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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금속 할로겐 가스를 사용한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은 금속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여 반도체 기판의 금속 하지막 위에 금
속 박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은 금속 박막 증착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소정의 반응 가스를 일정 
시간 유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유입된 반응 가스는 금속 할로겐 가스 유입시에 금속 할로겐 가스의 할로겐 레디컬과 
반응하여 상기 할로겐 레디컬을 포함한 불순물이 금속 하부막에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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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내 보인 플로우챠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사용되는 장비의 개략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한 경우에서 측정된 컨택 저항을 나타내
는 그래프들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한 경우에서 측정된 누설 전류값을 나타
내는 그래프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금속 할로겐 가스를 사용한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
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룰(design rule)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택 홀의 어스펙트 
비(aspect ratio)는 증가하는 반면에 접합 깊이(junction depth)는 얕아지고 있다. 접합 깊이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짧
은 채널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고집적 반도체 소자에 적합한 모스 트랜지스터는 채널 길이가 짧아야 하며, 
짧은 채널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스/드레인 영역의 깊이, 즉 접합 깊이를 얕게 형성하
여야 한다. 얕은 접합과 금속 배선(metal interconnection)을 접촉시키는 배선 기술(interconnection technology)에 
있어서, 장벽 금속층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금속 배선이 얕은 접합을 침투하는(penetrating) 접합 스파이킹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장벽 금속층과 접합 사이에는 저항성 물질층(ohmic layer)이 개재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저항성 물질층/장벽 금속층으로는 Ti/TiN이 널리 사용되며, 이와 같은 막들은 화학 기상 증착법을 사
용하여 형성한다. 상기 Ti/TiN 박막을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형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금속 소스 가스로는 TiCl 4 가스
를 사용한다. 그러나 TiCl4 가스를 사용하여 TiN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Ti 박막에 Cl 원소를 함유하는 불순물 덩어리
들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Ti 박막을 증착한 후에 질화 공정을 수행하여 Ti 박막 표면을 질화시키고, 그 
후에 TiN 박막을 증착시켜야 한다. 이는 전체 공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Ti 박막의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질화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Ti 박막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금속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의 할로겐 성분에 의해 하부 금속막이 열화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은 금속 할로겐 가스를 사용하
여 반도체 기판의 금속 하지막 위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상기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은 금속 박막 증착의 전
처리 과정으로서 소정의 반응 가스를 일정 시간 유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유입된 반응 가스는 금속 할로겐 가스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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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의 할로겐 레디컬과 반응하여 상기 할로겐 레디컬을 포함한 불순물이 금속 하부막에 형성되
지 않도록 한다.
    

상기 금속 하부막은 내화성 금속막 또는 내화성 금속 실리사이드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상기 내화성 금속
막은 Ti막, Co막 또는 Ni막이고, 상기 내화성 금속 실리사이드는 TiSi 2 또는 CoSi2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금속 박막은 Ti막, TiN막, TiAlN막 또는 TiSiN막일 수 있으며, 상기 금속 박막이 Ti막인 경우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는 TiCl4 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에 상기 반응 가스는 알루미늄(Al), 토륨(Th), 우라늄(U), 하프늄
(Hf), 지르코늄(Zr), 란탄(La), 프로슘(Pr), 인듐(In), 세륨(Ce), 네오듐(Nd) 혹은 베릴륨(Be)을 포함하는 유기 금
속 전구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알루미늄(Al)을 포함하는 유기 금속 전구체는 디이소부틸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4 H9 )2 AlH), 트리이소부틸알
루미늄((C4 H9 )3 Al), 트리에틸알루미늄((C2 H5 )3 Al), 트리메틸알루미늄((CH3 )3 Al), 트리메틸아민(AlH 3 N(CH3 )

3 ), 디메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H3 )2 AlH) 혹은 디메틸 에틸아민 알란((CH 3 )2 C2 H5 N:AlH 3 )일 수 있다. 상기 
란탄(La)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란탄((C5 H5 )3 La)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
에닐 란탄((C2 H7 C4 H4 )3 La)일 수 있다. 상기 프로슘(Pr)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프로슘((
C5 H5 )3 Pr)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프로슘((C3 H7 C5 H4 )3 Pr)일 수 있다. 상기 인듐(In)을 함유
하는 전구체는 사이클로디에닐 인듐(C2 H5 In), 펜타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 인듐((CH3 )5 C5 In), 트리에틸 인듐((C 2

H5 )3 In) 혹은 트리메틸 인듐((CH 3 )3 In)일 수 있다. 상기 세륨(Ce)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세륨((C5 H5 )3 Ce)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세륨(((C5 H5 )C5 H4 )3 Ce)일 수 있다. 상기 네오듐(N
d)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네오듐((C5 H5 )3 Nd)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네오듐((C3 H7 C5 H4 )3 Nd)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베릴륨(Be)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디에틸베릴륨(Be(C 2 H5 )2 )일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인 플로우 챠트이다. 그리
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의 개략도이다.

    
먼저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다른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반응 챔버(210)와, 반도체 기판(230)
이 놓이도록 상기 반응 챔버(210)의 바닥에 설치된 서셉터(susceptor)(220)와, 반응 가스들이 반응 챔버(210) 내부
로 주입되도록 서셉터(220) 상부에 설치된 샤우어 헤드(shower head)(240)와, 반응 챔버(210) 내부의 압력을 조절
하기 위하여 반응 챔버(210)와 연결된 진공 펌프(250)를 구비한다. 그리고 금속 소스 가스(metal source gas)를 포
함한 각종 가스들이 상기 샤우어 헤드(240)에 연결된 가스 주입관(260)을 통해 반응 챔버(210) 내부 공간으로 유입
된다. 상기 반응 챔버(210) 내부로 유입되는 가스들은 상기 가스 주입관(260)에 설치된 밸브(270)에 의해 가스 주입
관(260) 내부로의 주입이 제어된다. 도면에서는 하나의 가스 주입관(260)이 도시되어 있지만, 복수개의 가스 주입관
이 상기 샤우어 헤드(240)에 연결되어서 각각의 가스가 서로 다른 가스 주입관을 통해 반응 챔버(210)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반도체 기판, 예컨대 실리콘 기판의 소정 영역 표면에 
불순물로 도핑된 접합, 즉 불순물층을 형성한다. 상기 불순물층은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에 해당되며, 특
히 고집적 반도체 소자의 경우에 0.1㎛ 이하의 얕은 깊이로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짧은 채널 효과
(short channel effect)가 접합 깊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불순물층의 접합 깊이가 얕을수록 모스 
트랜지스터의 짧은 채널 효과는 개선된다. 상기 불순물층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층간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불순물층의 소정 영역을 노출시키는 컨택 홀을 형성한다. 이때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
할수록 상기 층간 절연막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컨택 홀의 직경은 작아진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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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 홀의 어스펙트 비는 증가한다. 상기 컨택 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30)을 금속 박막 형성용 장비의 반응 챔버(
210) 내에 설치된 서셉터(220) 위에 로딩시킨다(단계 110).
    

이어서 가스 주입관(260)을 통해 금속 소스 가스, 불활성 가스 및 환원 가스를 반응 챔버(210) 내로 소정 시간 동안 
주입시켜서, 컨택 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30) 전면에 저항성 물질층인 금속 하부막을 형성한다(단계 120). 상기 금
속 하부막은 티타늄(Ti), 코발트(Co), 니켈(Ni) 등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속막, 또는 티타늄 실리사이드(TiSi 2 ), 코발
트 실리사이드(CoSi2 )와 같은 내화성 금속 실리사이드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소스 가스로는 금속 할
로겐 가스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금속 하부막으로서 Ti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기 금속 소스 가스로는 TiCl 4

가스를 사용한다.

    
다음에 할로겐 이온 또는 할로겐 레디컬과 같은 할로겐 활성종과의 반응성이 강한 반응 가스를 반응 챔버(210) 내에 
일정 시간 동안 공급한다(단계 130). 상기 반응 가스는 금속 하부막 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속 
할로겐 소스 가스로부터 발생되는 할로겐 활성종과 반응시키기 위하여 공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할로겐과의 결합력이 
금속 할로겐 소스 가스보다 더 커야 한다. 참고로 427℃의 온도에서 염소를 함유하는 여러 가지 기체 화합물에 대한 깁
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를 아래 표 1a 및 표 1b에 나타내었다.
    

[표 1a]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Al2 Cl6 -1121.9 HfCl3 -626.7 BeCl2 -373.1
ThCl4 -895.8 EuCl3 -621.6 BCl3 -367.7
UCl5 -811.9 YbCl3 -621.5 SiCl3 -365.7
HfCl4 -804.7 K2 Cl2 -609.8 SnCl4 -362.3
ZrCl4 -777.6 Rb2 Cl2 -607.6 InCl3 -335.8
LaCl3 -708.9 Li2 Cl2 -597.8 AlCl2 -305.5
PrCl3 -706.9 SiCl4 -569.6 TaCl3 -300.1
In2 Cl6 -703.7 AlCl3 -550.1 GeCl3 -299.8
CeCl3 -699.5 Fe2 Cl6 -526.8 MnCl2 -286.4
NdCl3 -696.6 BaCl2 -524.3 WCl5 -285.6
Be2 Cl4 -692.6 SrCl2 -498.1 CsCl -276.7
TiCl4 -678.3 TaCl4 -497.5 ZnCl2 -273.5
GdCl3 -674.3 CaCl2 -489.1 WCl4 -267.6
TbCl3 -668.1 PbCl4 -462.1 Ti2 Cl2 -259.8
HoCl3 -659.7 VaCl4 -447.2 GaCl2 -258.4
ErCl3 -651.7 GeCl4 -410.8 SbCl5 -249.9
Cs2 Cl2 -644.1 MgCl2 -407.8 Cu3 Cl3 -242.9
TmCl3 -641.5 Fe2 Cl4 -406.5 PCl3 -242.3
TaCl5 -636.6 GaCl3 -388.6 FeCl3 -240.6

[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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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InCl2 -240.2 CaCl -165.1 NiCl2 -101.8
BiCl3 -238.5 TeCl4 -136.4 HCl -98.7
AsCl3 -231.4 HgCl2 -136.2 SeCl2 -50.5
SnCl2 -215.8 TeCl2 -134.6 BiCl -30.9
BaCl -198.5 CoCl2 -125.2 BeCl -6.2
SiCl2 -195.5 GaCl -123.1 AgCl 29.6
SrCl -181.5 AlCl -111.6 BCl 74.3
FeCl2 -174.5 BCl2 -109.9 SiCl 123.7

상기 표 1a 및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427℃의 온도에서 화합물 TiCl 4 는 678.3kJ/mol의 높은 깁스 자유 에너지를 갖
는다. 이 값은 상당히 높은 값이므로, TiCl 4 화합물에서 티타늄과 염소의 결합을 끊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티타늄과 염
소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TiCl4 보다 더 큰 값의 깁스 자유 에너지를 갖는 화합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상기 표 1에
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에 알루미늄(Al), 토륨(Th), 우라늄(U), 하프늄(Hf), 지르코
늄(Zr), 란탄(La), 프로슘(Pr), 인듐(In), 세륨(Ce), 네오듐(Nd) 및 베릴륨(Be)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금속 원
소들은 427℃의 저온에서 염소와 결합하여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부 금속막 
위에 증착되지 않고 퍼지(purge)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할로겐 활성종과의 반응 가스로서 상기 금속 원소들을 포함하며, 동시에 산소와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유
기 금속 전구체(precusor)를 사용한다. 이 유기 금속 전구체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소와의 결합력
이 가장 높은 알루미늄(Al)의 경우, 상기 유기 금속 전구체로서, 디이소부틸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 4 H9 )2 AlH), 트
리이소부틸알루미늄((C4 H9 )3 Al), 트리에틸알루미늄((C2 H5 )3 Al), 트리메틸알루미늄((CH3 )3 Al), 트리메틸아민(A
lH3 N(CH3 )3 ), 디메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H3 )2 AlH) 혹은 디메틸 에틸아민 알란((CH 3 )2 C2 H5 N:AlH 3 )일 
수 있다. 상기 란탄(La)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란탄((C5 H5 )3 La) 혹은 트리스이소프로
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란탄((C2 H7 C4 H4 )3 La)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프로슘(Pr)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트리스
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프로슘((C5 H5 )3 Pr)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프로슘((C3 H7 C5 H4 )3 Pr)을 사
용할 수 있다. 상기 인듐(In)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사이클로디에닐 인듐(C 2 H5 In), 펜타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 
인듐((CH3 )5 C5 In), 트리에틸 인듐((C 2 H5 )3 In) 혹은 트리메틸 인듐((CH 3 )3 In)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세륨(Ce)
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세륨((C5 H5 )3 Ce)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세륨(((C5 H5 )C5 H4 )3 Ce)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네오듐(Nd)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네오듐((C5 H5 )3 Nd)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타디에닐 네오듐((C3 H7 C5 H4 )3 Nd)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상기 베릴륨(Be)을 함유하는 전구체로서는 디에틸베릴륨(Be(C2 H5 )2 )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유기 금속 전구체를 공급하는 시간은 하부 금속막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 하부 금속막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는 적은 시간동안 공급하면 되며, 하부 금속막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동안 공급한다. 예를 들면 하부 
금속막이 두께가 300Å인 Ti막이고, 그 위에 형성하고자 하는 금속 박막이 TiAlN 박막일 경우에 유기 금속 전구체의 
공급 시간은 1초 정도이다. 그러나 하부 금속막의 두께가 500Å인 경우에, 유기 금속 전구체의 공급 시간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하부 금속막이 열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략 3초 정도 동안 유기 금속 전구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상기 유기 금속 전구체를 반응 챔버(210) 내에 일정 시간 공급한 후에는, 금속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 할로겐 화합
물로 이루어진 금속 소스 가스를 반응 챔버(210) 내에 공급한다(단계 140). 이때 금속 소스 가스 이외에 암모니아(N
H3 ) 가스, 수소(H2 ) 가스, 아르곤(Ar) 가스 및 질소(N 2 ) 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소스 가스가 반응 챔
버(210) 내에 공급되면, 금속 하부막 위에 금속 박막이 적층된다. 상기 금속 박막이 적층되면서 동시에 금속 소스 가스
의 할로겐 활성족이 이미 공급되어 반응 챔버(210) 내에 남아 있는 유기 금속 전구체의 금속 성분과 결합하고, 이 결합
물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금속 반응 가스의 금속 성분과 금속 소스 가스의 할로겐이 결합된 결합 가스를 퍼지하여 반응 챔버(210) 
외부로 배출시킨다(단계 150). 그러면 금속 박막이 형성되면서, 금속 소스 가스의 할로겐 성분으로 인한 금속 하부막
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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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한 경우에서 측정된 컨택 저항을 나타내
는 그래프로서, 도 3은 불순물 영역으로 N+ 영역 위에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이고, 도 4는 불순물 영역으로서 P+

영역 위에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그래프들에서, 부호 '     '는 컨택 직경이 0.30㎛인 경우를, 부호 '     '는 컨택 직경이 0.32㎛인 
경우를, 부호 '□'는 컨택 직경이 0.35㎛인 경우를, 부호 '■'는 컨택 직경이 0.37㎛인 경우를, 부호 '◇'는 컨택 직경이 
0.40㎛인 경우를, 그리고 부호 '◆'는 컨택 직경이 0.62㎛인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하부 금속막으로는 400Å 두
께의 Ti막이며, 그 위에 형성된 금속 박막은 SLD(Sequential Layer Deposition)법을 사용하여 형성된 300Å 두께의 
TiAlN 박막이다. 두 경우 모두 금속 박막을 형성한 후에 급속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금속 배선막으로는 텅스텐
을 사용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N+ 영역 위에 형성되는 금속 배선의 경우 컨택 저항은 200-1000(Ω/컨택)의 양호한 값을 나타내
었으며, P+ 영역 위에 형성되는 금속 배선의 경우에도 컨택 저항이 500-1000(Ω/컨택)의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금속 배선의 전기적인 특성이 열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한 경우에서 측정된 누설 전류값을 나타
내는 그래프로서, 도 5는 불순물 영역으로 N+ 영역 위에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이고, 도 6은 불순물 영역으로서 P
+ 영역 위에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도 5 및 도 6에 나타낸 그래프들에서, 부호 '     '는 활성 영역을 나타내고, 부호 '■'는 주변 회로 영역을 나타낸다. 또
한 하부 금속막으로는 400Å 두께의 Ti막이며, 그 위에 형성된 금속 박막은 SLD(Sequential Layer Deposition)법을 
사용하여 형성된 300Å 두께의 TiAlN 박막이다. 두 경우 모두 금속 박막을 형성한 후에 급속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였
으며, 금속 배선막으로는 텅스텐을 사용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N+ 영역 위에 형성되는 금속 배선의 경우, 활성 영역에서는 대략 1×10 -11 (A)의 누설 전류량을 나
타내었고 주변 회로 영역에서는 3-5×10-10 (A)의 누설 전류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P + 영역 위에 형성되는 금속 
배선의 경우, 활성 영역에서는 대략 2-3×10-11 (A)의 누설 전류량을 나타내었고 주변 회로 영역에서는 4-6×10 -

9 (A)의 누설 전류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해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누설 전류량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에 의하면, 금속 박막 증착의 전처리 과정
으로서 소정 가스를 일정 시간 유입하여, 금속 할로겐 가스 유입시에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의 할로겐 레디컬과 반응하
도록 함으로써, 상기 할로겐 레디컬을 포함한 불순물이 금속 하부막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금속 할로겐 가스에 의한 
하부 금속막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속 하부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반응 챔버 안에 로딩시키는 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금속 할로겐 가스를 유입시켜서 상기 금속 하부막 위에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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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를 유입시키기 전의 전처리 공정으로서,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의 할로겐 활성족과의 결합력이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의 금속 성분보다 더 높은 반응 가스를 유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하부막은 내화성 금속막 또는 내화성 금속 실리사이드를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화성 금속막은 Ti막, Co막 또는 Ni막이고, 상기 내화성 금속 실리사이드는 TiSi 2 또는 CoSi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은 Ti막, TiN막, TiAlN막 또는 TiSiN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이 Ti막인 경우 상기 금속 할로겐 가스는 TiCl 4 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
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가스는 알루미늄(Al), 토륨(Th), 우라늄(U), 하프늄(Hf), 지르코늄(Zr), 란탄(La), 프로슘(Pr), 인듐(In), 
세륨(Ce), 네오듐(Nd) 혹은 베릴륨(Be)을 포함하는 유기 금속 전구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Al)을 포함하는 유기 금속 전구체는 디이소부틸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4 H9 )2 AlH), 트리이소부틸알
루미늄((C4 H9 )3 Al), 트리에틸알루미늄((C2 H5 )3 Al), 트리메틸알루미늄((CH3 )3 Al), 트리메틸아민(AlH 3 N(CH3 )

3 ), 디메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CH3 )2 AlH) 혹은 디메틸 에틸아민 알란((CH 3 )2 C2 H5 N:AlH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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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란탄(La)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란탄((C5 H5 )3 La)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
타디에닐 란탄((C2 H7 C4 H4 )3 L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슘(Pr)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프로슘((C5 H5 )3 Pr)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
로펜타디에닐 프로슘((C3 H7 C5 H4 )3 P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듐(In)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사이클로디에닐 인듐(C2 H5 In), 펜타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 인듐((CH3 )5 C5 In), 
트리에틸 인듐((C2 H5 )3 In) 혹은 트리메틸 인듐((CH 3 )3 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
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세륨(Ce)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세륨((C5 H5 )3 Ce)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로펜
타디에닐 세륨(((C5 H5 )C5 H4 )3 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네오듐(Nd)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트리스사이클로펜타디에닐 네오듐((C5 H5 )3 Nd) 혹은 트리스이소프로필사이클
로펜타디에닐 네오듐((C3 H7 C5 H4 )3 N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릴륨(Be)을 함유하는 전구체는 디에틸베릴륨(Be(C2 H5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박막 형
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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