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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속층과 기판사이의 전기적 접촉을 위한 콘택, 또는 금속층과 다른 금속층 사이의 전기적 접촉을 위한 
비아콘택을 형성하기 위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하부 도전층 상에 층간절연층을 형성하는 제1공정, 상기 층간절연층을 부분적으로 식각함으로써, 상기 하
부 도전층의 일부표면을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형성하는 제2공정, 상기 개구부를 텅스텐으로 플럭하는 제3
공정, 및 결과물 전면에,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을 플로우하는 제4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콘택홀 또는 비아홀의 주의에 단차가 없이 평탄한 금속층을 형성할 수 있고, 홀을 완전히 채움으
로써 보이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솝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일 방법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2a도 및 제2b도느 종래 다른 방법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
다.

제3도는 종래 또 다른 방법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충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4a도 내지 제 4d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제5도는 본 발며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금속층과 기판 사이의 전기적 접촉, 또는 금속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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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금속층 사이의 전기적 접촉을 위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에 관한 것이다.

집적회로는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된 절연층들에 의해 전기적으로 분리된 도전층을 가진다. 상부의 금속층
은 기판,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전층과  전기적으로 접촉을 해야하는데, 적절한 전기적 접촉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집적회로는 실패하게 된다.

기판 또는 도전층에 전기적 접촉을 만들어 주는 일반적인 방법은, 절연층 또는 기판 상부에 형성된 막들
에 기판영역을 노출시키는 구멍(hole)을 만들어 준 다음, 금속 도전물질을 증착하여 홀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홀의 직경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기판에 전기적 접촉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으
나, 홀의 폭이 너무 작으면, 도전물질이 기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도전층과 기판사이에 전기적 접
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도체장치의 집적화에 따라 금속배선의 폭과 배선간의 간격도 좁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콘택홀과 비아홀
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었다. 고집적회로의 제조공정에서는 1㎛ 또는 그 이하의 선폭이 요구되므로, 콘택
홀의 크기도 극도로 작아지게 되어 반도체기판과 도정층 사이의 접속 및 상부 금속층으로부터 하부 금속
층 사이의 접속이 매우 어렵다.

금속배선의 폭과 간격,  그리고 콘택이나 비아의 크기가 작아진 반면,  게이트와 금속층 사이의 절연막
(inter Ploy- Metal Dielectric, 이하 PMD라 함)그리고 금속층과 다른 금속층 사이의 절연막(Inter Metal 
Dilectric, 이하 IMD라 함)의 두께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기생용량을 줄이기 위해 뚜꺼워 진다. 따라
서, 어스펙트 비(aspect ratio: 층간절연막의 두께/콘택홀 크기로서 콘택 필링(contact filling)의 어려
움의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콘택 필링 어려워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큰 어스펙트 비를 극복하면서 층간접속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플로우(flo
w)금속으로 홀을 채워주는 방법과, 플럭(plug)과 금속 스퍼터 (sputter)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1도는 알루미늄 플로우를 이용한 종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며느 층간절연막(20)및 콘택홀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기판에, 챔버(chamber) 내의 온도를 
약 560℃로 하고, 척(chuck)의 온도를 490℃로 하여, 기판에 전체적으로 알루미늄(40)을 증착함으로써, 
알루미늄이 층간절연막(20)의 표면과 콘택홀의 내부에 증착되어, 기판과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콘택홀의 크기는 서브- 미크론(sub - micron) 급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콘택홀을 완전히 못하
게 된다. 따라서, 콘택홀의 측벽에서 일부 도전층이 얇아지게 되어 전기적 통로의 차단, 또는 반대로 과
도전류 집중현상을 야기한다.

제2a도 및 제2b도는 플럭과 스퍼터를 혼합하여 사용한 종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
다.

제2a도를 참조하면, 절연층(20) 및 콘택홀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기판 전면에 텅스텐을 침적한 후, 결과
물 전면에 에치백을 실시하여 상기 콘택홀에 플럭(30)을 형성한다.

이때, 콘택홀의 내부가 텅스텐으로 채워지면서 콘택홀의 측벽에도 텅스텐이 일부 남게 된다. 따라서, 텅
스텐 에치백 공정시, 콘택홀의 측벽에 잔여 텅스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버에치(over etch)하게 되는데, 
이때 콘택홀 측벽에 남아 있던 잔여 텅그텐이 제거됨과 동시에 콘택홀내에 플럭으로 채워졌던 텅스텐의 
일부도 함께 제거됨으로써, 콘택홀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텅스텐 플럭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금속, 예컨대 알루미늄(Al)을 스퍼터하면, 채워지지 않은 콘택홀로 
인해 알루미늄(40)도포 프로파일은 제2a도와 같게 되어 콘택홀 부위에 귀각을 갖게 된다.

제2b도를 참조하면, 알루미늄(40)이 스퍼터된 결과물 전면에 층간 절연막(50)을 짐적시키면, 제2a도에서 
생긴 귀각때문에 보이드(void)가 발생하여 누설전류를 야기시키고, 반도체소자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다.

제3도는 적층 비아콘택(stacked via contact)을 형성한 경우의 단면도로서, 도면부호 20a 및 20b는 다층 
배선구조에서의 층간절연막을, 30a 및 30b는 플럭을, 그리고 40a 및 40b는 알루미늄 배선층을 각각 나타
낸다.

제3도를 참조하면, 다층 배선구조의 경우 보이드가 더욱 심하게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제1도 내지 제3도
에 있어서, 미설명된 도면부호 10은 반도체기판을 나타내고, 12는 필드 산화막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콘택홀 또는 비아홀의 주위에 귀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
접속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콘택홀을 완전하게 채워줌으로써 보이드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은,

하부 도전층을 덮는 층간절연층을 형성하는 제1 공정: 상기 층간절연층을부분적으로 식각함으로써, 상기 
하부 도전층의 일부 표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제2 공정: 상기 개구부를 텅스텐으로 플럭하는 
제3 공정: 및결과물 전면에,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플로우함으로써, 상기 하부 도전층과 접속된 
상부 도저층을 형성하는 제4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 도전층은 불순물이 도우프된 반도체기판 또는 금속물질로된 도전층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하부 도전층이 불순물이 도우프된 반도체기판일 경우 상기 제1 공정은, 하부 도전층 상에 
산화막을 침적하는공정과, 상기 산화막 상에 BPSG(Boron-Phosphorus  Silicate  Glass)를 침적하는 공정, 
및 결과물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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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하부 도전층이 금속일 경우 상기 제1 공정은, 하부 도전층 상에 PE-TEOS(Plasma Enhanced 
Tetraethyl orthosilicate)를 침적하는 공정, 상기 PE-TEOS 상에 SOG(Spin-on Glass)를 코팅하는 공정, 
상기 OSG상에 PE-TEOS를 재침적하는 공정 및 결과물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상기 제2 공정 후, 상기 개구부 내에 티타늄(Ti) 또는 티타늄 나이트라이드(Tin)로 장벽층을 형성하는 공
정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3 공정은,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전면에 텅스텐을 증착하는 공정과, 상기 텅스텐
을 RF 스퍼터(RF sputter)식각법으로 에치하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기 제4 공정 후, 상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상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하여 캐핑
층(capping layer)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며은, 텅스텐을 이용하여 콘택홀 내에 플럭을 형성한 후,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플로우함
으로써, 콘택홀 또는 비아홀 주위에 귀각의 발생을 방지하고, 콘택홀 또는 비아홀을 완전히 채움으로써 
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함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4a도 내지 제6도는 본 발명에 의한 층간접속방법을 성명하기 위해 도시된 단면도들로서, 제4a도 내지 
제4d도는 본 발명에 의한 층간접속방법의 제1 실시예를, 제5도는 제2실시예를, 제6도는 제3실시예를 설명
하기 위해 각각 도시된 단면도들이다, 참조하는 도면들에 있어서, 제1도 내지 제3도와 동일한 부호는 동
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제1실시예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a) 콘택홀 형성공정, (b) 텅스텐 플럭 형성공정,(c) 알루미늄 플로우공정으로 
진행된다.

제4a도는 단위소자의 형성공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는 반도체기판(10)을 활성영역 및 비활성영역으로 
한정하는 필드산화막(12)을 형성하는 제1 공정, 반도체기판의 상기 활성영역에 소오스영역(14), 드레인영
역(16) 및 게이트전극(18)으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제2 공정으로 진행된다.

제4b도는 층간절연층(20) 및 콘택홀(22)을 형성하는 공정을 도식한 곳으로서, 이는 단위소자가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상에 층간절연층(20)을 형성하는, 이는 단위소자가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상에 층간절연층
(20)을 형성하는 제1공정, 콘택홀 형성을 위한 감광막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제2 공정 및 콘택
홀(22)을 형성하는 제3 공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1 공정은 게이트전극, 소오스영역/ 드레인영역, 또는 다른 하부 도전층과 이후에 형
성될 금속층을 전기적으로분리하기 위하여, 단위소자가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전면에, 예컨대 고온산화막
(HTO), 저온산화막(LTO) 등의 실리콘산화막을 2,500Å 정도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정과, 상기 실리콘 산화
막  상에,  예컨대  BPSG를  14,000Å정도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정,  상기  BPSG를  화학적-물리적 연마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하 CMP라 칭함) 방법을 사용하여 평탄화하여 실리콘 산화막과 BPSG로 
이루어진 층간절연층(20)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콘택홀 형서을 위한 감광막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상기 제2 공정은, 상기 층간절연층
(20) 위에 , 예컨대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감광물질을 도포한 후 사진식각공정을 행하여 콘택홀 형서을 위
한 감광막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진행되고, 상기 제3 공정은 상기 감광막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층간절연층(20)을 이방성식각함으로써 콘택홀(22)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제4c도는 프럭(30)을 형성하는 공저을 도시한 것으로서, 콘택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텅스텐을 침적시
키는 제1 공정, 침적된 텅스텐을 에치백하여 상기 콘택홀(제4b도의 도면부호 22)의 내부에만 텅스텐이 남
도록 함으로써 텅스텐 플럭(30)을 형성하는 제2 공정 및 상기 텅스텐을 RF스퍼터 식각법으로 식각하는 제
3 공정으로 진행된다.

상기 텅스텐은 10,000Å 정도의 두께로 침적하고, 잔여 텅스텐을 제거하기 위하여 텅스텐을 충분히 에치
백하여 콘택홀 상부의 텅스텐이 오버에치되도록 한다.

상기 RF스퍼터는 텅스텐과 후 공정에서 적층될 알루미늄과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d도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증착하여 플로우 금속층(40)을 형성하는 공정을 도식한 것으로
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플로우 금속은 0.5%의 구리(Cu)와 0.25%의 실리콘(Si)을 
포함하는 알루미늄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챔버(chamber)내의 온도는 약 560℃이고, 적(chuck)의 온도, 
즉 기판의 온도는 약 490℃정도로 한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층간접속방법은, 콘택홀이 도전물질로 완전히 채워져 콘택홀 
주위에 단차를 만들지 않으므로 평탄한 금속층을 형성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된 단면도로서, 
다층의 금속층을 형성할 경우, 즉 하부 도전층이 금속층일 경우의 층간접속방법에 대한 것이다.

제5도를  참조하면,  하부  금속층  상에  층간절연층(20a)을  형성하는  제1  공정,  비아홀을  형성하는  제2 
공정, 텅스텐 플럭을 ㅎ여성하는 제3 공정 및 플로우 금속층을 형성하는 제4 공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1 공정은, 제4a도 내지 제4d도까지의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여 평탄한 금속층(40)을 
형성한 후, 상기 금속층(40)이 형서된 결과물 전면에, PE-TEOS를 4,000Å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정, 그위
에 SOG를 약 2,000Å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정, 그위에 SOG를 약 2,000Å의 두께로 2회에 걸쳐 코팅하는 
공정, 다시 PE-TEOS를 5,000Å정도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정, CMP공정을 실시하여 평탄화하는 공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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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OS를 6,000Å정도의 두께로 침적하는 공저으로 진행된다.

이  때,  상기 금속층(40)  위에 남아 있는 산화막의 두께는,  상기 금속층 위의 SOG가  제거되는 두께인 
3,000Å 정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층간절연층의 전체주께가 약 9,000Å정도가 되도록 한
다.

상기 제2 공정은, 상기 층간절연층(20a) 상에 비아홀을 형성하기 위한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감광막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층간절연츠을 이방성식각함으로써 비아홀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이
루어진다.

이어서, RF 스퍼터공정, 제2 텅스텐 플럭을 형성하는 공정 및 플로우 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본 발명
의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르면, 이중 금속층의 접속에서도 플럭을 먼저 형성한 후 금속을 플로우함으로써 
콘택홀 주위에 귀각을 갖지 않고, 콘택홀이 완전히 채워지게할 수있다.

본 발명에 의한 이중금속층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였으나, 3중 또는 그 이상의 다층금속층의 콘택형성
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은 주지할 사실이다.

제3 실시예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에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로서, 콘택홀 내
부에 장벽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플로우 금속층 상에 캐핑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추가하여 층간접속을 형
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제6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부도전층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
택홀까지 형성한 다음, 콘택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장벽층(60, 70)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장벽층 
(60, 70) 상에 플럭(30)을 형성하는 공정, 플럭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플로우 금속층(40)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플로우 금속층 상에 캐핑층(80)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장벽층(60, 70)을 형성하는 공정은, 콘택홀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이후에 적층될 금속
층의 접착력을 좋게 하고, 상기 금속층과 하부의 불순물영역(소오스 또는 드레인), 또는 게이트전극의 저
닉적 접속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티타늄(Ti)을 6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여 제1물질층(60)을 형
성하고, 상기 제1물질층(60) 상에, 불순물의 확산 또는 실리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를 6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여 제2 물질층(70)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캐핑층(80)을 형성하는 공정은, 플로우 금속층(40)상에, 예컨대 티타늄질화막을 250Å 정도의 두께
로 증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외의 공정은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된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르면, 플럭을 형성하기 전에 콘택홀 내에 장벽층을 형성함으로써, 플럭을 형성
하기 위한 텅스텐의 접착력이 좋아지고,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플로우할 때 불순물의 확산을 방
지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에 따르면, 콘택홀 또는 비아홀의 주위에 귀각을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금속층을 형성한 후 단차를 만들지 않으며, 콘택홀 또는 비아홀을 도전물질로 완전히 
채움으로써 보이드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
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 도전층을 덮는 층간절연층을 형성하는 제1 공정: 상기 층간절연층을 부분적으로 식각함으로써, 상기 
하부 도전층의 일부 표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제2 공정: 상기 개구부를 텅스텐으로 플럭하는 
제3 공정: 및 결과물 전면에,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플로우함으로써, 상기 하부 도전층과 접속
된 상부 도전층을 형성하는 제4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 접속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도전층은 불순물이 도우프된 반도체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정은, 하부 도전층을 덮는 산화막을 침적하는 공정, 상기 산화막 상에 BPSG
를 침적하는 공정 및 겨로감루을 평탕화하는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
속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도전층은 금속물질로 된 도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공정은, 하부 도전층 상에 PE-TEOS를 침적하는 공정, 상기 PE-TEOS 상에 SOG를 
코팅하는 공정, 상기 SOG상에 PE-TEOS를 재침적하는 공정 및 결과물을 평탄화하는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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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정 후 , 상기 개구부에 장벽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장벽층은, 티타늄 또는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공정은, 개구부가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텅스텐을 증착하는 공정 및 상기 텅스
텐을 RF스퍼터 식각법으로 에치하는 공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공정 후 , 상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상에 캐핑 금속을 증착하는 공정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캐핑 금속으로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층간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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