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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lyte effects of the electroplating solution in Cu films grown by ElectroPlating

Deposition(EPD) were investigated. The electroplated Cu films were deposited on the Cu(20 nm)/Ti (20 nm)/p-

type Si(100) substrate. Potentiostatic electrodeposition was carried out using  three terminal methods: 1)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2) a platinum plate as a counter electrode, and 3) a seed layer as a working

electrode. In this study, we changed the concentration of a plating electrolyte that was composed of CuSO4,

H2SO4 and HCl. The resistivity was measured with a four-point probe and the materi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using XRD(X-ray Diffraction), an AFM(Atomic Force Microscope), a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an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From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the increase of the concentration of electrolytes led to the increase of the film density and the decrease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the electroplated Cu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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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소자의 집적화/소형화에 따라 ULSI의 금속배선

에 있어 금속의 낮은 비저항이 요구되고 있다. 구리박막

은 알루미늄에 비해 낮은 비저항과 높은 전류밀도를 가

지고 있어 RC 지연 시간을 줄여 소자의 동작 속도를 향

상시킬 수 있고, 전기적이동(electro-migration; EM)에 대

한 내성이 알루미늄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반도체

배선 재료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구리박막은 스퍼터링(sputtering), MOCVD, 전기도금법

(electroplating) 등으로 주로 제작되고 있다. 이 중 전기

도금법은 낮은 전착온도를 가지며 성장속도가 빠르고 화

학적 반응이 비교적 간단하고 취급이 쉬우며, gap-filling

이 우수하다.1-3) 전기도금을 위한 도금액은 구리이온이 포

함된 전해액(electrolyte)과 유기첨가제(organic -additive)를

사용한다. 전해액은 Cu 이온, H2SO4, Cl 이온으로 구성

된 용액을 사용하였다. Cu 이온은 도금 금속이온으로 농

도가 클수록 전류밀도와 전착률(deposition rate)을 증가

시킨다. H2SO4는 도금액의 전도도를 좋게 하여 금속이

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도금조건에 맞는 일정 pH

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Cl 이온은 유기첨가제와 seed

의 접촉을 좋게 하여 성장 기구(mechanism)와 전류밀도

에 영향을 준다.4-5) 유기첨가제는 그레인(grain) 성장 기

구와 결정성, 그레인 크기 같은 미세구조 변화를 개선시

킨다.6-11) 따라서 전해액의 조건에 따라 전류밀도와 도금

pH, 성장 기구가 변화되는데, 이는 구리박막의 물리적 특

성을 변화시켜 비저항 같은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궁극적인 구리 금속연결을 위한 구리선이나 박

막의 비저항은 1.7 µΩcm 이다. 그러나 구리 금속배선의

물리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도금된 구리박막

의 비저항에 대해 전해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구리도금을 위해 사용된 기판은 Cu(20 nm)/Ti(20 nm)/

p-type Si(100) 웨이퍼이다. Ti 위에 증착된 20 nm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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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seed layer는 전자선 증착 (e-beam evaporation) 방식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전기도금은 정전압 방식으로 기준전극, 상대전극 및 작

용전극을 사용하는 3-전극 방법을 이용하였다. 기준전극

은 Ag/AgCl 전극이고, 상대전극은 백금판이며, 도금이 이

루어지는 작용전극은 20 nm 의 구리 seed가 있는 웨이

퍼로 하였다. 전기도금은 -0.3 V의 정전압을 가하여 600

초 동안 상온에서 이루어졌다. 

도금조건에 따른, 구리 박막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표면저항(RS), 결정성, 박막두께, 단면구조, 화학조성 등

을 측정분석하였다. 구리 박막의 전착두께 및 전착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I, Netherlands, Model Sirion)을

이용하였으며, AFM(Atomic Force Microscope; VEECO,

USA)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rms roughness)를 조사하였

다. 결정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XRD(X-ray Diffraction

;Rigaku, Japan, Model M/Max-IIIA)를 이용하였고, 화학

조성 및 표면 산화도를 분석하기 위해 XPS (X-ray Photo-

electron Spectroscopy; PHI 5700)를 이용하였다. XPS

측정 시, Al Kα(1486.6 eV) 원을 사용하였고, 얻어진 스

펙트럼은 분석을 위해 Cu 2p3/2의 결합에너지 (932.7 eV)

를 기준으로 보정되었다. 그리고 도금된 구리박막의 전

기적 특성으로서, 표면저항은 4탐침법(4-point probe)을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구리 도금에 있어, 전해액 변화에 따른 구리박막의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기첨가제는 고정시키고 전해액의

조성을 Table 1과 같이 변화시켜주었다. 유기첨가제의 가

속제, 억제제, 평탄제는 각각 6, 2.5, 2 mL/L을 사용하였다.

Fig. 1은 FE-SEM으로 측정된 박막의 단면을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시간동안 전기도금 하였지만 전해액 조

건에 따라 도금된 구리박막의 두께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에 FE-SEM 측정으로 구한 구리박막의

두께를 전착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전착률을 나타내었다. 

구리박막의 전착률은 시료 B가 시료 A에 비하여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전해액의 Cu 이온의 농도 측면에서

볼 때, 시료 B가 시료 A보다 크기 때문에 전기도금 시

전류밀도를 더 높여주게 되어 전착률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전착된 박막에 대해 전기도금에 의한 표면의 불

순물 정도 및 도금된 구리박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XPS를 이용하여 표면분석을 하였다. 전해액에 포함되어

있는 S와 Cl은 XPS 검출한계 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

표면 불순물로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3은 구

Table 1. Composition of the electrolyte.

Electrolyte
Sample

A B

Cu (g/L) 35 45

H2SO4 (g/L) 8 13

Cl (ppm) 40 60

Fig. 1. FE-SEM cross-sectional images of electroplated copper

films by (a) sample A, (b) sample B.

Fig. 2. Deposition rate of the electroplated Cu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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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막의 상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측정된 Cu 2p3/2 스

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시료가 공기에 노출된 후인 Fig.

3의 (a)를 보면, Cu seed로부터 얻은 Cu 2p3/2 스펙트럼

에 비하여 시료 A는 높은 에너지 쪽에 있는 CuO phase

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Ar+ 이온으로 2분 에칭 한 후 Fig.

3의 (b)에서는 모든 CuO phase가 사라지고 metallic Cu

(932.7 eV) 만 보이는데, 이는 구리박막의 표면에 형성된

CuO phase가 Ar+ 이온 에칭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의미

한다. 하지만 Cu 2p3/2 스펙트럼에서 Cu 산화물 중의 하

나인 Cu2O 까지 완전히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Cu 2p3/2 스펙트럼에서 Cu2O와 metallic Cu peak의 위치

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Cu2O phase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x-ray induced

Cu LMM Auge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Fig. 3. Normalized XPS Cu 2p3/2 spectra (a) before and (b) after etching for samples.

Fig. 4. X-ray induced Cu LMM spectra (a) before and (b) after etching fo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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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 LMM Auger 스펙트럼의 에칭 전인 Fig.

4(a)를 보면 Cu2O peak (~570 eV)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에칭 후 Cu2O peak은 줄어들고,

metallic Cu peak (~568 eV)이 깨끗하게 보인다[Fig. 4의

(b)]. Fig. 4의 (b)에서 시료 B의 metallic Cu peak이 시료

A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이들 XPS 결과로부터, Ar+ 이

온 에칭 후, 도금 구리박막의 표면에 있는 CuO phase

는 제거 되었지만, Cu2O phase는 시료 A 표면에 여전

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Cu 산화물들은 공기 노출에 의해 도금 구리박막

의 표면에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시료 B 의 경우 공기

중의 산소가 시료 A 에 비해 깊이 침투하지 못하였다

는 것은 시료 B의 전착막이 시료 A 보다 치밀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알아보기 위해 AFM 측정을 하

였다. Fig. 5는 AFM 이미지로, 시료 A와 시료 B의 표

면 거칠기는 각각 6.59 nm와 5.21 nm로 확인되었다. AFM

측정 결과, 시료 B의 표면 거칠기 값이 시료 A보다 작

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표면 거칠기 값이 감소한 것

은, 앞의 XPS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해액 증가에 의해 구

리전류밀도가 증가하여 전착막이 보다 치밀하여졌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구리박막이 Cu(111) 방향성을 가

질 때 비저항이 가장 낮으며, Cu(200)또는 Cu(220)의 방

향성이 존재하면 구리박막의 비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u(111) 우선배향은 박막의 비저항

을 낮추는데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박막의 비저항 값

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결정성을 XRD로 확인

하였다. Fig. 6의 XRD 패턴을 보면, 두 시료 모두 43o

근처에서 Cu(111) 방향이 매우 우세하다. 하지만 Cu(200)

와 Cu(220) 방향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Cu(220) peak

의 세기와 Cu(111) peak의 세기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시료 모두 Cu(220) peak이 Cu(111) peak의 약 6/1000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전기도금에 의해 형성된 구리박막

의 결정구조는 Cu(111) 방향이 매우 우세한 구조로서, 전

해질의 농도변화에 따른 두 시료 간의 결정구조 상의 차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해액 농도 증가에 따른 구리 도금 박막의 표면저항

과 비저항(ρ)은 Table 2와 같다. 도금된 구리박막의 비

저항 ρ는 FE-SEM으로 구한 두께 (t)와 4탐침법으로 구

Fig. 5. AFM images of electroplated copper films by (a)

sample A, (b) sample B.

Fig. 6. XRD patterns of the electroplated Cu films.

Table 2. Sheet resistance and resistivity of the electroplated Cu

films.

Sample

A B

Sheet resistance (mΩ/□) 25.8 21.3

Resistivity (µΩcm) 2.5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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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면저항을 이용하여 (ρ = RS·t) 구할 수 있다. 박막

의 비저항은 박막 미세구조에 있어 치밀하고 고르며, 보

이드(void)가 적을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비저항

은 미세구조 변화의 중요한 척도이며, 이 비저항 값의 변

화는 전기적 이동현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Table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저항 값은 시료 B가 2.26 µΩcm

로 시료 A보다 작아, 전해액 농도의 증가에 의해 비저

항 값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료 B의 비저

항 값은 이상적인 구리배선의 비저항 값 (약 1.7 µΩcm)

보다 높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비저항 값을 가지는 것

은 XRD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Cu(111) 방향 이외의

Cu(200), Cu(220) 방향의 결정이 존재하고, 구리박막의

표면에 남아있는 구리산화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전해액 농도가 보다 큰 시

료 B의 경우, 시료 A에 비하여 구리이온 농도의 증가로

인해 전착률이 증가하였고, 표면 거칠기는 감소하였으며,

공기노출에 의한 표면산화 정도가 보다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시료 B의 구리박막이 시료 A의 구리

박막보다 치밀한 전착막으로 성장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전착막의 치밀함의 정도가 구리박막의 비저항

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보이드

가 적을수록 작은 비저항을 갖는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4. 결  론

전해액의 농도를 변화시켜 전기도금법으로 구리박막을

제작한 후, 전기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

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우 미소한 Cu(200), Cu(220) 결정방향이 공존하

지만 시료 A, B 모두 Cu(111) 결정방향이 매우 우세한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2. 전해액 농도가 높은 시료 B가 시료 A보다 전착

률이 높고, 표면 거칠기가 낮았으며, 박막이 치밀하고, 비

저항 값이 낮았다. 

보다 치밀하고, 표면 거칠기가 낮은 전착막(시료 B)이

보다 낮은 비저항 값을 가진다는 위의 결과로부터, 도금

구리박막의 표면 거칠기 및 치밀함이 전착막의 비저항 값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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