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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으로서, 반도체기판에 불순물이 도핑된 전도성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반도체기판 상에 상기 전도성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갖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
연막 상에 상기 콘택홀을 통해 전도성영역과 접촉하는 제1 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전도성
막 상에 상기 제1전도성막 보다 저융점을 갖는 제2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전도성막만을 용
융시켜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제1전도성막은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하고, 제2전도성막은 제1전도성막에 불순물이온을 주입하여 형성
하거나, 제1전도성막위에 제2전도성막을 화학기상증착방법으로 형성하면 된다.

또 제1전도성막은 Al또는 Al합금을 이용하고, 불순물로서는 Si, Cu, Ga, Ge, Pd, Sn, V, 등을 이용하면되
며, 제2전도성막이 제1전도성막보다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도록 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알미늄합금의 상태도(phase diagram)이고, 

제2도 a,b,c는 본 발명의 금속층 형성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위한 공정 단계별 콘택부위의 일부 단
면도이고, 

제3도 a,b,c,는 본 발명의 금속층 형성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위한 공정 단계별 콘택부위의 일부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1 : Si기판                                7,17 : 콘택홀

8,18 : 제1도전성막                       X : 합금원소

9,9',19,19' : 보이드                      5,15 : 전도성 영역

12,12',22,22' : 제2도전성막          6,16 : 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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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에 관한것으로, 특히 고집적화에 따른 배선의 미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는 칩내에 형성된 다수의 회로 요소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위하여 도전재료로된 전기배
선을 필요로한다.

이러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선재료로서 알루미늄(ALUMINUM :Al)이 많이 이용된다. 

알루미늄은 저저항, 저가격, 공정의 용이성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배선 재료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도
전성 물질이며, Si이나 Cu등의 불순물을 약 10 WT%(무게백분율) 이하로 포함시킨 알루미늄합금을 스퍼터
링(SPUTTERING)방식으로 증착하여 배선을 위한 도전층을 형성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의  고집적화와  고밀도  경향이  진행됨에  따라  배선의  기저층(UNDERLAYER)의  단차가 
증가하고, 콘택(CONTACT)에서의 종횡비(ASPECT RATIO)가 증가함에 따라 스퍼터링방식의 특성상 스퍼터링
된 Al원자의 입사각도가 감소하므로 Al 증착막의 단차피복성(STEPCOVERAGE)이 악화되어 배선저항이 증가
하고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경향이 증가하는 등 배선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운에 Al 합금막의 증착 특성, 특히, 단차피복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레이서(LASER)를 이용하
여 Al 합금을 용융시키는 방법, 웨이퍼(WAFER)를 가열하면서 증착하는 방법, 스퍼터링된 Al 원자의 직진
성 및 방향성(DIRECTIONALITY)를 확보하기 위한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이용한 스퍼터링과 고온 스퍼
터링의 2단계로 평탄화하는 방법등이 기존의 스퍼터링방식을 개선하기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스퍼터링 
방식 이외에도 증착막의 균일성(CONFORMALITY)이 우수한 저압화학기상증착법을 적용하여 콘택 홀(CONTACT 
HOLE)과 단차상에서의 피복성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CVD법은  콘택홀의  충진과  형성되는  배선의  균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선택적  증착(SELECTIVE 
DEPOSITION)이 가능하므로 향후 집적회로의 배선형성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는 방법이다. 

Al CVD 방법의 한 예가 미국특허 제 5,179,042 호(1993.1.12 자 공고)에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CVD방법으로 도전층(알루미늄층)을 형성하면, 역시 CVD 알루미늄막은 군도성장특성
(다수의 섬 모양으로 성장하는 성질)을 나타내며 스퍼터링방식 보다 고온에서 증착되므로 표면이 거칠어
져 배선이 미세화되면 입자사이의 접촉면적이 감소하여 전기적 저항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마이
그레이션(stress migration)이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 migration) 등이 발생되어 신뢰성이 저하
되며, 또한, 콘택홀 내에 있어서도 중심부 근처에 공극(VOID)이 발생할 수지가 크다.

실제로  냉벽형(COLD  WALL  TYPE)의  LPCVD장치를  이용하여  Al  소스로서  TIBA[(C4H9)3Al]  가스의 열분해
(PYROLYSIS)를 이용하여 Si 기판위에 성장시킨 Al 박막의 단면을 SEM (SCANING ELECTRON MICROSCOPE) 사
진으로서 관찰하면 표면 거칠기(ROUGHNESS)가 증착 두께의 거의 절반이상이 되는 것을 알수있다.

CVD 방법으로 형성한 알루미늄 층을 종래의 방법대로 리플로우 시키면, 알루미늄층의 두께가 하부층의 단
차에 따라 변화되고, 배선으로 패턴닝하게되면 역시 단선,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또는 스트레스마이그레
이션, 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신뢰성이 저하하게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VD Al막과 같은 도전층의 표면을 평탄화하여 미세한 패터닝에 대하여도 저항 
특성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리플로우(REFLOW)공정에서도 이 도전층의 전체 두께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로 평탄화되게하여 균일성과 재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은 반도체기판에 불순물이 
도핑된 전도성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반도체기판 상에 상기 전도성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갖는 절연
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상에 상기 콘택홀을 통해 전도성영역과 접촉하는 제1 전도성막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제1전도성막 상에 상기 제1전도성막 보다 저융점을 갖는 제2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제2전도성막 만을 용융시켜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제1전도성막은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하고, 제2전도성막은 제1전도성막에 불순물이온을 주입하여 형성
하거나, 제1전도성막위에 제2전도성막을 화학기상증착방법으로 형성하면 된다.

제1전도성막은 Al 또는 Al합금을 이용하고, 불순물로서는 Si나Cu를 이용하면되며, 제2전도성막이 제1전도
성막보다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도록한다. 

또, 제1도전성막으로서의 알미늄합금으로는 Al-Cu, AL-Ga, AL-Ge,Al-Pd, Al-Si, Al-Sn, Al-V 등의 합금을 
사용하면 좋다.

Al 또는 Al 합금막을 미세한 패터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면형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CVD 도전막 상
부에 저융점층(LOW MELTING POINT-LAYER)를 형성하고 열처리하여 저융점층이 용융되어 표면을 평탄화하도
록 하는 방법이다.

Al의 화학기상증착을 위한 소오스 개스(source  gas)로서는 TIBA(triisobutyl  aluminum),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TMAA(trimethyl aminealane), DMEAA(dimethyethyl aminealane) 또는 AlCl3등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저융점층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CVD Al막 위에 스퍼터링 방법으로 Al에 Si, Cu, Ga, Ge, 
Pd, Sn, V, 등의 불순물이 함유된 Al 합금막을 증착하거나, 또는 이러한 불순물 이온을 CVD Al막 표면에 
이온 주입하여 형성하면 된다. 이때 저융점 Al합금층은 CVD Al 기저막 보다 융점이 낮도록 한다. 

이후 웨이퍼의 온도를 저융점 Al합금층이 용융되는 온도로 가열하면 이 합금층이 용융되어 Al기저막의 표
면을 평탄화시키고 콘택홀의 기공을 매립할수 있게된다.

이 열처리 도중에 CVD Al기저막은 고체상태를 유지하므로 저융점 Al 합금층과 인접한 기저막의 표면만 평
탄화될 뿐 CVD Al기저막 자체의 두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Al리플로우(REFLOW) 열처리등에

6-2

1019950000133



서와 같은 Al 배선막 전체 두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위한 Al의 합금비율과 온도에 따른 상태도(PHASE DIAGRAM)로서, 알루
미늄과 어떤 물질 X 의 합금의 상태를 보면, 함금비율 A 가 합금비율 B보다 큰 AB 인경우에, 함금비율 A
의 비율을 가진 Al 합금의 액상온도가 합금비율 B의 비율을 가진 Al합금의 액상온도보다 낮다. 

즉 AB 의 경우 합금비율 A의 합금이 액화하는 온도 TA 가 합금비율 B의 합금이 액화하는 온도TB 보다 낮
다. 

즉 액상으로 변하는 온도가 TATB 로 된다.

Al+AX와 Al+BX의 비율을 갖는 Al합금을 온도 TO에서 열처리하면 Al+BX의 비율을 갖는 Al합금은 고체상태
를 유지하는 반면에 Al+AX의 비율을 갖는 Al합금은 액체상태로 용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미늄과 합금이 잘되는 원소로서는  Si, Cu, Ga, Ge, Pd, Sn, V,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원리를 본 발명의 경우에 적용하면 CVD Al기저막보다 불순물 농도를 크게 한 상부층이 소정의 열처
리 온도에서 먼저 용융되고 비스코스플로우(VISCOUS  FLOW  점착성액체로서의 유동)가 일어나므로 표면이 
평탄화되게 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기초도전막의 표면에  Si, Cu, Ga, Ge, Pd, Sn, V, 등의 불순물이온을 이
온주입하여 저융점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위한 일부 단면도이다.

먼저, 제2도a에 보인 바와 같이, Si 기판(1)에 불순물이 도핑(DOPING)된 전도성 영역(5)을 형성하고, 그 
위에 산화막을 증착하여 절연막(6)을 형성한다.

그리고, 절연막(6)을 사진식각공정으로 에치하여 전도성영역(5)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고, 이 절
연막(6) 상에 콘택홀을 통해 전도성영역(5)과 접촉하도록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화학기상증착 
방법으로 증착하여 제1도전성막(8)을 형성한다. 

상기에서 콘택홀 내에서 제1도전성막(8)과 전도성영역(5)이 접촉되어 콘택(7)이 형성된다. 

이 때, 제1도전성막(8) 내에 보이드(9)가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에서 기저막으로 사용되는 제1도전성막(8)을 알루미늄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Al 소오스로서 DMAH등과 
같은 금속유기체소오스(METAL-ORTANIC SOURCE)나 AlCl3 와 같은 무기체소오스(INORGANIC SOURCE)를 적용
하여 LPCVD법으로 250-450℃의 온도에서 약 60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렇게 한후, 제2도b에 보인 바와 같이, 기저막(8) 표면에 Si 또는 Cu 등의 불순물이온을 10-100 KeV 정
도의 가속전압으로 1012-1015Atom/㎝의 도우즈로 주입한다.

이 때, 기저막(8) 표면의 불순물이온이 주입된 부분은 저융점 특성을 갖는 제2도전성막(12)이 된다. 

상기에서 제2도전성막(12)을 형성하기 위해 기저막(8)의 표면에 주입하는 불순물이온의 도우즈량은 상기 
저융점층(12)이 기저막(8) 보다 약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는 조성이 되도록 설정하여 적용한다.

상기에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불순물이온의 주입량이 다르게 되는데, Al에 Si, Cu, Ga, Ge, Pd, Sn, V, 
등의 불순물이 함유될때의 상태도가 Smithells Metal Reference Book(Sixth Edition)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상태도를 참조하여 용융온도 약 1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불순물이온을 주입하면된다.

또한 불순물이온 주입시의 가속전압은 저융점층(12)이 기저막(8)의 두께 이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설정하
여 적용한다. 가속전압도 불술물이온의 질량에 따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다음단계로 제2도c에 보인 바와 같이, 400-600℃의 불활성가스(INERT GAS)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주입
된 불순물 이온이 호라성화되고 저융점층(12)이 합금막으로 되면서 용융되어 평탄화되도록 한다.

이 때는 저융점층(12)의 표면이 평탄화될 뿐 아니라 기저막(8) 내의 보이드(VOID)(9)가 있는 경우에도 Al
입자사이의 계면과 표면을 따라 불순물원소가 침투되므로 용융이 일어나 보이드(9)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
다.

제3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기존의  스퍼터링법으로  저융점층을  형성하고  열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실시예에서 제 1단계는 먼저번 실시예와 같은데, 즉 제3도a에 보인 바와 같이, Si 기판(11)에 불수물
이  도핑된  전도성영역(15)을  형성하고,  이  전도성영역(16)상에  산화막을  증착하여  절연막(16)을 

형성한다. 

그리고, 절연막(16)에 전도성영역(15)에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고, 이 절연막(16) 상에 콘택홀을 통
해 전도성영역(15)과 접촉하도록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증착하여 제1도전성막(18)을 형성한다. 
상기에서 콘택홀 내에서 제1도전성막(18)과 전도성영역(15)이 접촉되어 콘택(17)이 형성된다. 이 때, 제1
도전성막(18) 내에 보이드(19)가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에서 기저막으로 사용되는 제1도전성막(18)을 알루미늄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Al 소오스로서 DMAH등
과 같은 금속유기체소오스(METALORGANIC SOURCE)나 AlCl3와 같은 무기체소오스(INORGANIC SOURCE)를 적용

하여 저압화학기상증착(LPCVD) 방법으로 250-450℃의 온도에서 약 60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에, 제3도b에 보인 바와 같이, 기저막(18) 표면에 Si나 Cu가 함유된 Al합금을 타겟(TARGET)으로 하여 
일반적인 스퍼터링방법으로 100-300℃의 온도에서 약 20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여 저융점 특성을 갖는 
제2도전성막(22)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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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2도전성막(22)을 형성하기 위한 Al합금 타겟의 조성은 저융점층(22)이 기저막(18) 보다 약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는 조성이 되도록 설정하여 적용한다.

이 실시예에서도 Al 합금에 사용되는 불순물로는 Si, Cu, Ga, Ge, Pd, Sn, V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한후 제3도c에 보인 바와 같이, 400-600℃의 불활성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저융점층(22)이 용융되
어 평탄화 되도록 한다.

이 때도 기저막(18)의 표면이 평탄화 될 뿐 아니라 기저막(18)에 형성된 보이드(19)는 불순물원소가 Al입
자 사이의 계면과 표면을 따라 침투되므로 쉽게 용융되므로 크기가 감소된다.

본 발명은 종래의 CVD Al막의 표면을 평타화하여 미세한 패터닝에 대하여 저항, 신뢰성 측면의 특성을 개
선 할 수 있으며, 종래의 Al 리플로우에서와 같이 Al 배선막 전체 두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평탄
화 시킬 수 있으므로 균일성, 재현성이 개선된다.

이상 설명은 제1도전성막으로 알루미늄막을 형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Al막의 표면평탄화 
뿐아니라, Cu CVD 막이나 기타 전도성 재질의 막의 표면 평탄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에 있어서, 반도체기판에 불순물이 도핑된 전도성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반
도체기판 상에 상기 전도성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갖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
에 상기 콘택홀을 통해 전도성영역과 접촉하는 제1 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전도성막 상에 
상기 제1전도성막 보다 저융점을 갖는 제2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전도성막 만을 용융시켜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도성막을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
성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도성막을 Al 또는 Al합금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
성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도성막을 상기 제1전도성막에 불순물이온을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이온으로서는 Si, Cu, Ga, Ge, Pd, Sn, V, 등에서 하나이상 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이온을 상기 저융점의 제 2 도전성막이 상기 제 1 도전성막 보다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도록 도우즈량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도성막을 상기 제1전도성막 위에 화학기상증착방법 또는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하여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도성막을 Al 또는 Al합금으로 형성하고, 상기 제2전도성막을 상기 제1전도성
막  보다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Al  합금을  증착하여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로서는 Si, Cu, Ga, Ge, Pd, Sn, V, 등을 하나이상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을 상기 저융점의 제 2 도전성막이 상기 제 1 도전성막 보다 10℃ 이상 낮은 
융점을 갖도록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금속층 형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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