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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6/O2 플라즈마를 이용한 구리 표면 처리 후 표면 Corrosion 특성 연구

Study on SF6/O2 Plasmas for Copper Surfa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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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 식각에 있어서 전극인 구리 박막 표면에 SF6/O2 플라즈마 사용 시 발생되는 
Corrosion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SF6/O2 가스의 조성비를 변화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도결합 SF6/O2 플라즈마를 이중 
랭뮤어 탐침과 광 분광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을 통해 SF6/O2의 조성비의 변화에 따른 플라즈마 상태를 분석하고, 
SF6/O2 플라즈마 조성비를 변화시켜 구리 박막의 표면을 처리한 후 발생되는 Corrosion과 Corrosion이 구리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XPS, SEM, 4 point probe 등을 이용하였다. 

1. 서론 

반도체 공정의 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속배선공정에서는 배선막의 박막화 및 배선 폭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속
배선공정이 집적화, 미세화됨에 따라 금속식각공정에서 금속 박막 식각 후 Corrosion 생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으로 예상된다.[1,2] 구리 박막 식각 후 Corrosion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Corrosion 형성에 관한 Mechanism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리박막의 Corrosion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리박막을 SF6/O2 플라즈마를 조성비에 따라 처리 후 구리 박막의 
Corrosion을 분석하고, 플라즈마 진단을 통해 Corrosion 생성 Mechanism을 규명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구리박막을 플라즈마 처리하기 위해서 고밀도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를 사용하였다. 구리 
박막은 RF 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증착하였다. 식각 가스의 총 유량 40sccm, 소스 파워 800W, 바이어스 파워 
200W, 가스 압력 6mTorr 그리고 공정시간은 4분으로 고정하였다. 구리박막에 SF6/O2 플라즈마 처리 한 후 구리 표면의 변
화를 보기 위하여 전자주사현미경(SEM) 분석을 진행하였고, X선 광전자 분광법(XPS)을 이용하여 표면 Corrosion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플라즈마 처리 후 구리 표면의 Corrosion이 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 point probe를 이용하여 면 
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론 

구리박막을 SF6/O2 플라즈마 처리 후 표면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O2 비율이 증가할수록 표면 위에 Corrosion
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고, 4 point probe를 이용하여 표면의 면 저항을 측정한 결과 O2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면
저항이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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