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21/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02일

10-0675895

2007년01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5-0057372 (65) 공개번호 10-2007-0001739

(22) 출원일자 2005년06월29일 (43) 공개일자 2007년01월04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29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박동수

경기 이천시 관고동 502-2 영우빌라 202호

김수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65 현대6차아파트 602동 201호

(74) 대리인 특허법인아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19990057281 * 1020010065232 *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우식

전체 청구항 수 : 총 13 항

(54)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는, 반도체소자가 구비된 반도체기판 위에 배치되는 하부금속배선막과, 하부금속배

선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과,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

루어진 금속간절연막과, 그리고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금속간절연막 및 완충막을 관통하여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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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를 구비한 반도체기판 위에 배치되는 하부금속배선막;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위에 배치되고 7000 내지 12000Å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

진 금속간절연막; 및

상기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금속간절연막 및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의 두께는 500 내지 10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

속배선구조.

청구항 5.

반도체소자를 구비한 반도체기판 위에 배치되는 하부금속배선막;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1 금속간절연막;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2 금속간절연막; 및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제2 완충막,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1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

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

구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2 금속간절연막의 총두께는 7000-12000Å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

배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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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완충막 및 제2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청구항 8.

반도체소자를 구비한 반도체기판 위에 하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위에 7000 내지 12000Å 이하의 두께를 가지며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금속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금속간절연막 및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500℃ 이하의 저온에서 저압화학기상증착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12.

반도체소자를 구비한 반도체기판 위에 하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완충막 위에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1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완충막 위에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2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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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제2 완충막,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1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

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2 금속간절연막은 총두께가 7000-12000Å 이상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500℃ 이하의 저온에서 저압화학기상증착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하고 고성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도 다층금속배선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메모리소자, 예컨대 고속동작이 요구되는 그래픽용 디램(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소자에서는 이층금속배선(double layer metal interconnection)구조에서 삼층금속배선구조(tri layer metal

interconnection)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다층금속배선구조에서 금속배선막의 저항성분과 금속간절연

막의 커패시터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RC신호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저항이 낮은 금속물질로 금속배선막을 형성하고,

또한 유전율이 낮은 물질로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금속간절연막으로서 낮은 유전율의 로우-

케이(low-k) 물질로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금속배선막 자체의 면저항(Rs; Sheet Resistance)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금속배선막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금속배선막의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 금속간절연막의 두께도 또한 증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금속간절연막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로우-케이 스핀온글라스(SOG; Spin On Glass) 계열의 절연막의 경우, 그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하

부의 금속배선막에 가하는 스트레스(stress)가 증가하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금속간배선막에 대한 열처리시 특정영역,

예컨대 웨이퍼의 가장자리인 금속간배선막의 끝부분에 집중되어 하부의 금속배선막에 크랙(crack)이나 리프팅(lifting)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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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탄소 함량이 적은 실리콘옥사이드(SiO2)막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을 완충막

으로 금속배선막과 금속간절연막 사이에 배치시켰다. 상기 실리콘옥사이드(SiO2)막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로는 저압화학

기상증착(LP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을 사용하여 증착되는 LP-TEOS(tetra-ethyl-

ortho-silicate) 산화막, MTO(Middle Temperature Oxide)막 및 LTO(Low Temperature Oxide) 산화막 등이 있다. 그

런데 이와 같이 실리콘옥사이드(SiO2)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의 형성은 대략 600℃ 이상의 고온공정을 수반하며, 이에 따

라 알루미늄(Al) 등을 하부금속배선막으로 사용하는 경우 알루미늄(Al) 등의 하부금속배선막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

로 실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온공정인 플라즈마가 강화된 옥사이드(PE; Plasma

Enhanced Oxid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즈마에 의한 데미지(damage)로 인하여 셀영역 및 주변회로영역의 트랜지스

터의 특성을 열악하게 하므로 또한 실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스트레스 완화 특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완

충막으로서도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나타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저온공정이 가능하여 하부의 금속배선막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

면서도 하부의 금속배선막에 인가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는, 반도체소자가 구비된 반

도체기판 위에 배치되는 하부금속배선막;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상기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금속간절연막; 및 상기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금속간절연막 및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속간절연막의 두께는 7000 내지 12000Å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완충막의 두께는 500 내지 1000Å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일 수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는, 반도체소자가 구비된

반도체기판 위에 배치되는 하부금속배선막;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1 금속간절연막;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위에 배치되는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 위에 배치되는 로우-케이 물

질로 이루어진 제2 금속간절연막; 및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제2 완충막, 제1 금속간절연

막 및 제1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2 금속간절연막의 총두께는 7000-12000Å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제1 완충막 및 제2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일 수 있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은, 반도체소

자가 구비된 반도체기판 위에 하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완충막 위에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금속간절연막 및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

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속간절연막은 7000 내지 12000Å 이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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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500℃ 이하의 저온에서 저압화학기상증착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제조방법은, 반도체

소자가 구비된 반도체기판 위에 하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금속배선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완충막 위에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진 제1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위에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완충막 위에 로우-케이 물질로 이루어

진 제2 금속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위에서 상기 제2 금속간절연막, 제2 완충막, 제1 금속간

절연막 및 제1 완충막을 관통하여 상기 하부금속배선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되는 상부금속배선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금속간절연막 및 제2 금속간절연막은 총두께가 7000-12000Å 이상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완충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500℃ 이하의 저온에서 저압화학기상증착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완충막은 알루미늄옥사이드막, 하프늄옥사이드막 또는 지르코늄옥사이드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

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서는 안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

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금속배선구조는, 반도체기판(100) 위의 절연막(110) 위에 하부금속배선막(120)이 배

치된다. 반도체기판(100)과 하부금속배선막(120) 사이에는 트랜지스터나 커패시터와 같은 다른 소자들이 형성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상기 하부금속배선막(120)은 트랜지스터나 커패시터의 일부 요소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절연막(110)

및 하부금속배선막(120) 위에는 완충막(130) 및 금속간절연막(140)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 완충막(130)은 금속간절

연막(140)으로부터 하부금속배선막(120)에 인가되는 스트레스(stress)를 버퍼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금속간절

연막(140)의 두께가 대략 7000-12000Å 이하일 경우, 즉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상기 완충막(130)은 대략 500-

1000Å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완충막(130)은 저온증착이 가능한 절연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컨대 완충막(130)은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

하프늄옥사이드(HfO2) 및 지르코늄옥사이드(ZrO2)와 같은 금속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저온증착이 가능한 금

속산화물로서 탄탈륨옥사이드(Ta2O5)도 있지만, 이 탄탈륨옥사이드(Ta2O5)는 700℃의 열처리를 후속공정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체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에 따라 상기 완충막(130)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상기 금속간절연막(140)은 저유

전율을 갖는 로우-케이(low-k)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컨대 스핀온글라스(SOG; Spin On Glass) 산화막, 스핀온다

이일렉트릭(SOD; Spin On Dielectric) 산화막, SiOC막 또는 SiOCH막을 사용하여 금속간절연막(140)을 형성할 수 있다.

비록 도면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금속간절연막(140) 위에는 금속간절연막(140) 및 완충막(130)을 관통하여 하부금속배

선막(1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상부금속배선막(미도시)이 배치된다.

이와 같은 금속배선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기판(100) 위의 절연막(110)상에 하부금속배선막(130)을 형성한다. 다음에 절연막(110) 및 하부금속배선막

(130) 위에 완충막(130)을 형성한다. 이 완충막(130)은 저압화학기상증착(LP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완충막(130)을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막으로 형성하는 경우, TMA

(Trimethylaluminium), TEA(Triethylaluminium), DMAH(Dimethylaluminum) 등과 같은 전구체(precursor)를 알루미

늄 소스가스로 공급하고, 반응가스(reactant gas)로 O3 가스, O2 가스 또는 H2O 가스를 공급하며, 대략 400-500℃의 온

도조건 및 대략 1-100Torr의 압력조건을 사용한다. 완충막(130)을 하프늄옥사이드(HfO2)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스가

스로서 TEMAH(Tetrakis(ethylmethylamino)hafnium), TDMAH(Tetrakis(dimethylamino)hafnium), TD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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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kis(diethylamino)hafnium) 등과 같은 전구체를 공급하고, 반응가스로 O3 가스, O2 가스 또는 H2O 가스를 공급하

며, 대략 350-500℃의 온도조건 및 대략 1-100Torr의 압력조건을 사용한다. 완충막(130)을 지르코늄옥사이드(ZrO2)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르코늄의 소스가스로서 사용하는 전구체로는 TEMAH(Tetrakis(ethylmethylamino)zirconium)를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TDMAH(Tetrakis(dimethylamino)zirconium)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TDEAH(Tetrakis

(diethylamino)zirconium)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증착조건의 경우에도 대략 350-500℃의 온도조건 및 대략 1-

100Torr의 압력조건을 사용한다.

다음에 완충막(130) 위에 금속간절연막(140)을 로우-케이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로우-케이 물질로는 스핀온글라스

(SOG) 산화막, 스핀온다이일렉트릭(SOD) 산화막, SiOC막 또는 SiOCH막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금속간절연막(140)은

대략 7000-12000Å 이하의 두께로 형성한다. 금속간절연막(140)의 두께가 7000-12000Å 이상이 되면, 상기 완충막

(130) 만으로는 금속간절연막(140)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따른 영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속간절연막(140)의

두께가 7000-12000Å 이상의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할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금속배선구조 및 제조방법

을 적용한다.

상기 금속간절연막(240)을 형성한 후에는,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부금속배선막(미도시)을 형성한다. 일 예로서, 금속

간절연막(140) 및 완충막(230)을 관통하여 하부금속배선막(220)의 일부표면을 노출시키는 비아홀(via hole)을 형성한다.

그리고 장벽금속층을 형성한 후에, 상기 비아홀이 매립되도록 금속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이 금속막을 패터닝하면 상부금

속배선막이 만들어진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금속배선구조는, 반도체기판(200) 위의 절연막(210) 위에 하부금속배선막(220)

이 배치된다. 반도체기판(200)과 하부금속배선막(220) 사이에는 트랜지스터나 커패시터와 같은 다른 소자들이 형성될 수

도 있다. 절연막(210) 및 하부금속배선막(220) 위에는 제1 완충막(231), 제1 금속간절연막(241), 제2 완충막(232) 및 제2

금속간절연막(242)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제1 및 제2 완충막(231, 232)은 제1 및 제2 금속간절연막(241, 242)으로부

터 하부금속배선막(220)에 인가되는 스트레스를 버퍼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1 및 제2 완충막(231,

232)을 이중으로 배치시킨 구조는, 금속간절연막이 두꺼워, 상대적으로 금속간절연막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큰 경

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대략 금속간절연막의 두께, 즉 제1 및 제2 금속간절연막(241, 242)의 총 두께가 대략 7000-

12000Å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상기 제1 및 제2 완충막(231, 232)은 저온증착이 가능한 절연막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제1 및 제2 완충막(231, 232)은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 하프늄옥사이드(HfO2) 및 지르코늄옥사이드(ZrO2)와 같은 금속산화물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제2 금속간절연막(241, 242)은 저유전율을 갖는 로우-케이(low-k) 물질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스핀온글라스(SOG) 산

화막, 스핀온다이일렉트릭(SOD) 산화막, SiOC막 또는 SiOCH막으로 구성된다. 비록 도면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제2 금

속간절연막(242) 위에는 제2 금속간절연막(242), 제2 완충막(232), 제1 금속간절연막(241) 및 제1 완충막(231)을 관통

하여 하부금속배선막(2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상부금속배선막(미도시)이 배치된다.

이와 같은 금속배선구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기판(200) 위의 절연막(210)상에 하부금속배선막(230)을 형성

한다. 다음에 절연막(210) 및 하부금속배선막(230) 위에 제1 완충막(231)을 형성한다. 이 제1 완충막(231)은 저압화학기

상증착(LPCVD)방법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완충막(130)을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막으로 형성하는 경우와, 하프늄옥사

이드(HfO2)로 형성하는 경우와, 그리고 지르코늄옥사이드(ZrO2)로 형성하는 경우에서의 소스가스, 반응가스 및 증착조건

은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에 제1 완충막(231) 위에 제1 금속간절연막(241)을 로우-케이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로우-케이 물질로는 스핀

온글라스(SOG) 산화막, 스핀온다이일렉트릭(SOD) 산화막, SiOC막 또는 SiOCH막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제1 금속간

절연막(241) 위에 제2 완충막(232)을 형성한다. 제2 완충막(232)은 제1 완충막(231)과 동일한 물질로 형성하며, 따라서

그 증착조건도 동일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1 완충막(231)과 다른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2 완충막(232)을

형성한 후에는, 제2 완충막(232) 위에 제2 금속간절연막(242)을 형성한다. 제2 금속간절연막(242)도 제1 금속간절연막

(241)과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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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부금속배선막(미도시)을 형성한다. 일 예로서, 제2 금속간절연막(242), 제2 완충막(232),

제1 금속간절연막(241) 및 제1 완충막(231)을 관통하여 하부금속배선막(220)의 일부표면을 노출시키는 비아홀을 형성한

다. 그리고 장벽금속층을 형성한 후에, 비아홀이 매립되도록 금속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이 금속막을 패터닝하면 상부금속

배선막이 만들어진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저온증착이 가능한 금

속산화막을 완충막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부의 금속배선막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하부의 금속배선막에 인가되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속배선막의 크랙이나 리프팅이 방지되어 제조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제공된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

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

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금속배선구조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인

단면도들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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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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