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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이강민

(54)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어 갭을 가진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

요약

  금속라인과 같은 전기 디바이스사이의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체 구조물, 특히 반도체 구조물내에 에어 갭

(26)을 형성시키는 방법에서는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반도체 구조물내의 밀폐된 내부 용적을 채우기 위하여 희생층(20)으

로써 사용된다. 희생층(20)은 바람직하게 확산에 의해 오버코트층(24)을 통해 이동되는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된다. 희생층을 분해하면, 노르보넨형 중합체에 의해 이전에 점유된 밀폐된 내부 용적에서 에어 갭(26)이 남는다. 에

어 갭은 전기리드사이에 배치되어 전기 리드사이의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1d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도체 간의 용량성 결합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에어 갭을 사용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집적회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집적회로의 임의의 주어진 평면상의 금속라인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 마이크로미

터 이하로 줄어들었다. 집적회로에서 전도성 부재사이이 공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용량성 결합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

은 용량성 결합의 증가로 인해, 매우 큰 크로스토크(crosstalk), 높은 용량성 손실 및 증가된 RC 시상수를 유발하게 되었

다.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층상의 금속라인 사이 그리고 층사이에 삽입되는 종래의 유전체 재료를 낮은

유전상수(낮은-K) 재료로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이 기울어져 왔다. 많은 종래의 전자 절연체는 3.5 내지 4.2의 유전상수를

가진다. 예를들어, 이산화규소는 4.2의 유전상수를 가지며, 폴리이미드는 통상 2.9 내지 3.5의 유전상수를 가진다. 몇몇

진보된 중합체는 2.5 내지 3.0의 유전상수를 가진다. 1.8 내지 2.5의 재료가 공지되어 있으나, 이러한 재료는 처리 공정이

복잡하며, 비용 및 재료의 문제점이 있다.

  가능한 낮거나 이상적인 유전상수는 진공중의 유전상수인 1.0이다. 에어(air)는 거의 1.001의 유전상수이다. 에어의 유

전상수가 낮다는 인식하에, 전기 전도성 부재간의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속 리드사이에 에어 갭을 갖는 반도

체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에어 갭 형성 기술은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미국특허 제4,987,101호에는 재료층 상의 2라인 사이 또는 인접 중첩 재료층 상의 라인 사이에 절연 전기 공간을 제공하

기 위한 방법 및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베이스 부재는 그 위쪽방향으로 뻗는 다수의 지지부재를 가지도록 형성된다. 제거

가능한 재료는 베이스 부재상에 그리고 지지부재 주변에 증착된다. 그 후, 절연재료로 이루어진 캡 부재는 상기 지지부재

및 제거가능한 재료위에 증착된다. 액세스 개구부는 베이스 부재중 적어도 한 베이스 부재 또는 제거가능한 재료와 연통하

는 캡 부재내에 형성된다. 제거가능한 재료는 액세스 개구부를 통해 제거되어 캡 부재와 베이스 부재 사이 그리고 지지부

재 사이의 공간을 정의한다. 이 단계 동안, 제거가능한 재료에 의해 비워진 공간에 부분 진공(여기에 일부 불활성 기체가

분산될 수 있음)이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세스 개구부는 캡 부재 및 매우 낮은 유전상수를 가진 베이스 부재사이에

밀폐공간을 제공하도록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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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 제5,324,683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에어 갭 또는 에어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에어 영역은 희생 스페이서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또는 희생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에어 영역은

선택적 성장 공정 또는 비등각 증착 기술중 하나에 의해 밀폐, 밀봉 또는 격리된다. 에어 영역은 임의의 압력, 기체 농도 또

는 처리조건하에서 형성될 수 있다.

  전술한 특허에서 개시된 기술은 희생재료를 제거하기 위한 홀 또는 다른 통로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특허 제5,461,003호

에서는 희생층이 다공성 유전체층을 통해 제거된다. 이 특허에 따르면, 금속리드가 기판상에 형성되며, 그 다음에 일회용

고체층이 금속 리드 및 기판상에 증착된다. 일회용 고체층은 금속리드의 상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역에칭된다. 그 다음에,

다공성 유전체층은 금속리드 및 일회용 층위에 증착된다. 이후에, 일회용 층을 제거하며, 일회용 층의 제거는 디바이스를

고온(>100℃)에서 산소 또는 산소-플라즈마에 노출시켜 일회용층을 기화 또는 연소시킴으로써 바람직하게 달성될 수 있

다. 산소는 다공성 유전체 층을 통해 일회용층에 도달한후 일회용층과 반응하여 그것을 기체로 변환시키며, 이 기체는 다

공성 유전체층으로부터 후방으로 이동한다. 일회용 층의 제거시, 에어 갭은 낮은 유전상수를 제공하도록 남겨진다. 최종적

으로, 비다공 유전체층은 습기로부터 다공성 유전체층을 밀봉하여 개선된 구조적 지지 및 열적 전도성을 제공하고 다공성

유전체를 부동화시키기 위하여 다공성 유전체층의 상부상에 증착된다. 이 과정은 인접 금속 리드 또는 라인의 전체 높이를

확장시키지 않는 에어 갭을 야기한다. 전술한 '003 특허는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의 이점을 향상시키는 수정된 방법을 개시

하고 있다. 이 수정된 방법은 산화물층이 금속 리드의 상부상에 형성되어 일회용 유전체층이 금속 리드보다 높게 확장할

수 있는 추가 공정단계를 포함한다.

  다공층을 통해 확시켜야 하는 산소 플라즈마에 디바이스를 노출시키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연장된 기간동안 디바이스의

다른 부재가 산소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산소 플라즈마에 구리라인이 노출되

면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구리는 알루미늄과 비교하여 낮은 저항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금속

으로 각광받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체 구조물내에 에어 갭 또는 에어 갭들을 형성시키는 방법, 특히 금속라인과 같은 전기 부재 사이의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도체 구조물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종래기술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여 집

적회로 및 패키지와 같은 반도체 구조물에서 용량성 결합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르면, 반도체 구조물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i) 희생재료로서의 노르보넨형 중합체

를 사용하여 반도체 구조물내의 폐쇄된 내부 용적을 채우는 단계; (ii) 희생재료를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

키는 단계(바람직하게는 열처리에 의해 자체 분해됨); 및 (iii) 내부 용적에 인접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고체층을 통과시킴

으로써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희생재료를 분해하면 노르보넨형 중

합체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던 폐쇄된 내부 용적에 에어 갭이 남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고체층은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이 반도체 구조물에 불리하지 않은 조

건하에 확산에 의해 통과할 수 있는 유전체 물질이다. 또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의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한

다.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

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하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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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9는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

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

킬 퍼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특히,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희생 중합체는 화학식 I으로 표시된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된 랜덤 반복단위를

가지는 동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화학식 II으로 표시된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된 랜덤 반복단위를 가지

는 동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화학식 III으로 표시된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된 반복단위를 가지는 동종중

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화학식 (I)과 (II), 화학식 (I)과 (III), 화학식 (II)과 (III), 또는 화학식 (I), (II) 및 (III)으로 표

시되는 반복 단위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반도체 구조물에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i) 반도체 구조물에 형성시키

려는 하나 이상의 갭 패턴에 상응하는 희생재료의 패턴 층을 기판상에 형성시키는 단계; (ii)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지

는 영역내에서 기판상에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 (iii)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에 제 2 물질 및 희생재료

의 패턴 층을 덮는 물질의 오버코트층을 형성시키는 단계; (iv) 희생재료를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

계; 및 (v) 오버코트층을 통과시켜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켜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을 반

도체 구조물내에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유전체 재료가 금속 증착전에 패턴화된다는 점에서 구리

-다마스크(damascene) 공정에 특히 적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바람직하게,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는 전도성 재료를 사용하여 희생재료 부분의 반대 측에 전도성 리드를 형성시

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오버코트층을 형성시키기 전에, 전도성 재료는 인접한 희생재료의 높이 보다 낮은 높이로 형성되어

수득된 에어 갭은 프린지(fringe)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도성 리드를 넘어 연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반도체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은 (i) 희생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내의 폐

쇄된 내부 용적을 채우는 단계; (ii)희생재료를 가열시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계; 및 (iii) 내부 용

적에 인접해 있는 하나 이상의 고체층을 통과시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

함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희생재료가 분해되면 희생재료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던 폐쇄된 내부 용적에 에어 갭이 남는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특징 또는 다른 특징은 하기에서 모두 기술하였으며, 청구항, 하기 상세한 설명 및 본 발명의 하나 이상

의 기술된 구체예에서 상세히 기술된 첨부된 도면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본 발명의 원리가 이용될 수 있

는 하나 또는 몇가지의 다양한 방법일 뿐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1D은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 따른 방법의 여러 단계를 기술하는 반도체 구조물의 일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

도이다.

  도 2A-2F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방법의 여러 단계를 기술하는 반도체 구조물의 일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도

이다.

  도 3A-3F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른 방법의 여러 단계를 기술하는 반도체 구조물의 일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

도이다.

  

삭제

등록특허 10-0532801

- 4 -



  도 4A-4H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른 방법의 여러 단계를 기술하는 반도체 구조물의 일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단

면도이다.

  도 5A-5J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른 방법의 여러 단계를 기술하는 반도체 구조물의 일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

도이다.

실시예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여러 단계가 도 1A-1D에 도식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A 및 1B에서, 희생재료로 된 패턴층(20)은 소정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판(22)상에 형성된다. 이는 예를 들어 먼

저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22)상에 희생재료로 된 층을 형성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 에칭 등의 적당한 기술에 의

하여 상기 층을 패터닝하여 기판 상에 희생재료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둑(hill)"을 형성하고 2개의 상대적으로 인접한 둑

사이에 "골(valley)"을 형성하도록 희생재료로 된 패턴층(20)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에 비희생재료로 된

제 2고체층(24)이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층(20)에 겹치도록 패턴층상에 형성된다. 다음에 열이 가해져서 희생재

료가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되도록 하고, 이러한 하나 이상의 분해 생성물은 제 2층(24)을 통과함으로써 제

거된다. 이는 희생재료(20)에 의하여 이전에 채워졌던 폐쇄된 내부 공간 또는 공간들에 하나 이상의 에어 갭(26)을 가진 에

어-갭 구조물(28)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에어-갭 구조는 2개의 유전체 재료, 기체 생성물로 분해되는 희생재료 및 하나 이상의 기체 생성물이 통과할

수 있는 커버 또는 오버코트를 형성하는 영구 물질(내부 에어 갭 또는 갭들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하에 최소한 영구적임)에

의하여 형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와 같은 통과는 오버코드 물질을 통한 하나 이상의 분해 생성물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

다. 더욱 바람직하게, 희생재료의 분해 반응은 다른 수단이 이용될 수 있지만, 단지 고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분해 온

도는 구조물의 여러 성분에 적합하여 에어 갭(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희생재료의 제거 이외에 다른 성분의 손상시키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온도는 전기적 상호접속 디바이스에 대하여 500℃이하, 더욱 바람직하게 450℃이

하 이여야 한다. 약 150℃정도로 낮은 분해 온도를 가진 물질이 좋지만, 바람직하게 분해 온도는 약 380 내지 450℃범위

이다. 그러나, 희생재료는 열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영구 물질이 전기적 및/또는 기계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처리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층은 다른 제조 기술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다중 서브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C의 층(24)은 희생재료와 동일한 높이의 제 1서브층 및 상기 제 1서브층과 희생재료를 덮는 제 2서브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하부층에 소정 층이 도포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층을 서로 결합하도록 이용되는 중간층을 배제하고자 하

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희생재료는 시클로올레핀류 화합물로부터 선택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비시클

로올레핀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르보넨형 중합체이다. 노르보넨형 중합체는 이하의 화학식Ⅰ, Ⅱ 및 Ⅲ으로 나타나는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폴리시클릭 부가 동종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구현에 유용한 공중합체는 화학식

Ⅰ, Ⅱ 및 Ⅲ을 포함하거나 및/또는 이들로 구성된 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된 반복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

명의 희생재료로서 특히 유용한 노르보넨형 중합체는 비에프 굿리치사(BFGoodrich Company, Akro, Ohio)의 상표명

Avatrel로 판매된다. 중합체는 이하의 화학식 I에 나타난 구조에 의하여 표시되는 실릴 치환된 반복단위를 포함한다.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

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하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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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상기 식에서, R9는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예를 들어 아세트옥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퍼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바람직하게, R10, R11 또는 R12 중의 하나 이상이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기로부터 선택되고, R9가 수소

이다. 더욱 바람직하게 R10, R11 또는 R12가 독립적으로 동일하고,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부톡시 및 펜톡시로부터 선

택된다. 더욱 바람직하게, n이 O 이고, R10, R11 또는 R12가 독립적으로 에톡시기가며, R2 및/또는 R3이 트리에톡시실릴

치환기이다. n이 0인 경우, 실릴 작용기는 규소-탄소 결합을 통하여 폴리시클릭 고리에 직접 결합되며, 상기 규소-탄소 결

합의 탄소 원자는 폴리시클릭 고리(즉, 고리 탄소 원자)상의 탄소 원자에 의하여 공급되도록 한다.

  화학식 (I)에서, 하기 화학식 (Ib) 및 (Ic)로 독립적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m이 바람직하게는 0 또는 1이다.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고,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 치환기이다.

m이 0인 반복 단위, 즉 화학식 Ib를 가진 반복 단위가 특히 바람직하다.

  화학식 Ⅰ, Ⅰb 및 Ⅰc에서, R1 및 R4는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4 내지 8개의 탄소 원자로 된

포화 고리형 기를 나타내도록 한다. R1 및 R4가 포화 고리형 기를 형성하도록 결합할 경우, 고리형 기는 R2 및 R3으로 치환

되며,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화학식Ⅰa로 표시되는 실릴 기이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단량체는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서, B는 메틸렌기(즉, -CH2-)이고, q는 2 내지 6 이다. B로 나타낸 메틸렌기가 R2 또는 R3 치환기를 포함하는

경우, -CH2-기의 수소원자 중 하나는 R2 및 R3 치환기로 대체된다. 대표적인 반복 단위 구조는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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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2, R3 및 m은 이전에 정의된 바와 같다.

  화학식 Ⅰ의 단량체의 예시적 예로는 5-트리에톡시실릴 노르보넨, 5-트리메틸실릴 노르보넨, 5-트리메톡시실릴 노르보

넨, 5-메틸디메톡시실릴 노르보넨, 5-메틸메톡시실릴 노르보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희생 중합체는 다음의 화학식 Ⅱ에 의해 표현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R5, R6, R7 및 R8은 개별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

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 R5와 R6 또는 R7와 R8

중 어느 것은 함께 (C1 내지 C10) 아킬리데닐 기를 형성하며, R5와 R8는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결합하

여 4 내지 12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리형 기 또는 6 내지 17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고; p는 0, 1, 2, 3 또는 4이다. 상기 치환기상의 히드로카르빌 치환기는 단지 분지형 및 비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분지형 및 비분지형 (C2 내지 C10) 알케닐, 및 (C6 내지 C20) 아릴과 같이 탄소와 수소 원자로만 구성된다.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단량체의 예시적 예로는 2-노르보른넨, 5-메틸-2-노르보넬, 5-헥실-2-노르보넨, 5-시클로헥실

-2-노르보넨, 5-시클로헥세닐-2-노르보넨, 5-부틸-2-노르보넨, 5-에틸-2-노르보넨, 5-데실-2-노르보넬, 5-페닐-

2-노르보넨, 5-나프틸-2-노르보넨, 5-에틸리덴-2-노르보넨, 비닐노르보넨, 디시클로펜타디엔, 디히드로디시클로펜타

디엔, 테트라시클로도데센, 메틸테트라시클로도데센, 테트라시클로도데카디엔, 디메틸테트라시클로도데센, 에틸테트라시

클로도데센, 에틸리데닐 테트라시클로도데센, 페닐테트라시클로도데센, 시클로펜타디엔의 삼량체(예를 들면, 대칭 및 비

대칭 삼량체)를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히드로카르빌 반복 단위는 2-노르보넨으로부터 유도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희생 중합체는 다음의 화학식 Ⅲ에 의해 표현되는 반복 단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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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9 내지 R12는 독립적으로

및

로부터 선택된 극성 치환기를 나타낸다.

  

삭제

  상기 A와 A' 부분은 독립적으로 2가 탄화수소 라디칼, 2가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 2가 산소 함유 라디칼, 및 2가 고리

형 에테르와 고리형 디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2가의 브릿징 또는 스페이서 라디칼을 표현하며, n은 0 또는 1의 정수이다.

n이 0일때 A와 A'가 단일 공유결합을 표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2가란, 라디칼의 말단부에서의 자유 원자가가 2개의 별

개의 기에 부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2가 탄화수소 라디칼은 화학식 -(CdH2d)-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데, d는 알킬

렌내의 탄소 원자의 수를 나타내고 1 내지 10의 정수이다. 상기 2가 탄화수소 라디칼은 바람직하게는 메틸렌, 에틸렌, 프

로필렌, 부틸렌, 페틸렌, 헥실렌, 헵틸렌, 옥틸렌, 노닐렌, 및 데실렌과 같은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렌으로부

터 선택된다. 분지형 알킬렌 라디칼이 고려될때, 선형 알킬렌 사슬의 수소 원자가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기

로 치환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2가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은 다음 화학식에 의해 표현되는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3 내지 C8) 시클로지방족 부분을 포

함한다.

  

  여기에서 a는 2 내지 7의 정수이고, 존재하는 Rq는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기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2가

시클로알킬렌 라디칼은 다음 구조에 의해 표현되는 시클로펜틸렌 및 시클로헥실렌 부분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Rq는 상기와 같다.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리형 구조 및/또는 화학식으로부터 돌출하는 결합 라인은, 상기

부분의 2가 특성을 나타내고, 카르보시클릭 원자가 각 화학식에서 정의된 인접한 분자 부분에 결합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고 이해하여야 한다. 종래에도 일반적인 바와 같이, 고리형 구조의 중앙으로부터 돌출하는 사선의 결합 라인은, 상기 결합

이 고리내의 카르보시클릭 원자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결합 라인이 연결되는 카르보시클

릭 원자는 탄소의 원자가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나 적은 수소 원자를 수용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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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2가 고리형 에테르와 디에테르는 다음 구조에 의해 표현된다.

  

  상기 2가 산소 함유 라디칼은 (C2 내지 C10) 알킬렌 에테르와 폴리에테르를 포함한다. (C2 내지 C10) 알킬렌 에테르란, 2

가 에테르 부분내의 전체 탄소 원자의 수가 적어도 2가 되어야 하고 1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2가

알킬렌 에테르는 화학식 -알킬렌-O-알킬렌- 으로 표현되는데, 산소 원자에 결합되는 알킬렌기 각각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르고 메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펜틸렌, 헥실렌, 헵틸렌, 옥틸렌 및 노닐렌으로부터 선택된다. 상기 중 가장 간단

한 2가 알킬렌 에테르는 라디칼 -CH2-O-CH2-이다. 바람직한 폴리에테르 부분은 다음 화학식의 2가 라디칼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x는 0 내지 5의 정수이고 y는 2 내지 50의 정수이며, 단 폴리에테르 스페이서 부분상의 말단 산소 원자가 과산

화물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 인접한 기상의 말단 산소 원자에 직접 결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폴리에테르 스페이서가 이

미 R9 내지 R12로 언급된 말단 산소 함유 치환기 중 임의의 것에 결합될 경우에, 과산화물 결합(예를 들면, -O-O-)을 고려

하지 않는다.

  또한, R9 내지 R12는 나머지 R9 내지 R12 치환제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극성 기중 하나로부터 선택되는 한, 수소, 선형 또

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을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기 화학식에서 p는 0 내지 5의 정수이다(바람직하게 0 또

는 1, 더욱 바람직하게 0). R"는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예를 들면, -C(CH3)), -Si(CH3), -

CH(Rp)OCH2CH3, -CH(Rp)OC(CH3)3,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 폴리에테르, 모노시클릭 및 폴리시

클릭 (C4 내지 C20) 시클로지방족 부분, 고리형 에테르, 고리형 케톤, 및 고리형 에스테르(락톤)를 나타낸다.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이란, 말단 알킬 기가 에테르 산소 원자를 통해 알킬렌 부분에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라디칼은 -알

킬렌-O-알킬로서 일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탄화수소 기재 에테르 부분으로서, 상기 알킬렌과 알킬 기는 독립적으로 선

형 또는 분지형일 수 있으며, 1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한다. 상기 폴리에테르 라디칼은 다음 화학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x는 0 내지 5의 정수이고, y는 2 내지 50의 정수이고 Ra는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폴리에테르 라디칼은 폴리(에틸렌 산화물)과 폴리(프로필렌 산화물)을 포함한다. 모노시클릭 시클로

지방족 모노시클릭 부분의 예로는 시클로프로필, 시클로부틸, 시클로펜틸, 시클로헥실, 디시클로프로필메틸(Dcmp) 및 디

메틸시클로프로필메틸(Dmcp) 등을 포함한다. 시클로지방족 폴리시클릭 부분의 예로는 노르보닐, 아다만틸, 테트라히드

로디시클로펜타디에닐(트리시클로[5.2.1.02.6] 데카닐) 등을 포함한다. 고리형 에테르의 예로는 테트라히드로푸라닐과

테트라히드로피라닐 부분을 포함한다. 고리형 케톤의 예로는 3-옥소시클로헥사노닐 부분이다. 고리형 에스테르 또는 락

톤의 예로는 메발로닉 락토닐 부분이다. 이미 언급한 대표적인 고리형 기에 대한 구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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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상기 화학식의 Rp와 고리형 기는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5) 알킬 기를 나타낸다. 상기 Dcpm과

Dmcp 치환기는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희생 중합체는 바람직하게 화학식 Ⅰ에 의해 표현되는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되는 동종중

합체와 공중합체 함유 랜덤 반복 단위, 또는 화학식 Ⅱ에 의해 표현되는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되는 동종중합체와 공

중합체 함유 랜덤 반복 단위, 화학식 Ⅲ에 의해 표현되는 단량체 단위(들)로부터 유도되는 동종중합체와 공중합체 함유 랜

덤 반복 단위 및 화학식 Ⅰ과 Ⅱ, 화학식 Ⅰ과 Ⅲ, 화학식 Ⅱ와 Ⅲ 또는 화학식 Ⅰ,Ⅱ 및 Ⅲ에 의해 표현되는 반복 단위의 조

합을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희생 중합체는 화학식 Ⅱ 및/또는 화학식 Ⅲ으로 기술된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나머지 중합체와

함께 약 0.1 내지 100몰%, 바람직하게 1 내지 50 몰%, 더욱 바람직하게 3 내지 25 몰%, 가징 바람직하게 5 내지 20 몰%

의 실릴 작용성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중합체는 80/20 노르보넨/트리에톡시실릴노르보

넨의 몰% 비의 노르보넨과 트리에톡시실릴노르보넨으로부터 중합된 반복 단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희생 중합체는 예비중합된 폴리시클릭 단량체의 노르보넨형 부분에 포함된 이중 결합에 걸쳐

형성되는 2,3-결합부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를 포함하는 부가 중합체이다.

  

  상기 중합체는 1997년 6월 12일자에 공개되고 BFGoodrich Compay의 국제 특허 출원 WO 97/20871에 개시된 바와 같

이 단일 또는 다중성분 Ⅷ족 전이 금속 촉매 시스템의 존재하에 적절히 작용화된 노르보넨형 단량체로부터 중합될 수 있

다.

  상기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는 SiO2의 플라즈마 증강된 화학증착(PECVD) 및 저온 구리 어닐링과 같은 다수의 통상 사

용되고 기타 반도체 제조 단계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높고(350℃) 충분한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그것의 Tg에 가까운 분

해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유익하며, 그 결과 반도체 디바이스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거동을 제한한다.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폴리시클릭 올레핀성 중합체는 상기 재료가 열적으로 그것의 Tg 근처에서 분해되기 때

문에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서 희생재료로서 유일하게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상기 중합체는 반도체 제조동

안 중합체가 보다 거친 가공 단계(예를 들면 반복된 열주기)를 견딜 수 있도록 분해 온도가 도달될 때까지 기계적으로 안정

하게 유지된다. 종래 기술의 중합체와 관련한 단점은 이들의 Tg가 이들의 분해 온도보다 훨씬 낮아서, 분해 온도가 도달되

기 전에 기계적 결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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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출원인은 펜던트 히드로카르빌(화학식 Ⅱ) 및/또는 펜던트 극성 (화학식 Ⅲ) 치환기를 함유하는 폴리시클릭 올레핀성

반복 단위를 희생 중합체 주쇄에 혼입시킴으로써 실릴 치환 폴리시클릭 올레핀성 중합체의 분해 온도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노르보넨/트리옥시실릴노르보넨의 80/20 몰%를 포함하는 중합체의 분해 온도(대략 430℃)는

공중합체의 노르보넨 반복 단위를 펜던트 선형 및/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알킬 치환기를 포함하는 반복 단위로 대체함

으로써 대략 30℃만큼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95/5의 몰% 비의 부틸노르보넨/트리에톡시실릴노르보넨을 포함하는

공중합체에 대한 열적 분해 온도는 405℃까지 저하된다. 공중합체의 분해 온도가 화학식 Ⅲ에 기술된 극성 치환기를 포함

하는 반복 단위로 공중합체의 노르보넨 반복 단위를 대체함으로써 추가로(대략 100℃ 이하까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보닐 아세테이트와 노르보닐 에틸 카르보네이트의 동종중합체는 각각 356℃와 326℃의 열분해 온도를 가

진다. 상기 극성 기는 에스테르, 카르보네이트 및 아세테이트 치환기 등을 포함한다. 실릴 치환된 중합체의 더 낮은 열분해

온도를 얻기 위하여, 중합체는 펜던트 히드로카르빌 또는 극성 작용기를 가지는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를 약 50몰%, 바람

직하게 50몰%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 51 내지 99%, 더욱 바람직하게 55 내지 95 몰%, 더욱 더 바람직하게 65 내지 80

몰%로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 언급한 희생 중합체는, 에어 갭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여러가지 재료를 통해 확산할

수 있는 분해 생성물로 분해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열분해 온도로, 통상 약 380℃ 내지 약 450℃의 범위로 가열될 수 있다.

상기 재료는 이산화규소, 질화규소, 규소 옥시질화물 및 폴리이미드, 예를 들어 올린-시바 게이기(OCG) 프로비미드

293과 412, 아모코 울트라델 7501 및 듀폰 피라린 2545와 같은 중합체 유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유용한 중합체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으로 설명하는 다른 바람직한 방법의 다음 설명으로부터 명확하듯이 감광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전의 방법은 특히 집적 회로와 기타 전자 패키지의 전기적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기 디바이스내에 에어 갭을

형성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에어 갭은 일반적으로 약 2이하, 가장 바람직하게 약 1.5이하, 더욱 바람직하게 약 1.25

이하 및 가장 바람직하게 약 1.0의 유전 상수를 갖는 저유전 절연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플래너와 인트라플래너 배열 모

두에서 전도성 부재(들)의 반대쪽에 사용될 수 있다. 정전용량을 낮출수록, 더 빠르게 전기 신호가 도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고 도체 사이의 크로스토크(crosstalk)가 더 낮아진다.

  이미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폴리노르보넨 중합체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잔류물을 거의 남기지 않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잔류물이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iO2의 박막(또는 Ti가 작용화된

노르보넨에서 Si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는 TiO2)이 전기 도체를 절연하기 위해 또는 부식을 제어하기 위해 잔류될 수 있다.

실제 테스트는 5㎛ 재료가 분해될때 약 100Å의 잔류물이 보여졌다.

  도 2a 내지 도 2f에서, 2개의 전도성 영역 또는 부재, 예를 들어 금속 라인 사이의 에어 갭 또는 영역을 형성하는 바람직

한 방법이 도식적으로 도시된다. 도 2a와 도 2b에서, 희생재료, 바람직하게 상기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의 패턴 층(30)이

기판(32)상에 형성된다. 상기 기판(32)은 그 위에 이미 패턴을 가지거나, 또는 페턴화되지 않은 재료일 수 있다. 상기 기판

은 베이스 층 또는 집적 회로 칩(미도시) 상의 디바이스를 덮는 SiO2로 이루어진 절연층과 같은 베이스 층을 덮는 재료층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상기 기판은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및 다른 반도체 소자(종래 기술에 공지된)를 포함

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일 수 있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균일한 희생재료층(30)이 기판(32)상에 증착된다. 이것은 어떤 적당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스핀 코팅, 분무, 메니스커스, 압출성형 또는 다른 코팅 방법에 의해, 기판에 건식 필름 적층을 프레싱 또는 적층하여 수행

될 수 있다.

  도 2b에서, 상기 희생재료층은 패턴화된 희생재료층(30)을 형성하기 위해 패턴화되고, 상기 패턴은 반도체 디바이스에

형성될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의 요구된 패턴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레이저 융삭(ablating), 에칭 등을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기술이 희생재료층을 패턴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희생재료는 패턴닝을 용이하게 하는 광감성인 종류일 수 있다.

  도 2c에서, 전도 재료층(34), 바람직하게 금속층이 희생재료의 패턴 층(30)상에 증착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금속 스퍼터

링, 화학증착(CVD), 물리증착(PVD), 전해 도장, 비전해 도장을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기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2d에서, 상기 금속층(34)은 예를 들어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기술에 의해 필요에 따라 평

탄화된다. CMP가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 및 다른 중합체에 사용된다면, 바람직하게는 이산화규소층이 에칭 스톱을 제공

하기 위해 희생층의 표면에 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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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e에서, 영구 유전체(36)가 금속 인레이(34)와 희생재료의 패턴 층(30)상에 증착된다. 상기 영구 유전체(36)는 고체

층으로서 증착되어 희생층(30)과 적어도 금속 리드(34)의 상부를 도포한다. 상기 영구 유전체층은 희생재료의 제거 이전

또는 이후에 평탄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영구 유전체층은 이산화규소, 폴리이미드 또는 다른 재료일 수 있다. 상기

영구 유전체층은 스핀 코팅, 분무 코팅 또는 메니스커스 코팅(통상 용매에서 용해되지 않는 희생재료를 사용하여), 화학증

착, 플라즈마 화학증착, 졸-겔 프로세스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도 2e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금

속층은 인접한 희생재료의 높이보다 적은 높이로 편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해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용량성 결합을 감

소시키는 데 바람직하게 금속 리드의 상부위로 확장하는 에어 갭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상기 기판은 희생재료의 패턴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그안에 형성된 트렌치(trenche)를 가질 수 있고, 얻어지는 에어 갭은 트렌치 사이의 기판상의 랜드

(land)에 배치된 금속 리드 아래까지 확장할 것이다.

  상기 희생재료(30)는 영구 유전체층(36)을 통해 도 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어 갭(38)을 형성하기 위해 제거된다. 상기

희생재료의 제거는 바람직하게 열분해와 확산에 의한 영구 유전체층(36)을 통한 하나 이상의 분해 생성물의 통과에 의해

달성된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는 얻어진 반도체 구조물(40)의 에어 갭에 남겨진 잔류

물 없이 약 450℃ 및 더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상기 열분해 생성물은 특히 폴리이미드를 포함하는 영

구 유전체층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많은 유전체 재료를 통해 확산가능하다.

  분해 속도는 영구 유전체를 통한 확산이 발생할 정도로 충분히 느려야 한다. 확산은 전형적으로 에어 갭내의 압력 증가로

발생한다. 이런 압력 증가는 영구 유전체의 기계적 세기를 초과할 정도로 크지 않아야 한다. 증가된 온도는 일반적으로 영

구 유전체를 통한 기체의 확산이 통상 온도와 관련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확산을 보조할 것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희생재료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분해된다. 상기 가열 속도는 바람직하게 약 0.5 내지 10℃/분, 가장 바

람직하게 1 내지 5℃/분, 더욱 바람직하게 약 2 내지 3℃/분이다.

  이해되는 바와 같이, 상기 에어 갭은 일반적으로 잔류 기체가 결국 공기로 교환될지라도 잔류 기체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런 교환을 방지하도록 하는 또는 다른 기체(예를 들어 불활성 기체) 또는 진공을 에어 갭에 분배하는 단계가 취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반도체 구조물은 오버 코팅층(24)을 통한 확산 또는 다른 통과에 의해 에어 갭으로부터 임의의

잔류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 진공 조건에 놓여질 수 있고, 그 후 반도체 구조물은 오버 코팅층을 통한 임의의 기체의 추가

통과를 차단하는 적당한 밀봉재에 의해 코팅될 수 있다. 반도체 구조물이 밀봉되기 이전에, 그것은 에어 갭이 기체로 채워

지도록 불활성 기체를 포함한 것과 같은 제어된 기체 분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추가적인 상호접속 층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의 공정 단계가

수행될 수 있다.

  당업자는 또한, 비록 덜 바람직하고/거나 사용된 희생재료의 유형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희생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희생재료는 포토레지스트이며, 산소(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공기중

에 또는 기타 산소 함유 대기, 또는 산소 플라스마 또는 오존을 포함)중에 분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구층은 예를 들어,

산소를 포토레지스트와 접촉하도록 통과시킬 수 있는 10-90%의 다공성을 갖는 실리카 기재 크세로겔을 포함할 수 있다.

산소는 실리카 기재 크세로겔을 통하여 이동하여, 포토레지스트에 도달하고 반응하여, 그것을 실리카 기재 크세로겔을 통

과하는 기체로 변화시킨다.

  도 3A-3F에서,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금속 라인과 같은 2개의 전도성 영역 또는 부재 사이에 에어 갭 또는 영역

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3A 및 3B에 있어서, 알루미늄, 구리, 금 등과 같은 전도성 재료의 패

턴 층(50)이 기판(52)상에 형성된다. 또한, 기판은 집적 회로 칩(미도시) 상의 디바이스를 덮을 수 있는 SiO2 절연층과 같

은 베이스층을 덮는 물질 층 또는 베이스층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로서, 기판은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및 다른

반도체 소자(당해 분야에 잘 공지되어 있음)를 함유할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일 수 있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성 재료의 균일 층(50)이 기판위에 증착된다. 이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 예를 들어, 금속

스퍼터링, 화학증착(CVD), 도금(특히 비전기 도금)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3B에 있어서, 전도성 재료

층(50)은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형성될 하나 이상의 전기 도체, 예를 들어, 금속 라인, 리드, 영역 등의 원하는 패턴에 상응

하는 전도성 재료의 패턴을 생성하도록 패턴화된다. 임의의 적합한 방법 예를 들어, 레이저 융삭, 에칭 등이 전도성 재료

층의 패턴화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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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C에 있어서, 희생재료 층(54), 바람직하게는, 상기 업급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층은 전도성 재료의 패턴 층(50) 위

에 증착된다. 이는 예를 들어, 스핀 코팅, 분무, 메니스커스, 압출성형 또는 다른 코팅 방법, 또는 기판으로 건식 필름 적층

을 프레싱하거나 적층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3D에 있어서, 도체(50)의 상단부를 덮는 과량의 희생재료가 제거되고, 희생 층이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CMP, 반응

성 이온 에칭 등을 포함한 적합한 방법에 의해 평탕화된다.

  도 3E에 있어서, 영구 유전체(56)는 희생재료 인레이를 갖는 패턴화된 전도성 층 위에 증착된다. 영구 유전체는 고형 층

으로서 증착되며, 희생 층 및 적어도 전도성 층의 금속 리드의 상단부를 덮는다.

  그 후, 도 2A-2F에 도시된 방법에 관련해서 상기에 설명된 방법과 같이, 희생재료는 영구 유전체 층을 통해 제거되어,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어 갭(58)을 형성한다. 또한, 희생재료의 제거는 바람직하게는, 열 분해 및 확산에 의해 영구 유

전체 층(56)을 통한 하나 이상의 분해 생성물의 통과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폴리노르보넨

형 중합체는 생성된 반도체 구조(60)의 에어 갭에 잔류물이 잔존하지 않은 채로 대략 400℃ 미만의 온도에서 열 분해될 것

이다. 또한, 분해 생성물은 특히, 폴리이미드를 포함하는 영구 유전체 층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많은 유전체 재료를 통해 확

산가능하다. 또한,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에 설명된 기타 방법과 같은 방법들이 희생재료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 4A-4H에는 바람직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를 사용하여 산화물중에 공기 갭(터널)을 형성시키는 방법의 특정 실례

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정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1. 도 4A에서, 깨끗하고 연마된 규소 웨이퍼(70)를 사용한다(비록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세라믹 또는 금속 재료를 포

함한 많은 다른 기판이 사용될 수 있지만).

  2. 도 4B에서, 희생재료(72), 아바트렐(등록 상품명: Avatrel)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를 웨이퍼상에 스핀 코팅시킨다. 스

핀 코팅은 예를 들어, 분당 1000 내지 4000회 회전수로 웨이퍼를 회전하고,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가 용해되는 적합한 용

매와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의 용액을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용매는 메시틸렌일 수 있으며, 데칼린 또는 다른 탄화수소

용매와 같이 다른 적합한 용매가 사용될 수 있다. 펜던트 극성 치환기가 희생 중합체상에 존재할 경우, PGMEA는 적합한

용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스핀 코팅은 0.2 내지 6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갖는 웨이퍼 상에 샘플에 거쳐 ±5% 미만의 균

등성을 갖는 균일한 박막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더 두껍거나 얇은 필름이 주어진 응용분야에에 따라 도포될 수 있다. 코팅

이 도포된 후, 웨이퍼를 오븐에서 약 100℃의 공기중에 소부시켜 용매를 제거한다. 그 후,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를 한 시

간 동안 질소중에서 200 내지 300℃로 소부시켜 용매를 제거한다.

  3. 도 4C에서, 플라스마 강화된 화학증착(PECVD)된 이산화규소 층(74)이 표준 조건을 이용하여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

(72) 표면상에 증착된다. 적합한 기체는 실란 및 일산화질소이다.

  4. 도 4D에서, 포토레지스트(76)가 스핀 코우팅에 의해 웨이퍼 상에 증착되고, 온화하게 소부되고, 노출되고, 전개된 후,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라 표준 조건하에서 강하게 소부될 수 있다.

  5. 도 4E에서, 샘플은 반응성 이온 에칭된다. 포토레지스트(76)에서의 패턴은 불소 함유 플라즈마를 처음 사용하므로써

이산화규소(74)로 전달된다.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72)는 이후 산소/불소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에칭된다. 이 공정 동안

에 포토레지스트 또한 에칭된다.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가 이 노출 영역에서 에칭된 후, 불소 플라즈마는 이산화규소 마스

크를 제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제 샘플은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패턴의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72)를 갖는다.

  6. 도 4G에서, 이산화규소(78)(이외의 영구 유전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가 패턴화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72) 상에 증

착된다. 이 공정은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의 표면에 이산화규소를 증착시키는 상기 단계 3에서의 공정과 유사하다. 폴리

노르보넨형 중합체는 이제 영구 유전체(78)로 완전하게 캡슐화된다.

  7. 도 4H에서, 샘플은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72)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희생재료가 분해되고, 하나 이

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이 오버코트 물질(78)을 통해 확산 방출된다.

8. 결과적으로 유전체(78)에 의해 포위된 에어 갭(82)을 포함하는 산화물 복합체(8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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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A-5H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 도면에는 바람직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를 사용하여 전기적 상호접속 디바이스 또

는 층의 금속라인 사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의 특정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예시적 특정 방법은 하기 단계를

포함한다:

  1. 도 5A에서, 깨끗한 연마된 규소 웨이퍼(90)를 사용한다.

  2. 도 5B에서, 1000Å의 크롬층 다음 2000Å의 금을 웨이퍼(90) 상에 스퍼터링시켜 크롬/금 복합층(92)을 형성한다. 스

퍼터링은 직류(DC) 스퍼터링을 사용할 수 있다.

  3-7. 도 5C-F에서,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94) 층을 도포하고 도 4A-H에 도시된 방법의 단계 3-7에서 상기 언급한 바

와 같이 이산화규소(96) 및 포토레지스트(98)를 사용하여 패턴화시킨다.

  8. 도 5G에서, 샘플은 Cr/Au 층(92)이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94)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 4A-H에 도시된 방

법의 단계 6에서의 샘플과 유사하다.

  9. 도 5H에서, 금을 그 높이가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94)의 높이와 동일하게 될 때까지 도금시킨다. Cr/Au 층(92)은 폴

리노르보넨형 중합체(94)의 영역 사이에 금을 도금시키기 위한 전기적 접촉부 및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기도금은

통상적인 방법인 인산염 완충제를 사용하는 pH +7.2의 시안화칼륨금 욕으로 수행될 수 있다.

  10. 도 5I에서, 금층(100) 및 희생 층(94)을 도 4A-H에서 도시된 방법의 단계 7과 동일하게 PECVD 이산화규소(102)로

피복시킨다.

  11. 도 5J에서, 샘플을 가열하여 폴리노르보넨형 중합체(94)를 분해시키고,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106)내의 인접 금속라

인(100) 사이에 하나 이상의 에어 갭(104)을 형성한다.

  대안적 에어 갭 구조물은 금속 패턴을 형성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함께 줄지 않게 된다. 먼저, 금속의 비전기 도

금은 금속의 전기 도금을 대체할 수 있다. 둘째, 금속 패턴이 먼저 규소 웨이퍼(전체 높이로 도금된) 상에 형성될 수 있고,

이후에 희생재료가 증착될 수 있다. 이후, 금속 패턴을 피복하는 희생재료는 영구 유전체가 증착되기 전에 화학적 기계적

연마 또는 기타 기술에 의해서와 같이 제거될 수 있다.

  본원에서는 영구층을 통한 희생층의 분해 생성물의 통로에 대해서 언급된다. 이는 광범위하게는 이후 폐쇄될 수 있는 영

구층내 관통홀 또는 통로를 포함하는 임의의 방식의 통로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메카니즘은 고체

영구층을 통한 확산에 의해서이다.

  본 발명은 특정 바람직한 구체예 또는 구체예에 대해서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명세서 및 첨부된 도면을 숙지

하고 이해한 후, 당업자들에게 이와 동등한 변경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특히 상기 기재된 요소(성분, 어

셈블리, 디바이스, 조성물 등)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소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수단"

을 포함)는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도시된 예시적 구체예 또는 구체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된 구조와 구조

적으로 동등하지 않더라도, 기술된 요소의 명시된 기능(즉, 기능적으로 동등한)을 수행하는 어떠한 요소와도 상응하는 것

으로 의도된다. 또한, 본 발명의 특징이 수개의 예시된 구체예중 단 하나와 관련하여 상기에서 기술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징은 나머지 구체예의 하나 이상의 특징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써, 특정 적용에 대해 바람직하고 유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희생재료를 사용하여 반도체 구조물내의 폐쇄된 내부 용적을 채우는 단계;

  희생재료를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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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용적에 인접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고체층을 통과시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희생재료가 분해되면 이것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던 폐쇄된 내부 용적에 에어 갭이 남게 되고, 희생재료

는 노르보넨형 중합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반도체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고체층이,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이 반도체 구조물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확산에 의해 통과할 수 있는 유전체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고체층이,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이 반도체 구조물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다공성 유전체 물질내의 공극을 통과할 수 있는 다공성 유전체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여기에서,

  R9는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퍼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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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R10, R11 또는 R12 중의 하나 이상이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기로부터 선택되고, R9가

수소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R10, R11 또는 R12가 독립적으로 동일하고,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부톡시 및 펜톡시로부터 선택됨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n이 O 이고, R10, R11 또는 R12가 독립적으로 에톡시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R2 또는 R3이 트리에톡시실릴 치환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화학식 (I)에서, 하기 화학식 (Ib) 및 (Ic)로 독립적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m이 0 또는 1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고,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 치환기이다.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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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항에 있어서, R1 및 R4가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하기 화학식의 반복 단위를 형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B는 메틸렌기이고, q는 2 내지 6 이고, R2 및 R3 및 m은 제 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 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II)로 표시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릭

반복 단위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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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 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III)으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9 내지 R12는 독립적으로 -(A)n-C(O)OR", -(A)n-OR", -(A)n-OC(O)R", -(A)n-OC(O)OR", -(A)n-C(O)R", -(A)n-

OC(O)C(O)OR", -(A)n-O-A'-C(O)OR", -(A)n-OC(O)-A'-C(O)OR", -(A)n-C(O)O-A'-C(O)OR", -(A)n-C(O)-A'-

OR", -(A)n-C(O)O-A'-OC(O)OR", -(A)n-C(O)0-A'-O-A'-C(O)OR", -(A)n-C(O)0-A'-OC(O)C(O)OR", -(A)n-

C(R")2CH(R")(C(O)OR"), 및 -(A)n-C(R")2CH(C(O)OR")2 로부터 선택되는 극성 치환기이며, 여기에서, A 및 A' 부분은

독립적으로 2가의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산소 함유 라디칼, 2가의 고리형 에테르 및 2가

의 고리형 디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2가의 브릿징(bridging) 또는 스페이서 라디칼이고, n은 0 또는 1의 정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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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는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Si(CH3), -CH(Rp)OCH2CH3, -CH(Rp)OC(CH3)3,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 폴리에테르, 모노시클릭 및 폴리시클릭 (C4 내지 C20) 시클로지방족 부분, 고리형 에테르, 고

리형 케톤, 및 고리형 에스테르(락톤)이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화학식 (I)과 (II), 화학식 (I)과 (III), 화학식 (II)과 (III), 또는 화학식 (I), (II) 및 (III)

으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의 조합을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여기에서,

  R9는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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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 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상기 식에서,

  R9 내지 R12는 독립적으로 -(A)n-C(O)OR", -(A)n-OR", -(A)n-OC(O)R", -(A)n-OC(O)OR", -(A)n-C(O)R", -(A)n-

OC(O)C(O)OR", -(A)n-O-A'-C(O)OR", -(A)n-OC(O)-A'-C(O)OR", -(A)n-C(O)O-A'-C(O)OR", -(A)n-C(O)-A'-

OR", -(A)n-C(O)O-A'-OC(O)OR", -(A)n-C(O)0-A'-O-A'-C(O)OR", -(A)n-C(O)0-A'-OC(O)C(O)OR", -(A)n-

C(R")2CH(R")(C(O)OR"), 및 -(A)n-C(R")2CH(C(O)OR")2 로부터 선택되는 극성 치환기이며, 여기에서, A 및 A' 부분은

독립적으로 2가의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산소 함유 라디칼, 2가의 고리형 에테르 및 2가

의 고리형 디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2가의 브릿징 또는 스페이서 라디칼이고, n은 0 또는 1의 정수이며,

  R"는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Si(CH3), -CH(Rp)OCH2CH3, -CH(Rp)OC(CH3)3,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 폴리에테르, 모노시클릭 및 폴리시클릭 (C4 내지 C20) 시클로지방족 부분, 고리형 에테르, 고

리형 케톤, 및 고리형 에스테르(락톤)이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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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4항에 있어서, 실릴 작용기를 함유하는 반복 단위가 중합체의 1 몰%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실릴 작용기를 함유하는 반복 단위가 중합체의 5 몰%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반도체 구조물에 형성시키려는 하나 이상의 갭 패턴에 상응하는 희생재료의 패턴 층을 기판상에 형성시키고,

  희생재료의 패턴층을 덮는 또 다른 물질의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반도체 구조물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반도체 구조물에 형성시키려는 하나 이상의 갭 패턴에 상응하는 희생재료의 패턴 층을 기판상에 형성시키고,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내에서 기판상에 제 2 물질을 증착시키고,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내의 제 2 물질 및 희생재료의 패턴층을 덮는 또 다른 물질의 층을 형성시킴으로써,

반도체 구조물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증착 단계가, 제 2 물질로서 전도성 재료를 사용하여 전도성 리드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21.

  반도체 구조물에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반도체 구조물에 형성시키려는 하나 이상의 갭 패턴에 상응하는 희생재료의 패턴 층을 기판상에 형성시키는 단계;

  기판상에 미리 형성된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내에서 기판상에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에, 제 2 물질 및 희생재료의 패턴층을 덮는 오버코트층을 형성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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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재료를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계; 및

  오버코트층을 통과시켜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킴으로써,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을 반도

체 구조물내에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반도체 구조물에 하나 이상의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가, 전도성 재료를 사용하여 희생재료 부분의 반대측에 전도성 리드를 형

성시키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오버코트층을 형성시키기 전에, 전도성 재료를 인접한 희생재료의 높이 보다 낮은 높이로 형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고리형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고리형 올레핀이 디시클릭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1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노르보넨형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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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9는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화학식 (I)에서, 하기 화학식 (Ib) 및 (Ic)로 독립적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m이 0 또는 1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고,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 치환기이다.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R1 및 R4가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하기 화학식의 반복 단위를 형성시킴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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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B는 메틸렌기이고, q는 2 내지 6 이고, R2 및 R3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다.

청구항 30.

  제 27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

릭 반복 단위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31.

  제 21항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32.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희생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내의 폐쇄된 내부 용적을 채우는 단계;

  희생재료를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계; 및

  내부 용적에 접촉한 하나 이상의 고체층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희생재료가 분해 및 제거되면 희생재료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던 폐쇄된 내부 용적에 에어 갭이 남게 되

도록 하여,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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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고체층이,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이 반도체 구조물에 불리하지 않

은 조건하에 확산에 의해 통과할 수 있는 유전체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서,

  희생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내의 폐쇄된 내부 용적을 채우는 단계;

  희생재료를 오로지 가열시켜서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로 분해시키는 단계; 및

  내부 용적에 접촉한 하나 이상의 고체층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 이상의 기상 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 이상을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희생재료가 분해 및 제거되면 희생재료에 의해 이미 채워져 있던 폐쇄된 내부 용적에 에어 갭이 남게 되

도록 하여, 구조물내에 에어 갭을 형성시키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고리형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고리형 올레핀이 디시클릭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2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노르보넨형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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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여기에서,

  R9는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

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화학식 (I)에서, 하기 화학식 (Ib) 및 (Ic)로 독립적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m이 0 또는 1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고,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 치환기이다.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R1 및 R4가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하기 화학식의 반복 단위를 형성시킴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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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B는 메틸렌기이고, q는 2 내지 6 이고, R2 및 R3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다.

청구항 41.

  제 38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

릭 반복 단위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 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42.

  제 32항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43.

  (A) 반도체 구조물에 형성시키려는 하나 이상의 갭 패턴에 상응하는 희생재료의 패턴 층을 기판상에 형성시키는 단계;

  (B)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내에서 기판상에 인접 희생재료의 높이보다 낮게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

및

  (C) 희생재료에 의해 경계지어 지는 영역의 제 2 물질 및 희생재료의 패턴층을 접촉하여 덮는 오버코트 층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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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희생재료의 영역의 높이가 하나 이상의 제 2 물질의 높이를 초과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하나 이상의

희생재료의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단계 (B)가 전도성 재료를 사용하여 희생재료 부분의 반대측에 전도성 리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고리형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고리형 올레핀이 디시클릭 올레핀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47.

  제 43항에 있어서, 희생재료가 노르보넨형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의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

체: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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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9는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화학식 (I)에서, 각각 하기 화학식 (Ib) 및 (Ic)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m이 0 또는 1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고,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 치환기이다.

청구항 50.

  제 48항에 있어서, R1 및 R4가 이들이 부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하기 화학식의 반복 단위를 형성시킴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상기 식에서,

  B는 메틸렌기이고, q는 2 내지 6 이고, R2 및 R3는 상기 규정한 바와 같다.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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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8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II)로 표시되는 단위로부터 선택된 히드로카르빌 치환된 폴리시클

릭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52.

  제 47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Ⅲ)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

이스용 전구체:

  

  상기 식에서,

  R9 내지 R12는 독립적으로 -(A)n-C(O)OR", -(A)n-OR", -(A)n-OC(O)R", -(A)n-OC(O)OR", -(A)n-C(O)R", -(A)n-

OC(O)C(O)OR", -(A)n-O-A'-C(O)OR", -(A)n-OC(O)-A'-C(O)OR", -(A)n-C(O)O-A'-C(O)OR", -(A)n-C(O)-A'-

OR", -(A)n-C(O)O-A'-OC(O)OR", -(A)n-C(O)0-A'-O-A'-C(O)OR", -(A)n-C(O)0-A'-OC(O)C(O)OR", -(A)n-

C(R")2CH(R")(C(O)OR"), 및 -(A)n-C(R")2CH(C(O)OR")2 로부터 선택되는 극성 치환기이며, 여기에서, A 및 A' 부분은

독립적으로 2가의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산소 함유 라디칼, 2가의 고리형 에테르 및 2가

의 고리형 디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2가의 브릿징 또는 스페이서 라디칼이고, n은 0 또는 1의 정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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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는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Si(CH3), -CH(Rp)OCH2CH3, -CH(Rp)OC(CH3)3,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 폴리에테르, 모노시클릭 및 폴리시클릭 (C4 내지 C20) 시클로지방족 부분, 고리형 에테르, 고

리형 케톤, 및 고리형 에스테르(락톤)이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청구항 53.

  제 47항에 있어서, 노르보넨형 중합체가 화학식 (I)과 (II), 화학식 (I)과 (III), 화학식 (II)과 (III), 또는 화학식 (I), (II) 및

(III)으로 표시되는 반복 단위의 조합을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상기식에서, R1 및 R4는 독립적으로 수소이거나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이고;

  R2 및 R3는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또는 하기 기 (Ia)이고;

  

  (여기에서,

  R9는 독립적으로 수소, 메틸 또는 에틸이고;

  R10, R11 및 R12는 독립적으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콕시,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카르보닐옥시 및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20) 아릴옥시이고;

  n은 0 내지 5 이다),

  m은 0 내지 4이며;

  단, 치환기 R2 및 R3 중의 하나 이상은 상기 화학식 (Ia)로 표시되는 실릴기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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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5, R6, R7 및 R8은 독립적으로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20) 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5 내지

C12) 시클로알킬,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6 내지 C40) 아릴, 히드로카르빌 치환되거나 비치환된 (C7 내지

C15) 아르알킬, (C3 내지 C20) 알키닐, 선형 또는 분지형 (C3 내지 C20) 알케닐, 또는 비닐이며,

  R5 과 R6 또는 R7 과 R8 중 어느 하나는 함께 (C1 내지 C10) 알킬리데닐기를 형성하고,

  R5 과 R8은 이들이 결합되는 2개의 고리 탄소 원자와 함께, 4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고

리형 기 또는 6 내지 17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방향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상기 식에서,

  R9 내지 R12는 독립적으로 -(A)n-C(O)OR", -(A)n-OR", -(A)n-OC(O)R", -(A)n-OC(O)OR", -(A)n-C(O)R", -(A)n-

OC(O)C(O)OR", -(A)n-O-A'-C(O)OR", -(A)n-OC(O)-A'-C(O)OR", -(A)n-C(O)O-A'-C(O)OR", -(A)n-C(O)-A'-

OR", -(A)n-C(O)O-A'-OC(O)OR", -(A)n-C(O)0-A'-O-A'-C(O)OR", -(A)n-C(O)0-A'-OC(O)C(O)OR", -(A)n-

C(R")2CH(R")(C(O)OR"), 및 -(A)n-C(R")2CH(C(O)OR")2 로부터 선택되는 극성 치환기이며, 여기에서, A 및 A' 부분은

독립적으로 2가의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고리형 탄화수소 라디칼, 2가의 산소 함유 라디칼, 2가의 고리형 에테르 및 2가

의 고리형 디에테르로부터 선택되는 2가의 브릿징 또는 스페이서 라디칼이고, n은 0 또는 1의 정수이며,

  R"는 수소,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킬, -Si(CH3), -CH(Rp)OCH2CH3, -CH(Rp)OC(CH3)3, 선형 또는 분지형

(C1 내지 C10) 알콕시알킬렌, 폴리에테르, 모노시클릭 및 폴리시클릭 (C4 내지 C20) 시클로지방족 부분, 고리형 에테르, 고

리형 케톤, 및 고리형 에스테르(락톤)이며,

  p는 0, 1, 2, 3 또는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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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48항에 있어서, 실릴 작용기를 포함하는 반복 단위가 1 몰% 이상의 중합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

스용 전구체.

청구항 55.

  제 54항에 있어서, 실릴 작용기를 포함하는 반복 단위가 5 몰% 이상의 중합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

스용 전구체.

청구항 56.

  기판;

  기판상의 전도성 재료의 패턴 층;

  전도성 재료의 패턴 층보다 높이가 큰 기판상의 희생재료의 패턴 층; 및

  전도성 재료의 패턴 층 및 희생재료의 패턴 층 모두에 접촉하여 덮는 재료의 오버코트 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오버코트 층이 유전체 층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용 전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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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532801

- 33 -



도면1c

도면1d

도면2a

도면2b

도면2c

등록특허 10-0532801

- 34 -



도면2d

도면2e

도면2f

도면3a

도면3b

등록특허 10-0532801

- 35 -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3f

도면4a

등록특허 10-0532801

- 36 -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4f

등록특허 10-0532801

- 37 -



도면4g

도면4h

도면5a

도면5b

도면5c

등록특허 10-0532801

- 38 -



도면5d

도면5e

도면5f

도면5g

도면5h

등록특허 10-0532801

- 39 -



도면5i

도면5j

등록특허 10-0532801

- 4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도면1d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3f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도면4f
	도면4g
	도면4h
	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5d
	도면5e
	도면5f
	도면5g
	도면5h
	도면5i
	도면5j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청구의 범위 14
도면 33
 도면1a 33
 도면1b 33
 도면1c 34
 도면1d 34
 도면2a 34
 도면2b 34
 도면2c 34
 도면2d 35
 도면2e 35
 도면2f 35
 도면3a 35
 도면3b 35
 도면3c 36
 도면3d 36
 도면3e 36
 도면3f 36
 도면4a 36
 도면4b 37
 도면4c 37
 도면4d 37
 도면4e 37
 도면4f 37
 도면4g 38
 도면4h 38
 도면5a 38
 도면5b 38
 도면5c 38
 도면5d 39
 도면5e 39
 도면5f 39
 도면5g 39
 도면5h 39
 도면5i 40
 도면5j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