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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classical molecular dynamics modeling for the interaction between spherical nano
abrasive and substrate in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processes. Atomistic modeling was achieved from 3-dimensional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using the Morse potential functions for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The abrasive
dynamics was modeled by three cases, such as slipping, rolling, and rotating.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t
dynamics of the abrasive results the different features of surfaces. The simulation concerning polishing pad, abrasive
particles and the substrate has sam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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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속 집적 소자를 제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트랜

지스터들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미세한

폭을 가진 배선들을 기판 상에 형성 하는 것과 금속배

선의 다층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층배선으로 가는데,

각 층의 평탄도가 나쁘게 되면 다층배선구조에서 배선

간의 접촉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점점 좁아지

고 있는 회로 선폭 미세화로 감에 따라 기존의 Etch-

back, Reflow등의 방법으로는 광역 평탄화를 하기 어려

워짐에 따라 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공정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1-3].

CMP 공정은 전통적인 Glass Polishing이나 Silicon

Wafer의 제조 등에 그 원리가 이미 도입되었던 고전적

인 기술이지만, 1980년대 IBM연구소에서 고 청정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기계적 연마와 화

학적 연마를 하나의 공정 기술로 결합한 CMP라는 새

로운 광역 평탄화 기술을 개발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CMP 공정의 시초가 되었다 [4]. CMP 공정은 ILD
(Interlayer Dielectric) CMP,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CMP와 Metal CMP공정으로 나뉘며 3차원

형상 정도를 얻기 위해서 각 층에 광역적인 평탄화를

형성하는 것이 CMP 공정의 역할이다 [3,4].

CMP 공정은 학술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되기 보다는

산업체에서의 경험적 지식에 주로 의존하여 개발, 발전

되어 온 특징으로 인해 공정 과정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정확한

공정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제시가 어렵다 [5]. 지금까지 CMP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연마 입자와 기판 표

면과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는 2-body모델이었다. 그

러나 연마과정에 연마패드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이 알려져 있다 [6-9]. 

본 논문에서는 연마패드, 슬러리 속의 절삭용 구형

나노입자와 기판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3-

body 분자동역학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연마입자의

운동을 살펴보고 CMP 공정에서의 연마마모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E-mail : ygchoi@c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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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여 3차원

CMP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판은 구

리를 사용하였으며, 연마입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

였다. 구형의 다이아몬드 연마입자는 구리 기판에 삽입

되어 미끄러짐 (Sliding), 구름 (Rolling), 반 미끄러짐

또는 반 구름 (Semi-sliding or semi-rolling) 작용을 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판은 총 54080개 구리 원자

로 구성되었으며 다이아몬드 구형 연마입자는 총 5882

개의 원자로 구성되었다.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에서 경

계에 위치한 원자들은 고정되었으며, 경계 영역의 2개

의 버퍼 원자층에는 Constraint Dynamics가 적용되어,

기판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연마 입자의 반지름은 20 Å이며 기판의 x, y, z축 방

향 크기는 143, 92, 45Å이다. 연마입자는 강체로 고려

하여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다. 

Cu 기판은 FCC구조를 가지며 격자 상수는 3.61 Å이

고 [100] 방향이다. 연마입자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

지며 격자 상수는 3.56 Å이다. Cu기판에 사용한 전위

함수와 Cu-C 상호작용에 사용한 전위함수는 Morse 전

위에너지 함수이다. Cu-Cu 상호작용을 위한 Morse 전

위에너지 함수의 변수 α는 1.3588, De는 0.3429, re는

2.866을 사용하였다 [10].

C-Cu 상호작용을 위한 Morse 전위에너지 함수의 변

수 α는 1.7, D
e
는 0.1, r

e
는 2.2을 사용하였다 [10]. 운

동방정식을 위하여 Velocity-Verlet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10]. Velocity-Verlet에 사용된 시간 간격은 0.5 fs

이다. 연마입자의 진행속도는 62.5m/s를 사용하였다.

(1)

식(1)의 S는 Slide-to-roll ratio를 나타내며, ν
a
는 연마

입자의 기판 위를 움직이는 선속도 ν
r는 연마입자의 구

르는 속도를 나타낸다. S는 0일 때 완전히 기판 위를

구르고 있으며, 1일 때 기판 위를 완전히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연마입자의 연마 깊이와 Slide-to-

roll ratio의 변화를 주면서 연마입자가 기판으로부터

받는 힘과 기판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2 는 반지름 20Å 연마입자가 2.5Å 깊이로 구

름과 미끄러짐의 비율에 따른 기판의 연마된 단면을

s

ν
a
ν
r

–

ν
a

ν
r

+

--------------=

Fig. 1. Simulation structure.

Fig. 2. The cross-sectional views for the sliding cases with
depth = 2.5 Å. (a) S = 0 (b) S = 0.2 (c) S = 0.5
(d) 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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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원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구름과 미끄러짐의 비율에

따라 원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

는데 이는 구형연마제의 구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밀도 차이에 의해 x방향으로의 저항력의 차이가 생

기게 된다. Fig. 3에서 구름 비율에 따른 x방향의 저항

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패드에 의해 연마입자에 x축의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는 힘이다. Fig. 4는 Fig. 3에서

불분명하게 보여주는 x축 방향의 저항력의 차이를 명

확히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의 기

울기가 x축 방향으로 받는 평균적인 힘이다. Fig. 5에

서는 구름 비율에 따라 z축으로 받는 저항력을 보여준

다. 즉 패드에 의해 z축의 방향으로 가해주게 되는 힘

이다. Fig. 6에서는 Fig. 5에서 불분명하게 보여주는 z

축 방향의 저항력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z축 방향으로

받는 평균적인 힘이다. Fig. 4와 Fig. 6의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x축 방향으로 저항력이 클수록 z축 방향

으로의 저항력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형 연마입자 입자의 움직임에 따라 구형 연마입자에

부착된 원자들이 구형 연마입자의 회전에 따라 같이

회전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연마 깊이 5Å으로 구형 연마입자가 각각

서로 다른 비율로 미끄러짐과 구름의 비율을 가질 경

우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연마 깊이가 2.5Å일

때와 비교하면 결과는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

인하였다.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어서 기판 위를 구르지 않고 문지르면서 지나가게

될 때 z축 방향의 저항력이 가능 작게 되며 x축으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5Å의 깊이로 연마가

진행 되었지만 연마가 진행되고 난 후의 연마 깊이는

S값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S값이 0인 경우 가장

Fig. 3. Forces on x-axis as a function of the MD times
with different S values for rolling cases.

Fig. 4. Sum of forces on z-axis as a function of the MD
times with different S values for rolling cases.

Fig. 5. Sum of forces on z-axis as a function of the MD
times with different S values for sliding cases.

Fig. 6. Sum of forces on x-axis as a function of the MD
times with different S values for slid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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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된 깊이가 낮았으며 S값이 커질수록 연마된 깊이

도 커졌다. 이는 S값에 따라 z방향으로 받는 힘의 차이

에 의해 알 수 있다. S값이 작을수록 z축으로 받는 힘

이 크다. 즉 z축 방향으로 더 많은 압축이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축되었던 것이 연마입자가 x축 방향

으로 진행에 감에 따라 복원되어 가면서 다시 제자리

를 찾아 가는 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

제 연마되는 깊이는 같은 깊이로 연마 입자가 진행하

더라도 S값이 클수록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MP 공정에서 일어나는 구형연마입

자와 기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분자 동역학 방법 적용하였다.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기 위하여 Morse 전위에너지 함수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CMP 공정의 기술적 중요성을 고

려하여 CMP 공정에서 나노미터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형 연마입자와 기판 사이 상호작용을 원자단위에서

모델링 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구형 연마입자의 다양

한 운동을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판과의 상

호작용을 연구하였다. 미끄러짐 작용과 구름 작용은

서로 다른 물리작용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CMP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형 연마입자와 기판

과의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실제 공정에 사용되질 물질에 대한 원자 구조 및

원자간 전위 함수들을 사용할 경우 원자단위에서

CMP공정을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실질

적인 CMP 공정 원자단위 모델 및 시뮬레이터를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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