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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시작은 늦었

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

는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

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의 단계 중의 하나로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공정이 있는데,1−3 이 공정은

화학적,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박막층을 고효

율적으로 연마/제거하는 과정이다.4

CMP는 1 마이크론 보다 작은 크기의(submicron scale)

칩(chip)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으

로서, 층간절연막(Interlayer Dielectric, ILD) CMP와 금속

CMP는 디바이스 층의 모든 표면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야 하고, 3차원 형상을 얻기 위한 각 층의 광역적 평탄화에

CMP가 활용된다. CMP슬러리가 유동하면서 슬러리 내부

의 연마입자들과 패드(요철의 평탄화를 결정하는 부분)

의 표면돌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거되고 슬러리의 화학

성분에 의해 화학적으로 제거된다.2−4

각 층의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존재한다면 회로패턴을

노광(exposure)할 수 없으며, 표면의 요철은 층이 높아질

수록 점차 커지므로, 다층화된 층에서는 노광 영역내의

평탄화 공정이 필수적이다. 각 단차 제거 속도에 따라 연

마제의 입자크기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단차의

공정에서는 비교적 큰 입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슬러리의

경우, 입도 분포의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입

도분포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공정 투입에 선택

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Ceria slurry는 산화 세륨(CeO2)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

는 물질로서, CMP과정에 사용되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Ceria는 다이아몬드 공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마재로

서,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용 반도체 연마공정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Ceria slurry에는 산화세륨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입

자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입자들이 응집하지 않고

잘 분산(혹은 확산)되어 있어야 공정 중에 wafer 표면의

scratch 유발을 방지 할 수 있다. 즉 연마재 구성 입자들의

구조적 특징과 크기 등이 공정에 영향을 주므로 잘 알려진

크기 및 모양을 가지는 slurry를 연마재로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CMP 용 분말은 입자크기분포가 좁을

수록 연마조건의 제어가 수월해지므로 연마효율이 높다.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가지는 입자들의 크기분포를 측

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sieving, optical microscopy

(OM),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PCS, 동적광산란법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이라고도 함)5 등이 있다. 이

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데, OM의 경우 각 입자

의 모양과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관찰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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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있으나, 입자크기를 하나 하나 측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넓은 크기 분포를 가지는 시료

의 입자크기 분포를 정확히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LS의 경우 측정이 간편하고 빨라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입자크기 분포가 넓거나 multimodal 인 경우 정확한 크기

분포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6

장-흐름 분획법(Field Flow Fractionation, FFF)은 용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로마토그래피와 유사한 분리

기술이다.7,8 FFF에서는 정지상을 이용하는 대신, 시료의

이동방향에 수직으로 외부장(external field)을 걸어주어

외부장이 시료성분과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시료 성분의

이동속도를 조절한다.7,9,10 외부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성분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성분보다 늦게 용리되어 분

리가 얻어진다. 

FFF는 기기장치 면에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와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칼럼대신 속이 빈

채널(channel)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즉, 충전된 정지상 없이

유체의 흐름에 의해 시료성분들이 이동하므로 분리과정

에서 시료의 흡착이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FFF는 외부장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부수기술(subte-

chnique)로 나뉜다. 침강장 흐름 분획법(sedimentation field-

flow fractionation, SdFFF)은 원심력을 외부장으로 이용하며,11−13

나노 및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들의 유효질량(effective mass)

에 따른 분리를 제공한다.14 SdFFF가 다양한 종류의 콜로

이드 입자들을 분리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15−19 그러나 CPM 분말의 분리 및 특성조사를

위하여 FFF를 응용한 논문은 아직 발표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CMP 분말의 입자크기 분포를 결정하는

데에 SdFFF의 응용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고자 한다. 우선

SdFFF를 이용하여 CMP 분말 입자들을 크기 별로 분리할

수 있는 실험조건을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CMP

입자들의 분산과 입자 간 응집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

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CMP 입자들이 응집되면 웨

이퍼 표면에 상처(scratch)를 유발하므로 입자들의 응집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사용하여 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관찰하고, DLS를

사용하여 입자크기분포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SdFFF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료 및 기기장치

CMP 분말 시료

CMP 분말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데, 수 나노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산화세륨(Cerium

oxide) 분말을 함유하는 혼합물 슬러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CMP 분말로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케이씨텍으로부터 세가지 종

류의 CMP슬러리 시료를 제공받았다. 시료 제공자의 요

청으로 시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서 본 논문

에서는 이들을 ‘CMP-1’, ‘CMP-2’, 그리고 ‘CMP-3’라 각각

명명하였다. 각 시료는 약 10%의 산화세륨 분말과 약 7%의

분산제를 함유한다. SdFFF 분석을 위하여 각 슬러리 시료

는 SdFFF운반용매를 이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SdFFF데이타 처리를 위해서는 시료의 밀도를

알아야 하는데, 시료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시료

의 평균밀도는 1.05 gcm−3이다.

Polystyrene (PS) Latex Bead

입자크기가 알려진 폴리스티렌 라텍스 입자를 표준입

자로 사용하였다. 이들의 명목직경(nominal diameter)은

각각 200, 300, 500, 895 nm이다. 직경이 500 nm인 표준입

자는 Fluka사(Continental United State)로부터, 나머지 세

개의 시료는 Duke scientific (Kensington, USA)으로 부터

구입하였다. 각 표준입자는 SdFFF 운반용매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한 시료는 SdFFF에 주입하기 직전에 10초

동안 sonication한 후 마이크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20 µL

주입하였다. 폴리스티렌 입자의 밀도는 1.05 gcm−3이다.20

Sedimentation Field-Flow Fractionation (SdFFF)

SdFFF 시스템은 펌프, 운반용매 용기, 시료 주입기(injector),

채널(channel),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출기(detector)의 순

으로 이루어 진다.13,21 펌프는 M930 HPLC용 펌프(영린기

기, 대한민국), 검출기는 UV-106 UV/VIS 검출기(Linear

Instruments, Reno, USA)를 사용하였다. 검출기의 검출파

장은 254 nm로 고정시켰다.

채널의 두께는 0.0127 cm, 길이는 89.1 cm, 너비는 1.1 cm이

고, 채널의 회전반경은 15.1 cm이다. 아세톤을 주입하여

얻은 채널의 부피(void volume)는 1.917 cm3이다. 채널 회

전속도의 제어, 검출기 신호의 수신 및 저장, 그리고 데이

터 처리를 위하여 FFF용 소프트웨어(Postnova USA, Salt

Lake City, Utah, USA)가 장착된 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하

였다. 

시료는 마이크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고무 격막(rubber

septum)을 통하여 채널 안으로 직접 주입하였다. 실험이

완료된 후에는 운반용매를 2 mL/min의 유속으로 약 10분

이상 흘려주어 채널을 세척해준 후, 다음 실험을 진행 하

였다. 시료는 주입 직전 약 30초 동안 sonication한 후, 20µL

주입하였다. 모든 실험은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모든 SdFFF

실험에서의 운반용매로는 0.1% FL-70와 0.02% NaN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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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하는 초순수를 사용하였다. 운반용매의 유속은 유속

계(Optiflow 1000 Liquid Flowmeter,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입자크기분포 결정을 위한 DLS 측정에는 DLS-8000HL

(Otsuka Electronics, Japan)을 사용하였다.

이 론

FFF채널은 두 개의 편평한 아크릴 블록 사이에 중간부

분을 잘라낸 간격띠우게(spacer)를 끼워 제작한다. Spacer

의 잘라낸 부분이 채널을 형성하는데, 채널은 입구와 출

구 양끝이 삼각형이고 가운데는 긴 직사각형 모양을 가

지는 얇은 리본 형태이다. 이 때 채널의 두께는 보통 수백

마이크론 정도이다. 

FFF에서는 시료를 주입한 후 운반용매의 흐름을 멈추

고, 운반용매의 흐름방향에 수직으로 외부장을 가한다.

운반용매의 흐름이 멈추어진 동안 외부장은 시료 성분들과

상호작용하여 시료성분들을 누적벽(accumulation wall)쪽으로

밀어 이동시킨다. 이와 동시에 각 시료성분들은 브라운운

동(Brownian motion)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확산된다. 일

정시간이 경과하면 각 시료성분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평형층(equilibrium layer)을 형성한다. 시료성분의 특성에

따라 외부장과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달라지므로 평형층의

두께가 달라진다. 시료 성분과 외부장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성분의 평형층의 두께는 감소한다.19

시료성분들이 평형층을 형성한 후에 운반용매를 흘려

주어 시료성분들을 용리시킨다. 채널 내 유속은 중심부분

에서 가장 높고, 양쪽 벽 쪽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포물선

모양을(parabolic) 가진다. 따라서 평형층의 두께가 작은

성분은 더 두꺼운 성분보다 느리게 이동하여 용리시간이

증가한다. 

시료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브라운 확산이 증가하여

평형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따라서 더 빨리 용리된다. 즉

입자크기에 기초한 분리를 얻는다. FFF의 특징 중의 하나

는 이론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실험 데이터로부터(예: 용

리시간) 시료의 물리적 성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이다.7,8

SdFFF에서는 시료입자의 용리시간(tr)을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직경(d)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Eq. (1)에서 k는 Boltzmann 상수, T는 절대온도(K), G는 원

심가속도(centrifugal acceleration, ms2), w는 채널두께, to은

채널의 void time (s), ∆ρ는 입자와 용매 사이의 밀도차이

(kgm3)이다. SdFFF를 이용하여 미지시료의 tr을 측정하면

Eq. (1)으로부터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Power-Programming in SdFFF

SdFFF에서 시료의 입자크기분포가 넓은 경우, 모든 입

자들을 용리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장의 세기(채널회전속도)를 점차

감소시키거나(field-programming 혹은 power-programming22,23)

운반용매의 유속을 점차 증가시킴으로써(flow-programming24,25)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Power programming에서의 외부장의 세기는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2)

Eq. (2)에서 S(t)는 시간(t)의 함수로 나타낸 외부장의 세기,

So은 초기 외부장의 세 (t=0), t1은 초기에 외부장이 일정하

게 유지되는 기간, ta는 감소상수(decay constant), 그리고 p

는 함수의 차수이다.20

결과 및 고찰

SdFFF Analysis of CMP Powder at ConstanT Field Strength

CMP분말시료의 분석을 위한 SdFFF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하여 유속을 2 mL/min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외부장

을 변화시켜 보았다. Fig. 1은 외부장의 세기(채널회전속

도)를 700 oC에서 1400 rpm까지 변화시키면서 얻은 CMP-1

시료의 SdFFF fractogram들을 보여준다. 

Fig. 1(a)에서 보면, 채널회전속도가 700 rpm일 때에는

시료의 용리가 너무 빨라서, 용리띠(elution band)가 void

peak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시료의 머무름을 중가 시키

기 위해 Fig. 1(b)에서는 채널회전속도를 1,000 rpm으로

높여주었으나 여전히 용리띠가 void peak로부터 분리되

지 않았으며, 35분이 지나도 시료의 용리가 완료되지 않

았다. Fig. 1(c)는 1200 rpm, Fig. 1(d)는 1400 rpm에서 얻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Fig. 1(b)의 결과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Fig. 1의 결과는 CMP-1 시료의 입자크기

분포가 너무 넓어서, 일정한 외부장 조건에서는 시료의

전체 성분을 완전히 용리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Separation of PS Beads by Field-Programmed SdFFF

일정한 외부장 조건에서는 시료를 용리시킬 수 없었으므로

d
36kT

πGw∆ρto
-----------------------⎝ ⎠
⎛ ⎞tr

1/3

=

S t( ) S
0

t
1

ta–

t ta–
------------⎝ ⎠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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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프로그래밍을 시도하였다. Fig. 2는 외부장-프로

그래밍을 이용하여 얻은 200, 300, 500 nm PS 라텍스입자

혼합물의 분리 fractogram (A)과 그로부터 얻은 입자크기

분포(B)를 보여준다. Fig. 2(A)는 SdFFF의 입자크기별 분

리능을 잘 보여준다. Eq. (1)을 이용하여 계산한 각 입자의

평균직경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명목직경(nominal diameter)

와 측정치와의 상대오차가 약 2% 이내로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SdFFF가 크기별 분리에는 물론 입자크기 결

정에도 유용한 기술임을 보여준다.

Size Analysis of CMP Powder by Programmed SdFFF 

Fig. 3는 Fig. 2에서와 동일한 프로그래밍 조건에서 얻은

CMP 시료들의 fractogram (A)과 입자크기분포(B)를 보여

준다.

Field-programming을 이용할 때에는, 일정한 외부장을

이용하였던 Fig. 1에서와는 달리 세가지 시료 모두 잘 용

리 되었다. Fig. 3는 세 가지 시료 모두 비교적 넓은 입자

크기분포를 보이며, 서로 다른 입자크기분포를 가짐을 보

인다. CMP-1과 CMP-2는 비슷한 크기분포를 보이는 반면,

CMP-3시료는 다른 두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크기

분포를 가짐을 보여준다.

Fig. 1. SdFFF fractograms of CMP-1 obtained at flow rate of 2
mL/min with channel rotation rate of 700 (a), 1,000 (b), 1,200
(c), and 1,400 rpm.

Fig. 2. Programmed SdFFF fractograms (A) and size distribu-
tions (B) obtained for a mixture of PS beads. Programming
parameters, initial rpm: 1600, ti: 5 min, ta: −40, p: 8. Flow rate
was 2 mL/min.

Table 1. Mean diameters measured from fractogram shown in Fig.
1(A) 

Nominal diameter
(nm)

Measured diameter
(nm)

Relative error
(%)

200 ± 6 204.1 2.05

300 ± 9 299.3 0.23

485 ± 25 490.9 1.22

Fig. 3. SdFFF fractograms (A) and size distributions od CMP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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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ibility of SdFFF for Analysis of CMP Powder 

CMP 시료 분석에서의 SdFFF의 재현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세가지 시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를 Fig. 4에 보여준다. Fig. 4는 SdFFF가 모든

시료에 대하여 높은 재현성을 보임을 보여준다.

Size Analysis of CMP Powder by DLS

Fig. 5는 DLS로부터 얻은 CMP 분말 시료들의 입자크

기분포를 보여준다. SdFFF결과와는 달리, DLS 결과는 모든

시료들이 bimodal 입자크기분포를 가짐을 보인다. SdFFF

와 DLS의 데이터 처리 시 모든 입자는 구형이라고 가정

한다. SdFFF의 경우, 유효질량을 결정한 후 동일한 유효

질량을 가지는 구형입자의 크기를 계산하며, DLS의 경우

확산계수를 결정한 후 동일한 확산계수를 가지는 구형입

자의 크기를 계산한다. 크기분포가 비교적 좁은 구형입자

의 경우에는 SdFFF결과와 DLS결과가 잘 일치하지만 입

자가 구형이 아닌 경우에는 SdFFF와 DLS결과가 일치하

지 않을 수도 있다. 크기분포가 매우 넓거나 multimodal인

경우 DLS 결과가 부정확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들에 대해서는 DLS결과보다

SdFFF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dFFF에서는 모든 시료들의 입자크기가 약 1,000

nm까지 분포함을 보였으나 DLS의 경우에는 약 700 nm

이상의 입자들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의 이유

로는 넓은 크기분포를 가지는 시료에 대한 DLS의 응용한

계성과 더불어, DLS 측정에서의 입자들의 침강현상도 생

각해볼 수 있다. DLS에서는 시료를 cell에 넣고 정적인 상

태에서 측정하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침강하는 큰 입자들

이 측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Table 2에 SdFFF와 DLS결과를 요약하였다. SdFFF결과를

보면, CMP-2의 mean diameter가 가장 크고, CMP-1, CMP-

3의 순으로 감소한다. 이와는 달리DLS결과는 CMP-1이

가장 크고, CMP-1, CMP-2의 순으로 감소한다. 또한 모든

시료에 대하여, SdFFF로부터의 입자크기는 DLS로부터의

입자크기보다 크다. 이는 DLS 측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빠른 침강으로 인하여 측정에서 배제되었기 때

문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CMP 시료와 같이 매우 넓은 입

자크기분포를 가지는 시료의 측정을 위해서는 DLS에 비

해 SdFFF가 더 유용함을 알 수 있다.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ig. 6는 CMP시료들의 TEM 이미지를 보여준다. 대부

분의 입자들이 비구형이며, 일부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Fig. 4. SdFFF fractograms of CMP-1(A), CMP-2(B), and CMP-
3(C). 

Fig. 5. Size distributions of CMP samples obtained by DLS.

Table 2. Mean diameters of CMP samples measured by SdFFF
and DLS

Sample
Mean diameter (nm) Measured by

SdFFF DLS

CMP-1 469.2 226.5 ± 28.5

CMP-2 481.9 182.4 ± 10.4

CMP-3 431.5 191.3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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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입자들이 비구형이

거나, 응집되어 있다면 SdFFF나 DLS결과는 정확하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측정방법을 선택하든지 입자크

기분포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자들을 잘 분산시

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입자의 분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로는 입자의 표면전위, 용매의 이온세기,

용매에 첨가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 및 농도, 등이 있다.

정확한 입자크기분포 결정을 위해서는 이들 파라미터들

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MP용 연마제 분말의 크기분포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SdFFF를 테스트하였다. SdFFF가 CMP

용 연마제와 같이 비교적 넓은 크기분포를 가지는 분말시

료의 입자크기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적 빠르고 유용한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CMP 분말의 특성조사용

분석방법과 상호보완적으로 SdFFF를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CMP 분말의 분리 및 특성조사를 위하여 SdFFF를 응용

한 첫 번째 논문이며, CMP 공정을 위한 분말 개발과

CMP 연마과정이 요구되는 산업 공정에서의 품질관리

및 공정효율 제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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