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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높은 종횡비를 갖는 듀얼 다마신 패턴, 비아홀 또는 트렌치를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보이드 없이 연속성 

있게 금속막으로 채울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

에 하부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도전층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태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소정 형태의 개구부가 형성된 결과물 상에 단차를 따라 금속 씨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씨드층을 레이저 

처리를 이용하여 리플로우시켜 상기 금속 씨드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씨드층을 수소환원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씨드층 상에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기도금, 금속 배선, 씨드층(seed layer), 레이저 처리(laser treatmen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7 내지 도 8은 각각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듀얼 다마신 패턴 및 비아홀의 예를 보여주는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하부 도전층 104: 층간절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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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듀얼 다마신 패턴 108: 확산장벽층

110: 금속 씨드층 112: 레이저 처리

114: 금속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금속 씨드층을 레이저 처리하고 전기도

금법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형성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금(plating)법에는 무전해도금(electroless plating)법과 전기도금(electroplating)법이 있다. 무전해도금법은 높은 

종횡비(high aspect ratio)를 갖는 배선 구조에서도 우수한 갭필(gap filling) 특성과 고속 성장을 나타내나, 그레인 크

기(grain size)가 작아 전자 이동도(Electro Migration; 이하 'EM'이라 함)에 대한 내성이 낮고 화학 반응도 복잡하여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도금법은 성장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이 비교적 간단하고, 취급이 쉬

우며, 그레인 크기가 크고, 양호한 막질을 얻을 수 있으므로 EM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도금법은 반드시 씨

드층(seed layer)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도금법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소지에 다른 금속의 피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외부로부

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전기분해(electrolysis)라 하며, 전기분해시 전

해조(electrolytic cell)는 양극(anode)과 음극(cathode)인 두 전극(electrode)과 이 두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전해질

(electrolyte)로 구성된다. 즉, 금속의 전기도금은 도금 금속이 용해된 용액에 전도체 표면이 담긴 상태로 진행되며, 

이 전도체 표면은 외부 전원 공급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류는 전도체 표면을 통해 용액속으로 흘러 들

어간다. 이렇게 되면 금속이온이 전자와 반응하여 금속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원리로 증착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상술한 전기도금법을 이용한 구리배선 형성공정은 균일한 씨드층의 증착이 필수적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씨드층 증착 공정은 물리기상증착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구리배선 형성 방법은 물리기상증착 방법에 

의해 구리 확산장벽층과 구리 씨드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전기도금법에 의해 구리막을 형성하여 비아(via)나 트렌

치(trench)를 매립한 후,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에 의해 금속배선 형성 공정을 완료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기상증착법에 의한 구리 씨드층 형성은 열악한 층덮힘성으로 인하여 높은 종횡비를 갖는 비

아나 트렌치에 오버행(overhang)을 형성하거나, 증착의 불연속점이 발생하여 후속의 구리 전기도금 공정에서 비아 

또는 트렌치 내부에 보이드(void)를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구리 씨드층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열악한 접착성, 공정의 불안정성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의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높은 종횡비를 갖는 듀얼 다마신 패턴, 비아홀 또는 트렌치를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보이드 없이 연속성 있게 금속막으로 채울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하부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도전층

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도전

층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태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소정 형태의 개구부가 형성된 결과물 상에 단차를 따라

금속 씨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씨드층 을 레이저 처리를 이용하여 리플로우시켜 상기 금속 씨드층의 두

께를 균일하게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씨드층을 수소환원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씨드층 상에 전기도금

법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한

다.

상기 레이저 처리는 질소 또는 헬륨 광원을 레이저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처리는 1∼5 mJ/㎠ 범위의 에너지 강도와, 1∼20 KV 범위의 인가 전압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레이저 처리는 레이저 광원을 고정한 채 상기 반도체 기판을 움직여 스캐닝하거나 상기 반도체 기판을 고정한 

채 레이저 광원을 움직여 스캐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처리는 레이저 방전 장치에서 나온 레이저를 반사경을 이용하여 반사한 후,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에너지 강도를 조절하여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처리는 초점 조절 장치와 상기 반도체 기판 사이의 중간에 슬릿을 두어 상기 초점 조절 장치에서 나온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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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의 강도를 조절하여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씨드층은 구리(Cu), 니켈(Ni), 몰리브덴(Mo), 백금(Pt), 티타늄(Ti) 또는 알루미늄(Al)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씨드층은 50∼2500Å 범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소환원 열처리는 상기 금속 씨드층의 결정립을 조대화하고 상기 금속 씨드층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

기 위하여 소정 농도의 아르곤(Ar) 또는 질소(N 2 )를 포함하는 수소 혼합기체나 수소 기체를 사용하여 상온∼350℃

범위의 온도에서 1분∼3시간 정도 실시한다.

상기 금속 씨드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확산장벽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막을 형성한 후에, 상기 금속막을 수소환원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막이 형성

된 반도체 기판을 화학기계적 연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금속막은 구리(Cu)막이다.

상기 소정 형태의 듀얼 다마신 패턴, 비아홀 또는 트렌치일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

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설명에서 어떤 층

이 다른 층의 위에 존재한다고 기술될 때, 이는 다른 층의 바로 위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게재될 

수도 있다. 또한, 도면에서 각 층의 두께나 크기는 설명의 편의 및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었다. 도면상에서 동일 부호

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 선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공정을 거친 반도체 기판(100) 상에 하부 도전층(102)을 형성하

고, 층간절연막(104)을 형성한다. 층간절연막(104)은 저유전 상수값을 갖는 절연물질, 예컨대 PSG(Phosphorus Sili

cate Glass), USG(Undoped Silicate Glass), PE-TEOS(Plasma Enhanced-Tetra Ethyl Ortho Silicate), HDP(Hig

h Density Plasma) 등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층간절연막(104)에 하부 도전층(102)과 연결하기 위

한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패턴(106)을 형성한다. 듀얼 다마신 패(106)턴을 형성하는 방법은 반도체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여기서는 층간

절연막(104) 내에 듀얼 다마신 패턴(106)을 형성하여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나, 도 7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하부 도전층(202) 상에 식각 정지층(204), 제1 층간절연막(206) 및 제2 층간절연막(210)이 형성되어 

있고, 제1 층간절연막(206)과 제2 층간절연막(210) 사이에 매립 하드 마스크층(208)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2 층간 

절연막(210) 상에 상부 하드 마스크층(21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내에 듀얼 다마신 패턴(214)을 형성하여 공

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304) 내에 하부 도전

층(302)과 연결되는 종횡비가 큰 비아홀 또는 트렌치(306)를 형성하여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듀얼 다마신 패턴(106)이 형성되면 하부 도전층(102)이 노출되며, 하부 도전층(102)의 표면에 형성

된 자연 산화막 또는 오 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정 공정을 실시한다. 상기 세정 공정은 하부 도전층(102)의 종

류에 따라 고주파(RF) 플라즈마를 이용하거나 리액티브 클리닝(reactive cleaning)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하부 도전층(102)이 텅스텐(W), 알루미늄(Al)과 같은 금속일 경우 고주파 플라즈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부 도전층

(102)이 구리(Cu)일 경우 리액티브 클리닝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듀얼 다마신 패턴(106)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단차를 따라 확산장벽층(108)을 형성한다.

확산장벽층(108)은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이하 'PVD'라 함) TiN막, 화학기상증착(Chemical V

apor Deposition; 이하 'CVD'라 함) TiN막,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i

N막, PVD Ta막, PVD TaN막, CVD Ta막, CVD TaN막, CVD TaN막, CVD WN막, CVD TiAlN막, CVD TiSiN막, 

CVD TaSiN막 중 적어도 하나의 막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확산장벽층(108) 상에 단차를 따라 금속 씨드층(110)을 형성한다. 금속 씨드층(110)은 PVD, CVD 또는 원자

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ALD) 방법을 이용하여 구리(Cu), 니켈(Ni), 몰리브덴(Mo), 백금(Pt), 티타늄(Ti),

알루미늄(Al)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금속 씨드층(110)은 50Å 내지 25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그러나, 금속 

씨드층(110)의 증착은 열악한 층덮힘성으로 인하여 높은 종횡비를 갖는 깊은 듀얼 다마신 패턴(106)의 입구 부분에 

오버행(overhang)(도 2의 'A' 부분 참조)을 형성하거나, 증착의 불연속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높

은 종횡비를 갖는 듀얼 다마신 패턴(106)의 입구 부분에 형성된 오버 행이나 증착의 불연속점은 후속의 전기도금 공

정에서 갭필(gap fill) 특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금속 씨드층(110)의 형성시에 발생된 상기와 같은 오버행 또는 증착의 불연속점을 제거하고, 균일

한 두께의 금속 씨드층(110)을 형성하기 위하여 레이저 처리(112)를 행한다. 상기 레이저 처리(112)는 레이저를 금속

씨드층(110)에 조사하여 금속 씨드층(110)을 리플로우(reflow)시키는 어닐링을 말한다.

본 발명에서 적용하는 레이저는 노광 공정에 이용되는 단파장의 KrF 또는 ArF 엑시머 레이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엑시머 레이저는 에너지 강도가 크고, 단파장을 가지며, 좁은 영역에 조사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금속 씨드층(110)의 리플로우에 그대로 이용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파장의 레이저

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강도를 줄이거나, 조사되는 영역이 넓어지도록 레이저 빔을 크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원을 엑시머(Excimer)보다 파장 영역이 긴 질소 또는 헬륨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막질이 약한 

금속 씨드층(110)의 어닐링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방법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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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단파장을 갖는 KrF, ArF 엑시머의 경우, 레이저 에너지의 강도를 1~5mJ/㎠ 정도로 조절하여 기존의 노광 공

정에서 사용하는 강도보다 낮게하여 사용하며, 인가 전압도 1kV 내지 20kV 정도로 사용하여 금속 씨드층(110)의 레

이저 처리(112)를 행할 수 있다.

둘째로, 레이저 방전 장치에서 나온 레이저를 반사시킨 후, 초점 조절 장치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여 웨이퍼에 조사하

여 어닐링 할 수 있다.

셋째로, 초점 조절 장치에서 초점을 맞춘 레이저를 웨이퍼 표면에 조사되는 중간에 슬릿(slit) 등을 끼워 레이저의 강

도를 임의로 낮추어 레이저를 웨이퍼에 조사할 수 있다.

넷째로,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조사는 레이저 빔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웨이퍼 전면에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므

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웨이퍼에 조사하여 어닐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레이저의 광선은 고정한 채 웨이퍼를

움직여 스캐닝하여 어닐링을 하거나 웨이퍼는 고정한 채 레이저 광원을 움직여 스캐닝하여 어닐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로, 레이저의 광원으로 질소를 방전시켜서 사용하거나 또는 헬륨 등을 방전시켜 비교적 에너지의 강도가 낮은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레이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질소 또는 헬륨을 레이저의 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기 둘째 내지 넷째 방법을 사용하여 레이저 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의 레이저 처리(112)에 의하여 금속 씨드층(110)이 리플로우되며, 상기 리플로우에 의하여 입

구 부분에 형성되었던 오버행이나 증착의 불연속점이 제거되어 균일한 두께의 금속 씨드층(110)을 얻을 수 있다. 이

렇게 균일한 금속 씨드층(110)을 형성함으로써, 후속의 전기도금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일 매립을 피할 수 있

어 보이드가 형성됨이 없이 금속막을 채울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금속은 체적 확산(volume diffusion), 표면 확산(surface diffusion), 증발-응축(evaporation-cond

ensation), 비스코스 플로우(viscous flow)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플로우를 이

용하는 온도는 재료의 융점(melting point)에 관계된다. 만약, 표면이 깨끗하다면 원자들은 표면으로 자유롭게 이동하

는 것이 가능하여 알루미늄(Al)과 같은 금속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표면 확산을 이용하여 리플로우가 가능하다

. 그러나, 구리(Cu)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융점을 갖는 경우에는 저온 공정온도에서는 확산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 발명의 레이저 처리(112)를 이용할 경우 구리(Cu)의 융점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 예컨대 400℃ 이하의 온

도에서 구리(Cu)의 리플로우가 가능하며, 따라서 층간절연막의 열화를 일으킬 염려가 거의 없이 그리고 반도체 기판

에 형성된 트랜지스터(미도시) 등의 소자에서 불순물들의 원하지 않는 측방향 확산이나 열전자 효과(hot electron eff

ect) 등의 문제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이 본 발명의 레이저 처리(112)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에, 금속 씨드층(110)의 결정립(grain size)을 조대화하고, 금속 씨드층(110) 표면에 형성된 표면 산화층을 제거

하기 위하여 수소환원 열처리를 행한다. 상기 수소환원 열처리는 수소 기체 또는 소정 농도(95%이하)의 아르곤(Ar)

이나 질소(N 2 )를 포함하는 수소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상온∼350℃ 범위의 온도에서 1분∼3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 5를 참조하면, 레이저 처리(112)를 하여 균일한 두께를 갖는 금속 씨드층(110a) 상에 전기도금법으로 금속막(114

)을 형성하여 듀얼 다마신 패턴을 금 속막(114)으로 완전히 매립한다. 상기 금속막(114)은 구리(Cu)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금속막(114)의 결정 조직(grain morphology)을 바꾸기 위하여 수소 환원 열처리를 실시한

다. 상기 수소 환원 열처리는 수소 기체 또는 소정 농도(95%이하)의 아르곤(Ar)이나 질소(N 2 )를 포함하는 수소 혼

합기체를 사용하여 상온∼350℃ 범위의 온도에서 1분∼3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을 참조하면, 전기도금법으로 금속막(114)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을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

l Polishing)하여 평탄화한다. 상기 화학기계적 연마는 층간절연막(104)이 노출될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에 의하면, 하부 도전층과 상부 도전층을 연결하기 위한 듀얼 다마

신 패턴, 비아홀 또는 트렌치가 높은 종횡비를 갖더라도 내부에 보이드를 형성함이 없이 금속막을 채울 수 있다. 특히,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한 구리 씨드층 형성은 열악한 층덮힘성으로 인하여 높은 종횡비

를 갖는 비아홀이나 트렌치에 오버행을 형성하거나, 증착의 불연속점이 발생하여 후속의 구리 전기도금 공정에서 비

아홀 또는 트렌치 내부에 보이드를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발명에 의하면 열악한 층덮힘성을 갖는 물리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구리 씨드층을 형성하더라도 보이드없이 연속성있게 채워진 구리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층간절연막의 열화, 트랜지스터에서의 불순물들의 원하지 않는 측방향 확산 또는 열전자 효

과를 일으킬 우려가 거의 없이 레이저 처리를 이용하여 금속 씨드층의 어닐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하부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도전층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태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소정 형태의 개구부가 형성된 결과물 상에 단차를 따라 금속 씨드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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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J/㎠ 범위의 에너지 강도와, 1∼20 KV 범위의 인가 전압으로 상기 금속 씨드층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기 금

속 시드층을 리플로우시켜 상기 금속 씨드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 씨드층을 수소환원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씨드층 상에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처리는 질소 또는 헬륨 광원을 레이저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처리는 레이저 광원을 고정한 채 상기 반도체 기판을 움직여 스캐닝하거나 상기 반도체

기판을 고정한 채 레이저 광원을 움직여 스캐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처리는 레이저 방전 장치에서 나온 레이저를 반사경을 이용하여 반사한 후,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에너지 강도를 조절하여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처리는 초점 조절 장치와 상기 반도체 기판 사이의 중간에 슬릿을 두어 상기 초점 조절 

장치에서 나온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하여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처리는 단파장을 갖는 ArF 또는 KrF 엑시머 레이저를 이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씨드층은 구리(Cu), 니켈(Ni), 몰리브덴(Mo), 백 금(Pt), 티타늄(Ti) 또는 알루미늄(Al)으

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씨드층은 50∼2500Å 범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

선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환원 열처리는 상기 금속 씨드층의 결정립을 조대화하고 상기 금속 씨드층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소 기체나 소정 농도의 아르곤(Ar) 또는 질소(N 2 )를 포함하는 수소 혼합기체를 사용하

여 상온∼350℃ 범위의 온도에서 1분∼3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씨드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확산장벽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되, 상기 금속 씨드층은 상기 확산장벽층 상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

성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도금법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막을 형성한 후에,

상기 금속막을 수소환원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화학기계적 연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은 구리(Cu)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형태의 개구부는 듀얼 다마신 패턴, 비아홀 또는 트렌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의 금속배선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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