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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요약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하부배선층이 절연막을 통해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다. 산화규소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를 갖는 기체합성물이 화학증착법에 의해 상기 하부배
선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표면상에 직접적으로 산화규소막을 형성하기 위한 기체원으로서 오존과 수
증기 및 알콕시실란과 유기실록산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주요기체성분을 이용하여 대기속에 가해진다. 상
부배선층이 상기 산화규소막상에 형성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f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반도체 장치
의 절연 중간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상압 화학증착 장치의 배치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산화규소막내의 수산기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상압 화학증착 장치의 배치를 도시한 도면.

제5a도는 내지 제5e도는 종래의 방법에 따른 규소중합물 배선층상에 절연 중간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 단면도. 

제6도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산화규소막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성막장치의 배치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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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규소 기판                                       2 : 필드산화막

3 : 게이트절연막                                 4 : 게이트전극

4a : 규소중합물전극                            5 : 드레인전극

102 : 산화규소막                                103 : 하부층

104 : 티타늄막                                   105, 105a : 절화티타늄막

106 : Al-Cu-Si 합금막                     107 : 다층식 연결부

108 : 산화규소막                                109 : 유기규산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단연결(multilevel interconnection)을 위한 절연 중간층(aninsulating interlayer)을 갖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들의 고집적화에 따라서,  상호연결의 마이크로패터닝(micropatterning)과,  다단연결의 형성 
및 배선간격의 감소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고, 동시에 절연 중간층에 대한 요구사항도 엄격해지고 있
다. 절연 중간층을 위해 요구되는 성질은 절연 중간층 자체에 균열이 전혀 생기지 않고 절연 중간층이 하
부배선층의 두개의 인접한 틈부분에서의 양호한 매립성(excellent burying properties)과 하부층에 대한 
양호한 계단피복성(good step coverage)을  가지며 그렇게 얻어진 절연 중간층의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부배선층이 주로 알루미늄에 근거를 둔 금속이나 구리 또는 금(an Al-based metal, Cu. or Au)으로 이
루어질 때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구되는 성질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다음과 같은 절연 중간층들이 이
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존 테트라에톡시실란(an ozone tetraethoxysilance: Si(OC2H5)4: 이하에서는 TEOS라고 

지칭하기로 함)막이라고 지칭되는 산화규소막이 있으며, 그것은 아르곤가스(Ar gas)등과 같은 불활성기체
나 질소기체를 갖는 TEOS용액을 버블링(bubbling)시켜서 얻어진 기체원(a source gas) 및 오전 기체를 이
용한 열간화학증착법(a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열간 CVD법)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열간 
CVD법은  상압  CVD법(APCVD법:  an  Atmospheric  Pressure  CVD  method)과  저압  CVD법(LPCVD법:  an  Low 
Pressure CVD method)을 포함한다.

하부층의  표면이  주름져  있을지라도  이러한  오존  TEOS  막의  상면은  양호한  계단피복성으로  인해 
매끈하다. 이러한 양호한 계단피복성은 기체원의 일부로서 유기실란기체(organosilance gas)를 이용하는 
것이 모노실란기체(monosilane gas: SiH4)와 O2를 이용하는 APCVD법에서처럼 기체원으로서 무기실란기체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성막면에서 흡수된 TEOS등과 같은 반응기체분자(reaction gas mdecules)의 이동을 향
상시키기 때문에 발생된다.

이러한, 오존 TEOS 막은 고도의 수분함유성과 양호한 수증기 흡수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열간 CVD법에 

의해 400℃에서의 성막시에 오존 TEOS 막에서는 수산기(OH radicals)를 나타내는 3,400cm
-1
의 파장수를 갖

는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FT-1R spectrum)의 흡수계수는 약 180cm
-1
이다. 이에 반해서, 기체원의 일부로서 

무기실란기체를 이용하는 열간 CVD법에 의해 형성된 산화규소막이나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된 산화
규소막에서는 이러한 적외선흡수계수는 측정한계보다 작다.

이러한 방식에서, 수분함유율이 큰 오존 TEOS막이 다단연결부를 위한 절연중간층으로서 이용되면, 하부배
선층에서의 두개의 인접한 틈부분간에서의 누설전류가 증가되고, 관통 구멍부분에서의 연결저항이 증가되
며,  이른바  포이즌드  비어(poisoned  via)라고  지칭되는  핀홀이  발생된다.  그것들에  더하여 열처리
(annealing)시의 막의 수축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고, 성막시의 응력이동에 의해 배선저항이 증가되며, 예
를 들어, 분리 등에 의해 배선 신뢰성이 열악해진다.

오존 TEOS막의 앞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국 특허출원공개평성 4-246846호 및 평성 4-343456
호에는 대응수단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국 특허출원공개평성 4-246864호에 기재된 규소중합물으로된 배선
층상에 절연 중간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5a도 내지 제5e도를 보면서 설명하겠다. 제5a도 내지 제5e도는 
제조과정에서 반도체 장치의 절연 중간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도시한다. 

우선, 규소중합물막(a polysilicon film)이 규소 기판(501)상에 부착되고, 그렇게 얻어진 구조체가 규소
중합물로 된 배선층(502)을 이루기 위한 모양(pattern)으로 된다. 제5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TEOS 응고
막(503: a TEOS-coagulated film)이 TEOS를 공급원으로서 이용하는 LPCVD방법에 의해 규소중합물로 된 배
선층(502)상에 약 0.1m의 두께로 부착된다. 그리고, 온도가 약 50℃까지의 실온에서 유지되고 있는 수증
기가 TEOS 응고막(503)의 표면에 대해 분사되어 다음과 같은 제1반응을 일으킨다.

Si(OC2H5)4 + 4H2O → Si(OH)4 + 4C2H  5OH

제1반응의 생성물인 C2H5OH는 진공에 의해 증발되어 제5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TEOS 응고막(503)을 실라

놀막(503a: a silanol film: Si(OH)4)으로 전환시킨다.

이어서, 저압에서 질소분위기속에 적외선들이 방사되고 실라놀막(503a)의 표면이 15분동안 약 700℃로 가
열되어 다음과 같은 제2반응을 일으킨다.

Si(OH)4 → SiO2 + 2H2O

제2반응에 의해 실리놀막(503a)은 제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 0.05 내지 0.1 m의 두께를 갖고 균열이 
없는 산화규소막(503b)을 형성하도록 유리질로 경화된다. 그 후에 TEOS 응고막의 형성으로부터 산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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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형성까지의 상기 과정이 약 5회정도 반복되어 산화구소막들로 이루어지고 약 0.3 내지 0.6㎛의 두께
를 갖는 절연 중간층(504)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우에 TEOS 응고막은 배선층에서의 홈의 구석들이 TEOS 응고막의 부착을 반복함으로써 둥글어지
게 하도록 각각의 홈의 구석들에서 두껍게 부착된다. 결과적으로, 규서중합물로 된 배선층(SO2)에서의 극

히 미세한 폭을 갖는 홈(the submicron-wide groove)이 평면화화고 절연층(504)의 표면은 제5d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거의 매끈해진다. 최종적으로, 제5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단 연결구조의 완성시에 알루미
늄 배선층(505)이 종래의 스퍼터링 및 패터닝에 의해 절연 중간층(504)상에 형성된다.

상기 방법에 따르면 균열발생이 거의 없고 평면화한 표면을 갖는 산화규소막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상부
배선층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산화규소막 자체의 수증기에 대한 내성이 개선되어 하부배선층의 신뢰
성을 개선한다. 또한, 산화규소막으로 이루어진 절연 중간층(504)이 완전히 유리질로 되므로 배선층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절연 중간층(504)으로부터 접촉창으로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
부배선층의  표면은  배선층들간의   연결부에서의  낮은  접촉저항을  보장하도록  비도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다단연결구조체를 갖는 반도체 장치의 생산량과 신뢰도를 개선하기에 효율적이다.

한편, 일본특허출원공개평성 4-343456 호에는 알루미늄배선층을 위한 절연 중간층의 형성이 기재되어 있
다.  이러한  성막에서는  제6도에  도시된  배치를  갖는  성막장치가  이용된다.  질소기체나  아르곤기체는 
20sccm의 TEOS 기체 및 50sccm의 수증기의 혼합기체에 섞인다. 그렇게 생성된 혼합기체는 반응실(609)에 
배치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형성된 알루미늄 배선층을 갖는 웨이퍼(601)에 대해 샤워노즐(602)을 통해 균
일하게  분무된다.  웨이퍼(601)는  이송계(603a)에  의해  카세트(604)로부터  텅  빈  로드  록크실(603:  an 
evacuated load lock chamber)을 통해 하역(unloading)되어 반응실(609)에 배치된다.

TEOS 기체 및 수증기는 정온조(607a, 607b)로부터 발생된다. 이러한 기체들의 유량은 유동제어기(606a, 
606b:  MFCs)들에 의해 제어되고 기체들은 예열실(605)로 각각 공급된다. 예열실(605)에서는 혼합기체가 
성막이 되지 않을 온도까지 가열되어 예비반응을 촉진시킨다. 예열실(605)에서의 기압은 약 20토르이고 
그 온도는 약 200℃이다. 반응실(609)에서의 압력은 0.1 내지 10토르이고 웨이퍼(601)의 온도는 450℃이
다. 인용부호 608은 압력게이지를 나타낸다.

웨이퍼(601)의 둘레의 압력은 샤워노즐(602)로부터의 기체주입의 효과에 의해 증가된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 웨이퍼(601)와 웨이퍼(601)의 표면위의 수십㎛까지의 부분의 사이에 어떤 온도분포가 발생된다. 이
러한 온도분포는 100℃ 이상의 온도차가 생기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웨이퍼(601)의 표면상에서 산
화막의 산화와 농밀화가 동시에 진행하고 웨이퍼(601)의 바로 근처에서의 TEOS의 부착반응도 촉진되어 저
온에서 농밀한 산화규소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플라즈마손상이 없는 평평하고 농밀하며 고품질인 산화규소막이 500℃ 이하인 비교
적 저온에서 형성될 수 있고, 절연 중간층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막에 가해지는 응력이 작기 
때문에 다단연결의 신뢰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제5a도 내지 제5e도에 도시된 절연 중간층을 형성하는 방법에서는 실라놀막(503a)을 형성함에 있어서 H2O

(수증기)가 가해져서 제1반응을 촉진한다. 한편, 산화규소막(503b)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산화규소막에 잔
류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수분흡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2반응에서 가열이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에 의해 산화규소막속과 그 표면에 존재하는 Si-OH 결합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압에서 형성된 산화규소막이 외기에 대해 노출되면 외기속의 수분이 막속에 잔류하
는 Si-OH결합속에 흡수되어 막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높은 수분함량을 갖게 한다. 이러한 종래의 방법으
로 TEOS와 오존을 이용하여 열간 CVD법에 의해 형성된 오존 TEOS 막은 높은 수분함량과 큰 수분흡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증기를 이용하는 제6도에 도시된 방법에서는 수분흡수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방법은 수분함량에 의해 유발된 누전증가와, 경유 구멍 부분(a via hole portion)에서
의 연결저항증가와, 핀홀발생과, 열처리시의 막수축에 의한 균열발생과, 성막시의 열처리중의 응력이동에 
의한 배선저항증가와 배선분리 및 고온바이어스시험에서의 MOS 트랜지스터의 역치전압의 변경에 관한 문
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목적은 낮은 수분함량을 갖는 절연 중간층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려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하부배선층에 대한 양호한 계단피복성을 갖고 균열발생이 없는 절연 중간층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절연막(an  insulation  film)을 통해 반도체 기판(1  :  a 
semiconductor substrate)상에 하부배선층(107 : a lower wiring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
배선층이 형성된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상에 화학증착법(CVD)에 의해 직접적으로 산화규소막(108 : a 
silicon oxide film)을 형성하기 위해 원료 기체로서 오존과 수증기 및 알콕시실란과 유기실록산 중의 하
나로 구성된 주성분 기체(원료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와, 대기중에서 산화규소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a catalysis)를 가지는 화합 기체(촉매 가스)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규소막상에 상부배선층
(117)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성분 기체 공급 단계와 화합 기체 부가 단계는 서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동시에 수행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실시예]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다.

[제1실시예]

11-3

1019950044074



제1a도 내지 제1f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반도체 
장치의 절연 중간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도시한다. 제1a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10)가 규소 기판(1)상에 형성된다. 반
도체소자(10)는 필드 산화막(2 : a field oxide film)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에서 게이트 절연막(3 : a 
gate insulating film)상에 형성된 게이트전극(4 : a gate electrode)과, 상기 규소 기판(1)의 표면상의 
게이트전극(4)의 측부의 양쪽에 형성된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5) 및, 상기 필드산화막(2)상에 형성된 규
소중합물전극(4a : polysilicon electrodes)등으로 구성된다.

제1a도를 참조하면, 윗면에 반도체소자(10)가 형성된 규소 기판(1)상에 0.1㎛의 두께를 갖는 산화규소막
(102 : HTO film)이 실란 기체와 산화질소(N2O)를 이용하여 700℃에서 LPCVD법에 의해 형성된다. 규소 기

판(1)은 오존기체와 TEOS 기체와 트리메톡시보레이트기체(B(COH3)3 : TMB기체) 및 트리메틸 포스페이트기

체 (PO(OCH3)3) : TMOP기체)를 이용하여 0.5㎛ 두께의 BPSG막 (Boron Phospho- Silicate Glass film)을 형

성하도록 열간 CVD법에 의해 400℃로 가열된다.

이렇게 얻어진 구조는 800℃에서 30분동안 질소기체 분위기속에서 열처리되고 BPSG막은 배선 절연 하부층
(103)을 형성하도록 리플로우(reflow)된다. 이러한 배선 절연 하부층(103)의 상면이 매끈할지라도 이러한 
상면은 하부 반도체소자(10)를 이루는 게이트전극(4) 등과 같은 것의 단차를 반영한 주름(corrugations)
들을 가지며 평탄하지 않다. 배선 절연 하부층(103)의 상면상의 단차, 즉, 고도차의 최대치는 약 0.6㎛이
다.

규소기판(1)상에 형성된 반도체소자(10)에 도달하는 접촉공(a contact hole: 도시 안됨)이 배선 절연 하
부층(103)의 예정된 부분에 형성된다. 그리고, 약 0.06㎛의 두께를 갖는 티타늄막(104)과 약 0.1m의 두께
를 갖는 질화티타늄막(105)과 약 0.6m의 두께를 갖는 Al-Cu-Si 합금막(106) 및 약 0.05㎛의 두께를 갖는 
질화티타늄막(105a)이 스퍼터링이나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해 순서대로 형성되어 적층된다. 이러한 4중금
속막들은 다충 연결부(107 : a multilayered interconnection)를 형성하도록 모양이 형성된다. 제2도에 
도시된  APCVD장치는  하기에  설명된다.  제1실시예의  특징적인  단계로서,  촉매를  갖는  합성물인 수인산
(H3PO4 : an aqueous phosphoric acid)이 인산기체를  발생시키도록 질소기체에 의해 버블링된다. 인산기

체는 5sccm의 유량으로 규소 기판(1)의 근처에 공급된다. 인산기체는 대량의 인산기체의 부가가 기체원의 
성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촉매로서만 이용된다. 즉, 인산기체의 요구량은 TEOS기체의 공급량에 비해 
단지 10mol% 이하이다. 이 때의 TEOS용액의 버블링 온도는 65℃이며, 물의 버블링 온도는 30℃이며 수인
산용액의 버블링 온도는 25℃이다. 또한, 촉매를 포함하는 가스는 TEOS 가스 및 수증기의 공급과 동시에 
공급되며, 각 가스의 공급 도중에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촉매 가스와 원료가스는 독립적
인 경로로 공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TEOS기체와 오존 및 수증기와 함께 인산기체를 공급함으로써 TEOS와 물 및 오존의 반응
매체로서의 실라놀막이 아니라 산화규소막이 APCVD장치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래기
술과 달리, 적외선을 방사하여 열처리하지 않고도 Si-OH결합수가 적고 수분함량이 낮으며 수분 흡수성이 
낮은 산화규소막이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선택적으로 형성된 다층식 연결부(107)를 
포함하는 규소 기판(1)의 표면상에 1.5㎛두께의 산화규소막(108)이 형성될 수 있다.

산화규소막(108)상에 상부 배선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부 배선층의 분리 및 단락을 방지하도록 산화규
소막(108)의 표면을 평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제1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 0.5㎛의 두
께를 갖는 유기규산막(109)이 스핀코팅법 등에 의해 산화규소막(108)상에 형성된다.

제1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기규산막(109) 및 산화규소막(108)의 일부는 유기규산막(109)이 완전히 제
거되기까지 반응 이온 에칭(RIE : reactived ion etching)에 의해 부식된다. 이 때의 에칭조건은 100sccm

의 4불화탄소(CF4 : a carbon tetrafluoride) 유량과 15sccm의 O2 유량과 13Pa의 압력과 0.3W/cm
2
의 에너지

밀도 및 유기규산막(109) : 산화규소막(108)의 에칭비율 = 1:1 이라는 것이다.

이제, 산화규소막(108)은 제1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의 다층식 연결부(107)에 도달하는 관통 구멍
(110)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로서 감광막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에칭된다. 이러한 관통 구멍(110)은 3
불화메탄기체(CHF3 : trifluoro methane gas)와 산소기체를 이용하여 10Pa의 압력과 1,200W의 에너지로 비

등방성에칭을 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에칭시에는 질화티타늄막(105)에 대한 에칭율도 높기 때문에 관
통 구멍(110)의 바닥부상에 합금막(106)이 노출된다. 

제1f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0.01㎛ 두께의 티타늄막(111)과 0.05㎛ 두께의 질화티타늄막(112)이 스퍼터
링 및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해 관통 구멍(110)을 포함하는 산화규소막(108)의 표면 전체에 순서대로 형성
된다. 그리고, 0.2㎛두께의 텅스텐막(113)이 6불화텅스텐기체(WF6)와 수소기체를 이용하여 400℃의 기판온

도와 5,000Pa의 압력에서 블랑케트(blanket) CVD법에 의해 질화티타늄막(112)상에 형성된다. 

텅스텐막(113) 등은 산화규소막(108)의 상면이 노출되기까지 일종의 담체기체(a carrier gas)로서의 아르
곤기체와 에칭기체로서의 6불화황기체(SF6)를 이용하여 30Pa의 압력과 400W의 에너지에서의 플라즈마에 의

해 부식된다. 이 때, 관통 구멍(110)은 티타늄막(111)과 질화티타늄막(112) 및 텅스텐막(113)으로 채워진
다. 그리고, 0.06㎛ 두께의 티타늄막(114)과 0.1㎛ 두께의 질화티타늄막(115)과 0.60㎛ 두께의 Al-Cu-Si 
합금막(116) 및 0.05㎛ 두께의 질화티타늄막(115a)이 산화규소막(108)상에 순서대로 형성되어 적층된다.

이렇게 적층된 금속층들은 상부의 다층식 연결부(117)를 형성하도록 패턴화되고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단계들을 완성한다. 본 발명에서 형성된 산화규소막(108)의 P농도는 2.0 원자% 정도로 
낮다.

앞서 설명한 TEOS에 더하여 알콕시실란이나 유기실록산이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0 내지 100℃의 
버블링 온도에서 헥사에톡시디실록산(Si2O(OC2H5)  6)이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헥사노말부톡시디실록산

의 이성체로서의 헥사메톡시디실록산(Si2O(OCH3)6)나 헥사노말부톡시디실록산(Si2O(n-OC3H  7)6) 또는 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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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톡시디실록산(Si2O(i-OC3H7)6)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도는 제1실시예에서 이용된 산화규소막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서의 인산을 반응계에 대해 부가함
으로써 형성된 산화규소막(108)에서의 수산기(OH radicals)들의 수 및 종래기술에 따라 상압에서 오존(O

3)과 TEOS를 이용함으로써 형성된 오존 TEOS막에서의 수산기들의 수를 도시한다. 제3도로부터 알 수 있듯

이 본 발명에 의해 형성된 산화규소막에서의 수산기들의 수는 오존 TEOS 막에서의 수산기의 수보다 약 
50%정도로 낮게 감소한다. 산화규소막에서의 수산기들의 수의 감소에 따라 오존 TEOS 막에서의 누전은 1 

x 10
-9
 A/cm

2
으로부터 3 x 10

-10
 A/cm

2
까지 감소하였다.

0.6㎛의 직경을 각각 갖는 50,000개의 경유 구멍(via holes)들의 배치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을 때에 연결

저항은 약 0.90Ω/홀로부터 약 0.70Ω/홀로 감소하였다. 산화규소막(108)의 저항은 Ω= 0.6 x 10
16
Ω.cm인 

오존 TEOS막의 저항보다 큰 1.8 x 10
16
Ω.cm이었으며, 그것은 배선층들간의 절연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

다. 

산화규소막(108)의 역치전압(VT)에서의 변화량(ΔVT)이 고온 바이어스시험(BT)에서 오존 TEOS막의 역치전

압의 변화량과 비교되었다. 이러한 시험의 조건들은 오존 TEOS 막에서는 ΔVT/VT = -25% 이었고 본 발명에

서는 ΔVT/VT = -9% 이었다. 또한, 450℃에서의 열처리에서 막수축 인자는 5%로부터 2%로 감소했다. 250℃

에서의 300시간동안의 응력이동시험에서는 하부배선층에서의 분리가 전혀 없었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산화규소막(108)은 빈 곳이 없이 0.35m 이하일 정도로 작은 간격으로 다층식 연결공간속에 매립될 수 있
다.

제1실시예에서는 인산이 촉매를 나타내는 합성물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합성물은 인산에만 제한
되는 것은 아니며 트리메틸포스페이트(PO(OCH3)3: TMOP)등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알루미늄 다층식 연결부(107)가 예시되어 있지만, 다층식 연결부는 이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2실시예]

이제,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설명하겠다. 다층식 연결부(107)까지의 구조는 제1a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
에서 처럼 형성된다. 산화규소막(108)은 제1b도에서처럼 다층식 연결부(107)를 포함하는 표면상에 형성된
다. 산화규소막(108)은 제2실시예에서는 제2도에 도시된 APCVD장치를 이용하여 형성되었다.

제2도를 보면 인용부호 201은 반응실을 가열하는 히터를 지칭하고, 202는 서셉터(susceptor)를 지칭히며, 
203은 처리되어야 할 반도체 웨이퍼를 지칭하고, 204는 확산 헤드를 지칭하며, 205는 반응실을 지칭하고, 
206은 산소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를 지칭하며, 207은 기체 유량을 제어하는 유동제어기를 
지칭하고, 208은 예정된 온도에서 유지되는 용액들을 버블링시키기 위한 정온조를 지칭하고, 209는 TEOS 
용액을 지칭하며, 210은 촉매를 나타내는 붕산수영액을 지칭하고, 211은 물을 지칭한다.

이제, 이러한 APCVD장치를 이용한 산화규소막(108)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우선, TEOS 용액(20
9)과 물(211)은 TEOS 기체와 수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오존 발생기(206)로부터의 400sccm의 오존유량 및 
400℃의  웨이퍼(203)의  온도에서 질소기체와 함께  버블링된다.  TEOS  기체와  수증기는 각각  50sccm  및 
120sccm의 유량으로 웨이퍼(203)상에 공급된다.

TEOS 및 수증기의 도입과 동시에,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의 붕산 수용액(210: H3BO3)이 붕산기체를 발생

시키기 위해 질소기체와 함께 버블링된다. 붕산기체는 TEOS와 물 및 오전의 중간반응 생성물의 탈수 및 
응축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5sccm의 유량으로 웨이퍼(203)의 근처에 공급된다. 이 때 TEOS 용액(209)의 
버블링 온도는 65℃이며 물(211)의 버블링 온도는 30℃이고 붕산 수용액(210)의 버블링 온도는 25℃이다.

상기 방법에 따르면, 산화규소막(108)은 제1d도에 도시된 구조에서처럼 선택적으로 형성된 다층식 연결부
(107)를 포함하는 규소 기판(1)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추후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완성하는 단계들은 
제1c도 내지 제1f도에서와 같고, 그 설명은 생략된다. 제2실시예에서 형성된 산화규소막(108)에서의 붕소
(B)의 농도는 0.5원자% 미만일 정도로 매우 낮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붕산이 제2실시예에서의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 이용되면 산화규소막에서의 수
산기의 감소 및 표면 거칠기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인산을 이용하는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
진다. 제2실시예에서는 붕산이 촉매를 나타내는 붕소함유산으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합성물은 붕산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트리메틸브레이트(B(OCH3) 3 : TMB) 등과 같은 것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연결저항 및 역치전압의 변화 등과 같은 전기적 특성은 제1f도에서와 동일한 2단식 연결구조
에서 측정되어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제3실시예]

이제,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설명하겠다. 연결부(107)까지의 구조는 제1a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에서처럼 
형성된다. 제1b도와 유사하게, 다단식 연결부(107)를 포함하는 표면상에는 산화규소막(108)이 형성된다. 
제3실시예에서는 산화규소막(108)이 제4도에 도시된 APCVD장치를 이용하여 형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APCVD장치를 이용한 산화규소막(108)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우선, TEOS 용액(30
9)과 물(311)은 TEOS기체와 수증기를 발생시키도록 400sccm의 오존유량과 400℃의 웨이퍼(303)의 온도에
서 질소기체와 함께 버블링된다. TEOS 기체와 수증기는 각각 50sccm과  120sccm으로 웨이퍼(303)상으로 
공급된다.

TEOS 및 물의 도입과 동시에, TEOS와 물 및 오존의 중간반응생성물의 탈수 및 응축반응을 촉진시키기 위
해 5sccm의 유량으로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의 불화수소기체(HF)가 웨이퍼(303)의 근처에 공급된다. 이 
때, TEOS 용액 (309)의 버블링 온도는 65℃이고, 물(311)의 버블링 온도는 30℃이다. 인용부호 301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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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를 지칭하고, 302는 감수자를 지칭하며, 304는 확산헤드를 지칭하고, 305는 반응실을 지칭하며, 306
은 산소로부터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기를 지칭하고, 307은 유동제어기를 지칭하며, 308은 정온조를 
지칭한다.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르면, 제1d도에 도시된 구조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형성된 다층식 연결부(107)
를 포함하는 규소 기판(1)의 표면에 산화규소막(108)이 형성된다. 추후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완성하는 
단계는 제1c도 내지 제1f도에서와 같으며 그 설명은 생략하겠다. 제3실시예에서 형성된 산화규소막(108)
에서의 불소(F)의 농도는 1.2 원자%일 정도로 매우 낮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3실시예에서 불소가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 이용되면 산화규소막(108)에서의 수산기
의 감소 및 표면거칠기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인산을 이용하는 제1실시예 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연결저항 및 역치전압변화 등과 같은 전기적 특성이 제1f도에서의 연결구조와 동일한 2단 연
결구조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제4실시예]

이제, 본 발명의 제4실시예를 설명하겠다.

제1a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에서처럼 다층식 연결부(107)까지의 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TEOS 용액(309) 
및 물(311)은 TEOS 기체 및 수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400℃의 웨이퍼(303)의 온도 및 400sccm 의 오존유
량에서  질소기체로  버블링된다.  TEOS  기체  및  수증기는  제4도에  도시된  APCVD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50sccm 및 120sccm로 웨이퍼(303)상으로 공급된다.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의 암모니아(NH3) 기체는 TEOS와 물 및 오존의 중간 반응생성물의 탈수 및 응축반

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5sccm의 유량으로 웨이퍼(303)의 근처로 공급된다. 이 때, TEOS 용액(309)의 버블
링 온도는 65℃이고 물(311)의 버블링 온도는 30℃이다.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르면, 제1d도에 도시된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형성된 다층식 연결부
(107)를 포함하는 규소 기판의 표면상에 산화규소막(108)이 형성된다. 추후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완성
하는 단계는 제1c도 내지 제1f도에서와 동일하며, 그 설명은 생략하겠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4실시예에서 촉매를 갖는 합성물로서 암모니아가 이용되면 산화규소막(108)에서의 수
산기의 감소 및 표면 거칠기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인산을 이용하는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
질 수 있다. 또한, 연결저항 및 역치전압변화 등과 같은 전기적 특성은 제1f도에서의 연결구조와 같은 2
단 연결구조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발명에 따르면, 산화규소막이 오존과 TEOS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알루미늄 배선층상
에 형성되려 할 때에 산화규소막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촉매를 갖는 합성물이 부가된다. 이 단계에서, 그
렇게 형성된 산화규소막에서의 Si-OH 결합의 수는 대폭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부배선층에 
대한 양호한 계단 피복성과 적은 수분함량을 갖고 균열발생이 없는 절연 중간층이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절연막(an insulating film)을 통해 반도체 기판(1 : a semiconductor 
substrate) 상에 하부배선층(107 : a lower wiring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배선층이 형성된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상에 화학증착법(CVD)에  의해  직접적으로 산화규소막(108  :  a  silicon  oxide 
film)을 형성하기 위해 원료 기체로서 오존과 수증기 및 알콕시실란과 유기실록산 중의 하나로 구성된 주
성분  기체(원료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와,  대기중에서  산화규소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a 
catalysis)를 가지는 화합 기체(촉매 가스)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규소막상에 상부배선층(117)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성분 기체 공급 단계와 화합 기체 부가 단계는 서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동시에 수행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부가되는 화합 기체는 인과 붕소 및 불소로 구성된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산성 기
체(one acid gas)로 구성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부가되는 화합 기체는 알칼리 함유 기체(a gas containing alkali)인 반도체 장치의 제
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 함유 기체는 암모니아 기체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 기체의 함량은 주성분 기체의 함량에 대해 10몰% 미만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VD법은 상압 CVD법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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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 기체는 주성분 기체와 수분 및 오존의 반응매개물의 탈수반응 및 응축반응을 
촉진시키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절연막을 통해 반도체 기판(1)상에 하부 배선층(107)을 형성하는 단계
와, 화학 증착법(CVD)에 의해 상기 하부배선층이 형성된 400℃의 온도를 갖는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상
에 직접적으로 산화규소막(108 : a silicon oxide film)을 형성하기 위해 400℃의 기판온도와 상압하에서 
50sccm 유량의 테트라에톡시실란 기체(TEOS 기체)와, 400sccm 유량의 오존 및 120sccm 수증기를 공급하는 
단계와, 대기중에서 5sccm의 유량으로 촉매(a catalysis)를 갖는 인산기체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
규소막상에 상부배선층(117)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TEOS 기체와 오존 및 수증기를 공급하는 
단계와  인산기체를  부가하는  단계는  서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동시에  수행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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