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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갈바니 치환(galvanic displacement) 방법을 이용하여 MOCVD TiN(100 Å)/Ti(150 Å)/Si 웨이퍼 위에 전기

증착용 구리 시드층(seed layer)을 형성하였다. 티타늄(Ti) 산화막을 제거하는 과정, 팔라듐(Pd) 표면 활성화 과정을 거쳐,

NH4F, H2SO4, CuSO4·5H2O를 조성으로 하는 용액 내에서 증착을 시도하였다. 용액의 최적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NH4F의

양은 0.45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H2SO4의 농도는 0.05 M에서 0.5 M까지, CuSO4·5H2O의 농도는 0.01 M에서 0.05 M까지

변화시켰으며, 면저항의 감소와 박막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최적 조성을 결정하였다. 팔라듐 표면 활성화(Pd surface activation)

과정은 작은 크기의 결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으며, 비저항 4.55 µΩ · cm의 표면이 균일한 박막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었

다. 본 실험에서는 갈바니 치환 증착 방법을 이용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는 구리 시드층(seed layer)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Cu seed layer for Cu electroplating was formed on TiN(100 Å)/Ti (150 Å)/Si wafer using galvanic displacement

deposition. After titanium(Ti) oxide cleaning step and palladium(Pd) surface activation step, the wafer was dipped in solution

that contained NH4F, H2SO4 and CuSO4 · 5H2O. In order to find optimized solution condition, H2SO4 concentration was changed

from 0.05 M to 0.5 M and CuSO4 · 5H2O concentration from 0.01 M to 0.05 M while NH4F concentration was fixed as 0.45 M.

Optimized condition was determined considering sheet resistance decrease and film uniformity. Pd surface activation step was

essential to a thin film uniformity with small grains having resistivity of 4.55 µΩ · cm. In this experiment, the possibility of

high quality Cu seed layer deposition using galvanic displacement method was clear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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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리배선공정(copper interconnection)은 지금까지의 알루미늄 배선공

정을 대체하여 차세대 로직칩(logic chip)과 디램(DRAM) 반도체의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리는 알루미

늄에 비해 비저항이 낮기 때문에 저항-축전 지연(RC delay)을 감소시켜

집적회로를 보다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이동에 대한

저항성(electromigration resistance)이 좋기 때문에 소자 내에서의 금속

회로의 단락을 줄일 수 있어 알루미늄을 대신하여 0.18 µm 이하의 소

자에서 그 사용 가능성을 인정 받고 있다[1-5]. 구리는 건식식각(dry etching)

과정 중 휘발성의 생성물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공정 적용에 한

계가 있었으나, 씨엠피(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기술의 개

발로 도입된 다마신(damascene) 공정 덕택으로 배선 수와 공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공정 비용 측면에서도 알루미늄보다 월

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리 다마신(damascene) 공정은 Fig. 1에서와 같

이 비아홀(via hole)과 트렌치(trench)를 구리로 채운 후, 후속 씨엠피(CMP)

공정을 통해 트렌치(trench) 위에 형성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구리 배

선 공정을 완성한다.

미세소자에 구리를 증착시키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기상증착(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화학적 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및 전기증착법(electroplating) 등의 방법이 있다. 이중 전기증착법은 공

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순수하고 틈채움(gap filling)

이 우수한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금속화공정에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증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웨이퍼 표면에 전자가 이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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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얇은 시드층(seed layer)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 구리 시드층(seed layer) 형성을 위해 실행한 갈바니 치환 증착(galvanic

displacement deposition) 실험의 기본 반응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규소(Si) 표면에서 전자가 생성되는 산화반응이 일어난다. 다음

으로 생성된 전자가 용액 속의 금속이온을 환원시켜 금속을 석출시키

는 반응이 일어난다[6-8].

Si0+6F− → SiF6
2− +4e− (산화반응)

2Cu+4e− → 2Cu0 (금속환원반응)

Si0+2Cu2++6F− → SiF6
2− +2Cu0 (전체반응)

반응의 중간물로 생성되는 Si-H 결합은 묽은 HF분위기에는 안정하기

때문에 수산화기나 물분자들이 Si-H결합을 끊고 반응하는 것이 어렵

다[9-11]. 따라서, Sebastiao G. dos Santos Filho는 구리가 촉매로서 작용

하는 아래와 같은 반응이 더 유력하다고 제시하였다[12, 13]. 윗첨자 S는

표면의 원자를 나타낸다.

Cu2++2e− → Cu0 

(2Si)=SiSH2+2OH−+Cu2+ → (2Si)=SiS(OH)2+2H++Cu0

또는

(2Si)=SiSH2+2H2O+Cu2+ → (2Si)=SiS(OH)2+4H++Cu0

(2Si)=SiS(OH)2+2H++2F− → (2Si)=SiSF2+2H2O

(2Si)=SiSF2+2H++2F− → 2(Si-H)+SiF4(volatile)

이와 같은 갈바니 치환 증착 반응은, 구리를 비롯한 비교적 환원전위

가 높아 환원되기 쉬운 니켈(Ni), 금(Au), 백금(Pt) 등의 금속 증착에도

적용된다[14-16].

갈바니 치환 증착 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Si) 기판(substrate) 위에 구

리를 증착시키는 연구는 있었으나[9, 10, 14-18], 현재까지 연구된 실리

콘 기판 위에 구리를 직접 증착하는 것은 집적회로에 적용하기는 힘들

다. 따라서, 구리가 소자 내로 확산되어, 원하지 않는 불순물(impurity)

로서 소자 본래의 특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구리의 소자 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형성된 질화티타늄 확산

방지막(TiN diffusion barrier) 위에 구리를 증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불소(HF)를 이용한 방법과는 달리, 수소

이온의 농도와 불소이온의 농도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켜 최적조성을 결

정하고, 또한 TiN/Ti/Si 웨이퍼 상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질화티타늄

(TiN) 층 위에 구리박막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 증착 시편의 전처리

과정으로 박막의 접착성 향상을 위한 티타늄(Ti) 산화막 제거 과정과,

박막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을 도입하였다.

2. 실 험

2-1. 전처리(Pretreatment)

1 cm×1 cm 크기의 MOCVD TiN(100 Å)/Ti(150 Å)/Si 시편을 1%

불산 용액 속에서 10분간 담궈 시편 표면의 티타늄 산화막을 제거하였

다. 100 mL DIW(De-Ionized Water) 속에서 10 초씩 세 번의 세척과정

을 거친 후 질소(N2) 기체로 표면을 건조시켰다. 질화티타늄(TiN) 표면

활성화를 위해 0.2 g PdCl2, 250 mL HF(2%), 1 mL HCl, 245 mL 이온

제거수(DIW)의 조성을 갖는 팔라듐 활성화 용액 속에서 20초간 담근 후

100 mL 이온제거수(DIW) 속에서 10초씩 두 번 세척함으로써 활성화 과

정을 마무리 하였다[19].

2-2. 증착

NH4F의 양을 0.45 M(10.0 g/600 mL)로 고정시켜 전자를 생성하는 반

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불소이온(F−)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구

리 이온의 농도와 황산의 농도를 달리한 각각의 용액에서, 일정시간 동

안 증착하여 얻은 박막들의 면저항 감소를 고려하여 최적조성을 결정

하였다. 앞에서 결정한 최적 조성에서 2분간 용액의 교반없이 증착을

시행하였다. 증착후 100 mL 이온제거수(DIW) 속에서 10초씩 세 번의

세척과정을 거친 후, 질소(N2) 기체로 시편의 양면을 건조시켰다.

2-3. NH4F 농도에 따른 증착·식각 실험

불소이온의 농도에 따른 증착과 식각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기상증착(PVD) 방법으로 형성된 구리

웨이퍼(Cu/TiN/Si)를 1 cm×1 cm 크기로 절단하여 시편을 준비하였다.

시편에 생성되어 있는 구리 산화막 제거를 위해 200 : 1 NH4OH 용액 속

에서 30 초간 방치한 후, 100 mL 이온제거수(DIW) 용액 속에서 10초

씩 세 번의 세척과정을 거치고 고순도 질소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4

포인트 프로브(4-point probe)를 이용하여 면저항(sheet resistance)을 측

정(Rs1)하였다. 황산구리의 농도는 0.05 M, 황산의 농도는 1 M로 일정

하게 유지하고 0 M, 0.09 M, 0.23 M, 0.45 M, 0.9 M의 NH4F를 포함하

는 용액 속에서 400초 동안 교반 없이 방치하였다. 증착 시편을 100 mL

DIW 속에서 10초씩 세 번 세척하였다. 4포인트 프로브(4-point probe)

를 이용하여 면저항(Rs2)을 측정하였다.

2-4. 분석

시편 표면의 형구학적 특성(morphology)을 관찰하기 위해 전개방출

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hilips XL-30 FEG)을 이용하였고, 면저항 측정을 위해 4포인트 프로

브(4-point probe)를 그리고, 표면거칠기 측정을 위해 원자힘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y) 장비를 이용하였다. 증착된 박막의 접

착성(adhesion) 테스트를 위해 에이에스티엠(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서 제시하는 스카치테잎(Scotch Tape)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 적용된 갈바니 치환 증착 방법과 시편의 모식도는 Fig. 2와

같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pper gap-filling by damascene process.

Fig. 2. Schematic diagram of galvanic displacement deposition of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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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착 용액의 조성 결정

실험 전반에 걸쳐 NH4F의 양은 0.45 M로 고정하였다. 구리 이온과

황산의 농도를 변화시켜 증착한 시편들 중에서 최소의 면저항 값을 보

이는 조성을 최적 조성으로 결정하였다.

Fig. 3을 살펴보면 황산구리의 농도가 0.02-0.03 M 사이, 황산의 농도

가 0.1 M일 때 가장 낮은 면저항 값을 나타낸다. 황산의 농도가 0.05 M

일 때는 박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충분한 면저항 감소를 보이지 않았

다. 황산의 농도가 0.2 M, 0.4 M, 0.5 M일 경우에는 면저항 값이 낮아

지지 않는데, 이것은 증착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소이온의 농도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소이온에 의한 증착반응보다 산에

의한 식각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구리의 고른 증착이 관찰되지 않는다.

NH4F 농도에 따른 증착실험을 통해 불소이온의 농도에 따른 증착 속

도를 알아보았다. 물리적 기상증착(PVD) 방법으로 형성된 구리 웨이퍼

의 비저항 값은 3.3 µΩ · cm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실험에서 측정한

면저항(Rs1, Rs2)을 이용하여 실험 2-3 전후의 구리층의 두께를 계산하

였다(두께=비저항÷면저항). 두께와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증착속도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증착 속도가 음으로 표시된 것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의

두께가 작아져서 식각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며, NH4F의 농도에 비례하

여 증착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단위시간당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소 표면(SiS)

이 많이 생성되어 증착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불소이온에 의한 증착반

응과 산에 의한 식각반응이 불소이온과 수소이온의 농도 비에 따라 경

쟁적으로 일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식각반응이 우세한 높은 황산

의 농도에서는, 박막의 성장 속도가 느리고, 결정끼리의 접촉이 잘 형성

되지 않아 면저항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Fig. 3의 그래프 분석에 의해 NH4F의 농도는 0.45 M, 황산구리의 농

도는 0.02 M, 황산의 농도는 0.1 M인 것을 증착용액의 최적 조성으로

결정하였다. 추가로, 황산구리의 농도는 0.02 M, 황산의 농도는 0.1 M

로 고정하고 NH4F의 농도를 0.27 M, 0.45 M, 0.63 M, 0.81 M로 달리하

여 NH4F의 농도가 적절한지 원자힘현미경(AFM) 분석을 통해 확인하

Fig. 3. Sheet resistance decrease according to H2SO4 and CuSO4
. 5H2O

concentrations.
(Concentration of NH4F=0.45 M)

Fig. 4.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NH4F concentration.

Fig. 5. RMS Roughness according to NH4F concentrations.

Fig. 6. FESEM images of (a) TiN oxide cleaning and (b) Pd surfac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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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5에서 NH4F농도가 0.45 M일 때, 가장 낮은 알엠에스 거칠기

(RMS Roughness: root mean square roughness) 값을 나타낸다.

3-2. 팔라듐 표면 활성화(Pd surface activation)의 효과

무전해도금에서 결정핵 형성을 위해서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을 거

친다. 본 실험에서는 환원제에 의한 도금법인 무전해도금과는 다른, 수

소이온와 불소이온에 의한 규소의 식각으로 인해 생기는 전자를 이용

하여 금속을 증착시켰다. 그렇지만, 무전해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팔라

듐 표면 활성화에 의한 결정핵의 유무에 따라 증착된 박막의 특성이 크

게 변함을 확인하였다. Fig. 6은 팔라듐 표면 활성화 단계 전후의 패턴

웨이퍼의 전개방출주사전자현미경(FESEM) 사진으로, 활성화 과정 후

에 표면에 팔라듐이 고르게 증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초기에 생성되는 적

은 숫자의 구리결정핵에서만 구리의 성장을 보이며, 직경 1 µm정도의

큰 결정으로 성장하였다(Fig. 7).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으로 팔라듐 표

면 활성화과정을 거친 시편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균일한

구리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Fig. 8).

따라서, 팔라듐(Pd)을 이용한 표면 활성화 과정은 증착 초기에 구리

가 증착할 수 있는 결정핵을 제공하여 박막이 균일하게 하는 데 필수적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3-3. 증착된 박막의 특성

증착된 박막의 원자힘현미경(AFM) 분석결과 알엠에스 거칠기(RMS

roughness)는 약 39 nm로 (Fig. 9), 면저항은 약 240 mΩ/□로 측정되었

다. Fig. 8에서 측정된 1,900 Å 두께의 구리 박막에 있어 비저항값은 약

4.55 µΩ · cm가 나왔다. 에이에스티엠(ASTM)에서 제시한 표준 접착성

테스트(scotch tape test)를 시행한 결과, 접착 테이프에 구리가 묻어 나

오지 않음으로 보아, 비교적 우수한 접착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증착된 시편의 뒷면(Si)의 단면과 표면의 전개방출주사전자현미경

(FESEM) 사진을 Fig. 10에 나타냈다. 증착과정시 질화티타늄(TiN) 위

에서 뿐만 아니라 규소의 표면에서도 구리의 증착이 일어난다. 웨이퍼

뒷면-규소의 표면에서, 증착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불소이온(F−)과 수소

이온(H+)에 의해 반응할 수 있는 규소의 표면적은 줄어들고, 반응 결과

생성되는 전자의 양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

로 질화티타늄(TiN) 표면에서의 증착속도 감소를 가져온다. 질화티타늄

(TiN) 표면과는 달리, 규소 위에 증착된 구리 박막은 증착후 세척·건

조 과정에서 질소 발포(N2 blowing)에 쉽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접착특

성은 좋지 않았다.

Fig. 7. FESEM images of Cu deposition without Pd surface activation, (a) cross-section and (b) surface.

Fig. 8. FESEM images of Cu deposition with Pd surface activation, (a) cross-section and (b) surface.

Fig. 9. AFM image of deposited Cu film(RMS roughness: about 3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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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패턴 웨이퍼에 적용

같은 구조(TiN/Ti/Si)를 갖는 패턴(pattern) 웨이퍼에 티타늄 산화막 제

거,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을 거친 후, 동일한 증착 조건에서 1분간

증착을 시도하였다. 비아홀(Via) 의 종횡비(aspect ratio)가 두 방향에서

각각 1 : 5, 1 : 1인 웨이퍼를 1 cm×1 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웨이퍼에서의 증착과 마찬가지로 패턴 내에

서도 증착이 되었다. 그렇지만, 패턴 내의 모서리에서는 증착보다는

식각현상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계단 덮힘률(step coverage)이 좋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했을 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하

였다. 이상에서 적용한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은 패턴이 없는 웨이

퍼를 이용하여 결정한 조건이므로, 패턴 웨이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성을 비롯한 활성화 시간, 교반 등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갈바니 치환 증착 방법을 이용하여 질화티타늄(TiN) 층 위에 우수한

접착 특성을 갖는 구리 시드층(seed layer)을 형성하였다. 20초 동안의

팔라듐 표면 활성화 과정(Pd surface activation)을 거친 질화티타늄 표

면에서는 작고 균일한 팔라듐이 증착되었고, 이 과정은 균일한 구리 박

막을 얻는 데 필수적이었다. H2SO4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는 증착이 전

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수소이온이 갈바니 치환 증착 반응

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2SO4, CuSO4·5H2O와 NH4F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얻은 시편들을

분석한 결과, 증착 용액의 최적 조성은 0.45 M NH4F, 0.1 M H2SO4, 0.02 M

CuSO4·5H2O로 결정하였다. 결정된 최적 농도에서 2분간 증착한 후, 두

께는 약 1,900Å, 면저항은 240 mΩ/□, 비저항은 4.55 µΩ · cm, 알엠에스

거칠기(RMS roughness)는 39 nm 갖는 구리 박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박막은 스카치 테잎(scotch tape) 테스트 결과 우수한 접착특성

(adhesion)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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