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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도전성 기판 상에 도프된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면에서, 
증착 공정은 도전성 기판 상에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제 1 단계, 및 그 후에 도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상
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기판 
상에 유전층을 증착하는 단계, 기판 내의 미세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 상기 미세 구조물 내에 도전층을 증착하는 단계, 
도전성 장벽층 상에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인이 도프된 핵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전기 화학적 증착 공정에서 핵 층과 같은 인
이 도프된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데 사용되는 인이 도프된 양극을 포함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인이 도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전해질의 흐름을 제공하는 밀폐외피, 상기 밀폐외피 내에 배열된 인이 도프된 금속, 및 상기 밀폐외피를 통
해 배열되고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으로서, 기판 상에 인
이 도프된 금속의 전기 화학적 증착을 위한 장치는 기판 도금면이 전해조 내의 전해질에 노출되는 위치에서 기판을 유
지하도록 형성된 기판 유지기, 기판 도금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양극, 전해질 입구, 전해질 출구를 갖는 전해조, 및 
기판 도금면을 수용하도록 형성된 개구, 및 전해질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인이 도프된 양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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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기도금 시스템의 플랫폼의 사시도이고,

도 2는 전기도금 시스템의 플랫폼의 개략적인 상면도이며,

도 3은 도전성 반도체 기판 상에 금속을 전기도금하기 위한 셀의 개략적인 횡단면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상호 연결부를 형성하는 금속 기술을 설명하는 유전층 내의 상호연결부의 횡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610 : 금속 박막층 612 : 기판

614 : 유전층 616 : 미세 구조물

618 : 라이너 또는 장벽층 619 : 시드 층

620 : 도전성 금속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판 상에 금속층을 증착하기 위한 장치 및 공정에 관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전기도금 공정에 
의해 도전성 기판 상에 도프된 금속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0.5 미크론 이하의 미세 구조물을 신뢰할 수 있게 제조하는 것은 대규모 집적회로(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L
SI)와 초대규모 집적회로(ultra large scale integration, ULSI)의 차세대 주요 기술의 하나이다. 그러나, 회로 기술
의 주변 상황들이 더욱 압박됨에 따라, VLSI 및 ULSI 내에 있는 상호 연결부의 치수 감소는 공정 성능에 부가적인 요
구 사항으로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중심이 되는 다단계 상호 연결부는 바이어스 및 다른 상호 연결부와 같은 높은 종횡
비를 갖는 미세 구조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부의 신뢰할 수 있는 형성은 VLSI 및 ULSI의 성공
과 회로 밀도와 개개의 기판과 다이의 품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
    

    
회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체 재료 뿐만 아니라 바이어스, 접점 및 다른 미세 구조물의 폭은 1 미크론 이하의 치
수로 감소하지만, 미세 구조물의 종횡비, 즉, 폭으로 나눈 높이가 증가하는 결과와 함께, 유전층의 두께는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많은 통상의 증착 공정은 종횡비가 2:1, 특히 4:1을 초과하는 1 미크론 이하의 구조물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므로, 높은 종횡비를 갖는 실질적으로 빈공간 없는 1 미크론 이하의 미세 구조물의 형성에 많은 
노력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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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공지된 낮은 전기적 저항, 이산화 규소(SiO2 )에의 알루미늄의 우수한 부착성, 알루미늄의 패턴화의 용이성, 
및 고순도 형태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는 능력때문에 원소 상태의 알루미늄과 이의 합금은 반도체 공정에서 선, 접점, 
상호 연결부, 및 플러그와 같은 기판의 미세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금속이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구리와 같은 다른 도전성 금속보다 높은 전기적 저항을 가지며, 알루미늄은 전기적 이동(electromigration) 현상을 받
게되어 도전체 내의 공극의 형성이 야기된다.

    
구리와 구리 합금은, 알루미늄과 비교해서 높은 전류 수송 능력과 상당히 높은 전기적 이동 저항(electromigration re
sistance)을 가지며, 알루미늄보다 낮은 고유저항(알루미늄의 3.1μΩ-cm에 비교하여 1.7μΩ-cm)을 갖는다. 이러
한 특성은 다단계 집적에서 경험된 높은 전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장치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구리는 또한 양
호한 열전도성을 가지며 고순도 상태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리는 반도체 기판 상에 0.25 미크론 이하의 높
은 종횡비를 갖는 상호 연결 미세 구조물을 채우는 바람직한 금속이다.
    

    
반도체 장치 제조에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0:1의 종횡비와 폭이 0.25㎛인 바이어스와 같은 
높은 종횡비를 갖는 미세 구조물 내에 구리를 증착하는 방법의 선택은 제한된다. 종래에는, 화학 증착(CVD)과 물리 증
착(PVD)이 기판 상에 형성된 접점, 바이어스, 선, 또는 다른 미세 구조물 내에 전기적으로 도전성 재료를 증착시키는 
바람직한 공정이었다. 그러나, 구리의 적용에 있어서, CVD용 구리 공정은 구리가 소정의 증착 결과를 얻지 못하는 전
구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여전히 개발중이며, PVD용 구리 공정은 초 미세 구조물 내에 박막을 증착하는데 많은 어
려움에 직면해왔다. PVD 및 CVD 용 구리 증착 공정에 직면한 문제점의 결과로, 회로 기판 제조에 이미 제한되었던 전
기도금이 기판의 높은 종횡비를 갖는 미세 구조물을 채우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도금은 집적회로 제조 공정에서의 영역을 갖고 있다. 소정의 전기도금 증착 공정은 도전성 기판 상에 구리
층과 같은 박막의 전기적으로 도전성인 시드 층을 등각으로 증착하는 것과 관계된다. 박막의 시드 층을 도전성 기판 상
에 증착할 때, 구리와 같은 소정의 도전성 재료의 전기도금 증착 공정은 기판 표면 전체를 걸쳐 균일하게 시드 층을 도
금하지는 않는다. 이것의 한 이유는 구리의 높은 표면 확산이 불균일하게 증착된 구리 재료가 축적되도록 하기 때문이
라고 예상된다. 불균일한 증착과 구리 재료의 축적은 회로의 균일성, 도전성, 및 신뢰도에 유해하다. 더욱이, 층의 불균
일성과 축적은 기판에 구리 재료의 효과적인 접착성을 감소시키고 구리 재료에 적절하게 결합되는 다음 층의 성능을 감
소시킨다. 박막의 축적은 기판 미세 구조물의 개구 상의 " 브리징(bridging)" 에 의해 공극의 부적당한 충전을 야기하
여, 기판 미세 구조물 내에 공극의 형성과 다른 불연속점을 나타낸다. 기판 미세 구조물 내의 공극의 형성은 반도체 장
치의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장치의 결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 더욱이, 전기도금된 시드 층이 기판 상에 불균
일하게 증착된다면, 전류는 시드 층의 표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을 것이며 기판 상에 다음의 전기화학적 증착
층의 불균일한 증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소정의 재료는 증착 공정 중 또는 후에 원치 않는 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공지되
었다. 예를 들어, 시드 층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구리는 산화에 매우 민감하다. 금속층의 산화는 금속층의 인접층에의 
접착을 방해하며, 금속 미세 구조물의 도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로 전체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소
정의 전기도금 공정에서, 전기도금 셀은 증착된 박막과 동일한 재료의 소모성 양극, 즉, 구리 박막용 구리 양극을 포함
할 수도 있으며, 그러므로, 양극은 산화되어 양극의 표면 상에 산화 박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산화 박막은 전기도금 셀
의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구리의 경우에, 구리 양극의 과도한 분해는 기판 상에 증착될 수도 있는 오염 또는 입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증착을 증가시키거나 증착된 기판층에 소정의 특성을 주는 것과 같은, 전기도금 
용액에의 첨가제는 산화될 수도 있어서, 첨가제의 효율을 최소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전기도금 용액 내에 오염물을 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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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어떤 공정에서, 산소는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의 부산물이어서 공정 외부의 화학제에 의해 쉽게 최소화될 수 없
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제어된 환경은 알루미늄과 같은 구리 또는 다른 도전성 재료를 산화시켜 회로 및 전기도금 셀
을 유해하게 하는 산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기판의 미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기판은 공정 시
스템 사이로 전달될 수도 있는데, 상기 공정 시스템은 기판을 전기도금 증착을 따르는 기판 상에 구리층의 산화를 야기
하는 오염물에 노출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은 기판의 전기도금에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단점을 극복하는 개선된 증착 공정 및 장치를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이다. 후술되는 것처럼, 본 발명은 박막의 축적을 감소시키며, 전기화학적 공정으로부터 생성된 미세 구조
물 내의 공극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또는 기판의 미세 구조물 상에 금속 박막의 증착 중에 및/또는 증착 다음의 금속 박
막의 원치 않는 산화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따른 공정 및 장치는 기판 표면 상에 보다 균일한 증
착을 제공하고 증착된 금속층의 상호층간의 접착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전기화
학적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 양극의 원치 않는 산화 및 과잉 분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도전성 기판 상에 도프된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한 실
시예에서, 증착 공정은 도전성 기판 상에 인을 함유하는 층을 증착시키는 제 1 단계, 및 그 후 도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인을 함유하는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인을 함유하는 층은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
된 시드 층인데,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시드 층 내에서 농도가 바람직하게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
의 인을 함유하는 화합물, 예를 들어, 원소 상태의 인, 및 도전성 금속, 바람직하게는 구리를 포함하며, 도전성 금속층은 
바람직하게 구리를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과 도전성 금속층은 전기도금과 같은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에 의해 
바람직하게 증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기판 상에 유전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기판 내의 미세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 미세 구조물 내에 도전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인을 함유하는 층, 바람직하게는 도전층 상에 인이 도프된 시드 층
을 증착시키는 단계, 및 인을 함유하는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을 제
공한다. 도전층은 바람직하게 타이타늄(Ti), 타이타늄 질화물(TiN), 탄탈(Ta), 탄탈 질화물(TaN x ), 텅스텐(W), 텅
스텐 질화물(WNx ), 및 이들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도전성 금속을 포함하는 장벽 또는 라이너 층
이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바람직하게 박막 내에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의 인 농도를 가지는 구리를 
포함하며, 도전성 금속층은 바람직하게 구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에서,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에서 시드 층과 같은 인이 도프된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도프
된 양극, 바람직하게는 인이 도프된 양극을 포함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인이 도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전해질의 유동
을 제공하는 밀폐외피, 상기 밀폐외피 내에 배열된 인이 도프된 금속, 및 상기 밀폐외피를 통과하도록 배열되고 인이 도
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해질을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금속은 바람직하게 복수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된 통
로를 갖는 소모성 인이 도프된 양극판 형태이며,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금속 내에서 인의 농도가 바라직하게 중량비
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인 인으로 도프된 구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는 기판 도금면이 전해조 내의 전해질에 노출되는 위치에서 기판을 유지하도록 형성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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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유지기, 기판 도금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음극, 전해질 입구를 갖는 전해조, 전해질 출구 및 기판 도금면을 수용
하도록 형성된 개구, 및 전해질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인이 도프된 양극을 포함하는 기판 상에 인이 도프된 금속의 전기
화학적 증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한다. 인이 도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전해질의 유동을 제공하는 밀폐외피, 상기 밀폐
외피 내에 배열된 인이 도프된 금속, 및 상기 밀폐외피를 통과하도록 배열되고 인이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되
는 전해질을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양극은 인이 도프된 금속 내에 바람직하게 인의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의 농도를 갖는 인으로 도프된 구리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가 본 발명을 설명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실시예를 설명하는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않되며, 본 발명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실시예에도 적용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도전성 기판 상에 도프된 도전층의 증착을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박막의 불균일성 및 박막의 축적과 같은 실질적으로 층의 결함이 없는 도전성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증착 공정은 바람직하게 전기도금 기술에 의해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그 
후의 인이 도프된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시드 층 내에 바람
직하게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의 인의 농도를 갖는 인과 도전성 금속, 바람직하게는 구리를 포함한다. 
도전성 금속층은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시드 층 내에, 예를 들어 인이 도프된 구리 시드 층의 구리와 동일한 도전성 
금속을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과 도전성 금속층은 바람직하게 약 상온에서 전기도금에 의해 증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처럼, " 인(phosphorous)" 이라는 용어는 소정의 인을 함유한 화합물을 지칭하며, 바람직하게는 원소 상태
의 인이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것처럼, " 도전성(conductive)" 또는 " 전도성(conducting)" 이라는 용어는 전기도
금과 같은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전류를 수송하는 재료의 성능을 지칭한다. 시드 층에의 인의 도
프는 증가된 전류 분포, 감소된 박막의 축적, 개선된 전기적 이동 특성, 시드 층 및 그 후에 증착된 박막의 양호한 입자 
성장의 제어, 증착된 도전성 금속 박막의 산화의 최소화, 및 실질적으로 공극 없고 높은 종횡비를 갖게 하는 충전으로부
터 박막의 증가된 균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발명은 또한 인이 도프된 양극과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에서 인이 도프된 박막을 증착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인이 도
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전해질이 통과하는 밀폐외피 내에 배열된 인이 도프된 금속, 및 밀폐외피를 통해 배열되고 인
이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도프된 금속은 바람직하게 구멍난 판의 형태이다. 인이 도
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양극 내에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의 인으로 도프된 구리를 포함한
다. 양극은 또한 전기도금 셀과 같은 전기화학적 증착 장치에 사용되고, 기판을 유지하고 위치시키는 기판 유지기, 기판
과 접촉하는 음극, 기판과 전해질과 접촉하는 인이 도프된 양극을 수용하는 전해조를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양극은 인
이 도프된 양극 재료의 초과 분해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극의 분극(polarization)과 산소의 상호 방출(co-evo
lution), 또는 버블(bubble) 형성을 포함하는 산화적 부반응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양극 내에 인의 사용을 언급하지만 인 대신 또는 부가하여 다른 도펀트(dopant)가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다른 도펀트는 환원제(deoxidant)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다른 도펀트의 예는 
보론, 인듐, 주석, 베릴륨 및 이들의 화합물이다. 이러한 다른 도펀트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의해 및 내에서 예상되는 인
과 유사한 작용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도전성 기판 상에 도프된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데 관
한 것이다. 도프된 금속 박막은 도전성 기판 상에 도펀트를 함유하는 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도프된 금속 박막을 형성
하기 위해 도펀트를 함유하는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단계에 의해 형성된다. 바람직한 도펀트로는 기판 
표면에 걸쳐 도프된 층의 증착 균일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도전성 재료의 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론, 인듐, 주석,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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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륨, 및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도펀트를 함유하는 층은 바람직하게 하나 이상의 도펀트와 시드 층 내에 바람직하게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의 도펀트 농도를 갖는 도전성 금속, 바람직하게는 구리, 및 바람직하게 구리를 갖는 
도전성 금속층을 포함하는 시드 층이다. 도펀트 금속 박막은 기판 상에 유전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기판 내의 미세 구조
물을 에칭시키는 단계, 미세 구조물 내에 도전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도전층 상에 인을 함유하는 층, 바람직하게는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및 인을 함유하는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단계에 의해 기판을 처
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전기화학적 증착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프된 양극에 의해 도
프된 금속 박막을 증착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양극과 함께 사용되는 바람직한 도펀트로는 보론, 인듐, 주석, 베릴
륨, 및 이들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도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전해질이 유동하는 밀폐외피 내에 배열된 도프된 금속, 및 
밀폐외피를 통과하여 배열되고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을 포함하고, 도프된 금속은 바람직하게 구멍난 
판의 형태이다. 도프된 양극은 바람직하게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의 도펀트 농도를 갖는 구리를 포함한다.
    

장치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인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실험적인 전기도금 시스템의 플
랫폼(200)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전기도금 시스템의 플랫폼(200)의 개략적 상면도이다. 실험적인 전기
도금 시스템의 플랫폼(200)과 선택적인 실시예가 " 전기화학적 증착 시스템"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4월 8일에 출원
되어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9/289,074호에 더 자세히 개시되며, 본 발명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본원에 참조되
었다. 본 발명의 실시예인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또다른 실험적인 전기도금 시스템이 1999년 7월 9일에 출원되
어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9/350,877호에서 개시되며 본 발명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본원에 참조되었다. 상술
된 것처럼, 본원의 한 실시예 또는 장치의 한 예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 장치에 제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은 일반적으로 장착 스테이션(210), 열적 어닐 챔버(211), 주
프레임(214), 및 전해질 공급 시스템(220)을 포함한다. 주프레임(214)은 일반적으로 주프레임 전달 시스템(216), 회
전식 린스 건조(spin-rinse dry, SRD) 스테이션(212), 복수의 처리 스테이션(218), 및 시드 층 향상 스테이션(215)
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주프레임(214)을 포함하는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은 플랙서글래스(Plexiglas, 상표
명) 판넬과 같은 판넬을 이용하는 세정 환경 내에 덮힌다. 주프레임(214)은 본 발명의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을 수행하
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스테이션을 지지하는 컷-아웃(cut-out)을 갖는 베이스(217)를 포함한다. 베이스(217)는 바람
직하게 베이스 상에 배열된 다양한 스테이션을 지지할 수 있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 또는 다른 강재로 제조된다. 하
랄(Halar, 등록 상표), 에틸렌-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탈린(ECTFE), 또는 다른 보호 코팅과 같은 화학적 보호 코
팅은 바람직하게 잠재적인 화학적 부식에 노출된 베이스(217)의 표면 상에 배열된다. 각각의 처리 스테이션(218)은 
하나 이상의 처리 셀(240)을 포함한다. 전해질 공급 시스템(220)은 주프레임(214)에 인접하게 위치되며 전기도금 공
정에 사용되는 전해질을 각각 순환시키도록 공정 셀(240)에 연결된다.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은 시스템에 전력
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스테이션(221),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제어 시스템(222)
을 포함한다.
    

    
장착 스테이션(210)은 바람직하게 하나 이상의 기판 수용 영역(224), 하나 이상의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 및 
하나 이상의 기판 방향기(orientor)를 포함한다. 복수의 기판 카세트 수용 영역,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 및 장
착 스테이션(210) 내에 포함된 기판 방향기는 시스템의 소정의 작업 처리량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장착 스테이션(210)은 두 개의 기판 카세트 수용 영역(224), 두 개의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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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나의 기판 방향기(230)를 포함한다. 기판(234)을 수용하는 기판 카세트(232)는 기판(234)을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 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기판 카세트 수용 영역(224) 상에 장착된다.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은 기판(23
4)을 기판 카세트(232)와 기판 방향기(230) 사이로 전달한다.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은 선행기술로부터 공지
된 일반적인 전달 로봇을 포함한다. 기판 방향기(230)는 기판이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기판(
234)을 소정의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은 기판(234)을 장착 스테이션(210)과 SRD 스
테이션(212) 사이와 장착 스테이션(210)과 열적 어닐 챔버(211) 사이로 전달한다. 장착 스테이션(210)은 바람직하
게 시스템을 통해 기판의 효율적인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판의 일시적인 저장을 위한 기판 카세트(23
1)를 포함한다.
    

    
도 2는 주프레임 전달 로봇(242) 내에 형성된 플리퍼 로봇(2404)을 갖는 주프레임 전달 로봇(242)을 도시한다. 주프
레임 전달 로봇(242)은 처리 스테이션과 SRD 스테이션을 포함하며, 주프레임 스테이션에 부착된 상이한 스테이션 사
이로 기판을 전달한다. 주프레임 전달 로봇(242)은 복수의 로봇 아암(2402, 두 개가 도시됨)을 포함하고, 플리퍼 로봇
(2404)은 각각의 로봇 아암(2402)에 단부 이펙터로서 부착된다. 플리퍼 로봇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에 소재한 롤즈 오토메이션(Rorze Automation)사로부터 제조되어 이용되고 있는 
모델 알알 701(RR 701)과 같은 기판 처리 로봇에 단부 이펙터로서 부착된다. 단부 이펙터로서 플리퍼 로봇을 갖는 주 
전달 로봇(242)은 소정의 표면 방향으로 전달된 기판을 넘길 뿐만 아니라 기판을 주프레임에 부착된 상이한 스테이션 
사이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리퍼 로봇은 기판 처리 표면을 처리 셀(240) 내에서 전기도금 공정을 위해 아래
로 직면하도록 넘기며 기판 처리면을 회전식 린스 건조 공정과 같은 다른 공정을 위해 위로 직면하도록 넘긴다. 바람직
하게, 주프레임 전달 로봇(242)은 로봇 아암(2402)과 플리퍼 로봇 단부 이펙터(2404)에 의해 X-Y-Z축을 따라 독
립적인 로봇 이동을 제공한다.
    

    
급속 열적 어닐(rapid thermal anneal, RTA) 챔버(211)는 바람직하게 장착 스테이션(210)에 연결되고, 기판은 장착 
스테이션 전달 로봇(228)에 의해 RTA 챔버(211) 내외로 전달된다. 전기도금 시스템은 바람직하게 장착 스테이션(2
10)의 대칭 설계에 대응하여 장착 스테이션(210)의 대향면 상에 배열된 두 개의 RTA 챔버(211)를 포함한다. 열적 어
닐 처리 챔버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으며, 급속 열적 어닐 챔버는 증착 재료의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기판 처리 시스템 내에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증착 재료의 유동으로 미세 구조물 내의 공극을 충만하고, 산
소와 같은 오염층을 정화시키며, 증착 재료 내에서 인과 같은 도펀트의 확산을 활성화하며 박막의 특성을 제어하는 결
정 성장과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는 구리 박막과 같은 증착된 박막의 재결정화에 의해 전기도금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온 판 설계 및 가열 램프 설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열적 어닐 챔버 설계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하나의 특별한 열적 어닐 챔버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Applied Materials)사로
부터 제조되어 이용되고 있는 떠블유엑스지(WxZ, 등록 상표) 챔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은 각각의 플랫폼의 부재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22
2)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제어 시스템(222)은 주 프레임(214) 상에 장착되고 프로그램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의 모든 부재를 제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된다. 제어 시스템(222)은 시스템의 부재 내에 전력을 제공하고 작업자
가 전기도금 시스템 플랫폼(200)을 모니터하고 작동하게 하는 제어 판넬(223)을 포함한다. 제어 판넬(223)은 케이블
을 통해 제어 시스템(222)에 연결된 스탠드-어론 모듈이며 작업자에게 용이한 통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제어 시
스템(222)은 장착 스테이션(210), RTA 챔버(211), SRD 스테이션(212), 주프레임(214), 및 처리 스테이션(218)
의 작동을 조화시킨다. 부가적으로, 제어 시스템(222)은 전해질을 전기도금 공정에 제공하도록 전해질 공급 시스템의 
제어기와 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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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공정의 사용에 적합한 전기도금 셀의 한 실시예의 횡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의해 본 발명의 공정을 수
행하는데 적합하고 도 3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전기도금 셀의 사용이 예상된다. 도 3은 인이 도프된 박막을 증착하는데 
사용되는 인이 도프된 양극의 한 실시예를 갖는 전기도금 공정 셀(400)을 도시한다. 공정 셀(400)은 일반적으로 헤드 
조립체(410), 공정 키트(420), 및 전해질 콜렉터(440)를 포함한다. 헤드 조립체(410)는 일반적으로 기판 유지 조립
체(450)와 기판 조립체 액츄에이터(458)를 포함하며, 상기 기판 유지 조립체(450)는 공정 키트(420) 상에 위치된다. 
공정 키트(420)는 일반적으로 용기(430), 콘테이너 몸체(472),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 및 필터(476)를 포
함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양극 조립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될 양극을 포함한다.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인이 도프된 금속의 양극을 갖는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양극
으로 인이 도프된 금속의 사용은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공지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형태의 양극과 
결합한 도금 셀을 작동할 때, 산소 및 산소 버블은 전기도금 공정 중에 양극 상에 방출할 수 있고 산화 박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양극 상에 산화물의 형성은 소정의 전도성 이하의 양극을 야기하여, 전기도금 증착 공정에 유해한 영향을 준
다. 부가적으로, 기판 도금 표면에 도달하는 자유 산소로부터 형성된 버블은 도금의 결함을 야기하고 도금 표면과 적합
한 전해질 접촉을 방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의 실시예는 인으로 도프된 양극, 예를 들어,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
체(474)의 인이 도프된 양극(496)을 사용함으로써 양극 상에 산소의 유해한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예상된다. 인이 도
프된 양극 내의 인은 양극의 표면에 형성된 자유 산소와 활발히 반응하여 증착을 방해하는 산소 버블의 형성을 최소화
한다. 또한, 인은 적극적인 환원제로서 작용하여, 버블과 양극 상의 금속 산화 박막의 형성을 방지하는 양극과 반응하는 
자유 산소를 감소시키고, 양극 산화의 포텐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 바람직하게, 인 또는 다른 산화 도펀트의 양은 
본 발명의 장점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고 충분향 양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바람직하게 콘테이너 몸체(472) 하부에 배열되고 콘테이너 몸체(
472)의 하부에 부착되며, 필터(476)는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콘테이너 몸체(472) 사이에 배열된다. 바람
직하게, 필터(476)는 콘테이너 몸체(472)의 하부 개구에 부착되어 완전히 덮으며,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필터(476) 하부에 배열된다. 스페이서(492)는 필터(476)와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 사이에 배열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 필터(476), 스페이서(492), 및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스크류 및/또는 볼트와 같은 제거 가능
한 패스너를 사용하여 콘테이너 몸체(472)의 하부면에 고정된다. 선택적으로, 필터(476), 스페이서(492), 및 인이 도
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용기(430)에 제거 가능하도록 형성된다. 필터(476)는 바람직하게 기판 도금면을 향해 전해
질의 흐름 패턴을 제어하는 세라믹 확산기를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바람직하게 전해질 내에서 금
속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소모성의 인이 도프된 양극(496)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바람직하게 다공성이고 바람직하게 양극 밀폐외피(494) 내에 
배열된 소모성의 인이 도프된 양극(496)을 포함하는 구리와 같은 전기도금될 금속과 같은 금속으로 제조된 양극 밀폐
외피(494)를 갖는 자체-밀폐식(self-enclosed) 모듈이다. 인이 도프된 구리층의 증착에 사용되는 소모성의 양극(4
96)은 바람직하게 양극의 중량비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의 인의 도펀트 양을 갖는 구리를 포함한다. 밀폐외피 
자체의 물리적 구조 또는 설계는 통상적일 수 있으며, 선행 기술에 의해 공지되어 있다. 소모성의 양극(496)은 금속 입
자 또는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지만, 바람직하게 양극 밀폐외피(494) 내에 내장된 고순도 구리와 같은 구멍난 또는 고
체의 금속 시트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양극 밀폐외피(494)는 세라믹 또는 중합체 막과 같은 다공성 재료로 제조된
다. 양극 밀폐외피(494)는 분해된 금속에 의해 생성된 입자를 양극 밀폐외피(494) 내에 유지시키는 필터로서 작용한
다.
    

    
소모성(즉, 가용성)의 양극(496)은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는 전기도금 공정과 대조적으로 용액 내에 가스를 생성하지 
않는 전해질을 제공하며 가스 생성 및 버블 생성은 전기도금 공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이다.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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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양극은 구리가 양극의 분해에 의해 전해질 내로 유입될 때 구리 전해질을 계속 공급할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양극 밀폐외피(494) 내에 내장되거나 형성된 구멍난 금속판은 복수의 세로방향으로 배열된 
통로를 갖는 금속 시트를 포함하고 모양은 전해질 용액의 흐름을 위한 통로 뿐만 아니라 전해질 용액 내의 양극(496)
의 분해를 위한 높은 표면적을 제공한다. 구멍난 금속판의 높은 표면적은 양극의 분극과 산소의 공동 방출을 포함하는 
산화 부반응을 최소화하며, 주기적인 역 도금 사이클의 기판 양극 분해 단계 중에 구리 도금에 대해 적당한 전류 밀도를 
생성한다. 양극 상에서 과도하고 부가적인 분해 때문에 전해질에 노출된 보다 작은 표면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절연 재료로 구멍난 판의 하부 대향면(흐름을 향해 직면함)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전극 접점(498)은 바람직하게 양극 밀폐외피(494)를 통해 삽입되어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소모성의 양극(496)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음전극 접점(498)은 전해질 내에서 불용성인 티타늄, 백금 및 백금으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강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부터 제조된다. 음전극 접점(498)은 바람직하게 용기(430)를 통해서 연장하고 전
력 공급원에 연결된다. 바람직하게, 음전극 접점(498)은 공정 키트(420)로부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패스너 너트
(499)와 용기(430) 사이에 배열된 탄성 중합체 워셔와 같은 용기(430)와 밀봉(495)에 음전극 접점(498)을 고정하
도록 패스너 너트(499)를 위한 나사 부분(497)을 포함한다.
    

    
공정 키트(420)의 콘테이너 몸체(472)는 바람직하게 세라믹, 플라스틱, 플랙서글래스(아크릴의), 렉세인(lexane), 
PVC, CPVC, 및 PVDF와 같은 전기적으로 절연재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콘테이너 몸체(472)는 전해질(즉, 전기도
금 시스템의 인이 도프된 양극과 음극)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전해질과 전기적으로 절연될 수 있는 테프론(Tefron), 
PVDF, 플라스틱, 고무 및 이들의 조합과 같은 절연층으로 코팅된 스테인레스 강, 니켈 및 티타늄과 같은 금속으로부터 
제조된다. 콘테이너 몸체(472)는 바람직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기판의 도금면과 기판의 모양, 일반적으로 원형 또
는 수직형태를 따르도록 크기가 정해지고 형성된다. 콘테이너 몸체(472)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기판의 직경과 같거나 
약간 큰 치수를 갖는 내측 직경을 갖는 원통의 세라믹 튜브를 포함한다.
    

    
콘테이너 몸체(472)의 상부는 외측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여 환형의 위어(weir, 478)를 형성한다. 위어(478)는 전해
질 콜렉터(440)의 내측벽(446) 상으로 연장하여 전해질이 전해질 콜렉터(440) 내로 흐르도록 한다. 위어(478)의 상
부면은 바람직하게 음극 접점 링(466)의 하부면을 조화시킨다. 바람직하게, 위어(478)의 상부면은 내측 환형의 평탄
부(480), 중앙의 경사부(482) 및 외측 경사부(484)를 포함한다. 기판이 처리 위치에 위치될 때, 기판 도금면은 콘테
이너 몸체(472)의 원통형 개구 상에 형성되고, 전해질이 흐르는 갭은 음극 접점 링(466)과 위어(478)의 상부면 사이
에 형성된다. 음극 접점 링(466)의 하부면은 위어(478)의 내측 평탄부(480)와 중앙 경사부 상에 배열된다. 외측 경사
부(484)는 전해질 콜렉터(440) 내로 전해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방향으로 경사진다.
    

    
콘테이너 몸체(472)의 하부는 외측 반경 방향으로 연장하여 콘테이너 몸체(472)를 용기(430)에 고정하도록 하부 환
형의 플랜지(486)를 형성한다. 환형 플랜지(486)의 외측 치수(즉, 주변)는 전기도금 공정 셀(400)로부터 공정 키트
(420)를 제거하고 교체하도록 개구(444)와 전해질 콜렉터(440)의 내측 주변의 치수보다 작다. 바람직하게, 복수의 
볼트(488)는 환형의 플랜지(486) 상에 고정되게 배열되고 용기(430) 상의 정합 볼트 구멍을 통해 하방향으로 연장한
다. 복수의 제거 가능한 패스너 너트(490)는 공정 키트(420)를 용기(430) 상에 고정한다. 탄성 중합체인 O 형태의 링
과 같은 밀봉(487)은 공정 키트(420)로부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488)로부터 내측 반경 방향에 있는 콘테이너 
몸체(472)와 용기(430) 사이에 배열된다. 너트/볼트의 조합은 유지 보수 기간 중에 공정 키트(420)의 부재의 신속하
고 용이한 제거 및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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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430)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부분(502)과 바닥 부분(504)을 포함한다. 상부 환형의 플랜지(506)는 원통형 부분
(502)의 상부로부터 외측 반경 방향으로 연장한다. 상부 환형의 플랜지(506)는 콘테이너 몸체(472)의 하부 환형의 
플랜지(486)로부터 복수의 볼트(488)를 조화시키는 복수의 구멍(508)을 포함한다. 용기(430)의 상부 환형의 플랜지
(506)와 콘테이너 몸체(472)의 하부 환형의 플랜지(486)를 고정하기 위해 볼트(488)는 구멍(508)을 통해 삽입되고, 
패스너 너트(490)는 볼트(488) 상에 고정된다. 바람직하게, 상부 환형의 플랜지(506)의 외측 치수(즉, 주변)는 하부 
환형의 플랜지(486)의 외측 치수(즉, 주변)와 거의 같다. 바람직하게, 공정 키트(420)가 주프레임(214) 상에 위치될 
때 용기(430)의 상부 환형의 플랜지(506)의 하부면은 주프레임(214)의 지지 플랜지 상에 정지한다.
    

    
원통형 부분(502)의 내측 주변은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필터(476)를 수용한다. 필터(476)와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의 외측 치수는 전해질의 실질적인 부분이 처음 필터(476)를 통해 흐르기 전에 인이 도프된 양극 조
립체(474)를 통해 흐르도록 원통형 부분(502)의 내측 치수보다 약간 작다. 용기(430)의 바닥 부분(504)은 전해질 
공급 시스템(220)으로부터 전해질 공급선에 연결시키는 전해질 입구(510)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는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바닥 부분(504) 상의 전해질 입구(510) 사이의 전해질 흐름에 갭을 
제공하도록 용기(430)의 원통형 부분(502)의 거의 중앙 부분에 배열된다.
    

    
전해질 입구(510)와 전해질 공급선은 바람직하게 공정 키트(420)를 용이하게 제거하고 교체하는 해제 가능한 커넥터
에 의해 연결된다. 공정 키트(420)가 보수 유지를 필요로 할 때, 전해질은 공정 키트(420)로부터 배수되고, 전해질 공
급선 내의 전해질 흐름은 불연속적으로 되고 배수된다. 전해질 공급선을 위한 커넥터는 전해질 입구(510)로부터 해제
되고,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에의 전기적 연결은 차단된다. 헤드 조립체(410)는 공정 키트(420)의 제거에 세
정을 제공하도록 상승되거나 회전된다. 공정 키트(420)는 주프레임(214)으로부터 제거되고, 새롭거나 재제어된 공정 
키트가 주프레임(214) 내에 대체된다.
    

    
선택적으로, 용기(430)는 주프레임(214)의 지지 플랜지 상에 고정될 수 있고, 인이 도프된 양극(496)과 필터를 따라 
콘테이너 몸체(472)가 보수 유지를 위해 제거된다. 이러한 경우에,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콘테이너 몸체(
472)를 용기(430)에 고정하는 너트는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콘테이너 몸체(472)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거된다. 새롭거나 재제어된 인이 도프된 양극 조립체(474)와 콘테이너 몸체(472)는 주프레임(214) 내에 교체
되어 용기(430)에 고정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바람직하게, 전해질 콜렉터(440)는 공정 키트(420)의 위치에 대해 위치를 한정하는 개구(443) 상
으로 주프레임(214, 도 1 및 도 2에 도시됨)의 몸체(442) 상에 고정된다. 전해질 콜렉터(440)는 벽과 연결하는 내측
벽(446), 외측벽(448) 및 바닥(447)을 포함한다. 전해질 출구(449)는 전해질 콜렉터(440)의 바닥(447)을 통해서 
배열되고 튜브, 호스, 파이프 또는 다른 유체 전달 커넥터를 통해서 전해질 공급 시스템(220, 도 1 및 도 2에 도시됨)
에 연결된다.
    

    
헤드 조립체(410)는 헤드 조립체 프레임(452) 상에 장착된다. 헤드 조립체 프레임(452)은 장착 포스트(454)와 외팔
보 아암(456)을 포함한다. 장착 포스트(454)는 주프레임(214)의 몸체 상에 장착되고, 외팔보 아암(456)은 장착 포
스트(454)의 상부로부터 측면으로 연장한다. 바람직하게, 장착 포스트(454)는 헤드 조립체(410)의 회전을 허용하도
록 장착 포스트를 따라 수직축에 대해서 회전 이동을 제공한다. 헤드 조립체(410)는 외팔보 아암(456)의 말단에 배열
된 장착 판(460)에 부착된다. 외팔보 아암(456)의 하단부는 장착 포스트(454) 상에 장착된 공기 실린더와 같은 외팔
보 아암 액츄에이터(457)에 연결된다. 외팔보 아암 액츄에이터(457)는 외팔보 아암(456)과 장착 포스트(454)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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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인트에 관해서 외팔보 아암(456)의 중추 이동을 제공한다. 외팔보 아암 액츄에이터(457)가 회수될 때, 외팔보 아
암(456)은 전기도금 공정 셀(400)로부터 공정 키트(420)를 제거 및/또는 교체하도록 요구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헤드 
조립체(410)를 공정 키트(420)로부터 떨어지게 이동시킨다. 외팔보 아암 액츄에이터(457)가 연장될 때, 외팔보 아암
(456)은 헤드 조립체(410) 내의 기판을 처리 위치내에 위치시키도록 공정 키트(420)로 이동시킨다.
    

헤드 조립체(410)는 일반적으로 기판 유지 조립체(450)와 기판 조립체 액츄에이터(458)를 포함한다. 기판 조립체 액
츄에이터(458)는 장착 판(460) 상에 장착되고, 장착 판(460)을 통해 하방향으로 연장하는 헤드 조립체 샤프트(462)
를 포함한다. 헤드 조립체 샤프트(462)의 하단은 기판 유지 조립체(450)를 처리 위치와 기판 장착 위치에 위치시키도
록 기판 유지 조립체(450)에 연결된다.

    
기판 유지 조립체(450)는 일반적으로 기판 유지기(464)와 음극 접점 링(466)을 포함한다. 기판과 접촉하는 접점 패
드의 표면을 제외하고, 음극 접점 링의 노출면은 바람직하게 친수성 표면을 제공하도록 처리되거나 또는 베드포드 매사
츄셋에 소재한 밀리포어 코포레이션(Millipore Corporation)사로부터 제조되어 이용되고 있는 친수성 표면 처리와 같
은 친수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코팅된다. 친수성 표면은 음극 접점 링의 표면 상에서 전해질의 거품(beading)을 감소시
킨다. 또다른 접점 링 설계가 본 발명에 따른 전기도금 처리 셀에 사용되며, 1998년 11월 30일에 출원된 " 전기화학적 
증착용 음극 접점 링" 이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제 09/201,486호에 접촉 링 설계가 개시되며, 본원에 참조되었다. 
기판 유지기(464)는 바람직하게 음극 접점 링(466) 상에 위치되며 기판의 배면에 압력을 제공하고 기판 도금면과 음
극 접점 링(466) 사이에 전기적 접점을 보장하는 블래더 조립체(470)를 포함한다.
    

인이 도프된 박막 증착 공정

    
본 발명에 따른 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인으로 도프된 도전성 금속 박막을 사용하여 기판의 미세 구조물의 형성에 관
한 것이다. 인이 도프된 도전성 금속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인이 함유되거나 도프된 층, 바람직하게는 시드 층이 상기 
층 내에 인의 중량비(중량%)로 약 0.01% 내지 약 15% 범위, 바람직하게 약 0.01 중량% 내지 약 3 중량%, 및 가장 
바람직하게 약 0.01 중량% 내지 약 0.05 중량% 범위의 도핑량으로 도전성 기판 상에 처음 증착된다.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구리층에 대해 구리와 같은 도프된 층과 동일한 재료의 도전성 금속층이 인이 도프된 층 상에 증착된다. 인이 도
프된 층과 도전성 금속층은 전기도금 증착 공정에 의해 바람직하게 증착된다.
    

    
" 시드 층" 은 여기서 기판 표면 상에 연속적으로 증착된 박막의 성장을 촉진하고 증착된 박막의 층간의 부착성을 향상
시키도록 사용된 연속적으로 또는 불연속적으로 증착된 재료로 넓게 한정된다. 본원의 상세한 설명에서 도핑 재료로 인
의 사용에 적용되지만, 환원제인 보론, 인듐, 주석, 베릴륨, 및 이들의 조합과 같은 다른 도핑 패료가 본원에 의해 예상
된다. 부가적으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바람직한 도전성 재료로서 구리의 사용에 적용되지만, 전기화학적 증착에 의
해 증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재료인 텅스텐, 알루미늄, 및 니켈과 같은 다른 도전성 재료가 본원에 의해 예상된다.
    

    
" 전기도금" 이라는 용어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기판 상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층의 
층착을 지칭한다. 바람직하게, 본원에서 전기도금은 인이 도프된 양극과 전해질 용액을 통한 음극 사이에 전류를 통과
시키는 단계와 금속 박막을 침전시키는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음극은 일반적으로 기판 영역 또는 기판 표면 상에 증착된 
금속층과 같은 증착되는 재료이며 도전성 재료를 포함한다. 소모성의 인이 도프된 양극에 있어서, 인이 도프된 양극은 
일반적으로 전기도금 용액 내의 인이 도프된 양극에서 분해되고 음극에서 침전하는 구리와 같은 증착되는 재료로 구성
된다. 예를 들어, 인이 도프된 구리의 시드 층은 전기도금 용액 내의 양극을 분해시키고 음극으로 작용하는 도전성 기판
상에 침전시킴으로써 인이 도프된 양극에 의해 증착되며, 인이 도프된 구리 시드 층은 인이 도프된 구리 시드 층 상에 
구리층을 증착하는 것과 같은 연속적인 전기도금 공정에서 음극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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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전기도금 공정에 있어서, 인 도펀트는 가용성(소모성)의 인이 도프된 양
극에 의해 유입된다. 인이 도프된 양극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15 중량%, 바람직하게 약 0.01 중량% 내지 약 3 중
량%, 가장 바람직하게 약 0.01 중량% 내지 약 0.05 중량% 범위의 인으로 도프된다. 박막의 특성을 개선하는 것에 부
가하여, 도프된 양극 내의 인은 산성 환경에서 과잉의 분해로부터 구리와 같은 양극 재료를 보호하는 양극 상에 박막을 
형성함으로써 전기도금 용액 내의 입자 해제 문제를 억제하거나 방지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서, 인이 도프된 박막은 기판을 처리함에 있어서 장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기판의 미세 구조
물은 바람직하게 유전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유전층 내의 미세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와 구리 금속 적층을 형성하는 단
계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구리 금속 적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도전층, 바람직하게 미세 구조물 내에 장벽 또는 라이너 
층을 증착하는 단계, 도전층 상에 인으로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단계, 및 인으로 도프된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
층을 증착하는 단계에 의한다. " 미세 구조물" 이란 용어는 반도체 산업에서 통상적인 용어로 넓게 한정되며, 보다 구체
적으로 본원에서 기판 상에 증착된 기판 재료 또는 재료들 내에 형성된 기판 구조물로 한정되며, 제한은 아니지만, 바이
어스, 접점, 상호연결부, 및 이중 다마신과 같은 기판 구조물을 포함한다.
    

    
도 4는 도전성 재료로부터 형성된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 인이 도프된 시드 층(619), 및 기판(612) 상에 형성된 
미세 구조물(616) 내에 증착된 도전성 금속층(620)을 갖는 본 발명의 금속 박막층(610)의 개략적 횡단면도이다. " 기
판" 이라는 용어는 실리콘 웨이퍼, 또다른 유전층, 또는 금속층과 같은 증착 공정에서 하부 재료로 넓게 한정되며, 다양
한 재료의 일련의 하부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하부 재료로 장벽 재료, 도전성 재료, 및 도프된 실리콘을 포함
한다. 도전성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이 설계에서 통합되지 않는 금속화 설계에 있어서, 도전성 기판 또는 도전성 기
판 표면이 사용된다. 플래시 층과 같은 시드 층(619)에 대한 예비 처리 공정은 전기도금 기술에 의해 연속적인 금속층
을 증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인가 전류에 대해 도전성 표면을 제공하도록 도금될 표면 상에 증착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미세 구조물(616)은 바이어, 접점, 트렌치 또는 라인과 같은 미세 구조물(616)의 소정의 측면을 형
성하도록 도전성 기판(612) 상에 유전층(614)을 증착하고 패턴화 에칭함으로써 형성된다. 도전성 기판(612)은 도프
된 실리콘 기판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기판 상에 형성된 처음 또는 나중의 전기적으로 도전층일 수도 있다. 유전층(
614)은 실리콘 웨이퍼 또는 중간 단계의 절연층 상에 증착된 예비 금속 유전층일 수 있으며, 선행 기술에서 공지된 과
정에 따라 하부 도전성 기판(612) 상에 형성된다. 유전층(614)이 증착되면, 유전층(614)은 플라즈마 에칭을 포함하
여, 선행 기술에서 공지된 소정의 유전 에칭 또는 패턴화 공정으로 에칭될 수 있다. 현재 공지되었거나 공지되지 않았던 
소정의 유전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은 바람직하게 금속층(619, 620)이 하부 기판(612)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
기 위해 인이 도프된 시드 층(619) 및 도전성 금속층(620)에 앞서 증착된다. 구리 금속층 또는 도프된 구리 금속층으
로서, 바람직한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은 내화성 금속과 내화성 금속[텅스텐(W), 텅스텐 질화물(WN x ), 니오븀(N
b), 알루미늄 규화물, 등과 같은]의 질화물, 탄탈(Ta), 탄탈 질화물(TaN), 티타늄 질화물(TiN), 채워진(stuffed) P
VD Ti/N 2 , 도프된 실리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산화물, 3상 화합물(TiSiN, 티타늄 실리콘 질화물, WSiN, 텅스텐 
실리콘 질화물, 등과 같은), 또는 이들 층의 조합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한 라이너 또는 장벽 재료는 구리 금속화 설
계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증착될 탄탈(Ta) 및 탄탈 질화물(TaN)이다.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은 선행 기술에서 공지된 소정의 적절한 공정에 의해 증착될 수 있지만, 특히 높은 종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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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미세 구조물에 대해 PVD-IMP공정을 사용하여 바람직하게 증착될 수 있으며, 유기 금속의 전구체의 분해, 또는 
평행한(collimated) 또는 긴 행정의 PVD 스퍼터링과 같은 다른 PVD 기술을 포함하는, 화학 증착(CVD) 기술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평행한 PVD 스퍼터링은 선행 기술로부터 공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기판 표면에 수
직하고 콜리메이터를 통해 소정의 방향으로 스퍼터된 재료가 이동하도록 하는 필터로서 작용하는 타겟과 기판 사이의 
콜리메이터를 위치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선행 기술로부터 공지된 긴 행정의 PVD 스퍼터링은 타겟으로부터 기판으로의 
공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연장된 거리는 기판에 도달하는 스퍼터된 재료가 기판 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619)은 전기화학적 공정, 바람직하게 인이 도프된 양극을 이용하는 전기도금 공정을 이용하여 T
aN 라이너 또는 장벽층 상에 증착된다. 인이 도프된 시드 층(619)은 구리와 같은 도전성 재료와 인이 도핑된 재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이 도프된 구리 재료는 미세 구조물을 채울 수 있는 연속적으로 증착된 도전성 구리층에 대해 
시드 층으로서 라이너 또는 장벽층(618) 상에 증착될 수 있다. 인은 개선된 핵의 특성을 제공하는 보다 균일한 층을 생
성하는데 존재된 증착 공정에서 구리의 축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 인은 보다 균일한 박막을 생성하기 위해 도전성 
재료의 경계와 전기도금 용액에서 금속 박막의 산화를 최소화시킨다. 인이 도프된 구리 시드 층(619)은 약 0.01 중량
% 내지 약 15 중량% 범위의 인의 농도를 포함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약 0.01 중량% 내지 약 3 중량%, 가장 바람직하
게 약 0.01 중량% 내지 약 0.05 중량% 범위를 포함한다.
    

    
도전성 금속층(620), 바람직하게 구리는 인이 도프된 시드 층(619) 상에 증착되며, 증착된 구리층(620)은 상호연결
부(616)를 완전히 채운다. 구리층(620)은 PVD, IMP, CVD, 전기도금, 비전자(electroless) 증착, 증발, 또는 선행 
기술로부터 공지된 소정의 방법에 의해 증착될 수 있지만, 구리층(620)은 바람직하게 전기도금 기술에 의해 증착된다. 
가용성 양극을 포함하는 시스템 내에서 구리 박막을 증착하는 실험적인 전기도금 화학이 1999년, 2월, 5일에 출원된 " 
개구의 개선된 충만을 위한 전기 증착 화학" 이라는 명칭의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9/245,780호에 개시되며, 본
원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본원에 참조되었다.
    

    
미세 구조물은 금속 박막 적층(610)의 상부를 평탄화, 바람직하게 화학 기계적 연마(CMP)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다. 
평탄화 공정 중에, 구리층(618)과 유전층(614)의 부분은 구조물의 상부로부터 제거되어 바이어(616) 내에 형성된 도
전성 미세 구조물과 함께 완전히 평탄한 표면을 남긴다. 다른 연속적인 공정은 부가적인 층의 증착, 에칭, 및 IC 제조에
서 공지된 다른 공정이 요구된다면 어닐링이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술된 것처럼 인이 도프된 박
막을 이용하여 기판 미세 구조물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다른 전기도금 방법에 의해 증착된 구리 박막은 불균일하게 형
성되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박막에 소정의 다른 도핑제의 부가는 균일한 두께를 갖는 박막의 증착을 
촉진하고 박막의 축적으로부터 증착 결함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 박막의 시드 층에 대해, 인은 박막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보다 균일하고 연속적인 시드 층을 제공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예상된다. 특히, 도전성 재료가 증착
될 때, 인은 축적의 주원인의 하나인 표면 확산 또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도전성 금속층의 증착을 개선시키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도프된 도전층에 보다 작은 축적이 발생하고, 도전층은 보다 작은 공극을 갖도록 등각으로 증
착된다. 인의 도펀트 재료는 구리와 같은 도전성 재료에 환원제이기 때문에, 전기도금 공정에 입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기판의 표면 상에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박막의 축적에 기여하는 산화가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전기도금과 같은 어떤 증착 공정은 하부 시드 층의 통합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균일한 두께와 작은 
축적을 갖고 등각으로 증착된 도프된 하부층은 상기 하부층에 증착된 보다 균일하고 연속적인 금속층을 제공할 수 있다. 
연속적인 층의 균일성은 층간의 부착성을 개선시키고 전기도금된 박막 내에 작은 공극과 불균일성을 나타낸다. 부가적
으로, 시드 층 내의 도펀트는 박막의 표면 장력을 낮추고, 박막의 경화를 나타내는 도전성 금속 박막의 표면 이동성을 
낮춘다. 박막의 경화가 증가됨에 따라, 원자가 개선된 전기적 이동 특성을 갖는 박막의 형성을 허용하는 박막에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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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류 밀도에 따라 금속 박막을 통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때, 박막의 전기적 이동에 대한 저항은 증가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의 도펀트는 예를 들어, 인의 도펀트가 증착된 전기도금 박막 내에서 입자 성장을 제어하는 것이 예상
되는 다른 장점을 갖는다. 구리 박막 내의 인의 도펀트는 증착 박막 내의 구리 핵의 위치의 결정 방향을 방해함으로써 
보다 작은 입자 크기를 촉진한다. 보다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진 채, 박막은 입자 내의 원자 이동성과 증착된 전기도금 박
막의 특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되는 어닐링과 다른 공정과 같은 전증착 처리에서 보다 신속한 구리 박막의 재결정화를 
허용하는 대응하는 낮은 용융점을 개선하였다. 보다 작은 입자 크기는 축적을 감소시키고 층의 균일성을 촉진시킨다. 
전술한 설명들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본 발명의 기본 범위로부터 벗어
남이 없이 고안될 수도 있고, 본 발명의 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발명의 효과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해 기판의 전기도금에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단점을 극복하는 개선된 증착 공정 및 장치를 제
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박막의 축적을 감소시키며, 전기화학적 공정으로부터 생성된 미세 구조물 내의 공극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또는 기판의 미세 구조물 상에 금속 박막의 증착 중에 및/또는 증착 다음의 금속 박막의 원치 않는 산화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 및 장치는 기판 표면 상에 보다 균일한 증착을 제공하고 증착된 금속층의 상호층간의 
접착성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전기화학적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 양극의 원치 않는 산화 및 과잉 분
해를 감소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화학적 증착 방법에서 금속층을 증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i) 전해질이 흐르도록 제공된 밀폐외피와,

ii) 상기 밀폐외피 내에 배열된 인이 도프된 금속과, 그리고

iii) 상기 밀폐외피를 통해 배열되고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을 갖춘 양극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소모성 양극판을 포함하며, 상기 소모성 양극판은 내부에 복수의 세로방향으로 배열된 통로를 
갖추고 있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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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인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도전성 기판 도금면을 갖춘 기판 상에 금속을 전기화학적 증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a) 상기 도전성 기판 도금면이 전해질 용기 내의 전해질에 노출되는 위치에 상기 기판을 유지시키도록 구성된 기판 유
지기와,

b) 상기 도전성 기판 도금면과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음극과,

c) 전해질 입구, 전해질 출구, 및 상기 도전성 기판 도금면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개구를 갖춘 전해질 용기와, 그리고

d) 상기 전해질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인이 도프된 양극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양극은,

i) 전해질이 흐르도록 제공된 밀폐외피와,

ii) 상기 밀폐외피 내에 배치된 인이 도프된 금속과, 그리고

iii) 상기 밀폐외피를 통해 배치되고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소모성 양극판을 포함하며, 상기 소모성 양극판은 내부에 복수의 세로방향으로 배열된 통로를 
갖추고 있는 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금속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인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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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기판 상에 도전성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상기 도전성 기판 상에 인을 함유하는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그리고

b) 상기 도전성 박막을 형성하도록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인을 함유하는 층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인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인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층은 구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되는 방법.

청구항 17.

기판 처리 방법으로서,

a) 상기 기판 상에 유전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b) 상기 유전층 내에 미세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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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미세 구조물 내에 도전성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d) 상기 도전층 상에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그리고

e)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 상에 도전성 금속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층은 Ti, TiN, Ta, TaN x , W, WN x ,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도전성 재료를 포함
하는 장벽 또는 라이너층인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을 함유하는 층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인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인이 도프된 구리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인을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 도프된 시드 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층은 구리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4.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되는 기판 처리 방법.

도면

 - 17 -



공개특허 특2001-0082135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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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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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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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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