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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는 디바이스의 집적도(degree of integration)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20nm급 이하의 디바이스에서 CMP 공정 안정화는 양질의 소자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CMP 공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W plug 연마 공정 

중에 관찰되고 있는 W missing은 전기 배선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공정 엔지니어에게는 도전적인 과제이

다. 본 연구에서는 W missing 현상을 전기화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몇 가지 해결책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서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CMP는 광역 평탄화를 통해 리소그래피의 DOF(Depth of Focus)를 개선하여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평탄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탄화 이외에 패턴을 형성하는 고립화(isolation) CMP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고립화 CMP는 특정 물질에서 정지되는 특성을 이용하는데, 주로 metal plug를 형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W plug는 형성하기 전에 adhesion을 높이기 위하여 barrier 

metal(Ti/TiN)을 먼저 증착하는데, W plug CMP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W과 barrier metal이 연마 슬러리에 동시에 노출되면

서 두 개의 metal 사이에는 galvanic coupling이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active한 W은 barrier metal 계면에서 local 

corrosion에 의한 loss가 발생하여 상부 metal line과의계면 저항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galvanic corrosion은 

연마 슬러리의 특성을 개질하여 전위차를 최소화하거나 부식 억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barrier 

metal의 두께 조절만으로도 쉽게 부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20nm급 메모리 디바이스의 W plug의 CMP 공정 중에 발생하는 galvanic corrosion의 여러 가지 현상을 소

개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W plug의 corrosion 현상은 isolated plug에서 특히 심하게 발생하였고 metal line의 경우 

core/peri 경계 부근에서 가장 심하게 관찰되었는데, galvanic corrosion에서 small anode/large cathode에 의한 unfavorable 

area effect에 의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이러한 면적 효과를 고려하여 cathode로 작용하는 barrier metal의 면적을 감

소시킴으로써 W loss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W plug에서의 local galvanic corrosion 이외에도 global galvanic 

corrosion 현상도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슬러리 개질을 통해서 개선 가능하고 특히 부식 억제제의 강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결론 

W plug에서 관찰되는 local galvanic corrosion은 barrier metal의 두께 변화로 개선 가능하고 global galvanic corrosion은 연

마 슬러리 개질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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