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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사용하는 미세 전자 소자의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요약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사용하는 미세 전자 소자의 듀얼 다마신 배선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듀얼 다마신 제조 방법은

비아를 (RSiO3/2)x(HSiO3/2)y 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C1-C4 치환 탄화수소인 HSQ계

충전재로 채운 후, 비아를 매립한 충전재와 층간 절연막을 일부 식각하여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를 형성한

다. 이어서, 비아에 잔류하는 충전재를 제거하고, 트렌치 및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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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6

색인어

듀얼 다마신, 포토레지스트 손상, 염기성 물질, HSQ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방법에 따라 듀얼 다마신 배선용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후 측정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사진이다.

도 3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 공정 단계별 단면도들이다.

도 14 내지 도 2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 공정 단계별 단면도들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듀얼 다마신 배선용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후 측정한

SEM 사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기판, 110: 하부 배선

120: 식각정지막 130: 저유전율 층간절연막

140: 캡핑막 145: 포토레지스트 패턴

150: 비아 162: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 충전재

185, 285: 포토레지스트막 190, 290: 트렌치

210, 330: 듀얼 다마신 배선 262: 스핀-온 폴리머

282: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284: 반사방지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미세 전자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세 전자 소자의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미세 전자 소자의 고성능화 및 고집적화를 위해서 다층 배선 구조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다층 배선 구조를 채택한 소자를

신뢰도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배선층을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듀얼 다마신 배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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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고 있는 듀얼 다마신 배선 방법에 따르면, 비아를 스핀-온 글래스(Spin On Glass), 스핀-온-폴리머(Spin On

Polymer), 염료(dye)가 첨가된 SOG 또는 염료가 첨가된 SOP(Spin On Polymer) 등으로 이루어진 충전재(filler)로 채우

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비아로 인해 트렌치 형성을 위해 도포한 포토레지스트막에 단차가 발생하여 초점 심도

(DOF) 마진이 감소하고, 트렌치 식각 및 세정 공정시 식각 정지막이 식각되어 하부 배선이 노출되어 전기적 특성이 불량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충전재(20)의 경우, 비아(19) 식각시 사용한 질소계 식각 가스 또는 비아

(19) 패터닝시 사용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기 위한 질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애슁 공정에 의해 층간 절연막

(18) 내에 잔류하게 된 질소 또는 아민 등의 염기성 물질이 충전재(20)를 따라 쉽게 확산(27)되어 아웃개싱(outgassing)된

다. 따라서, 트렌치 형성용 마스크(24)의 투광 영역(25)을 통과한 노광광(26)에 의해 노광된 포토레지스트막(22) 내의 노

광부(22b) 내에 발생한 산(H+)을 중화시켜 비아(19) 상부와 주변의 노광부(22b)가 현상액에 용해되지 않고, 그 결과 포토

레지스트 패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포토레지스트 결함(Photoresist Poisoning)을 유발한다. 도 1에서 미설명 부호 10

은 기판을, 12는 하부 층간절연막을, 14는 하부 배선을, 16은 식각 정지막을 각각 나타낸다.

도 2는 종래의 염료가 첨가된 MSQ(MethylSilsesQuioxane)를 충전재로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후 측정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사진이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비아(19) 상부에 프로파일이 불량한 포

토레지스트 패턴이 형성되거나 포토레지스트 패턴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포토레지스트 결함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신뢰성 있게 제조하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듀얼 다마신 배선을 신뢰성 있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a)기판 상에 저유전율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절연막내

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c)상기 비아를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

는 C1-C4 치환 탄화수소인 HSQ계 충전재로 채우는 단계; (d)상기 비아를 매립한 상기 충전재와 상기 절연막을 일부 식각

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e)상기 비아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

계; 및 (f)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a)기판 상에 저유전율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층간절연막내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c)상기 비아를 채우는 스핀 온 폴리머로 이루어지고 상기 층간절연막을 덮는 마스

크용 충전재를 형성하는 단계; (d)상기 충전재 상부에 HSQ 또는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

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는 C1-C4 치환 탄화수소인 HSQ계 물질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확산장벽막 상에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 영역을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f)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식각하여 확산 장벽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g)상기 포토레

지스트 패턴과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층간 절연막상의 상기 충전재를 식각하여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과 상기 충전재 패턴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택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h)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를 식각마

스크로 하여 상기 층간절연막을 일부 식각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i)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 및 상기 비아 내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계; (j)상기 비아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식각 정지막을 제

거하여 상기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단계; 및 (k)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

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

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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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RC 신호지연을 방지하고 상호 간섭 및 전력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서, 듀얼 다마신 배선이 형성되는 층간절연막을 저유전율 물질로 형성할 것이다. 저유전율 물질이란 적어도 유전율이 3.3

이하의 물질을 지칭한다. 유전율이 3.3 이하인 물질 중, 하이브리드형 저유전율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 저유

전율 물질은 저유전율 특성을 가지는 유기물의 장점과,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의 구조가 일부 변형된 형태로 기존의 장비

및 공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열적 안정성도 뛰어난 무기물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물질이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는 질소 또는 아민 등의 염기성 물질의 확산 장벽막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비아 충전

재로 사용하거나 멀티 스택형 마스크의 마스크층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아가, 비아 충전재 또는 마스크층을 구성하는 물질

로 염기성 물질에 대한 확산 장벽막 기능과 함께 반사 방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물

질을 사용함으로써 신뢰도 높고 강건한(robust)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본 발명의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이 적용되는 소자는 고집적회로 반도체 소자, 프로세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소자, 광전자 (optoelectronic) 소자, 디스플레이 소자(display device) 등의 미세 전자 소자이다. 특히, 본

발명의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은 고속 특성이 요구되는 CPU(CentralProcessor Unit), DSP(Digital Signal

Processor), CPU 와 DSP의 조합,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로직 소자, SRAM 등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비아라 칭하고 배선이 형성될 영역을 트렌치라 칭한다.

또, 미스얼라인이 발생하더라도 비아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인 비아 선행(via first)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을 예로 들어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하 도 3 내지 도 13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이 적용될 기판(100)을 준비한다. 듀얼 다마신 배선 제

조 방법이 적용될 기판(100) 위에는 하부 배선(110)을 구비하는 하부 층간절연막(105)이 형성되어 있다. 기판(100)으로

는 실리콘 기판, SOI(Silicon On Insulator) 기판, 갈륨 비소 기판, 실리콘 게르마늄 기판, 세라믹 기판, 석영 기판, 또는 디

스플레이용 유리 기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판(100) 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능동 소자 및 수동 소자 등을 포함할 수 있

다. 하부 배선(110)은 다양한 종류의 배선 물질, 예컨대, 구리, 구리 합금,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저저항 관점에서 하부 배선(110)은 구리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부 배선(110)의 표면 또한 평탄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를 참조하면, 하부 배선(110)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100) 전면에 식각 정지막(120), 저유전율 층간 절연막(130), 캡핑

막(140)을 차례대로 형성한 후, 캡핑막(140) 위에 비아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을 형성한다.

식각 정지막(120)은 후속의 비아 형성을 위한 건식 식각 공정시 그리고 트렌치 형성 후 잔류하는 충전재 제거를 위한 습식

식각 공정시 하부 배선(110)이 식각 공정에 노출되어 전기적 특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한다. 따라서, 식

각 정지막(120)은 그 위에 형성되는 층간절연막(130)에 대한 식각 선택비가 큰 물질로 형성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식각 정

지막(120)은 유전율이 4-5 인 SiC, SiN, SiCN 등으로 형성한다. 식각 정지막(120)의 두께는 전체 층간 절연막의 유전율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소화하되 식각 정지막(120)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두께로 형성한다.

층간 절연막(130)은 적어도 유전율이 3.3 이하의 저유전율 물질로 형성할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부

배선(110)과 형성하고자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간의 RC 신호 지연을 방지하고 상호 간섭 및 전력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

기 위해서이다. 유전율이 3.3 이하인 물질로는 유기물의 저유전율 특성과 기존의 장비 및 공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무기물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형 저유전율 물질이 적합하다. 하이브리드형 저유전율 물질

로는 저유전율 OSG(low k OrganoSilicateGlass)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저유전율 OSG로 층간 절연막(130)을 형

성할 경우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PECVD(Plasma Enhanced CVD)법으로 형

성한다. OSG막 내의 탄소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전율은 감소하나 열적 기계적 특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CVD로

OSG 막을 형성하면 OSG 막내의 탄소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OSG 막의 유전율과 열적 기계적 특성이 모두 만족스럽도록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CVD법에 의해 형성된 OSG 막이 층간 절연막(130)으로 적합하다. CVD 법에 의해 OSG 막을 형

성할 때 사용하는 소오스 가스(탄소, 실리콘, 산소 소오스 가스 등), CVD 챔버, 공정 조건(온도, 시간) 등은 당업자에게 공

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CVD 법으로 OSG를 제조하는 방법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방법 또는 미국 특허 제6,455,445호, 제6,432,846호, 제6,514,880호, 제6,559,520호, 제6,352,945호, 제

6,383,955호, 제6,410,463호 및 대한민국등록특허 제0364053호에 개시된 방법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특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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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된 것처럼 원용되어 통합된다. 층간 절연막(130)은 3000 내지 20000Å 두께로, 바람직하기로는

6000 내지 7000Å 두께로 형성한다. 그러나, 층간 절연막(130)의 두께는 당업자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가능함은 물론이

다.

캡핑막(140)은 듀얼 다마신 배선의 평탄화를 위한 CMP시, CMP가 안정적으로 층간 절연막(130) 손상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형성한다. 따라서 SiO2, SiOF, SiON, SiC, SiN, SiCN 등으로 형성한다. 더하여 캡핑막(140)은 후속 트

렌치 형성을 위한 사진식각 공정에서 반사방지기능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캡핑막(140)은 상기 열거한 물질들

중에서도 SiO2, SiON, SiC, SiCN 등으로 형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CMP 공정의 조절만으로도 층간 절연막

(130)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후속 공정에서 반사방지기능을 가진 물질층이 형성된다면 캡핑막(140)의 형성은 선택적

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은 248nm 이하의 광원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비아를 정의하는 포토마스크를 사용

한 노광 및 현상을 거쳐 형성한다.

도 5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층간 절연막(130)을 건식 식각(147)하여 비아(150)

를 형성한다. 층간 절연막(130)의 식각은 CxFy 또는 CxHyFz 등의 주 식각 가스와 Ar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의 혼합 가스

또는 여기에 O2, N2, 및 COx 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가 더 첨가된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반응성 이온 식각(RIE)으

로 진행한다. 이 때, 층간 절연막(130)만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식각 정지막(120)은 식각하지 않도록 RIE 조건들을 조절하

여 진행한다.

도 6을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을 제거한 후, 비아(150)를 충전재(162)로 충전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은

수소계(H2 based) 플라즈마 처리 후 스트리퍼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제거한다. 수소계 플라즈마는 H2, N2/H2, NH3/H2,

He/H2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로부터 얻어진 플라즈마를 칭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 제거에 널리 사용되는 O2 에슁

(ashing)에 의해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을 제거하면, 탄소를 포함하여 유기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층간 절연막(130)이

O2 플라즈마에 의해 손상될수 있으므로 수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한다.

비아 충전재(162)는 후속의 트렌치를 정의하기 위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노광 공정시 층간 절연막(130)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또는 아민 등의 염기성 물질이 포토레지스트막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로 형성한

다. 나아가 비아 충전재(162)는 노광광의 반사 방지 기능을 가지는 물질로 형성한다. 또, 비아 충전재(162)는 갭 충전(gap

fill) 능력이 우수한 물질로 형성한다. 한편, 층간 절연막(130)과 건식 식각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아 충전재(162):

층간 절연막(130)의 건식 식각비가 4:1 이하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물질로 형성한다. 더하여, 후속 습식 식각 공정에서

층간 절연막(130)에 비해 매우 빠른 습식 식각 속도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로 형성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비아

충전재(162): 층간절연막(130)의 습식 식각비가 20:1 이상인 특성을 지닌 물질로 비아 충전재(162)를 형성한다.

따라서, 비아 충전재(162)는 HSQ의 기본적인 백본을 유지하면서 다양한종류의 탄화수소기가 백본의 일부에 치환기로 결

합된 물질인 것이 상기 조건들 충족에 가장 적합하다. 이하 탄화수소가 치환된 HSQ는 HSQ계 물질이라 칭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비아 충전재(162)로 적합한 HSQ계 물질은 하기식 1로 일반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식 1]

(RSiO3/2)x(HSiO3/2)y

상기 식중, 상기 x, y는 x+y=1 & 0<x<y<1 를 만족시키고,

상기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

화수소, C1-C4 치환 탄화수소임,

"알킬" "알케닐" "알콕시" 및 "알켄옥시" 는 지방족 탄화수소, 지환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를 모두 포괄하기 위한 용

어들이다. 그리고, "치환된 탄화수소"는 C와 H를 포함하며, HSQ와 실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원자를 포함

하는 구조를 지칭한다. 또, "비치환된 탄화수소"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t-부틸과 같이 C와 H를 포함하는 구조를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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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R은 C4-C24 알킬, 나아가 C6-C24 알킬, 더 나아가 C16-C22 알킬일 수 있다. 또, R은 C4-C24 알케닐, 나아

가 C8-C24 알케닐일 수 있다. 또, R은 C4-C24 알콕시, 나아가 C16-C22 알콕시일 수 있다. 또, R은 C8-C24 알켄옥시,

나아가 C16-C22 알켄옥시일 수 있다.

또, R은 테트라메틸 하이드록시헥사데실 또는 옥타데실일 수 있다. 또, R은 t-부톡시일 수 있다.

또, 비아 충전재(162)는 용해 억제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해 억제제는 포토레지스트막의 현상액에 대한 용해

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로 당업자에게 공지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용해 억제제의 기능은 후술한다.

상기 물질은 이소부틸 이소부티레이트, 메시틸렌, 사이클로헥사논, 자일렌, 메틸 이소부틸케톤, 이들의 혼합물등 적절한

용매에 용해된 후 스핀 코팅법에 의해 비아(150)를 모두 채우도록 형성될 수 있다. 비아 충전재(162)는 비아(150)만을 채

우도록 형성할 수도 있고 캡핑막(140) 위에 소정 두께로 형성되도록 형성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가 공정 조절 마진 측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기로는 비아(150) 밀도가 낮은 영역에 형성되는 비아 충전재(162)의 높이(T1)와 비아

(150) 밀도가 높은 영역에 형성되는 비아 충전재(162)의 높이(T2)의 차이(T1-T2)가 2000Å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촛

점 심도 마진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상술한 비아 충전재를 구성하는 물질은 코팅 조건(recipe), 비아(150)들 사이의

간격, 비아(150) 임계 치수 및 높이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그 두께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상기 제한 조건(T1-

T2≤2000Å)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비아 충전재(162)의 표면을 플라즈마(170) 처리한다. 플라즈마(170) 처리는 O2, H2, He, NH3, N2, Ar,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170)를 사용하여 상온 내지 500℃의 온도에서 1초 내지 120초간 진행한다. 비아 충전

재(162) 내에 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2, H2, He, Ar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욱 바람직할 수 있다. 플라즈마(170) 처리에 의해 비아 충전재(162)의 표면이 치밀화(densify)된다. 플라즈마(170) 처리

목적 중의 하나는 비아 충전재(162)가 포토레지스트 현상액에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아 충전재

(162)가 용해 억제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플라즈마(170) 처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185)을 형성한 후, 트렌치를 정의하는 마스크(200)를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막(185)을

노광한다. 마스크(200)의 투광영역(201)을 통과한 248nm, 193nm 또는 그 이하 파장의 노광원이 포토레지스트막(185)에

조사되면 포토레지스트막(185)의 노광부(185b)에 포함되어 있는 광산발생제로부터 산(H+)이 발생한다. 이 때, 노광부

(185b) 하부의 충전재(162)가 포토레지스트막(185b)을 투과한 빛이 다시 포토레지스트막(185)으로 다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한다. 노광부(185b) 내에 발생한 산(H+)에 의해 노광부(185b)를 구성하는 포토레지스트막이 현상액에 용해가능한

물질로 가수분해된다. 노광후 베이크에 의해 산가수분해가 더 활발해진다. 노광 및 노광후 베이크시, 비아 충전재(162)는

질소 또는 아민에 대한 확산 장벽막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비아(150) 식각시 사용한 질소계 식각 가스 또는 비아(150)를

정의한 포토레지스트 패턴(도 4의 145)을 제거하기 위한 질소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층간 절연막에 잔류하게

된 질소 또는 아민등의 염기성 물질(N:)이 비아 충전재(162)를 따라 확산(점선)되어 노광부(185b)에 발생한 산을 중화시

켜 포토레지스트 결함을 발생시키는 기작이 방지된다.

도 9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85a)을 형성한다. 노광후 베이크된 포토레지스트막(185)을 테트라메틸 암모늄 하

이드록사이드 현상액에 담그면 노광부(185b)만 현상액에 용해되어 제거되므로 도 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포토레지

스트 패턴(185a)이 형성된다. 이 때, 노광부(185b) 하부의 비아 충전재(160)가 플라즈마 처리된 경우에는 현상액에 의해

비아 충전재(160)가 손상되지 않는다. 또, 비아 충전재(160)가 용해 억제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현상액에 의해 비아 충전

재(160)가 손상되지 않는다.

도 10은 트렌치(190)를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포토레지스트 패턴(185)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비아 충전재(162),

캡핑막(140)을 차례대로 식각한 후, 층간절연막(130) 및 비아 충전재(162)를 소정 깊이로 식각하여 트렌치(190)를 형성

한다. 트렌치(190) 식각은 건식 식각(187)으로 진행하되 층간절연막(130) 및 비아 충전재(162)의 식각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아 충전재(162): 층간 절연막(130)의 식각비가 4:1 이하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비아 충

전재(162)와 층간 절연막(130)의 식각율 차이로 인하여 비아 충전재(162) 측벽에 층간절연막(130)이 식각되지 않고 잔류

하는 펜스와 같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비아 충전재(162)가 여전히 비아(150) 내에 일부 잔류하므로 식각 정지막(120)

이 식각에 노출되어 하부 배선(110)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층간절연막(130)이 OSG로 비아 충전재(162)가 상

술한 HSQ계 물질로 형성된 경우 두 물질 모두 무기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CxFy 또는 CxHyFz 등의 주 식각가스와

Ar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의 혼합 가스 또는 여기에 O2, N2, 및 COx 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가스가 더 첨가된 혼합 가

스를 사용하는 RIE로 진행하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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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포토레지스트 패턴(185a) 및 잔류하는 비아 충전재(162)를 제거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트렌치(190)

식각이 완료된 후, 포토레지스트 패턴(185a)을 H2, N2/H2, NH3/H2, He/H2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로부터 얻어진 수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애슁(ashing) 공정으로 제거한다. 이어서, 비아 충전재(162)를 제거하여 비아(150)와 트렌치(190)

로 구성된 듀얼 다마신 배선 영역(195)를 형성한다. 비아 충전재(162) 제거를 위한 식각은 습식 식각으로 진행한다. 층간

절연막(130)은 거의 식각되지 않고 비아 충전재(162)만 선택적으로 식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어도 비아 충전재(162):

층간절연막(130)의 습식 식각비가 20:1 이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또 식각 정지막(120)에 대해서 비아 충전재

(162)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식각이 진행되어야 한다. 층간절연막(130)이 유기물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비아

충전재(162)의 주 성분이 무기물이고 식각 정지막(120)도 무기물로 형성되므로 무기물 제거에 선택비가 큰 식각액을 사용

하면 상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특히, 비아 충전재(162)가 상기 HSQ계 물질로, 층간 절연막(130)이 OSG로, 식각 정

지막(120)이 SiC(N)으로 형성된 경우, 100:1 이상으로 탈이온수에 희석된 HF 용액, NH4F, HF와 탈이온수의 혼합액인

BOE(Buffered Oxide Etchant) 또는 디메틸아세틸아미드를 포함하는 유기 용액에 담그는 방식으로 습식 식각을 진행하면

HSQ계 물질:OSG:SiC(N) 식각비를 100:1:1 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아 충전재(162) 제거시 층간 절연막(130)도

식각되어 트렌치(190)의 임계 치수를 정확히 조절할 수 없던 종래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상기 비아 식각, 트렌치 식각, 습

식 식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출원과 공동 양도된 대한민국출원 제2002-57192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은 본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된 것처럼 원용되어 통합된다.

도 12를 참고하면, 비아(150)에 노출되어 있는 식각정지막(120)을 식각하여 하부 배선(110)을 노출시켜 비아(150)와 트

렌치(190)로 구성된 듀얼 다마신 영역(195)을 완성한다. 식각정지막(120) 식각은 하부 배선(110)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각정지막(120)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식각 조건으로 실시한다.

도 13을 참고하면, 듀얼 다마신 영역(195)에 도전막을 형성한 후, 평탄화하여 듀얼 다마신 배선(210)을 완성한다. 도전막

은 알루미늄, 텅스텐, 구리 또는 이들의 합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저저항의 관점에서는 구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또, 확산

장벽막 및 주배선막의 적층구조로 형성될 수 있으며, 구리 배선의 형성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상기 도 3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 비아 선행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을 트렌치 선행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

법에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14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은 멀티 스택 마스크를 사용하여 트렌치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 14를 참조하면, 비아(150)를 형성하는 단계까지는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어

서, 비아(150)를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로 채운다.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는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렌치 식각 및 세정 공정시 식각 정지막(120)이 식각되어 하부 배선(110)이 노출되어 전기적 특성이 불량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트렌치 식각시의 식각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형성한다. 0.18㎛ 나아가 90

㎚ 이하의 디자인 룰로 미세 선폭의 듀얼 다마신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심자외선(Deep UV), 즉 248nm 이하의 노광

광에 대해 투명한 포토레지스트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막은 건식 식각 내성이 약하여 트

렌치 형성을 위한 건식 식각시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제거되어 식각 공정 불량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일 포토

레지스트 패턴 대신 멀티 스택형 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는 갭 필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트렌치 식각을 위한 건식 식각에 대한 내성을 가

진 물질로 형성한다. 또, 상부에 형성되는 포토레지스트막의 노광시 노광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진 식각 공정시

사용되는 248nm, 193nm 또는 그 이하 파장을 가지는 노광광에 대해 불투명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로는 스핀-온 폴리머(SOP)를 사용할 수 있다. 스핀-온 폴리머의 예로는 i-라인용 포토레지스트를 들 수

있다.

스핀 코팅법 등에 의해 비아(150)를 모두 채우는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를 형성한다. 후속 식각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고려하건대,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는 층간절연막(130)과 캡핑막(140) 상에 소정 높이로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1000-10000 Å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비아 충전재(262) 상부에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을 형성한다.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은

후속의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노광 공정시 층간 절연막(130)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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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민 등의 염기성 물질이 포토레지스트막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로 형성한다. 나아가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은 노광광의 반사 방지 기능을 가지는 물질 및/또는 용해 억제제를 더 포함하는 물질로 형성한다. 따라

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은 제1 실시예에서 언급한 HSQ계 물질 또는 HSQ가 적합하다.

이후,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의 표면을 플라즈마 처리하는 단계를 더 실시할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는 O2, H2, He, NH3 , N2, Ar,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상온 내지 500℃의 온도에서

1초 내지 120초간 진행한다.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 내에 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2, H2, He, Ar 또

는 이들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282)의 표면이 치밀화된다. 플라즈마 처리 목적 중의 하나는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포토레지스트 현상액에 용

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용해 억제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플라즈마 처

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도 16을 참조하면,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 상에 반사방지막(284)을 형성한다. 반사방지막(284)은 무기 반사방지막

또는 유기 반사방지막 모두 가능하나 유기 반사방지막인 것이 제거의 용이성 관점에서 유리하다. 반사방지막(284)은 당업

자에게 공지된 248nm, 193nm 또는 그 이하 파장의 노광원을 흡수할 수 있는 반사방지물질 또는 본 출원과 공동 양도된

미국 출원 제10/400,029호에 개시되어 있는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출원은 본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된 것처럼 원

용되어 통합된다. 반사방지막(284)은 500 내지 700 Å 두께로 형성한다.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반사 방지 기능

을 가지는 물질로 형성될 경우에는 반사방지층(284)의 형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반사방지층(284) 상부에 248nm, 193nm 또는 그 이하 파장을 가지는 노광광(302)에 대해 투명한 포토레지스트

막(285)을 형성한 후, 트렌치를 정의하는 마스크(300)를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막(285)을 노광한다. 마스크(300)의 투광

영역(301)을 통과한 파장의 노광광(302)이 포토레지스트막(285)에 조사되면 포토레지스트막(285)의 노광부(285b)에 포

함되어 있는 광산발생제로부터 산(H+)이 발생한다. 이 때, 노광부(285b) 하부의 반사 방지막(284)이 포토레지스트막

(185b)을 투과한 빛이 다시 포토레지스트막(285)으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한다.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반사 방

지 기능을 가져서 반사 방지막(284)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빛의 반사를 방지할수도

있다. 노광부(285b) 내에 발생한 산(H+)에 의해 노광부(285b)를 구성하는 포토레지스트막이 현상액에 용해가능한 물질

로 가수분해된다. 노광후 베이크에 의해 산가수분해가 더 활발해진다.

노광 및 노광후 베이크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염기성 물질의 확산을 차단한다. 따라서, 비아(150) 식각시 사

용한 질소계 식각 가스 또는 비아(150)를 정의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기 위한 질소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층간 절연막에 잔류하게 된 질소, 아민등의 염기성 물질(N:)이 비아 충전재(262)를 따라 확산(점선)되어 노광부

(285b)에 도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아웃개싱된 염기성 물질에 의해 노광부(285b)에 발생한 산이 중

화되어 포토레지스트 결함이 발생되는 기작이 방지된다.

도 17을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285a)을 형성한다. 노광후 베이크된 포토레지스트막(285)을 테트라메틸 암모늄 하

이드록사이드 현상액에 담그면 노광부(285b)만 현상액에 용해되어 제거되므로 도 1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포토레

지스트 패턴(285a)이 형성된다. 이 때, 반사방지막(284)이 있으므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현상액에 노출되지

않는다.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플라즈마 처리된 경우에는 반사방지막(284)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상액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또,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용해 억제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반사방지막(284)을 형성하

지 않더라도 현상액에 의해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282)이 손상되지 않는다.

도 18을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285a)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건식 식각(307)을 진행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

(285a) 이미지가 전사된 반사방지막 패턴(284a)과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패턴(282a)를 형성한다. 건식 식각(307)은

CxFy 또는 CxHyFz 등의 주 식각가스와 Ar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의 혼합 가스 또는 여기에 O2, N2, 및 COx 로부터 선택

된 하나 이상의 가스가 더 첨가된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RIE로 진행하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도 19를 참조하면,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를 건식 식각(317)하여 충전재 패턴(262a)과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패턴

(282a)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택트렌치 형성용 마스크를 형성한다. 건식 식각(317)시 상부의 포토레지스트 패턴(285a)과

반사방지막 패턴(284a)도 함께 제거되는 것이, 후속 트렌치 형성시의 어스펙트 비를 낮추는데 유리하다. 이 때, 비아(150)

내의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도 식각되어 일부(262b)가 잔류한다. 후속의 트렌치 식각 공정을 고려하건대, 잔류하는

비아 충전재(262b)의 상부면은 트렌치의 바닥면보다 낮게 잔류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건식 식각(317)은 캡핑막(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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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절연막(130)은 식각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를 식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시한다. 예컨대,

H2, N2/H2 , NH3/H2, He/H2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를 주 가스로 사용하고 CxHyFz 가스를 보조 가스로 사용하고, O2 가

스등을 첨가하는 건식 식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도 20을 참조하면, 멀티 스택 마스크를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캡핑막(140) 및 층간 절연막(130)을 건식식각(327)하여

트렌치(290)를 형성한다. 트렌치 형성용 마스크(262a)는 건식 식각 내성이 큰 SOP 등으로 형성되므로 트렌치 형성용 마

스크(262a)는 건식식각 동안 손상되지 않고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프로파일이 양호한 트렌치(290)가 형

성될 수 있도록 한다. 건식식각(327)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패턴(282a)은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후속단계에서 트렌

치 형성용 마스크(262a) 제거 공정을 용이하게 한다. 건식 식각(327)시 이전 단계에서 잔류하던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

(262b)도 식각되어 감소된 일부(262c)가 잔류하게 된다. 이때, 식각 정지막(120)이 노출되지 않고 소량의 마스크용 비아

충전재(262c)가 트렌치(290) 하부의 비아(150) 내에 잔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식식각(327)을 실시한다. 예컨대, CxFy

가스를 주 식각 가스로 사용하고, N2 또는 Ar가스를 첨가 가스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으로 진행하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도 21은 트렌치 형성용 마스크(262a) 및 잔류하는 충전재(262c)를 제거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트렌치(290)

식각이 완료된 후, H2, N2/H2, NH3/H2, He/H2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로부터 얻어진 수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애슁 공

정으로 트렌치 형성용 마스크(262a) 및 잔류하는 충전재(262c)를 동시에 제거하여 비아(150)와 트렌치(290)로 구성된 듀

얼 다마신 배선 영역(295)를 형성한다. 애싱 공정은 층간 절연막(130)은 식각하지 않고 트렌치 형성용 마스크(262a) 및 잔

류하는 충전재(262c)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재(262c) 제거시 층간 절연막(130)도 식각되어 트렌치(290)의 임계

치수를 정확히 조절할 수 없던 종래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애싱 공정 후 유기 스트리퍼등을 사용하는 습식 식각 공정으로

애싱 공정에 의해 잔류하는 폴리머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도 22를 참고하면, 비아(150)에 노출되어 있는 식각정지막(120)을 식각하여 하부 배선(110)을 노출시켜 비아(150)와 트

렌치(290)로 구성된 듀얼 다마신 영역(295)을 완성한다. 식각정지막(120) 식각은 하부 배선(110)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식각정지막(120)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식각 조건으로 실시한다.

도 23을 참고하면, 듀얼 다마신 영역(295)에 도전막을 형성한 후, 평탄화하여 듀얼 다마신 배선(330)을 완성한다. 도전막

은 알루미늄, 텅스텐, 구리 또는 이들의 합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저저항의 관점에서는 구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또, 확산

장벽막 및 주배선막의 적층구조로 형성될 수 있으며, 당업자에게 공지된 기술들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하의 비 제한적인 실험예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실험예 1>

기판 상에 층간 절연막으로 CVD OSG(k=2.9)를 7000Å 두께로 형성한 후, 비아를 형성하고, 질소계열의 플라즈마 에슁

처리를 하여 층간 절연막내에 질소, 아민등의 염기성 물질(N:)이 잔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CVD OSG 상에 HSQ계 물질

(상기 식 1에서, R은 옥타데실, x는 0.24, y는 0.76인 물질)을 2000 Å 두께로 형성한 후, ArF용 포토레지스트를 그 위에

형성한 후, 193nm 파장의 노광원을 사용하는 노광 및 테트라메틸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 현상액을 사용한 현상을 거쳐 트

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테스트 샘플을 준비하였다.

기판 상에 층간 절연막으로 CVD OSG(k=2.9)를 7000Å 두께로 형성한 후, 질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층간 절연막내에

질소, 아민등의 염기성 물질(N:)이 잔류하도록 하고, CVD OSG 상에 MSQ를 2000 Å 두께로 형성한 후, ArF용 포토레지

스트를 그 위에 형성한 후, 193nm 파장의 노광원을 사용하는 노광 및 테트라메틸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 현상액을 사용한

현상을 거쳐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대조 샘플을 준비하였다.

테스트 샘플과 대조 샘플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테스트 샘플에서는 양호한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얻어진 반면 대조 샘플에서는 포토레지스트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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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90nm 디자인 룰로 1.1㎛2 6Tr-SRAM셀이 임베디드디고 듀얼 다마신 배선을 가지

는 로직 소자의 제조 공정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적용하여 듀얼 다마신 배선의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

을 형성한 후, 그 결과물을 SEM으로 측정한 결과가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종래와 달리 포토레지스트 손상이 전혀 발생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면 및 실시예에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가 개시되었으며, 비록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것들은

단지 일반적이고 묘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후술되는 청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본 발명의 사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듀얼 다마신 제조 방법은 층간절연막은 하이브리드형의 저유전율 물질로, 비아 충전재는 염기

성 확산 장벽 특성과 함께 반사 방지 기능을 가지는 HSQ계 물질로 형성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하부 배선을 보호하는 식각 정지막이 손상되지 않고, 사진 식각 공정시 촛점심도 마진이 향상되고,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전

기적 특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펜스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렌치의 폭도 임계 치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

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스택형 마스크를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 제조 방법은 멀티 스택형 마스크를 건

식 식각 내성이 큰 폴리머막,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 및 포토레지스트 패턴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렌치 형성시 건식 식각 내성이 향상되어 양호한 프로파일의 트렌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층간 절연막을 저유전율 물질로 형성함으로써 RC 신호지연을 방지하고 상호 간섭 및 전력 소비

의 증가를 억제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기판 상에 저유전율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절연막내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c)상기 비아를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

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는 C1-C4 치환 탄화수소

인 HSQ계 충전재로 채우는 단계;

(d)상기 비아를 매립한 상기 충전재와 상기 절연막을 일부 식각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를 형성하

는 단계;

(e)상기 비아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계; 및

(f)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

조 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유전율 층간절연막은 유전율 3.3 이하의 하이브리드형 절연막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브리드형 절연막은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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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수행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재는 포토레지스트 현상액에 대한 용해 억제제를 더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전에

상기 기판 상에 하부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하부 배선 위에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식각 정지막을 노출시키는 상기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f) 단계 전에 상기 비아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식각 정지막을 제거하여 상기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정지막은 SiC, SiN 또는 SiCN 으로 형성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 전에

상기 층간 절연막 위에 캡핑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단계는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절연막 내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캡핑막은 SiO2, SiOF, SiON, SiC, SiN 또는 SiCN 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 전에 상기 충전재 표면을 플라즈마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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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는 O2, H2, He, NH3, N2, Ar,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충전재 위에 상기 트렌치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충전재: 상기 층간 절연막의 식각비가 4:1 이하가 되도록 건식 식각하

여 상기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건식 식각은 CxFy 또는 CxHyFz 가스를 주 식각 가스로 사용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는 수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충전재: 상기 층간 절연막의 식각비가 20:1 이상이 되도록 습식 식각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 식각은 희석된 HF 용액, NH4F, HF와 탈이온수의 혼합액, 또는 디메틸아세틸아미드를 포함

하는 유기 용액을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f)단계에서 상기 배선은 구리 배선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a)기판 상에 하부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하부 배선 상에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c)상기 식각 정지막 상에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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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상기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내에 상기 식각 정지막을 노출시키는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e)상기 비아를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

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는 C1-C4 치환 탄화수소

인 HSQ계 충전재로 채우는 단계;

(f)상기 비아를 매립한 상기 충전재와 상기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을 일부 식각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

될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g)상기 비아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계; 및

(h)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배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a)기판 상에 저유전율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층간절연막내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c)상기 비아를 채우는 스핀 온 폴리머로 이루어지고 상기 층간절연막을 덮는 마스크용 충전재를 형성하는 단계;

(d)상기 충전재 상부에 HSQ 또는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는 C1-

C4 치환 탄화수소인 HSQ계 물질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형성하는 단계;

(e)상기 확산장벽막 상에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 영역을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f)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식각하여 확산 장벽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g)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층간 절연막상의 상기 충전재를 식각

하여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과 상기 충전재 패턴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택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h)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층간절연막을 일부 식각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

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i)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 및 상기 비아 내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계;

(j)상기 비아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식각 정지막을 제거하여 상기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단계; 및

(k)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저유전율 층간절연막은 유전율 3.3 이하의 하이브리드형 절연막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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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브리드형 절연막은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수행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은 포토레지스트 현상액에 대한 용해 억제제를 더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전에

상기 기판 상에 하부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하부 배선 위에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식각 정지막을 노출시키는 상기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j) 단계 전에 상기 비아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식각 정지막을 제거하여 상기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3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정지막은 SiC, SiN 또는 SiCN 으로 형성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 전에

상기 층간 절연막 위에 캡핑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단계는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절연막 내에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5 항에 있어서, 상기 캡핑막은 SiO2, SiOF, SiON, SiC, SiN 또는 SiCN 으로 형성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전에 상기 확산 장벽막 상에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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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 단계는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사방지막과 상기 확산 장벽막을 식각하여 반사방지

막 패턴과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g) 단계는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 상기 반사방지막 패턴 및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충전재를 식각하여 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시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상기 반사 방지막 패턴은 제거되고 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는

상기 확산장벽막 패턴과 상기 충전재 패턴을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CxFy 또는 CxHyFz 가스를 주 식각가스로 사용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 완료후 잔류하는 충전재의 상면이 상기 트렌치의 바닥보다 낮도록 잔류시키는 듀얼 다마

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시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도 제거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H2, N2/H2, NH3/H2 , He/H2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를 주 가스로 사용하고 CxHyFz 가

스를 보조 가스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에 의해 진행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시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도 식각되어 제거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는 CxFy 가스를 주 식각 가스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에 의해 진행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i) 단계는 수소계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단계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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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j) 단계 전에 상기 트렌치가 형성된 기판을 습식 식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j)단계에서 상기 배선은 구리 배선인 듀얼 다마신 배선의 제조 방법.

청구항 38.

(a)기판 상에 하부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b)상기 하부 배선 상에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c)상기 식각 정지막 상에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을 형성하는 단계;

(d)상기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내에 상기 식각 정지막을 노출시키는 비아를 형성하는 단계;

(e)상기 비아를 채우는 스핀 온 폴리머로 이루어지고 상기 유기 실리케이트 글래스막을 덮는 마스크용 충전재를 형성하는

단계;

(f) 상기 충전재 상부에 HSQ 또는 (RSiO3/2)x(HSiO3/2)y로 표시되고, x+y=1 이고 0<x<y<1을 만족시키고, R은 C4-C24

알킬, C4-C24 알케닐, C4-C24 알콕시, C8-C24 알켄옥시, C4-C24 치환 탄화수소, C1-C4 비치환 탄화수소 또는 C1-

C4 치환 탄화수소인 HSQ계 물질로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형성하는 단계;

(g)상기 확산장벽막 상에 배선이 형성될 트렌치 영역을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h)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염기성 물질 확산 장벽막을 식각하여 확산 장벽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i)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층간 절연막상의 충전재를 식각하여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과 상기 충전재 패턴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택 마스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도

제거하는 단계; 및

(j)상기 멀티 스택 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하여 상기 층간절연막을 일부 식각하여 상기 비아와 연결되고 배선이 형성될 트

렌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확산 장벽막 패턴도 제거하는 단계;

(k)상기 충전재 패턴과 상기 비아 내에 잔류하는 상기 충전재를 제거하는 단계;

(l)상기 결과물을 습식 식각하여 잔류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

(m)상기 비아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식각 정지막을 제거하여 상기 하부 배선을 노출시키는 단계; 및

(n)상기 트렌치 및 상기 비아를 배선 물질로 채워서 듀얼 다마신 배선을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듀얼 다마신 배선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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