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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반도체 산업에서 회로의 고집적화와 다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화학적-기계적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이 도입되었으며 반도체 패턴의 미세화와 다층화에 따라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학적-기계적 연마공정이란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힘을 동시에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으로,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은 압력, 속도 등의 공정조건과,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슬러리(Slurry), 기계적 힘을

위한 패드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패드 컨디셔닝이란 컨디셔너가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 중에 지속적으

로 패드 표면을 연마하여 패드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표면을 노출시켜 패드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속박막의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슬러리는 금속박막과 산화반응을 하기 위하여 산화

제를 포함하는데, 산화제는 금속 컨디셔너 표면을 산화시켜 부식을 야기한다. 컨디셔너의 표면부식은 반도체 수율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크래치(Scratch) 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컨디셔너의 수명도 저하시키게 되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컨디셔너 표면에 슬러리와 컨디셔너 표면 간에 일어나는 표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박막을 표면에 증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컨디셔너 제작에 사용되는 금속인 니켈과 니켈 합

금을 기판으로 하고, 증착된 유기박막으로는 자기조립단분자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과 불화탄소(FC:

FluoroCarbon) 박막을 증착하였다. 자기조립단분자막은 2가지 전구체(Perfluoroctyltrichloro silane(FOTS), Dodecanethiol(DT))

를 사용하여 기상 자기조립 단분자막 증착(Vapor SAM) 방법으로 증착하였고, 불화탄소막은 10 nm, 50 nm, 100 nm 두께

로 PE-CVD(Plasma Enhanced-Chemical Vapor Deposition, SRN-504, Sorona, Korea) 방법으로 증착하여 표면의 부식특

성을 평가하였다. 표면 부식 특성은 동전위분극법(Potentiodynamic Polarization)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EIS)) 등의 전기화학 분석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또한 측정된 임피던스 데

이터를 전기적 등가회로(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모델에 적용하여 부식 방지 효율을 계산하였다. 동전위분극법과

EIS의 결과 분석으로부터 유기박막이 증착된 표면의 부식전류밀도가 감소하고,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CMP) is a polishing process used in the microelectronic fabrication

industries to achieve a globally planar wafer surface for the manufacturing of integrated circuits. Pad conditio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MP process to maintain a material removal rate (MRR) and its uniformity. For metal CMP

process, highly acidic slurry containing strong oxidizer is being used. It would affect the conditioner surface which

normally made of metal such as Nickel and its alloy. If conditioner surface is corroded, diamonds on the conditioner

surface would be fallen out from the surface. Because of this phenomenon, not only life time of conditioners is decreased,

but also more scratches are generated. To protect the conditioners from corrosion, thin organic film deposition on the

metal surface is suggested without requiring current conditioner manufacturing process. To prepare the anti-corrosion film

on metal conditioner surface, vapor SAM (self-assembled monolayer) and FC (Fluorocarbon) -CVD (SRN-504, Sorona,

Korea) films were prepared on both nickel and nickel alloy surfaces. Vapor SAM method was used for SAM deposition

using both Dodecanethiol (DT) and Perfluoroctyltrichloro silane (FOTS). FC films were prepared in different thickness

of 10 nm, 50 nm and 100 nm on conditioner surfaces. Electrochemical analysis such as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and

impedance,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oating characteristics. Impedance dat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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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an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model. The observed contact angle is higher than 90o after thin film deposition,

which confirms that the coatings deposited on the surfaces are densely packed. The results of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and the impedance show that modified surfaces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bare metal surfaces which could be applied

to increase the life time and reliability of conditioner during W CMP

Keyword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V-SAM, FC layer, Corrosion

1. 서 론

최근 반도체 소자는 고집적화를 위해 초미세크기의 선

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DRAM과 논리연산을 위한 소

자의 경우는 50 nm 이하의 기술이 이미 양산단계에 접어

들었다.1) 반도체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미세한 선폭의 구

조를 형성하는 해상능력이 높아질수록 초점 심도(Depth

of Focus DOF)는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다층 배선 형

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단차가 후속 리소그래피

공정에 점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DOF의 여

유를 확보하기 위한 종래의 기술로는 리플로우(Reflow),

SOG(Spin-On-Glass), Etch Back Process 등이 사용되어 왔으

나 이와 같은 국부적 평탄화 기술로는 미세 패터닝시 필

요한 광역 평탄화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새

로운 광역 평탄화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2) 반도체

제조 공정에 기계적 연마와 화학적 연마를 하나의 공정

기술로 결합한 화학적-기계적 연마는 공정 중에 공급되

는 슬러리 용액의 화학적 작용과 슬러리 내 존재하는 연

마 입자(abrasive particle)와 연마패드 사이의 기계적 마찰

력을 이용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 경면화 시키는 공정

을 말한다.3)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의 개략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패드 컨디셔닝(Pad Conditioning)이란 다이아몬드 입자

가 표면에 증착된 컨디셔너(Conditioner)를 사용하여 연

마 전후 또는 연마 도중에 패드 표면을 마모시킴으로써

패드 표면의 거칠기와 패드 상층부의 기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패드의 글레이징(Glazing) 및 불균일 변형을

억제시켜서 연마 후 또는 연마 도중 패드 표면상의 기공들

을 채우고 있는 연마 잔류물(연마 입자, 패드 잔여물 등)을

연마 패드 외부로 밀어내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패드

컨디셔닝은 일정한 화학적-기계적 연마 효율 구현하기 위

한 필수적인 공정이며 그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4)

금속 화학적-기계적 연마의 제거 모델은 슬러리 내의

산화제(oxidizer)에 의하여 금속표면이 산화되어 부동화

층(Passivation Layer)이 형성되며, 단차가 큰 지역의 부동

화 층은 연마입자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거되고, 제거로

인해 노출된 금속 층은 Etchant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식

각됨과 동시에 산화제에 의해 부동화 층이 형성되는 과

정을 반복하여 연마가 이루어진다는 Kaufmann이 제안한

모델이 보편화 되어 있다.5)

텅스텐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슬러리는

강한 산성을 띄며 산화제, 촉매제(catalyst) 그리고 착화제

(complexing agent) 등과 같은 첨가제를 포함한다.6) 슬러

리에 포함된 산화제는 텅스텐 표면을 산화시킬 뿐만 아

니라, 컨디셔너의 표면도 산화시켜 부식을 유발한다. 컨

디셔너의 부식은 연마 도중 다이아몬드 입자의 이탈을 유

발하고, 이탈된 다이아몬드 입자는 웨이퍼와 패드의 틈

으로 들어가 웨이퍼 표면에 스크래치를 생성하게 된다.

스크래치는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 중에 생기는 결함

들 중에서 반도체 수율의 감소와 신뢰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

에서 발생하는 스크래치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연

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디셔너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컨디셔너 표면에 소수성 유기박막을 증착

하여 슬러리로부터 생길 수 있는 컨디셔너의 부식을 미

Fig. 1. Schematic diagram of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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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유기박막은 자기조립 단

분자막과 불화탄소막으로 각각 기상 자기조립 단분자막

증착방법과 PE-CVD 방법으로 증착되었다. 자기조립 단

분자막은 고체표면에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유기 단분자

막을 말한다. 유기박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분자의 구

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헤드그룹

(Head group)이다. 헤드그룹은 표면 위에 화학 흡착되는

부분으로 기판의 모든 표면에 흡착되며 결과적으로 밀집

된(close-packed) 단분자막이 형성된다. 두 번째 부분은 알

킬 사슬로서 긴 사슬간의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렬된 단분자막이 형성된다. 나머지 말단 부분은 작용

기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작용기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조립 단분자막의 여러 분야로의 응

용을 가능케 해주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립 단

분자막은 자기조립 단분자막을 형성하는 구성분자가 고

체 표면에 흡착됨과 동시에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에 따

른 고분자 조립체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자기조립

단분자막 형성은 용액상 또는 기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금속 혹은 반도체 표면에서의 자기조립 단분자막 형성을

통하여 표면의 성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8-9) 불화

탄소막은 불소와 탄소의 화합물로서 기계적, 전기적 강

도가 높은 박막이다.10) 유기 박막이 컨디셔너 표면에 증

착됨으로서 슬러리와 컨디셔너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

하여 컨디셔너의 부식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증착된 박

막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평가 방

법이 사용되었고, 부식 방지 효율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전기적 등가회로 모델을 적용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판(2 cm×2 cm)위에 컨디셔너 제작에

사용되는 니켈 및 니켈합금을 1 µm의 두께로 증착하여

사용하였다. 니켈과 니켈 합금의 기판에 자기조립 단분

자막과 불화탄소막을 각각 증착하였다. 니켈 합금은 팔

라듐-니켈-크롬(Palladium-Nickel-Chrom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식 저항 특성은 순수한 니켈 보다 니켈 합금이

더 우수하다. 유기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기판의 표면은

이소프로필알콜과 메가소닉에 의해 세정되었다. 자기조

립 단분자막은 DT와 FOTS 두 가지 물질을 전구체로 사

용하였으며, 온도와 진공도는 각각 150oC와 0.5 torr의 분

위기에서 기상 자기조립 단분자막 증착방법으로 10분간

증착하였다. 위의 공정 조건은 기상 자기조립 단분자막

증착 방법의 최적화된 조건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

되었다.11) DT와 FOTS의 길이는 각각 1.5 nm와 1.1 nm이

다. 불화탄소막은 PE-CVD 장비를 이용하여 10 nm, 50 nm

그리고 100 nm를 증착하여, 유기박막의 두께에 따른 부식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기박막의 증착으로 인해 개질된 기판 표면의 부식 특

Fig. 2. Schematic diagram of Conditioning process.

Fig. 3.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acquired for modified

surfaces of (a) Ni and (b) Ni’s alloy in W slurry; Potential

range: from -250 mV to + 500 mV with respect to open

circuit potential, Scan rate: 1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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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화학 특성 분석 방법인 동전

위분극법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반응이 안정화된 후에 실시되었고,

개방 회로 전압(Open Circuit Potential)의 측정을 통하여

안정화를 확인하였다. 상용화되어 있는 텅스텐 슬러리

(pH 2.5)에 0.1 M의 과염소산나트륨(NaClO4)가 첨가된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였으며, 상온(25oC)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 개의 전극을 포함하는 형태의 셀이 사용

되었으며, 포화 카로멜 전극(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를 기준전극으로, 백금을 상대전극으로 사용하

였다.

동전위분극곡선은 개방 회로 전압을 기준으로 -250 mV

에서 +500 mV의 범위를 측정하였고, 스캔속도는 1 mV/s

이다.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은 10 mV의 교류 전류를

사용하였고, 교류 전류 신호의 주파수 범위는 10 kHz에

서 0.01 Hz이다. 임피던스 데이터는 전기적 등가회로에

의해 분석되었고, 사용된 프로그램은 Zsimpwin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 3는 각 표면 막질의 동전위 분극곡선이다. Fig. 3의

동전위 분극곡선으로부터 부식 전류 밀도(Corrosion

Current Density)를 계산하여 그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

고 편의를 위하여 Fig. 4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부

식 전류 밀도는 부식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식 전류 밀

도로부터 표면의 부식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a)

는 순수한 니켈에 DT와 FOTS가 증착되었을 때 부식 전

류 밀도의 변화가 미미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화탄

소막이 증착되었을 때는 부식 전류 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ig. 4(b)은 자기조립 단분

자막과 불화탄소막의 두 가지 유기 박막이 부식 전류 밀

도를 크게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화탄소막은

두 기판의 표면에서 효과적인 반면에 자기조립 단분자막

은 합금의 표면에서만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

향은 자기조립 단분자막과 니켈의 결합력이 합금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띄는 텅스텐 슬러리

에 의해 자기조립 단분자막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으로부터 얻은 개선

된 막질들의 Nyquist plot이다. 임피던스는 부식저항과 비

례하기 때문에, Nyquist plot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부식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a)를 보면 DT 또는

FOTS가 증착된 니켈 표면의 임피던스는 순수한 니켈 표

면의 임피던스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기조립 단분자막은 니켈 표면에서 부식방

지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박막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불화탄소막이 증착된 니켈 표면은 크게 증

가된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며, 불화탄소막의 두께가 증

가할수록 임피던스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니켈 합

금의 경우, 두 가지 박막 모두 임피던스를 증가시켰으나,

불화탄소막이 증착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임피던스

를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5(b). 따라서 불화탄소막

이 부식방지막으로서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합금의 표면

에 불화탄소막이 100 nm 증착된 표면이 가장 큰 임피던

Fig. 4. Corrosion Current Density for bare and modified surfaces

on (a) Nickel and (b) Nickel alloy.

Table 1. Corrosion current calculated from the polarization curves; Icorr: Corrosion current density, DODE: Dodecanethiol, FOTS:

Perfluoroctyltrichloro silane, FC: Fluorocarbon

Metal Film Icorr (A/cm2) Metal Film Icorr (A/cm2)

Nickel

Bare 1.04×10-4

Nickel alloy

Bare 2.10×10-5

SAM
DODE 83.3×10-4

SAM
DODE 1.35×10-7

FOTS 1.52×10-4 FOTS 1.62×10-7

FC

10 nm 8.69×10-8

FC

10 nm 4.48×10-7

50 nm 8.47×10-8 50 nm 1.45×10-7

100 nm 9.60×10-8 100 nm 9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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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가진다.

임피던스 데이터로부터 각 박막의 부식 방지 효율을 계

산하기 위해 전지적 등가회로 모델을 적용하여 효율을 계

산하였다. 전기적 등가회로 모델링이란 임피던스 그래프

로부터 전기화학 시스템을 전기회로화하는 것이다. 순수

한 니켈과 합금은 Rs(QR1)의 모델을 적용하였고, 그림

6(a), 박막이 증착된 표면은 Rs(Q(R1(CR2))의 모델을 적용

하였다. Fig. 7(b). 모델에 표현된 약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Rs: Solution Resistance

R1: Corresponds to polarization resistance of bare metal

surface

R2 Corresponds to polarization resistance of modified

surface:

Q: Constant phase element which is included to model the

electrical double layer at the metal/electrolyte interface

C: Corresponds to capacitance at coated surface/

electrolyte interface

박막이 증착된 표면의 모델에 (CR2)이 추가된 이유는

표면에 자기조립 단분자막과 불화탄소막이 증착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항목이다. Table 2는 모델링에 의해 계산

된 각 R1과 R2을 보여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부식 방

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Fig. 5. Nyquist plots of modified surfaces on (a) Ni and (b) Ni’s

alloy; Sinusoidal voltage perturbation signal: 10 mVrms,

Frequency range: from 10 kHz to 0.01 Hz.

Fig. 6.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model for (a) bare metal and

(b) modified surface.

Fig. 7. Proposed models for (a) SAM deposited conditioner surface

chemical reaction and (b) FC film deposited conditioner

surface chemical reaction.

Table 2. Protection Efficiency calculated using ZSimpwin

software.

Surface
Polarization Resistance 

(kohm cm2)

Protection 

Efficiency (%)

Ni 5.86 R1

Ni-DT 5.43 R2 -8.02

Ni-FOTS 6.96 R2 15.81

Ni-FC10 nm 15.31 R2 61.72

Ni-FC50 nm 108.6 R2 94.60

Ni-FC100 nm 139 R2 95.78

Alloy 22.63 R1

Alloy-DT 239 R2 90.53

Alloy-FOTS 513.4 R2 95.59

Alloy-FC10 nm 87.82 R2 74.03

Alloy-FC50 nm 515.3 R2 95.61

Alloy-FC100 nm 888.1 R2 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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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Efficiency = ( R2 - R1 ) / R2× 100

니켈 표면에 자기조립 단분자막이 증착되었을 때의 부

식 방지 효율은 DT와 FOTS가 증착되었을 때, 각각 -8%

와 15%이고, 이것은 앞선 결과를 통하여 확인 했듯이, 자

기조립 단분자막이 텅스텐 슬러리에 노출되어 제거되었

기 때문이다. 효율이 음수를 가지는 이유는 슬러리에 의

해 자기조립 단분자막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니켈의

산화막 또는 수산화막이 제거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합금표면에 DT와 FOTS의 증착은 부식 방지 효율을 각각

90%와 95%까지 증가시켰다. 불화탄소막은 두 가지 표면

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 방지 효율이 97%까지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유기박막이 슬러리에 노출되면 반응을 하게 되

는데, 10 nm의 두께는 반응에 의해 쉽게 용해되어 금속

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반면에 가장 큰 효율을

보인 50 nm와 100 nm두께의 불화탄소막은 산화반응을 억

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보인 것으로 해

석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Fig. 7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텅스텐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 중에

발생하는 컨디셔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디셔너

표면에 소수성 유기박막을 증착하여 표면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각 박막의 부식 방지 효율을 계산하였

다. 실험결과 불화탄소막이 자기조립 단분자막에 비해 니

켈과 니켈 합금 두 가지 표면에서 부식 전류 밀도를 더

크게 감소시키고 임피던스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조립 단분자막의 두께인 10 nm는 슬러리에 포함된

산화제와 금속 표면간의 반응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기조립 단분자

막은 컨디셔너 표면의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함으로는 적

절치 않지만 50 nm 두께의 불화탄소막은 부식방지막으

로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방지막의 전기화학적 평가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

계적 힘이 가해지는 실제 화학적-기계적 연마 공정에의

적용을 위한 추가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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