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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자의 고집적화에 따라 RC delay, electromigration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 배선형성 재료는 알루미늄(Al)에서 구리(Cu)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구리의 배선형성을 위해 상감기법을 응용한 다마신(damascene) 

공정이 도입되었고, 다마신 공정 중 과증착된 구리를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방식을 통해 제거하는 CMP 

공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Cu CMP 공정은 연마제(abrasive), 

산화제(oxidizer), 착물 형성제(complexing agent) 및 부식 방지제(corros 

ion inhibitor)등으로 이루어진 슬러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압력과 회전속도를 

인가해 기판의 표면을 화학적 기계적으로 평탄화시키는 공정이다. 이때, Cu 

CMP 공정용 슬러리는 적정 연마율(removal rate, RR) 뿐만 아니라 우수한 

표면 평탄성(planarity)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영역 Cu CMP 공정용 슬러리의 구성 요소 중 작용기에 

따른 부식 방지제의 변화가 Cu CMP 공정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일 농도에서 benzotriazole (BTA)와 5-aminotetrazole 

(ATRA)에 비해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값이 높아 작용기의 변화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역할 관찰이 용이한 1H-1,2,4-triazole (TT)를 기준 

부식방지제로 선정하였다. 1H-1,2,4-triazole의 말단에 카르복실기(-

i 

 



COOH)와 아미노기(-NH2)를 갖는 3-amino-1,2,4-triazole (AT), 1H-

1,2,4-triazole-3-carboxylic acid (TC), 3-amino-1,2,4-triazole-5-

carboxylic acid (ATC)를 이용해, 각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막을 

확인하였다. 식각속도, 제거속도 및 식각 능력 평가 실험을 통하여 

아미노기를 갖는 AT의 경우 기준 부식방지제인 TT보다 높은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를 보였으며, 카르복실기가 포함된 TC, ATC의 경우 TT보다 낮은 

식각력을 보였다. 또한, 카르복실기가 포함된 TC와 ATC의 결과는 높은 Cu 

RR(removal rate)/DR(dissolution rate) ratio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와 동일한 경향성을 자외/가시선 분광 측정법(UV-

vis.)과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ICP-AES)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CMP 공정 중 부식방지제에 의해 기판위에 형성된 

부식방지막들의 부식방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농도에 따른 공정을 

진행하여 기판의 표면 상태를 전계 방출 주사 현미경(FE-SEM), 원자간력 

현미경(AFM)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에 따른, Cu CMP 공정에 사용 

가능한 적정농도를 판단하였다. 원소분석 실험을 통해 동일 몰수의 

부식방지제가 구리 표면에 흡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구리와의 반응비 

실험을 통해 카르복실기가 부착된 부식방지막은 상대적으로 많은 구리원자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카르복실기를 포함한 

부식방지제에 의해 형성된 부식방지막의 경우 더 높은 농도의 구리 원자가 

동일 농도의 부식방지제와 결합함으로써 카르복실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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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식각력, Cu RR/DR ratio, RMS roughness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제거속도가 필요시 되는 1차 Cu 

CMP에는 아미노기를, 낮은 제거속도를 필요로 하는 2차 Cu CMP에는 

카르복실기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다마신 공정, 중성영역 Cu CMP, 부식방지제, 착물형성제, 1H-

1,2,4-triazole, BTA, 작용기 

 

학번: 2012-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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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반도체 금속 배선 물질의 변화 

 

90년대 후반 이후 반도체 소자 공정기술이 고집적화, 미세화 그리고 

고속화 됨에 따라 소자 내부에 있는 배선의 폭과 배선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배선의 층 수가 증가하였다. 2013년 ITRS(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보고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로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물리적 길이가 20 nm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되며, 금속 

배선의 폭은 10 nm 미만까지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였다.1-4 Figure 1.1에 

나와있듯이 2024년에는 반도체 금속 배선의 폭이 10 nm 미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 금속 배선 폭의 감소에 따라, 반도체 배선재료는 

알루미늄(Al, 비저항: 2.66 μΩ·cm)에서 구리(Cu, 비저항: 1.67 μΩ·cm)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이 구리에 비해 비저항이 높아 저항-축전 

용량 지연(RC delay)이 크고, 배선 폭의 감소에 따른 전력 소모가 크게 

증가하여 열 발생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5-10 금속 배선 재료로 대체된 

구리는 비저항이 매우 낮아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발열로 인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전자가 움직이면서 금속 원자를 이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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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Electromigration, EM)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선 및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배선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10 

또한, Cu는 알루미늄에 비해 녹는점이 높고 입자 경계 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높은 EM에 대한 저항성으로 

실제로 106 A/cm2 이상의 전류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1 

새롭게 도입된 구리의 사용으로 인한 금속 배선층 형성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제작 시 IBM은 Cu 배선을 이용하는 것이 알루미늄을 금속 배선재료로 

이용하는 것보다 40% 성능이 향상되며, 250 nm 직접회로를 IEEE IEDM 

Meeting에서 발표한바 있다.5 이에 따라 2003년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에서 Intel은 6층 Cu 배선을 

이용한 향상된 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발표하였다.12 최근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제작에 있어서 소자의 크기는 28 nm까지 

작아짐이 논문에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금속 배선층을 형성하기 위해 

CPU는 9개층의 Cu 금속 배선층이 사용되고 메모리 제작에는 2개의 금속 

배선층이 사용되는 것으로 논문에서 발표되었다.14 Figure 1.2 는 9개층의 Cu 

배선층을 이용하여 CMOS를 제작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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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리의 도입에 따른 배선 공정의 변화 

  

구리(Copper, Cu)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선 공정 도입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알루미늄 배선에서 사용되던 건식 식각(dry etch) 공정이 

구리 배선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리를 건식 식각할 때 생기는 

부산물인 비 휘발성 염화 구리 화합물(CuCl2)이 웨이퍼(wafer)에 잔류하여 

이후의 식각속도를 저하시켜 그에 따른 미세한 패턴(pattern) 형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적 기계적 연마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CMP) 공정을 이용한 다마신(damascene) 공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고집적화, 미세화에 따른 구리 배선 기술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15,16 다마신 공정이란 층간 절연막(interlayer 

dielectric layer)의 식각을 통해 트렌치(trench) 혹은 비아(via)를 형성시켜 

패턴을 만든 후 확산 방지막(diffusion layer)을 증착시키고 

전해도금(electroplating) 방법으로 과증착된 구리를 CMP 공정을 통해 구리 

배선을 만드는 공정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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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nterconnect technology requirements for MPU and DRAM 
(Re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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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cross sectional image of 9 metal layer CMOS with TFT 
device (Ref.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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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공정 

 

CMP 공정은 본래 광학 렌즈 가공을 위해 사용된 공정이며 도입 초기에는 

망원경 렌즈 제작에 이용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 과정을 거쳐 반도체 분야에 

접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실리콘용 연마 장치를 응용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83년 IBM Base Technology Lab.에서 처음 공정이 

도입되었으며, 1986년 Oxide(산화막) CMP(oxide CMP) 공정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W(텅스텐) CMP(tungsten CMP) 공정이 개발되었다. 반도체 

금속 배선 물질이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전환 됨에 따라 앞선 구리의 식각 

공정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다마신 공정을 토대로한 Cu CMP 

공정의 개발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Cu CMP 공정이 개발됨에 따라, Cu CMP 공정은 크게 두 단계로 분류가 

되었다. 전기도금으로 과증착된 Cu를 제거하는 1차 Cu CMP 공정에서는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양의 Cu의 제거가 필요시 된다. 그 이후에는 

확산방지막을 동시에 제거하는 2차 Cu CMP 공정이 필요하다. 이 때는 높은 

제거속도보다는 확산방지막과의 선택비를 1:1로 맞추어 그에 따른 화학적 

결함을 줄이고 스크래치와 같은 물리적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 CPU 제조와 같이 여러 층의 금속 배선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탄화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높은 기술의 평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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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연구되어야 한다. 

Figure 1.3 은 연마 장비 내에서 CMP 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식도와 같이 CMP 공정은 크게 웨이퍼(waf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소재의 패드(pad), 그리고 슬러리(slurry)로 구성되는데, 슬러리는 연마제의 

마찰력에 기인하여 구리가 제거되는 기계적인 특성과 각종 화학 

첨가물(chemical additives)에 의한 화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진다. 패드에 

부착된 플레이튼(platen)과 진공으로 웨이퍼를 잡고 있는 헤드(head)는 각각 

회전하며 일정한 압력을 수직으로 가해주어 웨이퍼 표면과 패드를 

접촉시켜준다. 이러한 웨이퍼와 헤드 사이 미세한 틈에 슬러리가 유동되어 

화학 첨가물에 의한 표면 활성층(activated layer)을 유발시켜 해당 물질을 

연마하게 된다. 연마제(abrasive), 산화제 (oxidizer), 착물형성제(complexin 

g agent) 및 부식방지제(corrosion inhibitor) 등이 대표적인 슬러리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첨가물에 의한 화학적 제거 작용에 앞서, 연마제에 

의한 제거 속도(removal rate)는 CMP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며, 

이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는 Preston 식을 통해 정리된다.18 1927년 제안된 

Preston식(식 1.1.)에서 Preston 상수는 제거 속도간 연마제의 종류, 패드의 

거칠기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제거속도는 Figure 1.4 에서 보여주듯 인가 

압력(pressure)에 비례하며, 상대 속도(relative velocity)에도 비례한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Preston equation에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8년 Q. Luo et al.은 화학적 반응도(chemical reactiv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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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9 이는 Cu CMP 공정용 슬러리 구성요소 중 

하나인 부식방지제가 첨가 될 경우, 표면에 부식방지막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웨이퍼에 미치는 반응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A. Cordero-

Davila et al. 이 제안한 최근 논문에 의하면 유리 CMP 공정에서 제거속도는 

상대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속도와 폴리셔 밀도(polisher 

density)와의 관계를 가지는 함수에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다.20 즉, Figure 

1.5에 따르면, 마찰력에 의한 연마는 상대속도와 폴리셔 밀도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만이 제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폴리셔 밀도 또한 고려되어 모델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식 1.1.) Removal rate (RR) = Kp · P · V 

Kp : Preston coefficient 

P : Pressure 

V : Relati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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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hematic diagram of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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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ependence of removal rate on down force (Re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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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itted graphics of the frictional force depending on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glass and the tool for each polisher density 
(Re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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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u CMP 공정용 슬러리(slurry)의 구성요소 

 

일반적인 CMP 공정에서 사용되는 슬러리는 웨이퍼 표면과 화학 반응을 

하는 화학 첨가물과 직접적으로 연마 대상을 연마시키는 연마제로 구성되며, 

이들은 CMP 공정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다. CMP 공정은 크게 

절연체 CMP 공정과 금속 CMP 공정으로 구분된다. 절연체 CMP 공정은 

산화제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반면 금속 CMP 공정은 금속 산화막 형성으로 

인한 활성층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산화제가 포함된다. 즉, 슬러리 내 

산화제는 금속 산화막을 형성시키고 연마제의 입자가 고단차 부분(excess 

area)에 가하는 높은 압력으로 과증착 금속을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CMP 공정용 슬러리 중 구리에 적합한 Cu CMP 

공정용 슬러리에 중점을 두었다. Cu CMP 공정용 슬러리는 크게 수십 nm 

크기의 알맹이로 구리 표면과의 마찰을 이용하여 구리를 제거하는 연마제, 

구리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켜 제거 속도를 향상시키는 산화제, 구리와의 

착화물 형성으로 산화막을 식각하여 구리제거를 도와주는 착물형성제, 구리 

박막의 부식으로 인한 화학적 결함(chemical defect)을 막아주는 부식방지제, 

그리고 pH 조절제 및 기타 첨가제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슬러리가 

패드와 웨이퍼 사이를 유동시 생기는 모습을 지닌 모식도를 Figure 1.6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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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으로 과증착된 Cu를 제거하기 위하여 Figure 1.7 과 같이 두 

단계의 Cu CMP 공정이 진행되며 각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슬러리는 

구성요소 및 성분비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Cu를 제거하기 위하여 1차(1st 

phase) Cu CMP 공정용 슬러리는 제거 대상인 구리와 확산 방지 

금속(barrier metal)과의 제거 선택비를 높이기 위해 알루미나(alumina, 

Al2O3) 연마제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확산 방지 금속과 구리와의 제거 

선택비를 낮추어야 하는 2차 Cu CMP 공정용 슬러리는 제거 속도를 낮추고 

디싱(dishing)과 침하(erosion) 방지를 위해 실리카(silica, SiO2) 연마제를 

사용한다. 산화제, 착물형성제, 부식방지제, 그리고 pH 조절제 및 기타 

첨가제는 1차 Cu CMP용 슬러리와 2차 Cu CMP용 슬러리 모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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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연마제(Abrasive) 

 

Cu CMP 공정용 슬러리에 쓰이는 연마제는 크게 알루미나와 실리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알루미나는 경도(hardness)가 9로 6~7인 실리카에 

비해 경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제거 속도를 가질 수 있고 1차 Cu 

CMP 공정용 슬러리에 이용된다. 그와 달리 실리카는 알루미나에 비해 

경도는 낮지만, 스크래치 같은 물리적 결함(physical defect)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분산 안정성(stability)이 좋고 확산 방지막과 Cu와의 

제거선택비(removal selectivity)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2차 

CMP 공정용 슬러리에 사용된다. 실리카는 크게 흄드 실리카(fumed 

silica)와 콜로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로 나뉜다. 흄드 실리카는 기존의 

실리카를 가열한 후 고온, 진공 하에 끓여 차가운 표면에 증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크기의 균등성(uniformity)이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콜로이달 실리카는 규산나트륨(Na2OnSiO2)에서 나트륨성분만을 제거한 

후 용제와 접촉시켜 만든 연마제로 크기의 균등성이 안정화되어 소자의 

고집적화와 미세화에 적합성을 인정받아 2차 CMP 공정용 슬러리 뿐만 

아니라 1차 Cu CMP 공정용 슬러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Figure 1.8 (a)와 

1.8 (b)는 각각 흄드 실리카와 콜로이달 실리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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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산화제(Oxidizer) 

 

Cu CMP 공정용 슬러리에 사용되는 산화제로 암모늄(ammonium) 계열 

산화제, 질산(nitric acid) 계열 산화제, 과산화수소(H2O2) 등이 있는데 그 중 

산화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과산화수소가 많이 이용된다. Figure 1.9 

은 과수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제거 속도(polish rate)와 식각 속도(etch 

rate)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산화막 생성속도가 식각속도 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24,25 

 

1.4.3. 착물형성제(Complexing agent) 

 

착물형성제는 일정한 식각 속도 유지와 구리이온과의 착화합물 형성을 

통한 환원방지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산화제에 의해 형성된 산화막은 

연마에 용이성을 갖지만, 과도하게 형성되었을 때 오히려 구리 제거 속도를 

감소시킨다.26 또한, Cu CMP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슬러리 내에 Cu 이온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식 1.2.)에 의해 Cu 화학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표면은 환원 및 재증착(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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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이 발생하여 제거 속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식 1.2.) Cu ↔ Cu2+ + 2e- 

 

이때 착물형성제를 첨가하게 되면, 산화막과의 착화합물을 형성함으로써 

감소되는 구리 제거속도를 억제시켜 본래의 제거속도를 유지시키고, Cu 

이온이 Cu 표면에서 환원 되기 전에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화학 

평형(chemical equilibrium)에 의한 지속적인 Cu의 제거로 일정한 

식각속도를 유지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27-29 

대표적인 착물형성제로는 옥살산(oxalic acid), 구연산(citric acid), 

에틸렌디아민 사초산(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글리신(glycine)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카르복실기(carboxyl group)과 아미노기(amino 

group)을 가지고 있다.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는 용해된 구리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여 구리의 환원을 막고 산화막을 분해하여 용해시킨다. 또한, 

카르복실기는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음(negative)의 값으로 전환시켜 

연마제의 분산성을 증가시켜 제거 속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최근에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글리신이 

착화합물의 형성에 용이하며 산성에서뿐만 아니라 염기성에서도 안정된 제거 

속도를 지닌다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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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부식방지제(Corrosion inhibitor) 

 

Cu CMP 공정 동안 Cu 표면은 산화제 및 착물형성제에 의한 지속적인 

산화와 식각 반응에 의해 부식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슬러리에 

부식방지제를 첨가한다. 부식방지제는 분자 내 아졸기(azole group)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구리와 결합하여 Figure 1.10 

와 같이 고분자 부동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하여 부식을 억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식방지제로는 BTA(benzotriazole), 이미다졸(imida 

zole), ATRA(5-aminotetrazole), 그리고 1H-1,2,4-트리아졸(1H-1,2,4-

triazole) 등이 사용되며 이 중에서 BTA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33-38 

하지만, 1971년 BTA가 처음 제안된 이래, 오랜 시간 연구에 의해, 저단차 

지역의 부식을 부동막 형성으로 억제시켜준다는 결과를 밝혔지만 BTA를 

극소량 첨가 시 부동막의 불균형에 의해 부식을 반대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밝혀졌다.32 이에 따른 대안으로 다른 여러 

부식방지제가 제안이 되었는데, 황산용액에서는 트립토판 (tryptophan)이 

93%에 이르는 부식방지능력으로 구리에 적합한 부식방지제로 선정되었다.39 

E. M. Sherif et al.은 3.0% 염분을 가지는 해수에서 2-아미노-5-에틸-

1,3,4-티디아졸(2-amino-5-ethyl-1,3,4-thiadiazole)이 효과적이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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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을 가지는 해수에서 5-페닐-4H-1,2,4-트리아졸-3-티올(5-

(phenyl)-4H-triazole-3-thiol)이 뛰어난 부식방지 능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40,41 또한, 염산 수용액에서는 2-머캅토-1-메틸이미다졸(2-

mercapto -1-methylimidazole)이 구리 표면에 흡착하는 능력이 강하여 

그에 따른 반응 공간(activation site)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L. Larabi et 

al.은 보고하였다.42 최근에는 ATRA로의 대체가 제안되었다.32 ATRA는 

전기화학분석과 표면 분석 및 pH 변화 관찰 면에서 BTA보다 넓은 pH 

영역에서 Cu 이온과 결합이 잘 이루어지며 저 농도 첨가 조건에서 BTA 

보다 우수한 부식방지막 형성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구리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데 있어 앞선 연구들을 확인해보면, 아졸기가 부착된 

부식방지제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아졸기가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금속과 결합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졸기를 통해 형성된 

부식방지막에 따라 부식방지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기화학분석과 표면 분석 그리고 식각능력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입한 1H-1,2,4-triazole은 R. Walk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어 아졸기를 포함한 간단한 분자구조로 된 형태를 지닌 부식방지제로, 

구리 표면에 흡착되어 구리와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앞선 BTA와 

동일하다고 보고되었다.32 즉, 구리 표면과 평행인 형태로 배치되어 Cu와 

결합된 부식방지막을 형성한다. 앞선 부식방지제로 소개된 ATRA 또한 

동일한 형태로 부식방지막을 형성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졸기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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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1,2,4-triazole, BTA, 그리고 ATRA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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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diagram of components for the Cu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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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chematic diagram of Cu CM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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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8. Images of the (a) fumed silica and (b) colloidal silica (Ref.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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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removal rates and etch rates 
of copper (Ref.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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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Scheme of polymeric polymerization between 5-
aminotetrazole and Cu2+ (Ref.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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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성 영역에서의 Cu CMP 공정용 슬러리 

 

Cu CMP 공정이 반도체 분야에 도입되었을 초기 빠른 구리 제거에 필요한 

Cu CMP 공정용 슬러리가 제조되었다. 즉, 금속의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성영역의 슬러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금속 배선 크기가 작아지고 

고집적화 됨에 따라 산성영역에서는 구리 CMP 공정이 지속될 시 

점식(pitting)과 부식(erosion)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성영역의 슬러리를 제조하였지만, Figure 

1.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기성영역에서는 구리 산화막이 다량 생성되어 

제거 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Figure 1.12 과 같이 연마제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가 양(positive)으로 바뀌는 시점이 존재하여 

연마제의 안정적인 분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43 

이에 Cu CMP 공정용 슬러리를 중성영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Figure 1.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7에서는 제타 전위가 음으로 유지되어 

알루미나(alumina) 혹은 실리카(silica)를 연마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성영역에서 생기는 부식효과 또한 감소되었다.44 또한, 알루미나와 

실리카에 비해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웠던 세리아(ceria) 

연마제의 사용이 중성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분산성과 압력의 일정화에 따라 

가능해졌다.45 이에 따라 중성 영역에서의 Cu CMP 공정용 슬러리의 

연구개발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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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Pourbaix diagram for the Cu-H2O system at 25℃ (Ref.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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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Zeta potential effects and effective particle cluster size 
according to the pH variation (Ref.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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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식방지제 및 작용기의 중요성 

 

Cu CMP 공정용 슬러리를 사용하는데 있어 평탄한 표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식방지제가 필수적이다. 부식방지제는 아졸기에 있는 질소원자가 

구리 원자와의 결합을 통해 구리 표면에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구리 표면에 미치는 화학적인 반응을 감소시켜주기 

위함이며 구리 제거속도와 식각속도의 비(Cu RR/DR ratio)를 통해 화학적인 

영향과 기계적인 영향 중 주된 영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13 

(a)에서와 같이 구리 제거속도와 식각속도의 비가 높은 경우는 기계적인 

연마가 화학적인 식각보다 우세하여 평탄한 구리 표면을 가진다. 하지만, 

Figure 1.13 (b)는 화학적인 영향성이 큰 경우로, 검은색 부분의 화학적 

결함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부식방지제의 목적은 화학적 

영향성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깨끗한 구리 표면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식방지제와 대조되는 역할을 가지는 첨가물은 착물형성제이다. 

착물형성제는 구리와의 착물 형성을 바탕으로 구리 식각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식방지제와 상반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착물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 작용기로 알려져 있다.31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는 다른 작용기와 달리 구리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거나 연마제의 분산성을 증가시켜 제거 속도를 증가 시키고 이는 

２８ 

 



Figure 1.14 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31  

이렇듯 부식방지제와 착물형성제의 작용기는 Cu CMP 공정에서 상반되는 

역할을 지니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첨가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두 첨가물을 하나로 융합시켜 그에 따른 Cu CMP 공정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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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3. FE-SEM images of Cu surface (a) with 5-aminotetrazole 
(ATRA) and (b) w/o corrosion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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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Dissolution rates of copper coupon in aqueous solutions 
contain different chelating agents (Re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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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 목표 

 

이에 본 연구에서는 ATRA, 1H-1,2,4-triazole, 그리고 BTA의 비교를 

통하여 작용기의 부착이 용이한 부식방지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본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였을 때 작용기의 종류 및 부착여부에 따라 Cu CMP 

공정에 미치는 영향성과 그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면 분석과 

표면 거칠기를 통하여 경향성을 확인하고, 반응성 실험 및 원소분석을 통하여 

부식방지막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중성영역 Cu CMP 

공정에 적합한 부식방지제의 종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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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편은 베어 구리(Cu) 쿠폰 

웨이퍼(coupon wafer)이며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4인치 실리콘(Si) 

(100) 웨이퍼에 화학적 증기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이산화규소(SiO2)를 1 μm의 두께로 증착 한 후, 부착막(adhesion layer)과 

확산방지막(diffusion layer)으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TaN), 탄탈륨(Ta), 

그리고 다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TaN)을 각각 물리적 증기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로 30 nm, 30 nm, 30 nm씩 

증착시키고 마지막으로 Cu를 동일한 방법으로 1 μm 증착 시켰다. 이후 이 

웨이퍼를 1.5 cm X 1.5 cm 크기로 잘라 쿠폰 웨이퍼를 제작하였다. 

 

2.1. 식각속도(Dissolution rate) 및 제거속도(Removal 

rate) 평가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용액은 다음의 Cu CMP 

공정용 슬러리의 조성을 참고하였다. 산화제로 1 wt%의 과산화수소(H2O2)를 

사용하였고, 착물형성제는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성영역에서도 안정한 착물형성제의 역할을 보여주는 글리신(glyc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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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식방지제는 ATRA, BTA 및 

TT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의 작용기 부착 유/무에 

따른 총 3가지의 추가적인 부식방지제를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부식방지제의 농도 범위는 1 μM ~ 10 μM로 하였다. 수산화칼륨(KOH)과 

황산(H2SO4)으로 pH 7을 적정하였다. 제거속도를 위해서 사용한 연마제는 1 

wt% 실리카(silica)를 사용하였으며, Table.2.1 및 아래의 물질들은 본 

연구에 사용된 물질을 보여주고 있다.  

 

-. 5-아미노테트라졸(5-aminotetrazole, 이하 ATRA) 

-.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e, 이하 BTA) 

-. 1H-1,2,4-트리아졸(1H-1,2,4-triazole, 이하 TT) 

-. 3-아미노-1,2,4-트리아졸(3-amino-1,2,4-triazole, 이하 AT) 

-. 1H-1,2,4-트리아졸-3-카르복실산(1H-1,2,4-triazole-3-carboxyli 

c acid, 이하 TC) 

-. 3-아미노-1,2,4-트리아졸-5-카르복실산(3-amino-1,2,4-triazole-

5-carboxylic acid, 이하 ATC) 

 

부식방지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각속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Cu 

웨이퍼는 앞서 말한 1.5 cm X 1.5 cm 쿠폰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1분 동안 

식각을 시킨 후, 식각 전·후의 면저항(sheet resistance)을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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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Technology(AIT)의 4-point probe(CMT-SR1000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두께로 환산하여 분당 식각속도를 계산하였다. 

제거속도 측정은 1.8 cm X 1.8 cm 크기를 가지는 Cu 쿠폰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연마장비는 국내에서 제작된 실험실용 간이 연마 장치(POLI-

380, G&P Tech. Korea)를 이용하였으며, Table 2.2 와 같은 연마 조건을 

이용하였다. 제거속도 측정시 사용한 연마제는 Figure 2.1 의 이미지와 같은 

60 nm 크기를 가지는 Fuso chemical의 콜로이달 실리카(PL-3)를 

사용하였다. 연마 후 연마제를 세정하는데 사용한 상용 세정액은 ATMI 의 

UFMS2를 사용하였으며, DCS141 세정장비를 이용하여 세정공정을 

진행하였다. 세정 후, 식각속도 측정과 동일하게 제거 전·후의 면저항을 4-

point-probe를 이용하여 면저항을 측정하였고 두께 값으로 환산하여 분당 

제거속도를 계산하였다. 

 

2.2. 식각력 측정 

 

부식방지제의 화학적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리에 미치는 용해 능력 및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Thermo의 자외/가시선 분광 측정(UV-visible 

spectroscopy, GENESYS10 이하 UV-vis)과 Shimdzu의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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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 ICPS-7500, 이하 ICP-AES)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식방지제에 따른 구리 금속의 화학적 용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리 

입자(Cu particle) 1 g을 연마제가 첨가되지 않은 1 μM의 부식방지제가 

첨가된 Cu CMP 용액에 5분간 넣은 후, 여과지로 여과(filtration)시켰다. 

여과 시킨 용액을 탈이온수(deionized water)에 1:3으로 희석시켜 UV-

vis.을 이용하여 5 nm/회의 스캔 속도(scan rate)로 200 nm에서 1000 

nm의 분석 파장(wave length)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식각 능력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여과시킨 용액을 ICP-AES로 구리 이온 농도를 

분석하였다. 

 

2.3. 표면 분석(Surface analysis) 

 

Cu CMP 공정 및 세정 공정을 거친 후, 부식방지제의 성능 및 표면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면 분석법을 시도하였다. 세정 후 표면 

상태는 Hitachi의 전계 방출 주사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4800, 이하 FE-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각 시편 마다 

1:25000의 배율로 다섯 번씩 무작위로 이미지를 선택하였고 대표하는 

이미지에 대한 화학적 결함(chemical defect) 및 부식방지제의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 식각 및 연마에 의한 표면 거칠기는 Park syst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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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XE-150, 이하 AFM)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편 측정 범위는 1 μm X 1 μm로 설정하고, 측정 

방법은 FE-SEM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2.4.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막 분석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막을 분석하기 위해, LECO Corp.의 

원소분석기(Element analyzer, CHNS-932)를 사용하였다. 식각속도 

측정에서 진행된 시료를 1 μM의 시트르산(citric acid)과 1 wt%의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용액에 12시간 넣어 구리 표면을 식각시켰다. 식각된 

용액을 원소분석기로 분석하여 해당하는 질소의 질량을 통해 부식방지막에 

포함된 부식방지제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실험진행에 대한 모식도는 Figure 

2.2 에 표시되어있다. 

구리 이온과 부식방지제간의 반응비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은 반응 전·후의 

용액 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UV-vis. 장비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1 μM의 부식방지제를 중성영역에서 용해시킨 다음 10 μM의 

CuSO4를 섞어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여과과정을 통하여 침전물을 

거르고 난 후, 남은 용액 구리 이온의 농도를 UV-vis.로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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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emical Information of the Oxidizer, Complexing Agent, 

and Corros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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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pplied Polis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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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EM image of colloidal silica, PL-3(Fuso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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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tep of elemental 

analysis. 

 

  

４１ 

 



제 3 장 

결과 및 토론 
 

3.1. 1,2,4-트리아졸(1H-1,2,4-triazole)의 선정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영향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바탕이 되는 

부식방지제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식방지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TRA, BTA, 그리고 TT의 식각속도와 제거속도를 비교하였다. BTA는 Cu 

CMP 공정이 도입된 시점부터 가장 상용화된 부식방지제로, 구리 원자와의 

결합을 통하여 구리 표면 위에 얇은 부식방지막을 형성하여 여러 화학적 

결함을 방지해주고 구리 표면의 거칠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로 

사용되었다.46-51 ATRA와 TT는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부식방지제로, 

부식방지막의 형성에서 BTA와 동일한 아졸기를 지니고 있어 BTA와 같이 

구리 원자와의 결합으로 부식방지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51 

Figure 3.1 과 Figure 3.2 는 각각 ATRA, BTA, TT의 농도에 따른 

식각속도와 제거속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를 위해 부식방지제의 농도는 0, 

1, 5, 8, 그리고 10 μM 조건으로 변화시켰으며, 농도 증가에 따라 부식방지 

효과가 증대되어 감소하는 식각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BTA의 경우에는 1 

μM이 첨가되는 순간 급격한 식각속도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 농도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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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식각속도가 거의 0 nm/min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TA의 

구리 표면에 흡착하는 정도가 3개의 부식방지제 중에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각속도가 0에 수렴하는 이유는 구리 표면에 생기는 부식방지막이 

모든 구리의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뿐만 아니라 착물형성제의 

반응성 또한 구리표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ATRA는 BTA보다 

아졸기의 질소원자가 한 개 더 추가된 부식방지제로 1 μM의 경우 BTA보다 

20 nm/min정도 높은 식각능력을 보였지만, 5 μM에서부터는 BTA와 

동일하게 0 nm/min에 수렴하는 식각속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TT의 경우, 

10 μM의 부식방지제가 첨가되기 전까지는 모든 경우에서 ATRA와 

BTA보다 높은 식각속도를 보여주었다.  

Figure 3.2 에서 보여주는 제거속도를 보면 연마제의 첨가에 따른 

물리적인 영향성과 함께 부식방지막의 견고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식각속도 

결과와는 달리 1 μM의 제거속도에서 BTA와 ATRA의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즉 BTA는 대략 500 nm/min의 제거속도를 가졌지만 ATRA는 기존의 

식각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ATRA에 의해 형성된 

부식방지막의 강도가 동일농도에서 BTA의 부식방지막 강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5 μM부터는 BTA와 ATRA 두 부식방지제의 

제거속도는 식각속도에서 보여주는 0 nm/min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TT는 ATRA와 BTA와는 다르게 부식방지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한 

제거속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부식방지제가 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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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음에도 약 1500 nm/min의 높은 제거속도를 보였으며, 10 μM까지 

부식방지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00 nm/min가 넘는 제거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식각속도와 제거속도의 결과를 통해 

TT가 구리 표면에 흡착하여 구리와 결합되어 형성하는 부식방지막의 특성이 

ATRA와 BTA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같은 부식방지제의 역할에 있어서 제거속도 및 식각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을 말해준다. 즉, 본 연구인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각속도와 제거속도가 부식방지제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 ATRA와 BTA 보다 작용기의 부착이 용이한 기본 구조식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경향성 파악에 용이한 식각속도와 제거속도를 가지고 

있는 TT가 유리하다. 이에 작용기의 유/무를 구별시켜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부식방지제로 TT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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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Dissolution rate of Cu film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corros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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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Removal rate of Cu film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corros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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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경향성 파악 

 

3.2.1.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 

변화 

 

3.1절 실험 결과를 통해 BTA, ATRA에 비해 TT를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영향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부식방지제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른 작용기 종류 선택에 있어서 착물형성제의 기능을 가지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선정하였다.30,31 착물형성제는 구리 이온과 결합하여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은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구리 산화막 및 구리 표면을 식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식방지제의 말단에 존재하는 작용기가 부식방지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 혹은 다수의 아민기, 카르복실 

작용기를 갖는 물질인 AT, TC, 그리고 ATC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3 은 선정된 물질들을 포함시킨 중성영역에서의 식각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작용기를 부착시키지 않은 TT를 기준으로 다른 

부식방지제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AT가 전체적인 부식방지제 농도에서 

TT보다 높은 식각속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μM와 5 μM에서 

AT의 식각속도는 각각 100 nm/min와 50 nm/min씩 TT보다 높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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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8 μM와 10 μM로 부식방지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T의 

식각속도는 TT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AT의 식각속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식방지제의 식각속도가 8 μM와 10 μM의 부식방지제 

농도에서는 강한 부식방지막을 형성되어 식각속도 값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리 표면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산화제와 착물형성제가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끔 부식방지막이 고르게 분포 

되어있기 때문이다. 1 μM의 TC와 ATC의 식각속도 결과로 기본 

부식방지제인 TT 보다도 낮은 값이 나왔다. 착물형성제의 기능을 가지는 

카르복실기의 기능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TC와 ATC의 부식방지막이 

형성되었을 때, AT와 TT의 부식방지막과 다른 형태 혹은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복실 작용기 분자구조가 

착물형성제인 글리신과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의 반응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부식방지제의 화학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 식각속도에 대한 

앞선 실험과는 다르게 부식방지제의 역할이 Cu CMP공정에서도 동일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거속도를 측정하였으며 Figure 3.4 

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제거속도 경향성은 AT, TT, ATC 

그리고 TC순이며 이는 식각속도의 경향성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식각속도와는 다르게 부식방지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제거속도의 

값이 0의 값으로 수렴하지는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Cu CMP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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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공정에 의한 영향으로 부식방지막이 재형성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작용기에 따라 다른 제거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 ~ 10 μM의 부식방지제 농도에 걸쳐 AT의 제거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TC와 ATC는 식각속도에서와 동일하게 

TT보다는 낮은 값을 가지는 제거속도를 보였다.  

앞선 두 실험을 통해, 부식방지 능력(inhibition ability, 이하 IA)과 구리 

제거속도/식각속도의 비(이하 Cu RR/DR ratio)를 제거속도와 식각속도의 

값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Figure 3.5 과 Figure 3.6 에 

각각 도식하였다. IA의 경우 (식 3.1.)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부식방지제의 화학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각속도의 값을 이용하였다. 

(식 3.1.) IA =  (구리 식각속도)𝑤𝑤/𝑜𝑜 𝑖𝑖𝑖𝑖ℎ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𝑜𝑜𝑖𝑖− (구리 식각속도)𝑤𝑤/  𝑖𝑖𝑖𝑖ℎ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𝑜𝑜𝑖𝑖

(구리 식각속도)𝑤𝑤/𝑜𝑜 𝑖𝑖𝑖𝑖ℎ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𝑜𝑜𝑖𝑖
 × 100 (%) 

Figure 3.5 에서 보이는 각각의 부식방지제 IA를 보면, 농도의 증가에 

따른 부식방지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μM에서 AT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식방지제는 90% 이상의 부식방지 능력을 

가진다. TC와 ATC 같은 경우에는 1 μM의 적은 농도에서부터 10 μM 

AT에서 보여주는 80%에 가까운 부식방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 

적은 양으로 강력한 부식방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Cu CMP 공정에서 제거속도에 대한 식각속도의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Cu RR/DR ratio를 사용한다. 이 값이 커짐에 따라 화학적 영향성이 작아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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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반대로 비가 감소되면서 기계적인 연마가 Cu CMP 공정에서 

지배적인 것을 의미한다. 화학적인 영향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이는 차후 공정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u CMP 공정에서는 높은 제거속도를 가지되 낮은 

식각속도를 가지는 높은 Cu RR/DR ratio를 지향한다. Figure 3.6. 은 각 

부식방지제에 따른 Cu RR/DR ratio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에 해당하는 

농도는 앞선 식각속도와 제거속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부식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보이는 1 μM로 선택하였다. ATC가 16의 값으로 가장 

높은 Cu RR/DR ratio를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TC, AT, TT 순서를 

가졌다. AT가 TT보다 훨씬 높은 제거속도의 값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TT와 비슷한 Cu RR/DR ratio를 가졌는데, 이는 TT에 비해 약하고 

간헐적으로 형성된 부식방지막으로 인하여 기계적인 효과가 구리표면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기에 비슷한 

부식방지 능력을 보여주되, 높은 제거속도를 지니는 AT는 1차 Cu CMP 

공정용 슬러리의 사용에 있어서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TC와 

ATC가 낮은 제거속도를 가짐에도 큰 Cu RR/DR ratio를 나타내는 이유는 

강한 부식방지막의 형성으로 인한 결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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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Dissolution rate of Cu film with several kinds of corrosion 

inhibitors with functional groups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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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Removal rate of Cu film with several kinds of corrosion 

inhibitors with functional groups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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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Inhibition ability with several kinds of corros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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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u removal rate/Cu dissolution rate ratio of the corrosion 

inhibitors at 1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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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식방지제의 화학적 식각력 측정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식각속도와 

제거속도의 측정외에, 작용기에 의한 화학적인 영향만을 확인하기 위해 

식각력 측정 실험을 UV-vis. 과 ICP-AES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일정량의 구리입자를 일정 시간 동안 연마제를 넣지 않은 Cu CMP 용액에 

넣어 작용기에 따른 식각에 의해 용해되어 나온 구리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농도는 작용기에 따른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변화가 크게 

보이는 1 μM에서 실시하였다. UV-vis.로 측정된 Figure 3.7 을 보면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경향성과 동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흡광도(absorbance)가 일어나는 파장(wavelength)은 글리신에 의해 구리 

이온이 본래 지니고 있는 810 nm에 비해 감소된 630 nm에서 나타났다.52 

흡광도가 가장 높은 AT는 TT보다 1.5배의 흡광도를 보였으며, TC와 

ATC의 흡광도 또한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경향성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수치적인 구리 이온의 농도로 측정한 ICP-

AES 값을 Table 3.1 에 나타내었다. UV-vis., ICP-AES, 그리고 

식각속도와 제거속도의 동일한 경향성을 통해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거동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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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Dissolution behavior of corrosion inhibitors at 1 μM by 

UV-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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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u Ion Concentration of Remained Solution by ICP-A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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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u CMP 공정 후 표면 영향성 

 

앞서 측정된 식각속도와 제거속도 및 식각능력 측정을 통해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여 기판 

위에서 CMP 공정을 진행하였고, 기판의 표면분석을 통해 높은 식각 

속도에서도 부식방지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표면분석은 화학적 결함 유/무와 표면 거칠기(RMS roughness, nm)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Cu CMP 공정에 적합한 부식방지제가 되기 위해서는 

표면에 화학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표면 거칠기는 3 nm 이하가 요구된다. 

Figure 3.8 은 부식방지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구리 기판의 

표면이다. 부식방지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화학적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착물형성제 및 산화제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 결함이 금속 배선에 다량 

존재하게 되면, 추후 세정공정이 진행될 경우 그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반도체 사용에 있어 내구성 및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Figure 3.9-12 는 각 부식방지제를 이용한 Cu CMP 공정에서의 구리 

기판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9 는 부식방지제 TT를 사용한 구리 

표면이며, 1 μM의 부식방지제의 표면을 제외하고는 화학적 결함이 없는 

깨끗한 구리 표면을 보이고 있다. 1 μM의 부식방지제의 경우 다수의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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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식방지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그 크기는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선 제거속도 값과 구리 기판의 

표면을 비교하였을 때, TT는 부식방지제의 농도가 5 μM가 되는 시점인 

제거속도가 약 1200 nm/min를 가질 경우부터 구리 표면에 전반적으로 

부식방지막이 형성이 되어 화학적 결함이 없는 깨끗한 표면을 보였다. Figure 

3.10 인 AT 또한 TT와 동일한 5 μM부터 화학적 결함이 없는 깨끗한 구리 

표면을 보였다. 1 μM AT의 표면을 1 μM TT의 표면과 비교해보면 AT의 

표면이 더 많은 수의 화학적 결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표면 모두 깨끗한 표면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Figure 3.6 에서 

확인한 Cu RR/DR ratio가 비슷하기 때문이며 1 μM에서 AT의 제거속도와 

식각속도가 TT 보다 높아도 화학적인 효과가 표면에 미치는 영향성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구리 표면 상태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TC와 ATC의 구리 표면인 Figure 3.11과 Figure 3.12 를 보면 앞선 TT, 

AT의 구리 표면과는 다른 상태를 보인다. TC와 ATC 모두 1 μM에서부터 

화학적 결함이 없는 표면을 보이며 이는 1 μM에서의 제거속도가 다른 

부식방지제들의 제거속도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Cu RR/DR ratio가 

높아 그에 따른 화학적 영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E-SEM을 통해 

확인된 구리 표면 중, Cu CMP 공정에 사용 적합한 부식방지제와 농도는 

화학적 결함이 없는 TT와 AT는 5 μM부터이며, TC와 ATC는 1 μM부터 

부식방지제의 역할을 보여주며 사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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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M을 통한 Cu CMP 공정 및 세정 공정 후 구리 표면의 표면 거칠기는 

Figure 3.13 에 나타내었다. 부식방지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4.0 nm의 

높은 거칠기를 가지며, 이는 부식방지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식방지제를 첨가하면 네 종류의 부식방지제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표면 

거칠기를 보였다. 식각 속도 및 제거 속도가 가장 높은 AT의 경우 1 μM 

첨가되면 2.1 nm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부식방지제 첨가한 경우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 TT의 경우에도 1 μM이 포함될 때는 1.8 nm의 표면 

거칠기를 가질 정도로 부식방지제가 없을 경우에 비해 크게 표면이 완만함을 

보인다. TC와 ATC의 경우, 동일 농도에서 1.0 nm로 표면 거칠기가 

감소되었으며 카르복실 작용기가 포함되었을 경우 다른 부식방지제에 비해 

더 낮은 표면 거칠기를 보였다. 또한, 부식방지제가 첨가된 경우에는 1 

μM에서 10 μM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표면 거칠기가 감소되지 

않고 수렴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적정 농도의 부식방지제에 

의한 부식방지막이 형성되면 표면 거칠기에 미치는 영향성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3.14 는 Cu RR/DR ratio에서 선정된 부식방지제 농도에서의 표면 

상태를 AFM으로 측정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부식방지제 적합성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부식방지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화학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차가 확연하게 보이는 반면 부식방지제가 포함된 표면은 완만한 

표면을 보여주었다. 즉, FE-SEM과 AFM을 통해 결과적으로 TT와 A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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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5 μM의 부식방지제부터, TC와 ATC의 경우에는 1 μM의 

부식방지제 농도부터 부식방지제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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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FE-SEM image of Cu surface w/o corrosion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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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9. FE-SEM images of Cu surface at (a) 1 μM, (b) 5 μM, (c) 8 

μM, and (d) 10 μM of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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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10. FE-SEM images of Cu surface at (a) 1 μM, (b) 5 μM, (c) 

8 μM, and (d) 10 μM of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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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11. FE-SEM images of Cu surface at (a) 1 μM, (b) 5 μM, (c) 

8 μM, and (d) 10 μM of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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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12. FE-SEM images of Cu surface at (a) 1 μM, (b) 5 μM, (c) 

8 μM, and (d) 10 μM of 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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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Surface roughness of the Cu surface with corrosion 

inhibitors concentration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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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3.14. AFM images of Cu surface which treated by various 

concentration of corrosion inhibitors (a) w/o corrosion inhibitor, (b) 5 

μM of TT, (c) 5 μM of AT, (d) 1 μM of TC, and (e) 1 μM of ATC. 

  

６８ 

 



3.4.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막 분석 

 

앞선 실험 결과를 보면, 카르복실기의 유/무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원인을 규명하고자 부식방지막을 원소분석 

및 구리이온과 부식방지제와의 반응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3.2 의 

결과는 1 μM의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여 구리 시편 표면에 구리와 결합된 

부식방지제의 농도를 질소의 양을 통해 계산한 값이다. 결과를 보면,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가 형성한 부식방지막은 모두 동일한 농도의 

부식방지제로 형성된 부식방지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부식방지제의 농도가 일정한 

결과에 따라, 부식방지막을 형성하는 구리의 양을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탈이온수를 기본으로 1 μM의 부식방지제를 녹여 

중성영역으로 맞춘 다음, 10 μM의 황산구리(CuSO4)를 넣어 부식방지제와 

구리 이온과의 반응을 일으켰다. 5 시간의 반응 후, 침전물을 여과 시키고 

남은 용액을 UV-vis. 장비를 사용하여 반응에서 사용된 구리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3.15 은 남은 용액의 구리 이온을 UV-vis. 로 측정한 

결과이다. 부식방지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프는 10 μM의 황산구리에 포함된 

구리 이온을 나타내는 흡광도(absorbance)이며 810 nm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를 보인다. 그 다음 AT, TT, ATC, TC 순서로 흡광도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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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가지는데, 이는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경향성과 동일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구리 이온이 카르복실기에 의해 형성되는 

부식방지막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대로, AT에 의해 

형성되는 부식방지막은 다른 부식방지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구리 

이온과 결합을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부식방지막의 분석을 통해, 카르복실기가 포함된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구리 이온과 결합한 동일 농도의 부식방지제에 의해 형성된 

부식방지막은 구리 표면을 다른 부식방지막에 비해 많이 덮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식각 능력을 보이는 착물형성제 및 산화제의 접근성이 

감소되어 낮은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를 보였다. 부식방지막의 원소분석과 

결합되는 구리이온의 상대적인 양의 비교를 통해 카르복실기가 포함이 된 

부식방지제의 낮은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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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N Amount and Corrosion Inhibitor Concentration of the 

Passivation Layer on Cu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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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The absorbance of remained solution after filtration of 

solution reacted between Cu ion and corrosion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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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 작용기를 부식방지제에 부착시켜 그에 

따른 Cu CMP 공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작용기를 부착시키는 기본 부식방지제로 농도 증가에 따른 식각속도 및 

제거속도의 값이 BTA와 ATRA에 비해 큰 TT를 선정하였으며,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그리고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각각 부착시킨 AT, TC, 그리고 

ATC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각속도, 제거속도 및 화학적 식각력 측정을 통하여 아미노기가 부착된 

AT는 높은 구리 식각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카르복실기가 부착된 TC와 

ATC는 부식방지제의 효과가 증대되어 기본 부식방지제보다 낮은 식각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면분석을 통하여 Cu CMP 공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조건이 만족되기 위한 화학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TT와 

AT는 각각 5 μM로, TC와 ATC는 각각 1 μM로 선정하였다. 그 선정기준에 

있어 Cu RR/DR ratio가 중요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부식방지막 분석을 통하여, 모든 부식방지제는 부식방지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일 농도가 구리 표면에 흡착된다는 것을 원소분석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카르복실 작용기가 부착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구리 이온이 부식방지제와 결합 시 이용되는 결과를 통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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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방지막은 착물형성제와 산화제가 구리 표면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을 

저해시키며 낮은 식각 결과를 보여주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향후 

작용기에 따른 부식방지제를 Cu CMP 공정에 적용하면, 높은 제거속도가 

필요한 1차 Cu CMP 공정 슬러리에는 아민기가 부착된 부식방지제의 이용이 

효과적이며, 제거선택비가 중요한 2차 Cu CMP 공정 슬러리에서는 

카르복실기가 부착된 부식방지제의 이용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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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 metallization process was replaced with copper (Cu) to solve 

the RC delay and electromigration problem. For the use of Cu in 

metallization process, the damascene process was introduced, which 

required the planarization step to eliminate over-deposited Cu an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process was applied for the 

planarization step. The Cu CMP process is conducted by chemically and 

mechanically using slurry which consists of abrasive, oxidizer, 

complexing agent, and corrosion inhibitor and it is controlled by 

pressure and relative velocity. Using Cu CMP slurry,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obtain appropriate removal rate with high quality 

of the Cu surface.  

In this study, the verification of the corrosion inhibitors for the Cu 

CMP process slurry according to the functional groups in neutral 

environmen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tendency. 1H-1,2,4-triazole 

(TT) was determined as the base-corrosion inhibitor due to the higher 

dissolution rate and removal rate than BTA and ATRA. Adding carboxyl 

and amine functional groups at 1H-1,2,4-triazole, which are 3-amino-

1,2,4-triazole (AT), 1H-1,2,4-triazole-3-carboxylic acid (T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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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mino-1,2,4-triazole-5-carboxylic acid (ATC), were chosen to 

identify the inclination of the corrosion inhibitors.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dissolution rate, removal rate, and etching 

measurements, amine functional group showed higher removal rate and 

carboxyl functional groups presented lower removal rate than TT, 

respectively. The low value of the carboxyl functional group resulted 

from the high Cu RR (removal rate)/DR (dissolution rate) ratio. Same 

tendency of corrosion inhibitors was observed from UV-visible 

spectrometer (UV-vis.) and Inductively-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result. To find out the inhibition 

ability on the Cu surface during Cu CMP process, the surface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surface analysis,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e (AFM). Suitable 

concentration of each corrosion inhibitors was suggested. Through the 

elemental analysis of passivation layer, same concentration of corrosion 

inhibitor was located on the Cu surface, which connected with relatively 

large amount of Cu ion. It means that distinct passivation layer with 

carboxyl functional group was formed on the Cu surface and it showed 

different etching ability, Cu RR/DR ratio, and RMS roughness. From all 

of the measurements, the corrosion inhibitor with amine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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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as proper to apply for 1st Cu CMP slurry owing to the high etch 

rate and with carboxyl functional group was favorable for the 2nd Cu 

CMP slurry. 

 

Keyword: Damascene process, Cu CMP in neutral environment, 

corrosion inhibitor, complexing agent, 1H-1,2,4-triazole, BTA, 

function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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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실에 입학하고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러한 

큰 기회를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학위논문 심사에 참석해주셔서 좋은 조언 및 충고를 

해주신 현택환 교수님과 김대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교수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도교수님이신 김재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리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 드렸을 때, 흔쾌히 저를 받아주시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업 문제 

및 진로 결정에 있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의 따끔한 조언 및 충고가 있지 않았다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연구자의 참된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굳건히 다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항상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시며 

그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조언 및 가르침들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험실 생활을 2년 가까이 하면서 함께 일하는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연구실의 모든 선배, 후배님과 동기들이 없었더라면 2년이라는 

석사과정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때로는 정답고 

즐겁게, 때로는 같이 고생하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먼저 CMP 팀의 

선배님이자 사회에 나가계신 승욱이형과 기호형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CMP 팀에 들어와 실험 계획 및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늘 힘든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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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CMP 팀의 두 형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 혼자 어떻게 이끌어 나갔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ICP와 9층 연구실 두 곳을 모두 이용했던 사용자로서, ICP에서 

지냈던 1년과 9층에서의 1년 모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ICP의 맏형이신 

명준이형, 형의 조언과 충고로 매번 늘어졌던 마음을 다시 잡고 열의를 다해 

연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형의 연구자로서의 자세는 항상 본받고 싶습니다. 

안나 누나, 늘 저를 존중해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저에게 편하게 대해주셔도 됩니다. 편지에 썼던 말처럼 조만간 한번 편한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차기 EP를 이끌어가실 승회형, 저희 멤버가 지닌 

2년의 추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모임 멤버는 

연락보다는 만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억을 같이 

지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해주신 카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다른 EP팀의 실세 회철이, 내가 후배였는데도 형이어서 매번 

힘들었지?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항상 우리를 존중해주고 많은 조언 

아낌없이 해주어서 고마웠어. ICP 마지막으로 유석이, 동갑내기여서 늘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하고 있는 바와 이루고자 하는 바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하리라 믿는다. 

9층에서 항상 본받고 싶은 마음과 연구모습을 지니고 계신 태호형, 형의 

해맑은 웃음과 미소는 보는 제가 기분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같은 팀은 

아니지만, 늘 저는 마음 속 멘토라 생각하며 본받고 지냈습니다. 저의 

학위논문을 코치해주신 강욱이형, 같은 학교 후배로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며 학위논문을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조만간 한번 퇴근 후 뵙겠습니다. 승회형과 함께 많은 추억을 

남겨주신 광환이형, 많은 추억과 재미를 남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형은 늘 

유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회에 나갔지만 저와 

1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인수형과 민정이, 두 분 모두에게 감사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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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9층의 막내였던 윤지, 요새는 신입생들이 들어와 

이제 선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최근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항상 웃음 

잃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9층에 올라와 저의 얘기에 항상 

웃으며 받아주신 송이누나, 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갓 

들어온 우리 막내 신입생 성경이, 승연이, 영근이. 내가 장난쳐도 웃으며 잘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따로 단락을 만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나의 2년 룸메이트 명호. 처음 같이 

방을 쓰자고 했을 때가 엊그제 인 것 같은데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 2년동안 나 때문에 잠자리도 고생했을 것이고 항상 옆에서 내가 

말을 걸고 귀찮게 해서 미안했다. 그래도 나는 너와 같은 방을 쓰면서 더 

쉽게 연구실에 적응할 수 있었고 외롭지 않은 연구실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가족만큼이나마 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구나.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2년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많은 담소를 나누었던 나의 동기 종우형과 

혁진이. 우리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이야기를 나눌 사이이기에, 

기분이 좋다. 항상 멘토의 역할을 해준 종우형과 나의 불평을 잘 받아준 

혁진이에게 큰 고마움의 말을 전하며 동기였던 것이 나에겐 무한한 

영광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어.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막창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마저 얘기하자. 

이 밖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준 여러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을 가진 봉환이, 상모, 상엽이, 

다들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고 나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우리의 우정 변치말자. 우리 고2 패밀리인 완희, 재우, 재훈, 종석이 늘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우리 못갖춘마디 06동기들아~ 우리 06이 

언제나 최고고 늘 응원해줘서 고맙다. 대학교와서 기숙사멤버로 지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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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이, 원태, 태섭이, 재형이, 언제나 응원해줘서 고맙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상 깊었던 명식이형, 효준이형 

그리고 만수, 감사 드리고 조만간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내가 항상 놀리고 

얄밉게 굴지만 늘 웃으면서 잘 받아준 미선이,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대학교 앎’s의 멤버인 정배, 호신이, 경일이, 성진이, 항상 

대학원생이라 챙겨줘서 고맙고 훗날 너희들에게 보답하마.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를 믿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건물에서 연구하고 계신 아버지, 

늘 저를 위해 힘써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집에 

가면 늘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니, 항상 저를 지원해주시고 저의 

피부를 위해 과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입술 한번 

갈라지지 않고 대학원생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바 

이루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 생각하며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멀리 연건캠퍼스에서 항상 나를 챙겨주는 우리 누나, 같은 

대학원생이기에 말 못할 고민들을 서로 터놓을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 또한, 명절 때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외국에 계신 친인척 분들 모두에게 감사 드리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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