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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의 Cu 배선공정에 있어 회로의 집적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더욱 낮은 두께를 가지는 Cu 확산방지막에 대한
연구가 화두이다. 현재는 2D 물질의 Cu 확산방지막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크며, 실제 Cu 배선공정의 적용을 위해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막에 대한 적용을 주제로 성장조건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의

진행하였다.

두께,

그리고

그레인의

다른

크기,

확산방지막과

결정

방향의

비교했을

분석을

때,

직성장

그래핀이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은지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은 확산방지막에 대한 3 nm 이하의 현재 두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아 Cu 이온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Cu와의

접착력이 좋다고 알려진 Ru을 실제 반도체 배선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ALD 방식을 통해 증착하여 Cu와의 접착특성이 좋은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을 제작하였다.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Cu 확산방지특성이 향상이 되었으며, 기존의
CVD 그래핀에 비해 전기적으로 뛰어난 Cu 확산방지막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해

만든

확산방지막 위에서 Cu agglomeration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며,
확산방지막과 Cu 사이의 계면접착에너지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Cu 확산방지막 위에서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어 : Cu 인터커넥트, Cu 확산방지막, 직성장 그래핀, Cu
agglomeration, 계면접착력,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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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1. Cu 확산방지막의 발전과정
반도체 집적회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각각의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금속배선공정

(metallization)이 필요하며 이때 사용하는 금속배선을 인터커넥트
(interconnect)라 한다.[1] 과거에는 Al 배선을 비교적 낮은 비저항
(2.67

cm)과

사용하였다.

공정의

하지만,

용이성으로

회로의

인해

집적도가

인터커넥트

점점

물질로

높아지면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 금속배선의 선폭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그림 1-2와 같이 인터커넥트의 RC 시정수(Resistive-Capacitive
delay)의 증가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Al 인터커넥트를 비저항이 낮은 Cu(1.67 cm)
인터커넥트로 대체하였다.[2]
하지만,
SiO2에서도

Cu는
확산이

Al과

달리

빠르게

Si

접촉(contact)뿐만

일어나

반도체

(reliability)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Cu/SiO2

확산방지막(Cu

diffusion

barrier)이

Cu

소자의
계면에

아니라
신뢰성

있어

인터커넥트의

Cu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때, Cu 확산방지막이 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아야 한다.
(2) RC 시정수에 주는 영향이 작기 위해 확산방지막의 비저항이
낮아야 한다.
(3) 기계적,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4) Cu 배선의 선폭의 유지를 위해 두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5) Cu 배선, 부도체재료, 기판과의 접착력이 좋아야 한다.
(6) 두께와 구조가 균일해야 한다.
(7) 기판과의 접촉저항이 작아야 한다.
1990년대에 TaN 박막이 비교적 낮은 비저항(250 cm)을
가지면서 Cu 확산방지특성이 좋다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 많은
학술연구들에서

응용이

되었으며,

확산방지막으로 사용되었다.

[3], [4]

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Cu

하지만, 그림 1-3의 연도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크기 말해주는 반피치(half-pitch) 값의 변화를
2

보면, 1996년에 380 nm였던 반피치 값이 20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는 10 nm에 이르렀다.[5] 그 결과, 전자의 산란(electron
scattering)으로

인한

Cu의

비저항은

그림

1-4에서처럼

Cu

배선의 선폭이 작아지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6] 따라서
이를 어느정도 완화하기 위해 Cu 배선의 선폭을 유지하고자 Cu
확산방지막의 두께가 대신 계속 감소되어왔다.
기존의 TaN 박막을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증착방식인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로 증착한
TaN을 낮은 두께의 박막을 균일하게 증착할 수 있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을

통해

제작하여

Cu

확산방지막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증착된 TaN 박막이 높은 비저항을 가지고
있어 다른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7], [8], [9]

3

Figure 1-1. Typical Cross-sections of hierarchical scaling. Micro
processor unit device (MPU, left) and System on Chip (SoC, right).[1]

4

Figure 1-2. Gate and interconnect delay as a function of feature
size. Interconnect delay is shown for repeater spacing(L) of 3000
and 5000 m.[2]

5

Figure 1-3. Technology node. Half-pitch of semiconductor as a
function of the year of production.[5]

6

Figure 1-4. The resistivity of Cu thin film wires at room temperature
(circular symbol) compared with bulk value (dotted line), grainboundary scattering model (MS model, dash-dot line), surface
scattering model (FS model, dashed line), and combined model (solid
line).[6]

7

2. 직성장 그래핀으로 이루어진 Cu 확산방지막
앞서 1 절에서 언급했듯이 반도체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Cu 배선의 선폭을 유지하기 위해 Cu 확산방지막의
두께 감소가 계속 요구되어왔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발전의
방향을 말해주는 ITRS (International Transistor Roadmap for
Semiconductor)에 따르면, 3 nm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물질이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서 필요하다.[1] 따라서 기존의 TaN
확산방지막을 대체할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 2D 물질이
주목을 받았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3.5 Å)으로 구성된 2D 물질이다.
그래핀은 전기적 성질이 우수하며(1~100 cm) 기계적, 열적,
안정하다.[10]

화학적으로

또,

그래핀의

탄소

고리의

내부는

기하학적 구멍이 0.06 nm로 작아 He 기체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의
확산을 막아줄 수 있으며 수용액에서 Cu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Cu와 산소 기체와의 반응을 차단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12], [13]
그리고 실제로 Cu foil 위에서 CVD 방식을 통해 성장한
대면적의 그래핀을 대상으로 Cu 확산방지특성을 보면,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레인의 크기가 큰 CVD 그래핀을 Cu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했을 경우 Cu/그래핀/Si 계는 900℃ 열처리
이후에도 Cu 확산으로 인한 Cu silicide가 형성되지 않았으며,[14]
그래핀 한 층을 세번 전사(transfer)하는 방식을 통해 만든 Cu
확산방지막은 1 nm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 4 nm의 TaN
박막보다

Cu/SiO2

계면에서

Cu

이온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15] 따라서 그래핀은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서
좋은 Cu 확산방지특성을 가지는 2D 물질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Cu 확산방지막으로써 연구된 CVD 그래핀
들은 모두 고온에서 Cu foil 위에서 성장한 뒤 PMMA[poly(methyl
methacrylate)] 코팅을 하고 원하는 기판 위에 전사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

Cu

확산방지특성을

확인했었다.

그

결과

전사

과정에서 그래핀에 주름(wrinkle)과 같은 추가적인 defect들이
생기며 PMMA 제거 과정을 거쳐도 그래핀 위에 PMMA residue가
남았다.
8

또, Al과 달리 건식식각(dry-etch)이 잘 되지 않는 Cu의
특성상 현재의 Cu 인터커넥트의 제작방식인 Cu damascene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그래핀 확상방지막을 절연물질(dielectric material)
위에

직성장

해야

확산방지막으로서
Gr)의

Cu

한다.

따라서

실제

직성장그래핀(direct-grown

확산방지막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필요하다.

9

반도체소자의

Cu

graphene,

D-

평가하는

연구가

Figure 1-5. (a, b) Cu diffusion barrier properties of CVD graphene
grown on Cu. (a) X-ray diffraction ω-2θ scans of Cu/Si after
annealing at 300℃ without diffusion barrier, Cu/graphene/Si after
annealing at 500~900℃.[14] (b)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est of Cu/graphene/SiO2 compared with TaN film.[15] (c) Fabrication
sequence of conventional CVD graphene on substrate. (d) Formation
of additional defects and PMMA residue on CVD graphene after
transfer process. (e) Cu Dual Damascene process in fabrication of Cu
inter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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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진행해 만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Cu 확산방지막
실제 반도체 소자의 Cu 인터커넥트에서 Cu 확산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 외에도 Cu와 under-layer 사이의 약한 접착력에 의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
Cu는 다른 물질과의 접착력이 좋지 않아 그림 1-6과 같이
외부의 응력에 의한 이동 현상이 심하며, 그래핀 역시 약한 van
der Waals force로 인해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하지 않아 접착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17],

[18],

[19]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을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Cu와 직성장 그래핀의 접착력을 개선시켜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Cu 인터커넥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u은

공기중에서

반응성이

약해

안정한

금속이며 전기적으로 뛰어난 성질(13.6 cm)을 가지고 있다. 또,
Cu-Ru의 이성분계 평형상태도를 살펴보면 Ru은 Cu와 900℃
이하에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20] 그리고 Ru은 기존의 TaN
박막의 접착강화제로 사용되는 Ta보다도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21],[22]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 위에 Ru ALD로 후속 처리를
할 경우 Cu와의 접착력이 좋은 확산방지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u와의 좋은 접착력을 통해 Cu 인터커넥트의 다른 신뢰성
문제 또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를 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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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ross-sectional SEM image of Cu line pulled up due to
poor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nitride and Cu after stress migration
tes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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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개요
본 연구를 통해,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서 SiO2/Si
기판

위에

직성장된

그래핀

확산방지막에

대한

연구결과를

말하고자 한다.
1 장에서는 Cu 배선공정에 있어서 Cu 인터커넥트의 Cu
확산방지막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서

그래핀의

장점과

Cu

확산방지특성이 설명되어있다. 그리고 실제 반도체 소자의 Cu
인터커넥트 제작 방식에 있어 Cu damascene 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의 연구필요성과 Ru ALD 후속
처리를 통해 만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Cu와의 접착력이 좋은
확산방지막의 연구필요성이 설명 되어있다.
2 장에서는 실제 반도체 소자의 Cu 확산방지막으로서 직성장
그래핀이 어떤 물질인지 설명이 될 것이다. 성장 조건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의 증착 두께, 그레인의 크기, 결정 방향 등의 분석이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직성장 그래핀이 실제로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은지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est (TDDB)를
통한 확산방지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 장에서는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로 후속
처리를 해서 만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에 대한 특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를 할 경우
Ru의 증착 양상에 대해 증착 조건에 따른 증착된 Ru의 표면
분석과 증착 두께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이 실제 Cu 인터커넥트의 RC 시정수의 증가에
주는 영향이 작은지 전기적 성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장에서는 Cu 확산방지특성 외에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로 후속 처리를 할 경우 향상되는 접착특성을 볼 것이다.
Cu와의 접착특성에 있어 접착력이 좋지않아 일어나는 현상인 Cu
agglomeration을

직성장

그래핀이

절연물질인

SiO2에

비해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Cu agglomeration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agglomeration이

다음으로

Ru

ALD

처리로

억제되었다면,

실제

Cu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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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Cu

접착력이

향상되었는지 Cu의 적심성(wettability) 실험을 통한 Cu의 적심각
(wetting angle) 측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Cu와의
접착력이 좋아졌다면, 실제 Cu 인터커넥트의 또다른 신뢰성 문제
중의 하나인 확산방지막 위에서 Cu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Cu 배선의 항복 현상(breakdown)이 일어나는
전류밀도를 Ru ALD 처리 이후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전체 직성장 그래핀과 Ru ALD 후속
처리를 해서 만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에 대해 수행한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후속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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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 장에서는 Cu 확산방지막으로서 직성장 그래핀의 재료
특성의 평가를 설명할 것이다.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 조건에 따른
증착 두께, 그레인의 크기, 결정 방향을 볼 것이며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실험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test
Cu/SiO2/Si 구조에서 Cu의 확산으로 인한 절연물질의 항복
현상(breakdown)을

보기

위한

stressing (BTS) 실험이 있다.

방법으로

bias-temperature

[1], [2]

그림 2-1의 (a)는 Cu 확산방지특성을 평가하는 일정한 전압과
열적 응력을 가해주는 전형적인 BTS의 실험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BTS

실험

동안에

열적,

전기적

응력에

의한

Cu의

이동은

절연물질로의 누설전류(leakage current)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BTS 이후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를
통한 Cu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3]
Cu

게이트

캐패시터(gate

capacitor)에

BTS

실험

이후

누설전류를 측정하면 그림 2-1의 (b)와 같이 나타난다. BTS 실험
동안 절연물질로의 Cu 확산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누설전류의
증가가

일어나며,

누설전류의

증가가

결국

회로의

단락(short

circuit)을 일으킨다. 이때, 단락 시점인 time-to-failure (TTF)을
비교함으로써 Cu 이온의 확산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Cu/확산방지막/SiO2의 구조에서 같은 방법으로 BTS
실험을

함에

따라

TTF

확산방지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값을
[4], [5], [6]

봄으로써

TTF는 절연물질인 SiO2를

지나는 누설전류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8

확산방지막의

Figure 2-1. (a) Experimental scheme for bias-temperature
stressing(BTS) of Cu/dielectric material/Si structure in order to
accelerate the migration of Cu ions.[1] (b) Typical leakage current of
Cu gate capacitors stress to breakdown after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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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착조건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의 증착양상
3. 1. 직성장 그래핀의 증착 조건
직성장 그래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직성장 그래핀은 remote ICP-CVD furnace
장비에서 Plasma-enhanced CVD (PECVD) 방식을 통해 증착을
하였다. 탄소 전구체(carbon precursor)로 CH4 기체를 사용하여
600~700℃의 온도에서 기존에 CVD 그래핀의 제조에 사용하던
금속 촉매의 사용 없이 SiO2/Si 웨이퍼 위에 직성장하였다.
3. 2. 성장조건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의 두께 변화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 시간에 따른 증착 두께를 확인하고자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통해 단면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직성장 그래핀을 1 시간 동안 성장했을 경우 증착 두께가 약 1
nm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성장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2 시간
성장했을 경우 2.3 nm, 3 시간 성장했을 경우 5.6 nm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의

성장

시간을

조절함에 따라서 증착되는 직성장 그래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얇은 두께의 직성장 그래핀을 짧은 성장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3. 성장 조건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의 그레인 크기, 결정 방향
직성장 그래핀의 증착 조건에 따른 그레인의 크기, 결정 방향,
적층 양상을 알아보고자 라만 분광학 분석과 plan-view TEM
분석을

진행했다.

Plan-view

TEM

분석에

대해서는

직성장

그래핀이 기판 위에 증착이 되어있어 그림 2-3의 순서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PMMA 코팅을 한 뒤 HF 2.5 M에서 SiO2를 제거
후에 Au mesh grid 위에 직성장 그래핀을 전사 후 PMMA 제거를
하여 TEM 샘플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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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직성장 그래핀과 기존의 금속 촉매 위에서 성장한
뒤 기판 위에 전사하여 만든 CVD 그래핀의 라만 분광학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고온에서 성장한 thermal CVD
(TCVD) 그래핀은 0.1 이하의 작은 D/G peak intensity ratio를
가지는 것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은 2.3 정도의 intensity ratio를
가졌다. 이는 직성장 그래핀이 기존의 Ni이나 Cu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이 1~100 m의 크기의 큰 그레인을 가지는 것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져 나타난 현상이다. 라만
분광학에서 그래핀 결정들의 무질서도에 따른 peak intensity의
차이에서 유도되는 식 (1)에 따라, 직성장 그래핀은 약 8 nm의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7]
𝐼 −1
𝐼𝐺

𝐿𝑎 (nm) = (2.4 × 10−10 )𝜆4𝑙 ( 𝐷 )

(1)

라만 분광학은 큰 영역의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
좁은 영역을 볼 수 있는 plan-view TEM을 통해 두께 2.3 nm, 5.6
nm의

직성장

그래핀을

분석하면

그림

2-5와

같다.

직성장

그래핀은 성장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다결정(polycrystalline)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레인의 크기가 매우 작아 전형적인 나노결정질
재료가 보이는 고리모양의 전자회절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각각의 패턴 고리들은 보통의 육각형 형태인 그래핀의 (100),
(110), (200), (210)의 위치와 잘 대응이 되었으며, d spacing은
각각 d100=2.05 Å, d110=1.18 Å로 단결정 그래핀의 d spacing인
2.13 Å와 1.23 Å에 잘 대응이 되었다.
또, dark-field TEM image를 통해 본 결과, 직성장 그래핀은
성장 시간과 관계없이 20 n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고온에서 금속 촉매 위에서
성장한 CVD 그래핀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은 저온에서 성장되기
때문에 증착되는 탄소들의 모빌리티가 낮고 핵 성장의 밀도가 매우
높아 그레인의 성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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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직성장 그래핀의 적층 구조 분석
직성장

그래핀의

각각의

그래핀

층들의

적층

구조를

알아보고자 CS-TEM을 통해 plan-view를 분석했다. 그림 2-6의
(a) 는 직성장 그래핀의 plan-view TEM 이미지의 일부분이다. 이
이미지를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처리를

하여

분석하면 그림 2-6의 (b)에서처럼 직성장 그래핀의 일부분은 두
방향의 그레인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방향을 그림 2-6의 (d)와 (f)의 방향에 대해
나누어서 inverse FFT 처리를 해서 분석하면 한 방향을 가지는
그레인들에 대해서만 나누어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9] 그림 26의

(c)에서,

첫번째

방향은

왼쪽

위

부분은

lattice

fringe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오른쪽 아래 부분만 lattice fringe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2-6의 (e)에서
두번째 방향은 전체적으로 lattice fringe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성장

그래핀의

한

층에

존재하는

그레인바운더리는 위아래 층의 그레인바운더리와 같은 수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은
기존의 CVD 그래핀에 비해 그레인의 크기가 작지만, Cu 이온이
직성장

그래핀을

지날

때에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좋은 Cu 확산방지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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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Figure 2-2.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D-Gr depending on
growth time. Growth time is 1 hr (left), 2 hr (middle), and 3 hr (right),
respectively.

Figure 2- 3. (a) Fabrication method for plan-view TEM of D-Gr. (b)
Low magnified TEM image of transferred D-Gr on Au TEM mesh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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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Raman spectra of D-Gr compared with the spectra of
conventional TCVD graphene grown on Ni and Cu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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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a, b) Plan-view TEM image of D-Gr with
thickness and (c, d) Plan-view TEM image of D-Gr with
thickness. (a) and (c) are selective area electron diffraction
and (b), (d) are plan-view dark field TEM image of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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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m
5.6 nm
pattern
D-Gr,

Figure 2-6. (a, b) Cs-TEM high resolution plan-view image of D-Gr
with 2.3 nm thickness (a) high resolution image (b) Fast Fourier
Transformation result. (c) is the inverse FFT from the (d) selected 1st
orientation of (b). (e) is the inverse FFT from the (f) selected 2nd
orientation of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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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DDB 실험을 통한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
성평가
4. 1. 실험방법
그림 2-7과 같이 SiO2(50 nm)/Si 웨이퍼 위에 성장시간을
다르게 하여 증착한 직성장그래핀(1 시간, 2 시간, 3 시간)에 대해
Cu 확산방지특성을 확인하였다. Cu 100 nm를 패터닝 후 e-beam
Evaporator를 통해 증착하였고, 증착된 Cu의 산화 방지를 위해 Al
20 nm를 증착하였다. 확산방지막이 없는 bare SiO2, 두께 3 nm의
TaN 박막, Cu foil 위에서 성장한 thermal CVD 단결정 그래핀
(TCVD SLG), Ni foil 위에서 성장한 thermal CVD multilayer
그래핀(TCVD MLG, 두께 2 nm)을 확산방지특성을 비교할 다른
샘플들로 선정하여 BTS 이후 TDDB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적, 전기적 응력으로 200℃, 25V(5MV/cm)의 응력을 실험
샘플에 가해준 뒤 SiO2에 가해지는 누설전류의 증가로 Cu 이온이
확산방지막을
TTF의

지나

기준은

설정하였다.

SiO2에

누설전류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10

각각의

-2

샘플

항복 현상을
A가

넘어가는

종류에

있어

관찰하였다.
지점으로
20

개의

샘플들에 대해 동일 실험을 진행하고 mean-TTF (MTTF)를
구했다.
4. 2. 실험결과 및 고찰
TDDB 실험을 통해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본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의 (a)는 열적, 전기적 응력을
주는 시간에 따라 Cu 확산방지막을 지나 Cu 이온의 확산으로 인한
SiO2 50 nm의 누설 전류의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누설전류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회로가 단락되는 시점인 TTF를 확산방지막에
따라 비교하면,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다른 물질과
비교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얻고자 각각의 샘플 종류에
대해 20개의 실험 세트를 진행한 뒤 통계처리를 진행하여 MTTF를
Cu 확산방지막의 두께와 같이 비교하면 그림 2-8의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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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막이 없는 bare SiO2에서는 BTS 이후 MTTF 값이
170 초였다. 비교군인 두께 3 nm의 TaN 박막, TCVD SLG, TCVD
MLG의 MTTF는 각각 225 초, 794 초, 1018 초였다.
이에 비해 1 시간 동안 성장하여 만든 두께 1 nm의 직성장
그래핀의 MTTF는 441 초로 기존의 금속 촉매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에 비해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지 않았다. 이는
직성장 그래핀이 기존의 TCVD 그래핀에 비해 20 n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고 있어 그래핀의 빠른 확산 경로인
그레인바운더리를 통한 Cu 이온의 확산이 직성장 그래핀에서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성장시간을 증가시켜 두께를 증가시켜 만든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보면,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은
4701 초, 두께 5.6 nm의 직성장 그래핀은 6939 초로 MTTF가
직성장 그래핀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위아래층의
이온이

언급한대로

그레인바운더리와

두께가

증가한

직성장

그래핀의

같은

수직선상에

직성장

그래핀

그레인바운더리는
있지

않아

Cu

확산방지막을

지날

때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모두 이동해야 하므로 확산경로가 길어져
나타난

현상이다.

확산방지특성의

그래핀의

증가는

복잡한

그래핀

한

적층구조로
층을

확산방지막을 제작했을 경우에도 관찰되었다.

세

번

인한

Cu

전사해서

[5]

또, 주목할 점은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은 ITRS에서
요구했던

3

nm

이하의

두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다른

확산방지막인 SLG와 동일 두께의 MLG와 3 nm 두께의 TaN
박막보다도 Cu 확산방지특성이 좋다는 것을 MTTF의 수치를 보고
알 수 있다. 따라서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은 다음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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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xperimental setup for TDDB test to evaluate barrier
properties of diffusion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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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a) Leakage current of SiO2 50 nm as a function of
stressing time in TDDB test depending on diffusion barrier. (b)
MTTF of Cu diffusion barriers in TDDB test with their barri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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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Ru ALD 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의
재료특성 평가

32

1. 서론
이번 장에서는 Cu 확산방지막인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로 후속 처리를 함에 따라 향상되는 재료특성의 평가를 할
것이다. Ru ALD 처리 이후 향상되는 전기적 성질을 살펴볼 것이며,
Ru ALD 처리 이후 barrier stuffing을 통한 직성장 그래핀의
향상된 Cu 확산방지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그래핀 위에 Ru ALD 수행을 통한 확
산방지특성의 향상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Ru ALD를 통한 barrier
stuffing 방식을 이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1은 기존의 Cu foil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 위에
Ru ALD를 20 cycle을 진행한 샘플의 plan-view TEM 결과이다.[1]
그림 3-1의 (a), (b)에서 그래핀의 세 방향의 그레인바운더리가
모여있는 triple point와 그레인바운더리 위주로 Ru이 선택적으로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Ru ALD를 수행한 cycle 수에
따른 그래핀 위에 증착된 Ru의 증착 양상을 보면, 5 cycle부터 200
cycle까지 Ru ALD를 수행해도 Ru의 선택적인 증착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LD를 통한 물질의 증착 방식은 기판 위에 표면의 화학적
흡착을 통해 증착 물질을 증착하는 방식이라 표면 에너지가 작은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그래핀의 표면 중에서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자리인 그레인바운더리와 같은 defect에 Ru이 선택적으로
증착이 된다.[1] 이 현상은 Ru 뿐만이 아니라 그래핀 위에 ALD로
증착한 Pt나 Al2O3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2], [3]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직성장
그래핀의 defect 위에 Ru이 선택적으로 증착이 되어 Cu 확산의
빠른 경로인 defect가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barrier
stuffing을

인해

직성장

그래핀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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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확산방지특성이

향상될

Figure 3-1. TEM images of SLG after 20 cycles of Ru ALD. (a)
Bright-field and (b) dark-field TEM images of the same part. SAED
patterns for the (c) total region, (d) grain A, (e) grain B, (f) grain C.
(g-l) Evolution of Ru deposited on triple grain boundaries of SLG taken
after 5, 10, 20, 50, 100, and 200 ALD cycles, respective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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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 ALD 수행에 따른 직성장 그래핀 위의 Ru 증착양
상
3. 1. Ru ALD의 증착 조건
앞서 2 장에서 두께 3 nm 이하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Cu
확산방지특성이 좋았던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을 대상으로
Ru ALD 처리에 따른 물질 특성의 평가를 진행했다.
Ru ALD는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 위에 traveling wavetype의 ALD 장비(NCD technology, Lucida D100)를 사용하여
공정을 진행했다.
Ru의

전구체는

그림

3-2의

(a)의

C16H22Ru[(η6-1-

isopropyl-4-methylbenzene)(η4-cyclohexa-1,3-diene)
ruthenium, DNF Co.]을 사용하였다.[4]
Ru

전구체는

100℃에서

버블러에서

형성되었으며

순도

99.999%의 N2 기체를 통해 공정 챔버에 옮겨졌다. 또, 전구체의
응축을 막기 위해 Ru 전구체가 통과하는 배관은 130℃의 온도로
유지되었다. N2로 희석된 O2를 Ru ALD의 반응물(reactant)로
사용하였다.
Ru ALD 1 cycle은 그림 3-2의 (b)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10
초의 Ru 전구체의 pulsing-10 초의 N2 의 purging-2 초의
희석된 O2의 pulsing-10초의 N2의 purging로 구성되었다. Purging
속도는 200 sccm로 진행하였다.
3. 2. 증착조건에 따른 증착된 Ru의 표면 상태와 두께 분석
직성장

그래핀

위에

ALD를

증착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

증착된

Ru를
Ru의

증착했을

경우

표면상태와

증착

두께를 각각 plan-view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cross-sectional TEM을 통해 확인했다.
Ru ALD 처리를 하지 않은 직성장 그래핀의 surface는 그림
3-3처럼 다른 입자의 형성으로 인한 대비(contrast)가 그래핀의
표면 전체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20℃의 온도에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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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 10 cycle을 수행해 만든 샘플의 표면상태를 보면, 그림 34와 같이 20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Ru 입자들이 직성장
그래핀의 전체를 덮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전에 Cu foil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 위에서의 Ru ALD를 20 cycle의 많은
cycle을 진행해도 그림 3-5와 같이 Ru이 그래핀 위의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증착이 된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일반적인
TCVD 그래핀이 1 m 이상의 큰 그레인를 가지는 것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은 20 n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져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자리인 defect의 밀도가 매우 높아 나타난
현상이다.
다음으로 Ru ALD cycle 수에 따른 증착되는 Ru의 두께를
cross-sectional TEM을 통해 본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TEM의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에서

Ru의

peak이 관찰이 되었다. Ru은 산화가 잘 안되는 금속이고 이전의
연구에서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결합에너지의 peak
위치가

Ru

감안하면,
예상된다.

이온의
증착된

peak이
물질은

아니라
Ru

Ru

산화물이

금속의
아닌

peak인
Ru

점을

금속으로

[1]

또, Ru ALD를 수행한 cycle 수를 5 cycle에서 10 cycle로
늘림에 따라서 증착되는 Ru의 두께가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u ALD cycle 수를 조절하여 증착된 Ru의 두께 조절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ross-sectional TEM의 특성상 샘플 제작과정상에서 비롯된
현상이거나 뒤에 있는 입자들이 존재하여 Ru의 두께가 두껍게
보이거나 증착된 Ru이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 Ru 자체가
de-wetting되어 높이가 상승해 두껍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1
ALD cycle 수 대비 증착되는 Ru의 두께가 두껍다. 이 현상에 대해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 증착되는 Ru의 두께를 감소시켜야 한다.
Ru ALD의 공정 챔버의 온도를 220℃에서 200℃로 낮춰서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 위에 같은 5 cycle에 대해 Ru ALD를
진행하면 그림 3-7처럼 증착되는 Ru의 두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증착온도와 진행하는 cycle 수를 조절하면, 보다
낮은 두께의 복합 재료의 확산방지막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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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 Ru precursor for ALD of Ru. (b) Sequence of 1 ALD
cycle of Ru.

Figure 3-3. Plan-view SEM image of D-Gr with 2.3 n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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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lan-view SEM images of 5 ALD cycles of Ru on
D-Gr (up) and 10 ALD cycles of Ru on D-Gr (down). Ru was
deposited a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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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lan-view SEM image of 20 ALD cycles of Ru on
TCVD graphene grown on Cu foil and transferred onto SiO2/Si
substrate. Ru was deposited a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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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5 ALD cycles of Ru on D-Gr (a-bright field TEM
image, c-EDS data) and 10 ALD cycles of Ru on D-Gr (b-bright field TEM image, d-EDS data)
deposited at 2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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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ross-sectional bright field TEM
image of 5 ALD cycles of Ru on D-Gr
deposited at 200℃

4. TDDB 실험을 통한 Ru ALD를 한 직성장 그래핀 복
합재료의 확산방지특성평가
4. 1. 실험방법
앞서 3 장에서 직성장 그래핀의 확산방지특성을 평가했던
TDDB 실험을 Ru ALD로 후속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에 대해
진행하였다.
SiO2(50 nm)/Si 웨이퍼 위에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을
대상으로 Ru의 증착두께가 낮았던 챔버온도인 200℃에서 Ru
ALD를 5, 10 cycle을 진행하여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을
제작하였다.
BTS에 대해서는 앞서 3 장과 동일하게 열적, 전기적 응력으로
200℃, 25V (5MV/cm)의 응력을 실험 샘플에 가해준 뒤 SiO2에
가해지는 누설전류의 증가로 Cu 이온이 확산방지막을 지나 SiO2에
가해지는 파괴를 관찰하였다. TTF의 기준은 누설전류가 10-2 A가
넘어가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샘플 종류에
있어 20 개의 샘플들에 대해 동일 실험을 진행하고 mean TTF
(MTTF)를 구했다.
다음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를 할 경우 그에
따라 향상되는 전기적 성질을 홀 측정(Hall measurement)를 통해
면저항과 캐리어(carrier)의 농도와 모빌리티를 살펴보았다.
4. 2. 실험결과 및 고찰
직성장 그래핀 위에 진행한 Ru ALD의 cycle 수를 늘림에 따라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을 본 결과는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의

(a)는

응력을

주는

시간에

따라

복합

재료인

확산방지막을 지나 Cu 이온의 확산으로 인한 SiO2 50 nm의
누설전류의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진행한 Ru ALD의 cycle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SiO2의 누설전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기는 회로의 단락 형성시점인 TTF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높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얻고자 각각의 샘플 종류들에
대해 20개의 실험 세트를 진행하여 통계처리를 낸 뒤 MTTF를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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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를 진행한 cycle 수에 따라 본 결과는 그림 3-8의 (b)와
같다.
Ru ALD 처리를 하지 않은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의
MTTF는 4701 초였다. 이에 비해 Ru ALD를 5 cycle 진행한
샘플은 5079 초의 MTTF를 가졌으며, 10 cycle 진행한 샘플은
5867 초의 MTTF를 가졌다.
최종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10 cycle 진행한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은

Ru

ALD

처리를

하지않은

직성장

그래핀보다 1.25배 큰 MTTF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산방지막은

직성장

그래핀

barrier

그레인바운더리로의

Cu

위에

Ru

stuffing으로
확산을

ALD를

그래핀의

억제하는

진행해

빠른

효과가

만든

확산경로인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기존의 Cu foil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도핑의 효과로 인해 그래핀의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여 면저항이 감소하였다.[1]
220℃의 챔버온도에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진행한
이후에 홀 효과를 통해 전기적 성질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9,
10에 있다.
Ru ALD 처리를 하지않은 직성장 그래핀은 6277 /sq의
면저항을 가져 500~1000 /sq 정도의 면저항을 가지는 기존의
TCVD 그래핀에 전기적 성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성장 그래핀이 20 nm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고
있어 전자의 산란으로 인한 캐리어의 낮은 모빌리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그림 3-10에서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직성장 그래핀은 기존의 TCVD 그래핀과
동일하게 p-type 캐리어인 정공(hole)이 주요한 캐리어였으며,
2.3x1013 cm-2의 적은 캐리어의 농도를 가지지만, 기존의 TCVD
그래핀이 500 cm2V-1s-1 정도의 높은 모빌리티를 가지는 것에
비해 43.6 cm2V-1s-1 정도의 낮은 캐리어의 모빌리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을 Cu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C 시정수의 증가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저항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진행하는 Ru ALD의 cycle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직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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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면저항이 5 cycle을 진행했을 경우 2079 /sq, 10
cycle을 진행했을 경우 127 /sq 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진행함에 따라서 5 cycle을 진행했을 경우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는 1.1x1014 cm-2, 28.6 cm2V-1s-1이며
10 cycle을 진행했을 경우 3.4x1015 cm-2, 14.6 cm-2V-1s-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이전의
연구에서처럼 도핑으로 인한 캐리어의 농도 증가와 불순물에 의한
산란(impurity scattering)으로 인한 모빌리티의 감소가 일어난다.[1]
최종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10 cycle을
진행한 샘플은 캐리어의 농도가 처리 전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크게 148배 증가하여 면저항이 127 /sq로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500 /sq 정도의 면저항을 가지는 기존의 Cu foil 위에서
성장한 TCVD 그래핀보다 전기전도도가 더 높은 Cu 확산방지막을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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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a) Leakage current of SiO2 50 nm as a function of
stressing time in TDDB test depending on the number of ALD cycles
of Ru on D-Gr. (b) MTTF ALD-Ru / D-Gr composite barriers in
TDDB test as a function of number of Ru ALD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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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heet resistance of ALD-Ru / D-Gr as a function of
number of ALD cycles of Ru.

Figure 3-10. Density and mobility of carrier of ALD-Ru / D-Gr as
a function of number of ALD cycles of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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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Ru ALD 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의
접착특성 평가

48

1. 서론
이번 장에서는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 위에 Ru ALD를
진행할 경우 향상되는 Cu와의 접착특성의 평가를 할 것이다. Ru
ALD 처리 이후 Cu agglomeration이 억제되며 Cu와의 계면에서의
접착력은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Cu와의 접착특성
2. 1.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과 계면의 접착력과의 상관관계
Cu/SiO2/Si 구조에서 Cu의 확산으로 인한 절연물질의 파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외에도 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림 41과 같이 Cu 배선의 선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Cu 배선에
가해지는 높은 전류 밀도로 인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소자의 파괴 역시 Cu 인터커넥트의 또다른 신뢰성 문제 중에
하나이다.[1]
이때,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에 의한 Cu 배선의 medianTTF (MTTF)는 식 (1)의 Black’s equation에 의하면, Cu 배선에
가해지는 전류밀도(j)와 Cu의 확산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Ea)에
의해 결정이 된다.[2]
𝐸

MTTF = A𝑗 −𝑛 𝑒𝑥𝑝 (𝑘 𝑎𝑇)
𝐵

(1)

특히 Cu는 표 4-1과 같이 다양한 확산 경로 중 계면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Cu와

하부층(under-layer)

사이의

계면

접착력(interfacial adhesion)을 높이면,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가 커져 신뢰성이 향상된다.[3],

[4]

따라서 실험 구조(test structure)를 만들어서 확산방지막 위에서
Cu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을

직접

평가하지

않더라도

Cu와

확산방지막 사이의 계면 접착력을 보면,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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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ross-sectional FIB images of Cu line after EM failure
due to applied high current dens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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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Cu agglomeration과 Cu의 적심성
금속 박막을 증착하고 열처리를 하게 되면, 그림 4-2처럼
박막은 agglomeration의 과정을 거쳐 island를 형성한다. 이때,
형성된

금속의

island에서는

금속,

하부층의

표면에너지와

둘

사이의 계면에너지(γmetal, γunder-layer, γi)가 적심각(wetting angle)
θ를 가진 채로 식 (2)를 만족하면서 평형상태를 이룬다.
𝛾𝑢𝑛𝑑𝑒𝑟−𝑙𝑎𝑦𝑒𝑟 = 𝛾𝑖 + 𝛾𝑚 𝑐𝑜𝑠𝜃 (2)
따라서
(Ead)는

식

두

표면에너지와

(3)과

같이

계면에너지의

금속의

차이인

표면에너지와

접착에너지

적심각에

의해

나타난다.
𝐸𝑎𝑑 = 𝛾𝑢𝑛𝑑𝑒𝑟−𝑙𝑎𝑦𝑒𝑟 + 𝛾𝑚 − 𝛾𝑖 = 𝛾𝑚 (1 + 𝑐𝑜𝑠𝜃) (3)
결국, 동일한 Cu 금속에 대해서 확산방지막 위에서의 적심각
θ가 작아지면, 확산방지막과 Cu와의 계면 접착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Cu

확산방지막

위에서의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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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in film agglomeration of metal after annealing.

Table 1. Activation energies for various diffusion path in Cu
interconnects.[3]
path

bulk

dislocation

grain-boundary

interface

surface

Ea(eV)

~2

~1.4

~0.9

~0.9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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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 ALD를 한 직성장 그래핀 복합재료 위에서의 Cu
agglomeration
3. 1. 실험방법
절연물질인 SiO2와 비교했을 때 기존의 TCVD 그래핀이나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으로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두께 2.3 nm의 직성장 그래핀 위에 두께 20 nm의
Cu 박막을 e-beam Evaporator를 통해 증착하여 300℃, 400℃,
500℃,

600℃의

agglomeration이

온도에서

60

억제되었는지

분

Cu

동안

박막의

열처리

후

표면상태를

Cu

optical

microscope (OM)과 SEM을 통해 살펴봤다. 또, 추가적으로 Cu
agglomeration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지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그림

4-3과

같이

agglomeration이

다

Cu

박막의

일어나서

Cu

면저항을
island가

측정했다.
형성되면,

Cu

전류는

아래의 확산방지막으로 흐르기 때문에 급격한 Cu 박막의 면저항의
증가를 보면 Cu agglomeration이 다 일어났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성장

agglomeration을

그래핀

효과적으로

위에

Ru

억제할

ALD를
수

할

있는지

경우

Cu

알아보고자

220℃의 챔버온도에서 5, 10 cycle을 진행하여 만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 위에 같은 20 nm 두께의 Cu 박막의 Cu
agglomeration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뒤 같은 방식으로 Cu 박막의
표면상태와 면저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기존의

TCVD

후속처리를

진행할

경우

그래핀에
Cu

억제되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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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agglomeration이

Ru

ALD로

효과적으로

Figure 4-3. Schematic diagram for measurement of RS of Cu film after
Cu agglome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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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실험결과 및 고찰
서로 다른 하부층 위에서 300℃의 온도, H2 760 Torr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agglomeration 실험 이후 두께 20 nm Cu
박막의 표면상태를 본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절연물질인 SiO2
위에서는

300℃에서

공공(void)이

관찰이

8

분만

열처리를

되었으며,

60

분

해도

Cu

열처리

박막에

이후

Cu

agglomeration이 다 일어나 Cu island가 형성되었다.
기존의 TCVD 그래핀과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역시 동일
조건에서 8 분 열처리를 했을 경우 공공이 관찰이 되었으며, 60 분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Cu agglomeration이 다 일어나 Cu
island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만으로는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Cu와의

접착특성이

좋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cycle 진행한 샘플
위에서는

3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해도

Cu

agglomeration이 일어나지 않아 공공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damascene
공정에서

확산방지막

위에

증착된

Cu

씨앗층(seed

layer)의

agglomeration이 억제될 경우 후속 전기도금(electroplating)된 Cu
배선이 공공 없이 gap-filling되기 때문에 낮은 비저항을 가지는
Cu 배선을 만드는 것에 있어 Cu agglomeration 자체를 억제하는
것 역시 Cu 배선공정에서 중요하다.[5]
하부층이

바뀜에

따라

Cu agglomeration이 kinetic적으로

억제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금속 박막이
agglomeration될 때에는 금속의 표면이나 계면에 공공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 공공이 성장하는 방식을 통해 금속 island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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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lan-view optical and SEM images of 20 nm-thick Cu film
after annealing at 300℃ as a function of annealing time in H2 760 Tor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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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equence of thin film agglomeration for the void nucleation at interface and growth of
the void.

Figure 4-6. Gibbs free energy as a function of radius of void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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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agglomeration이

일어나는

방식에는

크게

표면의

그레인바운더리의 triple point에서 공공이 생기고 그루빙에 의해
공공이 커지는 그레인바운더리 그루빙(grain-boundary grooving)
모델과 metal[6],

[7], [8]

과 하부층 사이의 계면에서 공공이 생성되고

공공이 프랙탈의 모양으로 커지는 모델이 있다.[9], [10]
본 실험에서 Cu agglomeration이 두 방식 중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지만, 하부층이
바뀌면서 계면이 바뀜에 따라서 접착특성인 Cu agglomeration이
억제될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5에서 Cu
agglomeration이

일어날

때

하나의

공공의

핵(nucleus)이

계면에서 생긴다면, 과포화된 vacancy들이 모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때, 불균일핵성상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공공의 핵이 생기는
데는 그림 4-6과 같이 하나의 임계 Gibbs 자유에너지(ΔG*)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 장벽은 식 4와 같이 나타난다.[11]
∆𝐺 ∗ =

3 𝑆(𝜃)
16𝜋𝛾𝑚
3∆𝐺𝑉2

(4)

이때, ΔGV는 과포화된 vacancy들이 응축되어 하나의 공공의
핵을

만들

때

부피당

자유에너지의

차이이며,

γm은

금속의

표면에너지, 그리고 S(θ)는 형성인자(shape factor)를 의미한다.
형성인자는 식 (5)과 같이 나타난다.
𝑆(𝜃) =

cosα =

−(𝛾𝑢𝑛𝑑𝑒𝑟−𝑙𝑎𝑦𝑒𝑟 −𝛾𝑖 )
𝛾𝑚

(2+𝑐𝑜𝑠𝛼)(1−𝑐𝑜𝑠𝛼)2
4

(5)

이며, γunder-layer, γi는 각각 하부층의

표면에너지, 그리고 금속과 하부층 사이의 계면에너지이다.
본 실험에서 Cu 공공의 생성 속도가 Ru ALD 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그림 4-4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계면이 바뀜에 따라 공공의 생성 속도가 감소했다. 따라서,
임계 Gibbs 자유에너지가 커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일 Cu 금속에 대해서 S(θ)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면접착에너지(interfacial

adhesion

energy)가

증가한

것을

cosα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Cu agglomer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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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적으로

억제된

것을

통해

Cu와

확산방지막

사이의

계면접착력이 좋아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Cu

agglomeration을 얼만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같은 20 nm
두께의

Cu

박막을

대상으로

H2

760

Torr

조건에서

300℃~600℃의 온도 별로 60 분 동안 열처리 이후 Cu 박막의
표면상태를 SEM을 통해 본 결과는 그림 4-7과 같다. 앞서
확인한대로 SiO2, TCVD 그래핀,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3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Cu agglomeration이 다 일어나
Cu island가 형성되었다. 이후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Cu
agglomeration이

일어나는

정도가

더

심해졌으며,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형성된 Cu island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본
결과, 그림 4-8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10 cycle을 진행한
샘플 위에 증착된 20 nm 두께의 Cu 박막은 4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해도

Cu

박막에

공공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5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해야 Cu 박막에 공공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6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Cu

agglomeration이 다 일어나 Cu island들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진행할 경우 Cu
agglomeration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며

400℃

이하의

공정

온도에서는 Ru ALD 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두께 20 nm
정도의 Cu 씨앗층의 agglomeration은 일어나지 않아 gap-filling이
잘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면저항

측정을

통해

분석했다.

Agglomeration 실험 이후 두께 20 nm의 Cu 박막의 전체적인
면저항 측정 결과는 그림 4-9과 같다. 증착직후의 상태에서 Cu
박막의 면저항은 약 2Ω/sq로 나타났다. SiO2, TCVD 그래핀,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300℃에서

60

분

열처리

이후

Cu

agglomeration이 완전히 일어나 전류의 전도 경로(conducting
path)가 끊어져 Cu 박막의 면저항이 아니라 하부층의 면저항이
측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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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lan-view SEM images of 20 nm-thick Cu film after
annealing for 60 min at 300℃, 400℃, 500℃, 600℃ in H2 760 Tor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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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overage of 20 nm-thick Cu film on (a) SiO2, (b) D-Gr, and (c) TCVD Gr after annealing
for 60 min at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in H2 760 Torr.

Figure 4-9. Normalized RS of 20 nm-thick Cu film after annealing for
60 min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for different underlayer. RS was normalized with the RS value of as-deposited Cu film
on each under-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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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Cu agglomeration이
심하게 일어나 Cu island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전류의 전도
경로가 더 많이 끊어져 추가적인 면저항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10 cycle을
진행해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 위에서 300℃, 4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면저항의

감소가

했을

경우에

나타났다.

또,

Cu

그레인의

500℃에서

성장으로

60

분

인한

열처리를

진행하여도 Cu 박막에 공공이 관찰되었지만, 전류의 전도 경로가
여전히 유지되어 Cu 박막의 면저항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를 진행하여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은

Cu와의

접착특성에

있어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면저항 측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Cu seed 역시 Ru ALD 처리를 한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film

quality를

유지하고

있어

후속

전기도금을 해도 공공의 생성 없이 gap-filling이 잘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TCVD 그래핀 위에서도 Ru ALD로 인한
후속처리에

있어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지

agglomeration 실험 후 그림 4-9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TCVD
그래핀 위에 Ru ALD를 20 cycle을 진행해 만든 샘플 위에서
300℃에서 60 분 열처리 이후 증착 직후의 면저항에 비해 3배
정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400℃에서 60 분 열처리 이후 급격한
면저항의 증가가 일어나 Cu 박막의 면저항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림 4-10의 Plan-view SEM을 통해 표면상태를 본 결과
TCVD 그래핀 위에 Ru ALD를 20 cycle 수행하여 만든 샘플
위에서 300℃ 열처리 이후 Cu 박막의 전류 전도 경로는 어느정도
유지되었지만, 공공의 생성과 성장이 심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고, 400℃ 열처리 이후 Cu island가 완전히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TCVD 그래핀은 50 m의 큰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고 있었고,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자리의 밀도가 낮아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Ru ALD를 20 cycle을 진행하여도 Ru
입자들이
효과적으로

그래핀의
억제하지

전체를
못해

덮지
나타난

못해

Cu

현상이다.

agglomeration을
따라서

Cu와의

접착특성의 개선을 위한 Ru ALD로 인한 후속처리 관점에서 기존의
TCVD 그래핀보다 직성장 그래핀이 더 좋은 Cu 확산방지막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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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Plan-view SEM images of 20 nm-thick Cu film on 20 ALD cycles of Ru on TCVD
Gr after annealing at (a) 300℃ (b) 400℃ for 60 min in H2 760 Torr environment.

4. Ru ALD를 한 직성장 그래핀 위의 Cu의 적심성
4. 1. 실험방법
600℃에서 60 분 열처리 이후 모든 하부층 위에서 두께 20
nm의

Cu

박막의

agglomeration이

완전히

일어났으므로,

이

조건에서 형성된 Cu island의 평균적인 적심각 θ를 crosssectional SEM을 통해 확인했다. 적심각은 image-pro plu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Cu의 적심각 θ와 더불어 서로 다른 하부층과 Cu 사이의
상대적인

계면접착에너지(Ead/γCu=1+cosθ)의

값을

하부층에

따라 분석을 진행했다. 그리고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
이후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4. 2. 실험결과 및 고찰
그림 4-11은 H2 760 Torr 조건에서 두께 20 nm의 Cu
박막을 600℃에서 60 분 동안 열처리를 한 샘플들의 crosssectional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6개의 Cu island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Cu의 적심각 θ를 측정하였고, 상대적인 Cu와의 계면접착에너지인
1+cosθ를 나타내면 4-12와 같다.
절연물질인 SiO2 위에서 Cu의 적심각은 109˚ 정도로 큰 값을
가져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SiO2는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12]

TCVD

그래핀과

직성장

그래핀이

Cu

확산방지막으로 추가되었을 때, 그 위에서의 Cu의 적심각 역시
각가

118˚,

112˚로

큰

값을

가지며

Cu와의

상대적인

계면접착에너지 역시 0.5 정도로 SiO2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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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10 cycle을
진행해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 위에서 Cu의 적심각은 각각
59˚, 52˚로 크게 감소하였고, 상대적인 계면접착에너지 역시 각각
1.5, 그리고 1.6로 2.5배 정도 증가했으며, 비슷한 조건에서 두게
20 nm의 Ru 박막 위에서의 Cu 적심성 실험 결과에 근접해진 것을
확인했다.[13] 계면접착에너지가 증가한 이유는 이전에 연구에서처럼
Cu와 확산방지막 사이의 결합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4]
이 실험을 통해 직성장 그래핀을 Cu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할 경우
Cu와의 계면접착력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Ru ALD 처리가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67

68

Figure 4-11.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20 nm-thick Cu film after annealing at 600℃ for 60 min in H2
760 Torr environment depending on under-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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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Wetting angle of Cu island and relative interfacial adhesion energy (Ead/γCu)
with Cu depending on under-layer. The data of Cu wettability test of 20 nm-thick Cu on 20
nm-thick Ru thin film in Ref [15].

5. Ru ALD를 한 직성장 그래핀 복합재료 위에서의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의 평가
5. 1. 실험방법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후속처리를 할 경우, 실제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 관점에서 확산방지막 위에서의 Cu
배선의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의 전류밀도는 증가하는지 그림
4-13의 (a)와 같이 Cu 배선의 실험구조를 만들어 전압을 0 V부터
10 V까지 증가시켜 I-V sweep을 통해 전체 샘플을 지나는 전류를
측정했고, Cu 배선이 끊어져 급격한 저항의 증가로 인한 전류의
감소를 나타내는 지점에서의 전류밀도를 확인했다. 실험구조에서
항복 현상을 관찰하는 Cu 배선의 길이, 선폭, 두께는 각각 20 m,
8 m, 40 m로 e-beam 리소그래피(lithography)의 리프트오프
(lift-off)방식을 통해 제작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10 cycle을 수행할 경우 그 위에서 Cu의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의 전류밀도가 증가하는지 살펴보았다.
5. 2. 실험결과 및 고찰
4-13의 (b)는 직성장 그래핀에 Ru ALD 처리 전후 그
위에서의 두께 40 nm, 길이 20 m, 폭 8 m의 Cu 배선의 전압
증가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Ru ALD 처리를 하지 않은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Cu 의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의 전류밀도는 6.0 MAcm-2였다. 이에 비해,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10

cycle을

진행해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 위에서 Cu 배선의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의 전류밀도는 15.7 MAcm-2로 Ru ALD 처리 전에 비해 2.6
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전의 확산방지막 위에서의 Cu의 항복
현상 시의 전류밀도가 향상될 경우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의
신뢰성이 향상되었었다.[14],

[15]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해 만든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확산방지막은 Cu 배선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림 4-13의 (c, d)에서처럼 Cu의 항복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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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지점이 전압을 가함에 따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더
이동을 했다.[15]
Cu/확산방지막의 저항을 나타내는 기울기는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처리 전후 변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Cu의
비저항(1.67 cm)이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에 비해 낮아 전류의
전도

경로의

추가로

인한

전류밀도의

증가보다는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로 후속처리를 할 경우
Cu와의

계면접착력이

개선이

되어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을 Cu 배선의 항복 현상 시점의 전류밀도 의
증가를 통해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많은 샘플들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MTTF를 구하고

이를 통해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그 위에서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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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a) Test structure of Cu line for investigate
breakdown current density of Cu line. (b) Current density of Cu
line on D-Gr and 10 ALD cycles of Ru on D-Gr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c, d) Optical images of test structure of Cu line
after the breakdown test on (c) D-Gr and (d) 10 ALD cycles of Ru
on D-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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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Cu 인터커넥트의 확산방지막을 3 nm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Cu 확산방지막으로 대체하기 위해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에 대한 연구가 화두이다. Cu 이온이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을 지날 때에는 수직, 수평방향 모두 이동해야
하므로 직성장 그래핀은 좋은 Cu 확산방지막이 될 수 있으며 Ru
ALD로 후속 처리를 수행할 경우 barrier stuffing으로 인해 직성장
그래핀의 Cu 확산방지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TDDB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할 경우
직성장

그래핀의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여

면저항이

감소해

전기전도도가 향상된 Cu 확산방지막을 만들 수 있었다.
또 Cu와의 접착특성에 있어 직성장 그래핀 자체 만으로는
절연물질인 SiO2와 비교했을 때 Cu agglomeration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cycle만

수행해도

확산방지막

위에서

Cu

agglomeration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film quality가 유지되는
것을 열처리 이후 Cu 박막의 표면상태와 면저항의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다음으로 실제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좋아지는지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 후속처리를 할 경우 그 위에서의 Cu의 적심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직성장 그래핀 위에서 Cu의 적심각은 119˚
정도로 Cu와의 계면접착력이 절연물질인 SiO2 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5, 10 cycle을 진행해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
위에서 Cu 적심각은 59˚, 52˚ 정도로 크게 감소하여 상대적인
계면접착에너지 역시 2.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 관점에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그 위에서의 Cu
배선의 항복 현상 시점의 전류밀도가 증가하는지 I-V sweep을
통해

확인했다.

Ru

ALD

처리를

하지

않은

직성장

그래핀

확산방지막 위에서 두께 40 nm, 길이 20 m, 폭 8 m의 Cu
배선의 항복 현상 시점에서의 전류밀도는 6.0 MAcm-2였으나 Ru
ALD를 10 cycle을 수행해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 위에서
동일 조건의 Cu 배선의 항복 현상 시점에서의 전류밀도는 15.7
MAcm-2로 2.6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직성장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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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Ru ALD를 수행할 경우 Cu와의 계면접착력이 개선되어 Cu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직성장 그래핀 위에 Ru ALD를 수행해서 만든
복합재료의 확산방지막이 다음세대의 Cu 확산방지막으로 사용될
경우 직성장 그래핀보다 Cu 인터커넥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방지막으로

이

추가적으로
복합재료의

실제

반도체

확산방지막이

소자의
사용되기

Cu
위해

확산방지막의 두께를 최적화하는 후속 연구와 실제 damascene
공정 통해 제작된 Cu 인터커넥트를 대상으로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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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continuous downscaling in feature size of integrated
circuit of Cu metallization, research on Cu diffusion barriers of
lower thickness is a hot topic. At present, there is a great
interest of 2D materials for the application of Cu diffusion
barrier, and research on direct-grown graphene diffusion
barrier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f Cu metallization. In this
study, thickness, grain size, and crystal orientation will be
analyzed
graphene

according to
barrier.

In

growth
addition,

condition

of

direct-grown

time-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 (TDDB) test will be used to evaluate Cu diffusion
barrier properties of direct-grown graphene compared to other
diffusion barriers. Direct-grown graphene with 2.3 nm satisfies
the current thickness requirement for diffusion barrier and
effectively suppressed the diffusion of Cu ion.
In this study, composite barrier with good adhesion with Cu
is fabricated by depositing Ru on direct-grown graphene
barrier through ALD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actual Cu
metallization process. Ru ALD process improved Cu diffusion
barrier property of direct-grown graphene and electrically
conductive diffusion barrier was fabricat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VD graphene by the Ru ALD process. In addition,
Cu agglomer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on the composite
barrier and interfacial adhesion energy between diffusion
barrier and Cu was improved. As a result, Cu electromigration
reliability was improved on the composite barrier.

Key words : Cu interconnect, Cu diffusion barrier, direct-grown
graphene,
Cu
agglomeration,
interfacial
adhesion,
electro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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