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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MP process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semiconductor product processes in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Taken

as a whole, CMP is one process, but concretely, it is a detail process which consists of polishing, cleaning, and so on.

Especially, the polishing and cleaning are key points in the whole process. Polishing rat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is related with deposition of slurry in the polishing process. Each outlet velocitie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leaning process. And when the velocities are more uniform, the cleaning becomes more effective.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se factors, we performed a numerical analysis for effective polishing and cleaning which can be applied to industrial

field. Consequently, we figured out that more than one opened nozzle is more effective than one opened nozzle at the

polishing pad in case of this research. And we confirmed that the revised models have the uniform velocity distribution

more than the previous model of the cleanin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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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에 최적화 기법이 도입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조 공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CMP

장비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평탄화 작업

(polishing : 이하 폴리싱)이나 세정을 위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1]. 폴리싱은 세정을 하기에 앞서, 슬러

리(slurry)를 웨이퍼(wafer)에 도포하여 연마하는 공정

인데, 폴리싱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웨이퍼의 연마

율이다. 웨이퍼 전체에 연마율이 균일하게 분포할수록

폴리싱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슬러리 도포

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연마율이 균일하

게 분포하기 위해서는 슬러리 도포 또한 균일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한편, 슬러리도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

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서 공정단가에 영향을 미

치는 자원요소이다. 따라서 제한된 공급량 하에서 폴

리싱 패드 위에 슬러리가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게 하

는 노즐 위치 선택이 필요하다. 

세정(cleaning) 공정은 폴리싱이 끝난 후에 슬러리

를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제거해 주는 공정이다. 그런

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델의 세정 노즐은 매니폴드

(manifold)방식으로써 설계 방법에 따라 노즐 출구 속

도의 균일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 결과적으

로 효과적인 세정을 위해서는 노즐 출구 속도의 균일

도를 높여서 웨이퍼 전체에 세정액이 고루 도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그루브(groove)가 적용된 폴리싱 패드 위에 슬러리가

가장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노즐의 위치에 대해 연

구하였고, 세정 노즐 출구 속도의 균일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고, 출구 속도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E-mail : ssussu2@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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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모델

2.1. 폴리싱 패드

CMP장비에서 폴리싱 패드 부분의 단순화 작업을 거

친 모델링을 Fig. 1에 나타내었고, 그루브가 적용된 모

습과 그루브 부분에 격자를 생성한 것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Fig. 2에서 위 그림은 폴리싱 패드의 전체에 격자가

생성된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가운데 작은 형상으로

도시된 부분이 슬러리 노즐로써 고정이 되어있고, 전체

적으로 크게 도시된 부분이 폴리싱 패드로써 이 부분

이 상부에서 봤을 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아

래 그림은 위 그림에서 그루브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

낸 그림이다. 

2.2. 세정노즐

CMP장비에서 세정 노즐 부분의 단순화 작업을 거친

모델링을 Fig. 3에 나타내었고, 우측 하단에 노즐의 입

구와 출구를 나타내었다. Fig. 4(a)는 case2-1으로써, 기

존에 사용하던 장비의 모델을 격자 생성한 그림이고,

기존 장비는 노즐 출구 속도가 균일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3가지의 개선안 제시하였다. Fig. 4(b)

는 case2-2이며, 노즐 입구부터 출구까지 중심 유로의

지름을 점차 줄인 모델을 격자 생성한 그림이다. Fig.

4(c)는 case2-3이고, 노즐 끝 단을 따라 중심 유로를 깎

아낸 모델을 격자 생성한 그림이다. 끝으로 Fig. 4(d)는

case2-4로, 중심 유로의 끝 부분을 돌출하여 45도 각도

로 잘라낸 모델을 격자 생성한 그림이다.

3. 수치적 모델[3]

노즐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지배방정식(The

Governing Equation)을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식(1)과

같다. 

(1)

여기서 ρ는 밀도이고, ui는 속도이다. 좌변의 각 항

은 검사체적 내의 시간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와 대류

항을 나타내고, 우변의 각 항은 확산항, 생성항을 나타

낸다.

=1인 경우는 식(1)이 식(2)와 같이 연속방정식으로

표현된다.

(2)

∂
∂t
---- ρφ( )  

∂
∂xi
------ ρuiφ( ) +  

∂
∂xi
------ Γφ

∂φ
∂xi
------   Sφ+=

φ

∂ρ
∂t
------  

∂
∂xi
------ ρui( ) +  Sm=

Fig. 1. Simplified polishing pad in CMP equipment.

Fig. 3. Simplified cleaning nozzle in CMP equipment.

Fig. 4. Mesh grid of cleaning nozzle.

Fig. 2. Mesh of Polishing pad with groove (Nozzle No. :

1~12 fro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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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는 압축성 유동 뿐만 아니라 비압축성 유동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연속 방정식의 형태이다. 생성항

Sm은 자체적으로 생성이나 소멸되는 질량이다. 본 연구

에서는 Sm= 0으로 계산한다.

가 속도 성분인 경우는 식(1)이 식(3)과 같이 운동량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3)

식(3)에서 p는 정압, τij는 응력 텐서(Stress Tensor)이

다. 우변의 ρgi와 Fi는 체적력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는 그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변에서 나타낸 는 식(4)와 같다. 

(4)

세정 노즐 해석에는 난류모델을 적용하였고, 식(5)와

같다.

(5)

여기서, 

4. 해석 조건[4]

3D 모델링은 SolidWorks를 사용하였고, 해석격자는

유체 해석 전문 상용코드인 Star-CCM+ 6.02 ver.을 사

용하여 미소체적인 격자를 표면격자로부터 체적격자로

생성하였다. 위 상용코드에서 지원하는 종류의 격자 가

운데 복잡한 모델에서 격자 생성이 용이한 다면체 격

자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프리즘 레이어를 혼용하여 구

성하였다.

4.1. 폴리싱 패드

폴리싱 패드의 경계조건은 Table 1.과 같다. 12개의

슬러리 노즐 중에서 기존의 방식인 1개의 노즐만 개방

된 해석(case1-1~4)을 수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

낸 다음, 2개의 노즐이 개방된 해석(case1-5~8)을 수행

하여 슬러리의 도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case1-9)에서는 case1-5~8에서의 유량을 반으

로 감소시켜 전체유량이 기존의 유량과 동일하게 설정

하고 이 방안이 슬러리 도포에 있어서 개선안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Table 2.에는 수치해석에 필요한 슬러리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4.2. 세정 노즐

세정 노즐의 해석 조건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case2-1~4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한 개의 case당 3

가지의 입구 속도로, 총 12회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5. 수치해석 결과

5.1. 폴리싱 패드

5.1.1 case 1-1~4

앞서 적용한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case 1-1~4에 대

하여 슬러리 공급 후 폴리싱 패드가 5초 동안 회전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8 에

∂
∂t
---- ρui( )  

∂
∂xi
------ ρuiuj( ) +   

∂p

∂xi
------ –  

∂τij
∂xi
-------  ρgi  Fi+ + +=

τij

τij  µ
∂ui

∂xj
-------  

∂uj

∂xi
-------+⎝ ⎠

⎛ ⎞   
2

3
--- µ  

∂uk

∂xk
------- δij–=

∂
∂xi
------  µ  

µt

σk

----- +⎝ ⎠
⎛ ⎞ ∂k

∂xi
------   Gk  Gb  ρε –+ +  0=

∂
∂xi
------  µ  

µt

σg

----- +⎝ ⎠
⎛ ⎞ ∂ε

∂xi
------  + C1s

ε
k
-- (Gk + C3sGb )

  C2sρ
ε2

k
---- = 0–

µt ρCµ
k
2

ε
----    Gk ru'2u'j–

∂uj

∂xi
-------     Gb βgi

µ

Prt
-------

∂T

∂xi
------= = =

C1ε 1.44           C2g 1.92            Cu 0.99= = =

σk 1.0               σg 1.3= =

Table 1. Boundary condition of polishing pad

Case Open Nozzle Inlet Rotate

1-1 1

250 ml/min

97RPM

1-2 5

1-3 8

1-4 11

1-5 1, 8

2 × 250 ml/min
1-6 5, 8

1-7 1, 11

1-8 5, 11

1-9 1, 8 2 × 125 ml/min

Table 2. Properties of slurry

Density Viscosity

6.2 g/cm3 4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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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 각 그림은 슬러리 분사 후 0.5초, 3초, 5초

후의 슬러리 분포이다. 또한 수치 해석한 면에서의 도

포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

도포양은 부피율(Volume fraction)로써 계산하였다.

단일 노즐 개방 시의 슬러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case1-1은 슬러리가 중앙 쪽에만 분포되어 있고 바깥쪽

으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반대로

case1-4는 바깥쪽으로의 슬러리 공급은 문제가 없으나

중앙 쪽으로는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ase1-2나 case 1-3의 경우에는 case1-4

에 비하여 패드 전체적으로 공급이 양호하며, case1-1

에 비하여 도포양의 표준편차가 작음으로써 분포가 비

교적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즐이 1개만 개

방 될 때는 그 이상으로 개방 될 때보다 슬러리 분포의

균일도가 좋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

라 2개의 노즐을 개방하여 수치해석하고, 패드 위의 슬

러리 분포를 재확인 하였다.

5.1.2 case 1-5~8

case1-1~4와 동일한 슬러리 물성 조건으로 해석하였

고, 노즐 1개당 공급량은 같으며 결과적으로 노즐의 개

수가 2개이므로, case1-5~8의 전체 슬러리 공급량은

case1-1~4의 2배이다. 각 case1-5~8의 해석결과(슬러리

공급 5초 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수치 해석한

면에서의 도포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5.에 나타

내었다. 단, 도포양은 부피율(Volume fraction)로써 계

산하였다.

case1-1~4와 비교를 하면, case1-5~8이 슬러리가 폴

리싱 패드에 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도포양의

표준편차는 case1-1~4에 비해 증가하여 균일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슬러리 공급량이 많

아지면서 앞선case1-1~4에서 볼 수 없었던 슬러리 응

집 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슬러리가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슬러리의 총 공급량을 줄인 경우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5.1.3 case1-9

case 1-5~8의 슬러리 도포양과 표준편차를 검토하면,

표준편차는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이나, 슬러리 도포양

Table 3. Boundary condition of cleaning nozzle

Inlet Outlet

0.05 m/s

0 Pa0.1 m/s

0.15 m/s

Fig. 5.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case 1-1).

Fig. 6.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case 1-2).

Fig. 7.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case 1-3).

Fig. 8.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case 1-4).

Table 4. Volume frac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case1-1~4

Case No. Volume fraction Standard deviation

1-1 6.05 × 10E-3 1.65 × 10E-2

1-2 5.49 × 10E-3 1.54 × 10E-2

1-3 3.66 10E-3 1.31 × 10E-2

1-4 3.22 × 10E-3 1.31 × 10E-2

Table 5. Volume frac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case1-5~8

Case No. Volume fraction Standard deviation

1-5 1.03 × 10E-2 2.05 × 10E-2

1-6 7.24 × 10E-3 1.84 × 10E-2

1-7 8.72 × 10E-3 1.96 × 10E-2

1-8 5.33 × 10E-3 1.85 × 10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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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ase1-5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case1-5

의 개방 노즐을 채택하여 노즐 1개당 슬러리 공급량을

1/2인 125 ml/min 으로 줄여서 전체 유량이 case 1-1~4

와 같게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에서

case1-5와 case1-9의 해석결과(슬러리 공급 5초 후)를

비교하였고, Table 6.에서 슬러리 도포양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비교하였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슬러

리 공급 유량이 1/2로 되어, Table 6.에 나타낸 것과 같

이 패드 위에서 도포양 감소는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

인 슬러리 분포는 표준편차 비교에 의해 앞서 해석한

case1-1~8에 비해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균

일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세정 노즐

5.2.1 case 2-1

case2-1의 세정 노즐 출구 해석결과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입구속도가 0.05 m/s로 낮을 때는 출구

의속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편이었으나 입구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11번 출구(가장 끝 단)의 속도 값이 비

교적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균일도가 떨어지는 현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1번 노즐 부분의 형상

을 변경하고 해석하여 case2-2~4에서 재확인하였다. 

5.2.1 case 2-2~4

case2-2~4의 각 입구속도에 대해 출구속도를 Fig. 12

Fig. 9.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a) case1-5,

 (b) case1-6, (c) case1-7, (d) case1-8.

Fig. 10. Comparing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a) case1-5, (b) case 1-9

Table 6. Volume frac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case1-

5, case1-9

Case No. Volume fraction Standard deviation

1-5 1.03 × 10E-2 2.05 × 10E-2

1-9 5.33 × 10E-3 1.07 × 10E-2

Fig. 11.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case2-1)

Fig. 12.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a) case2-2

 (b) case2-3, (c) cas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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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고, case2-1~4의 출구속도평균의 표준편차

를 Table 7. 에서 비교하였다.

case2-1~4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case2-2의 경

우는 case2-1보다 오히려 표준편차가 증가하여 균일

도가 떨어졌다. 그렇지만 case2-3과 case2-4는 표준

편차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입구속도 0.15 m/s에

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case2-1과 비

교해 봤을 때 출구 속도의 균일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CFD를 이용하여 CMP 공정에서 폴리

싱 패드와 세정노즐을 수치해석하고 기존 모델의 문제

점이나 단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폴리싱 패드는 case1-1~9의 결과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슬러리 공급조건 하에서, 1개

의 노즐보다 2개의 노즐로 슬러리를 공급하는 것이 슬

러리 분포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더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한 노즐의 개

수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슬러리 분포의 균일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임을 의미하며, 차기 연구에서

는 노즐의 개수와 같은 인자 뿐만 아니라 노즐의 개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각 노즐의 슬러리 공급량도 변화시

킨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안보다 높은 균일도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정 노즐은 case2-1~4에서 세 가지 입구조건으로

비교했을 때는 case2-3과 case2-4의 경우에 각 입구조

건에서 균일한 출구속도를 보인 반면(특히 case2-4),

case2-2는 입구조건에 따라 출구 속도가 균일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case2-4의 경우가 가장 입구조

건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연구에서는 출구 직경의 변경 혹은 전체적인 형

상의 세밀한 변화를 통하여 좀 더 균일한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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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 deviations of case2-1~4

Case

No.

Inlet velocity

0.05 m/s 0.10 m/s 0.15 m/s

2-1 0.003266 0.003573 0.008307

2-2 0.006051 0.007809 0.009191

2-3 0.002950 0.002289 0.003182

2-4 0.002970 0.002166 0.00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