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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질화티타늄 기판을 반응기에 장입한 후 상기 반응기
를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N2나 Ar 또는 He 등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를 퍼징한 후 반응기 내의 압력을 1 

mTorr 이하로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WF를 포함하는 반응기체를 소정 시간 투입하여 상기 기판을 표면처리
하는 공정 및;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의 소스기체와 환원기체를 투입하여 상기 질화티타늄 기판 상에 박막
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기판을 전처리하므로써, 1) WO3 등과 같은 산화막이 반도체기판의 계면에 형

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2) 표면처리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질화티타늄 입계로의 WFX 침

투를 억제할 수 있고, 3) 적절한 표면처리시간 조절로 질화티타늄의 표면산화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이후에 증착되는 박막의 핵생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핵생성 사이트가 고르게 분포되므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박막의 밀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및 제2도는 종래 기술로서, 질화티타늄 기판 위에 텅스텐 박막과 구리 박막을 각각 증착할때 외관
상 관찰되는 정상증착 전의 시간지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제1도는 기판 위에 텅스텐 박막이 임의의 온도에서 증착될 때의 증착시간에 따른 텅스텐막 두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제2도는 기판 위에 구리 박막이 임의의 온도에서 증착될 때의 증착시간에 따른 구리막 두께 변화를 도시
한 그래프.

제3도는 종래 기술로서, 산화층 화합물이 TiO2라 가정했을 때 WF6 - TiO2 시스템에서의 열역학적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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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TiO2 = 1mol, WF6 = 1mol, P = 1 Torr)

제4도는 본 발명으로서, 산화층 화합물이 TiO2라 가정했을 때 WF6 - SiH4 - TiO2 시스템에서의 열역학적 시

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WF6 = 1mol, SiH4 = 0.5 mol, P = 1 Torr)

제5도는 본 발명으로서, 질화티타늄 표면의 Ti2P 및 N1S XPS 스펙트럼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도시한 그래프

로, 

(a)는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해 성장시킨 질화티타늄 박막의 XPS에 의해 분석된 Ti2P 및 N1S 스펙트럼 결과

를 도시한 그래프, 

(b)는 400℃의 질화티타늄 기판에 WF6 - SiH4/H2 혼합기체를 20초간 반응시켜 표면 전처리를 한 다음 XPS 

분석으로 얻은 Ti2P 및 N1S 스펙트럼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

제6도는 본 발명으로서, WF6 - SiH4/H2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1 Torr의 압력하에서 질화티타늄 표면 위에 

텅스텐 증착시, 증착온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외관상시간지연 상태를 도시한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임의의 물질을 화학증착하고자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질화티타
늄 등과 같이 핵생성이 어려운 기판 위에 박막을 증착할 때 균일하고 빠르게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소자 제조 공정시 이용되는 질화티타늄(TiN) 박막은 주로 금속화(metallization) 공정의 확산장벽
층(diffusion barrier layer)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질화티타늄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그 하나는 물리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이하,  PVD라 한다)법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이하, 
CVD라 한다)이다.

상기 PVD법은 반응기안에서 가속된 아르곤(Ar) 원자가 티타늄(Ti) 타겟을 스퍼터링(sputtering)하여 질소
(N2)와의 화학반응으로 질화티타늄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반응성(reactive) 스퍼터링법

을 들 수 있다.

반면, CVD법으로는 염화티타늄(TiCl4)과 암모니아(NH3)의 화학반응으로 질화티타늄을 형성하는 저압화학증

착(LPCVD)법 및 플라즈마화학증착(PECVD) 법 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금속유기전구체(metal organic 
precursor)를 이용한 금속유기화학증착(metal organic CVD;이하, MOCVD라 한다)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PVD나 CVD에 의해 증착된 질화티타늄은 매우 안정된 티타늄(Ti)-질소(N) 간의 결합 때문
에 대부분의 화학반응에 있어서 반응속도가 느리고, 또한 증착후 공기에 노출된 질화티타늄 표면은 자연
산화(natural  oxidation)  되므로 그 표면에 약 10  -  15Å의 두께를 갖는 얇은 표면산화층(oxynitride 
layer)이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질화티타늄을 기판으로하여 금속박막을 화학증착할 경우, 핵생성 속도(nucleation  rate)가 
매우 느려 반응초기에 정상 증착(steady-state deposition)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일 예로서, WF6 - H2 화학작용(chemistry)에 의한 텅스텐 증착시에는 450℃ 부근의 온도에서 약 7 - 10분 

정도의 시간지연(time delay)이 관찰되며, MOCVD에 의한 구리 증착시에는 질화티타늄 표면 위에서 핵생성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일랜드(island) 형태의 구리 결정립이 드문 드문 형성되는 현상이 관
찰된다.

제1도 및 제2도는 이와 같이 질화티타늄 기판 위에 텅스텐 박막과 구리 박막을 임의의 온도에서 각각 증
착시켰을 때의 외관상 관찰되는 시간지연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제1도에는 상기 기판 위에 텅스텐 박막
이 증착될 때의 증착시간에 따른 텅스텐막 두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으며, 제2도에는 상
기 기판 위에 구리 박막이 증착될 때의 증착시간에 따른 구리막 두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핵생성 속도가 느리면, 상기 도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증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지연이 길어져 
박막의 두께 균일성(thickness  uniformity)이 감소될 뿐 아니라 쓰루풋(throughput)이 낮아지는 단점이 
발생된다. 더우기 성장된 박막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상호연결자(interconnection)로 적용할 때 
비저항(resistivity)이 높아져 소자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보다 개선한 형태로서, WF6 화학작용을 적용하여 질화티타늄 박막 위에 텅스텐 박막

을 형성시킬때 시간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밀도가 높은 박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환원기체(H2나 SiH4)를 동

시에 투입하지 않고 WF6만을 일정시간 투입하여 질화티타늄 기판 표면 위에 WFX를 흡착시킨 다음, WF6와 

환원기체를 동시에 투입하여 증착하는 방법이 보고된 바 있다.

상기 방법에 의해 질화티타늄 기판 상에 금속 박막인 텅스텐이 형성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
화티타늄이 덮혀진 기판을 반응기(reaction chamber) 내에 장입한 다음 1 mTorr 이하의 압력까지 진공을 
뽑아내고, 임의의 온도 예컨대, 약 300℃ - 450℃에서 WF6를 설정된 시간 동안 투입하여 핵생성을 시킨후, 

WF6 - H2나 WF6 - SiH4(H2) 혼합기체를 투입하여 텅스텐 박막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WF6만을 투입하여 텅스텐 핵을 형성하고 나면 계속 자라나는 박막은 H2나 SiH4 등의 환원기체에 의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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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정을 적용하여 금속박막을 형성할 경우,  시간지연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도 박막의 연속성
(continui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나, 질화티타늄 표면이 WF6 기체에 노출될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제안이 있어 왔다.

즉, 질화티타늄은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WF6와의 반응성이 낮으므로 마치 산화막인 SiO2 위에서 WF6로 부

터 텅스텐이 증착되는 것과 비슷한 핵생성 메카니즘(mechanism)에 의해 핵생성이 일어날 것이라 제안한 
예가 있으며, 열역학적 계산에 의해 WF6 - TiN 반응시 텅스텐 시드(seed)와 고상(solid phase)의 TiF3가 

형성된다는 예측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아직 실험에 의해 증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이와 다른 예로는 WF6 - TiN 반응에 의해 고상의 TiF3보다는 휘발성의 TiF4가 부산물(byproduct)로 

생성되어 표면으로부터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텅스텐 증착후에 텅스텐/질화티타늄 계면에서 반응 부산물
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상기 실험결과에서는 아래 (1)식과 같은 시드 형성 반응을 제시하였는데, 

반응식 1

여기서도 역시 시간지연 현상이나 질화티타늄 표면 위에 국부적으로 텅스텐 아일랜드가 형성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질화티타늄 표면 위의 자연산화막이 핵생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 고려된 바 없다.

따라서, 질화티타늄 표면의 산화층이 핵생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화층의 화합물이 
TiO2(S)라 가정하고, WF6 - TiO2계(system)를 적용하여 열역학적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한 결과,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이때, WF6 = 1mol, TiO2 = 1mol, P = 1Torr)

이  결과에 따르면,  상기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약  450℃까지는 아래에 제시된 식(2)의  반응을 통해 
TiO2(S)의 산소가 WO3(S)로 전이되며, Ti는 TiF4(g)의 형태로 제거된다.

반응식 2

그러나 450℃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력된 WF6의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TiF4 외에 텅스텐-산화

플로라이드(WOF4)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반면, WO3(S)는 고상으로서 계면에 잔류하게 되어 계면 특성을 약

화시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WF6만을 투입하여 핵생성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상기 WF6는 장시간 투입을 하면, 질화티타늄의 입계를 따라 WFX가 침투(penetration)하여 상기 

질화티타늄 하부층(layer)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WF를 포함한 반응기체를 이용하
여 반도체 기판을 표면처리하므로써 상기 기판 위에 증착될 물질의 핵생성 속도와 사이트(site) 수를 증
가시킨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은 질화티타늄 기판을 반응
기에 장입한 후 상기 반응기를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N2나 Ar 또는 He 등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를 퍼징한 

후 반응기 내의 압력을 1 mTorr 이하로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WF를 포함하는 반응기체를 투입하여 상기 
기판을 표면처리하는 공정 및;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의 소스기체와 환원기체를 투입하여 상기 질화티타늄 
기판 상에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공정 결과, 표면처리 후 증착될 박막물질의 핵생성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질화티타늄 기판 위에 구리나 알루미늄 혹은 텅스텐 등의 금속박막을 화학증착법에 의해 형성
할 때, WF를 포함하는 반응기체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표면처리하므로써, 상기 금속물질의 핵생성 속도
와 사이트 수를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화티타늄이 증착된 기판을 반응기 내에 장입한 후 반응기를 진공처리(evacuation)하고, 1 내지 3
회에 걸쳐 질소(N2)나 아르곤(Ar) 혹은 헬륨(He) 기체를 투입하여 퍼징(purging)을 실시한다.

그후 반응기 내의 압력이 1 mTorr 이하가 되도록 다시 진공처리를 실시하고, WF6 - SiH4를 선정된 시간 동

안 투입하여 질화티타늄의 표면산화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상기 WF6 - SiH4를 차단하고, 증착하고자 하

는 물질의 소스기체(source gas)와 환원기체를 투입하여 상기 질화티타늄 기판 상에 박막을 증착하므로써 
본 공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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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표면산화층을 제거하는 동안의 기판 온도는 300 - 600℃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반

응기  내의  압력은 10
-3
 -  수십  Torr  범위  내의  값을  갖도록  하고, WF6 에  대한 SiH4 의  분압(partial 

pressure) 비는 0.1 - 1.0 정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여기서, 표면산화층을 제거하는 전처리용 혼합기체의 조합은 WF6 - SiH4 이외에 H2를 더 첨가할 수도 있고 

혹은 WF6 - H2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WF6에 대한 SiH4의 분압비로서 앞서 지적된 바

와 같이 0.1 - 1.0의 비율을 유지하되 언급된 반응기의 총압력인 10
-3 
- 수십 Torr 범위 내에서 일정한 압

력을 맞출 수 있도록 H2의 분압을 조절하여 투입해 주어야 한다.

한편, 이외의 혼합기체로 WF4Cl2를 바탕으로 한 WF4Cl2 - SiH  2이나, WF4Cl2 - H2, 혹은 WF4Cl2 - SiH2 - H2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반응기체에 포함되는 SiH4는 Si2H6나 Si3H8로 대체 가능하다.

표면처리 후 원하는 물질의 박막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전처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공이 
브레이크(break) 되지 않는 인-시튜(in-situ) 방법에 의해 전처리 후 바로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
며, 이때 증착 대상이 되는 박막으로는 금속유기전구체를 이용한 MOCVD법에 의해 증착되는 구리막이나 알
루미늄막 및 WF6 소스로부터 증착되는 텅스텐막, 그리고 각종 금속 실리사이드 예컨대, WSiX, TiSix 등을 

들 수 있다.

WF6 - SiH4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질화티타늄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여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의 핵생성을 

돕는 표면 전처리 기술을 하기에 제시된 일예를 참조하여 그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언급된 바와 같이 질화티타늄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을 TiO2 라 가정하고 WF6 - SiH4 혼합기체를 선

정된 시간동안 반응기 내로 투입하였을 경우, WF6 - SiH4 - TiO2(S)계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도에는 이러한 WF6 - SiH4 - TiO2(S)계에서의 반응을 열역학적으로 시뮬레이션화하여 얻어낸 온도에 따

른 반응생성물의 농도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WF6 = 1mol, SiH4 = 0.5 mol, P = 1 Torr이다.

상기 도면에 따르면, 온도에 무관하게 텅스텐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3도에서
의 WF6 - TiO2(S)계에서와 같은 반응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TiO2(S)로 부터 유래된 산소는 약 300℃(573K) 이하에서는 일부 WO3(g) 형태로 전이되기는 하지만, 

전 온도 범위에서 거의 WO2(g) 형태로 제거된다.

또한 제3도와는 달리 두 종류의 티타늄 플로라이드(titanium fluoride)가 생성되며, 이들의 생성은 온도
에 매우 민감하다. 즉, 낮은 온도 구역에서는 비휘발성(nonvolatile)의 TiF3(S)가 생성되다가 온도가 악 

300℃(573K)에 달하면, 상기 TiF3(S) 양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휘발성(volatile)의 TiF4(S)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약 320℃(593K) 이상의 온도에서는 TiF4(S) 만이 생성된다.

즉, 300℃(573K) 이상의 기판온도에서 WF6 - SiH4 혼합기체를 반응기 내로 투입하여 열처리를 한다면 플로

라이드 불순물은 모두 TiF4로 제거되고, 질화티타늄 기판의 표면산화층 역시 WO2 형태로 제거되어 매우 깨

끗한 표면을 갖는 기판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제5도에는 400℃에서 WF6 - SiH4 혼합기체 투입에 의한 표면처리를 통해 질화티타늄 기판의 표면산화층이 

제거되는 실증을 보여주는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면에서 a는 반응성 스퍼터링(reactive sputtering)에 의해 성장시킨 질화티타늄 박막의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에 의해 분석된 Ti2P 및 N1S 스펙트럼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Ti2P 스펙트럼의 458.3 eV에서 나타나는 Ti2P3/2 피크(peak)는 TiO2에 해당되는 것이고, 약 455.0 eV

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TiN의 Ti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면, N 1S  스펙트럼의 395.7  eV에서 나타나는 N1S의 피크는 산화질화막(oxynitride)에 해당되는 것이며, 

397.3 eV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화합물(stoichiometric) TiN의 N 피크이다.

상기 결과에 따르면, 상기 TiN의 표면에는 산화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도면에서 b는 1 Torr하에서 400℃의 질화티타늄 기판에 WF6 - SiH4/H2 혼합기체를 20초간 반응

시켜 표면 전처리를 한 다음 XPS 분석으로 얻은 Ti2P 및 N1S 스펙트럼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는 반응후에 티타늄 산화막(titanium oxide)에 해당하는 Ti 피크는 거의 소멸되며, 456.4 eV에서 
나타나는 TiN의 Ti 피크 강도가 현저히 커진다. 또한, N1S 스펙트럼도 반응후에 차이를 보이는데 산화질화

막에 해당되는 395.7 eV에서의 피크 강도가 현저하게 감소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처리 후에 질화티타늄의 산화층이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다.

상기 WF6 - SiH4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질화티타늄의 표면처리를 할 때 처리시간이 너무 짧으면 표면산화층

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길면 질화티타늄의 입계를 통한 WFX의 침투로 인해 상기 질

화티타늄 하부의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치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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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층이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의 WF6, SiH4 사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시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처리시간을 책정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한 예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질화티타늄 표면 위
에 텅스텐을 증착할 때 먼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온도에서, 증착시간에 따른 박막 두께의 
플로트(plot)로  부터 선형 피팅(fitting)에  의해 외삽(extrapolation)하여  외관상시간지연을 조사하고, 
이를 증착온도 별로 플로팅(plotting)하면 된다.

일예로써, 제6도에는 WF6 - SiH4/H2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1 Torr의 압력에서 위에서 언급된 방법에 의해 

조사한 지연시간을 증착온도 별로 나타낸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면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지연시간이 지수함수적(exponentially)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본 발명에서 제시된 표면처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도와 같이 조사된 지연시간의 약 60-80% 
정도의 시간을 표면처리 적정시간으로 간주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1) 반응기체로서 WF6 화합물을 바탕으로 한 WF6 - SiH2이나, WF6 - 

H2, 혹은 WF6 - SiH2 - H2 등의 혼합기체를 사용하므로써 WO3 등과 같은 산화막이 반도체기판의 계면에 형

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2) 표면처리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질화티타늄 입계로의 WFX 침

투를 억제할 수 있고, 3) 적절한 표면처리시간 조절로 질화티타늄의 표면산화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이후에 증착되는 박막의 핵생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핵생성 사이트가 고르게 분포되므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박막의 밀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질화티타늄 기판을 반응기에 장입한 후 상기 반응기를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N2나 Ar 또는 He 등을 이용하

여 반응기 내를 퍼징한 후 반응기 내의 압력을 1 mTorr 이하로 진공처리하는 공정과; WF를 포함하는 반응
기체를 투입하여 상기 기판을 표면처리하는 공정 및; 증착하고자하는 물질의 소스기체와 환원기체를 투입
하여 상기 질화티타늄 기판 상에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WF를 포함하는 반응기체는 WF6 화합물을 바탕으로 한 WF6 - SiH4이나, WF6 - H2, 혹

은 WF6 - SiH4 - H2 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WF를 포함하는 반응기체는 WF4Cl2를 바탕으로 한 WF4Cl2 - SiH2이나, WF4Cl2 - H2, 혹

은 WF4Cl2 - SiH2 - H2 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체에 포함되는 SiH4는 Si2H6나 Si3H8로 대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티타늄기판의 표면처리 공정 진행시 반응기 내의 압력을 10
-3
 Torr - 수십 Torr 

범위 내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체의 분압비는 WF6에 대한 SiH4의 분압비가 0.1 - 1.0의 값을 가

지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 공정 진행시의 질화티타늄기판은 300 내지 60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형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 공정은 텅스텐 증착시의 지연시간을 조사하여, 그 지연시간 범위 내에서 
상기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 공정은 지연시간의 약 60 - 80% 동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티타늄 기판 상의 박막은 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및, 각종 금속 실리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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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실리사이드는 WSiX 또는 TiSiX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처리 및 박막은 인-시튜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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