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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IC's)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보다 더 상세하게 본 발명은 집적 회로 <1>
제조  중(中)에,  티타늄을  가지는  층(titanium-containing  layer)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층상구조(IC's 
layer stack)를 통하여 에칭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에서,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素子)는,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2>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기판에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웨이퍼 상(上)에 설치된 금속화층
(metallization layer)에서 에칭된 금속 연결선(metallic interconnect line)은, 요구되어지는 회로를 형
성하도록 소자(素子)를 서로 결합하는데 이용된다. 논의(論議)의 편의성을 위하여, 도 1 은, 일반적인 반
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 중(中)에 형성된 층(layer)를 대표하는 층상구조(20)(layer stack)의 단면도를 설
명한다. 보여지는 층 상(上), 층 하(下), 층 간(間) 등에서 추가의 다른 층를 제시할 수 있다. 더욱이, 
보여지는 모든 층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그 중(中)에서 일부 또는 모두는 다른 차이가 있는 층에 의하여 
대치될 수 있다.

층상구조(20)의 밑 부분에서 웨이퍼(100)(wafer)가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SiO2 를 포함하는 산화<3>

물층(102)(oxide  layer)는  웨이퍼  상(上)에서  형성된다.  Ti,  TiW,  TiN  또는  다른  적합한 장벽물질
(barrier  material)  등과 같은 티타늄을 포함하는 층(titanium-containing  layer)로 일반적으로 형성된 
장벽층(104)(barrier layer)는, 산화물층(102)과 나중에 설치될 금속화층(106)(metallization layer) 등
의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장벽층(104)이 공급될 때, 이 층(104)은 산화물층(102)에서 금속화층로 실리콘 
원자의 확산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화층(106)(metallization layer)는 Al-Cu, Al-Si, 또는 Al-Cu-Si 등과 같은 공지<4>
된 알루미늄 합금 중(中)의 하나, 또는 구리, 알루미늄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도 1 의 나머지 두 개
의 층(layer), 즉 반사방지코팅 층(108)(anti-reflective coating layer, ARC layer)과 그 위에 포개어지
는 포토레지스트층(110)(photoresist  layer)  등은,  금속화층(106)의 위쪽에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TiN, 
TiW  등과  같은  또  하나의  티타늄이 있는  층을  포함하는 반사방지코팅층(108)(ARC  layer)는, 금속화층
(106)의 표면에서 (다시 말하면, 포토레지스트를 모형(模型)화하는 리소그래피 단계(lithography step)에
서) 광(光)이 반사되고 흩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 힐락 성장(hillock growth)을 막
을 수 있다. 포토레지스트층(110)은, 에칭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자외선 노출에 통하여 모형(模型)화 될 
수 있는 종래의 포토레지스트 물질의 층을 대표한다. 층상구조(20)의 층은 당해 기술 종사 업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고, 화학적 증기 증착(chemical vapour deposition, CVD), 플라즈마-확장형 화학 증기 증착
(plasma-enhanced chemical vapour deposition, PECVD), 그리고 스퍼터링(sputtering)과 같은 물리적 증
기  증착(physical  vapour  deposition,  PVD)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적합하고  공지된  증착 과정
(deposition process)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에서 기술(記述)된 금속 연결선(metallic interconnect line)을 형성할 목적으로, 금속화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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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금속화층(106)를 포함하는 층상구조의 일부 층(layer)은 적합한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이용하면
서 에칭된다. 예로써, 접촉 또는 스테퍼 리소그래피 시스템(stepper lithography system) 등으로 포토레
지스트 물질을 노출시키는 것에 의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에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mask)를 형성하는 포토레지스트 물질의 성장에 의하여, 상기 하나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포토레지스트
층(110)의 모형화을 포함한다. 적합한 에칭제(etchant)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마스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금속화층의 영역은 에칭되지 않으며, 금속 증착 연결선과 금속 증착 연결 특징 등이 남는다.

설명할  목적으로,  종래의  에칭이  완성된  후(後)에,  도  2  는  도  1  에서  층상구조(20)(layer <6>
stack)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상기 예에서, 금속 연결선은 금속화층(106)의 에칭되지 않은 부분에 의하여 
대표된다.

회로의 높은 밀도를 이루기 위하여, 현대의 집적 회로는 더 좁아지게 증가하는 설계 규칙으로 줄<7>
어든다. 결과로써, 특징 크기, 즉 연결선의 너비 또는 근접한 연결선 등의 사이에서 공간(예를 들면 트렌
치(도랑, trench)) 등은 꾸준하게 준다. 예로써, 약 0,8 마이크론(㎛)의 선 너비가 4 메가비트의 DRAM 집
적 회로에서 수용되는 것이 고려되는가 하면, 256 메가비트의 DRAM 집적 회로는 0.25 마이크론(㎛) 만큼 
또는 심지어는 더 얇은 연결선을 이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특징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웨이퍼를 걸쳐서 균일한 에칭 속도(uniform etch rate)를 달성하<8>
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에칭 속도는 더 넓고 열린 필드 영역에서 에칭 속
도보다 더 느리다. 에칭 속도(etch rate)에서 부하(loading)라고 일컬어지는 상기 현상은, 마이크로-부하
(micro- loading)와 에스펙트비 의존 에칭(aspect ratio dependent etching, ARDE) 등의 결과일 수 있다. 
마이크로-부하는, 덜 빽빽한 영역에 위치한 동일한 크기의 트렌치(도랑)에서의 에칭 속도에 대하여 높은 
밀도의 선 공간(line spacing)이 있는 영역에서 에칭 속도가 더 작은 상태에 대하여 주로 언급한다. 다른 
양상에 대하여, 에스펙트비 의존 에칭(ARDE)은, 비슷한 트렌치 밀도의 영역에 위치한 트렌치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에스펙트비를 가지는 트렌치 사이에서 에칭 속도의 다양한 상태에 대하여 주로 언급한다. 에
칭 속도의 부하 때문에, 트렌치가 층상구조에서 다른 속도로 형성된다. 트렌치 너비가 약 0.5 마이크론으
로 떨어질 때, 특히 약 0.35 마이크론으로 떨어질 때, 에칭 속도의 부하는 더 심각해진다. 에칭 속도의 
다양함의 결과로써, 시간에 의하여 금속 에칭은 느린 에칭 속도를 가지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더 좁은 
선 공간에서) 완성될 수 있고, 밑에 놓여 있는 층에서 부주의한 금속의 제거인 오버-에칭(overetching)은 
더 높은 에칭 속도를 가지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열린 필드 영역에서) 이미 일어날 수 있다.

도 2 에 관하여, 영역(120)은 금속화층이 (거리 d1 에 의하여) 오버-에칭(overetching)되는 열린 <9>
필드 영역을 대표하고, 영역(122)은 금속화층이 (거리 d2 에 의하여) 언더-에칭(underetching)되는 언더-
에칭된 영역을 대표한다. 에칭 속도의 다양함이 충분히 클 때, 열린 필드 영역에서 밑에 놓인 층에 심한 
해(害)가 일어나기 전에, 더 좁은 공간에서 어떤 기하학 구조에 대하여 목적이 되는 층 예를 들면 금속 
층을 통하여 에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큰 에칭 속도 다양함은 영역(120)에서 심한 오버-에
칭과 지나친 산화물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집적 회로 제조에서 이용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처리를 한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기술에서 TiN 반사방지코팅층, 알루미늄 금속화층 및 TiN 장벽층 등은, 단 하<10>
나의 화학물질, 예를 들면 Cl2/BCl3 를 이용하면서 에칭된다. 일반적으로 Cl2/BCl3 는, TiN 층을 통하여 에

칭되는 것보다 알루미늄 금속화층을 통하여 더 빠른 속도로 에칭된다. 예로써, 알루미늄을 통한 Cl2/BCl3 

의 에칭 속도는 약 9000 옹스트롬/분(分)이지만, TiN 을 통한 Cl2/BCl3 의 에칭 속도는 단지 약 2500 에서 

3000 옹스트롬/분(分)이다. 더 느린 TiN 에칭 속도는 전체적인 웨이퍼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불리함이 있
는데, 즉 주어진 단위 시간에 더 적은 웨이퍼를 처리한다. 더욱이, 보호되는 포토레지스트층은 더 긴 시
간  동안  에칭  처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느린  TiN  에칭  속도는  포토레지스트  선택도(photoresist 
selectivity)를 줄인다.

상기에서 보았듯이, 예를 들면 집적 회로 제조 중에 TiN 반사방지코팅층 또는 TiN 장벽층 등과 <11>
같은 티타늄이 있는 층을 통하여 에칭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과 장치 등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플라즈마 공정 챔버(plasma processing chamber)에서 웨이퍼 층상<12>
구조의 TiN 층을 에칭하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방법은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TiN 층을 통하여 적어
도 부분적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 1 화학물질은 TiN 에칭제, 비활성기체 및 폴리머-형성 화학
물질 등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플라스마 공정 챔버(plasma processing chamber)에서 웨이퍼 층<13>
상구조의 층 밖에서 형성되는 요소를 가지는 집적 회로에 관한 것이다. 웨이퍼 층상구조는 TiN 층을 포함
하고, 집적 회로는 제 1 화학물질을 애스펙트비를 이용하여 TiN 층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칭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되며,  제  1  화학물질은  TiN  에칭제,  비활성기체  및  폴리머-형성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다.

추가하는 또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플라즈마 공정 챔버(plasma processing chamber)에서 <14>
웨이퍼 층상구조에서 층의 선택적 부분을 통하여 에칭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웨이퍼 층상구조는 TiN 
반사방지코팅층(ARC layer), 금속화층 및 TiN 장벽층 등을 포함한다. 방법은 제 1 화학물질로 웨이퍼 층
상구조의 TiN 반사방지코팅층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 1 화학물질은 
TiN 에칭제, 비활성기체 및 폴리머-형성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다. 방법은 덧붙여서 금속 증착 에칭제를 
이용하여 금속화층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TiN 장벽층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상기에서 기술(記述)된 실시예에서 제 1 화학물질은 Cl2/Ar/CHF3  이다.<15>

본 발명의 상기 이점(利點)과 다른 이점(利點)은 다음의 상세한 기술(記述)을 읽고, 도면의 다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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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을 연구하여 분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 중(中)에 형성된 층을 대표하면서, 층상구조의 단면<17>
도를 설명한다.

도 2 는, 종래의 에칭을 완성한 후에 도 1 의 층상구조의 단면도를 설명한다.<18>

도 3 은, 발명된 에칭 과정을 이용하기 위한 적합한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을 대표하면서, TCP
TM
 <19>

9600 SE 리액터의 간결한 도면을 설명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서, TiN 반사방지코팅층을 통하여 에칭하는데 발명된 <20>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발명된 에칭 기술(inventive etching technique)을 보여준다.

도 5 는,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서, TiN 장벽층을 통하여 에칭하는데 발명된 제 1 <21>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발명된 에칭 기술(inventive etching technique)을 보여준다.

도 6 은, 본 발명의 덧붙여진 또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서, TiN 반사방지코팅층과 TiN 장벽층 등<22>
을 통하여 에칭하는데 발명된 제 1 화학물질(inventive etching technique)을 이용하는 발명된 에칭 기술
을 보여준다.

*참조 부호 설명<23>

20 : 층상구조(layer stack)<24>

100 : 웨이퍼(wafer)<25>

102 : 산화물층(oxide layer)<26>

104 : 장벽층(barrier layer)<27>

106 : 금속화층(metallization layer)<28>

108 : 반사방지코팅층(anti-reflective coating layer, ARC layer)<29>

110 : 포토레지스트층(photoresist layer)<30>

300 : 웨이퍼 리액터<31>

302 : 플라즈마 공정 챔버(plasma processing chamber)<32>

305, 320 : RF 발생기(무선 주파수 발생기)<33>

350 : 웨이퍼(wafer)<34>

352 : 집적회로 칩<35>

실시예

본 발명은 IC  제작중 TiN  ARC층 또는 TiN  장벽층과 같은 티타늄 포함층을 통해 개선된 에칭<36>
(etching)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된다. 다음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
해 다수의 특정 세부사항이 기재된다. 그러나, 물론 본 발명은 다음의 모든 세부사항 또는 몇몇 세부사항
이 없더라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라, 상기 설명된 에칭 속도 부하 문제(etch rate loading problem)는 <37>
두 상이한 화학물질로 두 단계에서 상기 층 더미를 에칭하므로써 경감된다.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 에칭 
단계는 가령 도 1 의 ARC층(108)과 같은 TiN ARC층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언급된 TiN 
ARC층을 에칭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TiN 에칭에 가스에 추가하여 비활성기체 및 폴리머-형성가스를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상기 층 더미는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과는 다를 수 있는 두 번째 화학물
질로 다시 에칭된다. 이같은 두 번째 화학물질 에칭 단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1의 층 (106)과 같은 
금속화층을 통해 진행되도록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TiN 장벽층은 다음 상기 언급한 두 번째 화
학물질 또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한 첫 번째 화학물질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에칭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에칭 거리는 드라이 에칭, 플라즈마 에칭, 반응 이온 에칭(RIE), 자기 증진 반응 이온<38>
에칭(MERIE) 등에 적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공지의 플라즈마 처리 장치 어느 것으로도 실행될 수 있다. 더
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드라이 에칭용으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플라즈마 공정 챔버에서, 웨이퍼가 
플라즈마 처리된다. 상기 챔버는 한 유입구 포트를 포함하며 상기의 포트를 통해 처리 에칭제 소스 기체
가 챔버 내부로 공급된다. 가령 RF에너지 소스와 같은 적절한 RF에너지 소스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
해 상기 챔버에 연결된 전극들로 적용된다. 상기의 에너지 자체는 공지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를 유지시키
기 위해 유도성 또는 용량성을 갖도록 결합된다. 다음에 웨이퍼와 반응시키고 웨이퍼 층 더미의 플라즈마
-접촉 층에서 에칭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등이 상기 에칭 소스로부터 형성된다.

휘발성일 수 있는 부산물들은 출구 포트를 통해서 소모되게 된다.<39>

플라즈마 에칭은 웨이퍼 처리중에 상기 웨이퍼가 양극 또는 접지 전극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가<40>
에 대한 상태와 관련하는 것이다. 반면에, 반응 이온 에칭(RIE)은 웨이퍼가 상기 처리중에 음극 또는 전
원이 가해진 전극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자기적으로 증진된 반응 이온 에
칭(MERIE)은 RIE 리액터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한 변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때 자장이 활성 전자의 손
실을 줄이기 위해 상기 리액터 벽 표면으로 적용된다. 일정 조건하에서 MERIE 반응기는 상기 전극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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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상기 플라즈마내 전자들로 에너지 전달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발명은 상기 
리액터 중 어느 하나나 다른 적절한 플라즈마 처리 리액터로도 실시 될 수 있다. 상기의 실시는 플라즈마
로 가해지는 에너지가 용량성 결합 병렬 전극 플레이트, 전자 사이클로 트론 공진(ECR)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소스, 핼리콘, 나선형 공지기 그리고 변환기 결합 플라즈마와 같은 유도성 결합 RF소스 어느 것
을  통해  전달되든지  관계없이  가능하다.  ECR  및  TCP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프레몽트
(Fremont)소재의 Lam Research Corporation으로부터 구입될 수 있다.

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Lam Research Corporation으로 부터 구입될 수 있는 TCP
TM
 <41>

9600 SE 플라즈마 리액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다른 적절한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기도 하다. 도 3 은 웨이퍼가 본 발명 에칭 기술에 따라 에칭되고 종래의 에
칭 후 단계에서 처리된 후에 웨이퍼(350)로부터 절단된 다이(dies)로부터 제작된 집적회로 칩(352)과 웨

이퍼(350)를 포함하여 TCP
TM
 9600 SE 플라즈마 리액터를 도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에서, 웨이퍼 리

액터(300)는 한 플라즈마 처리 챔버(302)를 포함한다. 상기 챔버(302)위에는 도 1 의 실시예에서 코일에 
의해 실시되는 전극(303)이 배치된다. 코일(303)은 도 3에서는 도시되지 않은 정합 회로망을 통해 RF발생
기(305)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된다.

챔버(302)내에는 가령 에칭제 소스 가스와 같은 가스상태의 소스 물질은 자신과 웨이퍼(350)사이<42>
의 RF-유도 플라즈마 영역내로 방출시키기 위해 다수의 구멍을 포함한다. 상기의 가스 상태 소스 물질은 
또한 챔버 자체의 벽내에 만들어진 포트로부터 방출될 수 있기도 하다. 웨이퍼(350)가 챔버내로 안내되며 
쳐크(chuck)(310)위에 배치되고, 상기 체크는 두 번째 전극으로서 작용하며 무선 주파수 발생기(320)(통
상 한 정합회로망을 통해)에 의해 바이어스(bias)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륨 냉각 가스가 가압(한 실시
예에서 약 5-10 Torr) 하에 상기 쳐크(310)와 웨이퍼(350)사이로 안내되어 균일하고 반복가능한 에칭 결
과를 확보하기 위해 처리중에 웨이퍼의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열 전달 매체로서 작용하도록 한
다. 플라즈마 에칭중에, 챔버(302)내의 압력은 한 실시예에서 약 8-22m Torr로 낮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수의 가열기(도 1 에서는 생략됨)가 제공되어 에칭을 위한 적절한 챔버 온도(한 실시예에서 약
70℃)를 유지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접지로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챔버(302)의 벽이 접지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웨이퍼 더미의 티타늄 포함의 코팅층이 첫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된<43>
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반사방지코팅층이 첫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을 받게되는 층을 나타내지 만 어떤 
웨이퍼 더미 구조에서는 가령 접착층, 씨드(seed)층 등과 같은 금속화-중첩층상에서 실행될 수 있기도 하
다. 상기 금속화-중첩층(metalization-overlaying layer)라함은 상기 금속화 층위에 한 층이 배치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중첩층은 TiN 또는 주로 티타늄인 재료로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하는 것은 상기 반사방지코팅층이 완전히 코팅됨<44>
이 결정되는 때 종료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반사방지코팅층은 TiN으로 형성되며, 모든 TiN 반사방지
코팅층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는, 플라즈마내 703nm 파장이 길어짐을 광학적으로 모니터하므로써 
엔드포인트 탐지가 달성된다.

다음에 에칭이 즉시 종료된다. 이같은 첫 번째 화학물질 에칭단계의 종료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45>
한 다른 통상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기도 하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라, TiN 반사방지코팅층 에칭을 위한 첫 번째 화학물질은 세가지의 각기 <46>
다른 가스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TiN 에칭제 가스, 비활성기체, 그리고 폴리머-형성 가스이다. 더욱 바
람직하게는, 상기 TiN 에칭제 가스가 염소(Cl2)이고, 상기 비활성기체는 아르곤, 크세논, 크립톤 그룹중 

어느 하나이다. TiN 반사방지코팅층 에칭을 위한 첫 번째 화학물질이 Cl2/Ar/CHF3이다.

다음에, 상기 층 더미의 나머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금속화 층을 통해 두 번째 화학물질<47>
로 에칭된다. 가령,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이 대부분의 금속화 층을 통해 에칭하도록 사용될 수 도 있으
며 그 아래의 상기 장벽층은 다시 첫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될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가령 알루미늄 금속
화 층을 통해 폴리머 발생 가스가 벌크(bulk)에칭을 위해 사용된다면, 마이크로마스킹으로 인해 잔류물을 
발생시킬 것이며 광저항 선택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므로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은 상기 첫 번째 화학
물질과는 다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두 번째 화학물질과는 상이한 신규한 화학물질의 사용(ARC 층을 
통해 에칭하기 위해)은 본 발명의 명백한 장점들을 가져다준다. 이는 상기 에칭이 TiN ARC층과 금속화층 
모두를 통해 에칭하기 위해 단 한가지의 화학물질(대개 Cl2/BCl3)로 수행되는 종래 기술과는 확실하게 대

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접근 방법은 종래기술의 두-화학물질 접근 방법과는 명백히 상이한 것이다. 종래 기술<48>
에서는, 티타늄 니트라이트(TiN)가 ARC층 재료로서 사용되는 때가 아니라 티타늄, 텅스텐(TiW)이 ARC층 
재료로서 사용되는 때 두-화학물질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종래기술의 접근 방법은 
TiW ARC화학물질을 에칭하기 위해 첫 번째 화학물질 SF6를 사용한다. 다음에 남아있는 층들이 SF6가 알루

미늄 웰(well)을 에칭하지 않으므로 가령 Cl2/BCl2와 같은 또다른 화학물질로 벌크에칭된다. 여기서 추측

해야 할 것은 SF6 은 종래기술에서 에칭 속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TiW 재료를 에칭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서 첫 번째 화학물질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 종래 기술 접근 방법은 SF6가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내에서 에칭제와 폴리머-형성 가스 모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상기 에칭제 화학물질로 폴리
머-형성가스를 추가시킴을 포함하지 않는다.

SF6은 또는 광저항물질에 대한 높은 에칭 속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TiW가 SF6에칭제로부터 하<49>

기의 특징으로 적절히 보호시키기 위해 ARC층 재료인데 더욱더 두꺼운 포토레지스트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TiN이 ARC층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되는데, TiN ARC층 에칭과 벌크 에칭 모두를 위해 가령 <50>
Cl2/BCl3와 같은 단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종래기술에서의 접근 방법이었다. 이는 가령 Cl2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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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에칭제가 SF6와 관련된 광저항 선택도 문제로 어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인데, 즉 Cl2 가 SF3 와 비교할 

때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로의 높은 에칭속도를 갖지 않는다.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에서 폴리머-형성가스를 사용함은 본 발명의 명백한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51>
인데, 이는 폴리머-형성가스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포토레지스트를 에칭하기 때문이며, 즉 상기 폴리머-
형성가스를 에칭 화학물질로 추가시킴이 포토레지스트 선택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첫 번째 화학물
질에서 폴리머-형성 가스를 사용함은 포토레지스트 선택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종래의 접근 방법과는 다
른 것이다. 본 발명의 첫 번째 화학물질이 에칭제 화학물질에 추가하여 폴리머-형성 가스를 포함하며 얇
은 중첩층을 통해 또는 상기 장벽층을 통해 가령 TiN ARC층 또는 TiN 장벽층을 에칭시키기 위해 단지 짧
은 시간동안 적절한 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기 결과의 자료는 어떠한 유해한 결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폴리머 발생 가스의 체적은 가령 Cl2 흐름의 약50% 또는 그 이상과 같이 보호 포토레지스트

층에 부적합하게 손상을 주며 과도한 패시베이션(passivation) 용착을 발생기키고 그리고 에칭속도 부하
를 역류시킬 정도로 그렇게 커서는 아니 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라, 에칭 속도 부하(또는 로딩(loading))는 에칭 시작시에 각기 다른 화<52>
학물질을 사용하므로써 줄어들 수 있으며(가령, ARC 층과 같은 금속화층을 덮히는 층상에서) 이같은 시작
단계에서 에칭 속도 부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다른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동시 계류중인 "에칭 
속도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한-화학물질 Cl2/BCl3 에칭에서, 6-인치 웨이퍼 및 0.35 마이크로 기하학구조에 대한 <53>

에칭 속도부하가 약 25%-30%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방 필드 영역에서의 에칭 속도는 0.35 마이크론 간
격에서 보다 빠른 약 25%-30%이다. 유사한 처리 파라미터하에서, TiN ARC층을 에칭하기 위한 첫 번째 화
학물질로서 Cl2/Ar/CHF3를 사용하는 에칭 처리에 대하여 달성된 에칭 속도 부하는 웨이퍼 중앙과 웨이퍼 

가장자리 각각에서 약 3%와 약 2%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와 같이 줄어든 에칭 속도 부하로 인해, 금속층이 좁은 간격에서 관통 에칭될 수 있도록 하<54>
기 위해 상기 에칭 시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상기의 더욱더 짧은 에칭시간은 벌크 에칭중에 보
호하는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영역에 덜 손상을 주게 되며, 이에 의해 에칭중 근원적인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영역의 능력을 개선시킨다.

TiN ARC층을 통해 에칭하기 위해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로서 Cl2/Ar/CHF3를 사용함은 개선된 웨<55>

이퍼 처리량을 발생시킨다. 이는 종래기술의 Cl2/BCl3 화학물질에서 보다 높은 속도로 TiN을 통해 독창적

인 Cl2/Ar/CHF3 화학물질이 에칭되기 때문이다. 가령 종래기술의 Cl2/BCl3 화학물질이 약 2,500-3,000 옹스

트롬/분의 TiN 에칭 속도를 갖는다면, 본 발명의 독창적인 Cl2/Ar/CHF3는 10,000옹스트롬/분 이상으로 TiN

층을 에칭시킨다. TiN ARC층 에칭속도가 개선되는 때, 웨이퍼 처리량은 증가한다.

본 발명의 독창적인 첫 번째 화학물질(Cl2/Ar/CHF3)이 TiN ARC층을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되는 때<56>

는 더욱 적은 인터페이스 노칭(notching)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인터페이스 노칭은 종래기술
의 Cl2/BCl3 화학물질이 ARC층과 금속화 층 모두를 에칭하도록 사용되는 때 두층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때

때로 관찰되는 노치를 말하는 것이다. 인터페이스 노칭이 바람직한 수직 에칭 측벽으로부터 벗어나기 때
문에 가령 Cl2/Ar/CHF3 와 같이 본 발명의 첫 번째 화학물질 사용을 통해 제거하므로써 본 발명의 장점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에, 상기의 벌크 에칭은 남아있는 층들을 에칭하기 위해 통상의 두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하<57>
여 처리될 수 있다.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 자체는 상기 금속화 층을 에칭하기 위해 적절한 에칭제와 충
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은 Cl2/BCl3, Cl2/BCl3/CHF3, 

Cl2/BCl3/CHF3 , Cl2/BCl3 /HCl, Cl2/BCl3/N2 ,  및 Cl2/N 2  의  그룹중  하나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70:20:10(sccm으로)의 흐름 체적 속도를 갖는 Cl2/BCl3/CHF3의 혼합물이 약 0.5%-1%의 구리를 갖는 알루미

늄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화 층을 에칭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하는 것은 상기 금속화 층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칭되는때 종료될 수 <58>
있다. 이 경우에, 또다른 화학물질이 상기 금속화 층의 나머지를 에칭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두 번
째 화학물질로 에칭하는 것은 상기 금속화 층이 언제 완전히 에칭되는가가 결정되는 때 종료한다. 한 실
시예에서,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 중 하나로 형성되며, 플라즈마내 261㎚ 광파장의 상승을 광학적으로 모
니터하므로써 달성되는데, 이는 모든 알루미늄 금속화층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 에칭은 즉시 종료될 수 있으며, 혹은 상기 금속화층 재료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기 위
해 가령 추가의 몇초와 같은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되어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두 번째 화학물질 에칭은 상기 장벽층을 통해 에칭되도록 된다. 그러나, 또<59>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설명한 첫 번째 화학물질은 상기 장벽층을 통해 다시 에칭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상기 언급한 Cl2/Ar/CHF3는 벌크 에칭 단계가 종료된 뒤에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티타늄 포함의 장벽층을 통해 에칭하기 위해 본 발명의 첫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함은 여러 <60>
가지 중요한 장점을 발생시킨다. 가령 Cl3/Ar/CHF3 가 TiN 장벽 층을 통해 에칭하도록 사용되는때 (통상의 

벌크에칭 단계 이후에), 높은 TiN 에칭 속도뿐아니라 Cl2/Ar/CHF3 의 높은 TiN-알루미늄 선택도(가령 일정 

경우 약 4.6:1 까지)는 알루미늄 측면 벽을 덜 잘라내도록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와는 대조로, 종래
기술의 Cl2/BCl3 는 느린 TiN 에칭 속도와 알루미늄에 대한 낮은 선택도의 단점을 갖는다. 이같은 종래기

술 Cl2/BCl3 의 단점 특징은 에칭후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적은 단점을 갖는다.

본 발명의 첫 번째 화학물질, 가령 Cl2/Ar/CHF3 의 더욱더 빠른 TiN 에칭 속도는 결국 상기 장벽<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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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되는때 더욱더 개선된 웨이퍼 처리량 속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상기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시키기 위해 Cl2/Ar/CHF3 을 사용하면 상기 장벽 풋트(foot)를 줄이게 된다. 상기

에서 장벽층 풋트는 에칭후 상기 알루미늄 특징의 풋트에서 상기 장벽층내 계단과도 같은 구조가 존재함
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벽층 풋트는 때때로 좁은 공간에서 상기의 알루미늄 금속화층과 TiN 장벽층 모두
를 통해 Cl2/BCl3 가 에칭되도록 사용되는때 관찰된다. 

장벽층 풋트는 본 발명의 독창적인 Cl2/Ar/CHF 3  첫 번째 화학물질의 TiN 에칭 속도 (약 1분당 <62>

10,000 옹스트롬)가 종래기술의 TiN 에칭제 TiN 에칭속도(Cl2/BCL3을 사용하여 약 2,500-3,000 옹스트롬/

분)에서보다도 알루미늄 에칭속도(Cl2/BCL3을 사용하여 약 9,000 옹스트롬/분)에 더욱더 부합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독창적인 에칭 기술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장벽층 풋트는 수직의 에칭 
측면벽과 트렌치 저부 평탄의 이탈을 나타내므로, 본 발명의 독창적인 Cl2/Ar/CHF3 의 사용을 통해 완전히 

제거시키므로써 본 발명의 장점을 가져오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독창적인 Cl2/Ar/CHF3 화학물질을 사용하므로써 상기의 장벽층 에칭중에 산화물 <63>

손실이 적어지게 된다. Cl2/Ar/CHF3 는 약 5:1 의 TiN-산화물 선택도를 갖는데, 이는 산화물을 통해 에칭

되는 것보다 TiN을 통해 에칭되는 것이 5배나 빠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l2/BCL3 와 같은 

종래의 화학물질은 약 1.5:1 또는 2:1 의 TiN 대 산화물 선택도를 갖는다. 더욱더 높은 TiN대 산화물 선
택도는 상기 장벽 에칭 단계가 모든 장벽층재가 좁은 공간에서조차 확실히 제거될 수 있도록 확장되는때 
넓은 공간에서 과도한 산화물 손실을 막는데 특히 바람직하다.

다음의 메카니즘들은 본원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람직한 에칭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64>
상기 ARC 층 에칭의 시작 단계에서는 좁은 트렌치 바닦에서 얇은 마스킹 포토레지스트층 라이닝(lining)
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의 얇은 포토레지스트층은 가령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형성 단계이후 작은 기하
학적 공간내에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 잔류물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상기의 잔류물은 포토레지스트 
패턴형성중에 상기 넓은 면적으로부터 적절히 제거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작은 기하학적 공간으로부터는 완
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가령 아르곤과 같이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
내의 한 비활성기체의 존재는 이같이 얇은 마스킹 층의 실질적인 에칭을 증가시켜서 개방 공간에서도 거
의 같은 시간에 상기의 작은 기하학적 공간에서 에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의 에칭 속
도 부하는 바람직스럽게 줄어든다.

폴리머 - 형성 화학물질(가령, N2, CHF3 등)은 에칭하는데 주로 책임이 있는 화학물질(가령, Cl<65>

2)에 추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하여, 상기 보호막쓰움 층상에 폴리머를 동시에 용착시키는 동안 

상기 보호막 쓰움 층(가령 TiN ARC층)을 통하여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이 에칭되도록 한다. 상기의 첫 번
째 화학물질에서 한 폴리머-형성제를 사용함은 더욱더 넓은 공간을 마이크로마스크한다. 즉 마스킹 폴리
머가 더욱 좁은 공간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더욱 넓은 공간에서 용착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의 마이크로 
마스킹 형상으로 인해, 더욱 넓은 공간에서의 에칭 속도가 느려지도록 되며, 이에 의해서 더욱 넓은 공간
에서의 에칭속도와 더욱 좁은 공간에서의 에칭속도사이의 차이를 줄이게 된다.

상기의  에칭  속도는  상기  폴리머-형성제의  흐름  체적비를  수정하므로써  적절하게  조절될  수 <66>
있다. 일례로써 폴리머-형성제의 흐름 체적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에칭중 폴리머 용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기의 에칭속도를 줄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령,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기체의 존재는 장벽층 에칭 단계중에 상기 알루미늄 측면 벽상<67>

에 형성되는 패시베이션 폴리머가 Cl
+
 활성이온과의 반발을 증가시켜서 알루미늄 측면 벽에 대한 이들 Cl

+
 

이온의 친화도를 줄이게 한다. 결과적으로 Cl
+
 활성 이온은 상기 장벽층을 더욱 이방성으로 그리고 더욱 

빠른 에칭속도로 에칭하기 위해 상기 트렌치 저부를 향해 더욱 용이하게 아래를 향해 이동한다.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기체의 또다른 능력은 Cl
+
 활성이온의 표면 확산을 변경시키어 상기 알루미<68>

늄 측면 벽에 의존하는 대신 더욱더 용이하게 상기 트렌치의 저부를 향해 아래로 상기 이온들이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도 4 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독창적인 첫 번째 화학물질이 TiN ARC층을 통해 에칭되도<69>
록 사용되는 본 발명의 독창적인 에칭 기술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의 독창적인 에칭 기술을 사용하기 이
전에는 웨이퍼가 종래의 사전-에칭 단계에서 에칭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기의 사
전-에칭 단계로는 상기 웨이퍼를 척(chuck)에 고정시키고, 상기 플라즈마 처리 챔버내 압력을 안정화시키
며, 웨이퍼와 척사이의 열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웨이퍼 배면으로 헬륨 냉각 가스를 안내하는 것 등
을 포함한다.

단계(402)에서, 본 발명의 독창적인 첫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TiN ARC 층<70>
이 에칭된다.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은 TiN ARC 층을 통해 에칭하기 위해 TiN 에칭제/비활성기체/폴리머-
형성 가스 조합인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TiN ARC 층을 통해 에칭시키기 위해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이 Cl2/Ar/CHF3 이고, 상기 금속화층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 단계(404)에서, 상

기 금속화층과 장벽층을 포함하는 층 더미의 나머지 층들은 가령 Cl2/BCL3 와 같은 종래의 화학물질을 사

용하여 에칭된다.

도 5 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독창적인 첫 번째 화학물질이 TiN 장벽층을 <71>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되는 독창적인 에칭 기술을 도시한다. 단계(502)에서 Cl3/BCl3 와 같은 종래의 화학

물질이 ARC층과 금속화 층 모두를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된다. 단계(504)에서 상기 독창적인 첫 번째 화학
물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된다. 이같은 첫 번째 화학물질은 TiN 장벽
층을 통해 에칭되기 위해 TiN 에칭제/비활성기체/폴리머-형성 가스 컴비네이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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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화학물질은 TiN 장벽층을 통해 완전히 에칭되기 위해 Cl2/Ar/CHF3 인 것이 좋다.

도 6 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독창적인 화학물질이 TiN ARC 층과 TiN 장벽층 <72>
모두를 통해 에칭되도록 사용되는 에칭 기술을 설명한다. 단계(602)에서, 이는 도 4 의 단계(402)와 유사
한 것인데, 상기 TiN ARC가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로 에칭된다. 단계(604)에서, 상기 금속화 층을 포함하
는 대부분의 층더미 (그러나 TiN 장벽층을 제외하고)가 종래의 화학물질, 가령 Cl2/BCl3 을 사용하여 관통 

에칭된다. 단계(606)에서 상기의 TiN 장벽층은 첫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에칭된다. 이같은 단계(60
6)는 도 5 의 단계(504)와 유사하다.

도 4, 5 또는 6 의 독창적인 에칭 처리에 따라, 웨이퍼는 통상의 에칭후 처리 단계를 추가로 받<73>
게 된다. 다음에, 최종 처리된 웨이퍼가 다이(die)로 절단되며, 다음에 IC 칩으로 만들어진다. 가령 도 3 
의 IC 칩(352)과 같은 결과의 IC 칩은 다음에 디지탈 컴퓨터와 같은 잘 알려진 상업용 또는 소지바용 전
자 장치내에 내장된다.

일례로서,  하기의  테이블  1  은 TCP
TM

 9600  SE  플라즈마  리액터에서  6  “웨이퍼에  대한 <74>
Cl2/Ar/CHF3 의 첫 번째 화학물질 에칭에 적합한 처리 파라미터를 설명한다. 이같은 실시예에서, 금속화-

덛씌우기 층은 TiN 반사방지층이며 약 0.5% 구리를 담고 있는 알루미늄 층을 덛씌운다. 하기의 테이블에
서, 상측 전극 전력(와트로), 하측 전극전력(와트로) 그리고 흐름 속도(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으면 전체 
에칭제 소스흐름속도의 퍼센트지로)의 적절 범위, 바람직한 범위,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한 범위가 도시된
다. 상기 에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파라미터 값들은 같은 웨이퍼 및 반사방지층에서든 혹은 
다른 웨이퍼 및 반사방지층에서든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명백한 것이다.

[표 1]

산업상이용가능성

상기 실시예에서는 가령 Cl2/Ar/CHF3 와 같은 본 발명 화학물질이 TiN ARC 및/또는 장벽층을 에<76>

칭하는데 특히 적합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첫 번째 화학물질은 웨이퍼 더미중 어떠한 TiN층을 에
칭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라스마 공정 챔버에서 주어진 층, 알루미늄 포함층, TiN 장벽층을 포함하는 웨이퍼 층상구조를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상기 주어진 층은 주로 TiN으로 구성되는 제 1 층과 주로 Ti로 구성되는 제 2 
층 중 하나를 나타내며, 상기 주어진 층은 상기 알루미늄 포함층 위에 배치되고, 상기 알루미늄 포함층은 
상기 TiN 장벽층 위에 배치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주어진 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고, 이때 상기 제 1 화학 물질
은 상기 주어진 층을 에칭하기 위한 에칭제와, 비활성기체,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폴리
머-형성 화학물질은 N2와 CHF3 중 하나이며,

- 상기 제 1 화학물질과는 다른 제 2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알루미늄 포함층을 통해 에칭을 
실행하며,

- 상기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는, 이상의 단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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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층은 제 1 층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제가 Cl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기체가 아르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이 CH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기체가 아르곤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이 CH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이 CH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층이 상기 제 1 층이고, 상기 에칭제가 Cl2이며, 상기 비활성기

체가 아르곤이고,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이 CH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플라즈마  공정  챔버내에서,  웨이퍼  층상구조의  층들  중  선택된  부분을  통해  에칭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상기  웨이퍼  층상구조는  TiN  반사방지  코팅(ARC)  층,  금속화층,  TiN  장벽층을 
포함하며, 상기 TiN ARC층은 상기 금속화층 위에 배치되고, 상기 금속화층은 상기 TiN 장벽층 위에 배치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제 1 화학물질로 상기 웨이퍼 층상구조의 상기 TiN ARC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고, 이때 상기 
제 1 화학물질은 TiN 에칭제, 비활성기체,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
은 N2와 CHF3 중 하나이고,

- 상기 제 1 화학물질과는 다른 제 2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화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
며,

- 상기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는, 이상의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TiN 에칭제가 Cl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기체가 아르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이 CH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화층은 알루미늄 포함층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화학물질은 상기 제 1 화학물질에 의해 달성되는 에칭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기 알루미늄 포함층을 통해 에칭을 진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화학물질은 Cl2/BCl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집적 회로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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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층, 금속화층, TiN 장벽층을 가지는 기판을 제공하고, 이때 상기 금속화층은 상기 주어
진 층 아래에 배치되고, 상기 TiN 장벽층은 상기 금속화층 아래에 배치되며, 상기 주어진 층은 주로 TiN
으로 구성되는 제 1 층과 주로 Ti로 구성되는 제 2 층 중 하나를 나타내고,

- Cl2, 비활성기체, CHF3를 포함하는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상기 주어진 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며,

- 상기 제 1 화학물질과는 다른 제 2 화학물질로 상기 금속화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고,

- 상기 제 1 화학물질로 상기 TiN 장벽층을 통해 에칭을 실시하는,

이상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화학물질은 상기 제 1 화학물질에 의해 달성되는 에칭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기 금속화층을 통해 에칭을 진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화층은 알루미늄 포함층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층은 상기 제 1 층이고, 상기 제 2 화학물질은 Cl2/BCl3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기체가 아르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플라스마 공정 챔버(plasma processing chamber)에서 웨이퍼 층상구조의 TiN 층(TiN layer)를 에
칭하는 방법이 공개된다. 본 발명은 제 1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TiN 층(TiN layer)을 통하여 에칭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제 1 화학물질은 TiN 에칭제, 비활성기체 및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
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TiN  에칭제는 Cl 2  이고,  비활성기체는 아르곤이고,  폴리머-형성 화학물질은 

CHF3이다.

대표도

도4

도면

    도면1

14-9

1019980706372



    도면2

14-10

1019980706372



    도면3

14-11

1019980706372



    도면4

14-12

1019980706372



    도면5

14-13

1019980706372



    도면6

14-14

1019980706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