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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표면에 요철(凹凸)이 있는 산화 절연막을 연마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 요

(凹)부 내에 절연막을 매립할 때의 생산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그 연마면의 평탄성을 향상시킨다.

반도체 기판(21) 상에 개구부를 갖는 연마 정지막(26)을 형성하고, 개구부를 통해서 반도체 기판(21)을 에칭하여 홈

(23a∼23d)을 형성하고, 홈(23a∼23d)의 내부와 반도체 기판(21) 상에 절연막(27)을 형성하는 공정과, 제1 연마 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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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연막(27)의 연마면에 공급함과 동시에, 제1 경도의 연마 표면을 갖는 제1 연마포(102)를 사용하여 산화 절연막을 연

마하고, 계속해서 제2 연마 슬러리를 절연막(27)의 연마면에 공급함과 동시에, 제1 경도보다도 연한 제2 경도를 갖는 제2

연마포(101)를 사용하여 연마 정지막(26)이 노출할 때까지 산화 절연막(27)의 연마면을 연마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연마, 정지막, 반도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도1c는 종래의 얕은 홈 분리부(shallow trench isolation)의 형성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1).

도2a, b는 종래의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공정(27)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2).

도3a, b는 종래의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3).

도4는 도1∼도3의 공정에 따라서 STI의 형성을 행하는 공정에서 절연막 표면의 요철(凹凸)의 에칭량의 변동량을 웨이퍼

면 내에서 본 도면.

도5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하는 연마 장치의 일례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5b는 그 평면도.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연마포(IC-1000)의 압축 가중과 압축 변형량의 관계를 조

사한 그래프.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연마포(Suba400)의 압축 가중과 압축 변형량의 관계를 조

사한 그래프.

도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는 플로우 차트.

도9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1).

도10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그 2).

도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공정에서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2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 전의 상태를 단차 측정

기로 측정한 측정도(그 1).

도13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 전의 상태를 단차 측정

기로 측정한 측정도(그 2).

도1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

화막의 표면의 단차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그 1).

도1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

화막의 표면의 단차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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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소정 장

소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16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에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제2 단계의 연마 후의 소정 장소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1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시의 제1 단계의 연마에서 슬러리를 바꾼 경우의 연마후의 실

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1).

도1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시의 제1 단계의 연마에서 슬러리를 바꾼 경우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2).

도19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l 단계의 연마 시에 사용하는 슬러리에 KOH를 함유시킨 것을 사용한 경우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19b는 제1 단계의 연마 종료의 실리콘 산화막에 대해서 다시

제2 단계의 연마를 한 후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20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슬러리에 제1 분산제를 함유시킨 경우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1).

도21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슬러리에 제1 분산제를 함유시킨 경우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2).

도22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슬러리에 제2 분산제를 함유시킨 경우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1).

도23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슬러리에 제2 분산제를 함유시킨 경우의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단차를 나타내는 도면(그 2).

도2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분산제·순수(純水)의 혼합비와 연마율의 관계를 나타내

는 도면.

도2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분산제·순수의 혼합비와 SiO2·Si3N4 연마 선택비와의 관

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26a, 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2 단계 연마가 이루어진 매립 절연막의 디싱량을 조사하기 위한 시료의 단면도, 도

26b는 그 시료의 평면도.

도27a∼c는 도26a에 나타낸 시료의 홈으로의 절연막의 매립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28은 도27a∼c의 공정에 의해 홈에 매립된 절연막에서 발생하는 디싱량과 그 홈의 면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2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평면도.

도30은 도29에 나타낸 반도체 웨이퍼 상에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의 표면의 초기 상태와, 그 표면의 선택 연마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31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凹凸이 완만하게 변화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선택 연마 후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32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凹凸이 약간 변화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선택연마 후의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33은 TEG 패턴이 형성되는 반도체 웨이퍼의 평면도.

도34는 반도체 웨이퍼에 형성되는 TEG 패턴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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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는 제1 실시예의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홈 상에서 연마된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36은 제1 실시예의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홈 상에서 연마된 실리콘 산화막의 제2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37a, 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연마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3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해 연마된 홈 상의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3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해 연마된 홈 상의 실리콘 산화막의 제2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40a∼c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연마 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4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해 연마된 홈 상의 실리콘 산화막의 제1 막두께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

도42a∼b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절연막의 연마를 나타내는 도면.

도43a∼f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서 정렬 마크(alignment mark)의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

면도.

도4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 중의 정렬 마크의 제조 공정에서 제1 단계의 연마 조건을 바꾼

실리콘 산화막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45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의해 형성한 정렬 마크의 배치의 일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46a, b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의해 형성한 정렬 마크의 스테퍼에 의한 보정량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47a, b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의해 형성한 정렬 마크의 형성 영역을 나타내는 평면도와 그 단면도.

도48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의해 형성한 복수의 정렬 마크의 단차 측정개소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49a∼c는 도48에 나타낸 측정 개소 중의 TOP, RlGHT, BOTTOM 영역의 정렬 마크의 단차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단

차도.

도50a, b는 도32에 나타낸 측정 개소 중의 LEFT, CENTER 영역의 정렬 마크의 단차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단차도.

[부호의 설명]

21 실리콘 기판(반도체 기판),

22a 넓은 폭의 소자 영역,

22b 중간 폭의 소자 영역,

22c 좁은 폭의 소자 영역,

23a,23d 넓은 폭의 홈(凹부),

23b 중간 폭의 홈(凹부),

23c 좁은 폭의 홈(凹부),

24,25 실리콘 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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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리콘 질화막(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기층 절연막),

27 실리콘 산화막(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매립 절연막),

31 연마판,

32 기판 지지구,

33 피연마 기판,

41 실리콘 기판,

42 배선,

43 층간 절연막,

45 위치 맞춤용 홈,

46 철(凸)부(정렬 마크),

101 기대,

102 연마포,

103,106 지지축,

104 지지대,

105 지지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절연막의 연마 공정이나 얕은 홈 분리부(STI)를 형

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년의 반도체 장치에서는, 미세화의 진전에, 따라, 종래부터 사용해 온 LOCOS(Local oxidation of silicon)법을 사용한

소자 분리 방법으로는 소자 간을 정밀하게 잘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때문에 LOCOS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자 분리 방법으로서 얕은 홈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목되어 이미 사용 단계에 있

다.

도1∼도3은 종래의 얕은 홈의 형성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우선, 도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1)의 표면에 산화막(5)과 질화막(6)을 이 순서로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법에 의해 소자 분리 영역이 되는 영역의 질화막(5) 및 산화막(6)을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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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화막(6) 및 산화막(5)을 마스크로 하여 실리콘 기판(1)을 에칭에 의해 제거하여 여러

가지 폭을 갖는 제1 홈(3a)∼제 4홈(3d)을 얕게 형성한다. 이 때, 홈에 의해서 실리콘 기판(1)이 구획되는 것으로, 좁은 면

적의 제1 홈(3c)에 의해서 구획된 영역은 좁은 면적의 철(凸)부 상의 제1 소자 영역(2c)이 되고, 중간 폭의 홈(3b)에 의해

서 구획된 영역은 중간 면적의 제2 소자영역(2b)이 되고, 넓은 폭의 홈(3a,3d)에 의해 구획된 영역은 넓은 면적의 제3 소

자 영역(2a)이 된다.

이어서, 도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막두께가 제1∼제3 홈(3a∼3d)의 깊이보다도 두꺼운 실리콘 산화막(7)을 실리콘 기판

(1) 상에 형성하여 제1 홈(3a)∼제4 홈(3d)을 매립한다. 이 경우, 폭이 좁은 제4 홈(3d) 내에 실리콘 산화막(7)을 치밀하게

매립하는 조건으로 실리콘 산화막(7)을 형성하면,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는 넓은 폭의 제1 소자 영역(2a) 상에서 가장

두꺼워지는 한편, 좁은 폭의 제3 소자 영역(2c) 상에서 가장 얇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폭이 넓은 제1 , 제2 홈(3a,3b)

의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t1, t2)보다도 폭이 좁은 제3 홈(3b)이 모여 있는 영역의 막두께(t3)가 두텁게 된다.

다음에 도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면에 포토레지스트(8)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포토레지스트(8)를 노광, 현상하여 포토

레지스트(8)에 창(9a, 9b)을 형성한다. 이들 창(9a, 9b)의 형성 위치는 폭이 넓은 제1 소자 영역(2a) 및 중간 폭의 제2 소

자 영역(2b)의 상방의 위치이다.

계속해서 창(9a, 9b)을 통해서 실리콘 산화막(7)을 에칭한다. 이 경우의 실리콘 산화막(7)의 에칭 깊이는 질화막(6)을 노

출시키지 않는 정도로 얕게 하여도 좋다.

이어서,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8)을 제거한 후에,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산화막(7)의 표면을 연

마한다. 이 경우, 제1의 소자 영역(2a)과 제2 소자 영역(2b) 상의 실리콘 산화막(7)의 연마는 용이하게 진행하고, 질화막

(6)에서 연마가 실질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의해, 제1∼제4 홈(3a∼3d) 내에 실리콘 산화막(7)이 매립되고, 제1∼제3 소

자 영역(2a∼2c)에서는 실리콘 산화막(7)이 제거된 상태가 된다.

실리콘 산화막(7)이 매립된 제l∼제4 홈(3a∼3d)은 얕은 홈이 되어 제1∼제3소자 영역(2a∼2c)을 분리해진다.

이상과 같은 공정에서, 제1 소자 영역(2a) 및 제2 소자 영역(2b) 상의 실리콘 산화막(7)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은 실리콘 산

화막(7) 중 막두께가 두꺼운 부분에서의 연마를 촉진하여 실리콘 산화막(7)의 연마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넓은 폭의 제1 소자 영역(2a) 및 중간 폭의 제2 소자 영역(2b)에 실리콘 산화막(7)을 두텁게 남기면, 그 영역의 연마 저항

이 커져서 균일한 연마가 얻어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상기한 얕은 홈의 작성 방법에 의하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에칭 공정과 연마 공정과 같은 복수의 상이한 공정

이 필요하게 되므로 반도체 장치의 제조의 공정이 증가해진다.

또,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에칭 후에, 제1 및 제2 소자 영역(2a,2b) 상에 실리콘 산화막(7)이

남거나, 제1 및 제2 소자 영역(2a,2b) 상에 남은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에 변동이 생기므로 상기한 방법으로서는 실리

콘 산화막(7)의 막두께의 변동을 해소할 수 없다.

그리고, 실리콘 산화막(7)이 균일하여도, 예컨대 25매의 반도체 웨이퍼의 STI를 형성하면, 도4에 나타낸 것 같은 에칭량의

변동이 생겨서 반도체 웨이퍼 상에 남은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가 불균일하게 되기 쉽다.

소자 영역(2a∼2c) 상의 각각의 실리콘 산화막(7)의 막두께가 불균일하게 되는 경우에 소자 영역(2a∼2c)에서 실리콘 산

화막(7)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연마하면, 제1∼제4 홈(3a∼3d) 내에서도 연마가 진행하여 그 안의 실리콘 산화막(7)의

평면이 만곡하여 접시 형상(디싱)이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얕은 홈 형성의 생산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홈 내에 매립된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에 의한 평탄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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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한 과제는 반도체 기판의 주면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제1 경도를 갖는 제1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

연막의 일부를 연마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의 연마 후에, 상기 제1 경도보다도 연한 제2 경도를

갖는 제2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해

결된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의 제1 영역에 연마 정지막을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연마 정지막으로 피복되지 않은 제2 영역에 홈을 형성하는 공정을 가지며,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

기 절연막의 연마는 상기 연마 정지막이 노출할 때까지 계속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예를 들어 실리콘 산화막이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연마포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연마할 때에는, 제1 슬러리가 상기 절연막 상

에 공급되고,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을 연마할 때에는, 제2 슬러리가 상기 절연막 상에 공급되도록 하여도 좋

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슬러리와 상기 제2 슬러리는 함유 물질이 같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슬러리는 아민계의 분산제 중에 실리카계 물질 또는 산화 세륨으로 되는

연마 입자를 함유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슬러리는 OH 기를 갖는 분산제 중에 실리카계 물질 또는 산화 세륨으로 되

는 연마 입자를 함유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OH 기를 갖는 분산제는 KOH 또는 NH4OH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연마포는 압축 가중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cm2/g 이하인 것이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홈을 제외한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면의 면적은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상면

전체의 면적의 7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것이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법 또는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법에 의해서 형

성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성장법에 의한 성막과 스퍼터 에칭을 반복함으로

써 성막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의 연마 후에, 상기 연마 정지막을 제거함으로

써, 상기 홈 내에 충전된 상기 절연막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면으로부터 돌출시켜서 凸부를 형성하는 공정을 갖도록 하

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凸부는 노광 위치의 위치 맞춤 마크로서 사용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기층 절연막을 개재하여 배선

을 형성하는 공정을 갖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며, 상기 연마 정지

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화막으로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연마 정지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간에 초기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갖도

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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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실리콘 기판이며, 상기 연마 정지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

리콘 산화막이며, 상기 연마 정지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화막이며, 상기 초기 산화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 표

면에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며,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을 연마한 후의 상태에서는 상기 홈에 매립된 상기

절연막의 막두께 값은 상기 홈의 바닥으로부터 상기 연마 정지막의 최상면까지의 높이 값의 1∼2배의 범위에 존재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보다도 연마 속도가 느린 연마용 피복막을 상기 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공정을 더 갖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막이고, 상기 연마용 피복막은 실리콘 질화막이도록 하여

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은 30nm∼150nm의 막두께로 형성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실리콘 기판이며, 상기 연마 정지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

리콘 산화막이며, 상기 연마 정지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화막이며,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을

연마한 후의 상태에서는 상기 홈에 매립된 상기 절연막의 막두께 값이 상기 홈의 바닥으로부터 상기 연마 정지막의 최상면

까지의 높이 값의 1∼2배의 범위에 있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홈 중에는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부를 돌출시켜 이루어진 미소 凸부를 갖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의 연마 전에, 상기 제1 영역 상에 존재하는 상

기 절연막의 일부를 에칭에 의해 제거하는 공정을 더 갖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의 에칭 전 또는 후에,는, 상기 절연막보다도 연마 속도가 느린 재료로

되는 연마용 피복막을 상기 절연막 상에 형성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2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하는 공정에서는, 상기 절연막의 연

마로부터 상기 연마 정지막의 연마로 바뀔 때의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연마 토크의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에 의해 연마

종료점을 검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2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하는 공정에서는 상기 절연막으로

향하여 파장 100nm∼1000nm의 단일 파장의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상기 절연막의 연마로부터 상기 연마 정지막의 연마

로 바뀔 때의 상기 레이저광의 반사 강도의 변화점을 검출하는 방법에 의해 연마 종료점을 검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1× 104N/m2∼1 × 1010 N/m2의 영률을 갖는 탄성체가 하부에

형성된 연마 헤드의 밑에 부착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면의 凹凸의 단차는 20mm 사방의 임의의 영역에서

200nm 미만이고, 또 5mm 사방의 임의의 영역에서 50nm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2) 상기한 과제는 표면에 돌출부가 있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의 상기 돌출부의 돌출량을 감소시켜 상

기 절연막을 평탄화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凹凸이 있는 기층막은 절연막 상에 배선이 형성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다음에 상기한 발명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반도체 기판에 형성한 홈 내에 절연막을 충전할 때에, 연마포를 바꾸는 2 단계의 연마에 의해서 반도

체 기판 상의 절연막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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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제1 단계의 연마에 의해서 절연막의 凸부의 체적을 감소시키고, 그 후의 제2 단계의 연마에 의한 평탄화가 촉

진된다.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의 연마에서는, 연마포로서 압축 가중(g/cm2)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cm2/g) 이하

의 경도의 단단한 연마 표면을 갖는 연마포를 사용하고, 연마제로서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절연막의 연마 속도가

200nm/분 이하와 같이 작은 제1 연마 속도가 될 수 있는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피연마 기판의 표면의 凹凸차가 작아진 시점에서 연마 속도가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연마를 종료한다.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절연막의 연마 속도가 제1 연마 속도보다도 큰 제2 연마 속도가 될 수 있는 연마제를 사용하

고, 또한 제1 연마포에 비해 부드러운 연마포를 사용한다. 그리고, 연마 대상물의 연마포에 대한 압축력을 작게 하여 연마

포의 표면 추종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연마포를 고속 회전시켜서 선속도를 올려 연마를 한다.

여기서, 연마포의 표면추종성이란, 피연마 기판의 피연마면에 凹凸이 존재하고, 또한 연마포가 비교적 부드러운 경우, 연

마 중에 피연마면의 凹凸에 따라서 연마포의 표면이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 연마 속도가 커질 수 있는 연마제를 사용하고, 또한 비교적 부드러운 연마포를 사용하는 것은

표면을 평탄화하기 위해서이다.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연마 정지막이 나타나고, 연마면이 평탄해진 시점에서 연마가 끝난

다. 이에 의해, 반도체 기판의 홈이 절연막에 의해 매립되어 평탄화한 기판 표면이 얻어진다.

이에 비하여, 종래의 기술, 즉 제1 단계의 연마를 생략하고 제2 단계의 연마와 같은 조건만으로 연마를 행한 경우에는, 연

마는 피연마 기판의 패턴의 소밀(疎密)의 영향을 받아 미세한 凸부 영역의 연마의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절연막이 충전된 홈은 소자 분리로서 적용하여도 좋고, 혹은 홈으로부터 돌출한 절연막의 凸부, 또는 그 凸부에 둘러

싸인 요(凹)부를 정렬 마크로 하여 적용하여도 좋다.

그런데, 층간 절연막의 표면에 凹凸이 생기는 경우에 특정한 슬러리를 사용하여 특정한 경도의 연마포에 의해서 층간 절연

막을 연마하면, 종래의 연마 방법에 비해 그 평탄성은 개선된다. 그 슬러리로서는 OH 기를 갖는 분산제 중에 실리카계 물

질 또는 산화 세륨으로 되는 연마 입자를 함유하는 것이 있다. 또 연마포로서는 압축 가중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1㎛·cm2/g 이하인 경도의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피연마 기판과 연마포의 상대 선속도는 40nm/분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우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되는 연마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에, 연마 장치를 사용한 연마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다.

연마 장치

도5a, 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되는 연마 장치에 대해서 나타내는 측면도이고, 도5a는 그 측면도, 도5b는 그 평면도이

다.

연마 장치는 연마판(31)과 그 위에 배치되는 기판 지지구(32)를 갖고 있다.

연마판(31)은 기대(101)와 그 평면에 접착되는 연마포(102)를 가지며, 또한 그 하면의 중심에는 회전 가능한 지지축(103)

이 고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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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101)는 예컨대 알루마이트로 피복된 알루미늄판이나 열변형이 작은 대리석, 화강석 등의 석판으로 구성된다.

연마포(102)로서 제1 연마 공정에서는 대히 단단한 것을 사용하고, 제2 연마공정에서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단단한 연

마포로는, 예컨대 두께 1270㎛의 발포성 폴리우레탄으로 된 로델(Rodel)사제의 상품명 IC-1000이 있고, 또한 부드러운

연마포로는, 예컨대 로델사제의 부직포 구조의 상품명 Suba400이 있다.

연마포(102)로는 나선 형상의 홈(K 구룹) 또는 종횡이 격자 형상의 홈, 또는 다수의 구멍 등이 연마면에 형성된 것을 사용

한다.

기판 지지구(32)는 지지대(104)와 지지링(105)을 갖고 있다.

기판 지지구(32)의 지지대(104)는 그 하면에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피연마 기판(연마 대상물)(33)이 부착되고, 또 그 평면

의 중앙에는 회전 가능한 지지축(106)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지대(104)에는 내려 누르는 방향으로 압축력 P가 가해

지고, 이에 의해서 피연마 기판(33) 전체를 연마포(102)에 압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지대(104)에는 지지대(104)를 관

통하는 다수의 작은 구멍(도시하지 않음)이 형성되어 있고, 작은 구멍에 질소 등 가스를 외부로부터 분사하여 피연마 기판

(33)에 분출함으로써 피연마 기판(33)에 대한 압축력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것도 있다. 이 압축력은 연마제

와 함께 연마 대상물의 연마 속도를 좌우한다.

기판 지지구(32)의 지지링(105)은 지지대(104)의 하면에 있는 피연마 기판(33)의 가로 방향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

치되어 있는 것이다. 또 지지링은 지지대(104) 하측에 피연마 기판(33)을 부착한 상태에서 피연마 기판(33)의 하면으로부

터의 피연마 기판(33)의 돌출량과 같은 정도의 돌출량이 되도록 지지대(104)의 주연부에 부착된다. 지지링(105)은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고정식의 것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정식의 것이 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좋다.

연마 장치는 그 제조원의 차이에 의해서 기판 지지구(32)의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연마 기판을 압축하는 힘에

대한 호칭법이 다르다. 연마 장치로는, 예컨대 스트라스파사의 상품명 6DP-SP나 상품명 6ED에서는 웨이퍼를 부착한 판

이 웨이퍼를 하방으로 누르는 힘을 하력(down force)이라 하고, 웨이퍼를 부착한 판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가 웨이퍼를 누르는 힘을 배압(back pressure)이라고 한다.

연마 장치 MlRRA3400(상품명)의 경우, 지지대(104)의 지지면의 박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박막압력이라 하고, 지지대

(104)의 뒷편을 고무 튜브에 의해 가하는 압력을 내부 튜브압력이라고 한다.

또한, 압축력과는 다르지만, 지지대(104) 상에 돌출하는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지링(105)에 가하는 압력인 지지링 압

력도 규정하는 일이 있다. 연마 속도에 다소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 연마 도중에는 연마면에 연마제가 공급된다. 연마제로는, 분산제 또는 연마 촉진제에 연마 입자를 분산시킨 것을 사용

한다. 분산제 또는 연마 촉진제로는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로옥사이드(TMAH:(CH3)4NOH) 아민계 재료와 같은 유기

물, 또는 KOH, NH4OH 등의 무기물을 사용한다. 연마 입자로는, 콜로이달실리카 퓸드실리카(fumed silica)와 같은 실리

카 또는 산화 세륨(CeO2)을 사용한다.

다음에 도5에 나타내는 연마 장치를 사용하여 피연마 기판(33)을 연마하는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기판 지지구(32)의 지지대(104)의 하면에 피연마 기판(33)을 부착한다.

다음에 기판 지지구(32)를 내리고 피연마 기판(33)의 피연마면을 연마포(102)의 표면에 접촉시킨다. 그리고, 연마판(31)

과 기판 지지구(32)를 다 같이 지지축(106)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회전시키고, 또한 연마판(31) 상에서 기판 지지구(32)를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왕복 이동 시킨다. 이 왕복 동작을 이하 진동이라고 한다.

이 경우, 2개의 지지축(103,106)의 구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지지대(104)와 기대(101)의 상대 속도를 소정의 값으로 설정

함과 동시에, 진동의 속도를 소정의 값으로 설정하여 피연마 기판(33)을 연마한다.

이와 같은 회전 동작과 진동에 의해서 피연마 기판(33)의 연마가 진행하지만, 본 실시예로서는 연마의 최초에서 최후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마하는 것은 아니라, 연마 조건을 바꾸어 2 단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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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 단계의 연마 조건으로는, 연마제, 연마포 또는 회전 속도 중의 적어도 1개의 조건을 다르게 한다. 연마제에 대해서는

상기한 재료로부터 선택한다. 연마포에 대해서는 제1 단계에서 사용하는 연마포로는 제2 단계에서 사용하는 연마포보다

도 단단한 것을 선택한다.

예컨대 제1 연마 공정에서는 도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마포(103)로서 압축가중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cm2/

g 이하의 단단한 연마 표면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로델사의 상품명 IC-1000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연마포(103)가 단일 재료에 의해 형성된 단층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그 연마포의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 중의 영

률이 106∼109N/㎡ 정도, 바람직하게는 1×107N/㎡∼106∼5×108N/㎡인 소자로 성형된 연마포를 사용한다.

한편, 연마포(103)인 상품명 Suba400은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은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제1 연마 공정에 사용하

는 것보다도 제2 연마 공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로델사의 연마포인 상품명 IC1400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도6 및 도7의 종축은 선형 눈금으로 표시한 압축 변형량을 나타내고, 횡축은 선형 눈금으로 표시한 압축 가중을 나타

낸다.

다음에 연마 장치의 피연마 기판(33) 표면의 복수 점의 선속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피연마 기판(33)의 소정 부분에서의 선속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아래의 식에서, 도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마판(31)의 반경을 L0로 하고, 연마판(31)의 중심 및 기판 지지구(32)의 중심에서 각각 피연마 기판(33) 상의 임의의 점

(x, y)에 이르는 거리를 L1, L2로 한다. 또, 연마판(31)의 중심 및 기판 지지구(32)의 중심과 점(x, y)을 잇는 2개의 직선과

X 축이 이루는 내각의 각도를 각각 θ, φ으로 한다. 그리고, 기판 지지구(32)의 중심이 진동하는 범위를 연마판(31)의 중심

에서 X축 방향으로 소정의 거리(10) 내로 한다.

또, 연마판(31) 및 기판 지지구(32)는 각각 지지축(103,106)을 중심으로하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들의 각속도를 각

각 ω 1 및 ω 2로 한다.

이 경우, 임의의 점(x, y)에서, 플라텐에 의한 선속도, 헤드에 의한 선속도 및 헤드의 진동 성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 연마판(31)에 의한 선속도(vpx, vpy)는 다음 식(1), (2)로 나타낸다.

[수학식 1]

Vpx = - L1ω1sinθ = -L1ω1Y/L1Y= -ω1Y

[수학식 2]

Vpy = -L1ω1cos6 = -L1ω1(L0-l0sinω 1t-X)/L1

= -ω1(L0-10sinω3t- X)

② 기판 지지구(32)에 의한 선속도(vhx, vhy)는 다음 식(3), (4)로 나타낸다.

[수학식 3]

Vhx = -L2ω2sinφ = -L2ω2Y/L2Y = -ω2Y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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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y = -L2ω2cosφ = L2ω2X/L2 = ω2X

③ 기판 지지구(32)의 진동 f1은 다음 식(5)으로 표시된다. 다만, 헤드의 진동이 각속도 ω3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것으로

한다.

[수학식 5]

L0-10sinω3t

또한, 진동의 미분치 f1'는 시간의 함수로서 기판 지지구(32)의 X축 방향의 선속도에 영향을 주며, 다음 식(6)으로 표시된

다.

[수학식 6]

d(L0-10sinω3t)/dt = 10ω3cosω3t

이상으로부터, 피연마 기판(33) 표면의 임의의 점(x, y)의 선속도는 ①∼③을 합성하여 식(7),(8)로 표시된다. 단지, 연마

판(31)과 기판 지지구(32)의 회전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수학식 7]

Vx = Vpx-Vhx-10ω3cosω3t

=(ω2-ω1)Y-10ω3cosω3t

[수학식 8]

Vy = Vpy-Vhy

= -ω1(L0-10sinω3t)-(ω2-ω1)X

상기한 식을 각 사의 연마 장치에 적용한 경우의 선속도를 이하의 조건 하에서 상기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1에

나타낸다. 표1의 계산에서는 각 사의 연마 장치의 회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하였다. 단지, 표1 중의 측정점 A∼E

는 도5b에 나타낸 피연마 기판의 중앙의 점을 A로 하고, 좌우의 점을 B, C로 하고, 상하의 점을 D, E로 하였다. 또, 표1을

구할 때에 진동 성분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연마 장치 6DP-SP

L0 = 17.5cm

◆ 제1 단계의 연마

기판 지지구의 회전수 = 45rpm

연마판의 회전수 = 45rpm

ω1 = 90π rad/min

ω2 = 90π r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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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단계의 연마

기판 지지구의 회전수 = 30rpm

연마판의 회전수 = 30rpm

ω1 = 60π rad/min

ω2 = 60π rad/min

② 연마 장치6ED

L0=24cm

◆ 제1 및 제2 연마 공정

기판 지지구의 회전수 = 40rpm

연마판의 회전수 = 33rpm

ω1 = 66π rad/min

ω2 = 80π rad/min

③ 연마 장치 MlRRA3400

L0=12.7cm

◆ 제1 및 제2 연마 공정

기판 지지구의 회전수 = 97rpm

연마판의 회전수 = 103rpm

ω1 = 206π rad/min

ω2 = 194π rad/min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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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반도체 기판에 얕은 홈 분리부을 형성하는 공정을 예로 들어 연마의 구체예를 설명한다.

도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얕은 홈 분리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내는 플로우 챠트이다. 또, 도9a∼9c,

도10a, 10b는 얕은 홈 분리부을 형성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8에서 P1으로 나타내는 SiN 막에 피복된 凹凸이 있는 기판의 형성 공정은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 도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경 8인치의 실리콘 기판(반도체 기판)(1)의 표면에 막두께 약 10nm의 산화막(25)과 막

두께 약 100∼250nm의 질화막(26)을 순서대로 형성한다. 여기서 산화막은 산화 실리콘(SiO2)이고, 질화막(26)은 질화 실

리콘(Si3N4), 질화 산화 실리콘(SiON)과 같이 질소를 성분으로 하는 기층 절연막이다. 질화 실리콘을 성장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반응 가스로서 디클로로실란(SiH2Cl2)과 암모니아(NH3)를 사용하고, 성장 온도를 800℃, 성장 분위기 압력을 약

0.2Torr로 설정하는 조건을 채용한다.

계속해서 도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자 분리 영역이 되는 영역의 질화막(26) 및 산화막(25)을 제거한 후에, 도9c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질화막(26) 및 산화막(25)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의 실리콘 기판(21)을 에칭하여 깊이가 0.2㎛∼0.5㎛ 정도

의 얕은 제1∼제4 홈(凸부)(23a∼23d)을 형성한다.

이 때, 제1∼4 홈(23a∼23d)에 의해 실리콘 기판(1)의 소자 형성 영역이 구획되고, 0.25㎛ 정도의 좁은 폭의 제1 홈(23c)

에 인접한 영역은 좁은 면적의 제1 소자 영역(22c)이 되고, 폭10㎛의 중간 폭의 홈(23b)에 인접한 영역은 중간 면적의 제2

소자 영역(22b)이 되고, 수십㎛ 이상의 넓은 폭의 홈(23a,23d)에 인접한 영역은 넓은 면적의 제3 소자 영역(2a)이 된다.

계속해서 실리콘 기판(21)의 노출면을 열산화하여 막두께 약 10nm의 실리콘 산화막(24)을 형성한다. 이에 의해서 제1∼

제4 홈(23a∼23d)에 인접하는 凸상의 소자 형성 영역이 질화막(26)으로 덮이는 기판의 형성 공정이 종료한다.

다음에 도8에 나타내는 P2의 공정으로 이행한다.

이 공정에서는 도1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ICP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법, ECR (Electron Cyclotron Resonance)법과 같

은, 소위 고밀도 플라즈마(HDP (high density plasma)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기판

(21)의 표면에 제1∼제4 홈(23a∼23d)의 깊이보다도 두꺼운 막두께, 예컨대 약 730nm 정도의 실리콘 산화막(27)을 실리

콘 기판(21)에 형성하고, 아울러 이 실리콘 산화막(27)을 제1∼제4 홈(23a∼23d) 내에 완전히 매립한다. 고밀도 플라즈마

CVD 법을 사용하여 성막하면, 폭이 좁은 제3 홈(23c) 내에 대한 실리콘 산화막(27)의 매립이 보다 완전하게 행하여진다.

이 실리콘 산화막(27)은 불순물이 도프된 PSG, BPSG, BSG와 같은 것이어도 좋다.

HDP∼CVD 법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27)을 성장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반응체임버(도시하지 않음) 내에 SiH4를 약

150sccm, 산소를 약 230sccm, 희석 가스를 약400sccm의 유량으로 도입한다.

이 실리콘 산화막의 노출면의 형상은 평탄하지 않고, 凹凸이 생기고 있다.

더구나, 제1 소자 영역(22a), 제2 소자 영역(22b)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가 두꺼워지는 한편, 좁은 면적의 제3

소자 영역(22c)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또, 좁은 제3 홈(23c)의 매립 영역의 실리콘 산화막

(27)의 막두께 t6는 제2 홈(23b) 또는 제1 홈(23a)의 매립 영역의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 t4, t5보다도 두꺼워지고 있

다. 그 두꺼워진 양은 홈(23a∼23d)의 깊이가 0.4㎛, 좁은 제3 홈(23c)의 폭이 0.25㎛ 정도인 경우에 실리콘 산화막(27)을

제1 소자 영역(22a)에서 약 730nm의 두께로 성장시키면, t6는 t4, t5보다도 약 1.l배 두꺼워진다.

이 상태의 실리콘 기판(21)을 상기한 피연마 기판(33)이라고 칭한다.

이어서, 도1의 P3으로 나타내는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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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연마포(102)로서 단단한 상품명 IC-1000을 사용한다. 또한, 연마제로서, 프지미사제의 상품

명 PLANERLlTE-6103, 캐봇트사의 상품명 SS-25, 또는 로델사제의 상품명 로델2371을 사용한다. PLANERLlTE-

6103, SS-2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수에 의해 희석한다. 연마 재료의 종류에 따른 연마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우선, 실리콘 산화막(27)을 하측으로 하여 피연마 기판(33)을 기판 지지구(32)의 하면으로 설치한 후에, 연마판(31)을 소

정의 회전수 R1로 회전시킴과 동시에, 기판 지지구(32)도 연마판(31)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소정의 회전수 R2로

회전시킨다.

계속해서 기판 지지구(32)와 연마판(31)을 근접시킴과 동시에, 유량 350cc/분으로 슬러리를 연마포(102) 상에 흘리고, 이

에 의해 연마포(102)와 피연마 기판(33) 간에 슬러리를 공급한다. 슬러리는 슬러리 공급 노즐(107)로부터 공급된다.

그리고, 기판 지지구(32)를 압축함으로써 피연마 기판(33)의 실리콘 산화막(27)과 연마포(102)를 접촉시켜 연마를 개시한

다.

이 연마 상태를 소정 시간 유지하면, 좁은 면적의 제3 소자 영역(22c) 및 중간 면적의 소자 영역(22b) 상에 돌출해 있는 실

리콘 산화막(27) 만이 단단한 연마포(102)에 의해서 주로 연마되어 실리콘 산화막(27)의 부피가 감소한다. 소정의 연마 시

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을 종료한다.

이와 같이, 단단한 연마포(102)를 사용하면, 凸부의 돌출량이 큰 부분이 선택적으로 연마 패드에 접촉하여, 凸부는 凹부에

비교하여 강하게 연마포(102)에 접촉하므로 凸부의 연마 속도가 빨라져서 선택 연마가 실현된다. 그리고, 제1 단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凸부의 평탄화에 연마가 소비된다.

또한, 제1 단계의 연마를 유효히 행하기 위해서 제1∼4 홈(23a∼23d)을 제외한 영역에 존재하는 실리콘 질화막(26)의 잔

존 영역이 웨이퍼 평면의 전면적의 10% 이상, 바람직하게는 30% 이상으로서 최대 70% 정도의 피연마 기판(33)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1의 P4로 나타내는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으로 이행한다.

이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연마포(102)로서 IC-1400을 사용하여 나머지의 실리콘 산화막(27)을 제거한다. 이 경우

에 슬러리의 재료를 바꾼다. 그 재료로는, 예컨대 KOH를 포함하는 분산제(연마 촉진제) 중에 퓸드실리카(연마 입자)를 분

산시킨 것을 사용한다. 예컨대, 캐봇트사의 SS-25(상품명)이 있으며, 이 SS-25를 순수에 의해 1:1로 희석한다.

이 슬러리를 연마포(102) 상에 유량 300cc/분으로 공급하면서, 연마판(31)을 회전수 R3 회전시킴과 동시에, 기판 지지구

(32)도 연마판(31)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수 R4 회전시킨다. 그리고, 피연마 기판(33)을 연마포(102)에 누

르면, 실리콘 산화막(27)의 연마가 개시되고, 또한 질화막(26)을 연마 종점으로 하여 연마를 종료한다. 제2 단계의 연마에

서는 부드러운 연마포(102)로 교환되므로 실리콘 산화막(27)의 凸부로의 연마포(102)에 대한 압축력이 제1 단계의 연마

보다도 작게 되어 실리콘 산화막(27)의 凸부의 연마량과 凹부의 연마량의 차가 작아진다.

그와 같은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도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넓은 면적의 제1 소자 영역(22a) 상의 실리콘 산화막

(27)도 더불어 연마되어 제거된다. 즉, 모든 소자 영역(22a∼22c)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이 연마되고 제거되어 실리콘 질

화막(26)이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연마 속도가 작아진다.

모든 질화막(26)이 나타난 시점에서 연마를 정지한다. 이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27)이 매립된 제1∼제3 홈(23a∼23d)에

의해서 소자 분리용의 얕은 홈 분리부(STI)가 형성된다. 계속해서 질화막(26)과 산화막(25)을 제거한다.

그 후에, STI에 의해서 분리된 제1∼제3 소자 영역(22a∼22c)에 DRAM, SRAM 또는 논리 회로, 그 밖의 소자를 작성한

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피연마물인 절연막으로서 HDP-CVD 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27)을 사용하고 있지

만, 성막과 스퍼터 에칭을 동시에, 또는 반복하면서 성막한 막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러한 막이면,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

로 좁은 홈 내에 대한 매립이 보다 완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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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1 단계의 연마와 제2 단계의 연마의 조건을 바꾼 경우에 연마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다.

제1 예

도10a에 나타내는 상태에서, 실리콘 산화막(27)의 연마에 사용하는 연마 장치로서 스트라버사제의 6DS-SP를 사용하여,

제1 단계의 연마와 제2 단계의 연마를 한다.

우선, 제1 단계의 연마는 연마포(102)로서 IC-1000을 사용하여 행한다. 또 슬러리로는, 아민계의 분산제(연마 촉진제) 중

에 콜로이달실리카(연마 입자)를 분산시킨 연마제(슬러리)를 사용한 것. 예컨대, 프지미사제의 상품명 PLANERLlTE-

6103을 사용한다. 그 연마포(102), 그 밖의 연마 조건을 표2에 나타낸다.

[표 2]

슬러리인 PLANERLlTE-6103는 폴리실리콘의 연마제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리콘 산화막(27)과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연마 속도는 작지만, 상기한 압축력(하력, 배압)의 조건 등에 의해서 연마 속도를 200nm/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연마 속도를 크게 하면, 기계적인 압력이 강해져서, 제1∼4 홈(23a∼23d) 상의 실리콘 산화막

(27)의 연마 속도도 커지기 때문이다.

표2에 나타내는 조건에 의해서 도10a에 나타내는 실리콘 산화막(27)을 연마하면, 면적이 큰 제1 소자 영역(22a) 상의 실

리콘 산화막(27)의 상부는 도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둥글게 되고 그 부피가 작아진다.

이와 같이, 제1 소자 영역(22a)의 실리콘 산화막(27)의 凸부만이 둥글게 되는 정도로 연마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즉, 면적이 좁은 제3 소자 영역(22c) 및 중간 면적의 제2 소자 영역(22b) 상에 돌출해 있는 실리콘 산화막(27)은 각각 기계

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질의 연마포에 의해서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또 제1 소자영역(22a) 상

의 실리콘 산화막(27)은 그 돌출량이 크므로 연마포(102)에 압축되는 힘이 강하여 그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

이상과 같이, 도10a에 있어 凸부로 되어있는 실리콘 산화막(27)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음의 제2 연마 공정에서 제1∼

제4 홈(23a∼23d)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의 과잉 연마가 억제된다.

다음에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으로 이행한다.

제2 단계의 연마로서는 연마포를 IC-1000으로부터 IC-1400로 교환함과 동시에, 상품명 SS-25를 순수로 l 대 1의 비율

로 희석한 슬러리로서 사용한다. IC-1400은 IC-1000과 같은 발포 폴리우레탄으로 성형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Suba400

과 같은 정도의 연질을 가진 소재가 형성되어 있는 2중 구조를 갖는 연마포이다.

이 제2 단계의 연마 조건을 표3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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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편, 제2 연마 공정의 연마에서는 표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축력을 작게하고, 또한 연마판(31)을 비교적 고속 회전시키

며, 그리고 피연마 기판(33) 표면의 凹凸에 대한 연마판(31) 표면의 연마포(102)의 추종성(표면의 凹凸에 대한 연마포 변

형의 추종성)을 저하시켜서 연마한다. 이에 의해, 면적이 넓은 제1 소자 영역(22a)에 남은 두꺼운 실리콘 산화막(27)의 연

마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질화막(26)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이 제거된다. 질화막(27)은 연마의 종점 검출용의

막으로서 기능한다. 이에 의해, 제1∼제4 홈(23a∼23d) 내에 매립된 실리콘 산화막(27)의 표면으로부터 질화막(26)의 표

면을 포함하는 영역이 평탄해진다.

이상과 같이,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기계적 요소가 강한 연마를 행하여 넓은 면적 또는 중간 면적의 제1 또는 제2 소

자 영역(22a,22b)에 존재하는 실리콘 산화막(27)의 부피를 감소하면, 제2 단계의 연마를 끝냈을 때에 제1∼제4 홈

(23a∼23d) 내의 실리콘 산화막(27)의 평면이 접시 형상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 즉 디싱이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더구나, 본 실시예로서는 종래 기술과 같이 레지스트를 사용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에칭하는 공정을 갖지 않으므로, 공정이

단축되어 생산량이 향상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을 개시하기 전의 실리콘 산화막(27)의 표면 단차와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을 끝

낸 상태의 피연마 기판의 표면 단차를 각각 단차 측정기(HRP)에 의해서 측정하였던 바, 도12∼도15와 같이 되었다.

도12, 도13은 초기의 실리콘 산화막(27)의 표면의 단차 형상이고, 도14, 도15는 제1 단계의 연마를 끝낸 실리콘 산화막

(27)의 표면의 단차 형상이다.

측정 영역은 DRAM을 형성하고자 하는 실리콘 기판 중, 스크라이브부분과, 주변 회로영역 내의 큰 패턴 형성 부분과, 셀부

의 주변과, 셀 내부의 4개의 영역이다.

질화막(26)이 존재하는 스크라이브부분과 주변 회로 영역 내의 큰 패턴 형성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면적이 넓으므로, 제

1 단계의 연마를 끝내면, 도12로부터 도14까지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부분 상에 남은 실리콘 산화막

(27)의 凸부는 모서리가 둥글게 된 상태가 되는 한편, 셀부의 주변과 셀 내부에서는 도13, 도15을 비교하면 실리콘 산화막

의 凸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제2 단계의 연마를 끝내면, 도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연마 기판(33)의 연마면은 평탄해진다.

제2 예

도10a에 나타내는 상태의 실리콘 산화막(27)의 연마에 사용하는 연마 장치로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사의 MlRRA3400

을 사용하여 제1 단계의 연마와 제2 단계의 연마를 행한다.

제2예에서는 연마포, 슬러리에 대해서는 제1 예와 같은 것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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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계의 연마의 조건을 표4에 나타내고, 제2 단계의 연마의 조건을 표5에 기재한다.

[표 4]

[표 5]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제1 예와 같이, 면적이 좁은 제3 소자 영역(22c)에서 돌출해 있는 실리콘 산화막(27)은 단단

한 연마포(102)와의 접촉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거되기 쉽다. 한편, 넓은 면적의 제1 소자 영역(22a) 상의 실리콘 산화막

(27)은 기계적으로 강한 한편, 연마제가 연마 대상이 되는 실리콘 산화막과 화학적으로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역

에서는 실리콘 산화막(27)이 거의 연마되지 않아, 그 상부의 모서리는 도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둥글게 된다.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의 연마에서는 연마 대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 대상물과 연마포(102)

와의 압축력을 작게 하고, 또한 기대(101)를 고속 회전시켜 연마한다. 이에 의해, 피연마 기판(33)의 피연마면에 의한 연마

포(102)의 표면 추종성을 저하시켜서, 넓은 면적의 제1 소자 영역(22a)에 남은 두꺼운 실리콘 산화막(27)을 연마하고, 또

한 제1 ∼제4 홈(23a∼23d)에 실리콘 산화막(27)이 매립되어 평탄화한 면을 얻을 수 있다.

제2 실시예에 의하면, 단일의 연마 공정만으로 간편하게 피연마 기판의 凸부 내에 실리콘 산화막(27)을 매립하고, 또한 피

연마 기판(33)의 표면을 평탄화하는 것이 가능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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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단계의 연마를 끝낸 상태에서, 제1 소자 영역(22a)의 실리콘 기판(21) 상에 존재하는

모든 막의 두께 t10과, 제1 홈(23a)중의 실리콘 기판(21)의 평면으로부터 돌출하고 있는 두께 t11을 조사한다. 또, 이하에

서는 두께 t10을 소자 영역에서의 막두께, t11을 돌출량이라고 한다.

우선, 상기한 제1 단계의 연마 후에,는 t10과 t11이 어떻게 분포하고, 또한 제2 단계의 연마 후에,는 t10, t11이 어떻게 분포

하는가를 조사하였던 바, 도16a, b와 같이 되었다.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막두께를 나타내는 도16a에서는, 제1 단계의 연마 후의 t10과 t11에는 약 6000nm의 막두께 차가 있

었다. 이에 비하여, 제2 단계의 연마 후의 막두께를 나타내는 도16b에서는, t10과 t11에는 약 80nm의 막두께 차로 되어 있

어서 상당히 평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 예

도10a에 나타내는 상태에서, 실리콘 산화막(27)의 연마에 사용하는 연마 장치로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사의

MlRRA3400을 사용하여, 제1 단계의 연마와 제2 단계의 연마를 행한다.

제3예에서는 제1 단계의 연마 시의 슬러리를 제외하고 연마 조건을 제2 예와 같게 하였다. 본 예에서는 제1 단계의 연마에

사용하는 슬러리로서, 분산제가 되는 KOH를 함유하고있는 상품명 SS-25를 순수로 희석한 것을 사용했다. 이 경우, SS-

25의 양을 1로 한 경우에 순수의 양을 2.5로 하였다. 또 슬러리에 함유되는 연마 입자로서, 실리카 또는 산화 세륨(CeO2)

을 포함하는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분산제로서 NH4OH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제1 단계의 연마의 조건을 표6에 나타내고, 제2 단계의 연마의 조건을 표7에 기재한다. 또, 피연마 기판(33)과 기대(101)

의 상대 선속도를 40m/min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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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조건으로 제1 단계의 연마를 하였던 바, 도12, 도13으로 나타낸 실리콘 산화막(27)의 초기 상태의 표면의 凹凸은

도17, 도18과 같이 되고, 면적이 큰 스크라이브부에서는 도1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예 및 제2 예에서 나타내는 경우에

비하여,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 밖의 영역에서도 도17b, 도18a, 도1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

리콘 산화막(27)은 거의 평탄하게 되었다.

이 제1 단계의 연마의 조건에 의해서 연마된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의 분포를 조사하였던 바, 도1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고, 막두께 t10과 막두께 t11의 막두께 차는 수십 nm로 지극히 평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리콘 산화막(27)을 더욱 평탄화하기 위한 제2 단계의 연마에서는, 그 연마량이 근소하고 연마 시간이 짧아도 되

므로 생산량이 더욱 향상한다. 그 제2 단계의 연마를 끝낸 상태에서의 실리콘 산화막(27)의 막두께의 분포를 조사하였던

바, 도1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고, 막두께 t10과 막두께 t11의 막두께 차는 더 작아져서 실리콘 산화막(27)의 평면의 평

탄성이 더욱 양호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1 단계의 연마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27)의 평탄성이 극히 개선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추측된다.

우선, 순수에 의해서 l/2.5배의 농도로 희석된 슬러리에 의한 연마는 기계적 요소 이외에 화학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생각

된다.

실리콘 산화막(SiO2)는 수 중에서 다음 식(1)과 같은 평형 반응을 나타낸다.

SiO2+ H2O ⇔ Si(OH)4 (1)

그 수 중에 KOH를 첨가하면, K이온의 촉매 작용에 의해 반응이 식(1)의 우측으로 진행하기 쉽다. 이는 SiO2 로부터 Si

(OH)4로 변하는 사이에 KSi(OH)3등의 중간체가 생겨서, 식(1)의 우측으로의 반응을 보다 원만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마제는 그 반응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연마한다.

그 물에 KOH 뿐만 아니라 아민계 분산제(예를 들어 TMAH(테트라메틸 암모늄하이드로옥사이드)를 첨가하면, 아민계 분

산제에 의해 KOH의 이온으로의 해리율이 저하한다. 이는 [H+][OH-]=10-14 =IE-14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민계의

분산제에 의해서도 OH-이온, 즉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므로 결과적으로 KOH의 해리율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아민계 분산제에 의해 형성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는 식(1)에서 촉매 작용을 나타내지만, 분자 자체가 커지면

그 크기가 실리콘 산화막의 표면 반응을 저해하기 때문에, K+이온, 즉 K 플러스 이온과 같은 강력한 촉매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나열한 TMAH에 의해 생성되는 N(CH3)4 플러스 이온에서도 K+이온, 즉 K 플러스 이온과 같은

강력한 촉매 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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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KOH와 아민계 분산제를 물에서 동시에 첨가한 경우에 화학식(1)에서 우측으로의 반응이 진행하기 어렵다. 이는

슬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KOH계 슬러리와 아민계 슬러리를 혼합함으로써 각각이 식(1)의 우측으로의 반응을 서로 저해

하기 때문에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 속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산화 세슘은 실리카와 달리, 실리콘 산화막에 대하여 환원적인 반응을 미치면서 연마를 시킨다.

이상으로부터, 연마 시의 화학적인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연마 속도의 제어나 연마 상태의 제어가 용이해진다. 예컨대, 슬

러리로서 상품명 SS-25와 상품명 PLANAERLlTE6103을 혼합한 것을 사용하면, 그 혼합비의 차이에 의해서 도20∼도2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마 상태가 다르게 된다.

도20∼도23은 DRAM의 스크라이브부, 주변 회로의 큰 패턴부, 셀부의 주변부, 셀 내부의 각각에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

(27)의 제1 단계의 연마를 행한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또 도20, 도21은 상품명 SS-25에 그 2배의 양의 상품명 PLANAERLlTE6103을 가한 슬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

22, 도23은 상품명 SS-25와 상품명 PLANAERLlTE6103을 같은 비율로 가한 슬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연마 조

건은 표6과 같게 설정하였다.

이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SS25의 비율이 많을수록, 연마량이 증가하는 외에, 연마면의 평탄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혼합비를 조정함으로써 연마 상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SS-25의 순수에 의한 희석도가 연마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다.

도24은 SS-25와 순수의 비율과 연마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관계로부터 실리콘 산화막(SiO2)에 대해서는 순

수에 의한 희석도가 커짐에 따라서, 연마 속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24의 점선은 순수에 의한 SS-25의 희

석도와 실리콘 질화막(Si3N4)의 연마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희석도는 실리콘 질화막의 연마 속도에는 거의 영

향을 미치게 하지 않으므로, 그 희석도를 바꾸는 것은 실리콘 질화막의 연마 정지 기능을 손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또한, 도24의 결과로부터 실리콘 질화막에 대한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 선택비를 구하면, 도25와 같이 된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기판의 홈 내 및 소자 영역 상에 형성된 매립 절연막을 연마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서, 경

도가 다른 연마포를 교환하는 2 단계연마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연마 공정 후에, 홈 내의 매립

절연막에 디싱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관해서 조사하여 보면, 트렌치의 폭의 차에 의하여 디싱의 발생 상황이 다르다

는 것이 실험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 실험은, 시료로서 도26a,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패턴을 갖는 TEG(test element group) 패턴을 사용하여 행하였다.

TEG 패턴을 8인치의 실리콘 기판(51)에 복수개 형성하였다. 본 TEG에는 실제 제품 레벨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본

TEG내의 단일의 최대 활성 영역의 패턴은 예를 들어 800㎛× 600㎛이다.

도26a, b에서, 실리콘 기판(51)에는 일변의 길이가 L인 정방형의 트렌치(trench)(52)가 380nm의 깊이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그 홈(52)은 폭 100∼150㎛의 凸상의 활성 영역(53)으로 둘러싸여 형성되어 있고, 홈(52)의 저면과 그 주위의 실리

콘 기판(51)의 최상면과의 단차는 380nm으로 되어 있다.

활성 영역(53)의 실리콘 기판(51)의 표면에는 SiO2로 되는 초기 산화막(54)이 10nm의 두께로 형성되고, 그리고 그 활성

영역(53) 상에는 초기 산화막(54)을 개재하여 실리콘 질화막(55)이 99nm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실리콘 질화막(55)은

연마 정지막으로서 기능한다.

또, 활성 영역(53)은 예컨대 실질적으로 소자 형성 영역 또는 스크라이브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이다.

다음에, TEG 패턴의 홈(52) 내에 매립 절연막을 충전하는 공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도2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밀도 플라즈마(HDP) CVD 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기판(51) 상에 매립 절연막으로서 실

리콘 산화막(56)을 형성하였다. 실리콘 산화막(56)은 활성 영역(53) 상에서 가장 돌출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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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리콘 산화막(56)의 막두께는 홈(52)의 깊이보다도 깊게, 예컨대 700nm으로 설정된다.

다음에, 연마 장치로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사의 상품명 MlRRA3400을 사용하여 실리콘 산화막(56)을 2 단계로 연마하

였다. 그 연마 장치는 도5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개요 구성을 갖고 있다.

MlRRA3400의 연마 장치로는 반도체 웨이퍼를 지지하는 연마 헤드와, 반도체 웨이퍼와 연마 헤드 간에 개재하는 에어백

같은 탄성체와, 연마 헤드의 밑면의 주위에 부착되는 지지링을 갖고 있다. 그 탄성체의 영률로서, 1 × 1010 N/m2 ∼ 1

×104N/m2의 범위, 바람직히는 1 × 105N/m2 ∼ 1× 107N/m2의 범위의 값을 선택한다. 그 탄성체는 반도체 웨이퍼의 피

연마면에 이러한 응력을 한결 같이 분포시키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다.

즉, 제1 단계의 연마는 도5에 나타낸 연마포(102)로서 경질의 IC-1000을 사용한다. 그 연마포(102)의 상면에는 K-홈

(groove)이라고 불리는 복수의 동심원의 트렌치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마포(102) 상에 공급되는 슬러리로서 KOH를

포함하는 상품명 SS-25를 순수로 희석한 것을 사용했다. 또, 순수는 부피로 환산하여 SS-25의 2.5배로 공급된다. 그 연마

포(102), 슬러리, 그 밖의 연마조건을 표8에 나타낸다.

[표 8]

이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은 홈(52)의 중앙에서의 실리콘 산화막(56)의 막두께가 530nm∼550nm의 두께가 된 시점에서 종

료된다. 제1 단계의 연마가 종료하면, 도2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 영역(53)에서의 실리콘 산화막(56)의 돌출부가 얇

고 둥글게 된다.

그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이어서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으로 옮긴다.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서는 연마포(102)를 딱딱한

IC-1000에서부터 부드러운 IC-1400으로 교환하여 실리콘 산화막(56)을 연마한다. 그 IC-1400의 상면에는 K-홈이 형성

되어 있다. 제2 단계의 연마에서 사용되는 슬러리는 제1 단계의 연마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한다. 그 연마포(102),

슬러리, 그 밖의 연마 조건을 표9에 나타낸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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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단계의 연마는 도27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질화막(55)이 실리콘 기판(51)의 전면으로 노출한 상태에서 종료한

다.

상기한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한 실리콘 산화막(56)의 연마량은 300nm∼380nm이고,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한

실리콘 산화막(56)의 연마량은 100nm∼200nm이 된다. 제1 및 제2 연마 공정에 의하면, 평탄면 상의 실리콘 산화막의 연

마량으로 환산하면, 약 500nm의 두께가 연마된 것으로 된다.

실리콘 산화막(56)의 연마를 종료한 후에, 홈(52)의 중앙부에서의 실리콘 산화막(56)의 최대 디싱량과 홈(52)의 넓이(저면

적)와의 관계를 측정한 바, 도28의 실선으로 나타낸 결과가 얻어졌다. 또, 도28의 횡축은 대수눈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종

축은 비례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28의 실선에 의하면, 홈(52)의 일변의 길이 L이 길어짐에 따라서, 즉, 홈(52)의 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디싱량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래와 같이 1 단계 만의 연마법에 의하면, 1mm × lmm의 크기의 홈내의 실리콘 산화막의 최대 디싱량은 300nm

이 된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의 2 단계 연마법을 사용하면, 1mm × lmm의 크기의 홈(52) 내에서의 실리콘 산화막(56)의

최대 디싱량은 약 80nm이 되어, 종래의 최대 디싱량의 1/4로 되는 것을 알았다. 그 종래의 1 단계 연마의 조건을 표10에

나타낸다.

[표 10]

이와 같이, 본 발명의 2 단계 연마법에 의하면,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해 딱딱한 연마포(102)를 사용하여 활성 영역

(53)에서의 실리콘 산화막(56)의 돌출부를 연마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 단계

의 연마 공정은 실리콘 기판(51)의 표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凹凸 등의 모홀로지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실리콘 기판

(51)의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실리콘 산화막(56)을 연마 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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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의 표면에 존재하는 凹凸은 20mm 사방의 임의의 영역에서 凹凸에 의한 단차가 200nm 미만이고, 또는 5mm

사방의 임의의 영역에서 凹凸에 의한 단차가 50nm 미만인 것은 기판면의 전체를 균일하게 연마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

하다.

그와 같은 凹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과 지지 기판 간에 상기한 탄성체를 개재시킴에 따라 기판면의 전체에 걸

쳐 균일한 연마 속도가 얻어진다.

그런데, 반도체 기판의 표면의 모홀로지의 상위가, 제1 단계의 연마(선택 연마라고도 함)공정 종료 후의 실리콘 산화막의

표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를 실험하였다.

반도체 기판으로서, 도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면에 11㎛ 두께의 실리콘막을 에피텍셜 성장한 8인치 원형의 실리콘 웨

이퍼(WI,W2)를 사용했다. 또, 도29에서, 부호 Nc는 면방위를 나타내는 노치(notch)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제1 실리콘 웨이퍼(WI)로서는 도30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凹凸이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을 사용

하고, 제2 실리콘 웨이퍼(W2)로서는 도30의 오른쪽에 나타낸 바와 같이 凹凸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 제1 및 제2 실리콘 웨이퍼(WI,W2)의 주면 상에 플라즈마 CVD 법에 의해서 1000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막

(So)을 형성한 후에, 표8에 나타낸 조건으로 실리콘 산화막(So)을 60초 간 연마하였다. 그 연마량은 평균으로 350nm 이

었다. 또, 연마 장치로서는 도5c에 나타낸 바와 같은 기판 지지구(32)를 갖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사의 MlRRA3400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1 실리콘 웨이퍼(WI) 상과 제2 실리콘 웨이퍼(W2) 상의 각각의 실리콘 산화막(So)의 막두께를 측정한 바, 도31

및 도32와 같은 막두께 분포가 얻어졌다. 그 실리콘 산화막(So)의 막두께는 광학식 막두께 측정법에 의해서 도29의 파선

에 따라서 49개소에서 측정되었다.

도31에 의하면, 제1 실리콘 웨이퍼(WI) 상의 실리콘 산화막(So)은 실리콘 웨이퍼(WI)의 표면에 따라서 凹凸의 변화가 완

만한 막두께 분포가 되도록 연마되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WI)에 복수개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에서는 연마 후에, 홈

내에 남는 실리콘 산화막(So)의 막두께가 균일하게 된다.

그러나, 도32에 의하면, 제2 실리콘 웨이퍼(W2) 상의 실리콘 산화막(So)은 실리콘 웨이퍼(W2)의 표면에 따라서 凹凸의 변

화가 심한 막두께 분포가 되도록 연마되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W2)에 복수개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에서는 연마 후

에, 홈 내에 남는 실리콘 산화막(So)의 막두께가 불균일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 상의 실리콘 산화막을 선택 연마에 의해서 연마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모홀로지가

상기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자는 도26b에서 파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복수의 미소한 활성 영역(더미 凸부)(57)를 홈(52) 내에 형성

한 경우에, 2 단계 연마 종료 후의 홈(52)의 실리콘 산화막(56)의 최대 디싱량과 홈(52)의 저면적의 관계를 측정한 바, 도

28의 파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도28의 파선에 의하면, 홈(52) 내에 더미 凸부(57)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더미 凸부(57)를 형성한 경우가 최

대 디싱량이 반이하로 됨을 알았다. 예컨대, 7.5mm × 7.5mm의 크기의 홈(52) 내에 10㎛ × 10㎛의 평면 형상의 더미 凸

부(57)를 50㎛ 피치로 복수개 배치한 바, 홈(52) 내의 실리콘 산화막(56)의 최대디싱량은 61.5nm이 되었다. 즉, 더미 凸부

(57)를 홈(52) 내에 형성한 경우에는 그것을 홈(52) 내에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실리콘 산화막(56)의 최대 디싱

이 약 1/2이 되었다.

따라서, 2 단계에 의한 연마법에서는 면적이 넓은 홈 내에 더미 凸부를 복수개 형성하여 두면, 디싱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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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소한 활성 영역(더미 凸부)(57)은 실리콘 기판(51)의 일부로서, 활성영역(53)의 실리콘 기판(51)의 최상면과 같은 높

이를 갖고 있다.

그런데, 2 단계 연마 방법의 종점의 검출 방법으로서는 연마 대상이 실리콘 산화막으로부터 실리콘 질화막으로 변하는 시

간의 연마 속도의 차에 의해서 생기는 연마 토오크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파장100nm∼1000nm의 단일 파장의 레

이저광을 피연마면에 조사하여 연마 대상이 실리콘 산화막으로부터 실리콘 질화막으로 변할 시의 레이저광의 반사 광로의

광로차에 의존하는 반사 강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제2 실시예)

반도체 웨이퍼 중, DRAM 셀, SRAM 셀 등이 형성되는 활성 영역과 웨이퍼 분할용의 스크라이브 라인 영역 상의 매립 절연

막을 연마하기 위해서, 상기한 바와 같은 2 단계 연마법을 채용하더라도 홈 내의 매립 산화막에서 디싱이 발생하는 가능성

이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래서, 도33에 나타낸 반도체 웨이퍼(60)의 복수 개소에 각각 도34에 나타내는TEG 패턴(61)을 형성하고, 트렌치 상에서

의 매립 산화막의 디싱의 발생 상황을 조사하였다. TEG 패턴(61) 내에 있는 활성 영역 패턴 중 단일의 최대 활성 영역 패

턴은 예를 들어 800㎛×600㎛이다.

그들의 TEG 패턴(61)은 도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60)에서 폭100㎛의 스크라이브 라인(62)에 둘러싸인

영역에 평면 정방형의 홈(63)을 형성한다. 그 홈(63)의 일변의 길이가 L1은 스크라이브 라인(62)의 중심에서 환산하여

20mm 로 되어있다. 또한, 그 홈(63) 중에는 약 5mm × 20mm의 장방형의 제1 활성 패턴 밀집 영역(64)과, 약 5mm ×

15mm 장방형의 제2 활성 패턴 밀집 영역(65)이 간격을 두고 L 자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홈(63) 내에서 약15mm ×

15mm의 크기의 나머지의 영역(66)에는 더미 凸부(미소활성 영역)(67)이 복수개 형성되어 있다. 그 더미 凸부(67)는 스크

라이브 라인(62)과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

그 더미 凸부(67)는 7㎛ × 7㎛의 평면 형상으로 또한 25mm 피치로 복수개 배치되거나, 또는 10㎛ × 10㎛의 평면 형상으

로 또한 25mm 피치로 복수개 배치되어 있다. 7㎛ × 7㎛의 더미 凸부(67)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홈(63) 내의 나머지의 영

역(66)의 8%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10㎛ × 10㎛의 복수의 더미 凸부(67)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홈(63) 내에서의 나머지

의 영역(66)의 16%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복수의 TEG 패턴(61)의 활성 영역(64,65) 및 스크라이브 영역(62) 상에 각각 초기 산화막을 개재하여 실리콘 질

화막을 형성하고, 각 TEG 패턴의 전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 후에, 실리콘 질화막이 반도체 웨이퍼(60)의 전면에 걸

쳐 노출할 때까지 실리콘 산화막을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연마하였다.

또, 홈(63)의 저면은 실리콘 웨이퍼(60)의 활성 영역(64,65) 및 스크라이브라인(62)과 더미 凸부(67)의 각각의 상면에 대

하여 380nm의 깊이를 갖고 있다.

실리콘 산화막을 2 단계 연마법에 의해서 연마한 바, 8%의 더미 凸부(67)를 갖는 TEG 패턴(61)에서는 홈(63) 상에서 도

35와 같은 디싱이 발생하여, 홈(63)의 측면 정상에서 윗쪽으로 돌출한 실리콘 산화막의 양이 최소로 10nm이 되었다. 또

한, 16%의 더미 凸부(67)를 갖는 TEG 패턴(61)에서는 도36과 같은 디싱이 발생하여, 홈(63)의 측면 정상에서 윗쪽으로

돌출한 실리콘 산화막의 양이 최소로 30nm이 되었다.

또, 도35, 도36에서, TOP, LEFT, CENTER, RlGHT, BOTTOM은 도33의 TOP, LEFT, CENTER, RlGHT, BOTTOM의

영역에 형성된 각 TEG 패턴(61)으로의 디싱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제1 및 제2 활성 영역(64,65)에 각각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 홈(63) 상의 실리콘 산

화막의 바람직한 디싱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검토하여 본다.

우선,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를 종료한 상태에서는 실리콘 질화막 상에 실리콘 산화막의 연마 잔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연마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홈(63) 내에 충전된 실리콘 산화막의 막두께가 10nm정도

감소할 때까지 실리콘 질화막 상에 불산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속해서, 실리콘 질화막을 170℃의 인산에 의해서

제거한 후에, 제1 및 제2 활성 영역(64,65), 스크라이브 라인(62) 및 더미 凸부(67) 상에 더 불산을 공급하여 초기 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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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다. 이어서, 실리콘 웨이퍼(60)에서의 제1 및 제2 활성영역(64,65), 스크라이브 라인(62) 및 더미 凸부(67)의 각

각의 표면을 열산화하여 희생 산화막을 10nm의 두께로 형성하면, 그들의 표면을 구성하는 실리콘 웨이퍼(60)가 5nm 만큼

소비된다. 이 결과, 홈(63)의 깊이는 실질적으로 5nm 만큼 얕게 되는 등으로 된다. 그리고, 그 희생 산화막을 불산에 의해

서 제거하지만, 이때 홈(63) 내의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가 16.8nm 감소할 때까지 불산이 공급된다. 그 후에, 실리콘 웨이

퍼(61)의 노출면인 제1 및 제2 활성 영역(64,65), 스크라이브 라인(66) 및 더미 凸부(37)의 각 표면을 열산화하여 10nm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 때, 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5nm 만큼 소비되기 때문에, 홈(63)의 깊이는 다시 5nm 만

큼 얕아진다.

이상의 불산 처리라든지 열산화 처리를 통하여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한 직후에,는 홈(63) 상에 존재하는 실리콘 산화막은

합계 28.8nm 두께 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홈(63) 내의 실리콘 산화막이 약 30nm 이상으로 감소하면, 홈(63) 내의 실

리콘 산화막에는 제1 및 제2 활성 영역의 표면보다도 낮은 디싱면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도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더미 凸부(67)의 면적 점유율은 16%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더미

凸부(67)의 면적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더라도 연마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면적 점유율을 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같은 더미 凸부(67)의 면적 점유율의 조정에 의하여 디싱량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홈(63) 내의 실리콘 산화막의

디싱량이 홈(63)의 코너부와 그로부터 떨어진 부분에서는 차가 생긴다. 그와 같은 디싱량의 분포의 균일화를 도모하여, 더

디싱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본 발명자 등은 홈(63) 내를 충전하기 위한 실리콘 산화막 상에 그리고 실리콘 질화막으로 이

루어지는 연마용 피복막을 수십nm의 두께로 형성하는 공정을 채용하였다.

그 연마용 피복막을 사용하여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을 연마하는 공정을 도37a∼e에 따라서 설명한다.

우선, 도3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61) 중 넓은 제1 활성 영역(64a)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넓은 제1 트렌치

(63a)를 형성함과 동시에, 좁은 제2 트렌치(63b)를 개재하여 밀집한 복수개의 좁은 제2 활성 영역(64b)을 형성한다. 또한,

제1 트렌치(63a) 중에는 고립한 제3 활성 영역(68)이 형성되어 있다.

제1 및 제2 트렌치(63a,63b)의 깊이는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에 대하여 380nm으로 되어있다. 또한, 실리콘 웨이퍼

(61) 중 제1 및 제2 활성 영역(64a,63b), 제3 활성 영역(68) 등 상에는 막두께 10nm의 SiO2로 되는 초기 산화막(70)을 개

재하여 막두께 99nm의 실리콘 질화막으로 되는 연마 정지막(71)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마 정지막(71)의 상면과 홈

(63)의 저면의 차는 489nm이 된다.

그 후에, 실리콘 웨이퍼(61) 중, 트렌치(63a,63b), 활성 영역(64a,64b) 등이 형성된 면측의 전체에 막두께 700nm의 실리

콘 산화막(69)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3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CVD 법에 의해 막두께 50nm의 실리콘 질화막(연마용 피복막)(72)을 실리

콘 산화막(69) 상에 형성한다.

다음에, 표8과 같은 조건의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해서 연마용 피복막(72)과 실리콘 산화막(69)을 연마한다. 제1 단계

의 연마 공정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도38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산화막(69)이 가장 돌출한 제1 활성 영역(64a) 상에

서 연마용 피복막(72)이 연마되어 거기에서 실리콘 산화막(69)이 노출한다. 그리고, 제1 트렌치(63a) 상의 실리콘 산화막

(69)의 막두께가 530nm∼550nm의 두께가 된 시점에서 제1 단계의 연마를 종료하면, 도37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활

성 영역(64a) 상의 凸형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이 얇게 됨과 동시에 그 凸형상의 모서리가 둥글게 된다. 이 경우, 트렌치

(63a,63b)의 위라든지 제2 활성 영역(64b)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은 연마용 피복막(72)에 의해서 연마 속도가 느려진다.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을 종료한 시점에서는 실리콘 웨이퍼(61) 전체에서 실리콘 산화막(69)이 노출하게 된다.

또, 연마용 피복막(72)의 막두께는 실리콘 산화막(69)의 막두께라든지, 활성 영역(64,65)의 크기 등에 합하여 적절히 조정

함으로써, 면적이 넓은 활성 영역(64,65) 상의 凸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연마 속도에 비하여, 홈(63)이나 좁은 활성 영

역(68)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연마 속도를 보다 느리게 하여 연마에 의한 평탄화 처리의 마진을 보다 넓게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표9와 같은 조건의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69)을 연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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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2 단계의 연마는 도37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웨이퍼(61) 전체에서 연마 정지막(71)이 노출한 시점에서 종료된

다.

이러한 실리콘 질화막으로 되는 연마용 피복막(72)을 사용함에 따라, TEG 패턴(61)의 홈(63)에서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디싱량의 분포를 조사한 바, 도38, 도39와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또, 도38, 도39에 나타낸 디싱량은 도34에 있어서 「·」

로 나타낸 개소에서 측정되었다.

도38은 더미 凸부(67)의 점유 면적율을 8%로 한 경우의 연마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도38에서 최대의 디싱량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이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에서 윗쪽으로 약 55nm의 양으로 돌출하고, 더

구나,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막두께 분포는 균일화되어 있다.

도39는 더미 凸부(67)의 점유 면적율을 16%로 한 경우의 연마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도39에서 최대의 디싱량이 존재

하는 영역에서는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이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에서 윗쪽으로 약 60nm의 양으로 돌출하

고, 더구나,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막두께 분포는 균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2 단계의 연마를 종료하고 나서 제1 활성 영역(64)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할 때까지의 사이에,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두께가 예컨대 30nm 정도 줄었다고 해도,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이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 보

다도 낮게 되는 일은 없다.

(제3 실시예)

상기한 제1 실시예에서는 실리콘 기판에 트렌치를 형성하고, 활성 영역에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고, 실리콘 기판 상에 매

립용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 후에, 2 단계 연마법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을 연마함으로써, 홈 내에 매설되는 실리콘 산

화막의 평탄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4 실시예에서는 2 단계의 연마에 앞서, 실리콘 산화막(69) 상에 실리콘 질

화막(72)을 형성하는 공정을 가함으로써 그 평탄성을 더 향상시키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2 단계 연마에 앞서, 실리콘 웨이퍼의 활성 영역 상에 돌출하는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에 의해 제거하는

공정을 더 행한다.

예컨대, 도3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CVD 법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69)을 형성할 때까지는 제2 실시예와 같다.

다음에, 도4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산화막(69) 중 가장 돌출량이 큰 제1 활성 영역(64a) 상의 돌출 부분의 일부를

포트리소그래피법에 의해서 제거하여 그 막두께를 얇게 한다. 계속해서, 실리콘 산화막(69) 상에 막두께 50nm의 실리콘

질화막(연마용 피복막)(72)을 형성한다.

그다음, 표8과 같은 조건의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해서 연마용 피복막(72)과 실리콘 산화막(69)을 연마하여, 제1 트렌

치(63a)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막두께가 530nm∼550nm의 두께가 된 시점에서 제1 단계의 연마를 종료하면, 도40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활성 영역(64a)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돌출 부분이 얇게 됨과 동시에 凸형상의 모서리가 둥

글게 된다. 이 경우, 제1 활성 영역(64a)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연마 속도가 제4 실시예의 제1 단계의 연마에 비교하여

빠르고, 더구나, 트렌치(63a,63b)나 제3 활성 영역(68) 상에 존재하는 실리콘 산화막(69)은 연마용 피복막(72)의 존재에

의해서 연마 속도가 느리게 되어 있다.

또, 연마용 피복막(72)의 막두께는 연마 정지막(71)의 막두께라든지, 활성영역(64a,64b)의 크기 등에 합하여 적절히 조정

함으로써, 면적이 넓은 활성 영역(64) 상의 凸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연마 속도에 비하여, 트렌치(63a,63b)나 좁은 활

성 영역(68) 상의 실리콘 산화막(69)의 연마 속도를 느리게 하여 연마에 의한 평탄화 처리의 마진을 보다 넓힐 수 있다.

계속해서, 표9와 같은 조건의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69)을 연마한다. 그 제2 단계의 연마는 도40c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웨이퍼 전체에서 연마 정지막(71)이 노출된 시점에서 종료된다.

이와 같은 연마용 피복막(72)을 사용함으로써 도43b에 나타낸 TEG 패턴의 홈(63)에 매립된 실리콘 산화막의 디싱량의 분

포를 조사한 바, 도4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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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1은 더미 凸부의 점유 면적률을 0%로 한 경우의 연마 분포량을 나타내며, 홈(63)에서 최대의 디싱량이 존재하는 영역

에서는 홈(63) 상의 실리콘 산화막이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으로부터 상방으로 약 70nm의 양으로 돌출되어 있다.

따라서 홈(63) 내에 더미 凸부(67)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이 큰 활성 영역(64) 상에 존재하는 실리콘 산화막과 연

마용 피복막(72)의 일부를 미리 에칭에 의해 제거한 후에, 2 단계 연마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해 활성 영역(64) 상의 연마 정지막(71)의 제거로부터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기 전까지 간의 제공정에 의해 홈

(63) 상의 실리콘 산화막의 막두께가 감소하여도 홈(63) 중의 실리콘 산화막은 실리콘 웨이퍼(61)의 최상면보다도 낮아지

는 것이 방지된다.

(제4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연마는 얕은 홈 분리부의 형성 공정 이외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층 배선

구조를 형성할 때에 사용하는 층간 절연막의 연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2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연마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26a에서, 기층 절연막(41) 상에는 밀도가 다른 하측 배선(42)이 형성되고, 배선막 두께인 400nm이 단차로서 기층 절연

막(41) 상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기층 절연막(41) 및 하측 배선(42) 상에는 SiO2, PSG, BPSG 등의 층간 절연막(43)이

800nm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이 층간 절연막(43)의 평면은 하측 배선(42)의 밀도의 영향을 받아 凹凸이 생긴다. 이 凹凸이 존재한 상태에서, 층간 절연

막(43) 상에 상측 배선을 형성하면 그 凹凸에 의한 단차에 의해서 상측 배선에 단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층간 절연막(43)을 연마에 의해서 평탄화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층간 절연막(43)의 연마 방법으로는 제1 실시예의 제3 예에 나타낸 제1 단계의 연마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즉, 연마포(102)로서 단단한 IC-1000을 사용함과 동시에, 슬러리로서 KOH 또는 NH4OH의 분산제 또는 연마 촉

진제를 함유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슬러리에는 연마 입자로서 실리카 또는 산화 세륨을 함유한다.

그리고, 표7에 나타낸 바와 같은 연마 조건에 의해, 층간 절연막(43)의 나머지 막두께가 200nm이 되도록, 층간 절연막

(43)을 연마한다. 이 경우, 층간 절연막(43)의 凸부의 연마 속도가 빨라져서, 도2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측 배선(42)이

노출하지 않은 상태의 층간 절연막(43)의 평면이 평탄해진다.

그 후에, 층간 절연막(43) 상에 상측의 배선(도시하지 않음)을 더 형성한다.

이와 같이, 층간 절연막(43)을 연마하는 경우에 KOH, NH4OH를 함유하는 슬러리를 사용하면, 그 평면의 凹凸 차가 극히

작은 평탄면이 형성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배선 단차의 평탄화를 예로 들었지만, DRAM 등의 적층 커패시터가 절연

막으로부터 돌출하여 적층 커패시터와 절연막의 단차가 1㎛와 같이 큰 경우에는, 단단한 연마포를 사용하고, KOH 또는

NH3OH를 함유하는 슬러리를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 적층 커패시터를 덮는 층간 절연막을 연마하여, 그 표면을 평탄화하

는 것은 극히 유효하다.

(제5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연마는 얕은 홈 분리부(STI)의 형성 공정 이외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포트

리소그래피 시에 사용되는 위치 맞춤 마크의 형성을 위해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제1 및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을 채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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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마크 상에는 그 위에 빛을 투과하지 않는 막, 예컨대 게이트 배선 재료막이 형성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정렬 마크의

구조로서, 凹凸(단차)이 있는 구조가 채용되고, 예컨대, 선택 산화법에 의해서 실리콘 기판에 형성한 LOCOS를 이용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선택 산화법에 의해서 형성된 정렬 마크는 그 측부에 새부리 모양이 형성되므로, 정렬 마크로서는 바람

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측연부의 凹凸이 가파르고, 또한 웨이퍼의 면에서 거의 균일한 높이가 얻어지는 정렬 마크의 형성이 요구된다. 다

음에 그와 같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렬 마크의 형성 공정을 이하으로 설명한다.

우선, 도2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21) 상에 막두께 10nm의 SiO2막(25)과 막두께 100∼250nm의 Si3N4막(26)

을 형성한 후에, 이들 SiO2막(25)과 Si3N4막(26)을 포토리소그래피법에 의해서 패터닝하여 정렬 마크 형성 위치에 개구부

(26a)를 형성한다.

계속하여, 도2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구부(26a)를 통해서 실리콘 기판(21)을 에칭하고, 이에 의해 깊이가 0.2∼0.5㎛

정도의 위치 맞춤용 홈(45)을 형성한다. 이 위치 맞춤용 홈(45)은 제1 실시예에 나타낸 STI를 구성하는 제1∼제4 홈

(23a∼23d)과 동시에, 형성하여도 좋다.

다음에 도27c에 나타낸 바와 같이 HDP-CVD 법에 의하여 위치 맞춤용 홈(45)의 내부와 실리콘 기판(21)의 평면에 실리콘

산화막(27)을 형성한다. 이 실리콘 산화막(27)의 형성 조건은 제1 실시예와 같다.

계속해서 실리콘 산화막(27)의 제1 단계의 연마와 제2 단계의 연마를 행한다. 이들의 연마 조건은 예컨대 제1 실시예의 나

타낸 제1 예의 표2, 표3, 또는 제2 예의 표4, 표5, 또는 제3 예의 표6, 표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제1 단계의 연마에서는 경질의 재료로 된 연마포, 예컨대 IC-1000를 사용한다.

이 제1 단계의 연마 시에 표2 또는 표4에 나타내는 조건을 채용하면, 연마 후의 실리콘 산화막(27)의 단면은 도27d와 같이

되어 凸부의 연부가 둥글해짐과 동시에, 그 부피가 줄어든다. 이에 비하여, 표6에 나타내는 연마 조건을 채용하면, 실리콘

산화막(27)의 단면은 도28과 같이 되어 평탄성이 더욱 개선된다.

다음에 제2 단계의 연마 공정으로 이행한다.

이 연마는 도27e에 나타낸 바와 같이 IC-1000보다도 연질의 연마포를 사용하여 실리콘 산화막(27)의 평면을 연마하고,

이에 의해, Si3N4 막(26) 상의 실리콘 산화막(27)을 제거한다. 이 경우, 위치 맞춤용 홈(45)의 내부와 개구부(26a) 내부에

실리콘 산화막(27)이 남을 정도이면, 과잉으로 연마하여도 좋다.

다음에 도27f에 나타낸 바와 같이 Si3N4막(26)을 인산에 의해서 제거하고, 이어서 SiO2막(26)을 불산에 의해서 제거하면,

위치 맞춤용 홈(45)으로부터는 실리콘 산화막(27)이 凸부로 되어 나타난다. 또한, 그 凸부는 인산 처리 시에 근소하게 에칭

되지만, 그 凸부의 원래의 돌출량은 100∼250nm 정도이므로, 소멸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위치 맞춤용 홈(45)으로부터 돌출한 실리콘 산화막(27)의 凹부를 정렬 마크(46)로서 사용한다.

이상의 공정에서 형성된 정렬 마크(46)는 최초에 경질의 연마포를 사용하는 제1 단계의 연마와, 그 보다도 부드러운 연마

포를 사용하는 제2 단계의 연마포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2 단계의 연마에 의하면, 웨이퍼 상의 연마는 평탄성이 증가하

므로, 웨이퍼에 형성되는 복수의 정렬 마크(46)의 凸부의 돌출량은 거의 균일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렬 마크(46)를

사용하면, 노광 시의 위치 맞춤의 정밀도가 향상하여, 패턴 인식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웨이퍼 상에 복수의 정렬 마크를 상기한 방법으로 형성하였던 바, 이들의 정렬 마크의 웨이퍼로부터의 돌출량은 실질적으

로 균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웨이퍼를 스테퍼(도시하지 않음)의 XY 스테이지 상에 재치하여 정렬 마크를 검출시

켜서 자동적으로 위치 보정을 행하게 하였다. 이 보정량의 측정은 노광 장치에서 반복하여 복수회 측정된다. 이 보정량의

측정의 일례를 다음으로 설명한다.

등록특허 10-0579538

- 29 -



준비한 시료는 도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논리용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에 원주를 따라 복수개의 정

렬 마크(46)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정량의 측정을 복수회 하였던 바, 도30a, b에 나타내는 결과가 얻어졌다.

도30a, b의 횡축은 보정 측정 회수를 나타내고, 종축은 X 방향 또는 Y 방향의 측정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측정 결과에

의하면, 상기한 방법으로 형성한 정렬 마크(46)의 보정량은 실질적으로 일정하고, 이 보정량으로 노광 위치를 수정해진다.

이 보정량의 변동이 클 경우에는 노광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또한, 도30a, b의 종축의 단위는 1ppm이 웨이퍼 반경 방향의 0.1㎛에 상당한다.

스테퍼에 의한 보정량의 측정에서는 정렬 마크(46)의 측정 위치 데이터와 기준 데이터와의 엇갈림을 비교하여 그 엇갈림

을 인식하고, 웨이퍼 스케일링, 웨이퍼회전수 등을 산출하여 노광 데이터에 보정을 행한다. 웨이퍼의 회전량은 재현할 수

없으므로, 스테퍼의 위치 맞춤 재현성은 스케일링으로 확인된다.

도27에서는 홈(45)로부터 기판면으로 돌출한 凸부를 정렬 마크(46)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정렬 마크(46)

는 도31a, b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로 활성 영역에서 채용된다. 이에 비하여 필드 영역에서는 도31a, b의 우측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 산화막(27)으로 되는 凸부(28)로 둘러싸인 영역(凸부)을 정렬 마크(47)로서 적용하는 일이 많다.

반도체 웨이퍼 W 상에 도31에 나타내는 2종류의 정렬 마크(46,47)를 형성하고, 그들의 평탄성을 측정하였다.

측정 장소는 도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W) 중의 원주를 따른 4개의 영역 TOP, RlGHT, BOTTOM, LEFT와

원의 중심의 영역 CENTER의 합 5개소이고, 각각의 측정 영역에서 활성 영역의 정렬 마크(46)와 필드 영역의 정렬 마크

(47)와 그 주변의 단차를 측정하였다.

이들 5개소의 정렬 마크(46,47)를 측정하였던 바, 도33, 34에 나타낸 것 같은 단차의 결과가 얻어지고, 복수의 凸상의 정

렬 마크(46)의 높이의 오차는 10nm 이내의 범위 내이고, 또 복수의 凹상의 정렬 마크(47)의 깊이의 오차는 10nm이내의

범위이었다.

이상으로부터, 상기한 공정에 의하면, 웨이퍼의 면 내에 실질적으로 균일한 형상으로 균일한 높이 또는 깊이의 위치 맞춤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판의 홈의 산화 절연막을 충전하는 경우에 연마포에 대단히 단단한 연마포를

사용하고, 슬러리로서 연마 대상물의 연마 속도가 작아질 수 있는 연마제를 사용하는 제1 단계의 연마 공정을 갖고 있으므

로, 기계적으로 약한 미세한 소자 영역으로 돌출해 있는 산화 절연막이 주로 기계적으로 연마되어 그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서, 제2 단계의 연마 시의 평탄화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2 연마 공정의 연마에서는 피연마 기판의 연마포에 대한 압축력을 작게 하고 또한 연마포를 고속 회전시킴으로써, 피연

마면에 의한 연마포의 표면 추종성을 저하시켜 연마하고, 이에 의해 피연마 기판의 평탄성이 얻어진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OH 기를 갖는 분산제 중에 실리카계 물질 또는 산화 세륨으로 되는 연마 입자를 함유하는 슬러리를

사용함과 동시에, 압축 가중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cm2/g 이하인 경도의 연마포를 사용하여 산화 절연막을

연마하면, 산화 절연막의 凸부의 연마를 촉진하여 평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폭과 상기 제1 폭보다 좁은 제2 폭을 갖는 요(凹)부를 구비한 반도체 기판을 준비하는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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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요부를 매립함과 함께, 제1 폭의 제1 철(凸)부와, 상기 제1 폭보다 좁은 제2 폭의 제2 철부를

갖고, 또한 상기 제1 철부의 돌출면이 상기 제2 철부의 돌출면보다 높은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제1 경도를 갖는 제1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의 제1 폭의 제1 철부의 체적을 줄이는 제1 연마 공정과,

상기 제1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한 후에, 상기 제1 경도보다도 연한 제2 경도를 갖는 제2 연마포를 사용하

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하는 제2 연마 공정과,

상기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의 제1 영역에 연마 정지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연마 정지막으로

피복되지 않은 제2 영역에 홈을 형성하는 공정을 가지며,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의 연마는 상기 연마 정지막이 노출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고, 상기 연마 정지막은 CVD법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

화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한 상기 절연막의 연마 후에, 상기 연마 정지막을 제거함으로써, 상기 홈 내에 충전된 상기 절연막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면으로부터 돌출시켜 철부를 형성하는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철부는 노광 위치 맞춤 마크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는,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기층 절연막을 개재하여 배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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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연마포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연마할 때에는, 제1 슬러리가 상기 절연막 상에 공급되고,

상기 제2 연마포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연마할 때에는, 제2 슬러리가 상기 절연막 상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슬러리는 아민계의 분산제 또는 OH 기(基)를 갖는 분산제 중에 실리카계 물질 또는 산화 세륨으로 이루어진 연

마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연마포는 압축 가중에 대한 압축 변형량의 비가 0.06㎛·cm2/g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0.

반도체 기판의 주면(主面) 상에, 제1 폭의 제1 철(凸)부와, 상기 제1 폭보다 좁은 제2 폭의 제2 철부를 갖고, 또한 상기 제1

철부의 돌출면이 상기 제2 철부의 돌출면보다 높은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을 화학적으로 에칭하지 않는 제1 슬러리를, 제1 경도를 갖는 제1 연마포에 공급하면서 상기 절연막의 일부를

연마함으로써, 상기 제1 철부의 체적을 줄이는 제1 연마 공정과,

상기 제1 연마포를 사용하여 상기 절연막을 연마한 후에, 상기 제1 경도보다 연한 경도를 갖는 제2 연마포에, 상기 절연막

을 화학적으로 에칭하는 제2 슬러리를 공급하면서, 상기 절연막을 연마하는 제2 연마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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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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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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