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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알루미늄 스퍼터 공정은 특히 절연층을 관통하는 높은 종횡비의 통로(via)와 접촉을 형성하는데 유익하고 전기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호연결선을 형성하는데에도 유용하다. 라이너층 또는 방지층은 유도 카풀된 플라즈마로 처리된 

것과 같은 고밀도 플라즈마(HDP)의 물리적 증기증착(PVD, 스퍼터라고도 불리움) 공정으로 먼저 증착된다. 접촉 기

저부가 실리콘 성분에 연결되면 라이너층의 첫 번째 부대층은 Ti층으로 이는 실리콘 기판에 규화된다. 두 번째 부대

층은 TiN으로 구성되고, 이는 원하는 않는 구성성분이 밑에 있는 실리콘 기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층으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HDP 공정과 바이어스된 웨이퍼로 증착시 고밀도의 평탄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세 번째 부

대층은 Ti으로 구성되며, TiN에서 Ti로 점차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루미늄층은 HDP가 아닌 표준공정으로 라

이너층 위에 증착된다. 라이너층은 좁은 플러그 구멍을 충전하는 동안에 알루미늄 증착의 최고온 과정을 비교적 저온

인 320-500℃에서 수행하게 하고, 350-420℃가 바람직하다. 실리콘 기판에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층

을 형성하기 위해서 TiN층의 안닐이 필요없다. 본 발명의 공정으로 형성된 수평 상호연결선은 전기이동을 하지 않는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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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유전층을 관통하여 연장되는 콘택 또는 비아 홀의 개략적 단면도.

제 2 도는 도 1의 콘택 또는 비아가 스퍼터된 금속이 부분적으로 증착된 후의 개략적 단면도.

제 3도는 보이드가 형성된 부적당한 증착이 이루어진 콘택 또는 비아의 단면도.

제 4도는 콘택 또는 비아를 충전하고 표면을 평탄화시키기 위해 금속이 리플로우된 콘택 또는 비아의 개략적 단면도.

제 5도는 홀을 충전하는 종래 기술의 프로세스의 흐름도.

제 6도 및 제 7도는 전기이동으로 인한 상호접속부 및 그의 실패 모드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정사도.

제 8도는 본 발명의 라이너층 증착 후에 이를 금속으로 충전한 콘택의 개략적 단면도.

제 9도는 고밀도 플라즈마의 압력에 따른 기저부 커버리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 10도는 고밀도 플라즈마(HDP)로 물리적 기상 증착(PVD)을 수행할 수 있는 반응 챔버의 개략적 입면도.

제 11도는 본 발명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챔버 클러스터 장치의 개략적 평면도.

제 12도는 본 발명의 프로세스 실시예의 흐름도.

제 13도는 전력 레벨 및 압력에 따른 라이너층의 증착을 위한 프로세스 범위를 보여주는 그래프.

제 14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TiN층 상에 증착된 알루미늄층의 결정성을 보여주는 X-선 로킹 커브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제 15도는 본 발명의 라이너층을 가진 플러그에 알루미늄의 표준 PVD 증착을 위한 프로세스 범위를 보여주는 그래

프.

제 16도는 비아 홀의 단면도.

제 1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금속화 이후 비아 홀의 단면도.

제 18도는 본 발명 따른 비아를 충전하는 기본 단계의 흐름도.

제 19도는 충전 이전의 듀얼-다마신 구조물의 정사도.

제 20도 및 제 21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상호연결부의 단면도.

제 2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호연결부를 형성하는 기본 단계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관련된 출원

이 출원은 1995년 8월 7일에 출원된 일련번호 08/511,825의 연속되는 일부분이다.

발명의 영역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유전층을 관통하는 콘

택, 비아(via), 또는 다른 구멍의 금속 충전, 및 이러한 콘택 및 비아를 상호 연결하는 금속선의 증착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최근 집적회로(IC)에서는 층간 삽입되는 유전층에 에칭된 구멍을 따라 연장되는 수직 상호연결부가 점점 더 많이 요

구되고 있다. IC의 측방 치수의 수축은 높은 종횡비를 가진 수직 상호연결부가 요구된다. 즉, 이 상호연결부의 형태는 

폭이 좁고 깊이가 깊다. 또한, 요구되는 복잡한 전기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콘택과 비아를 평행하게 상호연

결함으로써 서로 배선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조립 과정은 반도체층 또는 패턴화된 금속수평적 상호연결층 위에 유

전층을 증착하는 단계, 반도체 또는 수평적 상호연결층 위에 놓인 유전층의 상부로부터 하부로 연장되는 플러그 홀 

또는 다른 구조를 가진 유전층을 포토리소그래피 방식으로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유전층 위에 수평적 상호연결부를 

위한 재료를 동시적으로 증착하기 위해 유전층 상에 그리고 플러그 홀에 도전 재료를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메모리, 로직, 또는 다른 장치이든 간에 통상의 집적 회로는 상이한 도전형 도핑 또는 도핑 레벨의 다수 영역이 형성된

반도체 실리콘 기판을 포함하며, 이들 도전형 및 도핑 레벨은 엄격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한 

개 이상의 유전층들이 실리콘 위에 증착되고, 각각의 층을 관통하여 홀이 에칭되고 충전되어, 하부에 놓인 층이 실리

콘 이든지 또는 이미 증착된 유전층의 상부 상에 형성된 배선 패턴 이든지 간에 하부에 놓인 층에 수직 상호연결부가 

형성된다. 보통 상부 금속 배선층은 그 밑에 있는 수직적 상호연결부와 동시에 증착된다. 수직적 상호연결부의 하부가

실리콘에 연결되면, 실리콘과 접하게 되어 이를 콘택이라 일컫고, 과도한 콘택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속과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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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적절하고 안정한 오믹 콘택이 형성되어야 한다. 상호연결부의 하부가 여러 층의 금속 구조로 된 금속과 접하

면, 이를 비아(via)라고 지칭한다. 콘택 또는 비아는 플러그 또는 수직적 상호연결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상호연결부

가 다르게 표기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평적 상호연결부로 가정될 수 있다. 비아와 콘택은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원형이거나 정방형에 가깝다. 하지만 가끔 좁고 긴 치수를 갖는 트렌치 형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이들 

트렌치는 금속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충전될 홀이 높은 종횡비를 가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종횡비는 유전층 또는 다른 형태의 층에 형성된 플러그

의 깊이 대 폭의 비율이다. 트렌치에 대해 종횡비를 결정하는 폭은 가장 작은 측방 치수이다. 집적 회로 상의 소자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콘택 폭, 비아, 트렌치 및 다른 구멍은 감소되는 반면 이들의 깊이는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이

는 집적회로에 적층된 층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해 최소 유전체 두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횡비가

증가해 왔다. 종래기술은 일반적으로 종횡비가 0.5:1 또는 그 이하의 콘택, 비아 및 트렌치를 충전하 는데 제한된다. 

현대기술은 약 2:1까지의 종횡비를 사용한다. 보다 신 기술은 5:1이거나 그 이상의 종횡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의 경우와 같이 플러그 또는 트렌치에 충전된 도전 재료의 대부분은 금속이고, 더 나아가 금속이 실리콘에 접촉

할 경우와 같이 이 금속이 하부층과 반응하거나 층 내부로 유해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금속을 증착하기 이전에 구

멍에 확산 배리어층을 도포해야 하며, 그 후에 더 두꺼운 벌크 금속이 배리어층 상에 충전되어야 한다. 티타늄 질화물

(TiN)은 도전율이 적절하고 몇몇 추가 공정으로 실리콘과 알루미늄 모두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리어층으로

가장 흔히 사용된다.

홀 충전 프로세스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유전층 및 구멍 상의 금속층의 두께를 측방으로 조절하여 증착된다. 결과적

으로 후속하는 프로세스가 비교적 평탄한 표면 상에서 수행되도록 홀 충전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금속층을 평탄화시

킬 필요가 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굴곡이 있는 기판은 돌출된 패턴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평

탄 표면이 요구된다. 또한, 평탄한 표면은 큰 수직적 단차를 해결하는데 있어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박막 상호연결 라

인 아래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리적 기상 증착(PVD)은 집적회로 제조에 있어 금속으로 구멍을 충전하고 수평적 상호연결부를 위해 평탄한 금속을

증착하기 위해 공지된 방법이다. 현대식 PVD 시스템의 한 실례는  PVD 시스템으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

라라시의 Applied Material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표준 PVD 프로세스에서, 증착이 요구되는 금속 조성을 가진 금

속 타겟을 플라즈마 반응챔버 안에 배치하되 금속이 증착되어야 하는 웨이퍼의 반대편에 비교적 가깝게 배치한다. 감

압된 아르곤으로 타겟과 웨이퍼 사이에 있는 공간을 채운다. 웨이퍼에 대해 금속 타겟이 충분하게 음전기를 띠게 DC 

바이어스되어 아르곤 기체를 방전시켜 아르곤 플라즈마를 형성한다. 이 때에 플라즈마 안에 발생한 아르곤 양이온은 

음전기로 바이어스된 타겟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져 높은 에너지로 타겟에 충격을 주어 타겟 재료의 원자들이나 원

자 클러스터들을 타겟으로부터 이탈시켜 추방시킨다. 즉,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된다. 적어도 스퍼터된 원자들 중에 몇

몇은 유도탄 발사 궤도를 따라 웨이퍼에 증착된다. 스퍼터되는 금속들의 예로는 알루미늄과 티타늄이 있다.

티타늄은 거의 순수한 티타늄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되어 타겟과 웨이퍼 사이에 있는 공간을 채우는 질소 기체(또는 플

라즈마)와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 스퍼터라고 지칭된 프로세스에서 TiN과 같은 화합물을 스퍼터 증착하는 데에도 PV

D를 사용할 수도 있다. 티타늄 원자는 비교적 낮은 압력하에서 일반적으로 웨이퍼에 증착된 후에 질소와 표면 반응하

여 TiN이 웨이퍼에 스퍼터 증착하게 된다. 이 과정은 Solid State Technology, January, 1993, pp. 73-76,78,79,82

의 'ULSI를 위한 배리어 금속 증착 및 제조'에서 Parmanik 등에 의해 기술되었다.

플러그 구멍에 알루미늄의 스퍼터 증착으로 다시 화제를 바꾸면 일부 표면이 결정성 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 표면을 

가진 것으로 여기에서 가정되는 기판(100)이 제 1 도에 도시된다. 유전층(102)이 기판(100) 위에 놓여 필드 산화물이

나 층간 유전체를 형성한다. 현대식 실리콘 공정에서, 보통 열성장이나 플라즈마 강화 화학적 기상 증착(PECVD)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SiO 2 로 된 유전층(102)이 형성되나, 실리케이트 글라스나 유기 유전체와 같은 다른 절연체들

도 사용될 수 있다.

콘택 홀(104)은 유전층(102) 상에 형성된 패턴화된 상부 금속-상호연결 레벨에 대해 유전층(102)을 통한 전기적 액

서스를 제공하고,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또는 드레인과 같은 실리콘 기판의 특정화된 부분과 접촉할 수 있도록 포

토리소그래피 방식으로 형성되며 유전층(102)을 관통하여 실리콘 기판(100) 아래로 연장되도록 에칭된다. 선택적으

로 기판(100)은 하부 금속상호연결 레벨, 및 홀(104)일 수 있고, 이후 비아홀은 하부 금속 레벨의 유전층(110) 상부에

형성된 금속 라인 상부에 놓이도록 위치되어, 상부 금속 레벨에 또다른 금속라인과 전기적으로 접촉된다. 또다른 경

우로, 트렌치 구멍이 유전층(102)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도시된 것처럼 비교적 좁은 폭을 갖으나 비교적 긴 길이로 연

장되어 높은 종횡비를 형성한다.

제 2 도는 비교적 높은 종횡비를 가진 콘택 홀(104)에 대한 표준 저온 알루미늄 스퍼터의 결과를 보여준다. PVD 공

정은 유전층(102)의 평평한 부분 위에 평면형 알루미늄층(106)을 형성한다. 그러나, 표준 PVD는 알루미늄 원자들을 

등방성 탄도 패턴으로 생성하고, 저온 공정에서는 스퍼터된 알루미늄 원자들이 웨이퍼에 부딪칠 때 비교적 밀접하게 

장착된다. 그 결과로 알루미늄층(106)은 콘택 홀(104)의 상부 모서리(110) 부근에 오버행(108)을 형성한다. 일단 오

버행이 형성되면 상기 오버행(108)은 콘택 홀(104)의 하부(112)를 차폐하여 직접적인 스퍼터 증착으로 홀 을 충전하

는 것을 방지한다. 콘택 홀(104)의 측면벽(114)의 하부는 등방성 패턴의 증착에 유리하게 배향되어 있지 않다.

표준 PVD 공정이 계속되면, 제 3도의 단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오버행(108)이 합체되어 콘택 홀(104) 위에 브리

지(112)를 형성하여 콘택 홀(104) 내에 증착된 알루미늄에 보이드(114)를 만든다. 이 효과가 제 3도에서 확대되어 있

으나, 이 안에 포함된 보이드는 콘택 도전율을 감소시키고 신뢰성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함몰부(116)는 콘택상에 스

퍼터 증착된 알루미늄층(106) 안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 3도에서 보여준다. 보이드(114)형성은 피했더라도 증

착된 금속의 평탄함은 여전히 만족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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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비가 1:1 이거나 이보다 다소 높은 경우에는 보이드 형성 및 평탄화 문제점은 리플로우(reflow) 처리로 해결될 

수 있다. 알루미늄은 480℃ 근방이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이동하거나 흐르는 경향이 있고, 제 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에너지의 최소화로 인해 이동하는 알루미늄이 평탄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 콘택을 완전히 충전시키고 알루미늄

층(106)을 평탄화시키지만 나머지 함몰부(118)는 남아 있을 것이다. 리플로우는 기판(100)의 온도를 480℃ 또는 이

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스퍼터 증착시 계속하여 이행될 수 있다. 대신에 고온 리플로우를 저온 PVD 공정 후에 수행할 

수 있다.

이후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될 저온-고온 공정으로 Al의 전형적인 구멍 충전 PVD 증착은, 단시간 높은 전력, 및 저온

에서 초기에 시드층 증착을 수반한다. 다음 나머지층은 장시간 낮은 전력 및 고온에서 증착된다. 두번째 단계에 사용

되는 온도 를 리플로우 온도라고도 한다. 모든 알루미늄을 저온에서 증착하고나서 알루미늄을 동시에 더 이상 증착하

지 않으면서도 고온에서 증착된 층을 리플로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공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층간 구조에 보이드

와 같은 불연속 부분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플로우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첫째, 리플로우 온도는 다소 높은 경향이 있고, 이 과정은 복잡한 칩에 

대한 열적 예산을 소모시킨다. 실제로 요구되는 리플로우 온도 때문에 미리 형성되는 층에 포함된 소정의 저온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불소화된 실리콘 산화물 또는 폴리이미드 또는 파라렌과 같은 유기 중합체와 같은 최신 유전체는 최

대 처리 온도가 400℃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플러그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종횡비가 2:1이나 그 이상이면

리플로우로 보이드를 없앨 수 없어 제시된 구조는 리플로우 사용의 한계에 해당한다.

리플로우는 높은 종횡비를 갖는 플러그를 충전할 수 없으며, 이는 기하학적 구조가 집중적인 차폐 이전에 플러그 홀 

속에 재료가 증착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온 리플로우 처리는 소량의 알루미늄을 반구형 알맹

이로 결합하는 작용을 한다. 플러그 홀이 실제로 막히기 전에 이 알맹이들은 표면을 균일하게 덮는 평평한 막으로 들

어갈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알루미늄이 이산화실리콘에 쉽게 접착(wet)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다. 접착(wetting)은 알루미늄의 자유 표면의 표면 장력과 알루미늄과 기판 사이의 표면 장력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알루미늄은 Ti에 쉽게 접착되 고, TiN에는 적당히 접착되고, SiO 2 에는 거의 접착되지 않

는다. SiO 2 위에 알루미늄의 비접착(dewetting)은 250℃ 이상에서 이루어지며, 정확한 온도는 다른 변수들 중에서 

초기 조건을 따른다. 즉,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플로우하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비접착되며, 웨팅 및 플로잉 

방법의 분리는 추가 단계가 취해지지 않는한 알루미늄의 용이한 리플로우를 방해한다.

좁은 플러그의 충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프로세스가 일관성(coherent) 증착이다. 타겟으로부터 스퍼

터된 금속입자들, 즉, 알루미늄은 상당히 높은 종횡비의 수직적인 구멍들을 가진 시준계(collimeter)를 통과한다. 결

과적으로 시준계의 주 평면과 기판의 주 평면에 거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입자들만이 시준계를 자유롭게 통과한다. 다

시 말해서 스퍼터되던 입자들의 등방성 탄도(ballistic) 패턴이 거의 수직 패턴으로 변화되어, 입자들은 쉐도우 오버행

을 형성하지 않고 구멍의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나머지 입자들이 시준계 구멍들의 

측면에, 그리고 구멍을 형성하는 시준계 평면의 평면형 매트릭스 부분에 부착되어 스퍼터된 알루미늄이 상당히 손실

되므로 비효율적이다. 장거리 동정(long throw)이라고 불리우는 관련 공정은 타겟과 기판 사이의 간격을 넓혀 PVD의

탄도 궤도가 좀더 수직으로 된다. 하지만 장거리 동정 PVD에서는 수직으로 스퍼터되는 입자들만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스퍼터율이 감소된다.

일관성 증착과 리플로우를 병합한 비교 공정에서는, 초기의 일관성(방향성) 알루미늄 증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판 

온도에서, 예를 들어 150℃에서 수행되어 플러그 홀 내에 시드층을 형성한다. 이 온도에서는 리플로우 가능성이 많지

않고 원자들이 처음에 부딪치는 플러그 하부(112)(제 2도 참조)에 장착된다. 시준으로 인해, 오버행(108)은 형성되지

않는다. 시준된 광선이 측면벽(114)에 증착하기에는 이 구조가 유리하지 않으나 플러그 하부(112)로부터의 반사 스

퍼터를 고려하면 얇고 상당히 균일한 층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시준된 저온 PVD는 비경제적인 저증착율로 인해 플러그 홀을 충전하기에 충분히 오래 계속되지는 못한다. 대신에 안

정한 시드층이 플러그 홀 내에 증착된 후에, 웨이퍼는 일관성 PVD 챔버로부터 표준 등방성(즉, 비-일관성) PVD 챔버

로 옮겨져, 표준 PVD 공정은 증착된 알루미늄을 리플로우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로 기판 온도의 램핑 업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알루미늄을 등방성 증착한다. 새로 증착된 알루미늄은 이미 증착된 시드층에 접착되기 때문에 증착된 알

루미늄은 보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플러그를 충전하는 층으로 쉽게 플로우될 뿐만 아니라 노출된 층을 평평하게 만들

어 상당히 평탄화한다.

시드층과 고온 리플로우층을 순차적으로 증착하는 저온-고온 표준 등방성 PVD 공정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취할 수 있는 결과의 한 예로, 1.2㎛ 깊이와 약 1:1 종횡비를 가진 구멍에 알루미늄을 충전하는데 리플로우가 사용

되면, 480℃의 기판온도는 알루미늄을 약 3-4분 내에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1.2㎛ 깊이를 가진 플러그의 폭이 

0.5㎛나 그 이하로 감소되면, 즉 종횡비가 2:1이거나 그 이상이 되면, 리플로우는 효과적이 지 못하다. 플러그가 초기

에 일관성 PVD로 증착되어도 리플로우가 가능한 저온에서 수행된 표준 등방성 증착 공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 높은 

종횡비의 홀을 충전할 수 없다.

고온 증착시 높은 기판 온도는 알루미늄 평탄화를 촉진하고 가속화시키지만, 기판이 너무 뜨거우면 저온 시드층이 알

맹이들과 결합되어 적절한 박막층의 형성을 방지한다. 게다가 PVD의 일부 기판 온도 이상에서는 예전에 증착된 다른

재료는 그 형태가 비틀어지거나 가열로 인하여 손상될 것이다.

높은 종횡비의 홀을 충전하는 다른 공지된 방법은 타겟에서 스퍼터된 분자들의 일부분을 이온화하여 이온화된 타겟 

원자를 전기적으로 기판에 흡입하는 것이다. 스퍼터된 이온들의 자장-제어 이동은 자장을 조절하여 스퍼터된 원자들

이나 클러스터를 기판 평면에 수직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퍼터된 재료는 플러그 홀의 하부와 측면

벽의 하부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어 플러그 홀의 상부 가장자리에는 수집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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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합중국 특허 제 5,178,739 호에서 Barnes 등은 단부 스퍼터 타겟과 기판 사이에 배치된 중공의 실린더

형 스퍼터 타겟을 포함하고, 이 모두가 진공 챔버에 들어 있는 스퍼터 증착 시스템을 기술한다. 자석은 실린더형 타겟

에 인접하게 진공 챔버의 외측에 배치되어 타겟 부근에서의 아르곤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시켜 타겟으로부터 스퍼터

된 재료의 양을 증가시킨다. 타겟 근처에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 타겟과 웨이퍼 사이에 있는 챔버에 RF 전력이 

유도적으로 결합된다. 플라즈마에 결합된 높은 레벨의 RF 전력은 고밀도 플라즈마(HDP)를 만들고, 이는 타겟의 원자

들이 웨이퍼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온화 분률을 더 높게 한다. 웨이퍼를 지지하는 받침대 및 웨이퍼는 이온화된 타겟 

원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전기적으로 DC 바이어스된다. 웨이퍼의 바이어스 정도는 타겟 원자들이 웨이퍼에 부딪힐 

때의 에너지와 방향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온화 PVD 공정은 이온화된 타겟 이온들이 웨이퍼 옆에 있는 플라즈마 

덮개를 통과한 후에 낮은 각도로 발산하므로 높은 종횡비를 가진 플러그와 같은 구멍들의 바닥을 균일하게 채울 수 

있다.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HDP-PVD 공정을 할 수 있다.

금속의 이온화 증착은 깊은 홀을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방법은 표준 PVD 보다 낮은 증착율을 나

타내고, 요구되는 전력이 높고, 장비가 표준 PVD 장비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도가 감소되

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PVD가 약 2:1이상의 종횡비를 가진 홀들을 충전하는데 필요하게 될 것

이고, 일관성 PVD 이후 표준 PVD 및 리플로우와 같은 기타 다른 방법들은 IC선의 폭이 계속감소함에 따라 당업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콘택의 경우 콘택 홀을 충전하는 알루미늄은 하부에 놓인 실리콘과 전기적으로 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알루미

늄이 직접 실리콘에 접하게 하면 알루미늄이 실리콘으로 확산되어 이 반도체 특징을 심하게 변환시킨다. 그러므로, 

실리콘과 콘택 충전물 사이에는 배리어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해결 방법은 알루미늄을 플러그 홀에 충전하

기 전에 콘택 홀에 Ti/TiN 배리어층을 증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Ti/TiN 배리어층이 통상적인 PVD로 증착되면 만들

어진 TiN에 비교적 구멍 이 많이 있어 알루미늄이 이를 통하여 여전히 확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제 

5,378,660에서 Ngan 등에 의해 발표된 바와 같이 산소를 함유하는 환경에서는 450℃-480℃에서 또는 가능하면 약

간 더 높은 온도에서 PVD 증착된 Ti/TiN층의 어닐링이 흔히 사용되어 왔다. 이 처리는 알루미늄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TiN 구멍을 산소로 '채우는 것'이다.

보통 Ti층이나 TiN과 같은 Ti 화합물 층은 알루미늄과 접착하여 이 위에서 알루미늄은 알갱이로 되지 않고 더 쉽게 

흐르는 경향이 있다. 웨팅은 적절한 온도에서 좁은 플러그 홀의 충전을 촉진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PVD로 증착된 

TiN을 산소로 채우는 과정은 웨팅을 심하게 저하시킨다. 이러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Ong은 미합중국 특허 제 5,37

1,042 호에서 산소 어닐링된 TiN 배리어층 위에 Ti이나 Ti-함유 재료로 웨팅층을 증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공

정은 제 5도의 흐름도에서 좀더 완벽하게 보여준다. 제 120 단계에서는 표준 PVD 공정을 사용하여 Ti층을 먼저 증착

하고나서 그 위에 TiN층을 증착한다. 제 122 단계에서는 산소 분위기에서의 어닐링을 위해 일반적으로 웨이퍼를 다

른 어닐링 챔버로 이동한다. 제 124 단계에서는 Ti층의 스퍼터 증착을 위해서 웨이퍼를 PVD 챔버로 다시 옮긴다. 제 

126 단계에서는 첫 저온 단계 후에 고온 리플로우 단계로 알루미늄층의 스퍼터 증착을 위해 웨이퍼를 다른 PVD 챔

버로 옮긴다.

Ong 공정은 현재 고안된 플러그나 콘택들에 대해 적절한 구멍 충전방법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공정은 지나

치게 복잡하여 산소에서 어닐링하기 전후에 Ti이나 TiN의 PVD 증착을 적어도 두 번 요구한다. 높은 종횡비의 플러그

충전을 위해 더 단순한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수직적 상호연결부 등 여러 가지 응용에는 콘택 또는 비아를 충전하기 위해 증착된 알루미늄이 동시에 유전층(102)의

평면 위에 증착된다. 일반적으로 도시되지 않은 TiN 무반사 코팅 증착 후에, 상기 얇은 알루미늄층은 제 6 도에 정사

도에 도시된 것처럼 포토리소그래피방식으로 패턴화되어, 예정된 배선에 의해 상이한 소자를 연결하는 상호연결 라

인을 형성하며, 도시된 상호연결부(130)는 2개의 하부에 놓인 콘택 또는 비아(132, 134)를 연결하며 하나 또는 두 개

의 비아(131, 134)는 상부에 놓인 층과 연결될 수 있다.

최신 집적회로에서는 배선 패턴은 아주 조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연결 라인은 비교적 폭이 좁게 만든다. 그러나, 

좁은 폭으로 인해 전기적 소자들 사이의 상호연결부를 흐르는 요구되는 레벨의 전류는 상호연결부에서의 비교적 높

은 전류 밀도를 산출하게 한다. 알루미늄에서 높은 전류 밀도는 국부적인 작은 결합(136)이 야기하는 바와 같이 핫 스

폿으로부터 알루미늄의 전기이동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공지된 문제점이다. 그러나, 이 이동은 핫 스폿으로부터 재료

를 제거시켜 이 점에서 상호연결부의 단면을 감소시키므로 전기이동을 더욱 촉진한다. 제 7도의 정사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전기이동은 작은 결함(136) 주위에 있는 핫 스폿을 상호연결부(130)의 브레이크(break)(138)로 발전시켜 

두 개의 플러그(132, 134)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파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기이동은 알루미늄 상호연결부가 소정

기간동안 사용된 후에 끊어지게하여 고장의 원인이 된다.

알루미늄이 몇가지 결정학적으로 배향된 TiN 위에 증착되면 전기이동이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 등은 이 결과를 Proceedings IEEE VMIC Conference, June 27-29, 1995 (104/95/0443). p. 433의 '반응성-스

퍼터된 TiN이 Al 합금 금속화가 전기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발표하였다. Campbell 등은 이 효과를 철저하게 연구조

사하여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 vol 22, 1993, pp. 589-596의 '스퍼터된 Al-1% Si 박막의 기질과 전기이

동 수명 사이의 관계'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Knorr 등은 Journal ol Applied Physics, vol 79, 1996, pp. 2409-24

17의 '순수 알루미늄막에서 전기이동 행위에 대한 기질의 역할'에서 전기이동을 증착된 알루미늄막의 결정상 배향에 

연관시켰다. Knorr 등은 알루미늄 증착의 한 방법에서 1-2% 이온 함유량을 보고한 것이 주목된다. Kordic 등은 Jour

nal of Applied Physics, vol 74, 1993, pp. 5391-5394의 'Al(Si)(Cu) 금속화의 스트레스 보이딩 및 알루미늄 그레

인의 결정 배향의 상호관계'에서 다른 실패 모드도 결정상 배향에 유사하게 관련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어떤 플러그 

충전공정이 개발되든지 상호연결부분에 충분히 낮은 전기이동을 제공하는 평탄화 공정과 통합될 수 있으면 매우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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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콘택, 비아 및 다른 구멍들, 특히 높은 종횡비를 가진 것들에 금속 또는 다른 재료의 충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은 경제적이고 높은 증착율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의 추가 목적은 수평적 금속 상호연결 레벨의 증착과 동시에 얄립가능한 홀-충전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추가 목적은 우수한 결정상을 가진 금속 평면층을 증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들 및 다른 목적들이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높은 종횡비를 가진 구멍을 충전하는데 특히 유용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상호연결부로 구성되는 평면 금

속층의 증착에도 유용한 PVD(물리적 기상 증착) 공정에 의한 금속 증착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공정은 고밀도 

플라즈마(HDP)를 사용하는 PVD 공정에 의한 라이너층의 증착과 그 후에 높은 증착율을 제공하는 표준 PVD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알루미늄의 PVD 증착을 포함한다. 라이너층은 1-3개의 다른 서브층을 포함한다. 제 1 서브

층, 바람직하게 Ti와 같은 내화 금속은 특히 금속이 하부에 놓인 실리콘에 접할 때 인가되고 Ti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제 2 서브층은 TiN과 같은 내화질화물의 내화 화합물로 구성되며 HDP-PVD에 의해 증착될 때 평탄하고 조밀

한 결정구조를 형성한다. 세 번째 서브층은 Ti와 같은 내화 금속을 상부에 포함하고 그 하부에 있는 TiN으로부터 점

차 변화되게 할수 있다. 이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 층의 형성은 다음 웨이퍼 공정을 위해 스퍼터 타겟을 세척하

고, 그의 내화 금속 표면은 좁은 구멍 안에서 리플로우를 촉진한다. 현재 적용되는 상호연결부 금속으로는 알루미늄이

이상적이고 표준 PVD에 의해 두 단계 공정으로 이 금속이 구멍을 충전하기 위해 증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단

계 공정은 먼저 저온 증착하고 나서 고온 증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온 범위 내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챔버에서 수

행될 수 있다. 이 결과로 얻은 알루미늄의 결정상 특성은 전기이동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HDP TiN층과 

그 후의 Al증착은 평탄화를 요구하지 않고 향상된 결정 구조로 인해 전기이동에 대한 저항력 개선으로부터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다른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상적인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플러그 홀이나 다른 구멍의 내부를 라이너층으로 예비코팅함으로써 높은 종횡비의 플러그를 쉽게 충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이너 증착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물리적 기상 증착(PVD)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형성된 라이

너층은 뚜렷한 결정 배향, 고밀도, 평탄한 표면의 특징을 나타내며, 알루미늄과 같이 이후에 증착되는 금속에 대해 향

상된 접착성을 제공한다. 라이너층은 구멍을 충전하기 위해 표준 PVD 공정으로 증착된 재료의 플로우를 촉진하고, 

충전 공정은 500℃ 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는 400℃ 보다도 낮은 비교적 저온에서 수행될 수 있다. 라이너층은 TiN 

서브층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N이 배리어층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산소 어닐링(annealing)이나 다른 산소

처리가 필요없다.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하부에 놓인 재료가 실리콘일 경우에는, 고온 안닐시 실리콘으로 규소화될 수

있으는 Ti 서브층 위에 TiN 서브층이 증착될 수 있다. 티타늄 실리사이트의 계면층은 금속-반도체 계면의 전자 장벽 

높이를 상당히 감소시키므로 양호한 저항 접촉을 만든다. 상부 Ti 서브층은 질소 타겟을 세척하고, 더 나아가 좁은 플

러그로의 리플로우를 촉진시킨다.

홀을 충전하는데 있어서 상부에 놓이는 금속층, 예를 들어 알루미늄으로 된 이 층은 두 단계의 저온-고온 PVD 공정

으로 증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발견하였다. 고온 증착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고, 350-420℃ 범위

나 혹은 그 이하의 온도가 바람직하다.

제 8도의 단면도는 실리콘 기판(144) 위에 형성된 이산화 실리콘의 유전층(142)을 관통하는 콘택(140)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유전층(142)을 관통하는 도시된 콘택(140)은 예시적으로 유전층(142)에 대해 0.25

㎛ 폭(146)을 갖고, 예시적으로 1.2㎛ 두께를 갖는다. 콘택(140)은 규모에 대략 비례하여 도시하였지만 콘택을 충전

하는 층들은 명백하게 표시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두께로 보여준다. 특히 콘택 측벽(152) 상의 층 두께는 상당히 과장

되었다. 언급된 콘택 규모는 약 5:1의 종횡비를 가진 콘택(140)이고, 이 종횡비는 본 발명의 주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규모를 가진 플러그는 Applied Material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HDP 산화물 에칭 챔버에서 CF 4 또는 C 2 F 6 로 에

칭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등한 규모를 가진 플러그 또는 트렌치의 충전은 현재 상당한 기술 문제

점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 따라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이상적인 금속층(156)이 PVD 공정으로 콘택(140)에 증착되기 이전에

고밀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PVD 공정이 유전층(142)의 콘택(140) 측면(152) 및 바닥(154)에 라이너층(150)을 코

팅하는데 사용된다. 라이너층(150)은 가끔 배리어층으로 지칭되지만, 이는 본 발명에서 추가 기능이 있다. 통상적으

로 라이너층(150)은 유전층(142)의 상부 표면(158)에 동시에 코팅되어 금속층(156)이 콘택 홀(140)를 충전할 뿐만 

아니라 라이너층(150)에 의해 중간에 삽입된 평평한 유전면(158) 너머로 측방으로 연장된다. 콘택(140)에 접합되는 

금속 상호연결부와 같은 표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라이너층(150)과 코팅층(156)이 포토리소그래피방식으로 형성

될 수 있다.

금속층(156)은 기능적으로 라이너층(150)이나 임의의 서브층과 구별될 수 있다. 라이너층과 그 서브층들은 박막의 

작은 치수에 대해 두께 방향으로 전기적으로 도전될 수 있도록 예상된다는 점으로 보아 얇은 횡단막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도전성이 요구되지만 이들의 도전을 값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TiN과 Ti은 Al 보다도 훨씬 낮은 

도전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속층은 본체의 주요 치수를 따르는 방향으로 전기적으로 도전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주

요 치수는 플러그의 깊이일 수도 있고 또는 상호연결부의 길이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특히 상호연결부의 

경우에 금속층의 낮은 고유 저항이 중요시 된다.

HDP-PVD 및 압력 의존도에 관한 이론

본 발명은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하 설명은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한 일부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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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층을 위해 바람직한 HDP-PVD 공정은 스퍼터된 입자들을 10%-100% 범위의 이온화 분률로 완전히 또는 일

부분 이온화시킨다. 이온화 분률은 RF 전력 레벨과 처리가스의 압력에 의해 주로 제어된다. 이온화 분률은 보통 직접 

측정될 수 없으나 이온화 정도는 좁은 플러그의 충전 결과를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SEM)을 육안으로 검사

하여 모니터된다. 이온화된 스퍼터 입자들은 DC 바이어 스된 기판에 정전기적으로 흡인되므로 이러한 흡인은 좁은 

플러그 홀 바닥의 효과적인 코팅 및 얇은 층을 가진 측면의 코팅에 사용될 수 있다. 기판의 DC 바이어스는 DC 자기 

바이어스를 초래하는 기판 홀의 RF 바이어스로 달성될 수 있다. 실제로, DC 바이어스는 웨이퍼의 유전체 부분에 전

하 축적을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밀도 플라즈마는 내부에 있는 전체 체적을 거의 채우는 것으로 간주되며 10 11 cm -3 이상의 평균 이온화 밀도를 

갖는다. 체적을 거의 채우는 플라즈마는 경계층(덮개)를 채우지 않고 작은 구멍 뒤의 체적과 같이 차폐된 체적은 채우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적 충전 요구조건은 HDP 소스는 고려하지 않지만 10 11 cm -3 이상의 국부화된 플라즈

마 밀도를 갖는 플라즈마 소스와는 구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플라즈마의 전체 체적을 평균화할 때 플라즈마 밀

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표준 마그네트론 스퍼터 소스는 타겟 부근의 부식 트랙에서는 아주 높은 플라즈

마 밀도를 갖지만, 타겟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도 밀도가 아주 낮아진다.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Journal of Vacuum Science and Technology A, vol 11, 1993, pp. 152-156의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의 랭뮤어 프

로부 측정'에서 Hopwood 등에 의해 기술된 랭뮤어 프로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밀도 플라즈마는 다양한 방

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일부 예는 이하 설명된다.

입자들이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될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중성이다. 입자들은 타겟과 기판 사이에 있는 고밀도 플라즈

마를 통과하면서 이온화된다. 기판을 적당히 바이어스함으로써 발생한 금속 스퍼터 이온은 기판으로 배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기판 바이어스는 금속 이온의 입사 에너지를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보다 조밀하고 평탄한 박막을 얻

는 도구로 제공된다.

스퍼터 원자들이 고밀도 플라즈마를 통과하고 플라즈마 입자들 안에 있는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2개의 이온

화 과정으로 이온화된다. 전자들이 원자의 이온화 전위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면 스퍼터된 원자들과 플라즈마의 전자

들 사이의 충돌로 인해 스퍼터 원자들이 이온화될 수 있다. 몇몇 흔히 스퍼터되는 금속들의 이온화 전위가 표 1에 제

시된다.

표 1

두 번째 이온화 과정에서, 스퍼터 원자들과 배경 가스의 준안정 중성사이의 층들은 페닝 이온화(penning ionization)

로 공지된 과정에 의해 스퍼터 원자들을 또한 이온화할 수 있다. 스퍼터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배경가스는 아르

곤이다. 이 가스는 약 12eV의 준안정성 에너지 레벨을 갖기 때문에 상기 준안정성 기체들은 이온화하는데 중요한 소

스가될 수 있다.

제 10도를 참조하여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될 이상적인 PVD 플라즈마 반응기는 챔버 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RF 전원

에 연결된 유도 코일에 의해 고밀도 플라즈 마를 생성시킨다. 코일에 공급되는 RF 전력은 챔버 내에서 일반적으로 축

자기장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방위각적이고 배경 가스(아르곤)를 붕괴할 만큼 강력한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코일과 플

라즈마는 변압기로 간주될 수 있고 코일은 1차 회선이고 플라즈마는 일선회하는 2차 회선이다. 2차 최선에서 유도된 

전류는 순회하는 전자들로 주로 구성된다.

플라즈마 밀도는 일반적으로 코일에 가해진 RF 전력에 정비례하므로 RF 전력을 두배로 하면 플라즈마 밀도가 두배

로 된다. 그러나, 타겟에 가해진 DC 전력은 플라즈마 밀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퍼터된 원자들이 플라즈마에 

더 많이 첨가됨에 따라 플라즈마의 전자 에너지는 더욱 떨어진다. 스퍼터 원자들의 이온화 분률은 RF 전력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고 DC 타겟 전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스퍼터된 금속 원자들의 이온화 확률은 플라즈마 밀도 및 금속 원자가 플라즈마에서 보낸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전형

적인 저압 스퍼터링에서, 스퍼터 원자들이 1-10eV 정도의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타겟으로부터 방출된다. 따

라서, 원자들은 타겟을 향하여 신속하게 이동하여 낮은 이온화 확률을 준다. 원자들이 플라즈마 입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이의 이온화 확률이 극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충돌로 인해 이들의 에너지가 감소되고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플라즈마가 더 높은 기체 압력에서 작동함으로써 충돌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온의 에너

지가 일단 감소되면 웨이퍼 표면에 수직인 이온의 속도는 기판 바이어스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아르곤 배경 가스에서 티타늄 타겟으로부터 높은 종횡비를 가진 구멍들에 스 퍼터되는 원자를 실험 하였다. 바닥 커

버리지를 다양한 아르곤 압력하에서 측정되었다. 바닥 커버리지는 구멍의 바닥에 증착된 금속의 두께를 평평한 표면

에 증착된 두께를 비교한 것이다. 제 9도의 그래프 선(15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10mTorr나 그 이하의 압력에서는 

바닥 커버리지가 20% 이하인 결과를 얻었다. 10mTorr 이상에서는 바닥 커버리지는 증가되었고 30mTorr에서 이는 

약 50%이었다. 이 상관관계에 의하면 50mTorr 주위에서 접근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데이터들은 스퍼터링

시에 압력이 10mTorr 이상이어야 하며 30mTorr나 그 이상이 이상적임을 보여준다. 이 값들은 구멍의 기하학적 구

조, 타겟 재료, 및 챔버 설계에 따라 다르며 이상적인 압력 범위는 1mTorr에서 100mTorr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판에 입수되는 스퍼터 이온의 방향은 기판 바이어스에 의해 결정되고, 깊은 구멍의 충전을 위해서는 웨이퍼 면에 

수직적인 속도 성분이 수평성분보다 훨신 더 커야만 한다. 기판 바이어스의 정전기적 흡인은 수직성분만을 증가시키

는 반면, 고압 작동은 정전기 흡인 이전에 수평성분은 물론 수직성분도 감소시킨다. 특별한 기판 바이어스 없이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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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전위와 웨이퍼의 플로팅 전위 사이의 차이 때문에 입사 이온은 다소 방향성을 나타낸다. 플로팅 웨이퍼 전위는

-2V 정도이다. 이 실험에서 플라즈마 전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는 10-30V 범위에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기판과

플라즈마사이의 임의의 전위차는 보편적으로 중성이나 이나 이는 도전성이 있는 플라즈마와 기판 사이에 있는 얇은 

경계층에서만 나타난다. 이 경계층은 플라즈마 덮개(sheath)로 알려져 있고 고밀도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1mm 이하

의 폭을 갖는다.

콘택 구조

라이너층(150)의 첫 번째 실시예는 3개의 서브층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주어진 재료들은 본 발명에 사용가능한 재

료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다.

제 1 서브층(160)은 Ti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되고 스퍼터 과정 동안에 일부 또는 완전히 이온화되는 티타늄으로 구성

된다. 제 1 서브층(160)은 고온 어닐링 단계에 의해 하부에 놓인 실리콘(144)으로 실리사이드화될 수 있다. 하부에 

놓인 기판이 금속 상호연결부와 같은 금속이면 제 1 서브층(160)이 꼭 필요하지 않다.

제 2 서브층(162)은 티타늄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질화 티타늄을 포함한다. 질화 티타늄은 반응적으로 스퍼터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티타늄은 Ti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되며 이온화된다. 이는 감소된 압력에서 플라즈마 반응

챔버를 채운 질소 가스와 반응하며, 반응된 화합물 TiN이 웨이퍼상에 코팅된다.

제 3 서브층(164)은 TiN으로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순수한 Ti로 끝나는 스퍼터 증착재료들이 변화하는 층이다. 서브

층(164)은 TiN x 층으로 가끔 지칭될 것이고, 여기에서 x는 원자 백분률로 약 1에서 0으로 변화하나 이 구성은 Ti y

N x 로도 표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y≥x.

라이너층(150)의 전체 두께는 평면형 상면(158)에서 측정되었을 때 약 80nm이지만, 이 두께는 5-100nm 범위에 있

을 수 있고, 40-80nm가 바람직하다. 이온화 PVD에 의한 이 세 개의 서브층들(160,162,164)의 형성은 콘택 홀(140)

의 측면(162)의 일부 및 특히 하부(154)에 코팅된다.

HDP-PVD에 의해 증착된 라이너층(150)은 콘택 홀(140)에 알루미늄의 효과적인 충전을 촉진시키며, 바람직하게 상

부에 증착된 금속 내에 잘 배향된 결정구조를 촉진하는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라이너층(150), 즉 티타늄 원소 서브층(160)과 반응 스퍼터된 TiN 서브층(162)의 HDP-PVD 증착은 콘택(140

) 하부(154)를 덮는 층을 증착하는데 높은 바닥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적어도 스퍼터된 입자들의 상당부가 이온화되

어 웨이퍼(144)의 표면에 수직 각도로 흡인되어 깊고 폭이 좁은 콘택홀(140)속으로 멀리 스며들수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 측벽(152)의 코팅은 덜 효과적이나 그래도 약 10%의 커버리지를 야기가 이루어진다.

둘째로, HDP-PVD 증착은 상당히 평평한 표면을 가진 라이너층(150)을 만든다. 이는 Ti 및 TiN 서브층들(160, 162)

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은 증착된 라이너층의 TiN 부분은 매끄러운 표면의 조밀한 결

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결정구조는 그 물질의 밀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 두가지 결과는 이온화된 스퍼터

입자들이 평균 열에너지가 훨신 낮을 때는 리플로우되는 반면에, 약 10eV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에서는 기판에 부딪

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믿어진다. SEM은 표면 조도가 약 1.5nm RMS(root mean square)임을 보여주고 종래 기

술에 의해 통상적으로 스퍼터된 층들의 값인 4-5nm의 약 1/3이다. 표면 조도는 표면의 SEM 단면들을 육안으로 검

사하고 평균 표면 레벨과 상하부 표면 편차를 결정함으로써 측정된다. 편차 RMS 값은 보통 통계적 표본 추출로 결정

된다. 고밀도는 HDP 증착된 TiN에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구멍 통로를 채우기 위 한 산소 어닐링이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 즉, 증착된 HDP TiN 그 자체가 효과적인 배리어층을 제공한다.

셋째로 형성된 라이너층(150)은 후에 증착될 재료에 대해 특히 알루미늄과 그 합금에 대해 높은 접착성을 보여준다. 

라이너층과 알루미늄 사이의 계면에 좋은 접착성 때문에 노출된 표면 위에 알루미늄의 표면장력은 알루미늄이 입자

로 방울지지(bead)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서, 접착성은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도 적당히 짧은 시간내에 콘택 홀(140

)의 벽을 따라 알루미늄이 플로우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TiN 서브층 조차도 양호한 접착성을 제공하므로 산소로 채워

질 필요가 없으나 접착성은 Ti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

게다가 밑에 있는 재료가 실리콘이면 라이너층(150)은 2가지 추가 기능을 할 수 있다. 라이너층의 TiN 부분은 알루

미늄과 실리콘 기판(144) 사이의 배리어층으로 작용하므로 알루미늄이 실리콘으로 이동하여 민감한 반도체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한다. 실리콘 기판(144)은 폴리실리콘 레벨, 라인, 또는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트랜지스터 부

분을 구성하는 도핑된 결정성 영역에서 도핑농도는 중요하다. 또한, 최하부의 Ti 서브층(160)은 실리콘 기판(144)으

로 규소화될 수 있다. 즉, 티타늄이 실리콘에 증착된 후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라이너층의 첫 번째 두 개의 서브층이 

증착된 후, 웨이퍼는 600℃ 이상의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웨이퍼가 어닐링되어, 이들의 계면 부근에서 하부에 있는 S

i과 Ti층이 함께 확산되어 변화되는 조성의 합금 영역을 형성한다. 실리사이드화는 계면에서 에너지 장벽을 감소시킴

으로써 콘택 저항의 형성을 보조한다.

상기 조성을 가진 라이너층(150)으로서, 금속층(156)은 전형적인 PVD 공정으로 증착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낮은 온

도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행되는 리플로우 공정은 보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콘택(140)을 쉽게 충전할 수 있다. 

후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알루미늄 증착은 단시간 저온 증착후에 장시간 고온 증착을 하는 2단계 PVD 공정이 

바람직하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중에 제시될 것이나 실용적인 리플로우 온도는 480℃이하이고 35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많은 재료 조성과 적당한 리플로우 시간의 경우에서 최저 온도 범위는 320℃일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390℃에서 2분간 리플로우하거나 350℃에서 10분간 리플로우하면 콘택 홀을 충전할 것이다. 종래 

기술에서의 몇몇 제안과는 상반되게도 모든 플러그를 충전하는데 이온화 증착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낮은 리플로

우 온도는 온도에 민감한 요소가 이미 형성된 후에 PV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부분의 금속 증착을 위해서

는 높은 증착율을 가진 표준 PVD 증착이 훨씬 바람직하고, 이는 고증착율로 인해 시스템에서 가능한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금속층(156)을 증착하는데 표준 PVD의 사용은 PVD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용을 상당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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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PVD 챔버

HDP-PVD 플라즈마 챔버의 한 실례는 제 10도에 도시된다. 진공 챔버(170)는 스퍼터 타겟(172)과 처리 중에 있는 

웨이퍼(176)를 지지하는 기판 받침대(174)를 포함하는 공간을 에워싼다. 스퍼터 타겟(172)은 진공 챔버(170) 벽의 

일부분을 형성하지만 전기적으로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스퍼터링 속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 회전하는 

일련의 스퍼터 자석(178)이 타겟(172) 뒷면에 장착되어 타겟(172) 옆에서 강한 플라즈마를 만드는 마그네트론 타겟 

조립품을 형성한다. DC 전원(180)은 기판 받침대(174)에 비해 스퍼터 타겟(172)이 음전기를 띠도록 바이어스하여 

타겟(172)는 음극으로 작용하고 챔버벽(170)은 양극이 되도록 한다. 음전압은 진공 챔버(170) 내에 있는 아르곤 플라

즈마를 일부 유지시키고 나서 이온화된 아르곤 원자들을 끌어들여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타겟(172)을 가격하여 타

겟(172)으로부터 입자들이 스퍼터되게 한다. RF전원(182)은 기판 받침대(174)에 연결되어 플라즈마에 대해 받침대(

174)가 DC 자기-바이어스되어 웨이퍼(176)에 부딪치는 입자들의 에너지를 제어한다.

고밀도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서는 유도 코일(186)이 타겟(172) 음극과 받침대(174) 양극 사이에 있는 공간을 에워싸

고 또 다른 RF 전원(188)이 코일(186)을 가로질러 연결되어야 한다. 코일(186)은 대량의 RF 에너지와 플라즈마를 유

도 결합시킨다. 진공 챔버(170) 벽과 코일(186)의 정확한 배열은 본 발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제 10도는 단지 

개략적인 도면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코일(186)은 진공 챔버(170) 내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진공 챔버(170)

측면을 형성하는 원통형 절연벽의 외부에 놓을 수 있고 코일의 다른 모양과 위치로 가능하다.

코일(186)에 의해 플라즈마에 공급된 추가 에너지는 이 플라즈마를 지나는 스퍼터 입자들을 상당히 이온화시키는 것

으로 믿어진다. 더 나아가, 이온화 분률은 유도 코일(186)에 공급된 RF 전력과 타겟 음극(172)에 공급된 DC 전력 사

이의 비에 따라 증가한다고 믿는다. 20-60% 범위에 있는 RF 대 DC 전력의 비는 사용되는 HDP- PVD 챔버의 기하

구조에서는 이상적이지만, 다른 기하구조에 대해서는 최대 200%까지의 비율이 요구될 수도 있다. RF 전력(182)에 

의해 발생한 기판 받침대 상의 DC 자기 바이어스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효과는 더욱더 현저해지므로 이온화된 입자들

을 구멍으로 더 잘 끌어들여질 수 있다.

진공 펌프 시스템(190)은 높은 진공의 진공 챔버(170) 내에서 기저압을 10 -7 Torr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고, 챔버내에 주입되는 제어 기체가 없는 이상 전반적으로 약 2×10 -8 Torr로 유지한다. 질소와 아르곤은 각각의 

소스(192, 194)로부터 챔버(170) 속으로 공급되며 컴퓨터화된 챔버제어기(200)에 의해 각각의 유량 제어기(196, 19

8)를 통해 그 양이 제어되며, 이 제어기는 버스(202) 위에 있는 시스템 제어기에 연결될 수 있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

한 바와 같이 플러그 충전은 HDP 스퍼터 동안 챔버(170)에 유지된 압력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압력은 0.1-60mTor

r 범위, 바람직하게는 30mTorr 이상에 있어야 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844,775 호에서 Keeble에 의해 기술된 시스템과 같이 비슷한 HDP-PVD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아래에 언급된 실험에서 사용된 시스템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나, 보다 정확한 공정 규격 한계들은 실시예에서 기

술될 것이다. 실험 시스템은 8인치(200mm) 웨이퍼를 공정할 수 있다. 타겟(172)의 작동 부분은 티타늄이나 질화 티

타늄의 스퍼터 증착을 위해 주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지만 타겟에서 티타늄을 합금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

다. 타겟(172)은 14인치(35.5cm)의 직경을 가지고 받침대(174)로부터 약 5인치(12.7cm) 떨어져 있 다. 타겟(172)은

약 24kW까지의 DC 전력을 흡수할 수 있지만 이 실험에서의 DC 전력은 약 3kW-5kW로 제한되었다. 코일(186)은 3

번 선회하며 냉각수가 흐르는 0.25인치(6.4mm) 직경의 금속관으로 구성되지만 다른 구조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의 RF 전원(188)은 1.5kW의 전형적인 RF 전력으로 2-4MHz의 범위에서 가동하나 표준 13.56MHz와 같은 다른 주

파수도 사용될 수 있다.

제 10도의 유도 결합된 HDP-PVD 시스템이 바람직하나 다른 HDP-PVD 시스템들도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들고 스

퍼터된 재료를 이온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PVD 시스템들로 Matsuoka 등에 의해 미합중국 특허 제 4,911,

814 호에 기술되고, 여기에 참고로 언급된 ECR(전자-사이클로트론 공명) 전원 또는 Campbell등에 의해 미합중국 특

허 제 4,990,229 호에 묘사되고, 여기에 참고로 언급된 헬리콘형 카플링 장치가 있다. 또한, 다른 유형도 스퍼터된 입

자들을 이온화하도록 충분히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제공하면 사용가능하다.

HDP-PVD 반응기는 표준 PVD 반응기와 다르다. 표준 PVD 공정들은 현재 사용되는 상업용 PVD 공정들을 의미하

며, 예를 들면 Applied Materials의 Endura PVD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공정들이 있다. 이 표준 PVD 시스템은 타겟을

포함하며, 상기 타겟은 플라즈마를 여기시키고 타겟으로 이온화된 아르곤 스퍼터링 이온을 유인하기 위해 웨이퍼에 

대해 DC 바이어스되어 타겟으로부터 입자를 스퍼터하며, 상기 입자는 대부분 중성으로 남아 있게된다. 표준 PVD 반

응 챔버는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시키지 않고 상품화된 시스템은 유도 코일(186)과 받침대(174)를 위한 RF 소스(18

2)가 없다는 점에서 제 10도의 HDP-PVD 챔버와 다르고, 대신에 받침대는 타 겟(172)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이며 접지와 절연된다. 상기 Applied Materials의 Endura PVD 시스템은 고밀도 플라즈마 시스템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스퍼터된 금속 입자 플럭스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속 이온화 분률은, 즉 스

퍼터 입자들의 이온화된 분률은 표준 PVD 시스템에서 10% 이하이고, 일반적으로 1%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발

명은 전체 금속층(156)이 HDP-PVD 시스템으로 증착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HDP-PVD는 통상적인 PVD 보다 상당

히 낮은 속도로 재료를 증착하고 반응기 값이 더 비싸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균일한 공정은 낮은 수율을 나타낸

다.

클러스터 장치

스퍼터링은 매우 높은 진공을 요구하는 공정으로 스퍼터링된 다수의 층은 아주 소량의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쉽게 손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모든 단계를 제 11도에서 도시된 Endura 플랫폼(210)과 같은 다챔버 클러스터 장

치에서 이행될 수 없으면 몇 단계라도 이에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ndura 플랫폼은 미합중국 특허 제 5,186,7

18 호에서 Tepman 등에 의해 기술되며 초기의 다챔버 클러스터 장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951,601 호에서 Mayda

n 등에 의해 더 상세히 기술된다. Endura 플랫폼은 이전에 인용된 특허에서 Ong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상기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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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들은 여기에 참고로 언급되었다.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2개의 로드록 챔버(212, 214)에 의해 웨이퍼가 시스템(210)에 적재되며, 상기 로드록 챔버는 

각각의 로드록 챔버에 적재된 웨이퍼 카스트로부터 시스템 안팎으로 웨이퍼를 이송하도록 구성된다. 도시되지 않은 

슬릿 밸브를 통하여 로드록이 선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 1 웨이퍼 이송 챔버(216)의 압력은 대기압 또는 카셋의 

약간 더 낮은 압력에서 적절히 낮은 압력까지, 예를 들어 10 -3 내지 10 -5 Torr의 범위에서 조절될 수 있다. 제 1 이

송 챔버(216) 및 선택된 로드록 챔버(212, 214)를 펌프한 후에, 제 1 이송 챔버(216) 안에 배치된 제 1 로봇(218)이 

웨이퍼를 카세트로부터 2개의 웨이퍼 배향기(220, 222) 중의 하나로 이송한 후에 가스제거 배향 챔버(224)로 이송된

다. 다음, 제 1 로봇(218)은 웨이퍼를 중간에 배치된 플라즈마 예비세척 챔버(226)로 보내고, 이로부터 제 2 로봇(228

)은 바람직하게 10 -7 Torr 이하, 대체적으로 2×10 -8 Torr로 상당히 낮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제 2 이송 챔버(230)

로 웨이퍼를 이송한다. 제 2 로봇(228)은 그 주변부근에 배열된 반응 챔버, 예를 들어 도시되지 않은 슬릿 밸브에 의

해 제 2 이송 챔버(230)에 대해 선택적으로 개방되는 2개의 HDP-PVD 챔버(232, 234)와 두 개의 표준 PVD 챔버(23

6, 238)에 대해 웨이퍼를 선택적으로 이송시킨다. 저압 PVD 처리 후에, 제 2 로봇(228)은 웨이퍼를 중간에 배치된 냉

각 챔버(240)로 보내고, 이로부터 제 1 로봇(218)은 웨이퍼를 집어내어 표준 PVD 챔버(242)로 보낸다. PVD 챔버(24

2)에서는 조절된 두께와 유전 상수를 갖는 TiN층이 웨이퍼상에 증착되고, 이는 제 2 이송 챔버(230) 부근의 PVD 챔

버에서 방금 증착된 금속층 상에서 무반사 코팅(ARC)으로 작용한다. ARC층은 반사가 높은 금속층의 포토리소그래

피를 촉진시킨다. ARC층 증착 후, 웨이퍼는 2개의 로드록(212, 214)중의 하나에 있는 카셋트로 옮겨진다. 다른 형태

의 클러스터 장치 및 관련 챔버가 사용될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은 시스템 제어기(250)에 의해 컴퓨터 조절되며, 이는 퍼스널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 미니컴퓨터, 또는 

상기 시스템, 밸브 및와 통신되는 다른 유사한 디지털 제어 장치, 및 제어 버스를 통한 로봇일 수 있다. 단일체로 설명

하였지만 이는 단일 마스터 제어기와 제 10도에서 도시된 챔버 제어기(200)와 같이 여러 챔버와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부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공정은 프로그램 및 레시피가 통상 방법으로 기록된 플로피 디스크, 광학

CD-ROM, 자기 테입,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과 같은 이동가능한 매체(254)와 같은 적재 수단에 의해 시스템 제어기(

250)에 적재된 프로그램과 레스피를 통해 시스템 제어기(250)에 의해 궁극적으로 지시된다. 선택적으로, 적재 수단은

단자에 국부적으로 접속되거나 또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된 프로그램 또는 레시

피를 통해 시스템 공급자 또는 관리자의 오피스와 원격적으로 접속되는 커뮤니케이션 링크(256)를 포함한다.

콘택 공정

하부에 놓인 실리콘층에 본 본 발명의 콘택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도 8의 콘택 구조, 도 10의 HDP-PVD 챔버,

및 제 12도의 공정 단계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설명될 것이다. 예를 들어, 측방 MOS 트랜지스터와 같이 원하는 실리

콘 표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는 본 발명의 단계가 수행되기 전에 처리된다. 유전층(142)이 실리콘 기판(144)

상에 증착되며, 단계(270)에서 콘택홀(140)이 실리콘(144)에 도달하도록 유전층(142)을 통해 에칭된다. 이들 모든 

공정은 공지되어 있고 에칭, CVD(화학적 기상 증착), 포토리소그래피, 포토레지스트 스트립핑, 및 다른 공지된 공정

을 위한 표준 반도체 처리 장치에서 수행될 수 있다. 콘택홀(140)은 충분히 깊고 폭이 좁아 표준 PVD 처리로 충전되

기 어려운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제 8 도에서 도시된 구조를 가진 비-PVD 부분의 완성 후, 부분적으로 처리된 웨이퍼(176)는 제 11도의 다챔버 클러

스터 장치(210)로 옮겨지며, 이 장치는 공기와 이의 산화 작용에 웨이퍼를 노출시키지 않고 모든 PVD 단계들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아래에 설명될 공정은 제 2 이송 챔버(230)와 그 주위의 저압 PVD 영역에 산소 부분압을 

10 -7 Torr보다 훨씬 낮게, 바람직하게 5×10 -7 Torr 이하로, 또한 가장 바람직하게는 5×10 -8 Torr 이하로 유지

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산소 채움은 HDP-형성 라이너층의 배리어 기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접착성 질을 낮게 

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클러스터 장치(210)의 여러개의 챔버에서는 배향, 가스 제거 및 플라즈마 예비 정

화를 포함한 웨이퍼(176)의 예비 공정들 뿐만 아니라 PVD 이후 단계인 무반사 코팅 증착도 수행된다. 이러한 단계들

은 공지되어 있으며, 본 발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라이너층 증착을 위해, 웨이퍼(176)를 HDP-PVD 반응 챔버의 받침대(174) 위에 놓는다. 티타늄의 내화 금속층 증착

을 위해서, PVD 타겟(172)은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된다.

라이너층을 위한 제 1 HDP에 스퍼터 단계(262)를 시작하기 위해, HDP-PVD 챔버를 펌프시켜 감소된 압력 하에서 

아르곤으로 채운다. 고밀도 아르곤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 음극과 코일 전원(180, 188)이 턴온되어 웨이퍼(176)

의 직류 자기 바이어스를 위해 양극 전원(182)이 턴온된다. 아르곤은 타겟(172)를 스퍼터하며 이때 생긴 티타늄 입자

들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일부는 이온화된다. 웨이퍼(176)의 자기 바이어스는 이온화된 Ti 입자들

이 웨이퍼의 주표면에 대략 수직으로 웨이퍼(176)와 충돌하게하여 높은 종횡비를 가진 콘택홀(160)의 바닥(154)에는

높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나 측면(152)에는 가소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Ti은 또한 유전층(142)의 평면 상부(158)에 

코팅되엉 라이너층(150)의 제 1 서브층(160), 특히 내화 금속층을 형성한다. 통상적인 증착은 20nm 두께를 가진 Ti 

의 평면 표면층을 형성하고 1.2㎛ 폭과 5:1 종횡비를 가진 콘택홀(140)의 바닥(154)에는 14nm 두께의 층을 형성한

다. 즉, 바닥 커버리지는이 약 70%이다. 다른 Ti 두께도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구멍의 바닥에는 최소 약 2n

m 의 두께가 바람직하다. 50nm 이상의 두께도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현행 응용에 대해서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보여준다.

라이너층(150)의 Ti 서브층(160) 증착 후, 단계(264)에서 Ti 과 Si 사이의 접합부는 표준 PVD 챔버(236, 238)중 하

나 또는 바람직하게 개별 RTP(급속 열 처리) 챔버, 금속 어닐링 챔버(램프 방사 서셉터에 의해 가열), 또는 퍼니스에

서 실리사이드화되며, 이들 모두는 Endura 플랫폼에 부착될 필요는 없다. 실리사이드화는 실리콘을 접촉하지 않는 

비아에서는 규소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규소화는 약 600℃ 이상에서의 안닐 공정을 포함할 수 있으나 위에 인용된 특

허에서 Ngan 등에 의해 발표된 바와 같이 산화하지 않는 질소 분위기에서는 750-850℃가 바람직하다. 층 열공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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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소화가 가속 열안닐 RTP 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소화는 TiN 서브층이 증

착된 후까지 연기될 수 있으나 뜨겁고 질소가 풍족한 규소화 환경은 Ti를 TiN 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부 Ti 서

브층의 증착후까지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라이너 층을 위한 제 2 HDP에 스퍼터 단계(166)에서, 질소가 동일한 HDP-PVD 챔버로 도입되어 아르곤-질소 혼합

물을 형성한다. 스퍼터된 티타늄이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도록 고밀도 플라즈마가 계속된다. 티타늄은 증착 공정 동안 

질소와 반응하고 TiN으로 웨이퍼 위에 증착된다. 통상적인 증착은 80nm 두께의 TiN의 평면 표면층 및 폭이 좁은 콘

택홀(140) 바닥에 약 54nm 두께의 층을 형성하여 바닥 커버리지는 68%이다. 홀 바닥에서 최소 TiN 두께는 약 10nm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두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폭이 좁은 구멍에 대해, 금속 충전으로 공간을 위해 최

고 두께는 구멍 폭보다 훨씬 작아야한다. 더 평면구조를 가진 것에서는 TiN 층이 두꺼울수록 총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200nm 이상의 두께가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너 층을 위한 제 3 HDP에 스퍼터링 단계(268)에서, 고밀도 플라즈마가 계속되는 동안, 같은 HDP-PVD 챔버에 

질소 공급이 중단되고, 라이너층(150)의 제 3 서브층(164)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티타늄층이 스퍼터 증착된다. 그러

나, 질소 환경에서의 티타늄 반응 스퍼터링 단계로부터 순수한 티타늄 스퍼터링 단계로의 변경은 TiN 서브층(162)과

의 계면 가까이에서 높은 질소 함유량 을 가진 TiNx로부터 다른 측면에 순수 티타늄 으로 점차 변화하는

층을 만든다. 전형적인 증착은 60%의 바닥 커버리지에 대해 표면위에는 10nm 그리고 콘택 홀의 바닥에 6nm로 증착

된다. 이렇게 형성된 층은 약 10% TiN으로 구성되고 제 3 서브층(164)의 바닥에 먼저 형성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최소량의 상부 Ti 만이 아마 2-10nm 로 증착될 필요가 있고, 그 두께는 60-100nm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나중에 제시될 것이다.

본 발명을 홀 충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3개의 서브층에 대한 바닥 커버리지는 대체로 높아야 한다.

20% 이하의 증착율은 홀을 효과적으로 충전시키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100%가 바람직하지만 90% 이상은

그 공정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통상적인 동작동안, 제 3 증착 단계(268) 초기에 질소 공급이 챔버로부터 갑자기 중단된다. 그러나 이전의 TiN 증착

단계(266)에서 다량의 질소가 챔버(170)로 주입되고 특히 Ti 타겟(172)과 반응하여 Ti 타겟(172) 상에 TiN 표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 3 PVD 단계(268) 초기에 모든 질소가 타겟(172)으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타겟(172)로부터 상

당한 양의 TiN이 스퍼터된다. 제 3 증착 단계(268)의 주요 원인은 다음 웨이퍼를 처리할 때, 단계(262)의 Ti 증착은, 

질소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상에 임의의 질소가 증착되지 않도록 Ti 타겟(162)의 질

소를 세척하는 것이다. 제 3 증착 단계(268)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 플러그 바닥이 다른 금속과 

접촉하여 2개의 금속층을 상호연결하는데 플러그가 사용되는 경우, 타겟 세척의 제 3 증착 단계(268)는 타겟 세척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가능한 질소 오염은 하부 금속과 플러그 접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폭이좁은 

플러그속으로 알루미늄 리플로우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의 질소 결핍 금속 Ti층이 TiN 위에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차후의 데이터에서 특히 재료 성분 데이터에서 보여줄 것이다. 모든 플러그에 대해, 특히 넓은 폭의 플러그에 대

해, 그리고 평면 증착에 대해 상부 Ti 접착층의 보편적인 필요성은 명시되지 않았다.

점차로 변화는 TiNX 서브층 증착 단계인 상기 단계(268)에서 질소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TiN에서 Ti 로 변하

는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질소 공급을 보다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라이너층을 형성하기 위한 3개의 HDP-PVD 증착 단계(262, 264, 266)는 가스 

조성의 변화와 제어기(200, 250)의 제어하에 있는 전력 레벨의 변화에 의해 세 단계로 구별하여 동일한 HDP-PVD 

챔버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서브층 공정을 위한 다른 챔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한정적인 

기준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HDP-PVD 공정은 TiN 서브층(162)에 대해서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바닥 커버리지가

다른 방법으로 만족스럽게 성취될 수 있으면 상부와 하부의 Ti 서브층(160, 164)에 대해서도 표준 PVD 챔버가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플러그 충전을 가장 경제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라이너층(150)의 증착후, 일반적으로 웨이퍼는 

알루미늄 또는 0.5% Cu의 Al 합금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된 상호연결 금속의 증착을 위해서 종래의 스퍼터

링 챔버(136, 238)로 이동된다. 표준 PVD 공정은 고밀도 플라즈마 없이 수행되며 비교적 스퍼터된 입자들을 적게 이

온화시킨다. 그러나, 스퍼터링 증착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치로 신속하게 수행된다.

알루미늄은 바람직하게 2-단계로 증착되며, 종래의 스퍼터링 장치에서 저온-고온(cold-hot) 스퍼터링 공정은 라이

너층의 추가적 어닐링 및 라이너와 알루미늄 증착 사이에 공기 침입없이 수행된다. 두단계 사이에 받침대를 상당히 

다르게 가열함으로서 2 단계 모두를 단일 표준 PVD 반응기에서 쉽게 이행할 수 있다. 물론, 2단계에 다른 PVD 반응

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

제 1 Al 스퍼터링 단계(270)에서, 130℃ 이하의 온도로 유지된 기판의 라이너층(150) 위에 약 200nm 의 알루미늄이

스퍼터링 증착된다. 저온 스퍼터링는 알갱이를 만들지(beading) 않고 상부 Ti 층(164)에 잘 접착되는 시드층을 형성

한다. 제 2 Al 스퍼터링 단계(272)에서, 기판이 더 높은 온도로 유지되면서 저온 스퍼터된 층 위에 알루미늄의 대부분

이 스퍼터 증착된다. 고온 스퍼터를 위해 선택된 온도는 더 낮은 온도에서의 더 긴 리플로우 시간과 대체된 것이다. 상

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제시될 것이나 고온 스퍼터 온도라도 470℃ 이상은 요구되지 않으며, 최소 350℃의 낮은 온도

에서의 고온 스퍼터도 상당히 짧은 증착 시간이나 리플로우 어닐링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온 증착된 금속

층의 전형적인 두께는 평면위에 800nm 으로 1.2㎛ 깊이의 플러그(140)를 충전하고 그 위에 평면을 평탄화하기에 충

분하나 다른 두께도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언급된 라이너 층의 3단계 PVD 증착에서, TiN 및 TiNx 서브층은 산소 부분압에 대해 TiN의 효과적인 

산화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연속적인 공정 시퀀스에서 증측되며 실제로는 300℃ 이하의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더욱이, 그 주위 환경은 알루미늄 증착이 끝날 때까지 산소가 없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TiN

층은 산화될 기회가 없고 접착성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층 조차에도 산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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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실시예 1

HDP-PVD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티타늄의 증착 속도인 120nm/분은 200nm 웨이퍼에 대해 상기 챔버에서 

다음 파라메터로 달성될 수 있다. 코일 RF 전원(188)은 2MHz의 주파수와 유도 코일(186)에 결합된 1.5kW의 RF 전

력을 갖는다. DC 전원(180)은 5kW 의 DC 전력을 티타늄 타겟 음극(172)에 제고한다. 웨이퍼 바이어스 전원(182)은 

350W 의 전력을 받침대 양극(174)에 공급하기 위해 350kHz에서 작동하여, 웨이퍼(176)상에 45V의 DC 자기바이어

스를 제공한다. 챔버 압력은 20-30mTorr의 아르곤으로 유지되고 웨이퍼 온도는 약 50℃이다(실리사이드화는 별도

의 단계에서 수행되었다). 평면 표면상에서 120nm/분의 Ti 증착 속도를 얻기 위해, 상기 압력은 약 45sccm(분당 표

준 입방 센티메터, 즉 기체가 760Torr 의 압력 및 0℃ 온도에 있다면 발생할 cc의 부피 유출량 속도에 해당하는 질량

유출 속도)의 아르곤 주입 속도에 해당하는 20mTorr로 유지시켰다.

공정 실시예 2

이온화된 Ti을 사용하여 반응성 스퍼터링된 TiN 증착속도인 30nm/분은 200nm 웨이퍼를 위해 동일한 챔버에서 같

은 주파수를 가진 RF 전원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얻었다. 코일(186)에는 1.5kW의 RF 전력이 제공되고, 타겟 

음극(172)에는 5kW의 DC 전력이 제공되며, 받침대 양극(174)은 90W의 전력이 제공되어, 웨이퍼(176)에 70V의 DC

자기 바이어스가 제공된다. 동일한 압력 범위가 사용될 수가 있으며 기판 온도는 똑같이 50℃로 만들었다. 평면 표면

에서 300nm/분의 TiN 증착 속도를 얻기 위해서, 압력은 45seem의 아르곤 주입속도 및 70secm의 질소 주입 속도로

형성되는, 30mTorr로 유지시켰다.

라이너 공정 범위

높은 종횡비를 가진 플러그 홀, 특히 0.35㎛의 직경과 3.5:1의 종횡비를 가진 플러그의 코팅을 증대할 수 있는 보다 

양호한 공정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챔버의 압력과 전원(180,182,188)으부터 나오는 전력 수준을 변화시키면

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플러그 홀은 약 1.2㎛의 두께를 가진 실리카층에 형성된다. 그러나 이 실험에 사용된 

실리카층은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실리콘, 금속, 또는 다른 재료로된 기판위에 PECVD에 의한 SiO 2 증

착 대신에 하부에 놓인 실리콘 열산화로 형성된다. 이 공정은 PECVD-SiO 2 를 위해 별도로 최적화되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열 SiO 2 의 경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는 제 13도의 그래프에서 도시된다. 횡축은 코일(186)에 공급된 RF 전력을 타겟 음극(172)에 전달된 DC 전력

으로 나누고 받침대 음극(176)에 발생한 DC 자기 바이어스를 곱하여 얻은 비율과 동일한 전력 파라미터에 대해 표준

화된 것이다. 플러그 홀의 바닥에 증착된 층의 두께와 플러그 홀의 상부 주위에 있는 평면 두께의 비인 바닥 커버리지

의 백분률이 종축을 따라 도시되었다. 플러그 홀 전체에 걸쳐 연장되는 라이너층의 신속한 형성을 위해서는 높은 바닥

커버리지가 바람직하 다.

한 세트의 실험에서, 5-10mTorr의 아르곤 압력하에서 Ti의 HDP-PVD 증착에 대한 전력을 변화시켰다. 데이터는 

삼각형으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연결 트레이스(280)를 따른다. 이 데이터는 바닥 커버리지가 낮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특별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두 번째 시트의 실험에서는 아르곤 압력을 20mTorr로 증가시켰다. 표준화된 전력에 따른 바닥 커버리지의 변화는 

원형으로 도시되며 일반적으로 연결 트레이스(282)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닥 커버지리는 표준화된 전력에 따라 증

가하고 10-15V의 표준화된 전력 파라메터는 상업용으로 가능한 임계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세트의 실험에서는 TiN이 반응적으로 스퍼터링된다. 챔버 압력은 아르곤과 질소의 주입 속도를 각각 10scc

m 및 70sccm 값으로 유지시켜 30mTorr로 유지하였다. 데이터는 정사각형으로 도시되며 일반적으로 연결 트레이스

(284)를 따른다. 이 연결 트레이스(284)는 표준화된 전력 15V에서 기파르게 꺽이고 그 이상에서는 바닥 커버리지가 

아주 높은 값으로 보여주지만, 10V 이상의 표준화된 전력에서 만족스러운 값들을 주었다.

플라즈마 밀도를 증가시키는 코일에 전달된 높은 RF 전력으로 인한 효과적인 바닥 충전과는 별개라 하더라도, 증가

된 바닥 커버리지는 증착된 라이너층의 향상된 평탄함을 수반하며 이는 알루미늄을 예상외로 쉽게, 즉 더 낮은 온도

에서 플러그 홀의 벽을 넘어 흐르게 하여 보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멍을 충전한 다. 표면을 정화하고 평형

에 도달시키기 위해, 일부 형성된 표면위에 10eV 근방의 에너지로 충돌하는 이온화된 입자들로 인한 라이너층의 평

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라이너층은 상호연결부에서의 전자이동도에 대해 증가된 저항

력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부 및 하부 티타늄층

콘택이 실리콘에 제조될 때, 라이너층에 있는 하부 티타늄층의 주요목적은, 하부에 놓인 실리콘의 실리사이드화를 위

한 재료 소스를 제공하여 양호한 저항 콘택을 형성하는데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상부 유전층에서의 2층의 배선을 연

결하는 비아를 통하여 금속에 콘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티타늄층은 필요없다. 마찬가지로 점차 변화하는 상부 TiN

X 서브층은 다음 웨이퍼의 티타늄 증착을 준비하는데 있어 질소가 있는 스퍼터 타겟을 세척하기 위해 주로 요구된다.

따라서 TiN 서브층만으로 홀 충전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바닥이 금속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점차 변화하는 TiNX 층

이 필요없다. 층간 금속 콘택을 수반하는 일부 금속 및 구조적 조합에 대해 그리고 일부 평면형 구조에 대해, 라이너층

은 차후 알루미늄의 증착을 위해 평탄한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성장된 TiN 서브층만이 요구된다.

일관성 대 HDP TiN

유사한 플러그 코팅 특성을 제공하는 라이너층의 주요 부분인 HDP TiN 대 일관성(시준된) TiN의 장점을 나타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관성 TiN은 2:1 콘택홀을 충전하도록 설계된 챔버에 반응적으로 스퍼터링된다. 일관성 TiN막

은 타겟 음극에 가해진 12kW의 DC 전력으로 300초 동안 증착되었다. 기판은 열 산화물 코팅을 포함하며 300℃로 

유지된다. HDP TiN 막은 -70V의 DC 자기 바이어스를 산출하도록 타겟에 인가된 5kW의 DC 전력 및 코일에 인가된

1.5kW의 RF 전력, 및 받침대에 인가된 90W의 RF 전력을 사용하여 HDP-PVD 챔버에 반응적으로 스퍼터된다. 받침

대는 25℃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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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증착 후에(점차로 변화하는 TiNx층이 없음), 웨이퍼는 표준 알루미늄 스퍼터링 챔버로 이동되어, 300℃의 받침

대 온도로 10kW의 DC 전력을 사용하여 36초 동안 0.5% 구리를 갖는 알루미늄 합금을 300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일관성 증착된 웨이퍼의 경우에는 2시간의 에어 브레이크(air break)가 있었으나, HDP 증착된 견본의 경우에는 에어

브레이크가 전혀 없었다.

육안으로 검사해 볼 때 HDP-TiN, 상에 증착된 알루미늄은 일관성 TiN 상에 증착된 것보다 광택 표면을 갖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은 HDP-TiN 위에서 성장된 알루미늄 그레인이 일관성 TiN 상에 성장된 것보

다 약 3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DP-TiN을 갖는 견본의 X-선 회절은 30-60°범위에서 약 38.7°에서 단일 피

크를 보여주었고, 이 피크는 Al <111> 배열에 해당하며, 이 피크의 신호 대 잡음비는 70:1이다. 반대로, 일관성 TiN

을 가진 견본의 X-선 회절은 약 20:1 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진 동일한 38.7°피크와 주 피크의 약 15%인 피크 높이

를 가진 더 작은 피크를 36.8°에서 나타낸다. HDP-TiN을 갖는 하부에 놓인 견본의 경우에 제 2 차 피크는 명백하지

않다.

X-선 로킹곡선이 제 14도의 그래프에 도시된다. 로킹곡선(290)은 HDP-TiN 층을 포함하는 표본의 Al <111> 피크에

대한 것이고, 로킹곡선(292)은 일관성 TiN 층 을 포함하는 표본의 동일한 피크에 대한 것이다. 이 로킹 곡선들은 일

관성 TiN 상에서 성장되는 알루미늄은 임의의 결정 배열을 갖는 반면에 HDP TiN 상에서 성장되는 알루미늄은 평면

에 수직인 <111> 배열 배향됨음을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HDP TiN에 증착된 알루미늄이 시준된 TiN 위에 증착된 알루미늄보다 더 커다란 그레인 구조 및 보다 

큰 배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바같이, 균일하게 큰 TiN 결정체와 향상된 결정배열은 전자이동

도를 감소시킨다.

상부 티타늄 공정 범위

특히 HDP-PVD에 의해 성장될 때 조밀하고 평탄한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TiN 층은, 알루미늄 증착 이후 기본 특성

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iN 과 Al 사이에 삽입되는 티타늄은 중요한 효과를 나타낸다. 점차로 변화하는 

TiNx층의 상부에서는 거의 순수한 티타늄이 얻어지나, 특정한 티타늄 스퍼터 공정이 질소를 포함하지 않고 수행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티타늄은 그상부에 증착되는 알루미늄을 위해 알려진 접착성 및 결합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상당량의 티타늄이 바

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상부면에서 순수한 형태(TiNX, x=0)로 있을 필요성은 본 명세서에서 명백하게 제시

되지는 않았다. 과도한 두께의 티타늄은 티타늄 위에 증착된 알루미늄의 리플로우를 촉진하는 TiN 층의 결정구조 효

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플러그 충전 분야에 있어, 너무 두꺼운 티타늄층은 플러그 홀을 가릴 가능성이 있

는 TiAl 3 의 오버행을 만드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X-선 데이터는 Ti나 TiNx 층은 없고 HDP TiN 층

만을 가진 평평한 표본 위에서 측정되었다. 하지만 플러그가 없는 것은 리플로우가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성이 변화하는 TiNx 층의 두께, 어떤 경우에는 고온 증착 온도, 그리고 플러그 종횡비를 변화시키면서 일련의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들을 위한 전형적인 공정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플러그는 열적 실리콘 산화에 형성되고 2:1-4:1 범위의 종

횡비를 갖는다. 구조물은 는 하부 20nm 두께의 Ti층, 600nm 두께의 TiN 층, 100nm 두께의 구성이 변화하는 TiNx 

층을 포함한다. 이렇게 형성된 라이너층은 통상의 PVD 장치로 200nm의 저온 알루미늄과 800nm의 고온 알루미늄으

로 스퍼터 코팅된다.

고온 알루미늄 증착을 위해 450℃의 가열기 온도에서, 충전 특성은 얇은 10nm 두께의 구성변화 층 형성에 특히 바람

직하다는 것을 SEMS으로부터 명백하게 볼 수 있다. 더 두꺼운 60nm은 TiAl 3 를 형성하기 위해 그위에 증착된 알루

미늄과 반응하며, 그의 거친 그레인 구조는 플러그속으로의 알루미늄 흐름을 방지한다. 535℃의 높은 온도에서, 두꺼

운 TiNx 변화층은 시드층(저온 증착 알루미늄층)의 비접착성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좋은 작용을 한

다. 본 발명은 주로 더 낮은 알루미늄 증착과 리플로우 온도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535℃에서 두꺼운 변화층의 

좋은 성능은 둘째로 중요시된다.

다른 세트의 실험들은 10nm 두께의 TiNx 변화층 상부에서 450℃의 리플로우 와 TiNx층을 사용하지 않는, 즉 상부 

Ti 접착층이 없는 리플로우를 비교하였다. 10nm의 TiNx가 리플로우를 현저하게 향상시켰음을 SEMS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상부 티타늄 접착층은 평면 증착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좁은 플러그 충전에 필요하고, 적어도 위에

서 제시한 처리 파라미터 범위내에서는 두께가 60nm 이하이어야만 한다. 제시된 두께는 TiNx 변화층에 대한 것으로

이는 TiNx의 대부분은 순수 Ti 이기 때문이다. Ti 두께의 최소 범위는 거의 종횡비 및 다른 공정 파라미터에 따라 좌

우된다. 적어도 예시적인 데이터의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 두께가 10nm 이상의 두께가 요구되며 상기 10nm의 두께

는 사용되는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 바람직하다.

알루미늄 공정 범위

유전층을 관통하는 플러그 홀에서 라이너층의 콘포멀한 증착은 종래의 종횡비보다 높은 종횡비를 갖는 플러그 홀을 

제공한다. 라이너층이 나중에 증착되는 금속의 플러그 충전을 촉진시킨다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플러그를 적

절한 시간내에, 실용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보이드 없이 충전하기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금속화의 증착 파라미터는

중요하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바라직한 금속화는 2단계 고온-저온 스퍼터 공정을 포함한다. 고온-저온 스퍼터 공정

자체는 공지되어 있다. 이전에 인용된 특허에서 Ong은 50-150℃에서 저온 증착 및 550℃의 고온 증착을 제안하였

다. 미합중국 특허 5,108,570에서 Wang은 50℃-250℃에서의 저온 증착과 고온 증착 온도로는 400℃를 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Wang은 고온 증착을 위한 최저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400℃보다 훨씬 낮은 온도

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발명자는 특히 단시간 PVD 증착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라

이너층이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수행되는 저온 스퍼터링을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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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종횡비를 가진 플러그 홀속에 표준 PVD 에 의한 알루미늄 증착에 있어 다른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이 실

험에서 유전층은 열 산화물, 즉 표면이 이산화 실리콘으로 산화되어지게 실리콘을 산소 환경에서 고온으로 유지시켰

다. 반대로, 상업용 제조에서는 플라즈마 강화 CVD나 나중에 경화되는 스핀-온(spin-on)유리에 의해 증착된 산화물

도 사용한다. 이들 재료 각각에 대한 알루미늄 공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험 세트가 요구될 것이다.

제 15도의 체크된 구간(300)은 높은 종횡비 플러그를 충전하는데 종래 기술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정 범위를 제시

한다. 특히, TiN 라이너층은 시준된 PVD에 의해 증착되고 알루미늄은 그 위에 저온-고온 PVD 공정으로 증착된다. 

종축은 알루미늄의 고온 스퍼터 증착시 기판 온도를 나타내고 횡축은 증착시 또는 그다음의 플러그를 효과적으로 충

전하기 위한 독립적인 리플로우 공정시 높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할 시간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같이 430℃ 또는 그

이하에서 리플로우 시간은 3.5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고수율 PVD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것으로 간주된

다.

반대로, 대각선으로 줄 친 구간(302)은 라이너층과 저온 Al 시드층으로 예비-코팅된 플러그 홀을 알루미늄으로 충전

하는 본 발명의 공정을 표시한다. 데이터는 직경이 0.25㎛이고 종횡비가 5인 홀에 200nm의 알루미늄 저온 증착 후 8

00nm 의 알루미늄 고온 증착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스퍼터링은 0.5-2mTorr 범위에 있는 아르곤 압력을 사용하여 

표준 PVD 챔버에서 수행되었다. 타겟의 DC 전력은 주어진 시간에 800nm의 고온 알루미늄을 증착하도록 조절되었

고, 타겟 대 웨이퍼의 간격은 저온 및 고온 증착 사이에 유지되었다. 데이터는 홀의 다른 기하구조, 금속층의 두께, 및 

다른 공정 파라미터에 대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비접착성 온도가 약 250℃이므로 저온 증착을 200℃ 이하에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도해된 온도는 고온 증착시 기판 온도이고 시간은 고온 증착 시간이다.

본 발명의 공정은 더 낮은 온도와 짧은 증착 및 리플로우 시간에 유용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매우 짧은 증착 시간은 

470℃에서, 심지어 430℃에서 얻어진다. 390℃ 또는 350℃에서의 고온 증착의 경우에, 리플로우 시간은 4분 이하이

다. 약 350℃에서, 리플로우 시간은 6분으로 여전히 제어가 용이하다. 고온 증착을 위한 바람직한 온도 범위는 350-

400℃ 이나 320 또는 300℃ 까지의 낮은 기판 온도도 더 낮은 온도의 최적화된 공정범위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들 데이터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증착된 초기 알루미늄층의 장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층이, 본 발명의 라이너 층 

상에 증착되는 경우 평탄하여 리플로우를 촉진시킨다. 그후에 고온 알루미늄 증착은 저온 알루미늄층과 라이너층 사

이의 계면을 교란시키지 않고 알루미늄이 플로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알루미늄의 비접

착성이 없어 크게 뭉쳐지지 않는다.

층간 비아

위의 기술은 대부분 하부에 놓인 실리콘에 콘택을 충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2개의 금속층 사이에 있는 비아의 경우, 

하부에 놓인 실리콘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여러면이 동등하게 비아에 적용될 수

있다.

충전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비아 구조가 제 16도의 단면에 도시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패턴화된 층간 금속층(31

0)(여기에서 금속-1층이라고 불리움)은 포토리소그래피 패터닝 동안에 금속층(310)으로부터의 과잉 반사를 방지하

는데 유용한 TiN의 무반사 코팅(ARC)(312)으로 덮인다. 그위에, 예를 들어, SiO 2 의 층간 유전층(314)이 증착된다.

금속층(310)은 균일한 두께로 도시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구역에서는 유전층(314)이 하부 유전층(316)과 직접 접촉

하도록 선형적으로 연장되는 많은 상호연결부을 포함하는 배선층으로 미리 패턴화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비

아는 금속층(310)의 나머지 부분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상부 레벨 유전층(314)위에 포토레지스트층(318)이 증착되고,

이 층은 비아 영역(320)을 노출시키기 위해 현상된다. 층간 레벨 유전층(314)은 비아 영역(320)에서 에칭되고, 포토

레지스트층(318)은 이후 스트립된다. 가끔, TiN ARC층(312)은 유전체 에칭을 통해 에칭되나, 어떤때는 이를 플라즈

마 예비세정으로 제거되도록 그냥 둘 때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얇은 Al 2 O 3 층(322)과 포토레지스트층(318)을 벗

길 때 생긴 다른 부스러기는 비아 홀(320) 바닥에 보통 형성된다. Al 2 O 3 절연층(322)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스러기

를 없애는 예비세정 이외에 추가 단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플라즈마 세정에 의한 안정한 Al 2 O 3

절연층(322) 제거에는 문제점이 있다. 비아(318)의 바닥에 양호한 콘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Ti 층이 증착될 수 있다. 

티타늄은 하부에 놓인 알루미늄과 맹렬하게 반응하여 도전성 TiAl 3 을 형성하여 층간 Al 2 O 3 절연층(322)이 돌파

된다. 그러므로 라이너층(150)의 하부 Ti 서브층(160)은 하부-레벨 금속층(310)의 실리사이드화가 요구되지 않지만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하부에 놓인 금속층에 양호한 콘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바람직하게 충전된 비아 구조는 제 17도의 단면에서 도시되고 이 형성의 주요단계들은 제 18도의 흐름도에

서 도시되어 있다. 단계(330)에서 제 16도의 비아 홀(320)이 상부 유전층(314)과 ARC 층(322)을 통해 에칭된다. 이 

단계는 플라즈마 예비세정을 포함할 수 있다. 층간-레벨 비아를 사용하여, ong의 특허에서와 같이 에칭 및 예비세정 

공정에 의해 비아홀(320)의 상부 모서리를 절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가 높은 플라즈마 입자들은 노출된 실리

콘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단은 콘택에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262, 266, 268)에서, 제 8도의 콘택(140)에서처럼 라이너층(150)을 증착하는데 HDP-PVD 공정이 사용된다. 

라이너층(150)은 비아 홀(320)의 내부 및 유전층(314)의 상부 표면(332)을 코팅한다. 라이너층(150)은 세 개의 Ti, 

TiN, TiNx 서브층(160, 162, 164)을 포함한다. HDP-PVD 공정은 평탄하고 조밀하며 결정상 배열된 라이너층(150)

의 형성을 보장한다.

알루미늄 증착 온도인 400℃는 하부에 놓인 티타늄과 합금하여 TiAl 3 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온도이기 때문에, 비아

에는 별도의 실리사이드화가 이행되지 않는 다. 단계(270, 272)에서는 제 8도의 콘택(140)에서 처럼, 고온 상부 금속

층(금속-2)(334)이 통로(320)에 그리고 유전층(314) 상에 증착된다. 2단계 공정은 초기 저온 표준 PVD 공정과 차후

고온 표준 PVD 공정을 포함한다. 단계(336)에서 ARC 층(338)은 상부 금속층(334)위에 증착되어 상호연결부에 포토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용이하게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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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경우에서는, 최하부 HDP TiN 층이 필요한 전기접촉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배리어 기능을 위해서 산소로 

채워질 필요가 없고 티타늄은 실리사이드화될 필요가 없으므로 라이너층의 삼층 구조는 배열이 잘된 결정체로 된 평

탄한 라이너층의 장점을 제공한다. 게다가, TiN 라이너층은 실리카층(314)에 포착된 수분이 비아(320)에 충전된 알

루미늄(334)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데이터는 라이너층에 있는 상부 Ti 서브층은 최소 두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리플로우를 위해서 상부 Ti 서브층이 요구되지 않는 공정 범위가 사용되는 경우, 상부 Ti 서브층의 

질소 세정 기능은 층간 비아를 위해 필요하지 않아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폭이좁은 구멍을 금속으로 스퍼터 충전하는데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위에서 제시

된 기술적인 데이터는 다음 특허청구에서 정의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시된 특정한 실시예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실시예들은 주로 대칭적인 콘택 및 비아에 관한 것이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같은 개념들이 콘택 또는 비

아 트렌치에 적용될 수 있고 트렌치의 폭은 종횡비를 결정한다.

제 19도에서 정사도로 도시된 듀얼 다마신 구조로 지칭되는 이상적인 구조는 플러그와 상호연결부를 조합한다. 듀얼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유전층(342) 상부를 따라 측면으로 연장되는 트렌치(340)와 트렌치(340) 바닥에 있는 상부 

개구부(346)로부터 도시되지 않은 실리콘 기판이나 하부 상호연결 레벨 부근의 유전층(342) 바닥에 있는 하부 개구

부(348)로 연장되는 플러그(344)를 모두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단일 단계의 충전 공정은 플러그(344)와 트렌치(340)

를 금속으로 충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트렌치(340)에 충전된 금속은 상호연결부로 사용되고 플러그(344)에 충전

된 금속은 수직 층간 연결부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상호연결부의 고밀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금속 리소

그래피가 필요없고, 유전층(342)의 패턴화되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해 상부 면의 화학적 기계적 연마와 같은 

평탄화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트렌치와 하부에 있는 플러그가 동시에 충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듀얼 다마신

구조는 충전하기에 매우 높은 종횡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폭이 좁고 깊은 홀의 충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전층을 통하여 일부분만 연장되는 DRAM의 트렌치와 같은 다른 구멍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

의 여러 고안들은 좁은 구멍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평평한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호 연결

콘택과 비아 충전에 대한 상기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플러그 충전은 충전된 플러그 상의 상호연결부를 위한 금속층의

증착과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제 14도를 참조하여 논의된 X-선 회절 데이터는 본 발명의 라이

너층 위에 형성된 금속 상호연결부, 특히 알루미늄의 금속 상호연결부는 크고 균일한 그 레인 크기 및 금속 결정체의 

높은 결정상 배열로 인해 우수한 전기이동도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폭이 좁은 플러그 충전을 요구하지 않는 몇몇 

경우 라이너층의 세 개의 서브층이 모두다 필요하지는 않다. X-선 회절 데이터는 알루미늄이 TiN 층위에 직접 증착

된 견본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하부 Ti 서브층은 작은 도전성 플러그를 충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호연결부 구조는 제 20도와 제 21도의 단면에서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제조 단계들은 제 22도의

흐름도에서 보여준다. 단계(350)에서 HDP-PVD 공정은 예를 들어 SiO 2 와 같은 유전층(354)위에 라이너층(352)를

증착하는데 사용된다. 라이너층(352)은 제 8도의 콘택(140)에 있는 TiN 서브층과 유사한 TiN 서브층을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HDP-PVD 공정에 의한 상기 층의 형성은 X-선 회절 실험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평탄한 표면, 큰 결정체, 

그리고 잘 배열된 결정을 준다. 라이너층(352)은 TiN 서브층 하부에 있는 하부 Ti 서브층이나 TiN 서브층, 상부에 있

는 상부 TiNx 서브층, 또는 이 2개의 서브층 모두를 추가로 포함하나 콘택에 이들을 꼭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는 알려

져 있지 않다.

단계(356)에서는 금속층(358), 예를들어 알루미늄으로된 금속층이 라이너층(352)위에 증착된다. 홀 충전과는 달리, 

평면 증착은 필요한 경우 표준 PVD에 의해 단일-온도 단계로 수행될 수 있어 중요하지 않다. 단계(360)에서 무반사 

코팅(362)이 금속층(358)상에 증착되고, 단계(364)에서는 포토레지스트 재료의 포토리소그래피 마스크(366)가 의도

된 상호연결부 위에 증착되고 패턴화된다. 제 21도를 참조하면, 단계(368)에서 상기 구조는 상호연결부(370)는 남겨

두고 마스크(366) 부근에서 에칭되는 반면, 라이너층(352) 상에 상호연결부 형성은 정확히 배향된 <111> 결정 구조

를 갖는 균일하고 큰 그레인을 갖는다.

대안

본 발명의 현재 가장 중요한 응용은 알루미늄으로 플러그 홀을 충전하고 상호연결부를 형성하는데 있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알루미늄은 예를 들어 최고 10wt %까지 다른 금속과 합금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합금

의 예들 로는 알루미늄-구리, 알루미늄-구리-실리콘, 알루미늄-실리콘, 알루미늄-게르마늄, 및 알루미늄-팔라듐-실

리콘이 있다. Cu 및 이들의 합금 및 실리사이드와과 같은 다른 금속들도 콘택과 상호연결부로 고려되었고, 이들은 Al 

콘택 및 상호연결부와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본 발명의 혜택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예로서 절연층은 이산화 실리콘이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Si 3 N 4 와 같은 다른 무기 화학 절연물

은 현재 필드 절연물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유기 화학물을 포함한 다른 절연물도 본 발명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절연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언급된 실시예들의 Ti층은 접착성 및 실리사이드화에 모두 사용된다. Co와 같은 다른 내화금속도 이러한 기능을 위

해 또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몇몇 연구 그룹들이 CoSi을 저항 접촉 재료로서 연구조사하고 있다.

내화 금속은 2개의 내화금속이 화학량에 의한 양으로 구성된 금속간 합금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TiN은 양호한 도전율과 아주 평평한 표면을 가진 금속 화합물이다. TiN 층은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제공하지만 특히 Cu가 상호연결 금속으로 사용되면 TaN과 같은 다른 내화성 도전 질화물로 대체될 

수 있다. Ti와 Ta 이외의 이들의 원소의 형태 또는 질화물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내화성 금속들로는 W와 N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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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은 높은 종횡비를 가진 구멍의 효과적인 충전과 우수한 결정질을 가진 금속층의 증착 방법을 제공한

다. 좁은 구멍을 금속으로 충전하는 공정은 금속층의 증착과 함께 동시에 수행될 수 있고 이 금속층은 나중에 전기이

동도를 저항하는 상호연결부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은 저비용 장비로 수행될 수 있는 반면 전반적으

로 높은 증착율을 보여주므로 저렴한 가격으로도 고수율을 성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금속을 스퍼터링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판 상에 내화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 1 층을 고밀도 플라즈마로 스퍼터 증착하는 제 1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화합물은 증착되는 화합물의 이온화 분률이 10% 내지 100% 범위에 있는 종(species)으로 형성되며, 상기 이온

화 분률은 이전에 스퍼터되고 반응된 내화 금속을 이온화시킴으로써 달성되며;

내화 금속 화합물의 제 1 층 바로 위에 제 2의 금속층을 스퍼터 증착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층은 그의 주축을 따라 전기적으로 전도성있는 소자를 형성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의 고밀도 플라즈마 보다 작은 밀도를 갖는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의 공간을 에워싸는 내부 유도 코일에 의해 상기 고밀도 플

라즈마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제 1 반응 챔버내에서 수행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의 공간을 에워싸는 내부 유도 코일에 의해 상기 고밀도 플

라즈마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제 1 반응 챔버내에서 수행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금속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받

침대 사이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 주로 활성화되는 플라즈마 반응 챔버에서 수행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화 금속 화합물은 내화 금속의 질화물을 포함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내화 금속의 상기 화합물은 TiN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 및 상기 제 2 단계 사이에 수행되는 제 3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3 단계는 상

기 제 1 층 상에 고밀도 플라즈마에서 제 3 층을 스퍼터링 증착하고, 상기 제 3 층의 적어도 일부는 적어도 하나의 내

화 금속을 포함하는 상기 제 2 금속층을 면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내화 금속은 Ti을 포함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기판층 위에 놓인 유전층으로 형성되며, 적어도 1:1의 종횡비를 갖는 상기 유전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단계는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층을 상기 구멍에 증착하는 스퍼

터링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층은 실리콘을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제 2 내화 금속을 포함하는 제 4 층을 상기 기판

층 위에 스퍼터링 증착하는 제 4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내화 금속은 Ti를 포함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증착 단계는,

상기 기판을 제 1 온도로 유지하면서 제 1 서브층을 스퍼터 증착하는 제 1 부단계; 및

상기 기판을 상기 제 1 온도보다 높은 제 2 온도로 유지하면서 제 2 서브층을 스퍼터 증착하는 제 2 부단계를 포함하

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온도는 250℃ 이하이고, 상기 제 2 온도는 350-4

70℃ 범위에 있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온도는 430℃ 이하인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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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기판에 인접한 상기 챔버의 내부 체적 주위를 에워싸고 제 1 RF 전원에 의

해 전력이 공급되는 유도 코일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반응 챔버에서 수행되며, DC 전원은 티타늄을 포함하는 스퍼터

링 타겟과 상기 기판을 지지하는 받침대 사이에 접속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동안, 상기 RF 전원이 상기 코일에 RF 전력 P RF 를 제공하며,

상기 DC 전원은 상기 타겟에 직류 전력 P DC 을 제공하고, P RF 는 P DC 의 20%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스퍼터링 방

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반응 챔버는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에 DC 자기 바이어스 V BIAS 를 형성하게 위해 

상기 받침대에 RF 바이어스를 제공하는 제 2 RF 전원을 더 포함하며,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동안,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은 인 것을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퍼터링 단계를 상기 고밀도 플라즈마을 포함하며 1mTorr 보다 큰 압력을 갖는 챔버에

서 수행되는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10mTorr 이상인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30mTorr 이상인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100mTorr 이하인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100mTorr 이하인 스퍼터링 방법.

청구항 26.
패턴화된 유전층 상에 전기적 상호접속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내화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라이너층을 고밀도 플라즈마에서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로서, 상기 화합물은 

증착되는 화합물의 이온화 분률이 10% 내지 100% 범위에 있는 종으로부터 형성되며, 상기 이온화 분률은 상기 유전

층 상에서, 이전에 스퍼터되고 반응된 내화 금속을 이온화시킴으로써 달성되는 증착 단계;

상기 라이너층 바로 위에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수평으로 연장되는 전기적 상호접속부 속에 상기 금속층을 포토리소그래피방식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적 상호접속부 형성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내화 금속 화합물은 Ti 및 N을 포함하는 전기적 상호접속부 형성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전기적 상호접속부 형성 방법.

청구항 29.
제 1 항에 따른 콘택 구조물 형성 방법으로서,

실리콘 표면부를 포함하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되며 상기 실리콘 표면부를 통과하여 연장되는 구멍을 갖는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멍의 벽 및 하부 상에 내화 금속을 포함하는 제 1 층을 증착하는 단계로서, 상기 내화 금속은 증착되는 내화 

금속에서 이온화 분률이 10% 내지 100% 범위에 있는 종으로부터 형성되며, 상기 이온화 분률은 이전에 스퍼터된 내

화 금속을 이온화함으로써 달성되는 증착 단계;

상기 제 1 층 위에 내화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 2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 2 층 위에 내화 금속을 포함하며, RMS 표면 조도가 1.5nm 이하인 제 3 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 3 층 위에 제 4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콘택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층은 상기 구멍을 대부분 충전하는 콘택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내화 금속 화합물은 상기 제 3 내화 금속의 질화물을 포함하는 콘택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내화 금속은 각각 티타늄을 포함하는 콘택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층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콘택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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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따른 상호접속부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표면 유전체부를 포함하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내화 금속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 1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내화 금속의 화합물은 증

착되는 내화 금속의 이온화 분률이 10% 내지 100% 범위에 있는 종으로부터 형성되며, 상기 분률은 이전에 스퍼터되

고 반응된 내화 금속 화합물을 이온화시킴으로써 달성되며, 상기 제 1 층의 RMS 표면 조도는 1.5nm 이상이며;

저겅도 하나의 수직으로 연장되는 전기적 상호연결부를 형성하는, 상기 제 1 층 상에 제 2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은 내화 질화물인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화 금속은 티타늄을 포함하는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위에 증착된 제 3 층을 더 포함하고, 제 2 내화 금속을 포함하고, 그 위에 상기 제 1 층

에 의해 증착되는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은 내화 질화물인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화 금속은 티타늄을 포함하는 상호연결부 구조물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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