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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촉매와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을 이용하여 구리 배선과박막을 형성하는 방법

요약

회로의 신호 및 전력선, 실리콘 웨이퍼 위의 소자와 다른 요소들뿐만 아니라 능동 및 수동 소자를 배선연결하기 위하

여,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여기에 제시된 발명은 촉매와 함께 전형적으로 구리를 배선 도전

체 물질의 원료로 하는 화학적 기상 증착(CVD) 공정을 포함한다.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 넓은 수동 소자뿐만 아니라

전력 소자와 전력선을 위한 넓은 트렌치와 홀을 채우는 배선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고 공개된다. 여기에 제시된 다른 

방법은 좁고 깊은 트렌치와 직경이 작고 깊은 홀과 같은 작은 함몰부들을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으로 채우는 

방법이고, 편평한 최상부 표면의 박막이 습식 또는 건식 에치백 또는 고온 플라즈마 에치백 공정들에 의해 후속 공정 

단계에 대비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편평한 최상면에 매우 얇은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매우 비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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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표도

도 1d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촉매를 사용한 화학적 기상 증착(CVD)에 의하여 반도체 기술 영역의 서브마이크론급에서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 및 박막과 같은 구리계 배선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신호 및 전력선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 및 수동 소자들을 배선연결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 제품 생산 공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증착, 식각 등에 의하여 알루미늄계 금속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루미늄 합금이 제

조를 위한 취급이 비교적 수월하고 입수하기 용이하며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은 열적 스트레스뿐

만 아니라 높은 전기적 스트레스하에서도 약해서, 입자 크기에 주로 기인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문제로 알려진 파괴(breakdown)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자의 디자인 룰이 작아짐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의 입자 크기는 전술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관련 

문제때문에 보다 심각한 관심사가 되고 있 다. 알루미늄 합금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도전체로 알려져 있어 RC 시간 지

연과 같은 전기적 성능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배선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최근에 회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문제가 적고 배선 도전체의 물리적 특성이 강할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지연, 더 나은 전기전도도 관점에서 고성능 소자가 더욱 바람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전

도성 물질, 특히 구리 물질로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리는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므로 장점들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구리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문제는 훨씬 적

은 반면 보다 많은 전류를 운반할 수 있고 알루미늄에 비해 견실(robust)하다. 반면에,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증착한 다음-식각' 과정이 바로 적용되는 알루미늄 합금보다 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

기 위하여, 예를 들어 트렌치를 절연막 위에 식각에 의해서 형성한 다음에 구리로 채우는 다마신(damascene) 공정이

사용된다. 게다가, 하나가 다른 것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층안의 두 도전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비아

홀 또는 콘택트홀이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 이중 다마신(dual damascene) 공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가 다른 것의 상부에 있는, 인접한 두 층에 비아홀 또는 콘택트홀과 트렌치를 형성하는 두 단계 공정이 한 번의 공정

에서 구리로 채워진다.

트렌치와 홀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잘 알려진 기술로는 전기도금(electroplating : EP)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공정은

종래의 반도체 제조 공정과 아주 잘 맞지 않거나 적합하지가 않다. 또한, 이 공정은 다소 복잡하고 양산 환경에서 높은

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에 적합하고 부합하기 위하여, 화학

적 기상 증착(CVD) 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물리적 기상 증착(PVD) 방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트렌치와 홀을 사용하

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스퍼터링 기술을 사용할 때, 깊은 트렌치 또는 깊은 홀의 상단 개구부 근처에서 핀치

-오프(pinch-off)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트렌치나 홀의 나머지 부분이 채워지기 전에 개구부 상단이 막혀버린

다. 이것은 PVD 공정 중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직시선(line of sight)'을 따른 '직진' 증착이라는 특이한 성질때문에

야기된다. 이것이 서브마이크론급 반도체 소자의 제조에 스퍼터링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반면에, 화학적 기상 증착(CVD) 방법의 사용은 박막을 핵형성(nucleation)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CVD 방법은 단차피복성(step coverage)이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증착된 막 또는 박막은 모서

리뿐만 아니라 편평한 부분(최상부와 바닥의 편평한 부분)과 측벽도 상당히 잘 피복된다. 그러나 기판 온도가 약 200

℃에서 구리 물질이 CVD 방법으로 증착될 때 막 성장 속도가 50nm/분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느린 속도라고 간

주될뿐만 아니라, 박막의 핵형성 다음에 성장이 시작될 때에 섬(island)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막 표면의 기복이 생긴

다고 보고되었다.

CVD 방법이 박막 형성에 이용될 때 박막의 상당히 느린 성장 속도와 박막 표면의 기복이라는 전술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표면 위에 촉매를 이용하는 화학적 증착 방법이 이(Lee)씨에 의한 미국 출원 제09/554,444호에 제시되었

다. 여기에 제시된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은 할로겐 원소족에 속하는 요오드(iodine) 또는 브롬(bromine)을 촉매로써 

CVD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은 구리막의 성장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물인 

막 표면의 기복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촉매를 사용한 화학적 기상 증착(CVD)방법으로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 및 박

막과 같은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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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촉매를 사용한 구리 화학적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핀치-오프나 보이드(void)의 발생없이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

트를 채움으로써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공개한다. 본 발명의 첫번째 견지에서는, 요오드(i

odine) 또는 브롬(bromine)을 촉매로써 구리 CVD 방법과 함께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핀치-오프나 보이드 발생없이

,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채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개한다. 이 방법은 트렌치와 홀의 저부를 핀치-오프나 보이

드 발생없이 매우 빠르게 채운다. 트렌치나 홀이 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채워짐에 따라 증착 속도가 감소하여 최상면에

서 구리가 가장 느린 속도로 증착된다. PVD 방법 같은 종래 방법과는 달리,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는 트렌치와 홀

의 상단 개구부에서 핀치-오프를 일으키지 않는다.

본 발명의 두 번째 견지에서는, 좁고 깊은 트렌치와 직경이 작고 깊은 홀안에 상기한 본 발명의 첫번째 견지에서 설명

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구리층 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개한다. 이 방법은 트렌치와 홀 깊이 구리 물

질을 채우도록 하기 때문에, 깊은 트렌치와 홀을 구리로 채울 수 있다. 반면에 스퍼터링 기술과 같은 종래의 방법은 이

러한 깊은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세 번째 견지에서는, 최상면에 매우 얇은 구리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얇은 구리층은 다음 공정 단계를 대비하여 에치백(etchback) 수단으로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거는 보통 매우 

비싼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으로 수행된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전기도금 기술도 다음 공정 단계를 대비하

여 최상면에 형성된 구리를 제거하는 데에 CMP를 필요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 및 장점들과 함께, 본 발명은 다음에 설명한 도면을 참조하면 후술하는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가

장 잘 이해되어질 것이다.

도 1a 내지 도 1d는 구리 물질로 채워서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를 도시하는 일련의 단면도들이다.

도 1e는 구리로 채워진 비아홀들 열(row)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도 1f는 구리로 채워진 비아홀들 배열(array)의 상면을 비스듬한 각도로 찍은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도 1g는 구리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비아홀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구리가 비아홀의 바

닥에서부터 상부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도 1h는 구리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트렌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구리가 트렌치의 바

닥에서부터 상부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도 1i는 구리를 채우기 위해 준비된 넓은 식각 영역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j는 구리를 더 잘 채우기 위한 벽과 기둥의 패턴을 예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넓은 식각 영역을 보여주는 도면이

다.

도 2a는 트렌치와 비아홀을 완전히 채우기 위한 종래의 전기도금을 위해 충분히 두꺼운 2차 구리층을 보여주는 예시 

단면도이다.

도 2b는 구리로 완전히 채워진 트렌치를 보여주는 예시 단면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이중 다마신 트렌치-비아홀 구조에 구리를 채우는 공정의 순서이다.

도 4는 구리로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5a는 상기의 도 1d와 유사하나, 구리가 약간 과도하게 채워진 트렌치의 단면도이다.

도 5b는 트렌치 내부에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으로 도 5a의 표면층이 제거된 

결과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5c는 상부의 화학 식각제를 보여주는 도 5a의 단면도이다.

도 5d는 트렌치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부층이 식각된 후의 도 5c의 단면도이다.

도 5e는 플라즈마 식각 공정을 보여주는 도 5a의 단면도이다.

도 5f는 트렌치 내부에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부 구리층이 플라 즈마 식각된 후의 도 5e의 단면도이다.

도 5g는 상부의 포토레지스트 층을 보여주는 도 5a의 단면도이다.

도 5h는 상부 구리층과 식각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된 포토레지스트를 보여주는 도 5g의 단면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르면, 회로의 신호 및 전력선, 실리콘 웨이퍼 위의 소자와 다른 요소들 사이뿐만 아니라 능동 및 수동 요

소들을 배선연결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한 구리 화학적 기상 증착(CVD) 공정으로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공개한다. 보다 상세하게, 배선을 위한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채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개한다. 

본 발명의 다른 견지들에 따르면, 넓은 수동 요소들뿐만 아니라 전력 소자와 전력선의 홀과 넓은 트렌치를 채우는 방

법을 여기에 제시하고 공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르면, 전기도금과 같은 종래의 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작

은 모양들인, 좁고 깊은 트렌치와 직경이 작고 깊은 홀과 같은 작은 함몰부(depression)들을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

D 방법으로 채우는 방법도 또한 제시한다. 이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함몰부의 나머지를 전기도금하기 위한 씨앗

층(seed layer)을 증착하는 수단으로도 추후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의 견지는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

성하는 것에 추가하여, 웨이퍼 표면의 편평한 최상부에 일부러 매우 얇은 막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럼으

로써 편평한 최상부의 박막은 다음 공정 단계를 대비하여 습식 또는 건식 에치백 또는 고온 플라즈마 에치백 공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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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이로써, 비싼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의 사용은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부로 구리로 증착해서 올라가도록 하

며,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트렌치의 상단 개구부에 핀치-오프나 트렌치 내부에 보이드가 생기는 문제없이 트렌치

를 채운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르면, 트렌치의 바닥에서 증착 속도가 빠르고, 두 트렌치 사이의 편평한 최상부와 트

렌치의 측벽에서 느리며, 이것은 촉매를 이용하는 구리 CVD 방법을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구리로 채우는 이상

적인 공정이 되게 한다. 특히, 편평한 최상부에서의 증착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러나, 다른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구

리의 박막을 증착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는 편평한 표면에 얇은 구리층을 증착하는 뛰어

난 방법이다. 하지만, 막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증착 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더 두꺼운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가한 다음 구리를 증착하는' 주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기에 제시하는 본 

발명의 하나의 견지이다.

도 1c를 참조하면, '바닥을 먼저 채운 다음 빠르게 증착하는' 현상 배경의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도 1c에서, 

촉매는 좋은 표면활성제(surfactant)로 작용하고 구리 원자는 구리 씨앗층의 표면 위에서 주변을 매우 빠르게 움직인

다. 씨앗층 위에 증착하는 구리층이 두꺼워짐에 따라, 구리막은 성장하는 표면적이 트렌치 또는 홀안의 제한된 공간

에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성장한다. 두 번째로, 구리막이 성장함에 따라 그 표면적이 감소하고, 이로써 촉매의 '밀도'

가 증가한다. 따라서, 이것은 구리 성장 속도를 증가시키고 증착 속도는 트렌치나 홀 이외의 곳 보다 빨라진다. 성장 

속도는 트렌치 또는 홀의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데, 이것은 성장하는 구리막 표면적이 감소하는 속도가 트렌

치 또는 홀의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트렌치 또는 홀 바닥의 '모서리'가 먼저 채워

진다. 여기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하겠지만, 선호되는 촉매는 할로겐 원소족,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오

드(iodine)와 브롬(bromine)이다.

본 발명에 따른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를 참조하면, 트렌치(120)가 

기판(100) 상부의 절연막(110) 안에 형성된다. 도 1b에서, 도전성 물질이 절연막(110)과 기판(100)으로 침투하는 것

을 방지하는 차단막(barrier layer)(130)이 기판의 최상부에 먼저 형성된다. 다음에, 구리 씨앗층(seed layer)(140)이

차단막(130) 상부에 형성된다. 다음 단계는 도 1c에 도시한 것처럼 촉매(150)를 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 1d에

도시한 것처럼 구리 CVD에 의하여 구리 물질을 증착한다.

도 1e는 구리로 채워진 비아홀들 열(row)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도 1e는 트렌치 안의 

구리층에 비하여 최상면에 있는 구리층이 매우 얇은 것을 보여준다. 도 1f는 구리로 채워진 비아홀들 배열(array)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은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도 1g는 구리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비아홀의 단면을 보여

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구리가 비아홀의 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도 1h는 구리

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트렌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구리가 트렌치의 바닥에서부터 시

작해서 상부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

선, 본 발명에 따라 구리를 채우는 방법은 다층의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데에 아주 적합하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방법들이 핀치-오프나 보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채우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구

리를 채우는 방법은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채우면서 편평한 표면에는 구리층을 천천히 형성하여 비싼 구리 원

료를 덜 소모한다. 표면의 구리층은 후속 공정을 위해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구리

물질을 적게 소모하게 하므로 좋은 방법이다. 셋째, 촉매를 사용한 CVD 방법에서는 위에 언급한 CMP 공정의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이것은 최상면에서의 구리막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구리를 채우는 방법

은 전기도금과 같은 종래 방법에 비하여 더 경제적이다.

본 발명은 후술하는 상세한 예시적이고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면 잘 이해될 것이다.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데에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으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몇 가지 예시적인 방법이 

본 발명에 따라 제시되고 공개된다.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수단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범위는 여기에 제공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 실시예

촉매를 사용한 구리 화학적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트렌치, 비아홀 및 콘 택트와 같은 배선 도전체들을 형성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다. 도 1a는 실리콘 기판(100) 또는 절연막(110) 안의 홀(120)을 식각한 다마신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전형적인 다마신 구조이다. 홀(120)의 최상단 개구부 크기는 그 너비가 500nm이고 종횡비

는 2:1이다(따라서, 홀(120)의 깊이는 1000nm이다). 도 1b를 참조하면, 홀(120)을 포함한 전체 표면에 탄탈륨 질화

막(TaN)(130)을 스퍼터링으로 피복하였다. 이 탄탈륨 질화막은 도전성 물질(140)을 증착하는 동안 상기 도전성 물질

이 절연막(110)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막이다. 이 차단막이 없으면, 상기한 도전성 물질의 절연막으로의 

침투가 반도체-절연체 관계의 기본적 보전성(integrity)을 변경함으로써,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목적을 좌절(defea

t)시킨다. 차단막으로 적합한 다른 물질들은 Ta, Ti, TiN, Ta-Si-N 및 Ti-Si-N이다. 몇 가지 절연막들은 구리의 침

투를 저지하는 성질이 있어 이와 같은 절연물질은 구리에 대한 차단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1b를 참

조하면, 차단막(130) 위에 구리 씨앗층(140)을 스퍼터링으로 형성하였다. 씨앗층의 두께는 절연막(110)의 상부 표면

에서 30nm로 측정되었고 홀의 내벽에서는 약 3nm로 측정되었다. 가장 좋은 모드(mode)의 수치는 절연막(110)의 상

부 표면에서 측정한 두께가 약 30nm이었다.

도 1c를 참조하면, 5Torr 진공에서 특수제작한 반응 챔버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준비된 샘플을 촉매(150)

인 요오드화 에틸(ethyl iodide)로 처리하였다. 후속적으로, 도 1d에 도시한 것처럼, 홀이 구리(160)로 채워지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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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 기판 샘플을 구리 원료 물질 (hfac)Cu(vtms)로 3분 동안 180℃, 5Torr 전체 압력 중 구리 원료 물질 (hfac)Cu(v

tms) 분압 0.7Torr하에서 아르곤 운반가스(carrier gas)와 함께 처리하였다. 여기서, 리간드(ligand) (hfac)는 헥사플

루오로아세틸아세토네이트(hexafluoroacetylacetonate)를 의미하고, 리간드 (vtms)는 비닐트리메틸실레인(vinyltri

methylsilane)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도 1e 내지 도 1h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을 얻었다.

도 1e는 핀치-오프와 보이드없이 균일하게 채워진 홀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 1f는 완전히 채워진 홀의 상부면을 보여

준다. 도 1g는 채워지는 단계 초기에 찍은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홀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부쪽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도 1h는 역시 트렌치의 바닥에서부터 상부쪽으로 구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SEM 사

진이다.

도 1g와 도 1h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리층은 트렌치와 홀의 바닥에서 빨리 성장하고, 트렌치 및 홀의 최상부와 내

부에서 보이드나 핀치-오프없이 상부쪽으로 성장한다. 구리층이 트렌치 및 홀 바깥에서 100nm만큼 성장하여도, 트

렌치 및 홀의 상부와 내부에 핀치-오프나 보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 실시예

실리콘 기판에 매립된(embedded) 배선 도전체들은 여러가지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및 신

호 적용을 위한 배선 도전체들은 크다. 그러나 위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에 기초한 구리를 채우는 방법은 입력/출력(I/O) 신호 및 전력선을 위한 패드와 같이 종횡비가 아주 작

은 넓은 면적을 채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다른 '연한' 금속들과는 달리 구리를 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구리 증착 

방법과 함께 다마신 구조들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본 발명에 따른 구리를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종횡비를 가지는 큰 트렌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도 1i를 참조하면, 절연막(190) 안에 넓은 트렌치(192)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구리를 채우는 방법

은 이러한 사이즈가 너무 큰 트렌치를 채우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도 1j에 도시한 패턴은 본 발명에 따른 구리를 채우

는 방법으로 전도성 '패드'를 형성하기 위해, 위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구리를 채우는 방법을 활용하는 예이다. 반

면에, 연속적인 도전층을 형성하는 데에 여러 개의 좁은 트렌치가 필요하다. 전체 트렌치 영역에 걸쳐서 과도하게 채

우면 양호한 도전성 '패드'를 만들 수 있다. 도 1j를 참조하면, 전체 트렌치 영역(190) 안에 많은 기둥(194)과 벽(196)

이 있다. 이것들은 좁은 트렌치(198)를 많이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신호 입력/출력(I/O) 단자 및 전력선으로 사용

하기 위한 전도성 '패드'를 형성하는 데에, 위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구리를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것보다 적당하다.

제3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도 2a를 참조하여 최상면뿐만 아니라 트렌치(220) 내부에 차단막(230)과 씨

앗층(240)을 가지는 실리콘 기판 샘플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스퍼터링 방법이 씨앗층(240)뿐만 아니라 차단막(23

0)을 형성하는 데에 이용되는데, 트렌치 및 비아홀의 상단 개구부가 좁을 경우에는 TaN 또 는 TiN을 사용하여 차단

막(230)을 형성하는 데에 CVD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씨앗층(240)을 형성하는 데에 촉매로서 요오드화 에

틸을 사용하는 구리 CVD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리 원료 물질 (hfac)Cu(vtms)은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게 여기에

서도 다시 사용하였다.

촉매 요오드화 에틸은 도 1c에 도시한 것처럼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리층(260)을 형성하는 

데에도 가해질 수 있는데, 2차 구리층(260)은 구리층(260) 위에 전기도금하기 위한 전극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두

께(100nm를 초과하지 않는)로 형성한다. 전기도금으로 완전히 채워진 구리층(270)을 도 2b에 도시하였다.

이 예시적인 실시예는 상당히 넓은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채우는 데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에 사용되는 구리 원료 물질이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구리 원료 물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제4 실시예

일반적으로, 이중 다마신 구조에 전기도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도 3a에 도시한 것처럼 트렌치(324)를 

쌓은 것과 같이 비아홀이 트렌치 위에 쌓였을 때의 깊이가 깊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따른 촉매를 사용한 구리를 채우

는 방법은 이러한 이중 다마신 구조의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

도 3a를 참조하면, 도전층(342)의 패턴을 기판(300) 상면의 제1 절연막(310) 에 형성하였다. 도전체 패턴(342)이 있

는 제1 절연막(310)을 통상의 방법으로 평탄화한 후, 제2 절연막(312)을 제1 절연막(310) 위에 증착하고, 콘택트홀(

322)을 제2 절연막(312) 내에 식각하였다. 제3 절연막(314)을 형성한 다음 트렌치(324)를 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렌치(324)와 콘택트홀(322)을 포함하는 이중 다마신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음에, 도 3b를 참조하면, 후속하는 공정

동안 전도성 물질이 절연막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막(302)을 전체 표면에 피복한 다음에, 트렌치(324)와 

콘택트홀(322)을 채우기 위하여 구리 씨앗층(344)을 요오드화 에틸을 촉매로 사용하는 구리 CVD 방법으로 형성하

였다. 씨앗층(344)의 성장주기동안 콘택트홀(322)은 도 3b에 도시한 것처럼 구리로 채워졌다. 일반적으로, 홀은 트렌

치보다 구리로 매우 빨리 채워지므로,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으로 홀이 이미 채워진 반면 덜 채워진 트렌치를 

채우는 데에 전기도금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트렌치(324)는 도 3c에서처럼 구리층(352)을 전기도금

하여 채운다. 이 때에 구리 씨앗층(344)은 전기도금의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두꺼워야 한다(바람직하게는, 

100nm보다 두껍지 않아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핀치-오프와 보이드 발생없이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가 구리로 채워진다.

제5 실시예

회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룰은 점점 작아지고, 트렌치와 홀의 상단 개구부는 점점 좁아지고 또 작아진다. 이

러한 경우에, 촉매는 바닥 깊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래의 스퍼터링 방법은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촉매를 가한 다음 구리를 증착하는' 주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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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해법을 제시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리콘 기판(410) 상의 절연막(420)내에 트렌치 또는 홀을 형성한 

다음, 티타늄 질화막(TiN) 또는 탄탈륨 질화막(TaN)을 사용하여 차단막(430)을 형성한다. 구리 씨앗층(440)을 형성

하기 위하여, 구리 씨앗층의 두께가 편평한 상부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70nm를 넘지 않을 때까지 '촉매를 가한 다

음 구리를 증착하는' 주기를 적어도 2번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형성된 구

리 씨앗층이 2차 구리층(450)을 형성하기 위한 전기도금의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핀치-오프와 보이드가 없는 구리층(450)을, 제1 구리 씨앗층(440)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전기도금

방법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도 4의 도전체의 편평한 상부 표면을 후속 공정에서 구리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6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르면,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으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장

점을 갖고 있다. 먼저, 구리층 성장 속도는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와 같이 좁고 깊은 구조의 바닥에서 가장 빠르다. 

구리층이 점차로 성장함에 따라 성장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상부 표면에서 가장 느려진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도 5a를 참조하면, 트렌치(520)는 구리로 빠르게 채워지지만 상부 표면에서는 구리층(554)이 일반적으로 

느리게 자라 얇은 구리층(554)만이 형성된다. 후속의 단계에서, 양호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전층(530, 

540, 554)은 도전체의 다음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거되어야만 한다.

도 5b는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도전층(530, 540, 554)을 종래의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으로 제거하

고 평탄화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제7 실시예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도전층(530, 540, 554)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방법으로 제거하고 평탄화

하는 다른 예시적 방법이다. 도 5c를 참조하면, 화학 식각제(580)가 구리층(554) 전체 표면에 가해져서, 도 5d에 도

시한 것처럼 도전층이 없는 편평한 표면이 형성된다.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0, 55

4)이 매우 얇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8 실시예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0, 554)을 고온 플라즈마 식각 방법으로 제거하고 평탄화하

는 또 다른 예시적 방법이다. 도 5e를 참조하면, 고온 플라즈마 식각(582) 방법을 도 5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

0, 554)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 표면에 가한다. 그 결과, 도 5f의 평탄한 표면을 얻는다.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

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0, 554)이 매우 얇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9 실시예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0, 554)을 선택적 식각 방법으로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또 

다른 예시적 방법이다. 도 5g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차단막(584)이 필요에 따라 형성된다. 다음에 남아 있는 부

분이 식각되어, 상부 표면에 도전체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 편평한 상면뿐만 아니라 '돌출된(protruding)' 도전체(570

d)만이 남는다. 이것은 본 발명에 따라 도 5a의 상부 표면 도전층(530, 540, 554)이 매우 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

돌출된' 도전체(570d)는 예를 들어 입력/출력(I/O) 단자의 패드로 사용된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으면서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수단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범위

는 여기에서 제공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구리를 채우는 방법은 다층의 배선 도전체를 형성하는 데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들이

트렌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핀치-오프나 보이드없이 채우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구리를 채우는 방법은 트렌

치, 비아홀 및 콘택트를 빨리 채우고 편평한 표면에는 구리층을 천천히 형성하여 비싼 구리 원료를 덜 소모하며 후속 

공정을 위해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로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을 적게 하므로 좋은 방법이다. 셋째, 촉매를 사용한 

구리 CVD 방법에서는 위에 언급한 CMP 공정의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최상부 표면에서의 구리막의 두께가 매우 얇

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구리를 채우는 방법은 전기도금과 같은 종래 방법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함몰부(depression)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 표면에 구리 씨앗층(seed layer)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체 표면에 요오드(iodine) 또는 브롬(bromine) 촉매에 노출시키는 단 단계; 및

상기 전체 표면에 화학적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구리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씨앗층을 형성하기에 앞서서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Ta, Ti, TaN, TiN, Ta-Si-N 및 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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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차단막(barrier layer)을 증착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몰부들이 상기 살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만들어진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홀들 등과 이들의 

조합(combination)으로 구성괸 구조(structure)로 된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함몰부들이 단일 다마신(single damascene)또는 이중 다마신(dual damascene)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구조(structure)로 된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구리를 증착 하는데 사용되는 구리 원료(copper source mater

ial)가 (hfac)Cu(vtms)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구리를 증착 하기 위한 화학 기상 증착(CVD) 챔버의 온도가 50℃보다 높고 250℃보다 낮은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씨앗층의 두께는 100nm를 넘지 않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구리를 증착하기 위한 화학 기상 증착(CVD) 챔버의 공정 압력이 10Torr 미만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3.
실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단일 다마신 또는 이중 다마신 또는 이들의 조합(combination)으로 구성된 구조를 갖는 함

몰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차단막 표면에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리 씨앗층 표면에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하는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추가적인(addition

al) 구리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적인 구리층을 포함하는 도전층들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전기도금 방법으로 배선용 구리층을 상기 추가적인

구리층 위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을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씨앗츨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하는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상기 구리층을 증착

하는데 사용되는 구리 원료가 (hfac)Cu(vtms)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과 상기 구리 씨앗층을 스퍼터링 방법으로 형성한후에, 상기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하여 상기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상기 추가적인(additional) 구리층을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을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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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기판의 절연층들 내에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홀 등과 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함몰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기판 표면에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 표면를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에 노출시키는 단계;

상기 기판의 함몰부들에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으로 증착하고 상기 기판의 편평한 부분에 얇은 구리층이 형

성될 때까지 구리층들을 화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증착 단계; 및

다음 공정단계(subsequent process step)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기 얇은 구리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기에 앞서서,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차단막을 증착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한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 방법에 사용되는 구리 원료(copp

er source material)가 (hfac)Cu(vtms) 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다음 공정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기 얇은 구리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화

학적 기계적 연마(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방법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다음 공정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기 얇은 구리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습

식 화학적 식각 방법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다음 공정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기 얇은 구리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고

온 플라즈마-식각 방법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다음 공정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상기 얇은 구리층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패

드(pad)로 사용하기 위한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홀들 등과 같은 함몰부들의 상부 표면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

토레지스트 패턴(photoresist pattern)을 사용하는 선택적 습식-식각 방법 (selective wet-etching method)인 도전

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1.
실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단일 다마신, 이중 다마신 또는 이들 둘 다의 조합(combination)으로 구성된 구조들(struc

tures)로 되어 있는 함몰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차단막 표면에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하는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D)방법을 사용하여 구리 씨앗층을 형

성하는 단계; 및

상기 구리 씨앗층을 포함하는 도전층들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전기도금 방법으로 배선용 구리층을 상기 씨앗층 위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을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3.
실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트렌치, 비아홀, 콘택트홀들 등으로 구성된 이중 다마신 구조(structure)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이중 다마신 구조 내에 형성되어있는 콘택트홀들을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를 이용하는 구리 화학 기상 증착(CV

D) 방법으로 채운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구리 씨앗층을 포함한 도전층들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전기도금 방법으로 배선용 구리층을 상기 구리 씨앗층 위

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홀들을 구리로 채우고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과정에 앞서서 상기 실리콘 기판 표면에

차단막을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을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6.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다마신 구조내의 트렌치에 형성되는 구리 씨앗층의 두께가 100mm 이하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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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실리콘 기판의 절연막들에 단일 다마신 또는 이중 다마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구조들(structures)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기판의 표면을 요오드 또는 브롬 촉매에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기판 표면에 호학 기상 증착 방법으로 

구리를 증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공정 주기를 적어도 2회 이상 반복하여 구리 씨앗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구리 씨앗층을 포함한 도전층들을 전극으로 이용하여 전기도금 방법으로 배선용 구리층을 상기 구리 씨앗층 위

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을 Ta, Ti, TaN, TiN, Ta-Si-N 및 Ti-Si-N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형성하는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씨앗층의 두께가 70mm 이하 인 도전체 배선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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