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
6

H01L 21/3205

(11) 공개번호   특1997-0052960

(43) 공개일자   1997년07월29일

(21) 출원번호 특1995-0069509

(22) 출원일자 1995년12월30일

(71) 출원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김주용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우 : 467-860 )

(72) 발명자 박상훈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전 10리 49-17번지

(74) 대리인 최홍순

심사청구 : 있음

(54)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노광장비의 노광 한계보다 작은 미세한 콘텍홈 패턴을 형성하여 금속배선을 제
조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금속배선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부에 제1절연막과, 제1금
속배선, 제2절연막, 질화막을 형성하고, 질화막의 소정 부분에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을 형성한 다음, 알
루미늄 합금막 패턴의 노출된 부분을 덮는 텅스텐막 패턴을 형성한다. 이 후, 텅스텐막 패턴의 사이에 노
출된 질화막과 절연막을 제1금속배선이 노출될때까지 비등방성 식각한 다음, 텅스텐을 매립하여 텅스텐 
플러그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텅스텐 플러그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제2금속배선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금속배선막의 연결상태를 보여주는 평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부에 소정의 제1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막 상에 제1금속배선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세1금속배선을 포함한 1절연막 전면에 제2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절연막 위에 소정 
두께의 질화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질화막 위의 소정 부분에 알루미늄 합금막을 소정 두께로 증착한 
다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알루미륨 합금막 패턴의 노출된 부분을 소정 두께로 덮는 텅스텐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텅스텐막 패턴 사이의 노출된 질화막과 제2절연막을 제1금속배선막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비등방성 식각하여 콕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콘택홀을 포함한 전면에, 텅스텐막을 상기 콘택
홀을 매립할 정도의 소정 두께로 증착하는 단계; 증착된 텅스텐 막을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의 표면이 드
러날 때까지 비등방성 블랭킷 식각하여 콘택홀만을 매립하는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전면에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막의 적층막을 소정 두께만큼 증착하는 단계; 소정의 감광막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여 알루
미늄합금막 및 TiN막의 적층막과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을 동시에 식각하여 제2금속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절연막은 TEOS 산화막, BPSG막, SOG막, PE-TEOS막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
상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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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의 두께는 300 내지 500Å범위인 것을 특징을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의 두께는 500 내지 1,000Å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두께는 1,000 내지 3,000Å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킷 텅스텐막의 두께는 5,000 내지 8,000Å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텅스텐막 패턴 및 블랭킷 텅스텐 막의 식각을 위한 공급개스는 SF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의 두께는 5,000 내지 10,000Å범위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은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금속배선 형성을 위한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과 알루미늄 합금막 패
턴의 식각은 동일챔버에서 한 번의 식각단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
방법. 

청구항 11 

반도체 기판 상부에 소정의 제1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막 상에 제1금속배선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금속배선을 포함한 제1절연막 전면에 제2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절연막위에 소정 
두께의 질화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질화막 위의 소정부분에 알루미늄 합금막을 소정 두께로 증착한 다
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의 노출된 부분을 소정 두께로 덮는 텅스텐막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텅스텐막 패턴 사이의 노출된 질화막과 제2절연막을 제1금속배선막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비등방성 식각하여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콘택홀을 포함한 전면에, 콘택홀을 매립하기 위
한 텅스텐의 증착시 텅스텐과 질화막과의 직접적인 접착에 의한 결합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콕택홀 내부
에서의 동공의 생성을 방지하는, 장벽 금속막을 소정 두께로 증착하는 단계; 상기 장벽 금속막 전면에, 
블랭킷 텅스텐막을 상기 콘택홀을 매립할 정도의 소정 두께로 증착하는 단계; 증착된 블랭킷 텅스텐막, 
장벽 금속막 및 텅스텐 패턴을 알루미륨 합금막 패턴의 표면이 드러날 때까지 비등방성 블랭킷 식각하여 
콘택홀만을 매립하는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전면에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막의 적층막을 소정 두께만
큼 증착하는 단계; 감광막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과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을 식각하여 제2금속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절연막은 TEOS산화막, BPSG막, SOG막, PE-TEOS산화막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의 두께는 300 내지 5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패턴의 두께는 500 내지 1,0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텅스텐막 패턴의 두께는 1,000 내지 3,000Å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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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장벽 금속막은 Ti 및 TiN막의 적층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
선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Ti막의 두께는 200 내지 4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
선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TiN막의 두께는 500 내지 7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
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킷 텅스텐막의 두께는 5,000 내지 8,000Å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수
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킷 텅스텐막, 텅스텐막 패턴, 장벽 금속막의 식각을 위한 공급개스는 SF6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의 두께는 5,000 내지 10,000Å 범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합금막 TiN의 적층막은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금속배선 형성을 위한 알루미늄 합금막 및 TiN의 적층막과 알루미늄 합금막 패
턴의 식각은 동일챔버에서 한 번의 식각단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금속배선 제조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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