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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Cu 배선 공정에 사용되는 더

얇은 두께의 확산방지막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얇은 두께의

확산방지막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한가지로 2D 물질이면서 물질의

투과성이 낮고 전기적 전도성이 좋은 그래핀을 확산방지막으로 적용하는

것이 연구되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의 경우 금속 촉매 위에서 그래핀을 고온에서

성장시키고 원하는 기판에 그래핀을 전사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복잡한

구조의 소자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방법으로 금속촉매 없이 원하는 기판에 직성장 시킨

그래핀의 확산방지막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성장시간 별 직성장

그래핀의 두께를 확인하고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통해 결정립의 크기 및 결정 방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실험을 통해 3 nm이하

두께에서 TiN 확산방지막이나 Ni에서 성장한 다층그래핀

확산방지막보다 우수한 확산방지막 성질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직성장 그래핀의 결정립계을 제어하여 확산방지막 성능을

향상시키고 직성장 그래핀에 도핑을 통해 전기적 전도성을 향상시키고자

직성장 그래핀 상에 Ru을 atomic layer deposition (ALD)를 통해

증착하였다. 그 결과 직성장 그래핀 상에 Ru이 island형태로 존재하면서

Cu ion의 확산 경로인 결정립계를 stuffing하여 확산방지막 성능이 ALD 

후 향상되는 것을 TDDB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ALD 후 Hall 

measurement를 통해 Ru의 doping 효과로 직성장 그래핀의 carrier 

농도가 증가해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Cu 인터커넥트, Cu 확산방지막, 직성장 그래핀

학   번 : 2014-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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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반도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자의 집적도를 올리기 위해

금속배선의 선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RC 

(resistance-capacitance) delay를 줄이는 것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커넥트 제조 공정에서 금속배선의 재료를 기존의 Al (2.67 μΩ-

cm)에서 더 낮은 비저항을 가지는 Cu (1.67 μΩ-cm)로 대체하고자

하였다.[1]

하지만 Cu는 Al과 다르게 Si이나 SiO2 내부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Cu-Si 화합물을 잘 형성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소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연체 내부로의 Cu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Cu의 확산방지막 (diffusion barrier)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Cu 확산방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요구된다.

(1) Cu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여 Cu 혹은 절연체와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자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 비저항이 낮아야 한다.

(3) Cu 배선과 절연체와 접촉 특성이 좋아야 한다.

(4) 기계적, 열적으로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5) 높은 종횡 비 (aspect ratio)를 가지는 구조에서 계단 도포성 (step 

coverage)이 좋아야 한다.

여러 물질들 중에서 Ta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들은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기에 여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TaN 

박막이 비교적 낮은 비저항 (260 μΩ-cm)을 가지면서 치밀한 막

밀도를 형성하여 확산방지막 특성이 좋다는 것이 1996년에 밝혀졌다.[2] 

이러한 TaN 확산방지막은 접촉특성을 높이기 위해 Ta/TaN 구조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Cu의 확산방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Cu 인터커넥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확산방지막의 두께 역시 감소되어 왔다. IRDS (International Roadmap 

for Devices and Systems)에서 2017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Cu 

확산방지막의 두께는 2019년에는 2 nm이하로, 2021년에는 1.5 

nm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2027년까지 0.5 n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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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alculated Gate and Interconnect Delay versus 

Technology Gener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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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가지는 확산방지막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다.[3] 하지만 기존의 TaN 확산방지막을 증착하는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식으로는 이러한 낮은 두께의 TaN 

박막을 높은 종횡 비를 가지는 구조에서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더 좋은

계단 도포성을 가지는 ALD (atomic layer deposition)방식으로

증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TaN 박막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전자의 산란효과가 커져 높은 비저항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4]

제 2 절 연구의 내용

제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TaN 확산방지막을 대체할 수 있는

얇은 확산방지막 물질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중의 한가지로 2D 

물질들이 주목을 받았다. 2D 물질 중에서도 탄소원자가 육각 벌집형

구조를 이루며 형성하는 그래핀은 차세대 확산방지막 후보로서 좋은

특성들을 보인다. 먼저 그래핀을 형성하는 탄소 원자들은 강한 sp2 

결합을 가지고 탄소 원자들의 육각 고리의 크기가 작아 (0.064 nm) 

원자나 분자, 이온들이 통과하기가 어렵다.[5] 또한 그래핀은 전기적

성질이 우수하며 기계적 성질 및 열적, 화학적 안정성 역시

우수하다.[6],[7],[8].[9] 

실제로 Cu 촉매 위에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방식으로

성장시킨 단일층 그래핀의 경우, Cu와 Si 사이에 두고 열처리를 하였을

때 900 ℃ 에서의 열처리 후에도 그래핀이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0]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는 단순히 그래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Cu가 그래핀을 통과하지 못해 Si과 화합물을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확산방지막에

전기적,열적 stress를 가할 때, 단일층 그래핀의 경우 2 nm 두께의

TaN 보다 우수한 확산방지막 성질을 나타내었고, 단일층 그래핀을 세번

전사한 다층 그래핀의 경우 4 nm 두께의 TaN 보다 우수한 확산방지막

성질을 나타내었다.[11] 이는 그래핀이 두께에 비해 우수한 확산방지막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따라서 그래핀이 차세대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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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 with graphene barriers 

after annealing at 9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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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막의 좋은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결과들은 모두 900 이상에서 금속 촉매를 사용해

CVD 방식으로 성장시킨 뒤 전사한 그래핀에 대한 결과이다. 그래핀을

전사하는 과정은 PMMA (poly(methylmethacrylate))로 그래핀을

코팅한 뒤 아래의 금속 촉매를 식각(etching)하고 원하는 기판에

전사한 뒤 열처리나 유기용매를 이용해 PMMA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사 과정에서 그래핀에 주름(wrinkle)이 생기거나

그래핀이 찢어져 성능에 약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PMMA가 완벽히

지워지지 않아 잔여물(residue)이 남아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실제 공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의 소자 상에 그래핀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소자에는 그래핀을 전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실제 공정에 그래핀 확산방지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사과정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그래핀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방식으로 성장시킨 직성장 그래핀의 확산방지막 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12] 2017년에 PEDCVD 방식으로 SiO2 기판에

직성장한 그래핀과 같은 두께의 Ta을 Cu의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여

BTS (bias temperature stress)와 C-V (capacitance voltage) 

measurement을 통해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직성장한 다층 그래핀은

전기적 stress 및 열처리 후 C-V measurement 상에 아무 변화도

없는 데에 반해 Ta 확산 방지막은 Cu ion들의 이동으로 인해 band 

shift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직성장

그래핀 역시 좋은 확산방지막 후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실험을 통해 직성장 그래핀이 Cu의 확산방지막으로서 좋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직성장 그래핀의

비저항에 관한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CVD 방식으로 성장한 그래핀과

달리, 직성장 그래핀은 촉매없이 저온에서 성장시키기 때문에 작은

결정립(grain) 크기를 가지고 turbostratic한 stacking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CVD 방식으로 성장한 그래핀에 비해 훨씬 높은 비저항 값을

가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13],[14],[15] 이러한 높은 비저항 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직성장 그래핀을 실제 공정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직성장 그래핀의 확산방지막 특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Ta 확산방지막에 비해 좋은 확산방지막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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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고는 하나 Ta은 columnar한 결정립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Cu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확산방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확산방지막 특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그래핀

자체가 Cu 배선과 접촉 특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핀은

강한 hydrophobic한 표면을 유지하면서 반응성이 낮고 안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 때문에 Cu와의 접착력이 낮다는 사실이

몇차례 보고된 바 있고 이러한 약한 접착력은 Cu의 electromigration을

쉽게 일어나게 만들어 소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16],[17] 

따라서 이러한 문제 역시 실제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직성장 그래핀 상에 Ru을 ALD하는

구조를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Ru의 경우 낮은 비저항을

가지면서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Cu와는 낮은 온도에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18],[19] Ru을 그래핀 상에 ALD 할 경우 그래핀의

defect에 선택적으로 증착이 가능하며 동시에 그래핀의 저항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 직성장 그래핀의 저항 역시 낮추면서

Cu의 확산경로로 작용하는 defect들을 stuffing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Ru은 Cu와 접착력이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확산방지막에 사용되는 Ta보다 좋은 접착력을 보인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20],[21]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Ru ALD를 직성장

그래핀 상에 시행하여 기존의 직성장 그래핀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확산방지막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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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inary phase diagram of Cu-R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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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개요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 Cu 확산방지막으로서 SiO2 기판 위에

직성장시킨 그래핀 확산방지막에 대한 결과와 그래핀 확산방지막에 Ru 

ALD 처리를 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직성장시킨 그래핀의 증착 두께 및 미세구조 등을 Raman 

spectrum, cross section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plan view TEM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해보고 이를 직성장 그래핀의

확산방지막 특성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직성장 그래핀의 확산방지막 특성을 TDDB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est를 통해 TiN, 다층 그래핀 등의

확산방지막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성장 그래핀에 Ru ALD 처리를 하였을 때의

특성변화를 평가하였다. 증착된 Ru의 두께에 따라 확산방지막 특성, 

전기적 특성, Cu와의 접촉 특성 변화 등을 살펴보았고 cross section 

TEM을 통해 증착된 Ru의 두께를 살펴보고 plan view TEM을 통해

Ru의 증착 양상을 살펴보았다. 확산방지막 특성은 TDDB test를 통해

평가하였고 전기적 특성은 Hall measurement를 통해, Cu와의 접촉

특성은 열처리를 통한 agglomeration test를 통해 진행하였다.

제 4 절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직성장 그래핀은 ncG (nanocrystalline 

graphen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성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Si (100) 

wafer에 열처리를 통해 50 nm 두께의 SiO2를 형성하고 이 기판을

ICP-CVD (inductively coupled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챔버 내에 로딩하고 온도를 580 ℃까지 가열한다. 이 상태에서 먼저 H2

plasma를 이용해 기판의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RF power 50 W에

압력이 20 mTorr가 된 상태에서 CH4:Ar:H2를 20:10:5 sccm으로

흘려주며 ncG를 성장시킨다.

TDDB test에 사용될 샘플들은 그림 1-4에 나타낸 도식도처럼

실험하고자 하는 확산방지막 상에 Al을 20 nm, Cu를 100 nm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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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atic illustration of equipment for TDD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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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evaporation을 통해 500 x 500 μm크기로 증착한다. 그

후 금속이 덮이지 않은 부분의 ncG는 reacted ion etching을 통해

제거하고 Si wafer 뒷면의 native oxide를 HF (hydrogen chloride)를

통해 제거한다. TDDB test에는 Keithley 4200-SCS를 사용하여 5 

MV/cm와 200 ℃의 stress를 가해주며 진행하였다. 누설전류 (leakage 

current)가 4 x 10-2 A/mm2에 도달하였을 때 확산방지막의 파괴가

일어났다고 정의하였다. 

Ru ALD는 Lucida D100 (NCD technology) 장비를 통해 200 에서

증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구체 (precursor)는 RuDi ((η6-1-

isopropyl-4-methylbenzene)(η-4cyclohexa-1,3-

diene)ruthenium, DNF Co.)이고 (그림 1-5) 전구체를 bubbler에서

100 ℃로 유지한 뒤 N2를 이용해 증착 챔버 내에 유입시킨다. 

Reactant로는 O2를 사용하였고 각 ALD cycle은 전구체를 5초간 pulse, 

N2로 10초간 purge, reactant를 2초간 pulse, 다시 N2로 10초간

purge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각각 기체의 유압은 200 sccm으로

고정하였다.

Cu와의 접착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 nm 두께의 Cu를 확산방지막

상에 e-beam evaporation을 통해 증착하고 300-600 ℃까지 온도에

변화를 주어 H2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고 면저항을

측정하였다.

미세구조 분석에는 TEM (JEM-2100F)와 Cs-TEM (spherical 

aberration correcte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였고 raman specrum을 통한 분석 시에는 RM-1000 Invia 

장비를 통해 532 nm의 Ar-ion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면저항 및 전기적

특성 측정에는 Hall measurement (BIO-RAD) 장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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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u precursor : C16H22Ru [(η6-1-isopropyl-4-

methylbenzene)(η4-cyclohexa-1,3-diene)ruthenium]



12

참고 문헌

[1] S. I. Association, The 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1997

[2] K.H. Min, K.C. Chun and K.B. Kim, J.Vac.Sci.Technol.B, 1996, 

14(5)

[3] IRDS International Roadmap of Devices and Systems 2017 

edtition, 2017

[4] O.van der Straten, X.Zhang, K.Motoyama, C.Penny, J. 

Maniscalco, S.Knupp, ECS Transactions, 2014, 64(9)

[5] V. Berry, Carbon, 2013, 62

[6] A. A. Balandin, S. Ghosh, W. Bao, I. Calizo, D. Teweldebrhan, F. 

Miao and C. N. Lau, Nano Lett., 2008, 8, 902

[7] P. Blake, P. D. Brimicombe, R. R. Nair, T. J. Booth, D. Jiang, F. 

Schedin, L. A. Ponomarenko, S. V. Morozov, H. F. Gleeson, E. W. 

Hill, A. K. Geim, and K. S. Novoselov, Nano Lett.,2008, 8, 1704

[8] J. C. Meyer, A. K. Geim, M. I. Katsnelson, K. S. Novoselov, T. J. 

Booth and S. Roth, Nature, 2007, 446

[9] X. Wang, L. J. Zhi, and K. Mullen, Nano Lett., 2008, 8, 323

[10] J. Hong, S. Lee, S. Lee, H. Han, C. Mahata, H.-W. Yeon, B. 

Koo, S.-I. Kim, T. Nam, K. Byun, B.-W. Min, Y.-W. Kim, H. Kim, 

Y.-C. Joo and T. Lee, Nanoscale, 2014, 6, 7503

[11] L. Li, X. Chen, C.H. Wang, J. Cao, S. Lee, A. Tang, C. Ahn, S. S. 

Roy, M. S. Arnold, H. S. P. Wong, ACS Nano, 2015, 9(8) 



13

[12] R. Mehta, S. Chugh and Z. Chen, Nanoscale, 2017, 9, 1827

[13] Y. S. Kim , K. Joo , S.-K. Jerng , J. H. Lee , E. Yoon and S.-H. 

Chun , Nanoscale, 2014, 6 , 10100

[14] G. Kalita, K. Wakita and M. Umeno, RSC Advances, 2012, 2, 

2815

[15] S. Chugh, R. Mehta, N. Lu, F. D. Dios, M. J. Kim and Z. Chen, 

Carbon, 2015, 93, 393

[16] V. M. Karpan, G. Giovannetti, P. A. Khomyakov, M. Talanana, 

A. A. Starikov, M. Zwierzycki, J. van den Brink, G. Brocks, P. J. 

Kelly, Phys Rev Lett 2007, 99.

[17] G. Giovannetti, P. A. Khomyakov, G. Brocks, V. M. Karpan, J. 

van den Brink, P. J. Kelly, Phys Rev Lett 2008, 101

[18] M. Kim, K. J. Kim, S. J. Lee, H. M. Kim, S. Y. Cho, M. S. Kim, S. 

H. Kim and K. B. Kim,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7, 9, 701

[19] P. R. Subramanian, D. E. Laughlin, Massalski2, 1990

[20] C. C. Yang, S. Cohen, T. Shaw, P. C. Wang, T. Nogami, D. 

Edelstein, Ieee Electr Device L 2010, 31, 722.

[21] N. Torazawa, S. Hirao, S. Kanayama, H. Korogi and S. 

Matsumoto, J. Electrochem. Soc., 2016, 163, 173



14

제 2 장 직성장 그래핀의 미세구조 분석 및 확산

방지막 특성 평가

제 1 절 서론

이번 장에서는 직성장 그래핀의 미세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 시간에 따른 증착 두께를

살펴보고, 저온에서 플라즈마를 통해 성장한 직성장 그래핀의 결정립

크기와 stacking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고온에서 금속 촉매를 통해

성장한 CVD 그래핀과 비교해 볼 것이다.

또한 ncG의 미세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확산방지막 특성을 예측해보고

실제로 TDDB 실험을 통해 다른 확산방지막들과 특성을 비교해 볼

것이다.

제 2 절 PECVD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의 줄임말인 PECVD 공정은 그래핀을

절연체 상에 직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정이다. 플라즈마를

사용할 경우 대상 기체 분자는 전자 충돌에 의해 에너지를 받아

불완전한 화학적 bonding을 가지는 radical을 형성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높은 흡착 계수를 가지는 radical은 기판 표면에 흡착되어

그래핀을 형성한다. 이러한 PECVD 방식은 일반적인 CVD 방식에 비해

성장 온도를 매우 낮출 수 있고 C 기반 분자의 분해를 도와주는 금속

촉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PECVD 방식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챔버에 열을 가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열 에너지를 통해 그래핀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 두번째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클리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H2를 기반으로 한,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플라즈마를 이용해 표면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그래핀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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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도움을 준다. 세번째로 C 기반 원자를 플라즈마를 이용해

분해하여 기판 표면에 C이 흡착되는 과정이다. 이때 함께 주입되는

Ar과 H2의 비율을 조절하여 그래핀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는 그래핀의 결정립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와

열에너지를 제거하여 그래핀의 성장을 멈추는 쿨링 단계가 있다.

이러한 PECVD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유입되는 가스의

유량비, 챔버의 압력, 플라즈마 파워 (RF power), 공정 온도 등이

존재한다. C 소스의 유량이 작을수록, H2의 유량이 클수록, 플라즈마

파워가 작을수록, 공정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그래핀의

핵생성이 감소하여 큰 결정립을 가지는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

제 3 절 직성장 그래핀의 미세구조 분석

3.1. 단면 TEM (cross section TEM)을 통한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시간 별 두께 변화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시간에 따른 증착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단면

TEM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샘플 제작에는 FIB (focused ion beam)를

사용한 milling법이 사용되었다. 직성장 그래핀을 1~3시간까지 SiO2 상

에 성장시킨 샘플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1에 나타 내었다.

직성장 그래핀, ncG를 1시간 동안 성장시켰을 때 증착두께가 약 1 nm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이 경우에는 ncG가 기판에 전면적으로 증착되지

않고 일부분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시간 동안 성장시켰을 때

두께가 약 2.3 nm, 3시간 동안 성장시켰을 때 두께가 약 4 nm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래핀의 성장시간을 조절하여 확산방지막

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시간 동안 성장시킨

ncG는 약 7층, 3시간 동안 성장시킨 ncG는 약 12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샘플 모두 ncG의 층간거리가 0.34 nm로 이는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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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ross section bright-field TEM image of ncG with 

grow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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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층간거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라만 분광법 (raman spectrum)을 통한 직성장 그래핀의 미

세구조 분석 및 CVD 그래핀과 비교

직성장 그래핀의 특징을 CVD 방식을 통해 성장한 그래핀과 비교해 보

고자 라만 분광법을 사용해 분석해 보았다. 직성장 그래핀은 2시간 동안

성장시킨 ncG를 사용하였고, 비교에는 Cu 촉매 위에서 성장한 단일층

그래핀과 Ni 촉매 위에서 성장한 2 nm 두께의 다층 그래핀을 사용하였

다. 그림 2-2에 나타난 것 처럼 CVD 방식을 통해 성장한 그래핀 샘플

들은 D peak (~1350 cm-1)이 나타나지 않는 데에 반해, PECVD를 통

해 성장시킨 ncG는 매우 큰 D peak intensity (D/G ratio : 1.9)를 보여

준다. 라만 분광법에서 이러한 높은 D peak은 ncG의 defect density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ncG의 작은 결정립 크기와 관련이 있다. 실

제로 라만 픽의 크기 비를 통해 결정립의 크기를 식 2-1 에 따라 계산

해보면 결정립의 크기가 10 nm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eq. 2-1

위 식은 Tuinstra-Koening 식이라고 불리며 C(λ) = 

( 를 나타내고 (λ는 라만 분광법에 사용된 레이저의 파

장의 크기를 의미한다.) La는 결정립의 크기를 나타낸다.[1] 성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속 촉매를 사용한 CVD 방식으

로 성장시킨 그래핀의 결정립 크기가 μm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직성장 그래핀의 결정립 크기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D/G 

peak의 비율은 크기에 비해 반치폭 (full width half maximum)이 너무

커 자세한 분석은 어렵지만 대략 0.42 정도의 값을 보인다. Cu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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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grown on Ni and single layer graphene grown on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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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킨 단일층 그래핀의 경우 2D/G 비율이 2에 가까운 큰 값을 보이는

데 이는 그래핀의 층수가 증가할수록 2D peak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

이며 비슷한 현상이 Ni에서 성장시킨 다층 그래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3 평면 TEM (plan view TEM)을 통한 직성장 그래핀의 미세구

조 분석

먼저 FE-TEM (field emission TEM)을 통해 ncG의 회절무늬와

dark field image를 살펴보았다. TEM 분석용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은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먼저 전사 과정에서 ncG를 보호해 줄 PMMA 

(poly(methyl methacrylate))를 스핀 코팅으로 코팅한 뒤, 5 M의 HF 

(hydrogen fluoride)에서 ncG 하부의 SiO2를 식각시킨다. 그렇게 분리

된 ncG/PMMA 층을 Cu mesh로 이루어진 TEM grid에 전사한 후 아세

톤을 이용해 PMMA를 제거하여 샘플 제작을 제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한 샘플을 이용해 TEM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먼저 ncG의 회절무늬를 살펴보면 단결정 그래핀처럼 회절

무늬가 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cG의 결정립 크기가 작고 무수히 많은 방향성을 가지는

결정립들이 존재해 점들이 이어져 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으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비정질 물질의 회절무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회절무늬 중 일부분을 채택해 dark field image를 살펴보

면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결정립들이 하얀 점들로 나타나게 된다. Dark 

field image에서 보이는 결정립들의 크기를 측정하였을 때, 평균값이 약

14 nm 정도로 앞서 3.2에서 라만 분광법을 통해 구한 결과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Cs-corrected TEM (구면수차보정TEM)을

통해서 ncG를 분석하였다. 그림 2-5 (a)는 ncG의 고해상도 imag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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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ample preparation for TEM analysis

Figure 2-4. Plan view TEM micrograph of ncG grown for 2 hr and 

analysis of grain size distribution

(a) dark field image   (b) histogram of grain size of nc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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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무늬를 살펴보면 3 방향의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a)의 영역 내에 최소 3 방향의 결정립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회절무늬에서 한 방향만 남기고 그

방향에 대해 inverse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 처리를 하여

각 방향의 결정립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2-5의

(c)의 경우 (b)에 대해 20° 틀어진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d)의 경우

(b)에 대해 33° 틀어진 방향성을 가지는 결정립이다. 살펴보면 (b)의

경우 image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래핀의 격자무늬 (lattice fringe)가

나타나는데 (c)와 (d)의 경우 선으로 표시된 영역에서만 격자무늬가 나

타난다. 특히 (d)의 경우 격자무늬가 하나의 결정립을 보여주고 이를 측

정해보면 약 10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에 3.2와 3.3에서 구한 결과들과 잘 일치하는데, ncG의 결정립 크기가

CVD를 통해 성장시킨 그래핀에 비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낮은 성장온

도로 인해 기판의 표면 혹은 ncG 상에서 탄소원자들이 유동적으로 움직

이지 못해 작은 결정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결정립들이

여러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격자무늬들이 합쳐지면서 (a)에 나

타난 것처럼 Moire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Moire 무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결정립들이 겹쳐 보이는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

문에 한 image 내에서 여러 Moire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 역시 ncG 결

정립의 각기 다른 방향성 (turbostratic stacking)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렇게 ncG는 수직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u 이온

의 확산 경로를 길게 만들어 주어 좋은 확산방지막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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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TDDB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실험

4.1. 이론적 배경

TDDB test는 소자에 전기적 응력 (stress)과 열적 응력을 동시에 가

해주며 Cu 이온의 확산을 촉진시키며 확산방지막의 파괴가 일어나고 절

연체의 특성이 파괴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림 2-6은 TDDB 실험의 모식도로 절연체 쪽에 걸린 (-) 전압에 의

해 Cu 이온은 확산방지막을 넘어 절연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 현상은 촉진된다. 그 결과 이온의 이동에 의한 누설전류

(leakage current)가 발생하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연체 내의 Cu 

이온량이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절

연체 내의 Cu 이온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회로의 단락 (short)이 일어나

면서 누설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때까지의 시간을 TTF (time 

to failure)라고 부른다.

4.2. 실험 결과

TDDB 실험은 ncG 2.3 nm 두께의 확산방지막과 비교군으로 2 nm 두

께의 Ni 촉매에서 성장한 다층 그래핀, 3 nm 두께의 sputtering으로 증

착한 TiN, 그리고 확산방지막이 없는 bare SiO2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그림 2-7의 (a)는 각 확산방지막의 TDDB 실험 결과를 Weibull 

distribution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Weibull distribution은 확산방지막

전체에서 한부분만 파괴가 일어나도 소자 전체의 파괴가 일어나는

weakest link model에 사용되며 다음의 식 2-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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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２－６. Schematic illustration of equipment for TDD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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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２－7. Results of TDDB tests

(a) Weibull distribution of TDDB results  

(b) MTTF of TDDB results with barri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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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eq. 2-2

식 2-2에서 F(t)는 누적분포함수로 시간 t까지 파괴가 일어난 샘플들

의 비율을 의미한다. α는 scale parameter를 의미하면서 샘플들의

TTF가 얼마나 큰지를 의미하고, β는 shape parameter로 ln(t) vs 

Weibull distribution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고 동시에 샘플들의 파

괴가 일어날 때 까지의 편차를 의미한다. 

(a)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산방지막의 수명은 ncG가 가장 길고 그 다

음으로 다층그래핀, TiN, bare oxide 순이다. 각 결과의 기울기, β는 약

2.2 정도의 값으로 전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ncG의 수명의 편차가

다른 확산방지막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수한 확산방지막의 지표이다. 단 ncG는 초기부분이 기울기에서 벗어

나고 더 짧은 확산방지막 수명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림 2-1에 나타난

것처럼 ncG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으로 ncG가 확

산방지막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확산방지막의 수명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결

과에서 평균값, MTTF (mean time to failure)를 구해 확산방지막의 두

께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그림 2-7 (b)에 나타난 것처럼 ncG의

MTTF(4700초)는 다른 확산방지막들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보여준다. 

다층 그래핀 (1018초)에 비해서는 약 5배, TiN (225초)이나 bare 

oxide (180초) 비해서는 약 20배 이상의 긴 수명을 보여준다. 이렇게

ncG가 좋은 확산방지막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앞서 3.3의 TEM 결과에

서 확인한 것처럼 ncG의 turbostratic stacking이 확산경로로 작용하는

결정립계를 막아 확산경로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3 nm 이하의 얇

은 두께에서도 다른 확산방지막들에 비해 긴 확산방지막 수명을 가지고

편차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ncG는 차세대 확산방지막 후보로 연구되기

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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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u ALD 공정 전 후의 ncG 특성 변화

제 1 절 서론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ncG는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확산방지막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ncG 확산방지막에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ncG 상에 Ru ALD 공정을 시행했을 때 ncG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먼저 ALD 시 Ru이 ncG 상에

서 어떤 식으로 증착되는 지를 TEM을 통해 확인하고 달라진 확산방지

막 특성과 전기적 성질을 TDDB 실험과 Hall measurement를 통해 확

인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해 선행 연

구 결과를 통해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LD 전 후의 Cu와의 접착

력을 열처리를 통한 응집 현상 발생 온도 비교를 통해 평가할 것이다.

제 2 절 ALD (atomic layer deposition)

2.1. 이론적 배경

원자층 증착법의 줄임말인 ALD 공정은 불활성 기체 (Ar, N2 등)에 의

해분리된 각각의 반응물을 공급함에 따라 하나의 원자층이 증착되며 원

하는 두께를 증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ALD는 반응 기

체가 기상 반응에 의해 박막이 증착되는 CVD 방식과 달리 하나의 반응

물이 박막이 증착되는 기판에 흡착이 일어난 후 제 2의 기체가 들어와

기판 위에서 다시 화학적 반응을 통해 흡착이 일어나면서 박막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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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illustrations of ALD process cycle which 

consists of two half rea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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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이다.[1] 이러한 반응을 self-limiting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런

ALD 공정은 다음의 네가지 공정을 반복하며 이루어 진다.(그림 3-1)

(1)기판에 전구체를 흘려주면 전구체가 기판 표면에 흡착되고 표면 전

체에 흡착이 끝나면 더 이상 흡착되지 않는다. (전구체끼리는 흡착하지

않는다.)

(2)불활성 기체를 이용해 챔버 내에 남아있는 전구체를 제거한다.

(3)반응물을 흘려주면 반응물이 기판 표면의 전구체와 화학 반응을 일

으켜 흡착하게 된다. 표면의 전구체와 모두 반응이 끝날 경우, 더 이상

반응/흡착하지 않는다.

(4)불활성 기체를 이용해 챔버 내에 남아있는 반응물을 제거한다. 

원자층 증착법에서 전구체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전구체의 필수 조건

은 높은 증기압을 가져야 하고, 가능한 낮은 증착 온도를 가져야한다.

또한 원하는 조성의 박막 증착이 가능하며 높은 증착 속도를 가지고 화

학적, 열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구체의 열분해 온도는 대

개 100-700 ℃인데 반도체 소자용 박막 증착의 경우 대개 기판 내 불

순물 확산을 줄이기 위해 400 ℃이하의 온도가 선호된다.

이러한 ALD 공정은 CVD나 PVD 공정에 비해 공정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은 있지만 step coverage가 우수하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자

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2. Ru ALD의 장점

그래핀 상에 ALD 공정을 시행할 경우, 그래핀의 결정립 안쪽 부분은 화

학적으로 안정하여 전구체가 흡착되지 않지만 결정립계나 다른 결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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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구체가 잘 흡착되어 물질이 결함 부분에 선택적으로 증착된다는

사실이 이미 몇차례 보고된 바 있다. 2014년에 Do Van Lam은 Al2O3를

CVD 방식으로 성장한 그래핀 상에 ALD로 증착했을 때, 결정립계나 주

름 (wrinkle) 부분에 선택적으로 증착된다는 것을 AFM 등을 통해 확인

하였다.[3] 마찬가지로 Kwanpyo Kim의 경우, Pt를 CVD 그래핀 상에

ALD로 증착했을 때 그래핀의 결함부분에 선택적으로 증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 그리고 2017년에 Minsu Kim의 경우, Ru을 ALD로 그

래핀 상에 선택적으로 증착하고 이를 TEM 등을 통해 확인하고, Hall 

measurement와 UPS를 통해 그래핀의 저항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해석하였다.[5]

이러한 물질들 중 이번 연구를 위해 ncG의 결정립계를 stuffing할 물

질로 Ru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Ru은 Cu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그림 1-3)

(2)Ru은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Cu 증착을 위한 전기도금

(electroplating) 시, Cu의 seed layer로 사용이 가능하다.

(3)Ru은 ALD 공정 시, 증착속도가 빠르고 그래핀에 도핑을 통해 저항

을 낮춰준다.

(4)Ru은 Cu와 접착력이 좋은 물질이다.

따라서 ncG의 결정립계를 ALD를 통해 stuffing 하고 확산방지막 특성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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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결과

3.1. Ru stuffed ncG 구조 분석

Ru을 ncG 상에 ALD 하였을 때, Ru의 증착 양상을 SEM과 TEM을 통

해 확인하였다. 그림 3-2에서 보이는 것처럼 ncG 상에 Ru을 100 

cycle부터 300 cycle까지 바꿔가며 증착하여 단면 SEM (cross se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두께를 분석한 결과, ncG 상에

서 Ru ALD의 증착속도 (GPC : growth per cycle)가 incubation cycle

이 거의 없이 cycle 당 0.12 nm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3 nm 두께 수준 혹은 그 이하의 확산방지막을 형성하기 위해 확산방지

막 실험에 사용하고자 5 cycle과 10 cycle의 ALD 공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낮은 cycle (5, 10 cycle)에서는 Ru이 어떤 식으로 증착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TEM을 통해 샘플을 분석하였다. 그림 3-3에서 보이

는 것처럼 5 cycle과 10 cycle 모두 Ru이 island 형태로 존재하며 5 

cycle일 때는 island의 지름이 약 3~5 nm, 10 cycle일 때는 약 5~10 

nm 수준으로 cycle이 2배가 될 때 크기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cycle의 경우 회절무늬에서 Ru의 무늬가 잘 나

타나지 않았으나 (b)나 (d)의 고해상도 image에서는 Ru의 격자무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M 상에서 ncG의 결정립계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으나 Ru island간의 거리가 약 10~20 nm 정도인 것을 감

안할 때, Ru이 CVD 그래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cG의 결정립계에 선

택적으로 증착되었다고 예상된다.[5] 그림 3-3의 (e)에서는 단면 TEM

을 통해 Ru을 5 cycle 증착하였을 때 두께가 약 1 nm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증착된 물질이 정말 Ru인지 확인하고자 TEM에서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법)

를 통해 분석해보았고 약 19keV 부근에서 Ru의 신호가 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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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PC of Ru ALD on ncG substrate

(a) cross section SEM image Ru ALD 100/200/300 cycle

(b) Ru thickness with Ru AL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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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EM analysis of Ru ALD on ncG substrate

(a),(b) High resolution image of Ru 5 cycle ALD on ncG

(c),(d) High resolution image of Ru 10 cycle ALD on ncG

(e) Cross section image of Ru 5 cycle ALD on ncG

(f) EDS results of Ru 5 cycle and 10 cycle ALD on n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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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u stuffed ncG 확산방지막 특성 비교

3.1에서 분석한 Ru ALD를 통해 결정립계를 stuffing한 ncG 확산방지

막들의 확산방지막 특성을 TDDB 실험을 통해 평가해보았다. ALD 공정

을 하지 않은 ncG와 5 cycle ALD, 10 cycle ALD 공정을 시행한 ncG 

확산방지막을 비교하였다.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처럼 ALD 공정을

시행하였을 때 확산방지막의 수명이 증가하였고, ALD cycle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방지막의 수명 역시 증가하였다. 5 cycle ALD 공정 시 수명이

약 15 % (5100초), 10 cycle ALD 공정 시 수명이 약 30 % (5900초)

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처음 예상했던 대로 ncG 상에 Ru ALD 공

정을 할 때 Cu 이온의 확산경로인 ncG의 결정립계를 stuffing하여 Cu 

이온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3.3. Ru stuffed ncG 확산방지막의 전기적 특성 변화

Ru을 ncG 상에 ALD 공정을 통해 증착하였을 때, 전기적 특성 변화를

Hall measurement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림 3-5에 나타난 것처럼

bare ncG의 경우, 면저항 (sheet resistance : RS)이 약 3300 Ω/□인

데 5 cycle ALD 시에는 2300 Ω/□으로 약 30 % 정도 감소한 값을 보

였고, 10 cycle ALD 시에는 1800 Ω/□으로 50 % 가까이 감소한 값을

보였다. 이렇게 면저항이 감소한 이유를 캐리어 밀도 (carrier density) 

측면에서 살펴보면 5 cycle ALD 시에는 캐리어 밀도가 약 80%(3.975 

x 1013/cm2 to 7.187 x 1013/cm2), 10 cycle ALD 시에는 약

200 %(3.975 x 1013/cm2 to 1.312 x 1014/cm2)까지 값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항은 전기전도도의 역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전기전도도

는 다음과 같은 식 3-1 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36

Figure 3－4. TDDB results of bare and Ru ALD stuffed ncG

(a) Weibull plots of TDDB results

(b) MTTF of TDDB results with the number of AL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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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Hall measurement results of bare and Ru ALD stuffed 

ncG

(a) Sheet resistance results

(b) Density of charge carrier results

(c) Hall mobilit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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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n∙q∙μ-----eq.3-1

σ는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고, n은 캐리어 밀도를, q는 캐리어의 전하량

을, μ는 캐리어의 이동도를 나타낸다. Ru이 ncG의 표면에 증착되면서

불순물 산란 효과 (impurity scattering)에 의해 전하의 이동도는 약간

감소하지만 (47.25 cm2/V-s to 38.9 cm2/V-s to 26.8 cm2/V-s), 캐

리어 밀도의 증가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도도가 증가해 저

항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ncG의 캐리어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Ru ALD 공정 시행 시

ncG에 도핑 (doping)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래핀은 디락

콘 (Dirac cone)을 유지하지만 공기 중에 노출될 시 산소나 물분자가

흡착되면서 p-type 도핑이 일어나고 주된 캐리어도 홀이 된다. 이때 그

래핀의 일함수 (work function)은 약 4.5 eV인데 Ru의 경우 일함수가

약 4.7~5.1 eV의 값을 가진다고 보고된다. 이렇게 Ru의 일함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Ru과 ncG의 계면에서는 ncG 쪽 전자가 Ru으로, Ru 쪽

홀이 ncG 쪽으로 이동하는 p-type 도핑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ncG

에는 주된 캐리어인 홀이 늘어나 캐리어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6은 위에 설명한 도핑 메커니즘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고 그림 3-7

은 실제로 CVD 방식으로 성장시킨 그래핀 상에 Ru ALD를 하고 UPS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 자외선 광전자 분광법) 장

비를 통해 측정한 결과 ALD cycle이 증가함에 따라 일함수가 Ru의 값

에 가까워진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5]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Ru 

ALD 시 ncG 확산방지막이 가지는 높은 저항을 도핑을 통해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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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type doping mechanism of Ru ALD on n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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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Work function shift of graphene with Ru ALD cyc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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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u stuffed ncG 확산방지막의 Cu와의 접촉특성 변화

그림 3-8은 Ru ALD 전 후의 접촉 특성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X축은 Cu의 열처리 온도를, Y축은 열처리 전 면저항으로 정규화

(normalize)시킨 면저항 값을 나타낸다. Cu를 확산방지막 상에 증착하

고 H2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각 온도로 열처리하였을 때, bare oxide

나 bare ncG의 경우 300 ⁰C에서 이미 Cu의 응집이 일어나 면저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응집은 녹는점 아래에서 금속 박막을 디웨팅

(dewetting) 시켜 고립된 island 형태로 만든다. 응집 현상은 금속과 하

부 기판의 접착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집 현상이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Cu와 하부 기판의 접착력을

비교할 수 있다. Ru ALD 공정을 5 cycle 시행한 ncG의 경우, 400 ⁰C

까지도 면저항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보

여준다. 이는 열에너지에 의해 Cu의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 결정립계에

서 발생하는 산란이 줄어들어 전하의 이동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6] 

500 ⁰C의 열처리 후에는 저항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600 ⁰C의 열처리

후에는 급격히 저항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ALD 후 응집 현상이 발생하

는 온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ALD 후 확산방지막의 Cu와의 접착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Cu와의 접착력이 향상된 이유는

확산방지막 표면의 Ru이 Cu와 좋은 접착력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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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Normalized sheet resistance of Cu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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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Cu 인터커넥트에 사용되는 3 nm 이하 두께의 확산방

지막을 형성하고 그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차세대 확산방지막 후보로 거

론되는 그래핀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PECVD 방식을 통해 직성

장시켜 ncG를 형성하고 미세구조를 분석한 결과, ncG는 수직적으로

turbostratic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Cu 이온의 확산 경로로 작용하

는 결정립계가 다른 결정립들에 의해 막혀있어 Cu 이온의 확산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확산방지막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DDB 실험을 통해 비교군인 TiN 3 

nm, Ni 촉매에서 성장시킨 다층 그래핀, 확산방지막이 없는 bare oxide 

등과 비교하였을 때, ncG 2.3 nm 두께의 확산방지막의 수명은 4700 초

로 다층 그래핀 확산방지막의 수명인 1018 초에 비해서는 약 5배, TiN 

확산방지막의 수명인 225 초나 bare oxide의 수명인 180 초에 비해서

는 약 20배 이상 긴 수명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ncG는 라만 분광법이나 TEM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10 nm 수

준의 작은 결정립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확산경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결

정립계의 밀도가 높아 이를 해결하고자 Ru ALD를 통해 결정립계를

stuffing 하고자 하였다. 먼저 TEM을 통해 Ru이 ncG 상에 ALD를 통

해 잘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Ru이 증착된 ncG의 확산방지

막 특성을 TDDB 실험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Ru이 5 cycle 증착되었을

때는 수명이 5100 초로 약 15 %, 10 cycle 증착되었을 때는 수명이

5900 초로 약 30 %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LD를

통해 증착한 Ru이 효과적으로 ncG의 결정립계를 stuffing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u ALD 후 도핑 효과로 인해 ncG의 캐리어 밀도가 증가하면서

면저항이 3329 Ω/□에서 5 cycle ALD 시에는 2265 Ω/□으로 감소했

고 10 cycle ALD 시에는 1796 Ω/□까지 감소하는 것을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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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처리를 통한 Cu 응집 실험을 통해 5 cycle ALD 시 응

집이 발생하는 온도가 300 ⁰C에서 500 ⁰C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통해 Cu와 접착력이 좋은 Ru의 효과로 Ru ALD 시 ncG 

확산방지막의 Cu와의 접착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Ru ALD로 stuffing한 ncG 확산방지막이 차

세대 Cu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ncG 기반 확산방지막이 사용

되기 위해서는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의 절연체에 균일하게

ncG를 증착하는 연구와 그렇게 증착된 ncG 상에 Ru ALD를 하였을 때

도 확산방지막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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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D-Ru Stuffed Graphene Diffusion 

Barrier in Cu Metallization

Lee Sang Hu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ALD-Ru/graphene layer is proposed as a metallization 

scheme for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processing. Here, a 

multilayered graphene with a nominal thickness down to 2 nm is 

directly deposited on SiO2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chemical 

vapor deposition (ICP-CVD) as a diffusion barrier for Cu 

metallization. Importantly, few cycles (less than 10 cycles) of 

ALD-Ru is deposited on top of the graphene to modify its electrical 

and barrier properties as well as its adhesion property to Cu. It is 

noted that ALD-Ru forms a high density of Ru nuclei on defective 

sites of graphene which contributes not only to increase the 

conductance of graphene itself but also to enhance the barrier 

property by passivating the fast diffusion paths of the as-deposited 

graphene. Moreover, it is shown that the ALD-Ru nuclei promote 

the adhesion between the graphene and Cu layer as demonstrated 

by the retarded Cu agglomeration during thermal annealing.

Keywords : Cu interconnect, Cu diffusion barrier, PECVD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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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저의 학위심사에 참여해 주셨던 남기태 교수님

과 김진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주셨던 가르침

으로 인해 저의 연구의 부족한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

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대학원 생활에서 가족 같이 지내 주었던 NFL 연구실

사람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 기간동안 제가 받은 선물이

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실험실의 대들보 같은 현미 누나에게는 실험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기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샘플 분석을 부탁드려도 언제나 싫은 내

색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실험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셔서 감사하

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핀 팀의 맏형 기주형을 생각할 때면 연구실에 처음 들어와 함께

학회를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뿐 아니라 연구실에서 처음에 배워야

할 많은 부분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대학원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

니다. 최근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인데 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1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삼성메이트이자 영화메

이트 민식이형. 형 덕분에 삼성 미팅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문학적, 예술적 교양을 쌓는 형의 모습에 항상 감탄하고

옆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라는 취미를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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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이 있어 연구실 생활이 더욱 즐거웠네요.

Ru ALD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던 민수형. ALD 관련 주제를 맡게

되며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며 영남대를

함께 내려갔던 형 덕분에 더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에 대해 항상 꼼꼼한 자세를 잃지않는 형의 모습을 보며 연구 자세

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핀 팀의 막내이자 이제는 실험실 막내가 되어버린 리오나르도 상봉

이. 함께 나가자고 했는데 나 혼자 도망가버려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봐

왔던지라 별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연구실에 상봉이 같은 착한 동갑내

기 친구가 있어줘서 마음이 든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노 필터 팀의 재현이형. 제가 장난을 쳐도 언제나 웃으며

받아주어 항상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운 형 덕분에 편하게 집에

가는 날이 많았는데 제대로 보은도 못한게 마음에 걸리네요. 연구와 하

는 일 모두 잘 될거라고 믿어요.

필터 팀의 또다른 에이스 기단 누나. 누나 덕분에 졸린 오후에는 항상

차와 커피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일에 대해 항상 솔

선수범하시고 같은 시기에 졸업하면서 졸업에 대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

사합니다.

그리고 1층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혜진 누나께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 문제나 업적 정리 관련해

서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항상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이 외에도 먼저 실험실을 떠나신 승현이형, 성용이형, 홍식이형, 경범

이형, 형준이형, 재석이형, 영호형, 다은이, 윤호에게도 함께 실험실 생활

하면서 즐거웠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삼성에서 함께 과제를 진행하면서 큰 도움을 주신 신건욱 박사

님과 민현이형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것

도 몰랐던 제게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두분 덕분에 무

사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외적으로 저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던 고등학교, 대

학교 동창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성한이, 종범이, 용현이, 동환

이, 창훈이, 태헌이, 민섭이, 성래, 태호 덕분에 항상 웃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커피 타임과 취미 생활을 함께 한 종성이도 항상 고마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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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던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게 일하시면서도 항상 대학원 생활을 항상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셨던 어머니,

힘들 때면 함께 술을 마시며 고민을 들어주었던 형 모두 정말 감사합니

다.

이외에도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

며, 앞으로도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

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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