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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바이어스와 스퍼터 압력 조절을 통한 저저항 알루미늄 박막 형성 연구
최두호*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Deposition of Low-Resistivity Aluminum Thin Films Via Application
of Substrate Bias During Magnetron Sputtering
Dooho Choi*
School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the critical role of substrate bias during the sputter deposition of Al thin films is
discussed. Two sets of Al thin films having a nominal thickness of 300 nm were deposited at sputtering
pressures of 4.1 and 1.5 mTorr, respectively, with an applied negative substrate bias in the range of 0-200
V. It was found that the microstructure, surface roughness, film resistivity and grain size were greatly altered
by the combination of bias magnitudes and sputtering pressures. The sputtering pressure of 4.1 mTorr
resulted in greater changes in the film properties with the application of substrate bias, and a lesser but still
significant degree was observed for the films deposited at 1.5 mTorr. The resistivity values for the films
deposited at 1.5 mTorr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er, with the lowest resistivity value of 3.1 µΩcm
achieved at a substrate bias of 50 V. Based on grain size measured by the line intercept method and MayadasShatzkes grain boundary scattering model, the resistivity contribution of grain boundary scattering for the
lowest-resistivity film was found to be 0.37 µΩcm, which indicates that the film resistivity in the optimized
condition is close to the known bulk resistivity of 2.65 µΩ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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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은 높은 전기전도도와 건식 패터닝공정과의 호

치밀하지 못하게 성장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저항 증가가
발생하게 되어 전자 부품의 전극이나 배선으로 사용 시 성
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환성, 실리콘 내 낮은 확산도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증착과정에서 증착

반도체소자와 전자부품의 배선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저

압력과 기판에 인가되는 바이어스를 조절하여 알루미늄 박

저항 알루미늄 박막은 주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

막의 특성 조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4.1 mTorr

하여 진공증착 되는 데, 증착 시 기판상에서의 높은 원자

와 1.5 mTorr의 증착압력에서 0-200 V 범위의 기판 바이

이동도로 인하여 증착 초기에 형성된 핵 (nucleus)이 주상

어스를 인가하며 300 nm의 두께를 가지는 알루미늄 박막

정(columnar)의 형태를 가지며 성장하게 되어 최적화된 증

을 성장시켰다. 증착압력과 인가되는 기판 바이어스의 조
합에 따라 미세구조, 표면 특성, 결정립계 크기, 비저항 등

착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주상정간의 공극(pore)이 생기는
Zone I 박막 성장 모드를 추종하여 성장하게 되며 [1,2]

의 물성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저

이는 성막에서 낮은 결정립계의 밀도로 이어지며 비저항이

저항 알루미늄 박막 형성을 위하여 증착압력과 기판 바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3]. 뿐만 아니라 결정립 내 막질이

어스의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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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선교차법 (line intercept method) [4,5] 을 이

모든 알루미늄 박막에 대해 400-600개의 달하는 결정립계
용하여 측정하였고 Mayadas-Shatzkes 결정립계 산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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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 이용하여 결정립계 산란에 의한 비저항 기여분을
추출하였다.

2. 실 험
Al 박막은 SiO2/Si 기판상에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증착되었다. 증착 전 기판은 아세톤 용액과 IPA
(Isopropyl Alcohol) 용액 내에서 각각 5분간 초음파 세척
기를 이용하여 세정하였으며 100 °C의 열풍건조기 내에서
5분간 건조되었다. 진공 챔버 내의 기저 압력 (base
pressure)이 2×10-6 Torr 이하일 때 99.9999% 순도의 Ar
가스 주입을 통해 압력을 4.1 mTorr 와 1.5 mTorr로 각각
상승 유지시킨 후 200 W의 직류 (Direct Current, DC)

Fig. 1. Deposition rates as a function of substrate bias for the
aluminum thin films that were deposited at 4.1 and 1.5 mTorr,
respectively.

전력을 알루미늄 타겟(99.999% wt%)에 인가하여 증착을
진행하였으며, 증착과정에서 0, 50, 100, 150, 200 V의
DC 음전압을 50 V 간격으로 기판에 인가하였다. 표면 단
차 측정기 (Alpha-step Surface Profiler, D-100, KLA
Tencor)를 이용하여 Al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4점
탐침법 (4 point probe)을 이용하여 박막의 비저항을 측정
하였다.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내 5 kV의 전압을 인가하며 박막의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아래의 선교차법을 이용하여 각
각의 시편당 412-618개의 결정립에 대한 평균 크기를 측
정하였다 [4,5].
LT
l = -----------P×M

(1)

Fig. 2. θ-2θ XRD patterns for the films deposited with the substrate
bias/sputtering pressures of (1) 4.1 mTorr/0 V, (2) 4.1 mTorr /150 V,
(3) 1.5 mTorr /0 V and (4) 1.5 mTorr/150 V. The vertical dotted
lines, from left to right, correspond to the calculated, unstressed
peak positions of (111), (200), (220), (311), respectively.

여기서 l, LT, P, M은 각각 결정립 평균크기, 선의 총
길이, 배율, 총 교차점 수를 의미한다. 95%의 신뢰도를 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가된 기판 바이어스 전 영역에

반으로 결정립 크기의 오차범위(±2σ)를 제시하였다 [7].
Cu Kα X선을 사용한 θ-2θ X선 회절법 (PANalytical PW

걸쳐 4.1 mTorr에서의 증착률이 1.5 mTorr에서의 증착률보
다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4.1

3040/60)으로 박막의 결정성 및 배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원

mTorr와 1.5 mTorr에서의 스퍼터링 전류와 전압은 기판 바

자 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Veeco NanoMan)

이어스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0.42 A/490 V와 0.31

탭핑모드 (tapping mode)를 이용하여 3 µm×3 µm 영역을

A/650 V이었다. 4.1 mTorr에서의 높은 증착률은 높은 스

스캔하고 그 표면 거칠기를 실효값 (root mean square)으

퍼터링 전류, 즉 타겟과 충돌하는 Ar+의 개수에 비례하여

로 제시하였다.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판 바이어스의

3. RESULTS AND DISCUSSION

증가로 인해 기판에 충돌하는 Ar+의 개수 및 에너지 증가
로 인해 증착률이 점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림 2는 4가지 증착 조건 (4.1 mTorr/0 V, 4.1 mTorr/

그림 1은 4.1 mTorr와 1.5 mTorr의 증착압력에서 기판

150 V, 1.5 mTorr/0 V, 1.5 mTorr/150 V)에서 증착된 알루

바이어스의 크기 변화에 따른 증착률을 나타내었다. 두 증

미늄 박막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X-선 회절 스캔 결

착압력에서 모두 기판 바이어스의 증가에 따라 증착률이

과이다.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증착 압력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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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바이어스의 변화 모두 배향성의 결정에 기여하는 데,
4.1 mTorr에서는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가 (111) 결정의 증
가와 함께 (200) 결정의 감소로 이어졌으나 1.5 mTorr에서
는 오히려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가 (200) 결정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배향성의 차이는 증
착 압력의 변화에 따른 증착입자의 기판 도달각도의 차이
와 기판 바이어스의 세기 조절에 따른 기판과 충돌하는
Ar+ 이온의 유량 및 에너지의 차이가 박막의 증착과정에서
배향성을 주로 결정하는 초기 핵생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는 회절 피크의 위치(예를 들
어 (311) 회절 피크)를 낮은 2 theta 각도로 옮기는 것
(shift)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알루미늄 박막의 밀도를
증가시켜 압축응력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위의 4가지 증착 조건에서 성장된 알루미
늄 박막의 주사전자현미경 평면 (plan-view) 사진을 보여
주는 데, 두 증착 압력의 차이 및 인가된 기판바이어스의
세기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와 형상에 확연한 차이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4.1 mTorr에서 증착된 박막
은 인가된 기판 바이어스 전 영역에서 1.5 mTorr에서 증착
된 박막보다 큰 결정립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립계 역

Fig. 4. AFM images of aluminum films prepared at the four
deposition conditions of (a) 4.1 mTorr/0 V, (b) 4.1 mTorr/150 V, (c)
1.5 mTorr/0 V and (d) 1.5 mTorr/150 V, respectively. The scan area
is 3 µm×3 µm for each sample. The root mean square values for the
surface roughness are given in Table 1.

시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이 되었다. 그림 4는 동일한
시편에 대한 원자 힘 현미경 스캔 결과를 보여주는 데, 기
판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4.1 mTorr에서 증착된

(rms: 3.6 nm)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1.5 mTorr의 박막의 경우에는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

알루미늄 박막의 거칠기값 (rms: 17.9 nm)은 1.5 mTorr에

는 표면 거칠기의 감소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

서의 박막의 거칠기값 (rms: 1.8 nm)보다 매우 높은 값을

났다. 원자 힘 현미경 스캔 결과를 볼 때, 4.1 mTorr에서

가지지만 200 V의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를 통해 거칠기

증착된 박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상의 명확한 결정립
형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거칠기의 존재로 인한 가장
자리 효과 (edge effect) [8]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은 두 증착압력에서 인가되는 기판 바이어스의 크
기 변화를 통해 형성된 알루미늄 박막의 비저항 측정결과
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4.1 mTorr에서 증착된 박막의
경우 알루미늄의 알려진 비저항값인 2.7 µΩcm에 비해 훨
씬 높은 20.4 µΩ-cm의 비저항 값을 가졌으나 기판 바이
어스의 인가를 통해 현저한 비저항의 저감이 발생하였다.
100 V의 기판 바이어스를 인가될 때 가장 낮은 비저항값
인 5.28 µΩ-cm를 보였으며 추가적인 기판 바이어스의 증
가는 비저항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1.5 mTorr에서
증착된 알루미늄 박막은 기판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저항값 (3.8 µΩ-cm)을 가졌으며

Fig. 3. Plan-view SEM micrographs for the deposition pressure/bias
of (a) 4.1 mTorr/0 V, (b) 4.1 mTorr/150 V, (c) 1.5 mTorr/0 V and (d)
1.5 mTorr/150 V, respectively.

50 V의 바이어스가 인가될 때 최소 비저항값인 3.1 µΩcm에 도달하였으며 추가적인 기판 바이어스의 증가는 4.1
mTorr 박막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저항의 증가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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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바이어스의 크기에서 가장 낮은 비저항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따라서 각각의 증착 조건에서 최적의 기
판 바이어스 크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에서 주목
할 점은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가 4.1 mTorr에서 증착된 박
막의 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1.5 mTorr에서 증착된 박막
대비 훨씬 더 크며 표면 거칠기 역시 1/5 수준으로 급감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착압력에서는 증착입자
의 짧은 평균자유행로로 인해 그림자 효과가 심각해져 결
정립계간의 미세 기공이 발생하며,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
로 인해 발생하는 Ar+의 기판 충돌 현상이 기판상 흡착원
Fig. 5. Measured film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negative substrate
bias in the range of 0-200 V at the sputtering pressures of 4.1 and
1.5 mTorr, respectively.

자(adatom)에게 에너지를 전달하여 이동도(mobility)가 증
가되며 미세기공이 줄어들게 되며 현저한 표면 거칠기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4.1 mTorr에서 증착된 알루미늄 박막은 기판 바
이어스의 인가를 통해 현저한 비저항의 저감과 표면 거칠

표 1에 본 연구에서 증착된 Al 박막의 물성을 정리하여

기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와 반면에 1.5 mTorr에서 증착

제시하였다.

된 알루미늄 박막의 경우에는 기판 바이어스의 부재에도

배선이나 전극으로 주로 활용되는 알루미늄 박막의 비저

상대적으로 긴 평균자유행로로 인하여 그림자 효과가 저감

항값은 매우 중요한 물성이고 이는 앞에서 보였듯이 증착

되고 미세기공이 줄어들어 벌크 비저항값과 상대적으로 유

압력과 기판 바이어스에 의해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사한 박막 비저항 값을 보였으며 기판 바이어스의 인가에

있다. 스퍼터링 중에 기판에 인가되는 음전압은 플라즈마

도 추가적인 비저항 저감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내에 존재하는 Ar 를 기판쪽으로 가속충돌시켜 증착과정에

2차원 결함인 표면과 결정립계는 전자 산란의 주요 메커

서 박막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적정한 수준의 기판 바이어
스 인가는 박막의 치밀화, 불순물 제거를 통하여 금속 박

니즘으로 작용하여 박막의 비저항 증가에 매우 큰 영향력
을 미치게 된다. 이러란 산란 메커니즘에 대한 정량적 물

막의 비저항을 저감시키기도 하지만 [9,10], 과도한 바이어

리 모델 중에 Boltzmann 이동 식 (transport equation)에

스의 인가는 결함 형성을 유발하고 박막 내 Ar 함량을 높

기반하여 유도된 Fuch-Sondheimer (FS)의 표면 산란 모델

여 박막의 비저항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3]. 이러한 일반적

[11,12] 과 Mayadas-Shatzkes (MS)의 결정립계 산란 모델

인 기판 바이어스의 효과는 그림 6의 실험결과에서 특정

[6]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정량적인 식으로 표

Table 1. Summary of sputtering pressure, substrate bias, film thickness, resistivity, number of intercepts for the line intercept method,
roughness and grain size. The errors on the grain size are quoted as ±2σ values at a confidence level of 95%.

Sputtering
Pressure
(mTorr)

4.1

1.5

Substrate
Bias
(V)
0
-50
-100
-150
-200
0
-50
-100
-150
-200

Film
Thickness
(nm)
318
300
292
283
287
288
307
318
302
311

Resistivity
[µΩcm]
20.4
13.5
5.2
5.7
6.8
3.8
3.1
3.7
5.2
6.2

Roughness
RMS
(nm)
17.9

3.6
1.9

1.8

Number of
Intercepts

Grain Size
(nm)

505
520
515
537
512
412
516
527
507
618

54±3
63±3
47.9±3
47.6±3
46.7±3
28.4±2
39.7±2
37.9±2
45.5±3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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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정립계에서의 전

현된다.
∞

3
1 1 1 – exp ( –kt)
ρFS = ρi 1 – ⎛ -----⎞ ( 1 – p ) ∫ ⎛ ---3 – ---5⎞ ------------------------------- dt
⎝ t t ⎠ 1 – p exp ( –kt)
⎝ 2k⎠

자 산란 저감을 위하여 결정립의 조대화 공정 개발 역시

–1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3
1
2
2
ρMS = ρi 1 – --- α + 3α – 3α ln ⎛ 1 + ---⎞
⎝ α⎠
2

IV. 결 론

–1

(2)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박막의 스퍼터증착 과정에서 인

여기서 k=h/λ, α=(λ/g)R/(1-R), k=L/λ이고, h는 박막의

가되는 기판바이어스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스퍼터

두께, λ는 전도 전자의 벌크 평균 자유 행로, g는 결정립

증착 압력이 4.1 mTorr와 1.5 mTorr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크기, L은 박막의 두께, ρi는 금속의 벌크 비저항(알루미늄

0-200 V의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 알루미늄 박막의 결정구

의 경우 2.65 μΩcm [13]) 이며, ρFS와 ρMS는 각각 표면

조, 미세구조, 표면 조도, 비저항, 결정립 크기에 미치는 영

산란과 결정립계 산란으로 인해 증가된 비저항값을 나타낸

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증착압력 조건 모두 특정 기판

다. 이 모델들은 실험적으로 주로 결정되는 산란 파라미터

바이어스가 인가될 때 최저 비저항값을 가지는 공통점을

를 포함하는 데, FS 모델의 경우에는 표면 산란 계수 p

보였지만, 4.1 mTorr에서 증착된 박막은 기판바이어스의 인

(surface specularity coefficient), MS 모델의 경우에는 결정

가로 인해 비저항값과 표면조도가 현저히 저감된 반면에

립계 산란 계수 R (grain boundary reflection coefficient)를

1.5 mTorr에서 증착된 박막은 상대적으로 기판 바이어스에

가진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결정립의 크기나 박
막의 두께가 전도 전자의 평균 자유 행로 (electron mean

의해 덜 영향을 받았다. 1.5 mTorr 증착압력에서 인가된
기판 바이어스가 50 V일 때 가장 낮은 비저항값인 3.1

free path)의 크기와 비슷해질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비저

μΩcm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교차법을 통해 측

항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비저항 크기 효과 (resistivity

정된 결정립의 크기와 Mayadas-Shatzkes 결정립계 산란모

size effect)를 발현하게 된다 [14]. 벌크 알루미늄 내 전자

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결정립계 산란에 의해 0.37

의 평균 자유 행로는 298 K에서 18.9 nm로 알려져 있고

μΩcm의 비저항 증가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

이는 본 연구에서의 정해진 박막의 두께인 300 nm보다 훨

탕으로 저저항 알루미늄 박막의 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씬 작기 때문에 표면 산란에 의한 비저항의 증가는 매우

증착압력과 기판 바이어스의 선정을 통해 고밀도 박막 형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알루미늄 박막 내 결
정립의 크기는 28-63 nm로서 전자의 평균 자유 행로와 유

성, 결정립계의 기공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정
립의 조대화를 통해 결정립계의 전자산란을 최소화하는 것

사한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결정립계 산란에 의한 상당한

이 필요하다.

비저항의 증가가 예상된다. 알려진 알루미늄 박막의 R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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