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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교적 간단한 설비와 공정에 의하여 기판면에 있어서의 금속구리의 국부적인 석출을 방지하고, 도금처리후에
행하는 화학기계연마공정에 있어서의 평탄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판의 외관이 경면광택으로 마무리되는
바와 같은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을 1종
류이상 함유하는 처리액(12a, 12b)과 접촉시키는 공정을 1회이상 거치고, 그후에 도금액(13)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한다.
대표도
도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면에 미세한 배선홈을 형성한 기판에 구리도금을 행하여 상기 배선홈의 내부에 구리를 충전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또는 황화합물을 1종류 이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고,
상기 유기물은, 폴리에테르류의 분자량이 100 내지 10만의 범위에 있는 유기고분자 폴리머이고, 상기 처리액 중의 농도가
10 mg/l 내지 10g/l 이고,
상기 황화합물은, 일반식
X-L-(S)n-L-X
(식 중, L은 저급 알킬기, 저급 알콕시기, 수산기,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되더라도 무방한 탄소수 1 내지 6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원자, SO3M기, 또는 PO3M기(M은 수소원자, 알칼리금속원자, 또는 아미노기)를 나타냄)
로 표시되는 화합물로서, 상기 처리액 중의 농도가 0.1 μmol/l 내지 70μmol/l 이고,
그 후, 상기 기판을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상기 처리액과 접촉시킨 후, 상기 처리액을 액떨굼하거나 또는 건조시킨 후에 도금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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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처리액의 접촉시간이 3 내지 60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액의 액떨굼을, 기판을 회전시켜 처리액을 기판으로부터 흔들어서 떨구는 방법, 기판의 회전과 가스블로우를 병
용하는 방법, 또는 강풍영역 중에 기판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처리액에 접촉시킨 후, 상기 처리액의 액떨굼을 하나의 장치로 연속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액의 pH는 2 내지 9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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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표면에 미세한 배선홈을 형성한 기판에 구리도금을 행하여 상기 배선홈의 내부에 구리를 충전하는 기판의 구리도금장치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또는 황화합물을 1종 이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는 처리조와,
기판을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는 도금처리조를 가지고,
상기 유기물은, 폴리에테르류의 분자량이 100 내지 10만의 범위에 있는 유기고분자 폴리머이고, 상기 처리액 중의 농도가
10 mg/l 내지 10g/l 이고,
상기 황화합물은, 일반식
X-L-(S)n-L-X
(식 중, L은 저급 알킬기, 저급 알콕시기, 수산기,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되더라도 무방한 탄소수 1 내지 6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원자, SO3M기, 또는 PO3M기(M은 수소원자, 알칼리금속원자, 또는 아미노기)를 나타냄)
로 표시되는 화합물로서, 상기 처리액 중의 농도가 0.1 μmol/l 내지 70μmol/l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어, 표면에 미세한 배선홈을 형성한 반도체웨이퍼 등의 기판의 표면에 구리를 충전하여 배선을 하기 위
하여, 예를 들어 황산구리용액을 사용하는 전기구리도금방법에 의하여 금속구리를 석출시키기 위한 구리도금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황산구리용액을 사용한 기판의 전기구리도금공정에서는, 도금전 처리 로서 피처리기판을 황산 등에 침지하여 산에
의한 활성화처리를 하거나, 또는 도금 조밖에서의 전처리를 행하는 대신에, 도금조에 있어서 황산구리용액과 도전층으로
의 시드구리층을 가지는 기판을 접촉시켜 일정한 무통전시간(활성화시간)을 거친 후에 통전하여 금속구리를 석출시키도
록 하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에 있어서는, 전자에 있어서는, 그 때문에 개별의 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설비와 운전
비용이 증가한다는 과제가 있다.
한편, 후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판과 도금액을 접촉시킬 때의 도금액과 기판상에 형성된 시드구리층의 접촉상황이 반드
시 일정하지 않고, 도금액중의 첨가제성분(석출촉진성분, 석출억제성분)의 시드구리층 표면에 대한 초기흡착얼룩, 활성화
얼룩이 발생하기 쉽다. 또 기판에 대향하여 배치되는 용해 애노드표면에 형성된 블랙필름에 기인하는 성분의 특이적 흡착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 결과, 기판처리면에서 국부적인 금속구리의 이상석출이 생겨, 반점형상의 외관을 보이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구리가 똑같지 않고 국부적으로 이상석출된 경우에는, 구리의 결정배향이나 구리막두께의 불균일이 발생
하여, 도금후 공정의 화학기계연마 (CMP)공정 등에 있어서, 평탄하게 연마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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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책으로서, 활성화처리시간을 길게 하는, 또는 기판을 회전시키거나 스키지라 불리우는 장치에 의하여 도금액을 움직
임으로써 흡착얼룩이나 활성화얼룩을 없애는 등의 대책이 취해져 왔다. 그러나 긴 시간의 활성화처리는 미세배선패턴 또
는 높은 애스팩트비의 홀바닥부의 박판전극층으로서의 시드구리층을 보다 많이 에칭하기 때문에 시드층이 모두 용융되어
금속구리를 전기도금으로 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그 밖의 방법에서는, 장치가 복잡하게 되거나
또는 대형화된다.
또한 종래의 구리도금에 있어서는, 배선패턴의 존재에 의하여 도금되는 구리막두께가 장소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것은 미세한 배선이 밀집한 부분의 도금막두께가 배선이 없는 부분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배선
밀집부분에서의 도금막두께와 배선패턴이 없는 부분에서의 도금막두께의 차(험프의 크기)가 1㎛ 에 이르는 일도 있다. 이
와 같이, 큰 험프가 생기면, 후공정의 구리막의 화학기계연마(CMP)공정 등에 있어서, 평탄하게 연마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밀집부분에서의 구리의 잔막이 증가함에 의한 배선단락에 의하여 수율의 악화에 연결되어진다.
본 발명은 상기한 과제를 감안하여 비교적 간단한 설비와 공정에 의하여 기판면에 있어서의 금속구리의 국부적인 석출을
방지하고, 도금처리후에 행하는 화학기계연마공정에 있어서의 평탄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아울러 기판의 외관 이 경면
광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기판의 구리도금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판의 구리도금 방법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을 1종이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는 공정을 1회이상 거치고, 그 후에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이다.
또 기판과 상기 처리액의 접촉을 도금공정전 및/또는 도금공정도중에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의 구리도금방법이
다. 여기서, 도금공정도중이란, 목표로 하는 최종도금막두께에 도달하는 전단계에서의 도금막의 퇴적도중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리도금방법에 있어서는, 도금을 실시하기 전에 기판처리면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
을 1종이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거나, 또는 도금공정의 도중에 기판처리면에서 도금액을 제거한 후, 그 기판을 상
기 처리액과 접촉시킨다.
기판과 처리액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처리액을 채운 탱크에 기판을 직접 침지하는 방법, 스핀건조기와 같이 기판을
수평상태로 고속회전시키면서 처리액을 퍼붓는 방법, 또는 침지용 전용챔버에 기판을 세트하여 처리액을 챔버내에 펌프공
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여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이 기판처리면에 미리 얇게 코팅된다. 이 기판으
로부터 바람직하게는 여분의 처리액을 제거하고, 종래대로의 방법에 의하여 구리도금처리를 행함으로써, 기판처리면에있
어서의 금속구리의 국부적인 이상석출을 방지하면서, 외관이 거울면광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도금이 행하여진다. 또
한 기판처리면내의 배선밀집부분에 있어서의 험프의 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상기한 처리를 행한 후에 기판처리면의 액떨굼 및/또는 건조처리를 행하는 것이, 도금액에 대한 처리액의 지입량을 극력
적게 하여, 도금액의 관리를 양호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나, 코팅되는 양이 도금액량에 비교하여 통상은 훨씬 적
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액떨굼의 방법으로서는, 단지 액면을 낮추거나 또는 액속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법 외
에, 스핀건조기와 같이 기판을 회전시켜 액을 떨어트리는 방법, 회전과 질소가스블로우를 병용하는 방법, 에어타올과 같은
강풍영역속을 통과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상기 2개의 공정을 1개의 장치로 연속적으로 행하여도 좋으며, 이에는 스
핀세정건조기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산액하면서 회전시키면 좋다. 이에 따라, 접액과 액떨굼의 양쪽을 달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액떨굼을 더욱 진행시켜 어느 정도의 건조상태로 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도금액에 대한 처리액의 지입량을 더욱 적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보다도 어느 정도의 습기를 함유한 반건조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의 작용기구에 관해서는 충분하게는 해명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자들은 아래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본 발명의 방
법에서 사용하는 유기물은, 구리도금 액중에 함유시킴으로써 첫째로 계면활성작용을 초래하고, 둘째로 구리의 석출을 억
제하여 균일전착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 것이다. 또 황화합물에 있어서는, 원래 도금액중에 함유시킴으
로써 구리의 석출을 증가시켜, 석출막의 결정을 치밀한 상태로 하여, 도금막의 광택도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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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작용을 가지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을 기판처리면에 미리 및/또는 도금공정도중에 얇게 코팅함으로
써, 기판전체에서의 구리석출을 균일하게 촉진 또는 억제하여 특이적인 이상석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효과는
어느 정도의 건조공정을 거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도금액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또는 황화합물은 기판과 도금액의 사이를 중개하여 도금액과 기판처리면의 습윤성
을 향상시킨다. 이는 어느 정도의 건조공정을 거친 경우도, 해당 유기물 또는 황화합물이 도금액중에 용출하기 때문에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기판의 피처리면과 도금액사이의 습윤상태가 개선되고, 또 전면에 걸쳐 균일화되어, 기판전면에 걸쳐
균일하고 효율좋은 도금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효과는 기판에 설치된 고애스펙트비의 홀이나 홈내부에 대한 구
리의 매립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유기물은, 이른바 폴리에테르계의 유기고분자 중합체로서, 구리도금에 사용되
는 것이다. 발명자들의 시험실시에 있어서의 경험상으로는, 처리액속의 농도가 1Omg/l∼1Og/l 이고, 분자량이 100∼10
만의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물의 종류로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폴리비닐알콜, 에톡시
화 나프톨, 프로폭시화 나프톨, 에톡시화페놀, 프로복시화 페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블록중합체, 에톡시화
노닐페놀, 카르복시메틸셀루로즈, 폴리에틸렌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 또는 블록중합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유
기물을 함유한 처리액은, 특히 도금전의 기판전처리액으로서 유효하다.
또 황화합물은, 일반식
X-L-(S)n-L-X
(식중, L은 저급알킬기, 저급알콕시기, 수산기, 또는 할로겐원자로 치환되어도 좋은 탄소수 1 내지 6의 알킬기이고, X는,
수소원자, SO3M기, 또는 PO3M기(M은 수소원자, 알칼리금속원자, 또는 아미노기)를 나타낸다)로 표시되는 화합물이다.
이와 같은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처리액은, 미세배선 내부의 구리의 석출촉진이나 상기 험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며, 처리
액중의 농도는 0.1μmol/l∼70μmo1/l 인 경우에 특히 유효하다.
기판과 처리액의 접촉시간은, 기본적으로는 기판전면에 처리액이 접촉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고，그 시간이 너무 길면 급
전층(시드층)이 화학적 손상을 받는다는 단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상은 3∼60초의 범위로 선택된다. 또한 처리액이 강
한 알카리성인 경우는, 유기물이나 황화합물의 가수분해가 진행되기 쉽고, 산성이 너무 강하면 시드층의 구리가 에칭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처리액의 pH는 2∼9의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장치형식에 따라서는, 건조 또는 반건조상태의 기판
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는 기판과 처리액을 접촉시킨 후, 건조시켜도 상기한 효과는 변하는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는 도금공정의 도중에 도금을 정지하고 도금막을 에칭하는 공정을 1회이상 거친 후, 다시 도금액과 접
촉시켜 도금을 행하도록 한 것이다. 도금공정도중에 도금을 일단 중단하여 에칭을 행하는 경우, 에칭수단으로서는, 통상의
도금과는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전해에칭방법, 또는 황산 등에 의한 화학에칭방법이 적용된다. 또 에칭공정의 후에 상
기 처리액과 접촉시키는 공정을 1회이상 거친 후, 다시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전해에칭을 행하는 경우의 전류의 파형은, 직류의 경우와 펄스형상(소위 PR 펄스)의 양쪽이 적용가능하다. 에칭량은 인가
한 전류량(전류와 통전시간의 곱)에 비례하며, 통상 기판에 대한 전류밀도로서 1∼30mA/㎠, 인가시간은 0.5∼30초 정도
가 사용된다. 화학에칭에서 사용하는 황산의 농도는 0.5∼30% 정도가 바람직하며, 황산과의 접촉시간은 1∼30초 정도가
적절하다. 황산은 원래 도금액중에도 많이 첨가되는 약품으로, 도금액의 조성관리의 점에서도 취급하기 쉽다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 에칭할 도금막두께는, 통상 1nm 이상에서 효과가 인정되나, 10∼50nm 정도가 적합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형태는 기판의 구리도금장치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을 1종이
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는 수단과, 기판을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리도금장치이다.
또 기판의 구리도금장치에 있어서,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및/또는 황화합물을 1종이상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는 수단과, 기판을 도금액과 접촉시켜 도금을 행하는 수단과, 기판처리면에 퇴적시킨 도금막을 에칭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도금장치이다.
이들의 경우, 기판과 처리액을 접촉시키는 처리조는, 도금처리조와 별개로 설치하여도 좋고, 동일한 조를 공용하도록 하여
도 좋다. 별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근접배치하여, 기판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송장치를 설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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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동일한 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액과 도금액을 개별로 공급할 수 있는 급액유로와, 액의 교체를 위한 배액유로
를 설치하면 좋다. 또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처리액을 내뿜어 기판에 처리액을 접촉시키고, 그후 기판의 회전수를 올림으로
써 연속적으로 처리액의 접촉, 액떨굼 및/또는 건조를 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도 좋다.
상기한 처리조 및 도금처리조 외에, 기판을 수납 또는 출고하기 위한 로드 및/또는 언로드유닛, 기판을 반송하기 위한 반송
수단, 기판을 세정하기 위한 세정유닛, 건조유닛 등을 조합시켜, 기판을 청정한 상태로 받아 들이고, 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 장치로 하여도 좋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금장치(1)는 피처리재인 반도체웨이퍼 등의 기
판(도시 생략)과, 그것을 수납하는 웨이퍼카세트(도시 생략)를 받아 들이고 또는 출고하기 위한 로드유닛(4) 및 언로드유
닛(5)과, 기판을 1매씩 반송하기 위한 반송아암(8) 및 주행반송아암(9)과, 기판표면에 처리액에 의한 처리를 실시하기 위
한 코팅조(처리조)(2) 및 도금처리를 행하는 도금처리조(3)와, 기판을 세정하기 위한 초벌세정유닛(6) 및 린서·드라이어
(10)등으로 이루어진다. 코팅조(2) 및 도금처리조(3)는 복수매의 기판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더라도 낱장식이더라도 좋
다. 또 도금액이나 처리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딥형, 또는 그때마다 급액과 배출을 반복하는 형식이더라도 좋다. 본 장
치에서는 2개의 반송아암(8, 9)을 청정한 기판을 취급하기 위한 반송아암(8)과, 도금 또는 상기한 표면처리를 위하여 기판
을 반송하는 주행반송아암(9)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도금장치에 있어서, 도금처리를 행하는 방법을 1매의 기판 (도시 생략)의 처리흐름을 따라 설명한다. 먼
저, 기판을 수납한 카세트가 로드유닛(4)에 장착된다. 다음에 반송아암(8)에 의하여 기판카세트로부터 기판을 1매씩인출
하여 로드스테이지(7)로 옮긴다. 이 기판을 주행반송아암(9)이 받아들여 구리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또는 황화합물
을 1종류이상 함유하는 처리액(12a)이 들어간 코팅조(2)에 장착한다. 그리고 소정시간, 기판을 처리액 (12a)에 침지시켜
전처리를 행한 후에, 주행반송아암(9)으로 코팅조(2)로부터 전처리가 끝난 기판을 인출하여 그 기판을 도금액(13)을 함유
하는 도금처리조(3)에 장착하고, 전기구리도금을 행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험프의 크기를 억제하는 경우에는, 도금처리조(3)에서 전기구리도금이 원하는 막두께에 도달하기 전에
통전을 정지하여 구리도금을 중단한다. 이때, 퇴적한 구리도금막의 전해에칭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리도금을 중단한 후,
도금시와는 반대의 전류방향으로 통전함으로써 소정의 막두께분의 전류량(전류와 통전시간의 곱)을 부여하여 에칭한다.
그후, 필요에 따라 도금처리조(3)로부터 기판을 주행반송아암(9)에 의하여 인출하여 구리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 또
는 황화합물을 1종류이상 함유하는 처리액(12b)이 들어간 코팅조(2)에 장착하고, 소정시간 기판을 처리액(12b)에 침지함
으로써 코팅처리를 행한다. 이 경우, 처리액(12a, 12b)의 액조성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조에서 겸용할 수 있다. 그후, 주
행반송아암(9)이 코팅조(2)로부터 코팅처리가 끝난 기판을 인출하여 그 기판을 도금액(13)을 함유하는 도금처리조(3)에
장착하고, 나머지 막두께분, 전기도금을 행한다.
도금이 완료된 후, 주행반송아암(9)이 도금이 끝난 기판을 도금처리조(3)로부터 인출하여 초벌세정유닛(6)에 장착한다.
여기서 제 1 회째의 기판의 세정이 행하여진다. 다음에 반송아암(8)이 기판을 초벌세정유닛(6)으로부터 인출하여 린서·드
라이어(10)로 옮겨 제 2 회째의 세정을 행함과 동시에 연속하여 건조를 행한다. 반송아암(8)에 의하여 기판은 린서·드라이
어(10)로부터 언로드유닛(5)에 있는 기판카세트로 옮겨지고, 청정한 도금이 끝난 기판으로서 출고되며, 예를 들어 CMP
등의 다음공정으로 이송된다. 또한 본 장치에서는 코팅조(2) 및 도금처리조 (3)는 복수개 있고, 반송아암(8) 및 주행반송아
암(9)은 기판을 연속적으로 효율좋게 처리하도록 제어 및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매우 가동율이 높은 장치로 되어 있다.
도 2도 본 발명의 별도의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장치의 구성은, 도 1에 나타내는 도금장치
와 대략 동일하나, 처리기구에 회전처리유닛(11)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 회전처리유닛(11)은 기판을 회전시키
는 유지기구와, 그 기판표면에 처리액을 산액시키는 스프레이노즐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기판을 회전시키면서
처리액을 균일하게 기판표면에 분산시킨다. 그 후 처리액의 공급을 중지하고, 기판회전속도를 올림으로써 기판의 액떨굼
과 건조를 연속하여 행할 수 있다. 이로써 기판표면에 처리액을 균일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코팅하고, 또 건조시켜 양호한
도금을 실시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장치의 구성은, 도 2에 나타내는 도금장치와
대략 동일하나, 1개의 반송아암(8)의 주위에 복수의 처리조(3, 10, 11) 및 기판카세트의 수납과 출고를 공용하는 로드·언
로드유닛(14)을 배치하고 있고, 이 반송아암(8)으로 기판을 반송하여 전체로서 공간절약이 되도록 정리되어 있다. 이 도금
장치에 의하여 이상석출이 없는 양호한 구리도금을 기판표면에 효율좋게 실시하여 청정한 도금이 끝난 기판으로서 출고할
수 있는 점은, 앞의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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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이하에, 상기와 같은 도금장치를 사용하여 행한 도금처리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처리조건은 이하와 같다.
(1) 처리액
①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분자량 400, 농도 10mg/l 및 5g/l)
②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분자량 2만, 농도 100mg/1 및 1Og/1)
③ ①과 ②의 혼합액(PPG : 분자량 700, 농도 50mg/1, PEG : 분자별 6000, 농도 50mg/l)
(2) 사용기판
8인치·실리콘기판상에 열산화막을 100 nm 형성한 후, 에칭스토퍼로서의 p-SiN 막을 50 nm 퇴적하고, 그 후, TEOS 산화
막을 600 nm 형성하였다. 이 기판상에 구리배선용 배리어메탈로서의 TaN막 2Onm을 반응성스퍼터링에 의하여 형성한
후, 진공을 깨지않고 연속하여 구리도금용 시드층 150 nm을 LTS (롱슬로우스퍼터링)법에 의하여 형성하였다.
(3) 처리시간 : 기판을 처리액에 10초 침지
(4) 건조방법
스핀건조기(회전수 3000/분 × 30초, 질소가스블로우없음)
(5) 시험결과
유기물을 가지는 상기 처리액으로 처리를 실시한 기판과, 무처리기판(비교예)의 5매의 기판을 낱장식의 딥형 도금조(3)에
서 도금하였다. 도금액은 황산구리를 베이스로 한 구리도금액으로, 구리도금막두께를 500 nm으로 하였다. 이 때의 외관,
CMP 특성은 이하와 같았다.

[표 1]
Run-1
Run-2
Run-3
Run-4
Run-5
Run-6

유 기 물
PPG
PPG
PEG
PEG
PEG + PPG
없음(비교예)

농 도
10mg/l
5g/l
100mg/l
10g/l
합계 100mg/l
없음

외 관
경면광택
〃
〃
〃
〃
반점발생

화학기계 연마특성
양호
〃
〃
〃
〃
불량(배선빠짐발생)

또한 참고데이터로서, 기판의 이면에 부착된 Cu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무처리기판이 5 ×1O 12atm/cm2이던데 대하여, 상기 처리액으로 처리한 기판은 어느것이나 5 ×1O 11atm/
cm2이하였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기판이면의 구리오염을 저멸시키는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급전층의 구리막두께가 매우 얇은 부분의 용해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도금의 석출성을 촉진하
는 효과가 인정되었다. 이는 본 발명에서 사용한 중합체가 급전층의 구리용해의 억제제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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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처리액으로 미리 처리한 결과를 이하에 나타낸다.
(1) 처리액
N, N-디메틸디티오카르바밀프로필술폰산, 농도는 30μmol/l
(2) 사용기판
8인치·실리콘기판상에 열산화막을 100 nm 형성한 후, 에칭스토퍼로서의 p-SiN 막을 50 nm 퇴적하고, 그후 TEOS 산화
막을 1OOO nm 형성하였다. 통상의 리소그래피와 산화막에칭공정에 의하여 TEOS 산화막에 φ0.25㎛, 애스펙트비 = 4,
φ0.5㎛, 애스펙트비 = 2의 구멍패턴을 형성하였다. 이 기판상에 구리배선용 배리어메탈로서의 TaN막 20 nm을 반응성스
퍼터링에 의하여 형성한 후, 진공을 깨지 않고 연속하여 구리도금용 시드층 150 nm을 LTS(롱슬로우스퍼터링)법에 의하
여 형성하였다. 계속해서, 이 구리시드층을 거쳐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황산구리를 베이스로 한 구리도금을 기판에 대하여
행할 때, 구리도금을 개시하기 전에, 기판을 상기 처리액에 접촉시킨 것과, 접촉시키지 않고 그대로 도금을 행한 것을 제작
하였다. 구리도금막두께는 600 nm으로 하고, 도금후 홀내의 매립상태를 단면 SEM(주사전자현미경)관찰하였다.
(3) 처리시간 : 기판을 처리액에 5초 침지
(4) 건조방법
스핀건조기(회전수 2000/분 ×30초, 질소가스블로우없음)
(5) 시험결과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φ0.5㎛, 애스펙트비 = 2의 홀에 대해서는, 황화합물용액처리를 행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φ0.25㎛, 애스펙트비 = 4의 홀에 대해서는, 황화합물용액처리를 행한 것은 보이드없이 매립되어있는 데
대하여，이 처리를 행하지 않은 것은 홀바닥부에 보이드가 발생되어 있었다． 이것은 황화합물용액처리가 홀의 바닥부에
서의 도금구리의 퇴적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2]
황화합물용액처리 없음
황화합물용액처리 있음

φ0.5㎛, 애스펙트비 = 2
완전충전
완전충전

φ0.25㎛, 애스펙트비 = 4
홀바닥부에 보이드 있음
완전충전

(실시예 3)
기판을 도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과 황화합물 모두를 함유하는 처리액으로 미리 처리한 결과를 이하에 나타낸다.
(1) 처리액
① 유기물 : PPG와 PEG의 혼합액(PPG : 분자량 700, 농도 50 mg/l, PEG : 분자량 6000, 농도 50 mg/1)
② 황화합물 : N, N-디메틸디티오카르바밀프로필술폰산, 농도는 70μmo1/l
(2) 사용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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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치·실리콘기판상에 열산화막을 100 nm 형성한 후, 에칭스토퍼로서의 p-SiN 막을 50 nm 퇴적하고, 그후 TEOS 산화
막을 1OOO nm 형성하였다. 통상의 리소그래피와 산화막에칭공정에 의하여 TEOS 산화막에 φ0.20㎛, 애스펙트비 = 5,
φ0.30㎛, 애스펙트비 = 4의 구멍패턴을 형성하였다. 이 기판상에 구리배선용 배리어메탈로서의 TaN 막 20 nm을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하여 형성한 후, 진공을 깨지 않고 연속하여 구리도금용 시드층 150 nm을 LTS(롱슬로우스퍼터링)법에 의
하여 형성하였다. 계속해서 이 구리시드층을 거쳐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황산구리를 베이스로 한 구리도금을 기판에 대하
여 행할 때, 구리도금을 개시하기 전에, 상기 처리액에 접촉시킨 것과, 접촉시키지 않고 그대로 도금을 행한 것을 제작하였
다. 구리도금막두께는 600 nm으로 하고, 도금후 홀내의 매립상태를 단면 SEM(주사전자현미경)관찰하였다.
(3) 처리시간 : 기판을 스핀건조기상에서 회전수 150/분 회전중에 1초사이에서 1O m1를 디스펜스
(4) 건조방법
스핀건조기(회전수 2000/분 ×30초, 질소가스블로우 없음)
(5) 시험결과
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φ0.3㎛, 애스펙트비 = 4의 홀에 대해서는, 유기물 및 황화합물용액처리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
은 것의 차는 없었으나, φ0.2㎛, 애스펙트비 = 5의 홀에 대해서는 처리를 행한 것은 보이드없이 매립되어 있는 데 대하여,
처리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홀바닥부에 보이드가 발생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기물에 의하여 구멍내부에서의 습윤성 및 균
일전착성이 향상된 것에 더하여, 황화합물이 홀의 바닥부에서의 도금구리의 퇴적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3]
유기물 및 황화합물용액처리 없음
유기물 및 황화합물용액처리 있음

φ0.2㎛, 애스펙트비 = 5
홀바닥부에 보이드있음
완전충전

φ0.3㎛, 애스펙트비 = 4
완전충전
완전충전

(실시예 4)
구리도금의 도중에 구리도금표면을 구리도금액중에 함유되는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거나 또는 도금한
도금막 표면을 에칭한 결과를 이하에 나타낸다.
(1) 사용기판
8인치·실리콘기판상에 열산화막을 100 nm 형성한 후, 에칭스토퍼로서의 p-SiN 막을 50 nm 퇴적하고, 그후, TEOS 산화
막을 1OOO nm 형성하였다. 통상의 리소그래피와 산화막에칭공정에 의하여 TEOS 산화막에 폭 0.2㎛, 애스펙트비 = 3의
홈을 0.2㎛의 스페이스를 두고 배치한 홈패턴을 형성하였다. 이 기판상에 구리배선용 배리어메탈로서의 TaN 막 20 nm을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하여 형성한 후, 진공을 깨지않고 연속하여 구리도금용 시드층 150 nm을 LTS(롱슬로우스퍼터링)법
에 의하여 형성하였다. 계속해서 이 구리시드층을 거쳐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황산구리를 베이스로 한 구리도금을 기판에
대하여 행하여, 구리도금막두께를 500 nm(구리시드층의 막두께를 포함하면 650 nm)으로 하였다.
(2) 처리 1
구리도금막을 1OO nm 퇴적한 시점에서 구리도금을 정지하고, 구리도금막 표면으로부터 도금액을 제거한 후, 구리도금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합물(N, N-디메틸디티오카르바밀프로필술폰산, 농도는 5 mg/1 = 24μmol/l)을 용해시킨 처리액
에 구리도금막 표면을 접촉시키고, 그후 다시 구리도금막 표면을 구리도금액과 접촉시켜, 나머지 400 nm을 전기구리도금
에 의하여 퇴적하였다.
(3)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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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금막을 1OO nm 퇴적한 시점에서 구리도금을 정지하고, 그대로 전기도금의 전극의 양음을 역전시켜 구리막의 10
nm(처리2-1), 20 nm(처리2-2)및 30 nm(처리2-3)의 에칭량에 대응하는 전류량을 인가한 후, 구리도금막 표면으로부터
도금 액을 제거하고, 구리도금액중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합물(N, N-디메틸디티오카르바밀프로필술폰산, 농도는 5 mg/l
= 24μmol/1)을 용해시킨 처리액에 구리도금막 표면을 접촉시켰다. 그후 다시 구리도금막 표면을 구리도금액과 접촉시키
고, 전극의 양음을 역전시켜, 나머지 400 nm을 전기구리도금에 의하여 퇴적하였다.
(4) 처리 3
구리도금막을 1OO nm 퇴적한 시점에서 구리 도금을 정지하고, 그대로 전기도금의 전극의 양음을 역전시켜 구리막의 10
nm(처리3-1), 30 nm(처리3-2)의 에칭량에 대응하는 전류량을 인가한 후, 다시 전극의 양음을 역전시켜, 나머지 400 nm
을 전기구리도금에 의해 퇴적하였다.
(5) 시험결과
상기한 방법으로 제작한 기판에 있어서의 구리도금에 의한 홈매립의 형상을 단면 SEM에 의해 관찰하고, 홈패턴상의 구리
도금막두께와 홈패턴의 옆에 있는 큰 스페이스상의 구리도금막두께와의 차(험프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낸
다. 또한, 이 표 4에 있어서 홈패턴상에 막두께 1000 nm의 구리도금을 퇴적시킨 것을 비교예로서 나타낸다.

[표 4]

처리 1
처리 2-1
(10 nm)
처리 2-2
(20 nm)
처리 2-3
(30 nm)
처리 3-1
(10 nm)
처리 3-2
(30 nm)
비교예

홈패턴상의 구리도금막
두께(nm)
700

인접하는 큰 스페이스상의 막두께 험프의 크기
(nm)
(nm)
625
75

775

650

125

◎

725

625

100

◎

700

625

75

◎

675

625

50

◎

700

625

75

◎

1000

400

600

×

표면광택
◎

이와 같이, 구리도금의 도중에 1회만 구리도금표면을 구리도금액중에 함유되는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처리액과 접촉시키
거나, 또는 도금한 도금막 표면을 에칭함으로써 도금공정후의 화학기계연마(CMP)공정 등에 있어서 평탄화에 상해가 되는
험프의 크기를 현저하게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예에서는 처리액으로서, 구리도금액중에 함유되는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사용한 예를 나타내었으나, 구리도
금액중에 함유되는 유기물을 함유하는 것을 사용하여도 마찬가지다.
이상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구리를 사용하여 도금을 행하도록 한 예를 나타내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은이나 금 등의 다
른 금속의 도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판의 구리도금시 구리의 이상석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처리면내의
막두께 균일성이 높고, 또한 험프의 크기를 억제한 도금을 행할 수 있다. 또 미세배선내의 구리의 매립특성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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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 등의 결함이 없는 구리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적으로 후속공정의 화학기계연마에 있어서의 연마가 용이해
지고, 구리배선을 사용한 LSI 제조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LSI 제조비용의 대폭적인 저감이 가능해지는 등, 반
도체제조산업에 있어서의 높은 유용성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의 도금장치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도금장치 2 : 코팅조(처리조)
3 : 도금처리조 4 : 로드유닛
5 : 언로드유닛 6 : 초벌세정유닛
7 : 로드스테이지 8 : 반송아암
9 : 주행반송아암 10 : 린서·드라이어
11 : 회전처리유닛 12a, 12b : 처리액
13 : 도금액 14 : 로드·언로드유닛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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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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