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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이 개시된다. 특히 저유전율(low-k) 유기폴리머를 절연막으로 사용한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으로서 하드마스크막을 하나만 사용하면서도 자기정렬된 스페이서와 식각률이 서로 다른 하드마스크막 및 

식각저지막을 이용하여 유기폴리머로 이루어진 절연막이 애싱 손상을 입지 않는다. 또한, 사진공정에서 한계치수보다

적은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하드마스크막을 하나만 사용하여 공정이 단순하면서도 감광막 테일이 없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c

색인어

듀얼 다마신, 배선홈, 비아홀, 저유전율, 식각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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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싱글 하드마스크막을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j는 종래기술에 의한 듀얼 하드마스크막을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들,

도 3a 내지 도 3h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의 형성방법을 공정순으로 도시한 단면도들,

도 4a 내지 도 4e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의 형성방법을 공정순으로 도시한 평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 하부 도전층 305 : 하부 식각저지막

310 : 하부절연막 315 : 하부 식각저지막

320 : 상부절연막 325 : 하드마스크막

335 : 배선홈 340 : 스페이서

350 : 비아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층 배선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유전율(low-k) 절연막을 이용한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로직 소자의 고속화, 고집적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트랜지스터의 미세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트

랜지스터의 집적도 향상에 대응하여 배선은 미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선 지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자의 고속화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부터 LSI(Large Scale Integration)의 배선재료로 일반적으로 이용해 왔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에 보다 저항이 작고, 높은 EM(Electro-migration) 내성을 갖는 재료인 구리(Cu)를 이용한 배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구리는 식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정 중에 산화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구리 배선 형성을 위하

여는 다마신(damascene) 공정을 사용한다. 다마신 공정은 절연막에 상부배선이 형성될 배선홈(interconnection gro

ove)과 이 상부배선을 하부배선 또는 기판에 접속하는 비아홀(via hole)을 형성하고, 상기 배선홈 및 비아홀에 구리를

채운 후에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하 CMP라 함)공정으로 평탄화하는 채움공정이다.

한편, 저유전률(low-k) 절연막은 구리배선과 더불어 배선간 기생용량을 감소시켜 디바이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디바이스의 상호간섭(crosstalk)을 저감시킬 수 있다. 저유전률(low-k) 절연막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크

게 SiO 2 계(Si-O계) 무기 폴리머와 카본계(C계) 유기 폴리머로 나뉘어 진다.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싱글 하드마스크막을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하부도전층(100) 상에 하부 식각저지막(105), 하부절연막(110), 상부 식각저지막(115), 상부절연

막(120), 및 하드마스크막(125)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상기 하드마스크막(125), 상부절연막(120), 상부 식각저지막(115) 및 하부절연막(110)을 선택적으로 식각

하여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105)을 노출시키는 비아홀(135)을 형성한다. 이하 도면에서는 비아홀의 폭을 D 1 으로 

도시한다.

다음으로, 배선홈 폭의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140)을 형성한다. 이하 도면에서는 배선홈의 폭을 D 2 로 도시한

다. 이후에는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감광막 패턴을 이용하여 배선홈을 형성하여 다마신 패턴을 형성하

게 된다.

그런데, 상기 하부절연막(110) 및 상부절연막(120)이 유기폴리머인 저유전률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감

광막 패턴(140)의 애싱공정에서 사용하는 산소 플라즈마에 의하여 절연막(110, 120)이 손상을 받게 된다. 특히, 상기

배선홈 폭을 가진 감광막 패턴(140)의 사진 공정이 불량하여 다시 사진 공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광막 패턴을 제거

하는 리워크(rework) 공정에서는 이미 비아홀 측벽에 노출된 유기폴리머인 절연막(110, 120)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유기폴리머로 이루어진 절연막을 사용하 는 듀얼 다마신 공정에서는 하드마스크

막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배선홈 패턴을 먼저 형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도 2a 내지 도 2j는 종래기술에 의한 듀얼 하드마스크막(dual hardmask layer)을 이용하여 유기폴리머로 구성된 절

연막 내에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패턴을 형성하는 단면도들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하부도전층(200) 상에 하부 식각저지막(205), 하부 절연막(210), 상부 식각저지막(215), 상부절연

막(220), 하층 하드마스크막(225), 및 상층 하드마스크막(230)을 차례대로 형성한다.

도 2b를 참조하면, 상기 상층 하드마스크막(230) 상에 배선홈 폭(D 2 )의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235)을 형성한

다. 이어서, 상기 감광막 패턴(235)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상층 하드마스크막(230)을 패터닝하여 상기 하층 

하드마스크막(225)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배선홈 개구부(233)를 형성한다.

도 2c를 참조하면, 상기 감광막 패턴(235)을 애싱하여 제거한다. 상기 상층 하드마스크막(230)에는 배선홈 개구부(2

33)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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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d를 참조하면, 상기 노출된 하층 하드마스크막(225) 상에 비아홀 폭의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240)을 형성

한다. 그런데, 상기 감광막 패턴(240)을 형성하는 사진공정은 오정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공정 실시 후에는 감광

막 테일(photoresist tail, 241)이 발생할 수가 있다. 상기 감광막 테일(241)의 발생원인은 상기 패터닝된 상층 하드마

스크막(230)의 단차에 의하여 DOF(Depth Of Focus) 마진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상기 감광막 테일(241)은 후속 공

정에서 패턴 불량을 유발하여 안정적인 다마신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패턴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2e를 참조하면, 상기 감광막 패턴(240)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하층 하드마스크막(225)을 패터닝하여 상기 상

부 절연막(220)의 표면을 노출시킨다.

도 2f를 참조하면, 상기 하층 하드마스크막(225)을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상부 절연막(220)을 선택적으로 식

각하여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215)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홀 개구부(243)를 형성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유기폴리

머로 이루어진 상기 상부절연막(220)은 상기 감광막 패턴(240)과 성분이 같은 카본 계열이다. 따라서, 식각률이 유사

하여 상기 상부절연막(220)의 식각시에 상기 감광막 패턴(240)이 동시에 제거된다.

도 2g를 참조하면, 상기 패터닝된 상기 상층 하드마스크막(230)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하층 하드마스크막(225) 

및 상기 노출된 상부 식각저지막(215)을 식각하여 상기 홀 개구부(243)에 인접한 상기 상부 절연막(220)의 상부면 및

상기 홀 개구부(243) 하부의 상기 하부 절연막(210)을 노출시킨다.

도 2h를 참조하면, 상기 노출된 상부 절연막(220) 및 상기 노출된 하부 절연막(210)을 패터닝하여 상기 상부절연막 

내에 배선홈(245)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하부절연막 내에 상기 배선홈(245)보다 좁은 비아홀(250)을 형성한다.

도 2i를 참조하면, 상기 비아홀(250) 하부의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205)을 제거하여 하층도전층(200)의 표면을 노출

시킨다. 이 때, 상기 상층 하드마스크막(230) 및 상기 배선홈(245) 하부에 노출된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215)도 제거

될 수 있다.

도 2j를 참조하면, 도전재료를 상기 배선홈(240) 및 비아홀(235) 내에 충전하고 CMP에 의하여 연마하여 배선(260)

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재료를 형성하기 전에는 장벽금속층(255)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듀얼 하드마스크막을 이용한 다마신 공정은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술하였듯이 오정렬이 발생

하거나 감광막 테일(photoresist tail)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하드마스크막을 하나만 사용하여 공정이 간단하면

서도 유기폴리머로 이루어진 절연막에 애싱 손상이 없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진 장비의 한계치수보다 작은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

다.

또한, 단차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광막 테일이 발생하지 않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은 먼저 하부도전층을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하부절

연막, 상부 식각저지막, 상부절연막, 및 하드마스크막을 차례대로 형성한다. 상기 하드마스크막 및 상기 상부절연막을

선택 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상부절연막 내에 배선홈을 형성하고 상기 배선홈의 측벽에 자기정렬 스페이서를 형성한

다. 상기 스페이서를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상기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을 형성한 후에 상기

개구부에 노출된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 및 하부절연막을 연속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절연막 내에 상기 하부도전

층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는 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패터닝된 하드마스크막 및 상기 스페이서를 제거하고 상기 

홀 및 배선홈 내에 도전재료를 형성하고 평탄화하여 배선 및 비아 콘택플러그를 형성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a 내지 도 3h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의 형성방법을 공정순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4a 내지 도 4e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의 형성방법을 공정순으로 도시한 평면도들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하부도전층(300)을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하부 식각저지막(305), 하부절연막(310), 상부 식각저

지막(315), 상부절연막(320), 및 하드마스크막(325)을 순서대로 형성한다.

상기 하부도전층(300)은 다층 배선 구조의 하층배선에 해당할 수 있고, 또는 반도체기판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상부절연막 및 하부절연막(320, 310)은 배선홈 및 비아홀(이하, 콘택홀도 '비아홀'이라 한다)을 형성하기에 충분

한 두께를 가지며, 유기폴리머로 형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불소가 도핑된 산화막(fluorine-doped oxide), 탄소가 도

핑된 산화막(carbon-doped oxide), 및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저유전률을 갖는 유기폴리머로는 폴리

알릴에테르계 수지, 환상 불소 수지, 실록산 공중합체, 불화 폴리알릴에테르계 수지, 폴리펜타플루오르스티렌(polype

ntafluorostylene), 폴리테트라플루오르스티렌계 수지, 불화 폴리이미드 수지, 불화 폴리나프탈렌(polynaphthalene f

luoride), 폴리사이드(polycide) 수지 등이 있다. 형성방법은 PECVD(Plasma Enhanced CVD), HDP-CVD(High De

nsity Plasma CVD), APCVD(Atmospheric Pressure CVD), 스핀코팅(spin coating) 방식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및 하부 식각저지막(305)은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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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은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및 하부 식각저지막(305)과 식각률(etch rate)이 다른 물질로

형성한다. 예컨대,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및 하부 식각저지막(305)을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할 경우에는 상기 상

부 식각저지막(315)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도 3b를 참조하면,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상에 배선홈 폭의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330)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감광막 패턴(330)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하드마스크막(325)을 패터닝하여 상기 상부절연막(320)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배선홈 개구부(323)를 형성한다. 도면에서는 3개의 배선홈 개구부(323)가 도시되어 있다.

도 3c를 참조하면, 상기 패터닝된 하드마스크막(325)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상부절연막(320)을 상기 상부 식각

저지막(315)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식각하여 배선홈(335)을 형성하다. 주목할 점은 상기 상부절연막(320)이 저유

전률을 갖는 유기폴리머인 경우에는 상기 감광막 패턴(330)과 같은 카본 계열이므로 식각률이 유사하다. 따라서 상기

상부절연막(320)의 식각시에 상기 감광막 패턴(330)이 제거된다.

평면적으로는 도 4a를 참조하면, 상기 하드마스크막(325)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을 노출시

키는 배선홈(335)을 형성한다.

도 3d를 참조하면, 상기 배선홈(335)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스페이서 절연막을 형성하고 전면식각하여 상기 배선

홈(335)의 측벽에 자기정렬된 스페이서(340)를 형성한다. 상기 스페이서 절연막은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및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305)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물질로 형성하며,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과는 서로 다른 식각률

을 갖는 물질로 형성한다. 예컨대, 상기 스페이서 절연막은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정렬 스페

이서를 형성하기 위한 전면식각에서 식각률이 서로 다른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은 식각되지 않게 된다.

상기 배선홈(335)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스페이서(340) 하부의 폭은 비아홀의 폭을 결정하므로 형성 두께를 조절하

면 비아홀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사진공정의 한계치수보다 더 적은 비아홀도 자기정렬된 스페이서에 의하여 그 

크기를 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또한, 사진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정렬의 문제나 단차로 인한 감광막 테일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평면적으로는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 배선홈(335)의 측벽에 자기정렬된 스페이서(340)를 형성한다.

도 3e를 참조하면, 기판 전면에 감광막을 도포하고 통상의 사진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배선홈(335)을 가로지르는 개

구부(347)를 갖는 감광막 패턴(345)을 형성한다. 상기 감광막 패턴(345)을 형성하는 사진 공정에서 패턴 불량이 발생

하여 리워크(rework)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기 절연막(310, 320)이 상기 감광막 패턴(345)과 식각률이 유사

한 유기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는 상기 절연막(310, 320)은 상기 스페이서(340), 하드마

스크막(325), 및 상부 식각저지막(315)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리워크(rework) 시에 사용하는 애싱 가스

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상기 감광막 패턴(345)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 공정에서는 상기 감광막 패턴(345) 내부에 

단차가 없는 평탄화된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상에서 형성되므로 종래기술과는 달리 감광막 테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

평면적으로는 도 4c를 참조하면, 상기 스페이서(340)를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상기 배선홈(335)을 가로지르는 개구

부(347)를 갖는 감광막 패턴(345)을 형성한다.

상기 개구부(347)는 종래 기술에서는 비아홀 폭을 갖는 감광막 패턴(종래기술 도 2d 참조)으로 형성하여야 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그 보다 넓은 폭의 감광막 패턴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사진공정의 한계치수를 극복할 수 

있다. 즉, 도면에서 상기 배선홈(335)을 가로지르는 방향(도면에서는 x방향임)은 이미 형 성된 상기 스페이서(340)에

의하여 사진공정의 한계치수보다 더 적은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다. 배선홈 방향(도면에서는 y방향임)은 상기 개구부

(347)를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넓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사진공정의 여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상기 개구

부(347)는 하나의 배선홈에 하나의 비아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방될 수 있다(도면에서 가운데 개구부 참조). 뿐만아

니라 인접하는 복수의 배선홈들 각각에 복수의 비아홀들을 형성할 경우에는 상기 배선홈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개

구부(도면에서 상하부의 개구부 참조)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기술은 하나의 비아홀 개구부에 하나의 비

아홀을 형성한다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개구부로 복수의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개구부로 복

수의 비아홀을 형성할 경우의 장점은 상술한 사진공정의 마진이 더 넓어진다는 점이다. 도 3e는 평면도인 도 4c를 절

단선 Ⅰ-Ⅰ'로 취한 단면도이며, 인접하는 3개의 배선홈에서 하나의 개구부(347)를 형성한 경우이다. 즉, 3개의 배선

홈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개구부에 의하여 3개의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다.

도 3f를 참조하면, 상기 감광막 패턴(345), 상기 스페이서(340) 및 상기 하드마스크막(325)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

기 개구부(347)에 의해 노출된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절연막(310)을 노출시

킨다. 상술하였듯이, 상기 스페이서(340) 및 상기 하드마스크막(325)은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과 식각률이 서로 

다른 물질이므로 식각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패터닝된 하드마스크막(325),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 및 상기 스페이서(340)를 식각마스크로 사

용하여 상기 노출된 하부절연막(310)을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305)이 노출될 때까지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절연막(310) 내에 비아홀(350)을 형성하다. 주목할 점은 상기 하부절연막(310)이 유기폴리머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

기 감광막 패턴(345)은 상기 노출된 하부절연막(310)을 식각하는 동안 동시에 제거된다.

평면적으로는 도 4d를 참조하면, 상기 감광막 패턴(345)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315)을 패터닝

한 후에, 상기 패터닝된 식각저지막(315),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및 상기 스페이서(340)를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305)을 노출시키는 홀(350)을 형성한다. 도 3f는 평면도인 도 4d를 절단선 Ⅱ-Ⅱ'로 취한 단면도이

다.

도 3g를 참조하면,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스페이서(340) 및 상기 비아홀(350) 하부의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305)

을 동시에 제거하여 배선홈(335) 및 비아홀(350)로 이루어진 다마신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제거되는 막은 모두 식각

선택비가 같은 물질로 예컨대, 실리콘 질화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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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방법은 건식식각 또는 습식식각을 사용할 수 있다. 건식식각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340)

는 배선홈의 측벽에 일부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다. 도면에는 모두 제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평면적으로는 도 4e를 참조하면, 상기 하드마스크막(325), 스페이서(340), 및 상기 노출된 하부 식각저지막(305)을 

제거한다. 결국, 상기 상부절연막(320) 내에는 배선홈(33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배선홈(335)에는 상기 하부도전층

(300)과 연결되는 비아홀(350)이 형성되어 있다. 도 3g는 평면도인 도 4e를 절단선 Ⅲ-Ⅲ'로 취한 단면도이다.

도 3h를 참조하면, 도전재료를 상기 배선홈(335) 및 비아홀(350) 내에 충전하고 평탄화하여 배선(360)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재료는 알루미늄(Al), 알루미늄 합금(Al-alloy), 구리(Cu), 금(Au), 은(Ag), 텅스텐(W) 및 몰리브데늄(Mo)

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물질이다. 형성방법은 도전재료를 스퍼터법으로 막

을 형성하고 리플로우(reflow) 하는 방법,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형성하는 방법,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시에 전류를 흘리기 위하여 시드층(seed layer)을 형성

할 필요가 있다.

상기 도전재료를 형성하기 전에는 장벽금속층(355)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구리(Cu)를 다마신 공정에서 형성할 때에

는 상기 장벽금속층은 구리 도전물질의 확산에 의하여 층간절연막의 절연특성 열화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장벽금속층의 재료로는 Ta, TaN, TiN, WN, TaC, WC, TiSiN, TaSiN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형성방법으로는 PVD(Physical Vapor Deposition)법,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 ALD(At

omic Layer Deposition)법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 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종래 듀얼 다마신 공정과 대비하여 자기정렬된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사진공정의 한

계치수보다 적은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정렬이 없는 비아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하드마스크막을 하나만 사용하여 공정이 단순화 되면서도 유기폴리머로 이루어진 절연막이 애싱 손상을 입지 

않으며, 단차에 의한 감광막 테일이 발생하지 않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기판 상에 하부절연막, 상부 식각저지막, 상부절연막, 및 하드마스크막을 차례로 형성하

는 단계;

상기 하드마스크막 및 상기 상부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하드마스크막 및 상기 상부절연막 내에 상기 상부 식각저

지막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는 배선홈(interconnection groove)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홈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페이서를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상기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개구부를 갖는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개구부에 의해 노출된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 및 상기 하부절연막을 연속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절연막 내에 

상기 하부도전층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는 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터닝된 하드마스크막 및 상기 스페이서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배선홈 및 상기 홀 내부를 채우는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절연막 및 상부절연막은 저유전률을 갖는 유기폴리머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

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절연막 및 상부절연막은 불소가 도핑된 산화막(fluorine-doped oxide), 탄소가 도핑된 산화막(carbon-do

ped oxide), 및 실리콘 산화막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

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마스크막은 스페이서와는 서로 동일한 식각률을 가지며,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과는 서로 다른 식각률을 갖

는 물질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마스크막 및 스페이서는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하고,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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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도전층 상에 하부 식각저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은 상기 패터닝된 하드

마스크막 및 스페이서를 제거하는 단계에서 함께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식각저지막은 상기 하드마스크막과 서로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물질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홈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하드마스크막 상에 상기 하드마스크막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는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노출된 하드마스크막을 식각하여 상기 상부절연막의 소정영역을 노

출시키는 하드마스크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하드마스크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노출된 상부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의 소정

영역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감광막 패턴은 상기 노출된 상부절연막을 식각하는 동안 제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개구부에 의해 노출된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 기 하부절연막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

는 단계; 및

상기 패터닝된 하드마스크막, 상기 스페이서 및 상기 상부 식각저지막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노출된 하부절

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도전층의 소정영역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감광막 패턴은 상기 

노출된 하부절연막을 식각하는 동안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배선홈 방향보다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방향이 더 넓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개구부는 복수의 배선홈을 가로지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재료는 알루미늄(Al), 알루미늄 합금(Al-alloy), 구리(Cu), 금(Au), 은(Ag), 텅스텐(W) 및 몰리브데늄(Mo)

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로 구성된 물질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

성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재료를 형성하기 전에 장벽금속층을 더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장벽금속층은 Ta, TaN, TiN, WN, TaC, WC, TiSiN, TaSiN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도전층은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된 하층배선이고 상기 홀은 비아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도전층은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홀은 콘택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형성방

법.

도면



등록특허  10-0428791

- 7 -

도면1

도면2a



등록특허  10-0428791

- 8 -

도면2b

도면2c



등록특허  10-0428791

- 9 -

도면2d

도면2e



등록특허  10-0428791

- 10 -

도면2f

도면2g



등록특허  10-0428791

- 11 -

도면2h

도면2i



등록특허  10-0428791

- 12 -

도면2j

도면3a

도면3b



등록특허  10-0428791

- 13 -

도면3c

도면3d

도면3e



등록특허  10-0428791

- 14 -

도면3f

도면3g

도면3h



등록특허  10-0428791

- 15 -

도면4a

도면4b



등록특허  10-0428791

- 16 -

도면4c

도면4d



등록특허  10-0428791

- 17 -

도면4e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도면2g
	도면2h
	도면2i
	도면2j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3f
	도면3g
	도면3h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