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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hium niobate (LN:LiNbO3) is a compound of niobium, lithium and oxygen. The characteristics of LN 
are piezoelectricity, ferroelectricity and photoelectricity, and which is widely used in surface acoustic wave 
(SAW). To manufacture LN devices, the LN surface should be a smooth surface and defect-free because of 
optical property, but the LN material is processed difficult b traditional processes such as grinding and 
mechanical polishing (MP) because of its brittleness. To decrease defects,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was applied to the LN wafer. In this study, the suitable parameters such as down force and relative 
velocity, were investigated for the LN CMP process To improve roughness, the LN CMP was performed using 
the parameters that were the highest removal rate among process parameters. And, evaluation of optical 
property was performed by the optical reflectance. 

 

1. 서 론 

리튬 니오베이트(LN:LiNbO3)는 일루메나이트구

조를 갖는 강유전체로서 우수한 압전효과, 전기

광학, 비선형 광학 특성을 가지고 있다.(1~3) 초기, 
리튬 니오베이트 단결정은 중요한 강유전성 물질

의 하나로써 우수한 압전성, 높은 큐리온도(Tc), 
높은 기계적 품질계수(mechanical quality factor) 및 
낮은  탄성손실로  인하여  표면  탄성파 (SAW: 
surface acoustic wave) 소자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
근에는 우수한 전기 광학 효과와 비선형 광학 특
성으로 인하여 광정보처리 및 광통신 등의 핵심

부품인 광지배, 광변조, 광편향, 광도파로 및 광

메모리 소자로서 주목받고 있다.(3~6) 그러나, 이러

한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리튬 니오베이트 
단결정 소재는 강도가 큰 물질로써 전통적 입자

가공인  그라인딩 ( g r i n d i n g )이나  다이아몬드

(diamond)와 같은 높은 경도의 연마입자(abrasive)
를  이용한  기계적  연마  공정 (MP:mechanical 
polishing)에 의하여 표면에 스크래치(scratch)와 
같은 표면 결함이 발생되며, 이는 광소자로써의 
물리적 및 광학적인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2,7) 그러므로, 높은 물리적 및 광학적 성질

의 디바이스(device) 제조를 위하여 리튬 니오베

이트의 무결점 표면제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러한 무결점 표면제어를 위하여 반도체 공정에서 
평탄화(planarization)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
학기계적 연마(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화학기계적 연
마는 표면 평탄화를 위하여 연마재 표면을 화학

적으로 변화시켜, 낮은 경도의 실리카(silica) 연마

입자를 이용한 연마공정이다.(8,9) 이러한 메커니즘

(mechanism)의 화학기계적 연마는 연마 시 발생

되는 표면의 연마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Fig. 
1 에서 우선 연마재 표면에 연마액(slurry)의 화학 

 

[이 논문은 2008년도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춘계학술대회  
(2008. 6. 4.-5. 제주오리엔탈호텔) 발표논문임] 

† 책임저자, 회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 : hdjeong@pusan.ac.kr 
TEL : (051)510-3210  FAX : (051)518-8442 

*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화학기계적 연마에 의한 리튬니오베이트의 광학 특성에 관한 연구 197 

 
Fig. 1 Mechanism of CMP 

 
화학적인 변화를 통하여 연마재의 강도(hardness)
보다 낮은 패시베이션(passivation)층을 형성시켜, 
이 패시베이션층을 실리카와 같은 낮은 경도의 연
마입자를 통하여 단차(setp-height)가 큰 곳은 연마

가 되며, 단차가 낮은 곳은 패시베이션층에 의하

여 보호되어 연마가 일어나지 않는다.(8,9) 그러므로, 
연마 시 발생되어지는 표면 연마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기계적 연마를 통하

여 표면의 결함을 최소화하며, 표면 거칠기 개선

을 통한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광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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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광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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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 니오베이트 CMP의 실험조건 2. 리튬 니오베이트 CMP의 실험조건 

최적의 리튬 니오베이트 CMP 공정 조건을 선
정하기 위하여 압력(pressure) 및 속도(velocity)에 
대한 실험조건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
용되어진 연마패드(polishing pad)는 예비 실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의 연마패드보다 높은 재료 
제거율(MRR:material removal rate)을 보이는 경도

(hardness)가 높은 단일기공 연마패드(closed-cell 
type pa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마액은 예비 실
험에서 수산화칼륨(KOH) 용액의 콜리이달 실리카

(colloidal silica)보다 높은 재료 제거율을 보이는 
pH 10 을 가지는 알칼리(alkali) 용액인 수산화암모

늄(NH4OH) 용액의 흄드 실리카(fumed silica)를 함
유한 현탁액을 사용하였다. Fig. 2 는 리튬 니오베

이트 CMP공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G&P사의 
Poli-400 장비를 나타내었으며, 리튬 니오베이트의 
재료 제거율은 연마 전, 후의 무게(weight)를 측정 
및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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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경도의 연마패드보다 높은 재료 
제거율(MRR:material removal rate)을 보이는 경도

(hardness)가 높은 단일기공 연마패드(closed-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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튬 니오베이트 CMP 공정의 공정 인자를 선택하

여 광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공정 조건을 나타내

었다. CMP 공정 중 4 분의 연마공정마다 1 분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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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for selecting optimal LN 
CMP process condition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for selecting optimal LN 
CMP process condition 

Pressure Pressure 200, 400, 600, 800 g/cm2

Velocity 
(Head/Platen) 

Velocity 
(Head/Platen) 30/30, 60/60, 90/90, 120/120 rpm 30/30, 60/60, 90/90, 120/120 rpm 

Flow rate Flow rate 150 ml/min 150 ml/min 

Polishing pad typePolishing pad type Closed-cell type Closed-cell type 
(IC 1400 K-grooveTM) (IC 1400 K-groove

Slurry type Slurry type Fumed silica in NH4OH Fumed silica in NH
(pH 10.7 @ 25℃) (pH 10.7 @ 25℃) 

Processing time Processing time 1 minute 1 minute 

  
Table 2 Experimental CMP condition for evaluating 

optical property 
Table 2 Experimental CMP condition for evaluating 

optical property 

Pressure Pressure 800 /cm2 800 /cm2 

Velocity Velocity 
(Head/Platen) (Head/Platen) 120/120 rpm 120/120 rpm 

Flow rate Flow rate 150 ml/min 150 ml/min 

Polishing pad typePolishing pad type Closed-cell type Closed-cell type 
(IC 1400 K-grooveTM) (IC 1400 K-groove

Slurry type Slurry type Fumed silica in NH4OH Fumed silica in NH
(pH 10.7 @ 25℃) (pH 10.7 @ 25℃) 

Processing time Processing time 48 minutes 48 minutes 
(Ex-situ conditioning per 4 miutes)(Ex-situ conditioning per 4 mi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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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li-400 equipment for LN CMP process 
 

컨디셔닝(conditioning) 공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
마패드에 잔류하는 연마물 및 연마입자를 제거하

며, 연마패드의 거칠기를 재현해주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마 전, 후의 표면 상태 평가를 위하여 
광학적 표면 측정 장치인 Nano-view 장비(Nano 
System Co.)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광학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입사된 가시광선의 강도를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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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RR along the product of pressure and 

velocity 
 

3. 결과 및 고찰  

Fig. 3 은 압력 및 속도에 따른 리튬 니오베이트

의 재료 제거율을 보여준다. Fig. 3 상의 X축은 프
레스턴 방정식(Preston’s equation)에서 사용하는 압
력 및 속도의 곱의 항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식 
(1) 처럼 CMP 공정의 재료 제거율을 지배하는 방
정식인 프레스턴 방정식, 즉 재료 제거율은 압력

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어진다.(10~12)

VPkMRR ××=            (1) 
(1) 식에서 k 는 공정 온도 등과 같은 연마조건

에 필요한 프레스턴 상수이며, P 는 적용 압력, V
는 상대속도를 나타낸다. 프레스턴 방정식에서 나
타내듯이 압력과 속도의 곱에 비례하여 리듐 니오

베이트의 재료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을 Fig. 3 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대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표면이 연마액에 의한 화
학적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며, 변화되어진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표면은 공정 압력의 증가로 인
하여 연마액에 포함되어진 연마입자의 단위 압력

의 증가로 이루어져 재료 제거율이 증가하게 된다. 
 
위 실험결과에서 연마압력과 연마속도가 증가할

수록 재료 제거율이 상승되며, 이에 따른 표면의 
연마결함이 생성되지 않아 연마 전, 후의 리튬 니
오베이트의 광학적 성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800 
g/cm2의 압력과 120 rpm의 연마속도로 실험을 실
시하여, 0.14 um/minute의 재료 제거율을 얻었다. 
Fig. 4 는 연마전, 연마 8 분 후 및 연마 48 분 후의 
표면을 광학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표면사진

이며, Table 3 은 각각의 시간대에 따른 표면거칠기

를 나타내었다. 

Table 3 Roughness of each step in LN CMP process 

 Ra Rz Rq Rt

Before 
CMP 1.8 um 99.8 um 5.3 um 102 um

After 8 
minutes 44.8 nm 1.8 um 81.2 nm 2.7 um 

After 48 
minutes 1.9 nm 23.3 nm 2.4 nm 34.9 nm

 

 
Fig. 4 Picture of each step in LN CMP process 

 
리튬 니오베이트의 초기 표면 형상과 거칠기는 그

라인딩과 같은 연삭면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형상 
및 거칠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LN CMP 공정 8 분 
후의 표면 형상은 연삭 시 발생되어진 하부 층 잔존

결함이 표면에 나타났지만, 표면 거칠기에서 초기 
거칠기 대비 38 ~ 400 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LN CMP 
공정 48 분 후 표면 형상은 무결점의 표면형상을 보
여주며, 표면 거칠기 또한 1.9 ~ 34.9 nm로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화학기계적 연마가 진행되어질

수록 결함 및 표면 거칠기는 개선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마액에 의하여 변형되어진 표면

층이 흄드 실리카에 의하여 스크래치와 같은 결함의 
발생없이 연마가 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는 연마 전, 후의 FT-IR 분석을 보여준다. Fig. 5 에서 
3481 cm-1 영역에서 연마 후 피크(peak)가 발생되어졌

으며, 이는 수소결합기의 수산화층이 리튬 니오베이

트 표면에 발생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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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FT-IR analysis 

 

 
Fig. 6 Intensity of reflectance 

 
Fig. 6 은 LN CMP 공정 전, 후의 리튬 니오베이

트 표면에 수직으로 조사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반사 강도를 나타낸다. CMP 공정 전에 비하여 
CMP 공정 후의 반사강도가 조사한 가시광선 영
역대인 380 ~ 770 nm 의 파장에서 10 배 정도 높은 
반사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CMP 가공에 의하

여 리튬 니오베이트 단결정 소자 표면에 결함 감
소 및 표면 거칠기 개선으로 인하여 입사되어진 
빛이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표면에서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반사되어 집광기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 니오베이트 소재의 표면 결
함 감소 및 표면 거칠기의 개선을 위하여 화학 및 
기계적 복합 가공인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을 적용

하였다. 리튬 니오베이트의 CMP 공정은 연마액과 
소재 표면층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연마하기 
쉬운 상태의 표면상태로 변환 후, 흄드 실리카의 
연마입자를 통하여 스크래치 등의 표면 결함이 발

생되지 않고, 평탄하게 연마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표면 거칠기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개선되어진 표
면 거칠기에 의하여 입사된 광에 대하여 난반사가 
줄어들어 반사율이 향상되어졌다. 이러한 무결점 
표면상태의 리튬 니오베이트 단결정 소재는 다양

한 광소자로써 광학적 특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높은 연마 압력과 연마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보다 낮은 연마율을 
보이므로, 연마율 개선에 관한 연구가 차후 진행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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