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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된 혼합연마 슬러리의 Cu CMP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 CMP Characteristics of diluted Mixed Abrasive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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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반도체 소자는 초미세 공정 기술 도입의 

가속화를 통해 고속화 및 고집적화 되어 감에 따라 

Nano 크기의 회로 선폭의 미세화를 극복하고자 

최적의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

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슬러리, 패드, 탄성지지

대, 패드컨디셔너등 여러 가지 소모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모재중 슬러리의 소비

량이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 비용을 줄이고자 여러 연구팀에서 재활용슬러

리 사용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1-4]. 본 논문에서는 Cu CMP 

공정에 사용되는 슬러리의 비용을 줄이고자 희석

된 혼합연마슬러리에 대한 첨가량에 따른 연마특

성과 기존 상용화 슬러리의 연마특성을 비교 고찰

하여 최적화 연구의 기술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 

2. 실험

본 논문의 실험은 탈이온수에 실리카 슬러리를 

1:10으로 희석한후 CeO2 연마제를 1, 3, 5, 7, 9wt% 

첨가하여 연마특성을 알아보았다. 슬러리의 희석

과 연마제 첨가시 연마 입자가 용액에 잘 혼합되도

록 교반기를 이용 침전 및 슬러리 노화현상을 방지

하였다. 

Table 1 Process condition of CMP

Head Speed 80 rpm

Table Speed 80 rpm

Pressure 100 g/cm2

Slurry flow rate 120 ml/min

Polishing time 60 sec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MP process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연마제 첨가량에 따른 CMP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9wt%를 첨가한 경우 연마율이 

120nm 초반으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균

일도 측면에서는 1wt%, 3wt%를 제외한 나머지 

5wt%, 7wt%, 9wt%가 5% 이내로 비균일도가 좋게 

나타났다.  

Fig. 2 Removal rates and non-uniformity as a 

function of the abrasive contents

그림 3은 연마제 첨가량에 따른 표면거칠기 특성

을 나타낸 것으로 CeO2 입자로 인하여 연마율을 

좋게 나왔으나 표면거칠기 측면에서는 CeO2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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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한 표면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첨가량증가에 따라 표면거칠기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마입자의 응집현상으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각각의 첨가량

에 따른 AFM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이미지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면에 많은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Peak to valley roughness as a function of 

abrasive contents

(a) Silica
     

(b) Silica + DIW

       

(c) CeO2 1 wt%
     

(d) CeO2 3 wt%

(e) CeO2 5 wt%
    

(f) CeO2 7 wt%

(g) CeO2 9 wt%
Fig. 4 AFM surface images as a function of the 

CeO2 abrasive contents

4. 결론

본 논문에서 사용된 희석을 시킨 슬러리에 CeO2 

연마제를 첨가한 Cu CMP 특성에 관한 실험을 통하

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마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마율은 향상이 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슬러리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므로 적정량의 첨가량을 선정하여 그

에 따른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면거칠기 측면에서는 모든 첨가량에서 스크래

치가 발견이 되었다 이는 CeO2 연마제에 입자응집

현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균일도 측면에서

는 모든 첨가량이 5% 이내의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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