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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리 배선 형성방법,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소자 및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요약

매우 폭이 좁은 리세스영역내에 결손부분이 없는 확산방지층과 공극이 없는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여 절연층의 절연 

특성과 구리 배선층의 도전 특성을 향상시키고, 이들 층 사이의 접착성을 향상시킨 구리 배선의 형성방법 및 그에 따

라 제조된 반도체소자와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구리 배선 형성방법은, 반도체기판 상의 절연

층에 리세스영역을 형성한 후, 상기 리세스영역이 형성된 상기 절연층 상에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확산방지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

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한 후, 상기 접착층상에 구리 배선층을 화학 기상 증착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구리, 다마신, 원자층 증착, 플라즈마, 공극, 표면촉매, 화학기상 증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리 배선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단면도들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6은 도 5의 원자층 증착챔버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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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리 배선 형성방법,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소자 및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반도체기판상의 절연층에 형성된 매우 폭이 좁은 트랜치나 비아홀 등의 리세스영역내에 확산방지층의 결손부분

이나 구리 배선층내에 공극 없이 이들 층간에 접착성이 향상된 구리 배선 형성방법,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소자 및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에 따라 금속 배선의 최소 선폭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C 지연에 따른 동

작속도의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 최근에는 반도체 소자의 고속동작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전율이 높은 구리가 종래에 일반적인 배선 물질로 사용되던 알루미늄을 대체할 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구리는 도전율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고속화로 인해 도선에 흐르는 전자량이 증대하더라도 이에 따른 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구리는 알루미늄에 비해 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루미늄 배선과 같이 

사진식각공정에 의해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구리 배선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구리 배선이 위치할

절연층에 미리 회로 배선에 대응하는 길게 연장된 트랜치(trench)를 형성하고, 그곳에 구리를 매립한 후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공정을 실시하여 트랜치 이외에 형성된 구리를 제거하여 원하는 소정의

구리 배선을 형성하는 싱글 다마신(single damascene)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절연층에 의해 상하로 분리된 하

부 도전층과 상부 도전층을 연결하기 위해 상기 절연층을 관통하며 상기 하부 도전층을 노출시키는 비아홀과 트랜치

를 함께 형성한 후, 이들 비아홀 및 트랜치에 구리를 함께 매립한 후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에 의해 불필요한 구리를 

제거하는 듀얼 다마신(dual damascene) 방법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구리는 규소나 산화규소와 같은 절연층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리 배선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구리 배선층이 산화규소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 확산방지층을 절연층 상에 형성

한 후 구리 배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종래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트랜치나 비아홀과 같은 리세스영역을 절연

층에 형성시킨 후, 스퍼터링법과 같은 물리적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을 사용하여 탄탈륨과 질소를

포함한 확산방지층을 트랜치나 비아홀이 형성된 반도체기판의 전면에 형성한다. 이어서, 확산방지층상에 스퍼터링법

으로 전기도금을 위한 구리 씨드층(seed layer)을 얇게 형성한 후, 전기도금법에 의해 트랜치나 비아홀등의 리세스영

역에 공극(void)의 발생없이 구리 배선층을 매립한다.

이렇게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된 확산방지층과 구리 씨드층은 비록 하부 기판과의 접착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스퍼터링 방법은 직시형(line of sight) 증착 특성 때문에 매우 좁은 트랜치나 비아홀의 측벽에는 확산방

지층 및 구리 씨드층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트랜치나 비아홀의 바닥 구석부분에는 확산방지층 및 구리 씨드층이 충분히 증착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되는 

전기도금법에 의한 구리 배선층이 이 부분에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이들 부분에 구리 배선층이

형성되더라도 이들 부분에 확산방지층이 형성되지 않은 결손부분을 통하여 구리 원자가 절연층으로 용이하게 확산되

어 절연층의 절연 특성을 열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트랜치나 비아홀의 직경이 매우 작은 경우 스퍼터링법에 의해 확산방지층 또는 구리 씨드층을 형성할 경우에

는 트랜치나 비아홀이 다 채워지기 전에 그 개구부가 닫히는 소위 핀치-오포(pinch-off)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들 트랜치 또는 비아홀에 공극이 발생하게 되어 구리 배선층의 전기적 특성을 열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종래의 구리 배선 형성방법에 있어서는 구리 씨드층을 형성한 후 구리 씨드층이 형성된 반도체기판을 도금액 

속에 넣은 후 전기도금법에 의해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제조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화학기상 증착법 또는 스퍼터링법 등의 진공 증착공정과는 정합되지 않아 공정 단계의 수가 증가되며, 그 만큼 

오염에 반도체 기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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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기판상의 절연층에 형성된 매우 폭이 좁은 트랜치나 비아홀 등의 리

세스영역내에 결손부분이 없는 확산방지층과 공극이 없는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여 절연층의 절연 특성과 구리 배선

층의 도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리 배선의 형성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기판상의 절연층에 형성된 매우 폭이 좁은 트랜치나 비아홀 등

의 리세스영역내에 확산방지층과 구리 배선층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들 층 사이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후속 공정에 의

하여 구리 배선층이 박리되지 않도록 하는 구리 배선의 형성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다른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소자의 제조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공 증착공정과 

정합될 수 있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구리 배선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구리 배선 형성방법은, 반도체기판 상의 절연층에 리세스영역을

형성한 후, 상기 리세스영역이 형성된 상기 절연층 상에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

을 형성한 후, 상기 접착층상에 구리 배선층을 화학 기상 증착한다.

상기 절연층에 형성되는 상기 리세스영역은 그 측벽 및 바닥이 모두 절연층과 접하는 것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트랜

치일 수 있거나, 그 바닥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층과 접하는 것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비아홀일 수 있으며, 트랜치와 

비아홀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상기 구리 배선층이 형성되는 상기 리세스영역내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층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형성되는 상기 확산방지층과의 접촉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확산방지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

기 리세스영역을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확산방지층은 물리기상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나, 상기 리세스영역의 폭

이 매우 좁고 깊은 경우 리세스영역내에서의 확산방지층의 결손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단차피복성이 우수한 화학기상

증착법 또는 원자층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반도체기판을 진공증착 

챔버내로 로딩한 후, 원료기체를 공급하여 노출된 표면 에 상기 원료기체를 흡착시킨 후 일정 시간동안 플라즈마 상

태하에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확산방지층은 티타늄 계열의 Ti 또는 TiN, 탄탈륨 계열의 Ta 또는 TaN, 텅스텐 계열의 W 또는 WN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할 수 있다. Ti 또는 Ta 또는 W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이루어진 상기 확산

방지층은 탄소를 원자 비율로 일부, 예를 들어 수 내지 수십 %까지, 바람직하게는 수 내지 30% 까지 포함할 수도 있

다.

한편, 상기 접착층도 물리기상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나, 상기 리세스영역내

에서의 단차피복성이 우수한 화학기상 증착법 또는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상기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도체기판이 로딩된 반응실내에 원료기체를 공급

하여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흡착된 원료기체를 산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산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를 복수번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산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여 발생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상기 흡착된 원료기체를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접착층은 비탄화금속인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Au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

느 하나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는 단계 사이에, 상기 접착층의 표면상에 표면촉매를 도입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으로써, 구리 배선층의 화학기상 증착을 용이하게 하며, 리세스영역내에서의 구리 배선층의 형

성속도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상기 표면촉매는 아이오딘 또는 브롬과 같은 할로겐원소를 사용하며, 바람직하게는

아이오딘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된 하지층,

상기 하지층상에 형성된 리세스영역을 포함하는 절연층, 상기 리세스영역이 형성된 상기 절연층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형성되어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

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 및 상기 접착층상에 화학 기상 증착에 의해 형성된 구리 배선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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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기 하지층은 절연층 또는 도전층일 수 있다. 상기 하지층이 절연층인 경우 상기 리세스영역이 상기 절연층을 관통

하더라도 상기 리세스영역의 측벽 및 바닥은 모두 절연층일 수 있으며, 상기 리세스영역이 상기 절연층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상기 리세스영역은 모두 절연층으로 둘러싸인 것일 수 있다. 상기 하지층이 도전층인 경우 상기 리세스영역

이 상기 절연층을 관통하는 경우 상기 리세스영역의 바닥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도전층과 접할 수도 있다. 상기 리세

스영역은 예를 들어, 트랜치나 비아홀일 수 있다.

상기 확산방지층은 티타늄 계열의 Ti 또는 TiN, 탄탈륨 계열의 Ta 또는 TaN, 텅스텐 계열의 W 또는 WN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된 것일 수 있으며, 상기 접착층은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 Au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된 것일 수 있으며, 상기 확산방지층과 상기 구리 배선층 사이에

는 탄화물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은, 중앙부에 위치하며, 

반도체기판을 진공상태에서 이송시킬 수 있는 트랜스퍼챔버,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

판을 출입시킬 수 있는 로드락 챔버,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절연층에 형성된 

리세스영역내에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제1 진공증착 챔버 및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확산방지층이 형성된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리세스영역내에 구리 배선

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는 상기 확산방지층을 형성시킨 후,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확산방지층상에 탄소와 반응

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상기 접착층을 형성시키기 

위해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확산방지층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제2 진공증착 챔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절연층내의 리세스영역을 세정시킬 수 있는

세정 챔버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상기 리세스영역의 바닥의 적어도 일부가 도전층과 접하는 경우에 이 도전층

과 확산방지층과의 접촉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 및 제2 진공증착 챔버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 또는 원자층 증착 챔버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는 진공증착 챔버내에 플라즈마를 인가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챔버일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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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상에서 동일 부호

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하며, 도면상의 각 구성요소의 두께나 크기는 본 발명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과장된 것일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반도체기판 상의 특정층을 지칭하는 경우, 반도체기판 상에 직접 그 특정층이 형성되거나 반

도체기판과 그 특정층 사이에 다른 층이 개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리 배선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단면도들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예를 들어 실리콘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기판(100) 상에 하지층(105)을 형성한다. 상기 하지

층(105)은 반도체소자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질화물 또는 실리콘산화물 등과 같은 각종 절연층이거나, 혹

은 금속 또는 도전성의 금속산화물 또는 도전성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각종 도전층일 수 있다.

이어서, 상기 하지층(105) 상에 절연층(110)을 형성한 후, 상기 절연층(110) 내에 리세스영역(120)을 형성한다. 상기

절연층(110)은 실리콘질화물 또는 실리콘산화물 등과 같은 각종 절연물질로서, 층간절연층일 수도 있다. 상기 리세스

영역(120)은 상기 절연층(110)내에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함몰부로서, 회로설계에 따라 후속공정에 의해 구리배선

층이 형성될 부분이다. 따라서, 상기 리세스영역(120)은 라인형태로 길게 연장된 트랜치(trench)일 수도 있으며, 절연

층(110)의 하부에 위치하는 특정 도전층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비아홀(via hole)일 수도 있다. 또한, 리세스영역(120)

은 이러한 트랜치 및 비아홀이 결합된 구조일 수도 있으며, 리세스영역(120)이 트랜치인 경우 절연층(110)을 관통하

거나 관통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리세스영역(120)은 식각마스크층(도시안됨)을 이용한 통상의 사진

식각공정을 이용하여 일단계 또는 다단계로 형성한 후 식각마스크층(도시안됨)은 제거한다.

이어서,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리세스영역(120)이 형성된 반도체기판(100)의 전면에 확산방지층(130)을 형성한다. 

상기 확산방지층(130)은 후속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구리 배선층의 구리 원자가 실리콘산화물 등의 절연층(110)으로 

확산되어 구리 배선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Ta 또는 TaN 등의 탄탈륨 계

열, Ti 또는 TiN 등의 티타늄 계열 또는 W 또는 WN등의 텅스텐 계열의 금속 또는 금속질화물을 주로 사용한다.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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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Ta 또는 W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이루어진 상기 확산방지층은 탄소를 원자 비율로 일부, 예를 들어 수 내지 

수십 %까지, 바람직하게는 수 내지 30% 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확산방지층(130)은 스퍼터링법등의 물리기상 증착법으로도 형성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폭이 좁고

깊은 트랜치나 비아홀인 경우 스퍼터링법의 직시형 특성으로 인하여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단차피복

성이 우수한 통상의 화학기상 증착법이나 공정 기체들의 공급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기판 상에 원자층 단위로 막을 

형성하는 원자층 증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자층 증착법을 실시하되, 상기 공정 기체들의 공급 주기 동

안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정시간 동안 플라즈마 상태하에 유지하여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박막형성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화학기상 증착법은 스퍼터링법 등의 물리기상 증착법에 비하여 형성되는 박막의 단차

피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가열된 반도체기판의 표면 위에서 기체상태의 물질들이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생성된 화

합물이 반도체기판의 표면에 증착되는 방법이며, 박막이 증착되는 기판의 손상이 적고, 박막의 증착 비용이 적게 들

며, 박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발명에서의 화학기상 증착법은 예를 들어, 대기압 정

도에서 수행하는 상압 화학기상 증착법 또는 통상 1 Torr 전후 압력에서 수행되는 저압 화학기상 증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자층 증착법은 모든 공정 기체들을 동시에 주입하여 증착공정을 수행하는 화학기상 증착법과 다르게 원하는 박막

을 얻는데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공정 기체들을 기상에서 만나지 않도록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공급하되,

이들 공급 주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기판 표면에 흡착되는 물질에 의해서만 증착이 발

생하게 되며, 이들의 흡착량은 기상으로 공급되는 양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기판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얻어지므로, 

매우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단차에서도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두께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원자층 증착을 위한 공

정 주기는 원료 기체 공급 단계, 퍼지 단계, 반응 기체 공급 단계 및 퍼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은, 일반적인 원자층 증착법에서는 

원료 기체들 사이의 반응성이 매우 높으면 기상에 잔류하는 약간의 원료 기체도 입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퍼지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으며, 원료 기체들 사이의 반응성이 낮거나 반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원료 공급 시간

을 충분히 길게 해야 하므로 증착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출원인에 주어진 대한민국 특허 0273

473호에 기재된 방법으로서, 원료 기체와 반응 기체의 반응성을 높이고 퍼지 시간을 줄여서 증착 속도를 향상시킨 것

이다.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방식에 의하면, 서로 반응성이 낮은 원료 기체들을 사용하여서도 플라즈마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라디칼(radical)과 이온(ion)들이 형성되고 이들이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상

기 대한민국 특허 0273473호는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함께 인용한다.

한편, 본 출원인은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장치 및 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01-46802호 및 제01-69

597호로 출원한 바 있으며, 이들 출원도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함께 인용한다.

도 6은 상기 특허출원 제01-46802호에 기재된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장 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따른 구리 배선 형성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증착 장치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기판(556)을 지지하기 위한 기판 지지대(560)에는 기판(556)을 가열할 수 있는 히터(608)가 내장

되어 있다. 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진 반응기벽(522)은 상부에는 개구부(516)가 형성되어 있고, 하부는 기판 지지대(56

0)와 연결된다. 기판 지지대(560)와 반응기벽(522)은 반응기 내부를 규정한다. 반응기벽(522)과 기판 지지대(560)의

연결 부위에서의 밀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응기벽(522)과 기판 지지대(560)의 연결 부위에 기체 밀폐링(558)이 

더 구비될 수 있다. 반응기벽(522) 상부에는 공정 기체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체 유입관(510)이 구비된다. 기체 유입

관(510)은 반응기벽(522) 상부에 형성된 개구부(516)에 내삽되어지며, 개구부(516)보다 작은 직경을 갖고 개구부(5

16)와의 사이에 공간(514)이 생기도록 구비될 수 있다.

또한, 기판 지지대(560)와 함께 반응실(554)을 규정하며, 기체 유입관(510)과 연결되어 반응기벽(522) 내에 설치되

고, 반응실(554) 내로 기체를 공급하기 위한 복수개의 분사홀을 갖는 샤워헤드(542, 540)가 구비되어 있다. 샤워헤드

(542, 540)는 고주파 접속단자(566)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샤워헤드(542, 540)와 기체 유입관(510) 사이에

는 미세 천공관(536)이 더 구비될 수 있다. 기체 유입관(510)과 샤워헤드(542, 540) 사이를 연결하는 절연체로 이루

어진 미세 천공관(536)은 중간에 미세한 배관이 여럿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공정기체는 샤워헤드로 유입되지만 플라즈

마는 이 관을 통해서 역류하거나 유출(leakage)되지 않으며, 이 미세 배관들의 길이와 직경은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만든다. 이때, 샤워헤드(542, 540)는 미세 천공관(536)의 끝단에 연결되게 된다. 샤워헤드(542, 540)는 

기체 분산 그리드(542)와 체적 조절판(540)으로 구성된다. 기체 분산 그리드(542)는 기판(556)과 대향하도록 수평 

설치되며 복수개의 분사홀을 가진다. 체적 조절판(540)의 상부는 미세 천공관(536)의 직경에 맞추어지도록 구멍이 

나 있으며, 하부는 기체 분산 그리드(542)에 맞추어지도록 구멍난 원통형의 모양을 가지나, 내부는 나팔 모양의 곡면 

형태로 가공되어 기체의 흐름을 원활히 분산시키면서도 기체 분산 그리드(542) 상부의 체적을 최소화하여 공정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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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수월하도록 설계된다. 이 경우, 순차적인 공정 기체의 공급과정에서 이전에 공급된 기체가 불필요하게 샤

워헤드(540, 542) 내부에 누적되어 차후 공급되는 기체와 기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샤워헤드(5

42, 540)의 상부 및 측부에는 샤워헤드(542, 540)를 절연시키기 위한 샤워헤드 절연벽(538)이 구비된다.

또한, 반응실(554) 내의 기체를 배출하기 위한 기체 유출관(518)이 구비되어 있고, 기체 유출관(518)은 진공펌프(59

8)에 연결된다. 기체 유출관(518)은 기체의 유출(배기) 흐름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판(556)에 대하여 대칭

이 되도록 설치한다. 기체 분산 그리드(542)를 통하여 반응실(554)로 분사된 공정기체는 반응기벽(522)의 개구부(51

6)와 기체 유입관(510) 사이의 틈(514)을 통하여 기체 유출관(518)으로 유출된다. 도 6에서 화살표는 공정기체의 흐

름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반응기벽(522)을 용도에 따라 온벽 또는 열벽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반응기벽(522)의 측벽을 감싸는 히터(604

)가 더 구비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 고주파 전력을 인가 받는 금속으로 된 고주파 접속단자(566)는 샤워헤드 체적 조절판(540) 및 기체 분산 

그리드(542)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외부로부터 반응기벽(522)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반응기벽(522)과는 전기

적으로 차단되어야 하므로 고주파 접속단자(566)를 감싸는 절연 덮개(568)가 동시에 부착 설치된다. 한편, 교류 파형

고주파 전위가 걸리는 샤워헤드(540, 542)의 대응극(opposite electrode)으로 작동하게 되는 기판(556) 및 기판 지

지대(560)는 전기적으로 반응기벽(522)을 통해 접지(594) 처리된다. 고주파 접속단자(566)를 통하여 기체 분산 그리

드(542)에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면 반응실(554)내 존재하는 공정기체가 플라즈마로 변해서 기판(556)에 박막이 증

착되는 것을 돕는다.

한편, 플라즈마가 기체 분산 그리드(542)와 기판(556) 사이의 반응실(554)에서만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반응기벽(52

2)과 동일한 전위를 갖는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을 더 구비할 수 있다.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은 샤워헤드 

절연벽(538)과의 사이에 틈이 형성되도록 샤워헤드 절연벽(538)과 반응기벽(522) 사이에 설치된다. 이때, 고주파 접

속 단자(566)는 반응기벽(522),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 및 샤워헤드 절연벽(538)을 관통하여 샤워헤드(542, 54

0)에 연결되고, 반응기벽(522) 및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설치된다.

한편, 공정 기체가 흐르는 기체 유입관(510)과 샤워헤드(542, 540) 사이에 전위차에 의해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어

서 샤워헤드(542, 540)와 기체 유입관(510)을 잇는 샤워헤드 절연벽(538)의 구멍 안쪽에 도전성 막이 형성될 수 있

다. 샤워헤드 절연벽(538)의 구멍 안쪽에 형성된 도전성 막은 샤워헤드(542, 540)와 접지된 기체 유입관(510) 사이에

전기적 단락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목적하지 않는 상기 부위에서의 플라즈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체의 흐름

은 유지하면서도, 플라즈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좁은 배관이 병렬로 연결된 미세 천공관(536)을 샤

워헤드(540, 542)와 기체 유입관(510) 사이에 설치한다. 상기 미세 천공관(536)은 절연 소재로 형성한다. 미세 천공

관(536)의 배관들은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직경 및 길이를 갖도록 한다.

또한, 반응기벽(522)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하므로 여기에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고 반응

실(554)을 지난 공정 기체가 이 곳을 통과하므로 반응기벽(522) 안쪽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바깥쪽에도 도전성 막

이 형성될 수 있다. 샤워헤드 절연벽(538) 겉에 형성된 도전성 막은 샤워헤드(542, 540)와 접지된 반응기벽(522) 사

이에 전기적 단락을 일으킬 수 있다.

도전성의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을 반응기벽(522)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에 설치하고 반응기벽(522)과 

전기적으로 연결하면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반응기벽(522) 사이에 전위차가 없으므로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 이 부분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

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류 파형 고주파 전위가 걸리는 샤워헤드(540, 542)와 접지된 부분 사이의 공간 중 

상대적으로 넓은 기체 분산 그리드(542)와 기판(556) 사이의 반응실(554)에서 주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또한 플라

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에 아르곤 등의 불확성 기체의 흐름(→로 표시)을 유지해서 공정

기체가 이 틈(548)으로 들어오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불활성 기체를 관 모양의 고주파 접속단자(566)를 

통해 흘릴 수 있다. 불활성 기체는 고주파 접속 단자의 구멍(564)을 나와서 샤워헤드 절연벽(538)과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 사이의 틈(544, 548) 사이를 흐른다. 이 때, 샤워헤드 절연벽(538) 윗면을 마주보는 플라즈마 발생 차단

벽(528)에 기체가 흐르기 쉬운 통로(624, 626, 628)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주파 접속단자(566)를 통

해 공급된 불활성 기체가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의 틈에 균일하게 흐르도록 샤워

헤드 절연벽(538)의 윗면 또는 이와 마주하는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에 도랑(624, 626)을 파서 대칭형의 완충(b

uffer)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고주파 접속 단자(568)가 샤워 헤드(542, 540)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아도 샤워헤드 절연벽(538)과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 사이의 틈(544, 548)을 흐르는 불활성 기체의 흐름

을 균일하고 대칭적이게 할 수 있다.

공정 기체가 공급되고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도전성 박막이 형성되므로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반

응기벽(522) 사이에는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고,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샤워헤드 절연벽(538) 사이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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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체가 공급되지 않아서 도전성 박막이 형성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반응실(554)에만 도전성 박막이 형성되고 그

밖의 부분에는 도전성 박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556)에 도전성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반복하여도 전기적

인 단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반응기벽(522)의 소정영역 및 기판 지지대(560)를 둘러싸 외관을 형성 하며, 개폐가 가능한 불활성기체 유입구

(590) 및 불활성기체 유출구(592)를 갖는 반응기 몸체(60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이때, 고주파 접속 단자(566)는 반

응기 몸체(600) 및 반응기벽(522)을 관통하여 샤워헤드(542, 540)에 연결되고, 반응기 몸체(600) 및 반응기벽(522)

과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설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장치가 앞서 설명한 샤워헤드 절연

벽(538) 및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을 더 구비하는 경우에, 고주파 접속 단자(566)는 반응기 몸체(600), 반응기벽

(522),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 및 샤워헤드 절연벽(538)을 관통하여 샤워헤드(542, 540)에 연결되고, 반응기 몸

체(600), 반응기벽(522) 및 플라즈마 발생 차단벽(528)과 전기적으로 절연되도록 설치된다. 그리고, 반응기 몸체(60

0)는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부 덮개와 하부 몸체로 이분되어 있다. 불활성기체 유입구(590)를 통하여 반응기 몸체(

600)로 유입된 불활성 기체에 의하여 반응기 몸체(600) 내부의 압력이 기판(556) 상부에 형성된 반응실(554)의 압력

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반응실(554) 내의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기판 지지대(560)를 구동하기 위한 기판 지지대 구동부는 반응기 몸체(600) 하단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공압실린더(

584)와, 공압실린더(584)와 기판 지지대(560)를 연결하는 구동축(580)과, 구동축(580)간의 평형을 조절해 주는 이동

판(578)으로 구성된다. 기판(556)의 장입 및 탈착시에는 공압실린더(584)에 연결된 기판 지지대(560)가 아래로 이동

하여 반응기벽(522)과 기판 지지대(560)가 분리되며 반응실(554)이 개방된다. 이때, 기판 지지대(560)의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지지핀(572)은 중앙축(574)과 연결되어, 특정 높이에서 더 이상의 하강을 멈추게 된다. 기판 지지대(560)

는 계속 하강하는데, 기판(556)은 중앙지지핀(572)에 의하여 지지되므로 기판(556)은 기판 지지대(560)와 분리된다.

기판(556)이 정지하는 높이는 외부에 설치된 기판 이송 장치의 로봇팔(robot arm)에 의해 기판(556) 이송이 가능하

도록 미리 맞추어 지는데, 이를 위해 중앙축(574)과 중앙지지핀(572)의 길이는 조절할 수 있다.

상기 특허출원 제01-46802호에는 바람직한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원료기체와 퍼지기

체는 일정한 주기로 공급되며, 여기서 퍼지기체의 공급 중간에 일정 시간 동안 고주파 전위가 인가되어 플라즈마가 

발생된다. 원료기체는 사염화티타늄처럼 막을 이루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기체이고, 퍼지기체는 원료기체와 단순히

섞여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플라즈마로 활성화되면 반응하여 막을 형성하는 기체이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화학기상 증착법, 원자층 증착법 또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형성된 확산

방지층(130)은 이들 박막 형성방법이 갖는 우수한 단차피복성으로 인하여 매우 작은 폭과 깊은 높이의 리세스영역(1

20)의 바닥 구석부분에 까지도 결손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균일한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확산방지층(1

30) 상에 접착층(140)을 형성한다.

한편, 상기 접착층(140)도 전술한 확산방지층(130)과 마찬가지로 상기 리세스영역(120)내에서의 단차피복성이 우수

한 화학기상 증착법, 원자층 증착법 또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형성한다.

특히, 상기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상기 접착층(140)을 형성하는 단계는, 확 산방지층(130)이 형성된 반도체기판(100)

을 진공 증착 챔버내로 로딩한 후, 원료기체를 공급하여 상기 확산방지층(130) 상에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흡착된 원

료기체를 산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산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를 복수번 반복하여 수행한다. 이때, 상기 산

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여 발생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상기 흡착

된 원료기체를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접착층(140)은 비탄화금속인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Au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할 수 있다. 한편, 탄탈륨 계열, 티타늄 계열 또는 텅스텐 계열의 확산방지층(130) 위에 후술하

는 구리 배선층을 (hfac)Cu(vtms)처럼 흔히 쓰는 구리의 액체 화학 증착 원료를 써서 화학기상 증착하는 경우에 확산

방지층(130)과 구리 배선층간의 접착성이 나빠서 구리 배선층을 형성한 후 리세스영역(120)이외의 구리 배선층을 제

거하는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시 구리배선층이 확산방지층(130)으로부터 박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확산방지

층(130)과 구리 배선층간에 존재하는 탄소와 플루오르 불순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술한 탄탈륨 계열, 티타

늄 계열 또는 텅스텐 계열의 금속 또는 이들의 금속질화물 및 이들에 소량의 규소를 포함시킨 물질들은 모두 탄소와 

반응하여 Ti-C, Ta-C, W-C, Si-C 와 같은 탄화물을 쉽게 형성하기 때문에 확산방지층(130)과 구리 배선층간의 접

착층(140)으로서 상기와 같은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사이에서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비탄화금속, 특히 Ni, Ru, Au로 덮힌 기판상에 (hfac)Cu(vtms)를 증착 원료

로 사용하여 200℃에서 5분 동안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구리막을 형성한 후, 구리막상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도 Ni, Ru, Au층과 구리막 사이에는 박리가 일어나지 않지만, TiN, TaN으로 덮힌 기판 위에 상기 와 동일한 조

건에서 형성한 구리막을 형성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면 TiN, TaN층과 구리막 사이가 분리되는 것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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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접착층(140)은 후술하는 도 3에서와 같이 아이오딘과 같은 구리의 화학기상 증착을 돕는 표면촉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물질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인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Au 등을 접착

층(140)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Ni, Ru, Au

에서 보았듯이 (hfac)Cu(vtms)을 증착 원료로 사용하여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형성한 구리막과 접착층 사이에 박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쉽게 기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아이오딘화에탄을 써서 표면에 아이오딘 촉매를 용이

하게 도입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접착층(140)이 형성된 반도체기판(100)의 표면상에 표면촉매(150)를 도입한다. 상기 표면촉

매(150)로서는 브롬이나 아이오딘과 같은 할로겐원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오딘의 경우 구리의 증착속도를 

빠르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표면촉매이다.

구리로 덮인 기판을 아이오딘화에탄으로 처리하면 표면에 생긴 아이오딘 원자가 촉매로 작용하여 (hfac)Cu(vtms)을 

증착 원료로 사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화학기상 증착을 수행하면, 아이오딘화에탄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구리막을 형성할 수 있어서 150  o C에서도 의미있는 속도로 구리막을 증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출원인

에 의해 출원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8-37521호 및 이를 국내우선권으로 주장하여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

8-53575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함께 인용한다.

한편, 표면이 Ni이나 Ru으로 덮인 기판을 아이오딘화에탄으로 처리한 후 150  o C에서 (hfac)Cu(vtms)을 증착 원료

로 사용하여 화학기상 증착법을 수행하여 구리막을 형성한 경우에도 이러한 아이오딘 촉매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구리 표면에서 아이오딘화에탄은 표면에 흡착한 아이오딘 원자와 C  2 H  5 로 쉽게 분해하고{ C  2 H  5 I → C  2 H  5
(ad) + I(ad) }, C  2 H  5 는 다시 분해하여 H  2 C=CH  2 분자와 H  2 분자로 구리 표면에서 제거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전술한 비탄화금속으로 된 접착층(140)의 표면에서는 아이오딘화에탄이 이렇게 분해

하여 표면에 흡착한 아이오딘 원자를 남기는 반응이 일어날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어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표면촉매(150) 처리가 된 접착층(140)상에 (hfac)Cu(vtms)을 증착 원료로 사용하여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구리 배선층(160)을 형성한다. 상기 구리 배선층(160)을 형성한 후에는 리세스영역(120) 이외

의 구리 배선층(160)을 제거하여 구리 배선을 형성하는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의 화학기상 증

착법은 예를 들어, 대기압 정도에서 수행하는 상압 화학기상 증착법 또는 통상 1 Torr 전후 압력에서 수행되는 저압 

화학기상 증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대한민국 특허 제99-57939호와 이를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0

0-1232호에서는 아이오딘 촉매를 도입한 표면에서는 150  o C에서도 의미있는 속도로 구리 배선층을 형성할 수 있

으며, 특히 리세스영역(120)에는 구리배선층(160)이 공극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채워진다는 것을 개시하고 있으며, 

상기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9-57939호 및 제00-1232호도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여기에 함께 인용한다.

상기와 같이, 리세스영역(120)에서의 구리 배선층(160)의 성장속도가 그 외의 부분에서의 구리 배선층(160)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도록 하여 상기 리세스영역(120)을 구리로 채울 수 있다면 반도체기판의 전면에 금속막을 형성시키

는 경우에 비해 고가의 화학증착원료의 소비량이 적어 공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리세스영역(120)을 다 채운 

상태에서 반도체기판(100)의 표면이 대체로 평탄하면 구리 배선을 완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구리 배선층(160)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후속되는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이 쉽고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공정 비용

을 낮출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확산방지층(130), 접착층(140) 및 구리 배선층(160)을 형성한 구체적인 실험예는 다

음과 같다.

<실험예 1>

전술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01-46802호에 개시한 도 6의 장치를 이용하여 TiN막과 Ru막을 플라즈마 플라즈마 강

화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을 3 torr로 유지하고 반도체기판의 온도를 350  o C로 유지하였다. 

Ar 기체와 N  2 기체와 H  2 기체의 혼합 기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TiCl  4 원료 기체를 0.3초 동안 공급한 후, 1.1

초가 지난 뒤 13.56 MHz 고주파 전력 150W를 인가하고, 0.8초가 지난 뒤 고주파 전력을 끄고, 0.8초가 지난 뒤 다시

TiCl  4 원료 기체의 공급을 시작하는, 3초의 기체 공급 주기를 450회 반복하여 TiN막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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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TiN막 상에 85  o C로 유지한 비스(에틸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루테늄[bis(ethylcyclopentadienyl)ruth

enium] 버블러에 Ar 운반 기체를 흘려서 반응기에 루테늄 원료를 2초 동안 공급한 후, Ar 운반 기체의 공급을 끊고, 

Ar 기체로 반응기를 2초 동안 씻어낸 후, O  2 기체를 2초 동안 반응기에 공급하여 루테늄 원료를 산화시키고, Ar 기

체로 다시 2초 동안 반응기를 씻어내었다. 그리고 H  2 기체를 1초 동안 흘리고, 13.56 MHz 고주파 전력 150W를 인

가하며 H  2 기체를 2초 동안 흘려서 수소 라디칼을 발생시켜 기판 표면을 환원시켜고, 고주파 전력을 끄고 Ar 기체로

다시 2초 동안 반응기를 씻어내었다. 이렇게 13초의 루테늄 원료 공급-산화-환원 주기를 반복하여 Ru막을 형성하였

다. 원료 공급-산화-환원 주기를 300회 반복하여 Ru 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한 Ru막을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바로 아이오딘화에탄으로 처리하고 진공에서 운반한 후 (hfac)Cu(vt

ms)을 원료로 써서 기판 온도 150  o C에서 5분 동안 구리막을 증착하였다. 이렇게 형성한 구리막은 기판과 접착성이

매우 좋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도 벗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못으로 그어도 긁히기만 할뿐 벗겨지지 

않았다.

<실험예 2>

전술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01-46802호에 개시한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Ni 막을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을 3 torr로 유지하고, TiN(15nm)/SiO  2 (100nm)/Si 기판의 온도를 165  o C

로 유지하였다. 50 ℃로 가열한 비스(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니켈[bis(cyclopentadienyl)nickel] 용기에 Ar 운반 기

체를 흘려서 반응기에 니켈 원료를 공급한 후, Ar 운반 기체의 공급을 끊고, Ar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낸 후, H  2 O 기

체를 반응기에 공급하여 니켈 원료를 산화시키고, Ar 기체로 다시 반응기를 씻어내었다. 그리고 H  2 기체를 흘리며 1

3.56MHz 고주파 전력 150W를 인가하여 수소 라디칼을 발생시켜 기판 표면을 환원시켜고, 고주파 전력을 끄고, Ar 

기체로 다시 반응기를 씻어내었다. 이렇게 니켈 원료 공급-산화-환원 주기를 반복하여 Ni막을 형성하였다. 니켈 원료

공급-산화-환원 주기를 80회 반복하여 15nm 두께의 연속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한 Ni 막을 공기에 노출시키

지 않고 바로 진공에서 운반한 후 그 위에 (hfac)Cu(vtms)을 원 료로 써서 증착한 1㎛ 두께의 구리막은 스카치 테이

프를 붙였다가 떼어도 벗겨지지 않았다.

<실험예3>

전술한 대한민국특허 제 0273473호와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01-69597호에 개시한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을 

써서 TiCl  4 , WF  6 를 수소 라디칼로 환원시켜 Ti, W 금속층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기압이 높은 할로겐화

금속 원료를 기화시켜 공급하고 수소 라디칼로 환원시켜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접착층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F  6 는 48  o C에서 증기압이 760 torr여서 쉽게 기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 ReF  6 를 반응기에 공급한 후, 반응

기를 씻어내고, 수소(H  2 ) 기체를 공급하며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여 수소 라디칼을 발생시키고, 고주파 전력을 끄는 

주기를 반복하여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으로 Re 금속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한 Re 막을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바로 진공에서 운반한 후 그 위에 (hfac)Cu(vtms)을 원료로 써서 구

리막을 증착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리 배선을 형성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서의 구리 배선 형성방법에 관

하여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중앙부에 공정이 수행될 절연층(110)에 리세스영역(120)이 형성된 도 1의 반도체기판(100)을 진공

상태에서 이송시킬 수 있도록 진공펌프(도시안됨)에 의해 일정한 진공상태로 유지되는 트랜스퍼 챔버(230)가 설치되

어 있으며, 상기 트랜스퍼 챔버(230)를 둘러싸고 그의 일측에 상기 반도체기판(100)을 출입시 킬 수 있는 로드락 챔

버(210, 22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트랜스퍼 챔버(230)의 일측에 상기 반도체기판(100) 상의 절연층(110)에 형성된 리세스영역(120)내에 상기 절

연층(110)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130)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제1 진공증착 챔버(250)이 설치되

어 있다.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250)에서는 상기 반도체기판(100) 상의 상기 확산방지층상(130)에 탄소와 반응하

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140)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킬 수도 있다.

한편, 상기 트랜스퍼 챔버(230)의 일측에는 상기 확산방지층(130)이 형성된 반도체기판(100) 상의 상기 리세스영역(

120)내에 구리 배선층(160)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270)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250)의 인접하여 상기 트랜스퍼 챔버(230)의 일측에는 상기 반도체기판(100) 상의 상

기 확산방지층(130)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140)을 형성시

킬 수 있는 제2 진공증착 챔버(260)가 제1 진공증착 챔버(250)와는 별개로 더 설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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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트랜스퍼 챔버(230)의 일측에는 상기 반도체기판(100) 상의 상기 절연층(110)내의 리세스영역(120)을 세

정시킬 수 있는 세정 챔버(24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250) 및 제2 진공증착 챔버(260)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 원자층 증착 챔버 또는 도 6에 도시

된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 챔버로 형성할 수 있다.

도 5에 의하면, 구리 배선의 형성에 필요한 확산방지층(130)과 구리 배선층(160) 형성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공정원가가 저렴하게 되어 바람직하다. 또한, 구리가 확산되어서는 안될 

절연층(110)을 구리에 노출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확산방지층(130)을 형성하는 공정과 구리 배선층(160)의 화학 증착

공정은 하나의 공정챔버내에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방지층(130)과 구리 배선층(160)의 형성에 필요한 공정챔

버는 최소한 2 개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제1 진공증착 챔버(250)에서 확산방지층(130)과 접착층(140

)을 형성하고, 계속하여 아이오딘 표면촉매 처리를 한 후, 화학기상 증착 챔버(270)에서 구리 배선층(160)에 대한 화

학기상 증착 공정을 수행해서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구성을 간단하게 하고 장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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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에서의 구리 배선의 위치와 구조는 리세스영역인 한 다양한 형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도 3에서와 같은 표면촉매의 도입을 하지 않고 접착층(140)상에 바로 일반적인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구리 배선층

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확산방지층을 단차피복성이 우수한 화학기상 증착법이나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폭이 좁고 깊은 리세스영역내에도 구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산방지층을 결손부분이 없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층의 절연특성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구리 배선층을 단차피복성이 우수한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폭이 좁

고 깊은 리세스영역내에도 구리 배선층을 공극 없이 채울 수 있어 구리 배선의 전기적 특성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구리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산방지층과 구리 배선층을 서로 정합성이 있는 진공증착 공정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내에서 구리 배선을 형성할 수 있어 두 공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구성을 간단하게 하고 장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표면촉매를 이용하는 경우 리세스영역에서의 구리막 성장속도가 그 외의 부분에서의 구리막 

성장속도보다 더 빠르도록 하여 상기 리세스영역을 구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구리의 증착원료의 소비량이 적어 공

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리세스영역을 다 채운 상태에서 기판 표면이 대체로 평탄하기 때문에 구리 배선을 완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구리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뒤따르는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이 쉽고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에 걸리

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 상의 절연층에 리세스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리세스영역이 형성된 상기 절연층 상에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접착층상에 구리 배선층을 화학 기상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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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영역의 측벽 및 바닥이 모두 절연층과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영역의 바닥의 적어도 일부는 도전층과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

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리세스영역을 세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은 원자층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도체기판을 진공증착 챔버내로 로딩한 후, 원료기체를

공급하여 노출된 표면에 상기 원료기체를 흡착시킨 후 일정 시간동안 플라즈마 상태하에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플라즈마 강화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은 티타늄, 탄탈륨 또는 텅스텐 계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은 탄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은 원자층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

선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도체기판이 로딩된 진공증착 챔버내에 원료기체를 공급하여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흡착된 원료기체를 산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산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를 복수번 반복하여 수행하는 원자층 증착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된 원료기체를 환원시키는 단계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고주파 전력을 인가하여 발생된 플

라즈마 상태에서 상기 흡착된 원료기체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은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Au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

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는 단계 사이에, 상기 접착층의 표면상

에 표면촉매를 도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촉매는 할로겐원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촉매는 아이오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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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배선층을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표면 평탄화를 위해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방법.

청구항 17.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된 하지층;

상기 하지층상에 형성된 리세스영역을 포함하는 절연층;

상기 리세스영역이 형성된 상기 절연층 상에 형성되어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

상기 확산방지층 상에 형성되어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 및

상기 접착층상에 화학 기상 증착에 의해 형성된 구리 배선층을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영역의 측벽 및 바닥은 모두 절연층과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영역의 바닥의 적어도 일부는 도전층과 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은 티타늄, 탄탈륨 또는 텅스텐 계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로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은 Co, Ni, Cu, Ru, Rh, Pd, Ag, Re, Os, Ir, Pt, Au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

느 하나로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방지층과 상기 구리 배선층사이에는 탄화물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소자.

청구항 23.
중앙부에 위치하며, 반도체기판을 진공상태에서 이송시킬 수 있는 트랜스퍼챔버;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을 출입시킬 수 있는 로드락 챔버;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절연층에 형성된 리세스영역내에 상기 절연층으로의 

구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확산방지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제1 진공증착 챔버; 및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확산방지층이 형성된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리세스영역내에 구리 배선

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 를 포함하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는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확산방지층상에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확산방지층상에 탄소와 반응

하여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비탄화금속으로 이루어진 접착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제2 진공증착 챔버를 더 포함하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퍼 챔버의 일측에 설치되며, 상기 반도체기판 상의 상기 절연층내의 리세스영역을 세

정시킬 수 있는 세정 챔버를 더 포함하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공개특허 특2003-0056677

- 13 -

청구항 27.
제 23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진공증착 챔버 및 제2 진공증착 챔버는 화학 기상증착 챔버 또는 원자층 

증착 챔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배선 형성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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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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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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