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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characteristics of mixed abrasive silica

slurry(MAS) retreated by adding of manganese oxide(MnO2) abrasives within 1：10 diluted silica slurry. A slurry

designed for optimal performance should produce high removal rates, acceptable polishing selectivity with respect to the

underlying layer, low surface defects after polishing, and good slurry stability. The polishing performances of MnO2

abrasive-added MAS are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ir particle size distribution, surface morphology, and CMP

performances such as removal rate and non-uniformity. As an experimental result, we obtained the comparable slurr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riginal silica slurry in the view-point of high removal rate and low non-uniformity.

Therefore, our proposed MnO2-MAS can be useful to save on the high cost of slurry consumption since we used a 1：10

diluted silica slurry.

요 약

논문에서는 1:10으로 희석된 실리카 슬러리에 산화망간(MnO2) 연마제를 첨가하여 재처리된 혼합연마제 슬러리(Mixed

Abrasive Slurry; MAS)의 화학�기계적연마(CMP) 특성을 연구하였다. 최적의 연마 성능을 갖는 슬러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마율, 하부층에 대한 적절한 연마선택비, 연마 후의 낮은 표면결함, 슬러리의 안정성 등을 얻어야 한다. 산화망간이

첨가된 MAS의 연마 성능은 연마율 및 비균일도와 같은 CMP 성능, 입도 분석, 표면 형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높

은 연마율과 낮은 비균일도 측면에서 볼 때 원액 실리카 슬러리와 대등한 슬러리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MnO2-MAS를 사용하면 고가의 소모재인 슬러리를 절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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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 라인에서 초미세 공정 기

술 도입으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가 초고집적화 되

어감에 따라 회로 선폭은 더욱 더 미세화되고 있

다. 이는 집적회로의 다층배선 내부연결선(multi-

level interconnection) 등의 미세공정에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가능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칩

제작의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CMP

공정은 초고집적회로의 3차원 다층 배선구조를 위한

ILD(inter-layer dielectric), IMD(inter-metal dielectric),

PMD(pre-metal dielectric) 층의 평탄화 기술로 현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GSI(giga scale integrated

circuit)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4].

CMP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모재(consumable)

중의 하나인 슬러리(slurry)는 액상의 화학용액 내

에 나노미터 크기의 고상(solid state) 연마입자가

분산되어 있다[5]. 슬러리 내의 연마제(abrasive)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연마될 막의 표면에 전달하여

막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마제는 연마될 막의 종류에 따라 산화막 연마에는

실리카(SiO2), 금속막의 연마에는 알루미나(Al2O3)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리를 연마하는 데

사용했던 세리아(CeO2) 연마제가 STI(shallow trench

isolation) 구조의 산화막 연마에 사용되고 있다. 슬

러리에서 연마제와 슬러리 케미컬의 상호작용은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통해 최적의 연마제 종류,

연마제 입경, 콜로이달(colloidal) 또는 퓸드(fumed)

와 같은 연마제의 형상 및 연마제의 함량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최적의 연마 성

능을 갖는 슬러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마

율 및 낮은 비균일도(non-uniformity), 하부층과의

연마선택비, 연마 후의 낮은 표면결함, 슬러리의 안

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7]. 하나의 연마제만을 사

용하는 슬러리(single abrasive slurry; SAS)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모든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의 대안

으로 만들어진 혼합 연마제 슬러리(mixed abrasive

slurry; MAS)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연마제 입자

(particle)가 혼합된 것으로 고체분말의 성분 및 적

절한 조성에 의해 SAS가 갖는 문제점인 연마선택

비(polishing selectivity)를 쉽게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7, 8]. S. V. Babu 등은 실리카 슬러리

에 알루미나 연마제를 첨가한 MAS를 제조하여

Cu/Ta/산화막 구조에 적용하여 SAS의 문제점이

었던 Cu막과 Ta 막의 연마선택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9]. 또한, S. Kishii 등은 산화망

간(MnO2) 연마제를 사용한 슬러리를 처음 개발하여

산화막 CMP에 적용하였고[10], Tohru Hara 등은

산화망간 슬러리를 Cu 배선의 하부에 장벽층으로

사용되는 TaN[11]과 저유전율 막인 폴리아릴에테르

(polyarylether; PAE)[12]에 각각 적용한 바 있다.

최근에 본 연구진에 의해서도 실리카 슬러리에

알루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MAS를 제조하여 산화

막 CMP에 적용한 바가 있다[13, 14]. 본 연구가 기

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실리카 슬러리를 탈이온수

와 1:10으로 희석시켜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MAS

의 효율성을 얻음과 동시에 고가인 슬러리를 상당

히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꾀할 수 있었다. 이후,

새로운 MAS의 개발에 관심을 갖던 중 혼합 연마

제로 산화망간을 첨가한 MAS의 특성을 고찰하게

되었으며[15]. 산화망간이 혼합된 MAS는 종전에

보고되었던 알루미나 MAS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

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가의 슬러리를 희석시

켜 슬러리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연마선택비 개선

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1:10으로 희석된 실리

카 슬러리에 산화망간(MnO2) 연마제를 각각 다른

농도로 첨가시켜 혼합 연마제 슬러리(MAS)를 제조

하여 연마율과 비균일도, 입도분석 및 AFM(atomic

force microscopy) 표면형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슬러리 재활용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Ⅱ. 실험

본 실험에서는 CMP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특성인 연마율 및 비균일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희

석을 위해 KOH-Based 퓸드 실리카(fumed silica)

슬러리를 사용하였고, Millpore MILLI-Q를 통해

제조되는 탈이온수(DIW)를 이용하여 슬러리를 1:10

으로 희석시켰으며 감소한 pH 값을 회복시키기 위

한 완충제로 KOH를 첨가하여 pH 값을 9.6～11.5

로 조정하였다. 여기에 연마제로 산화망간(MnO2)

입자를 각각 1 wt%, 3 wt%, 5 wt% 첨가하였고,

분산시간은 20, 40, 60초 동안 실시하여 CMP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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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moval rates and non-uniformity as a function of

manganese oxide (MnO2) abrasive contents.

그림 2. 산화망간 연마제 첨가량에 따른 연마율 및

비균일도 비교

율 및 비균일도, 입도분석 및 AFM 표면형상 등을

고찰하였다. 시료 준비를 위해 TEOS(tetra-ethyl

ortho-silicate) 막이 1800 nm 증착되어 있는 블랑

켓(blanket) 웨이퍼를 2 cm × 2 cm 크기로 절편하

여 사용하였다. CMP 장비는 G & P Technology의

POLI-380을 사용하였으며 연마패드는 IC-1400을

사용하였다. 테이블의 회전속도는 40 rpm, 헤드의

회전속도는 60 rpm, 헤드압력은 300 gf/cm2로 고정

하였다. 연마시간도 모두 동일하게 60초로 고정시

키고 실험하였다.

(a)

(b)

Fig. 1. (a) Photograph of G&P POLI-380 polisher,

(b) schematic diagram of CMP process.

그림 1. (a) G&P POLI-380 연마기 사진,

(b) CMP 공정 개략도

CMP 공정 후의 산화막 두께는 K-MAC 사의

ST-200을 사용하였고, Malvern 사의 제타전위 측

정기를 이용하여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Post-

CMP 클리닝(cleaning)은 NH4OH：H2O2：H2O =

1:2:7의 비율로 섞인 SC-1 케미컬에 3분간 담금질

(dipping) 한 후, 1:10의 DHF 용액에 2분간 클리닝

한 후, 4분 동안 초음파 세척하는 시퀀스를 적용하

였다. 그림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CMP 장비의

사진 및 연마공정 개략도를 보인 것이다. 본 연마

장비는 16인치의 연마패드와 4인치의 웨이퍼를 장

착시키는 헤드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2 cm × 2 cm 크기의 웨이퍼가 장착될 수

있는 backing film을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1:10으로 희석한 실리카 슬러리에 산화

망간 연마제를 1 wt%에서 5 wt%까지 첨가하여

CMP 공정을 수행한 후의 연마율 및 비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1:10으로 희석한 슬러리에 산화망

간 연마제를 5 wt% 첨가한 경우 연마율은 204

nm/min, 비균일도는 2.1%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어 원액의 실리카 슬러리와 거의 비슷한 수

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5 wt%보다 연마율은 약

간 떨어지지만 1 wt%를 첨가하는 것이 고가인 산

화망간 연마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1 wt%

의 산화망간 연마제를 첨가하는 것이 높은 연마율

과 낮은 비균일도를 동시에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첨가량인 것으로 예측

된다. 이처럼 1:10으로 희석시킨 실리카 슬러리에

산화망간 연마제를 소량 첨가시켜 줌으로써 원액

슬러리에 준하는 연마율을 얻을 수 있어 실리카 슬

러리의 재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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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망간 연마제가 함께 분산되어 있는 MAS는 두

연마제 간의 상호작용, 즉, 두 연마제 사이에 인력

이 작용하면 연마제의 응집 현상이 일어나고, 실리

카와 산화망간 연마제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한다

면 분산이 일어나 CMP 동안 연마제와 산화막 사

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본 실험에 사용한 MAS는 원액의 실리카 슬러리

가 1:10으로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카 연마제

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므로 실리카 연마

제의 영향보다는 첨가된 산화망간 연마제의 기계

적인 에너지에 의해 연마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상과 같이 산화망간이 첨가된 MAS의

향상된 CMP 성능은 MAS 내에서 두 연마제의 거

동을 예측한 Babu[9] 등이 제안한 것처럼 비교적

작은 입경을 갖는 실리콘 입자들이 큰 입경을 갖는

산화망간 연마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 소위

말하는 chemical-tooth 특성[9]과 큰 입경의 산화

망간 자체의 기계적인 연마능력 사이의 상호작용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Removal rates and non-uniformity as a function of

dispersion time after adding of manganese oxide

(MnO2) abrasive.

그림 3. 산화망간 연마제 첨가 후 분산시간에 따른 연마율

및 비균일도 비교

그림 3은 MAS 내에서 실리카와 산화망간 연마

입자의 분산 능력을 고찰하기 위해 1:10으로 희석

시킨 실리카 슬러리에 MnO2 연마제를 1 wt% 혼

합한 후 20초, 40초, 60초로 초음파 분산시켜 CMP

공정을 수행한 후의 연마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0초, 60초로 분산한 경우 연마율은 각각 195 및

192 nm/min로 높게 나타났으나, 60초 분산한 경우

비균일도가 6.6%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높은 연마율과 낮은 비균일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값은 20초에서 40초 사이에서 분산

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MAS 내

에서 산화망간 입자들과 실리콘 입자들이 효과적으

로 분산되어 두 입자들의 응집을 막을 수 있어 우수

한 연마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Analysis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MnO2 abrasive contents.

그림 4. 산화망간 연마제 첨가량에 따른 입도분석

그림 4는 입도분석이 가능한 Malvern 사의 제타

전위 측정기를 이용하여 MnO2 연마제의 첨가량에

따른 입자크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 wt%의

MnO2 연마제가 첨가된 경우 250 nm에서 10% 정

도의 분포를 갖는 1차 피크(peak)가 나타난 후 고

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

마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산화

망간을 3 wt% 첨가한 경우에는, 0～500 nm와 1500

～3000 nm 사이에서 bi-modal 분포를 보였다. 즉,

250 nm와 2250 nm에서 평균 응집 입경을 갖는 2

개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처럼 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입자들과 이보다 훨씬 더 큰 거대입자들이

생성되는 것은 변형된 산화망간 입자들의 응집 현

상에 기인한 것이다[15]. 이는 큰 입경을 갖는 산화

망간 연마 입자를 비교적 작은 입경을 갖는 실리카

입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chemical-tooth 특성[9]으

로 그림 4에 나타난 bi-modal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는 2개의 연마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

문에 2개의 피크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연마제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거대 입자의 분포가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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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ak to valley roughness as a function of dispersion

time after adding MnO2 abrasive.

그림 7. 산화망간 연마제의분산시간에 따른표면 거칠기(Rpv)

비교

더 증가한 이유는 연마제의 과잉첨가로 인해 연마

입자의 응집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

각되며,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1 wt%에서 가장

높은 연마성능을 보인 원인을 뒷받침해주는 결과

이다. 즉, 연마제를 많이 첨가한다고 해서 CMP 특

성이 우수해지는 것이 아니며, 높은 연마율과 낮은

비균일도 특성의 트레이드 오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화망간의 첨가량은 대략 1 wt% 근처이고, 분산시

간은 30초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 1:10 diluted slurry without mixing of MnO2

(b) MnO2 1 wt%-MAS

(c) MnO2 3 wt%-MAS

(d) MnO2 5 wt%-MAS

Fig. 5. AFM images as a function of MnO2 abrasive contents.

그림 5. 산화망간 연마제 첨가량에 따른 AFM 이미지

그림 5는 MnO2 연마제의 첨가량에 따른 AFM

표면형상을 비교한 것이다[15]. CMP 공정에서

deep 스크래치의 형성은 회로 고장 등 심각한 문제

를 초래한다. post-CMP 클리닝의 오류로 인해 표

면에 거대 입자가 잔존하고 있지만 MnO2 연마제

를 각기 다른 함량으로 첨가한 경우 표면특성이 향

상되었으며 스크래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1

wt%를 첨가한 경우의 3차원 AFM 표면 형상이 가

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6. Peak to valley roughness as a function of MnO2

abrasive contents.

그림 6. 산화망간 연마제의 첨가량에 따른 표면 거칠기(Rpv)

비교

그림 6은 분산시간은 30초로 고정하고, MnO2 연

마제를 1 wt%, 3 wt%, 5 wt%씩 첨가하여, 산화막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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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CMP한 후 Rpv(peak to valley roughness) 값

을 비교한 것이다. MnO2를 3 wt% 첨가한 경우 8.8

nm로 원액 슬러리(≅11.4 nm) 보다 우수한 평탄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7은 MnO2 연마제의 첨가량을 1 wt%로 고

정하고, 각기 다른 분산시간에 따른 산화막 CMP

공정 후에 Rpv 표면 거칠기 값을 비교한 것이다.

20초 분산 후 Rpv 값은 19 nm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표면 거칠기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

었으나, 40초 분산 후 Rpv 값은 3.4 nm로 표면 거

칠기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액 슬러리의 CMP 특성

과 비슷하거나 개선된 표면 거칠기를 얻기 위해 적

당한 산화망간의 CMP 공정 조건은 1 wt%의

MnO2를 첨가한 후, 40초 정도 분산시킨 후 CMP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1:10으로 희석된 실리카 슬러리에 MnO2 연마제

를 첨가하여 만든 MnO2-MAS가 CMP 연마 특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MnO2 연마제는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마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고가의 산화망간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높은 연마효율을 얻기 위

해서는 1 wt%의 소량으로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비균일도는 모든 시료 조건에서 6% 이내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입도 분석 결과 MnO2 연마제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연마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

고, 연마제의 과잉첨가가 연마입자의 응집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약해서, TEOS

막의 향상된 CMP 성능은 정전퍼텐셜 상호작용에

의해 작은 입경의 실리카 입자들이 산화망간 입자

에 흡착되어 산화망간의 표면이 변형되었기 때문

으로 생각되며, 이는 입경 분포 곡선에 의해 입증

되었다. 즉, MAS에서 연마능력은 거대 입자들 자

체의 기계적인 연마능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소

형 입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10으로 희석한 슬러리

에 산화망간 연마제를 첨가한 혼합 연마제 슬러리

를 사용할 경우 산화막에 대한 연마율과 비균일도

측면에서 거의 원액에 가까운 우수한 특성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미세한 패턴을

갖는 정밀 연마공정이 필요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혼합연마제(MAS) 슬러리를 사용해서 1

차 연마공정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희석되지 않은

원액 슬러리를 가지고 2차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마

감하면 다소 공정은 복잡해지지만 상당히 비싼 슬

러리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자체 개발된 MAS 슬러리를 Cu, Al, W과 같

은 금속의 CMP 공정 및 새로운 금속의 CMP,

PCB(printed circuit board) 기판과 같은 다소 거칠

지만 대량의 슬러리를 필요로 하는 CMP 공정에

적용한다면 CMP 공정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

하고 있는 슬러리를 절약할 수 있어 공정 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연마선택비와 비균일도의 특성이 우수하

고, 표면의 마이크로 스크래치와 같은 결함 및 각

종 불순물 입자에 의한 오염원을 최소화하는 등 슬

러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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