공정에서 

산화물의 형성 및 제거는 CMP 공정 이후 소자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산화막 분석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Co 표면은 산화(II) Co (CoO)와 수산화(II) Co (Co(OH)2)로 

이루어진다[53-55]. 이 Co(II) 화합물은 native oxidation되어 형성되며 

추가적인 산화로부터 Co 표면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Co(II) 화합물은 

용액 pH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수산화물을 형성한다. 용액 

조건에서 Co(II) 이온을 침전시켜 수산화물을 형성하는 실험에서, 낮은 

pH에서 α-Co(OH)2 형태가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pH에서 β-Co(OH)2가 

형성되는 것이 보고되었다[56]. (Fig.1.18) 해당 반응으로 생성된 Co(OH)2의 

결정 구조는 Fig.1.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용이한 Mo Kα X선을 사용한 X선 회절 분석법(XRD, X-ray diffraction)을 

이용해 구분할 수 있다[57]. Co(III) 산화물 역시 소량 존재하면 이는 sp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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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 산화(II, III) Co (Co3O4) 형태로 주로 분포하며 Co2O3, CoOOH의 형태 

역시 확인된다. (Fig.1.20) 이와 같이 여러 서로 다른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Co 산화물에 대한 화학적 조성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X선 광전자 분과업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이 사용되는데, 특히 Co 2p1/2 영역의 

스펙트럼의 피크를 분리할 경우 금속 Co와 Co(II), Co(III) 산화물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다. (Fig.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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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4. CMP Mechanism, chemical tooth in Ceria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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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1.15. Bonding between Si3N4 surface and (a) proline or (b) pr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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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6. Boosting mechanism onto Si3N4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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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7. Contact angle and XPS results of Pol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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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8. The oxidation path of Co(II), Co(II, III), and Co(III) oxides in different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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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9. XRD spectra of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of Co(OH)2, including α-

Co(OH)2 and β-Co(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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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0. Crystal structures of Co(II, Co(OH)2), Co(II, III, Co3O4), and Co(III, 

CoOOH)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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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1. XPS spectra of Co 2p1/2 region after applying different oxidative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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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ost-polishing Cleaning Process 

 

1.5.1. The necessity of Post-Polishing Cleaning Process 

금속 표면 CMP 공정에 사용되는 slurry는 분산된 연마재를 포함하여 pH 

buffer, 전해질 염과 산화제, complexing agent 및 corrosion inhibitor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 표면에 물리적 및 화학적 상호 작용과 반응을 통해 

표면을 연마하는데, 이 과정에서 CMP 공정 후에도 용액 내 물질들이 

존재하여 오염과 불순물의 원인이 된다[6]. 특히,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들은 반도체 wafer 표면에 잔류하여 후속 공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불순물에는 abrasive, debris 등이 포함된다[6]. 불순물 입자는 

표면에 흡착한 후, CMP 및 후공정 조건에 따라 표면과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CMP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slurry의 

조성에 따라 corrosion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따라서 CMP 

공정 후에도 균일한 금속 표면을 얻고자 할 경우 연마 후 세정 공정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6]. 

 

1.5.2. Method for Cleaning Process after Polishing 

CMP후 금속 표면에 잔류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은 그림과 같이 



 ４５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brush 또는 이류체 세정 공정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물리적 

불순물 제거법은 공정 비용이 낮고 방법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불순물이 

금속 표면에 재흡착하여 새로운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리 세정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막 표면을 slightly 식각하여 lift-off 시키거나, 제거된 

불순물의 재흡착이 안 일어나도록 불순물과 막 표면과의 zeta-potential이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정액을 선택한다. 두 번째 방법은 표면 불순믈을 

화학적으로 용해하는 방법으로, 황산과 과산화수소등을 mixing한 SPM, 

DSP와 같은 화합물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불순물을 용해함으로서 이를 

제거한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용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lift-off 방법인데, 불순물이 

흡착된 하부 금속 표면 자체를 일부 dissolution하여 불순물을 떼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마 후 세정 공정에서 lift-off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세정 용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1.5.3. Components of cleaning solution after polishing 

Lift-off 방법을 활용한 세정 용액에는 크게 complexing agent와 corrosion 

inhibitor, pH buffer가 포함된다. Complexing agent는 금속 이온과 반응하여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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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용해되는 complex ion을 형성하여 용해에 영향을 미쳐 CMP와 세정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58, 59]. Complexing agent는 금속 산화물과 

결합하여 착이온을 형성하며 산화물을 용액으로 용해시킨다. 또한 착화제는 

용액 내에 용해된 금속 이온의 re-precipitation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60]. 

따라서 Co 연마와 세정 공정은 착화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 

착화제의 특성은 특히 착화제의 작용기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61]. Co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착화제는 citric acid와 amino acid이다. Citric acid는 산성 

조건에서 Co와 Co-citric acid 염 고분자 complex를 형성한다. Amino acid는 

Co와 착화합물을 형성할 때, 서로 다른 생성 상수 (formation constant) 값을 

가지는데, 이는 물질의 구조와 작용기의 차이에서 기인하다[62]. 대표적인 

amino acid인 glycine의 경우 Co와 결합하여 착화합물을 형성함으로서 static 

etch rate과 removal rate을 증가시킨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다[63]. Bicarbonate 

음이온은 Co-중탄산염 착화합물 (Co(HCO3)2)을 형성하여 Co의 산화 경로를 

변화시킨 것이 보고되었다[64]. 암모니아를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 Co의 

양극 용해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 때 암모니아는 Co와 착화합물 

[Co(NH3)6]2+/3+)을 형성하여 Co 표면에 흡착하여 Co 산화물을 용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65]. 이와 같은 연구들은 Co의 산화 및 용해 특성이 

착화제에 의해 크게 변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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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착화제의 작용은 금속 표면 산화 및 corrosion에도 기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corrosion inhibitor가 첨가된다. 

일반적으로 corrosion inhibitor로는 azole group이 포함된 유기물이 포함되는데, 

해당 물질이 금속 표면에 흡착하여 일종의 고분자 passivation layer을 

이루면서 표면의 추가 산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rrosion 

inhibitor로는 일반적으로 benzotriazole(BTA), imidazole 등이 사용된다.  

pH buffer는 연마 후 세정 용액의 pH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금속 

세정 공정에서 용액은 일반적으로 높은 pH값으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용액 pH와 금속 표면의 zeta potential의 높은 상관 관계에 있다. 금속 표면의 

zeta potential은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갖는데, 이 때 용액 내 불순물이 높은 

절대값을 가진 음의 zeta 전위를 가질 경우 서로 반발을 통해 세정 공정 

전반에서 재흡착을 방지할 수 있다.  

 

1.6. Purpose of this Study 

 

1.6.1. Si-based substrate 

기존 Nand flash memory 의 CMP 공정에서 STI 와 같이 silicon dioxide 

(SiO2)를 연마하면서 stopping 막질이 silicon nitride (Si3N4)과 poly-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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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인 경우에 연마를 위한 slurry 는 Si3N4 막질의 loss 최소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높은 SiO2 연마 속도와 낮은 Si3N4 연마 속도를 갖는 고선택비 

slurry 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vertical NAND Flash memory 개발 과정에서 

SiO2 을 stopping 막질로 사용하면서 poly 와 Si3N4 를 연마하는 공정, SiO2 와 

poly 막질에 stopping 하면서 Si3N4를 연마하는 공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Si3N4를 연마하는 공정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Si3N4 는 우선 H2O 에 노출되게 되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Si3N4 표면에 SiO2 

형성이 되어 연마 입자에 의한 연마가 일어난다. 이 때, Si3N4 의 가수분해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짓게 되며 이 속도는 일반적으로 느린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Abrasive 와 막질 표면간의 물리적 접촉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연마되는 SiO2 와 poly 막질의 passivation 이 

막질간에 선택비를 결정 짓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SiO2 와 poly 

막질의 연마 속도를 억제하여 Si3N4 막질과의 선택비를 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몇몇 연구 그룹에 의한 선행 연구 결과로는 연마할 때 Si3N4 연마 속도 

enhancer, SiO2, poly 연마 속도 suppressor, wetting agent 등의 첨가제를 

이용하여 선택비 조절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Ceria abrasive 를 사용한 

결과가 있다. 본 실험에 앞서 Ceria abrasive 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첨가제의 

양과 종류가 많아질 경우 화학 물질간의 간섭효과로 인해 blanket wf 에서의 

막질간 선택비가 pattern 에서는 구현이 안되고, 공정 조건 변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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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를 최소화 하면서 multi-selective 연마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pH 를 조절하여 silica abrasive 와 SiO2 막질의 

zeta-potential 차이를 극대화 하였으며, repulsive force 를 이용하여 SiO2 연마 

속도를 최소화 하고 Si3N4 막질의 연마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 attraction 

force 를 증가시켰다. 또한, abrasive shape 을 일반적인 spherical type 이 아닌 

cocoon type 으로 하여 contact area 를 최대화 시켜서 Si3N4 연마속도를 극대화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slurry를 연구하여 vertical flash memory에서 

Si3N4 mask 를 사용하여 dry etch 하는 구조에서 Fig.1.22.와 같이 Si3N4 mask 와 

poly 를 동시에 연마하면서 SiO2 와 poly-silicon stopping 하는 공정에 적용하는 

것에 있다.  

동시에 device performance 를 상향하기 위해서 CMP 후 chip 내 두께 산포 < 

100Å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연마 후 산포 악화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edge over erosion 과 cell erosion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막질의 

연마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slurry 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표가 있다. 

 

1.62. Co contact CMP and post-CMP cleaning 

Contact Co CMP 과정에서 형성된 complex agent 가 연마 후 세정 공정에서 

Co 표면의 산화물과 수산화물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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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omplex 

agent 인 glycine, ethylenediamintetraacetic acid (EDTA) 및 citric acid 가 Co 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우선 금속 표면 

산화를 분석하기 적합한 기법인 전기화학적 순환 전압-전류볍 (CV, cyclic 

voltammetry)을 사용하여 Co 표면의 산화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 

X 선 분광법을 사용해 Co 표면에 위치한 Co 산화물의 결정 구조를 밝히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어 착화제의 종류에 따른 용해 경향 및 결과적으로 

세정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용해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Co 표면 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해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임피던스 분광법 (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을 이용해 Co 의 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Complexing agent 에 의한 Co 용해는 면저항 측정법,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 (UV-Vis spectroscopy) 및 유도결함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그 경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CMP 및 후세정 후, Co 표면의 산화막 성분에 따른 

contact Co recess 와 particle 흡착도를 300mm 7nm logic device 를 이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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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2. (a) SiO2 stopping Poly-silicon CMP (b) SiO2 stopping Si3N4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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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Experimental 

 

2.1. Abrasive 

 

2.1.1. Silica (SiO2) 

abrasive size 20/40/60/80/100/120nm와 shape spherical/cocoon type의 colloidal 

silica abrasive를 Fuso사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Fig. 2.1.) Colloidal silica 

abrasive는 alkyl silicate를 starting 물질로 사용하여 sol-gel process로 

제조하였으며 순도는 99.999% 이다. Silica abrasive는 40,60,80,100nm 크기의 

spherical type colloidal silica abrasive(Fuso), 35,50,75,100nm 크기의 cocoon type 

silica abrasive(Fuso)를 0.2~1.6wt% 농도로 준비하여 pH 1~10. 25℃에서 

조절하면서 abrasive의 zeta-potential은 laser doppler 방법으로 측정(zeta-plus®  

from Brookhaven) 했다.  

 Co slurry의 abrasive는 90nm 크기의 spherical type colloidal silica(Fuso)를 

사용하였으며 Co dissolution 방지를 위해 pH 9.5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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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eria (CeO2) 

범용적으로 상용화된 30~100nm의 abrasive particle외에 scratch reduction과 

막질간 선택비 제어가 용이하도록 <10nm Ceria abrasive를 Hitachi사의 것을 

이용하였다. (Fig. 2.2.(a))  <10nm size의 Ceria abrasive로 SiO2, Si3N4와 poly-

silicon 간에 선택비와 removal rate를 갖게 하기위해서는 additive로의 chemical 

reaction이 dominant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Calcined Ceria abrasive와 NSC(nano size ceria) abrasive를 DIW에 분산 

시킨 후 visible light의 scattering을 확인한 결과, Fig. 2.2(a)처럼 calcined 

Ceria와는 다르게 NSC는 투명하여 particle size가 작고 분산이 잘 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Ceria abrasive는 10nm 이하 크기의 

nanoparticle(Hitachi사)을 DIW와 mixing하여 0.5~2wt% 농도로 준비하여 

pH(1~10), 25℃에서 조절하면서 abrasive 표면의 zeta-potential을 측정했다. 

 

2.2. Slurry 

2.2.1 SiO2 stopping CMP 

SiO2막은 plasma enhanced-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방식으로 tetra 

Ethyl Ortho Silicate((C2H5O)4Si, TEOS)와 ozone(O3)을 반응 물질로 사용하여 

300 mm bare-Si wafer에 500 Å의 두께로 deposition했다. SiO2 stopping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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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석을 위해 두께 측정 spectroscopic reflectometry 방식 (Nanomerics, 

Atlas)으로 측정했다. SiO2 stopping 특성을 갖도록 Fig.2.3.과 같은 poly di-ally 

di-methyl ammonium chloride (PDADMAC, Sigma Altrichi), poly(acrylic acid-co-

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PAD, Sigma Altrichi)등의 cationic surfactant와 

glutaric acid, citric acid, malonic acid와 같은 유기산을 0.2~1wt% 사용하였다. 

Passivator 첨가 유무에 따라 pH 변화에 따라 zeta-potential과 CMP removal 

rate을 측정하여 SiO2 표면에서의 passivator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SiO2의 

removal rate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2.4.와 같은 Applied Materials (AMAT)사의 

reflecxion LK 설비의 5zone head를 사용하여 2/3/4psi, 98(head)/93(platen) 

rpm으로 60 s씩 진행했으며, in-situ 세정은 SC1/HF/SC1/dry 순으로 

진행하였다. 

 

2.2.2 Poly-silicon CMP 

Poly-silicon 막은 Kokusai사 설비를 이용하여 pryolyzing silane gas로 

575℃~650℃에서 증착하였다. Poly-silicon 막의 removal rate의 낮추기 위해서 

polyethylene oxide, Pluronic-L64와 같은 non-ionic polymer를 농도 0~3wt%에서 

0.5wt%씩 증가시키면서 removal rate을 확인했다. Surfactant의 size에 따른 

poly-silicon의 stopping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polyethylene oxi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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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을 100k, 1000k, 8000k로 나눠서 실험하였다.  

 

2.2.3 Si3N4 CMP 

Si3N4 막은 plasma enhanced-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방식으로 

1,000 Å deposition했으며 Si3N4 removal rate은 abrasive 농도와 size 상향, pH를 

시키면서 2/3/4 psi, 98 (head)/93 (platen)으로 조건을 변경하면서 polishing후에 

Si3N4의 remain 두께를 측정하였다. 추가로 poly(ethyleneimine)과 poly(acrylic 

acid-co-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Poly(vinyl pyridine) 등을 첨가하면서 

Si3N4 removal rate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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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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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EM images of Silica abrasive (a) Spherical type (b) Coco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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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2. (a) Types of Ceria abrasive and (b) the fabrication process of (a). 

  

NSC Calc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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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2.3. (a) 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and poly(acrylicacid-co-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b) Removal suppress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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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 300 mm CMP equipment and mime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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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attern wafer  

 

2.3.1 In-chip uniformity: Si3N4 & SiO2 

In-chip의 두께 uniformity (ICU) 측정을 위해서, pattern density를 세가지(0%, 

12%, 32%)로 구분하였다. Pattern은 bare Si wafer에 PECVD 방식으로 SiO2를 

2000 Å deposition후에 Fig.2.5.와 같은 pattern density를 갖게끔 photo/dry 

etch를 진행하여 pattern을 형성했다. PECVD 방식으로 Si3N4 600 Å 

deposition하여 trench fill을 한 후 overburden Si3N4 막을 CMP하고 SiO2에 

stopping하는 순으로 polishing을 진행했다. CMP후 in-chip uniform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profiler (P300, KLA-Tencor)를 이용하여 2000 µm 구간의 

단차를 측정하였다.  

 

2.3.2 In-chip uniformity: Si3N4, SiO2 & Polysilicon 

Pattern wafer는 300 mm bare Silicon wafer에 PECVD 방식으로 TEOS를 2000 

Å와 Si3N4 600 Å를 deposition한 후 photo/etch 방식으로 40 nm trench의 

pattern을 형성했다.(Fig.2.6.) 그 이후 diffusion batch로 2000 Å polysilicon을 

deposition하고 rotary 방식의 CMP 설비(LK)를 이용하여 polysilicon과 Si3N4 

막을 제거하면서 SiO2에 stopping하여 node 분리했다. 이 때, CMP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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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연마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head 압력을 1 ~ 4 psi까지 1 psi단위로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다. CMP후 in-chip uniform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profiler 

(P300, KLA-Tencor)를 이용하여 2000 µm 구간의 단차를 측정하였다.   

 

2.3.3 Co CMP evaluation wafer 

 

Co CMP후 Co 표면의 산화막에 따른 particle 흡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300mm wafer를 이용하여 gate 사이에 Co contact을 patterning한 

pattern을 준비하였고, slurry는 silica abrasive 7wt%, 0.1M 글라이신과 시트릭산, 

산화제로 H2O2 0.8wt%를 첨가하였다. 1.5psi로 60초간 CMP를 진행한 이후 

이류체 세정 기구를 이용하여 DIW mist를 60초간 wafer에 분사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하여 드라이한 후 KLA tencor사의 broadband plasma 

defect inspection 시스템인 3925 장치를 이용하여 wafer 전면 scan한 이후, 

Hitachi SEM 장치를 이용해 defect 검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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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chematic cross-sectional image of evaluation wafer with respect to pattern 

density (a) before (after Si3N4 deposition) and (b) aft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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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6. Schematic cross-sectional image of evaluation wafer with respect to pattern 

density (a) before (after Si3N4 deposition) and (b) aft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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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 CMP 및 post-CMP cleaning 

 

2.4.1 Co 착화제 용액 조성 

본 연구에서는 0.1 M의 글라이신(glycine), EDTA 및 시트르산(citric acid)이 

포함된 착화제 용액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지지 전해질로 0.3M 

Na2SO2를 투입하였고, 용액을 적정한 염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NaOH를 

첨가하여 pH를 10.7로 고정시켰다. 산화제가 투입된 조건에서의 실험 

진행을 위해 0.8 wt% H2O2를 조건에 따라 용액에 투입하였다. 

 

2.4.2 Co 표면 물성 분석 

Co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의 결정 구조는 X선 회절 분석법 (XRD, X-ray 

diffraction, Smart Lab, Rigaku) 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Mo Kα 영역을 이용하여 

Co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샘플로 사용한 파우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0.8 M 

Co(No3)2·6H2O 0.8 M 용액에 40 mM의 착화제) 를 첨가하였다. 또한 2 M 

NaOH 용액을 더하여 각 착화제 조건에서의 Co(II) 수산화물을 수득하였다. 

얻어진 Co(II) 수산화물 파우더는 XRD 분석 전 2시간의 건조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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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Co 표면 용해 경향 분석 

Co의 표면 용해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용해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Co 쿠폰 웨이퍼 표면을 착화제에 30분간 담근 

후 면저항 측정기 (4 point probe, CMT-SP 2000N)을 이용하여 면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용해된 coblat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ICP-MS 

(NexION 350D)를 사용하였다. Co 쿠폰 웨이퍼를 각 착화제 용액에 5분간 

침지한 후 해당 용액에 포함된 Co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사전 산화 

과정을 추가한 실험에서는 0.8 wt% H2O2가 포함된 용액에 우선적으로 

웨이퍼를 침지한 후 같은 단계를 거쳐 측정하였다.  

 

2.4.4 Co(II) 및 Co(II, III) 산화물 용해 경향 분석 

착화제 조건 하에서 실제 Co 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UV-Vis 분광법 (Genesys-10, Thermo)을 사용하였다. 착화제 용액에 과량의 

Co(OH)2와 Co3O4를 투입한 후 용액에 분산시킨 뒤 진공 펌프와 필터 

페이퍼를 이용해 고체상 파우더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용액을 

12 시간 침전시킨 후 상층액을 분석하였다. Co(II) 산화물의 용해도를 

추정하기 위해 0.05 M에서 0.4 M에 이르는 Co(NO3)2·6H2O 표준 용액을 

각각의 착화제 용액에 투입하여 그 흡과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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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이온 농도에 대한 각 착화제 용액의 흡광도를 calibration하여 각 

착화제의 용해도를 계산하였다. Co(II, III) 산화물은 추가적으로 전술한 

방법과 동일한 ICP-MS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면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800) 을 

사용하여 착화제 처리 후 Co 표면을 분석하였다.  

 

2.4.5 Co 화학적 조성 분석 

Co 및 Co 산화물의 화학적 조성은 XPS (SIGMA PROBE, VG)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색과 Al Kα X선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샘플은 각 

착화제 용액에 침지한 후 N2 blowing 과정으로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XPS 분석 과정에서 고진공 (5·10-10 mbar) 을 사용하였고, 기준이되는 C 1s 

피크는 285.4 eV에서 기록되었다. 얻어진 스펙트럼은 XPS peak 4.1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분리하여 금속 Co 및 산화물의 비율을 추정하였고, 

Shirley 타입으로 백그라운드 값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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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Silica and Ceria slurry for Si-based substrate 

CMP 

 

3.1. Surface treatment of silica abrasive 

Silica abrasive를 이용하여 SiO2 막질 CMP에서 pH와 surfactant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는 SiO2의 removal rate을 올리고 Si3N4 

막질에 stopping하기 위한 것이었다. pH 9 이상의 용액에서 SiO2는 Si(OH)4와 

같은 물에 용해되는 물질로 변환되어, pH 9 이상의 pH를 유지하는 것이 

SiO2의 removal rate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SiO2와 Si3N4의 isoelectric point 

(IEP)는 각각 pH 2.2와 pH 4.5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일차 목적은 Si3N4의 removal rate을 증가시키면서 SiO2의 

removal rate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며, chemical reac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ilica abrasive를 사용하여 removal rate과 selectivity 구현하고자 하였다. pH에 

따른 zeta-potential의 변화를 살펴보면, Si3N4와 silica abrasive와의 흡착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간의 pH에서 silica abrasive를 ‘-‘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lica의 abrasive 표면 zeta-potential을 ‘-‘로 

유지하기 위해서 silica abrasive를 합성할 때, 수산화 이온을 포함한 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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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함으로써 수화된 silica abrasive 표면에 형성된 실라놀 그룹 (Si-OH)과의 

수화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여 silica abrasive의 표면을 SiO- 만들어 표면 

전위를 기존 silica 대비 음전하를 띠게 했으며, 이로 인해 스테른 전위를 

강한 양이온을 만들어 확산층에 강한 음이온을 띄게 함으로써 Fig.3.1.과 

같이 함으로써 zeta-potential을 pH 모든 구간에서 negative가 되게끔 하였다. 

표면 처리된 silica abrasive는 pH < 3에서 zeta-potential은 -50 mV로 상용화된 

silica abrasive 대비 더 강한 negative charge가 되게끔 하였다.  

 

 

  



 ６９ 

 

 

 

 

 

 

 

Figure 3.1. Zeta potential of Surface modified silica abrasive with respect t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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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3N4 removal rate control 

일반적으로 Si3N4 막질의 연마는 아래와 같은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Si3N4 + 6H2O → 3SiO2 + 4NH3          (1) 

(SiO2)𝑥 + 2H2O → (SiO2)𝑥−1 + Si(OH)4        (2) 

 

첫 번째 단계는 H2O에 의한 Si3N4 표면의 수화 반응이며, 이를 통해 Si3N4 

표면에 SiO2 막이 형성된다. 두 번째 단계로 SiO2 막은 H2O와 반응하여 

Si(OH)4가 되어 silica abrasive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쉽게 제거될 수 있다.  

 

3.2.1. Abrasive 영향 

Si3N4의 removal rate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Si3N4의 수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Si(OH)4로 만들어야 하고, silica abrasive와 Si(OH)4의 막 사이에 

adhesion force와 area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dhesion 

area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모양 (cocoon과 spherical 

shapes)의 abrasive를 준비했으며, abrasive 모양 별로 양에 따른 Si3N4의 

removal rate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래 Fig.3.2.처럼 abrasive 모양과 양에 따라 

Si3N4의 removal rate은 cocoon shape abrasive가 spherical shape 대비 3배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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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 면적에서 막과의 접촉 면적이 더 큰 cocoon 

type의 abrasive가 표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Si3N4의 removal rate은 abrasive 농도 1.0 wt% 이상에서는 

saturation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Si3N4 표면과 반응하지 

않은 abrasive는 pad 밖으로 흘러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크기의 silica abrasive는 Ceria abrasive 대비 Si3N4와 SiO2 막의 제거 

mechanism이 비교적 간단하다. Ceria abrasive는 abrasive의 표면에 -OH기와 각 

막의 표면에 형성된 -OH기와 hydrogen bonding을 하여 chemical tooth를 

형성하여 Si-O-Ce bonding을 형성한다. 이는 Si-O-Si 대비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Ceria abrasive와 함께 각 막의 연마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silica 

abrasive는 Ceria와 같은 chemical tooth를 형성하지 않고 단지 Si3N4와 SiO2 

막에 물리적 힘을 가해서 연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emoval rate은 Ceria 

대비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abrasive와 막질간에 zeta-potential을 조절하여 

선택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chemical materials 간에 간섭 없이 공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pH < 4에서 Si3N4 

표면과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Fig.3.1.과 같이 silica 

abrasive 표면의 zeta-potential을 모든 pH에 관계없이 negative charge로 하였다. 

특히 pH < 2 구간에서 Si3N4와 silica abrasive간에 zeta-potential 차이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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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로써 강한 인력이 작용하게끔 하였다.  

표면 처리가 된 silica abrasive를 이용하여 pH 1 ~ 8까지 변화하면서 Si3N4 

막의 removal rate을 확인한 결과, Fig.3.3.과 같이 pH 1 ~ 2 구간에서 removal 

rate이 가장 빨랐으며, pH가 증가할수록 Si3N4의 removal rate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ilica abrasive와 Si3N4의 pH에 따른 zeta-potential 차이가 

클수록 adhesion force가 증가하여 removal rate이 상향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2.2. (Ce(NO3)3, Ce(CH3COO)3) 영향 

Ceria abrasive를 사용하여 Si3N4 removal rate을 상향하기 위해서 Ce3+ 이온을 

첨가하고 CVD 방식으로 증착된 Si3N4 막을 연마한 결과 removal rate이 

상향하였다. Abrasive 상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Si3N4에 Ce3+을 

첨가하고 Si3N4 막을 연마하면서 생기는 by-product의 pH를 측정한 결과 

Ce3+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대비 연마 시간에 따라 pH가 4 → 6.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3.4.) 이는 Ceria abrasive에 의한 연마 속도가 빠른 

SiON 막과 동일한 거동이며, 이는 SiON과 가수분해되는 정도와 NH3 생성 

속도가 동등한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두번째로 Ce3+(Ce(NO3)3), 

Ce(CH3COO)3) 를 첨가하고 SiN의 zeta-potential을 측정한 결과 SiON과 

유사하게 pH ~8 구간에서 positive charge를 나타냈으며, 이는 Ceria abrasive와 



 ７３ 

attraction force를 증가시켜 Fig.3.5.에서 보는 것과 같이 removal rate을 빠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보아 Ce3+ 이온 첨가 시 

Si3N4의 removal rate mechanism은 Fig.3.6.와 같이 기존 Si3N4의 hydrolysis로 

인한 표면의 SiO2화를 Ce3+ 이온이 SiON화 하여 빠른 hydrolysis를 하여 

Ceria abrasive에 의한 연마 속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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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i3N4 removal rate according to shape and amount of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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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Removal rate of Si3N4 depending on pH change 

 

  



 ７６ 

 

 

 

 

 

 

Figure 3.4. pH change according to CMP process time with and without Ce3+ ions 

 



 ７７ 

 

 

 

 

 

 

Figure 3.5. Si3N4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pH with and without Ce3+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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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hange of surface composition of Si3N4 with and without Ce3+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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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iO2 removal rate control 

 

3.3.1. Abrasive size 영향 

Abrasive size를 결정하기 위해서 silica abrasive size에 따른 removal rate을 

측정한 결과, Fig.3.7.와 같이 abrasive size가 증가할수록 removal rate은 

증가했으나 abrasive size 60 ~ 100 nm 구간에서는 removal rate이 감소하다가 

120 nm 이상의 size에서 removal rate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ticle size가 커질수록 각 particle에 의해 막 표면에 물리적 힘이 미치는 

면적과 깊이가 커져서 removal rate이 증가하여 indentation-base mechanism으로 

해석 가능하며, abrasive size 60 ~ 100 nm 구간에서의 removal rate 감소는 particle 

size에 의한 물리적 힘의 영향 보다는 표면과 닿는 abrasive의 면적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rolling friction이 증가하는 area-based mechanism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3.3.2. Abrasive 농도 영향 

30 nm, 50 nm, 70 nm, 100 nm 크기의 silica abrasive 농도를 0.1 %에서 

30 %까지 변화시키면서 SiO2 막의 removal rate을 실험한 결과, Fig.3.8.와 같이 

30 nm size의 abrasive의 농도가 높아 질수록 removal rate은 2500 Å/ min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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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으며, 50 nm, 70 nm, 100 nm 크기의 abrasive의 경우 10 %까지 removal 

rate이 2000 Å/min까지 증가했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10 % 이상의 abrasive는 막 제거에 영향을 못 미치고 flow-out 되는 

것을 의미한다.  

 

3.3.3. Abrasive 모양 영향  

Abrasive 모양이 removal rat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45 nm 

cocoon type silica abrasive와 70nm spherical type silica abrasive로 SiO2 막의 

removal rate을 측정하였다. Cocoon type silica abrasive의 경우 abrasive 농도 

30%에서 removal rate이 4500 Å/min까지 상향하여 spherical type silica abrasive 

대비 removal rate이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ocoon 

type의 silica abrasive가 계면 전단 강도와 흡착력이 spherical type 대비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Fig.3.9.와 같이 CMP 과정에서 platen torque가 cocoon 

type의 경우 removal rate에 비례하게 증가하여 막질에 미치는 friction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는 점과, platen torque을 통해 CMP 과정에서 abrasive의 

friction 증감을 증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4. Abrasive 표면 zeta potential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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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aluminate를 첨가하여 –Al-OH group으로 모든 pH 구간에서 zeta 

potential을 negative charge로 개질한 cocoon type의 silica abrasive와 pH < 2 

구간에서 10 mV의 positive charge를 나타내는 cocoon type의 silica abrasive를 

이용하여 SiO2 막질의 removal rate을 측정한 결과, Fig.3.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SiO2 막과 동일한 negative charge인 개질한 cocoon type의 silica abrasive의 

경우 SiO2 막의 removal rate이 abrasive 농도 < 10 % 구간에서 < 10 Å/min 

으로 억제되었다. Fig.3.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SiO2 막이 -25 ~ -40 mV 의 

zeta potential 값을 갖는 것을 볼 때, 개질된 coccon type silica abrasive가 모든 

pH 조건에서 -45 mV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한 repulsion force에 

의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3.3.5. Additive 영향성 

Ceria abrasive로 SiO2 막의 removal rate을 조절하기 위해 additive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Removal rate enhancer로 사용하기 위해서 pH 9에서 positive charge인 Ceria 

abrasive 표면과 negative charge인 SiO2 막과 동시에 흡착할 수 있게끔 

carboxyl기와 amine기를 보유한 picolinic acid (PA)를 0.5 wt% 첨가 후 SiO2 

막의 removal rate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3.12.와 같이 Ceria abrasive 



 ８２ 

농도에 따라 5,000 Å/min까지 상향된 removal rate 대비 Fig.3.13.과 같이 1.3 

~ 1.8배 removal rate이 상향되었다.  

Removal rate suppression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negative charge 인 SiO2 

막질에 흡착하여 positive charge인 Ceria와의 chemical reaction을 방해하도록 

Fig.3.13.과 같은 PDADMAC 0.3 wt% 첨가 후 SiO2 막의 removal rate을 측정한 

결과, removal rate은 < 10 Å/min로 억제되었다. 이는 SiO2 표면과 

PDADMAC이 결합하여 SiO2 표면에 강한 positive charge를 만들어 

electrostatic repulsion force가 발생한 결과이다.  

최소한 2가지 이상의 carboxyl기를 보유한 additive를 첨가할 경우 Ceria 

abrasive의 표면 zeta potential을 negative charge로 만들어 SiO2의 removal rate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negative charge인 carboxyl기와 positive charge인 

amine기를 모두 가진 additive를 사용할 경우 Ceria abrasive 표면의 zeta 

potential은 positive charge로 유지시키고 SiO2 표면에는 negative charge를 

강하게 만들어 removal rate을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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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 SiO2 removal rate depending on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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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iO2 removal rate depending on particl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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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9. SiO2 removal rate depending on particle shape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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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iO2 removal rate depending on surface-treated silica abras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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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Zeta potential of SiO2 surface and silica abrasive with respect to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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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Ceria abras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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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Ceria slurry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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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oly-silicon removal rate control 

SiO2와 poly의 bond energy의 차이는 SiO2와 poly 막질의 선택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O2의 siloxane bond (≡Si-O-)의 dissociation 

energy는 368 kJ/mol이며, poly의 silicon bond (≡Si-Si≡)의 경우 226 kJ/mol로 

poly는 SiO2 대비 연마 속도가 빠르다. 

 

3.4.1. pH와 abrasive 영향 

pH 변화에 따른 silica와 Ceria abrasive가 poly-silicon 막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pH를 높이면서 removal rate을 측정하였다.  

먼저 Ceria abrasive의 경우 Fig.3.14.와 같이 pH가 높아질수록 removal rate이 

상승했으며, 이는 pH가 상승함에 따라 poly-silicon 표면에서 –OH 농도가 

증가하여 Ceria abrasive와의 hydrogen bonding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표면이 개질화된 silica의 경우 Fig.3.15.과 같이 pH < 4구간에서 poly-

silicon과 반대의 zeta-potential으로 인한 adhesion force가 작용하여 removal 

rate이 400~450 Å/min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poly-silicon removal rate 

억제하기 위해서 additive를 통한 표면 passivation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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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Additive 영향성  

Poly-silicon 막질의 removal rate을 상향하기 위해서 booster 역할을 할 수 

있는 amine기를 가지는 additive를 1wt% 첨가하였다. Amine 기를 갖는 

additive에 따라서 poly-silicon의 removal rate은 < 1000 Å/min과 > 3000 

Å/min인 group으로 나누어졌다. pH 10에서 removal rate이 3000 Å/min이 넘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Fig.3.16.와 같이 α-amine을 갖는 additive임을 알 

수 있었다. α-amine이 poly-silicon의 removal rate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은 

Fig.3.17.와 같이 non-α-amine이 α-amine group에 비해 더 강한 negative 

charge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는 전자 밀도가 α-amine에 비해 non-α-amine이 

더 높기 때문이다. α-amine group의 경우 electron withdrawing 효과를 가져 

SiO2 표면에 부분적인 positive charge를 잘 형성 시켜서 poly-silicon CMP 

booster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oly막질의 passivation을 위해 poly 표면에 ≡Si-Si≡ 와 ≡Si-H bonding에 

의한 hydrophobic 특성을 이용하여 polyethylene oxide or ethylene oxide-propylene 

oxide-ethylene oxide tri-block copolymer 등과 같은 non-ionic surfactant를 

suppressor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면이 개질된 silica abrasive를 

사용하면서 poly-Si의 removal rate을 낮추기 위해 polyethylene oxide의 

분자량을 조절하면서 poly-Si의 removal rate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분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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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poly-silicon removal rate은 감소하였다. 또한 분자량이 큰 EO-PO-EO 

triblock copolymer (Pluronic-L64)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poly-Si의 removal rate을 

측정한 결과, Fig.3.18.와 같이 pH 10에서 P-L64의 농도에 따라 poly-silicon의 

removal rate이 410 Å/min (0 wt%) 에서 < 10 Å/min (3 wt%) 까지 감소하여, 

poly-silicon의 removal rate을 조절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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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Ceria slurry addit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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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pH of Silica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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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 Structure of α, β-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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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Characteristics of α, β-amine charge (J. Taiwan. Inst. Chem. E. 2017, 12, 

5553) 

  

https://edm2.sec.samsung.net/cc/link/verLink/156041756658604647/1
https://edm2.sec.samsung.net/cc/link/verLink/156041756658604647/1
https://edm2.sec.samsung.net/cc/link/verLink/156041756658604647/1
https://edm2.sec.samsung.net/cc/link/verLink/15604175665860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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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 of PL-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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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ertical flash memory pattern wafer 실험 결과  

막질 별로 removal rate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vertical flash memory device에서 Si3N4 mask를 사용하여 dry etch 공정을 하는 

기존 공정에서 SiO2, Si3N4와 poly-Si의 removal rate을 제어하는 방법을 토대로 

SiO2와 poly-silicon의 removal rate은 최소화 하면서 Si3N4 removal rate을 700 

Å이상 확보할 수 있는 slurry를 개발하여 pattern에서 CMP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SSL Vth 산포를 기존 poly mask 공정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연마 후 wafer to wafer < 300 Å, within wafer uniformity < 100 Å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서 연마 후 산포 악화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고, EOE와 cell 

erosion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막질의 연마 속도를 제어하였다.  

 

3.5.1. Pattern에서의 SiO2 막질의 연마 속도 제어 

CMP 공정에서 막질이 연마되기 위해서는 막질에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을 해야 한다. 

 

Ftotal = 𝐹𝑒𝑙𝑒𝑐𝑡𝑟𝑜𝑠𝑡𝑎𝑡𝑖𝑐 + 𝐹𝑣𝑎𝑛 𝑑𝑒𝑟 𝑊𝑎𝑎𝑙𝑠 + 𝐹𝑐ℎ𝑒𝑚𝑖𝑐𝑎𝑙          (3.1) 

 

pH < 3에서 silica abrasive의 zeta-potential을 ‘-‘로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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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ry내에 일정양의 유기산을 넣었다. 이 chemical은 SiO2 표면의 zeta-

potential에도 abrasive와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abrasive와 막질간에 

repulsive force가 작용하게 하였다. 식 3.1에서 zeta-potential 조절로 Felectrostatic을 

최소화 하였고, SiO2 동일 성분의 abrasive와 막질은 fluctuating dipoles의 상호 

작용이 반발력이 발생하여 Fvan der Waals 역시 막질 연마에 작용할 수 없게 

하였다. Silica abrasive는 Ceria abrasive와는 다르게 SiO2 표면과 chemical 

bonding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식 3.1의 마지막 항인 Fchemical 역시 0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합성한 silica abrasive가 SiO2 표면에 미치는 

Ftotal을 0에 가깝게 하여 SiO2 연마속도를 < 50 Å/min으로 제어하였다.  

 

3.5.2. Pattern에서의 Si3N4 막질의 연마 속도 제어 

Si3N4 막질의 연마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표면 개질한 cocoon type의 

silica abrasive를 선택하였고, 앞서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cocoon type의 

경우 막질과의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Si3N4의 연마 속도가 본 

연구에서는 cocoon type abrasive로 정했으며, pattern에서의 EOE 억제를 위해 

1.0 wt%로 함량을 결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ilica abrasive는 합성 과정에서 Sodium Aluminate와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isomorphous substitution을 통해 abrasive 표면에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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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는 강한 ‘-‘ charge로 대전된 표면을 가지며 pH < 

3과 같은 낮은 pH임에서도 abrasive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pH 변화를 변화시키면서 pattern에서의 Si3N4 연마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pattern에서도 non pattern wafer와 마찬가지로 850 Å (@pH 1.5)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Si3N4의 연마 속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소 

원인은 pH를 증가시키면 silica abrasive와 Si3N4 표면의 zeta-potential 차이가 

줄어들고, 특히 pH > 7에서 silica abrasive와 Si3N4 표면의 zeta potential 차이는 

< 10 mV로 줄어들게 되어 repulsive force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Si3N4 연마 속도 > 700Å/min를 맞추기 위해서 pH < 

2를 유지해야 하며 Fig.3.19.과 같이 pH 1.5에서 5회 반복 실험 결과 Si3N4 

연마 속도를 800 Å/min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pH는 

1.5로 정하였다. 

 

3.5.3. Pattern에서의 poly-silicon 막질의 연마 속도 제어 

SiO2와 poly의 bond energy의 차이는 SiO2와 poly 막질의 선택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O2의 siloxane bond(≡Si-O-)의 dissociation 

energy는 368 kJ/mol이며, poly의 silicon bond(≡Si-Si≡)의 경우 226 kJ/mol로 

poly는 SiO2 대비 연마 속도가 빠르다. 



 １０１ 

일반적으로 poly막질의 passivation을 위해 poly 표면에 ≡Si-Si≡ 와 ≡Si-H 

bonding에 의한 hydrophobic 특성을 이용하여 polyethylene oxide or ethylene 

oxide-propylene oxide-ethylene oxide tri-block copolymer 등과 같은 non-ionic 

surfactant를 suppressor로 사용한다. 

Poly-Si 막질 연마 속도 제어는 cycle mechanism에 의해 진행되며, poly-Si 

표면에 non-ionic surfactant이 hydrophobic한 특성에 의해 흡착된다. 이렇게 

흡착된 surfactant는 abrasive가 막질 표면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일정 

압력 이상이 가해지면 surfactant는 제거 된다. Abrasive의 표면 흡착 전에 

surfactant를 얼마나 빨리 재흡착 시키느냐가 poly막질의 연마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poly suppressor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oly 연마 속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poly 막질을 passivation시키는 suppressor들이 poly 표면에 흡착하여 ≡Si-Si≡의 

결합이 dissociation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Polymer C가 일정량 

이상에서 poly 연마 속도는 polymer를 첨가 안 할 경우 대비 약 50 % 

수준으로 saturation되어 더 이상 감소 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200 % 이상의 

polymer C는 poly 막질에 흡착되기 전에 연마 공간에서 빠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olymer C의 양을 공정 연마 속도가 saturation되고 

slurry 제조 마진을 고려하여 300 %로 정하였다. Polymer D의 경우 pol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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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과의 흡착 속도 대비 연마 압력에 의한 제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일 농도, 압력에서 polymer C 대비 약 30 % 빠르게 표면에서 제거가 

되었다. (보안 문제로 인해 이후 poly-silicon passivation chemical materials은 

polymer C와 polyD로 표기) 다만, polymer D의 경우 C대비 분자량이 낮은 

관계로 유동 속도가 빠르고 poly-si 표면과의 흡착 속도가 빠른 관계로 100 % 

농도에서부터 Fig.3.20.와 같이 연마 속도는 saturation이 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과의 흡착력과 흡착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Dual 

surfactant를 사용하여 poly 막질의 연마 속도를 제어하였다. 

Dual surfactant를 사용했을 때 연마 압력에 따른 poly 연마 속도가 

Fig.3.21.의 blue circle과 같이 10 ± 5 Å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이는 

polymer C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poly 표면이 passivation이 되고, polymer가 

제거된 영역은 polymer D가 빠른 흡착 속도로 passivation을 하여 보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5.4. Edge over erosion (EOE)의 최소화 

Fig.3.22. (a), (b), (c)을 분석한 결과 EOE 발생을 < 50 Å로 targeting하기 

위한 막질 별 연마 속도는 Table 3.1.과 같이 poly < 60 Å, SiO2 < 50 Å, Si3N4 > 

700 Å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했다. EOE는 poly suppressor의 양과 분자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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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여 pattern density가 급격하게 변하는 영역의 poly-silicon high density 

영역에서 poly-silicon suppressor가 얼마나 passivation을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였다. 

 

3.5.5. Erosion의 최소화 

Fig.3.23. (a), (b), (c)을 분석한 결과 cell의 erosion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Table 3.2.와 같이 poly < 60 Å, SiO2 < 50 Å를 동시에 만족 해야 하며 Si3N4의 

연마 속도는 관계가 없었다. Cell erosion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ell의 SiO2와 

poly 막질을 최대한 passivation 시켜서 Si3N4가 있는 layer에서만 연마가 될 

수 있게끔 제어하는 것이 중요했다 Si3N4 stopper 사이에 있는 poly 막질의 

연마는 Si3N4가 빠른 속도로 연마되면서 물리적으로 같이 제거되는 

mechanism으로 연마가 되며 표면에 Si3N4가 모두 제거가 되고 SiO2가 

드러날 경우 연마가 멈추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3.5.6. Pattern EOE 제어 

3.5.4.와 3.5.5.의 분석을 토대로 pattern wafer에서 polymer C와 D의 양을 

조절하여 EOE와의 상관관계 확인했다. 그 결과 Fig.3.24.와 같이 polymer 

C+D 300% 이상에서 EOE은 0Å이었으며, 이 조건에서 poly blanket 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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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속도는 0Å/min으로 poly passivation이 EOE를 제어하기 위해 dominant 

factor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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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moval rate of Poly, SiO2 and Si3N4 for EOE targeting 

 

  

 Poly SiO2 Si3N4 

Removal 

Rate 
 < 60 or > 680 < 5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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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moval rate of Poly, SiO2 and Si3N4 for Erosion targeting (unit: Å/min) 

 

 Poly SiO2 Si3N4 

Removal 

Rate 
 < 60 < 50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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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Repeated measurement of removal rate of Si3N4 under pH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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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Normalized removal rate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 of polym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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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Removal rate depending on the type of polymer and polish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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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22. Analysis of EOE-related factors (a) Poly-silicon and Si3N4 (b)Si3N4 and 

SiO2 (c) Si3N4 and SiO2   



 １１１ 

(a) 

             

(b) 

 

(c)  

 

Figure 3.23. Analysis of Erosion-related factors (a) Poly-silicon and Si3N4 (b) Si3N4 

and SiO2 (c) Si3N4 and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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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4. (a) step height of EOE and (b) EOE result depending on types of polymer 

and the concentration aft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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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lurry 조성 결정 

앞선 평가 결과로 EOE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lurry 조성을 Table 3.3.과 

같이 정하였으며, 이 slurry를 사용하여 pattern에서의 산포와 defect 특성을 

확인하였다.  

 

3.6.1. Total Thickness Uniformity (TTU) 

Poly mask와 Si3N4 mask scheme에서 CMP후 total thickness uniformity(TTU, 식 

3.2)로 산포 분석하였다.  

 

𝑇𝑇𝑈 = √  𝑊𝐼𝑊의 분산값
2

+  𝐼𝐹𝑈의 분산값
2

          (3.2. ) 

 

TTU 산포 분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scheme별로 within wafer (Fig.3.25.)와 

in-field uniformity (Fig.3.26.)의 cell 두께를 측정하였다. 

TTU 확인 결과, Table 3.4와 같이 Si3N4 mask의 poly- Si3N4 etch back 공정 

대비 8.7 % 산포 개선이 되었으며, 기존 poly mask 대비 38 % 개선되었으나, 

CMP pressure tuning을 통한 profile 개선은 추가로 필요하다. 

 

3.6.2. Defect-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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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3N4 mask에서 dry etch 공정으로 진행할 경우 Fig.3.27.와 같이 etch back으로 

인한 poly seam recess가 발생하였다. CMP로 진행한 결과, dry etch 공정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poly seam recess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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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Final composition of slurry 

 

pH 
Abrasive Chemical C Chemical D 

Type Size % % % 

1.5 Cocoon 35nm 1.0 3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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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TTU with respect to process condition 

 

(단위: nm) 

 WIW IFU TTU 

Poly Mask 3.67 3.02 4.75 

Si3N4-PSEB 2.35 2.22 3.23 

Si3N4-CMP 2.67 1.2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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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25. in-wafer thickness variation depending on process condition of (a) Poly-

mask (b) Si3N4 mask-dry etch back (c) Si3N4 mask-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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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166.4 171.7 165.0 165.5 168.6 164.1 164.5 168.5 164.5 164.4 168.6 164.4 173 ~ 174 39

166.0 171.1 164.7 164.9 168.7 163.9 165.2 168.1 164.0 163.3 169.7 165.2 171 ~ 173 45

166.4 172.2 165.0 165.2 171.6 164.2 165.2 168.6 163.9 164.8 170.2 165.9 170 ~ 171 22

166.0 173.6 165.5 165.4 172.8 164.5 164.2 169.2 164.2 163.8 170.0 164.4 169 ~ 170 33

166.3 173.7 165.8 164.7 170.3 164.9 165.0 169.2 164.2 164.3 168.8 165.1 168 ~ 169 71

168.9 174.0 166.2 165.3 170.2 165.1 165.2 169.6 164.3 163.8 169.6 165.5 166 ~ 168 54

168.4 174.0 165.3 166.0 170.9 164.6 165.5 168.9 164.4 165.0 169.6 165.5 165 ~ 166 79

168.0 172.8 165.5 165.2 170.6 165.5 164.4 168.5 164.5 164.3 168.9 165.3 164 ~ 165 103

168.2 172.3 164.9 165.7 169.7 165.1 164.0 168.4 163.2 163.8 170.1 165.1 162 ~ 164 34

167.9 172.6 165.4 165.4 170.1 165.1 164.9 169.4 165.8 163.6 168.7 165.3

168.3 172.6 165.5 165.0 170.0 165.2 165.2 170.6 164.8 163.8 169.3 165.1

167.7 172.2 165.1 164.9 169.6 164.5 164.2 170.4 165.3 164.1 168.3 165.3

168.5 172.8 165.4 165.4 170.5 165.1 164.7 168.4 164.0 164.4 171.1 165.3

168.8 173.0 166.0 166.4 170.5 165.6 164.9 170.4 165.8 164.2 170.8 166.7

166.8 173.3 165.7 166.9 170.4 165.4 165.2 168.8 166.6 164.5 172.0 166.3

166.1 173.3 166.2 165.5 170.2 165.0 164.8 169.8 164.3 164.2 171.6 166.6

166.8 173.4 166.0 165.4 170.3 165.4 165.2 168.7 165.9 164.7 171.2 167.0

166.1 172.6 165.4 165.5 172.2 164.8 164.8 168.9 166.0 164.3 170.9 166.2

165.8 171.5 164.6 165.2 171.3 164.0 164.3 169.7 164.7 163.7 170.3 166.0

166.9 171.3 163.8 165.0 171.2 164.2 164.0 169.4 163.9 163.0 170.1 165.2

164.6 171.7 164.9 165.1 169.8 163.8 163.9 168.7 163.2 163.8 170.2 165.0

165.4 171.3 165.0 165.7 170.4 164.5 163.9 168.3 165.7 163.5 170.2 166.0

166.3 172.4 165.2 165.9 169.2 165.1 164.8 169.5 165.4 164.4 171.8 167.1

166.7 172.7 166.2 166.5 172.9 165.6 165.2 171.2 166.8 165.0 172.0 167.8

166.6 173.1 166.6 166.7 172.5 165.8 165.6 171.8 166.3 165.1 172.5 167.1

167.7 173.3 165.7 166.5 172.6 165.9 165.6 172.8 167.2 165.9 173.2 168.1

166.8 173.1 167.4 166.8 173.1 165.3 165.8 172.2 167.2 165.7 172.5 168.0

166.5 173.0 167.4 166.1 172.9 166.7 166.8 172.4 167.6 165.5 172.3 168.8

166.8 172.3 167.2 167.3 171.6 166.0 166.0 171.9 167.4 165.5 172.5 168.1

166.8 173.3 166.5 167.2 173.6 166.6 166.3 172.5 168.0 165.9 173.6 168.7

167.1 172.7 166.0 166.8 173.1 166.8 166.1 173.7 168.1 167.4 173.8 168.5

167.1 172.3 166.9 167.8 173.5 166.8 166.4 172.5 168.3 165.7 173.2 168.5

167.1 173.2 166.5 168.2 173.1 167.7 166.3 173.1 168.6 166.5 173.3 168.3

167.1 173.6 167.0 168.2 174.4 168.3 167.3 173.3 168.6 166.6 173.7 168.8

167.4 173.5 167.2 168.0 173.6 168.2 167.3 173.7 169.0 167.9 173.7 168.4

168.6 173.9 166.9 168.7 173.9 168.2 167.7 173.4 169.4 168.3 173.7 168.6

169.0 173.2 166.6 168.3 173.0 168.7 169.1 173.5 169.0 168.5 173.4 169.0

168.7 173.1 166.5 168.3 173.5 168.2 167.3 172.9 168.0 168.3 172.4 168.8

168.5 171.6 166.3 167.6 172.9 168.1 166.6 172.9 168.0 168.3 172.2 167.9

168.3 173.3 167.9 167.8 172.7 168.0 168.3 172.8 168.3 168.4 172.9 168.0

Avg 168 Min 163 Max 174 Rng 11 3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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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3.26. in-wafer thickness variation depending on process condition of (a) Poly-

mask (b) Si3N4 mask-dry etch back (c) Si3N4 mask-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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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7. Poly-seam Image (a) after Etch-back, and (b) aft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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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Co contact CMP and cleaning. 

 

4.1. 착화제에 따른 Co 산화 거동 분석 

 

4.1.1. 산화 경로 분석 

Co 표면으로의 착화제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착화제에 의해 

형성된 Co 산화물, Co(OH)2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Huang et al. [56]은 

Co(OH)2을 α-Co(OH)2 와 β-Co(OH)2로 나누어 그 형태를 확인하였했는데, 이 

둘은 수용액 내의 OH- : Co2+ 비율에 의해 반응 경로 및 반응물이 결점됨을 

보고하였다. α-Co(OH)2은 용액 내 OH-의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푸른 색 

입자 형태로 침전되며 형성되고, β-Co(OH)2는 그 반대 경우로 갈색 침전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율이 아닌 착화제에 의한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OH- : 

Co2+ 비율을 2.5 : 1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착화제의 종류 및 존재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Co(II) 침전물이 형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글라이신과 EDTA의 경우 갈색 침전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β-

Co(OH)2임을 알 수 있었고, 시트르산은 푸른 색의 α-Co(OH)2가 형성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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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OH- 비율을 높여 Co2+ 이온에 15배에 이르는 

양을 첨가해 주어도 그 경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착화제의 종류가 Co 

표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반응이 이후 산화 경로를 결정지어 

Co(OH)2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4.1.은 서로 다른 

착화제 용액에서 형성된 Co(OH)2 구조의 XRD 결과이다. 글라이신과 

EDTA에서는 분명한 β-Co(OH)2의 피크가 확인되지만, 시트르산에서는 α-

Co(OH)2의 피크가 관찰된다. 2가 Co 산화물 α-Co(OH)2와 β-Co(OH)2는 

염기성 조건 하에서 각각 Co3O4와 CoOOH로 산화하는데[56], 이로 인해 

착화제는 Co 표면에 작용하여 Co(II)에 이어 Co(III)의 형태까지도 

결정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글라이신과 EDTA는 Co 

표면을 β-Co(OH)2로 산화시키켜 염기 조건에서는 추가 산화가 CoOOH로 

진행되나, 시트르산에서는 주로 α-Co(OH)2로의 산화가 진행되어 Co3O4가 

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착화제에 따른 Co 표면 산화 거동 분석 

염기 용액에서 Co 표면은 Co(OH)2로 구성된 부동막을 형성하며 

산화되는데, 이때의 화학 반응은 아래와 같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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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H2O → Co(OH)+ + H+ + 2e−          (4.1) 

Co(OH)+ + OH− → Co(OH)2  (in alkaline condition)      (4.2) 

 

Co 금속이 수용액 내에서 표면은 Co(OH)+을 형성하며(식 4.1), 이렇게 

형성된 Co(OH)+는 반응성이 커져 용액의 조성에 따라 이후 조성이 

결정된다. 염기성 조건 하에서 Co(OH)+는 식 (4.2)을 따라 산화된다. Co 

산화막은 부동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3] Co는 이와 같은 

산화 이후 착화제에 의한 용해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산화 및 용해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화막은 착화제의 종류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용해 속도로도 관측이 된다. 착화제에 의해 Co 표면이 산화된 후 

산화물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화학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4.2.는 

산화제 H2O2를 포함하지 않고 착화제로만 이루어진 용액 안에서의 Co 산화 

거동을 EIS로 분석한 결과이다. 나이키스트 도시 (Nyquist plot)을 위해 

산화제에 의한 저항, 전자 전달 저항 및 이중층 캐패시터로 구성된 회로를 

구성된 단순화된 랜들스 등가회로 (Randles Circuit)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해당 등가회로는 금속 표면 산화물 분석에 주로 이용되며, 이때 표면은 

주로 금속 산화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있다.[67] 표면 산화물이 

존재하는 금속 전극에서, CDI의 역수는 산화막의 두께에 비례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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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68] CDI 값은 constant phase element (CPE) 근사로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그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𝐶𝐷𝐼 = 𝑅𝐶𝑇

1−𝑛
𝑛 ∙  𝐶𝑃𝐸

1
𝑛   (4.3) 

 

상수 n은 실험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으며 CPE가 순수한 

커패시턴스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피팅 파라미터이다. 서로 

다른 착화제 용액에서 계산된 CDI 역수값을 Fig.4.3.에 나타내었다. 모든 

염기성 용액 조건하에서 착화제가 추가되면 CDI 역수값은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화물이 착화제에 의해 용해되어 산화물의 두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가지 종류의 착화제 중에서 글라이신은 

다른 착화제에 비해 비교적 큰 값을, 시트르산과 EDTA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글라이신은 Co 산화물을 쉽게 용해시킴에도 불구하고 큰 

값을 나타낸 것은 두꺼운 산화막 형성을 불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라이신은 Co 표면에서 pH를 유지하는 일종의 버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69] Co 표면에 OH-이 존재할 경우 Co 표면 산화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식 4.1 및 4.2), 이 경우 CDI 역수값의 크기는 증가한다. 

반면, EDTA과 시트르산은 CDI 역수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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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착화제들이 buffer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 OH- 이온이 소모됨에 따라 

산화막 형성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EDTA와 시트르산을 비교하면, 시트르산의 경우가 산화막 두께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EDTA의 강화 착화물 생성속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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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XRD peak spectra (Mo Kα) obtained from Co(II) hydroxide powder in 

glycine, EDTA, and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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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Nyquist plots of Co electrode and equivalent circuit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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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Estimated reciprocal value of double layer capacitance for Co electrode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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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화제에 따른 Co 산화막 용해 거동 분석 

 

4.2.1. 착화제 별 Co 용해 경향 

착화제에 따라 Co 표면의 용해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용액 내에 강력한 산화제인 과산화수소 (H2O2)를 추가하여 용해 

속도론(kinetics)적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과산화수소 포함 시 

착화제에 의한 산화속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고 용해속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8 

wt% 농도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과산화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용액과 비교하였다. Fig.4.4는 과산화수소 유무에 따른 용해 속도를 산화막 

두께 변화로 측정한 결과이다. 용해 두께는 Co 쿠폰 wafer를 용액 침지 

전후의 면저항 값 차이를 통해 계산하였다. 과산화수소가 없는 용액 

조건하에서 Co 산화막의 용해 두께는 침지시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그 

속도는 글라이신에서 가장 빠르지만 EDTA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Fig.4.4(a)). 시트르산의 경우 가장 느린 용해 속도를 보이는데, 계산된 용해 

속도는 글라이신이 0.41 nm/min, EDTA는 0.37 nm/min, 그리고 시트르산이 

0.07 nm/min의 값을 갖는다 (Fig.4.4.(b)). 30분 이상 침지한 경우 글라이신과 

EDTA 차이가 커져 글라이신이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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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다. 하지만 과산화수소 조건하에서는 글라이신과 EDTA 용해 

속도차이가 역전되어 EDTA에서 가장 큰 용해 속도인 1.72 nm/min의 값을 

보인다. 글라이신은 0.89 nm/min으로 EDTA보다 작으며, 시트르산의 경우 Co 

표면 산화정도가 커서 면저항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염기성 조건하에서 Co 

표면은 OH- 이온에 의해 산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 산화막은 

착화제에 의해 용해되는데, 착화제가 산화막을 용해시키기 위한 선행단계로 

표면 흡착이 이루어진다. 흡착된 착화제가 OH- 이온의 Co로의 흡착을 

방해할 수 있고, 생성된 산화막 역시 산화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착화제의 순수한 용해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H2O2를 첨가하여 

두꺼운 산화막을 만들고, 착화제에 의한 용해 속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EDTA와 글라이신의 경우 H2O2의 첨가에 따른 큰 폭의 용해 속도 증가는 

Co-착화제 착화합물 형성이 표면 산화 속도에 의해 저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트르산의 경우 Co 표면이 심각한 산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트르산에 의한 착화합물 형성 및 용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산화 속도가 용해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들을 통하여 용액 내 Co의 산화 및 용해 속도는 착화제의 

종류와 과산화수소의 영향 등에 의해 Co의 착화물 형성, 용해 및 그 이후의 

용해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착화물이 각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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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o의 산화 및 용해 거동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4.2.2. 착화제에 따른 Co 표면 산화 전후 용해 거동 분석 

착화제에 의한 용해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용액 안에 용해된 Co 이온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산화 속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용해 실험 수행 전 단계로, Co 쿠폰 wafer를 0.8 wt% H2O2에 침지하여 사전 

산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Co 쿠폰 wafer를 착화제 용액에 5분간 침지한 후 

ICP-MS 분석을 통해 Co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Fig.4.5) 사전 산화 

과정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과산화수소 유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전 산화가 없을 경우(w/o oxidizer), 세가지 착화제 중 

글라이신이 가장 높은 Co 이온 농도(0.38 pm/cm2)를 보였으며, 순서는 

글라이신, EDTA, 시트르산, 그리고 산화제가 없는 용액 순서로 점차 

감소함을 보였다. 이 결과는 Fig.4.6.에서 용해도를 나타낸 것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사전 산화 단계를 거친 Co 쿠폰 wafer의 경우 

EDTA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그리고 EDTA, 글라이신, 착화제 없는 용액 

그리고 시트르산 순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Fig.4.6과 

부합한다. Co 표면이 이미 산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용해된 Co 이온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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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보다는 착화합물 형성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착화합물 형성 단계는 표면 산화 속도에 의해 저해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DTA가 글라이신보다 뛰어난 착화합물 형성 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EDTA가 Co(OH)2를 착화합물 형성을 통해 

용해하는 능력이 다른 착화제보다 뛰어난 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글라이신은 산화제가 없는 경우 표면 산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트르산은 사전 산화 단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서 낮은 

Co 이온 농도를 보였다. 이는 시트르산이 글라이신과 EDTA에 비해 Co와 

착화하물 형성 능력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시트르산은 사전 

산화 단계를 거친 결과에서 오히려 착화제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Co 

이온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Co(II) 산화물의 추가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4.2.3.에 상술하였다.  

 

4.2.3. 착화제에 따른 Co(OH)2 용해 능력 분석 

착화제에 따른 Co의 용해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위해 각 착화제 용액에 

과량의 Co(OH)2를 투입하고 침전 시킨 후 UV-Vis 분광법을 통해 착화제에 

의한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Co(I) 착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럼은 넓은 흡수 

피크가 400 nm와 700 nm 사이에서 확인된다.(Fig.4.7) 이는 Co의 octahedr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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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ransition과 관련이 있는 Co(II) 착화합물의 특징적인 피크로, [Co(H2O)6]2+의 

강한 흡수 피크가 관찰된 500 nm 영역과 같다. Co(II) 이온 농도는 비어의 

법칙 (Beer’s law) 을 사용하여 추정했고, UV-Vis 분광법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된 Co 이온의 농도는 착화제의 용해 능력에 직결된다. 

Fig.4.7.에서 보는 것과 같이 EDTA의 경우에서는 강한 흡수가 

관찰되었으나 시트르산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용해도가 검출되었고, 

글라이신은 400 nm에서 600 nm 사이 영역에서 약한 흡수를 보인다. UV-Vis 

결과를 통해 농도 측정을 한 결과, EDTA는 착화제 중 가장 큰 농도 (35.2 

mM) 를 나타내었고, 이 데이터를 통해 EDTA의 용해 능력이 가장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EDTA에 이어 글라이신 (5.1 mM)과 시트르산 (2 

mM)에서의 농도가 Fig.4.8.과 같이 나타났다. 위 결과는 각 착화제의 생성 

상수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각 값은 Table 4.1.에 표기하였다. 생성 상수는 

Co(II) 이온과 착화제가 형성하는 착화합물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는 각 착화제의 용해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EDTA, 글라이신 및 

시트르산 순으로 생성 상수의 값이 감소하는데, 이 생성 상수는 Fig.4.8. 

결과와도 동일한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2.2.에서부터 

언급해왔던 것과 같이 EDTA는 뛰어난 용해 능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산화 

속도가 글라이신보다 느림에도 불구하고 Fig.4.4.에서와 같이 글라이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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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용해 속도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글라이신은 뛰어난 산화 속도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용해를 보이는데, 이는 생성 상수 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2.4. 착화제에 따른 Co3O4 용해 능력 및 표면 손상 분석 

Co 쿠폰 wafer를 염기성 용액에 침지하였을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산화는 Co(II)를 거쳐 Co(III)에 이른다. Co(III)으로 산화가 발생하면 Co(III)이 

형성된 Co 표면은 광택을 잃고 진한 회색으로 손상되며 산화막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식은 아래와같이 나타낼 수 있다. [70]. 

 

3Co(OH)2 + 2OH− → Co3O4 + 4 H2O + 2e− 

 

위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Co(II) 산화막의 추가 산화는 Co3O4의 생성을 

야기한다. Co3O4의 착화제에 의한 용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UV-Vis 분광법을 사용하였지만 어떤 착화제에서도 용해된 Co 

이온이 없거나 지나치게 미량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착화제에 의해 용해된 Co3O4의 양은 UV-Vis 분광법으로 

관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ICP-MS 분석을 수행하였다. Co3O4의 용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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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을 앞선 결과에서 보았기 때문에 과량의 Co3O4를 투입한 착화제 

용액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ICP-MS 분석에서도 UV-Vis 분광법을 통한 

결과와 같이 무시할 수 있는 양의 Co 이온만이 관찰되었고,(Fig.4.9.) 이 

결과는 Fig.4.8.의 결과와 대조된다. 따라서 Co3O4는 착화합물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착화제에 의해 표면 손상이 

일어났던 앞선 결과들은 Co3O4의 형성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화제가 존재하는 염기성 용액 아래에서 Co 

표면은 착화제에 의해 용해되는데, 용해 반응 역시 표면 산화 반응과 그 

이후 산화물-착화제의 착화합물 형성의 두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착화제는 산화와 착화합물 형성, 두 반응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데, 

용해 속도의 속도 결정 단계는 착화제 종류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트르산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Co(II) 단계에서 착화합물 형성이 

지나치게 느려 용해보다 추가 산화가 더 진행될 경우 Co(II)는 착화제에 

의해 용해가 불가능한 Co3O4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이 경우 용해가 되지 

않아 표면 손상으로 이어진다. 시트르산은 Fig.4.6.에서 확인되듯 가장 느린 

용해 속도를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시트르산의 경우에서만 표면 손상으로 

이어진 것은 위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화제와 시트르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용액 내에서도 Fig.4.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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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같이 Co(III)의 농도가 오히려 낮게 측정될 수 있는데, 이는 

시트르산의 낮은 용해 능력으로 인한 표면 손상으로 말미암아 Co3O4 

산화막이 부동층을 형성하고, 따라서 부동층 아래에 존재하는 Co(OH)2의 

추가 용해를 막았기 때문이다. 해당 표면 손상은 Fig.4.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글라이신과 EDTA에서는 이 경향이 크게 관찰되지 않지만, 

시트르산에서 표면 손상이 크게 진행되어 Co3O4 산화막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4.2.5. 착화제에 따른 Co의 화학적 조성과 산화수 분석 

앞선 실험에서 착화제가 있는 용액 조건 하에서 Co(II)와 Co(III)의 

반응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확한 Co의 화학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XPS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4.10는 0.8 wt% H2O2의 존재 유무에 따른 Co 2p1/2 

영역에서의 XPS 스펙트럼 결과이다. Co(II)와 Co(III)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o 2p3/2 영역이 아닌 Co 2p1/2 영역을 분리하여 

계산하였는데, 이는 산소의 L2M23M45 Auger 시그널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71]. Fig.4.10.의 면적을 통해 구성비를 얻어보았을 때, 

글라이신에서 Co 산화물인 Co(II)와 Co(III)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86%), 

이 결과는 Fig.4.2. EIS 결과와 부합한다. 이후 시트르산 (78%) 과 EDTA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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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뒤를 잇는다. 이 결과에서도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라이신에서 Co 산화 속도가 가장 빠름을 시사한다. 시트르산의 경우 다른 

두 첨가제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Co(III) 산화물 (22%)을 얻었는데, 

이는 염기 조건의 용액에서 Co를 오래 침지할 경우 Co(II) 산화물이 추가로 

산화되어 Co(III)가 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71] 하지만, 글라이신과 

EDTA와 같이 생성 상수가 높아 용해 속도가 빠른 착화제의 경우 착화합물 

형성을 통해 Co(II) 산화물이 용해되어 추가 산화가 일어날 반응물이 적어 

최종 생성물인 Co(III)의 비율 역시 각각 9%, 7%의 비율로 낮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높은 Co(III)의 비율은 시트르산의 낮은 용해 속도로 인해 추가 

산화가 진행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비교할 때, 

H2O2가 포함된 조건에서는 Co의 화학적 조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H2O2의 첨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Co(II) 산화물이 64 

~ 67%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데, 이는 산화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지속적인 산화와 용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착화제와 

산화제의 존재는 전반적인 Co 표면의 산화와 용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용해 속도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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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Formation constants LogK1 of Co(II)-glycine, EDTA, and citric acid[72]. 

 

 

  

Formation constant Glycine EDTA Citric acid

Log K1 (Co(II) 5.23 16.3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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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4.4. Estimated dissolution thicknesses of Co wafer while dipping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a) without and (b) with 0.8 wt%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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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ICP-MS result of Co dissolution of surface Co(II) compounds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with and without 0.8 wt%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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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Estimated dissolution rates of Co surface while dipping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with and without 0.8 wt%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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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UV-Vis spectra of Co(II) compounds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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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Estimated solubility of Co(II) compounds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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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ICP-MS result of Co(II, III) compounds in the complexing ag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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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XPS results of Co 2p1/2 region in the complex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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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착화제에 따른 Co CMP후 particle 분석 

Co CMP후 표면에 형성된 complex layer에 따라 CMP후 particle 분석하였다. 

착화제 종류에 의해 Co 표면에 생성되는 oxidation layer가 다음 식과 같이 

Co은 Co(II)인 Co(OH)2를 거쳐 Co(III)인 Co3O4 및 CoOOH로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형성된 산화막은 TE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4.11) 

Amine기를 포함한 첨가제 EDTA 또는 Glycine이 포함된 용액 안에서 

particle residue의 양이 많았으며, citric acid 존재하는 용액 조건하에서 그 

농도가 낮았는데, 앞선 연구로 유추해 볼 때, 형성된 산화막의 말단기에 

hydroxyl 기 (-OH)의 유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efect inspection 

tool로 particle 측정 결과, 말단기 –OH 유무에 따라 Co 표면 산화막에서 

Fig.4.12(a)와 같이 wafer edge로 Fig.4.12(b)와 같은 particle이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amine 기에 의해 표면이 CoOOH로 산화가 진행될 경우 Co 

recess 적인 측면에서도 수 nm 수준의 recess가 발생하였으며, 이 역시 

complexing agent를 통한 Co3O4 표면 처리 시 이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착화제로 oxidation layer가 Co3O4와 같이 OH기가 cobalt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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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CMP후 particle을 감소 및 Co recess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１４８ 

 

 

 

 

Co(OH)2 + OH
-
 → CoOOH + H2O + e

- 
3Co(OH)2 + 2OH

-
 → Co3O4 + 4H2O + 2e

- 
 

  

 

 

Figure 4.11. (a) TEM image of Oxidation layer and the schematic image of adsorption 

of Silica on (b) Co(OH)2 and (c) Co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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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Particle measurement after CMP 

  



 １５０ 

CHAPTER V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vertical flash memory 에서 다양한 막질을 연마하면서, 

stopping 막질로 사용하던 Si3N4 와 같은 막질을 연마하고 SiO2 막질에   

stopping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및 slurry 개발에 있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Ceria abrasive 를 base 로 한 기술은 SiO2. Si3N4, poly-

silicon 막질의 연마를 제어를 abrasive 가 아닌 surfactant 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는, 동시에 두 가지 이하의 막질의 연마 

특성을 제어하는 할 때는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했으나 본 연구와 같은 

세가지 막질 이상의 연마 특성을 제어할 때는 chemical 간에 상호 작용으로 

인해 slurry 안정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silica abrasive 를 base 로 abrasive 의 모양, 크기와 표면 처리를 

통해 pH < 1.5 에서 silica abrasive zeta-potential 을 40 mV 이상으로 강한 

positive 를 띠게 함으로써, SiO2 와의 repulsion force 를 통한 removal rate <10 

Å/min 으로 제어했으며, zeta potential 이 negative 인 Si3N4와는 attraction force 를 

유발하여 removal rate 700 Å/min 을 확보하였다. EOE 와 erosion 제어를 위해 

poly-silicon 의 removal rate 을 < 10 Å/min 으로 억제 되어야하며, non-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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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tant 를 사용한 dual passivator 로 pattern 에서의 poly-silicon 의 removal 

rate 을 억제할 수 있었다. Silica abrasive 를 사용하여 pattern 에서 노출되는 

3 가지 이상의 막에 대한 chemical reaction 을 최소화하여 서로간에 간섭 

효과를 줄임으로써 slurry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Slurry 특성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존 dry etch back 공정을 대체하는 CMP 공정을 통해 30% 이상의 

산포 개선 공정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etch 공정 진행 시 발생하는 poly seam recess 를 연마 공정으로 

대체함으로 인해 BL pad 를 최종 형성 후 남아있는 poly seam 을 개선 하여 

SSL Vth upper 산포 날림 현상을 개선하여 device 특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FEOL 에 이어 Co contact 기반의 연구에서는 CMP 및 post-CMP cleaning 

용 slurry 및 세정액 용액 조성을 제안하기 위한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용액 내 착화제에 따른 Co 산화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고, 각 

각의 산화막과 CMP 및 세정 효율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착화제가 존재하는 용액 내에서 Co 산화막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산화막을 형성하였다. 시트르산에서 Co 를 산화시킨 경우 α-Co(OH)2 형태가 

형성되었으나 글라이신과 EDTA 에서는 β-Co(OH)2 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차이로 인해 추가 산화 경로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１５２ 

차이는 추가 산화가 일어날 때 용해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앞선 연구에 

따르면 α-Co(OH)2는 Co3O4로, β -Co(OH)2는 CoOOH 로의 산화가 일어나는데, 

Co3O4 는 착화제에 의해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면 산화막의 형태는 이후 용해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라이신은 산화제가 없는 상황에서 Co 표면을 0.41 nm/min 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용해시켰고, EDTA 는 0.37 nm/min, 시트르산은 0.07 

nm/min의 값을 보였다. 하지만 산화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EDTA가 1.72 

nm/min 으로 가장 큰 용해 속도를 보였으며, 글라이신은 0.89 nm/min 의 값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보였다. 시트르산의 경우 표면 산화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산화제의 존재 유무와 서로 다른 착화제의 

사용은 Co 표면의 산화 속도와 용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사전 산화 단계를 추가한 실험에서 역시 사전 산화 전에는 

글라이신이 뛰어난 용해 능력을, 사전 산화 단계를 거친 후에는 EDTA 가 

뛰어난 용해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제가 없는 조건에서 가장 

빠른 용해 속도를 보인 글라이신은 EIS 분석 결과 가장 두꺼운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트르산과 EDTA 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글라이신이 착화합물 형성 전 Co 표면 산화에 뛰어난 능력을 보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반대로 EDTA 는 이미 산화된 표면과 착화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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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표면을 용해시키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다른 

착화제보다 뛰어난 EDTA 의 착화합물 형성 능력에 따른 결과로, UV-Vis 

분광법을 이용해 Co 착화합물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와 Co-EDTA 의 생성 

상수값이 모두 가장 높아 이를 뒷받침하였다. 시트르산은 산화 속도와 용해 

능력에 있어 모두 매우 부족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II, III) 

산화물은 착화제에 의해 유의미한 정도로 용해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를 통해 시트르산과 같이 용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용액 내에서 

오히려 Co 의 추가 산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표면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PS 를 이용해 금속 Co, Co(II) 및 Co(III)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산화제가 없을 경우 EIS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화막 두께가 

글라이신, 시트르산, EDTA 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트르산의 경우 Co(III)의 

비율이 다른 착화제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시트르산의 부족한 용해 

능력에서 기인한 표면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제를 도입한 경우 

전반적인 비율이 모든 착화제에서 유사했으나, 모두 Co(II) 산화물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여 산화제 조건 하에서도 지속적인 산화와 용해는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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