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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불소 첨가 카본막(103) 상에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5)를 형성한다. 이에 의해, 종래

보다도 불소 첨가 카본막(103)과 하드 마스크(105)와의 밀착성이 향상되어 박리가 억제되게 된다. 또한,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5)는 종래의 것에 비교해서 에칭의 선택비를 크게 취할 수 있는 동시에, SiN이나 SiC로 이

루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유전율을 작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등록특허  10-0407542

- 2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불소 첨가 카본막 등의 탄소를 포함하는 층을 절연막으로서 이용하는 반도체 장치 및 그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집적 회로의 고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선 등의 패턴의 미세화나 회로의 다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배선을 다층으로 구성하는 다층 배선 기술이 있다. 이 다층 배선 기술에 있어서는, 상하의 배선 층 사이를 

소정의 영역에 배치되는 도전부로 접속하는 동시에, 그 도전부 이외 영역의 층 사이는 절연체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

연막을 배치하여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층간 절연막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재료로서는 산화실리콘(SiO 2 )이 있지만, 최근 집적 회로의 동작에 관해서 한

층 더 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층간 절연막의 비유전율을 낮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SiO 2 은 비유전율이 ε

=4 정도며, 이보다도 비유전율이 작은 재료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 SiO 2 보다도 비유전율이 작은 재료로서, 예컨대 탄소와 불소로 이루어지는 불소 첨가 카본막이 있다. 이 불소 

첨가 카본막은, 예를 들어, 전자 사이크로트 론 공명(ECR)을 이용하는 플라즈마 막 형성 처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이 막 형성 방법을 설명하면, 도 8에 도시하는 막 형성 장치에 있어서, 우선 플라즈마 생성실(801a) 내에 고주파 전원

부(802)로부터 도파관(802a)을 통해 2.45 GHz의 마이크로파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875 G의 자계를 자계 코일(803

, 803a)에 의해 인가하고, 도입관(804)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Ar 가스를 전자 사이크로트론 공명에 의해 고밀도로 

플라즈마화한다

한편, C 4 F 8 가스 및 C 2 H 4 가스를 가스 도입관(805a, 805b)을 통해 가스 공급부(805)로부터 막 형성실(801b) 

내로 도입하고, 이들을 상기한 고밀도 플라즈마에 의해 활성화하여 활성종(active species)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활성종에 의해 막 형성실(801b) 내에 배치되는 적재대(806) 상의 웨이퍼(807) 표면에 밀착성 좋은 고 경도의 불소 첨

가 카본막(808)을 형성한다. 또한, 웨이퍼(807)는 적재대(806)의 정전 척(806a)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또, 막 형성실

(801b)내는 배기관(810)을 통해 이것과 연통하고 있는 도시하지 않은 진공 배기 수단에 의해 소정의 진공도로 배기

되고 있다.

이상와 같이 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불소 첨가 카본막을 층간 절연막로서 이용하기 위

해서는, 예를 들어 상하의 배선 층 사이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부를 배치하는 구멍부를 형성하는 등의 미세 가공이 필

요하게 된다.

여기서, 이 불소 첨가 카본막의 미세 가공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도 1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이 되는 하층 배

선층(901) 상에 상기한 바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902)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불소 첨가 카본막(902) 상에 SiO 2

로 이루어지는 무기막(90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에 의해 소

정 부위에 개구부(904a)를 갖춘 레지스트 패턴(904)을 무기막(903) 상에 형성한다.

이어서, 레지스트 패턴(904)을 마스크로 하여 무기막(903)을 선택적으로 에칭한다. 이에 의해, 도 1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개구부(904a)에 대응하는 곳에 개구부(905a)를 갖춘 하드 마스크(905)를 형성한다. 여기서, 이 에칭에서는, 예

를 들어 CF 4 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도록 하면 좋다.

이어서, 하드 마스크(905)를 마스크로 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902)을 선택적으로 에칭한다. 이에 의해, 도 11d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902)에 구멍부(906)를 형성한다. 여기서, 이 에칭에서는, 예를 들어 산소 가스의 플

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도록 하면 좋다. 산소 가스를 이용하도록 하면, 불소 첨가 카본막(902)과 하드 마

스크(905)의 사이에 큰 에칭 선택비(양자의 에칭 레이트의 비)를 취할 수 있다. 또,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레지스트 패턴(904)도 동시에 에칭하여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하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을 미세 가공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한다.

미세 가공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로 형성하는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선택적으로 에칭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레지스트 패턴은 그 하층의 가공 대상층에 대한 마스크로서, 에칭에 내성을 가지고 있을 필

요가 있다. 가공 대상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레지스트 패턴의 에칭 내성이 특히 필요하게 된다. 이 레지스트 패턴은, 예

를 들어 감광성을 갖는 포토레지스트를 노광 현상함으로써 형성되며, 유기 재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기한 불소 첨가 카본막 등의 유기막을 미세 가공하는 경우, 산소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

게 된다. 이 경우, 마스크로서 유기막인 레지스트 패턴을 이용하면, 그것도 에칭되어 버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에칭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로 불소 첨가 카본막을 에칭하는 경우, SiO 2 등의 무기 재료로 이루어지는 마스터

패턴을 이용하면, 이것은 산소의 플라즈마에서는 대부분 에칭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인 에칭이 가능해진다. 이 때

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의 미세 가공에서는 SiO 2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드 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SiO 2 등의 무기막을 가공하게 되지만, 이 가공은 CF 4 나 C 4 F 8 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면 좋다. 이 경우, 유기막인 레지스트 패턴은 거의 에칭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한 바와 같이, 레지스트 패턴을 마스크로 하는 선택적인 에칭으로 하드 마스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유기막을 가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SiO 2 나 질소화실리콘(Si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를

불소 첨가 카본막의 미세 가공에 이용하면, 다음에 도시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어, 불소 첨가 카본막을 층간막으로 이

용하는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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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iO 2 이나 SiN은 불소를 포함하는 유기막인 불소 첨가 카본막과의 밀착성이 낮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가 벗겨

지기 쉽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로서 절연 재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도

층간 절연막의 일부로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층간 절연막으로서의 불소 첨가 카본막을 미세 가공한 후, 배

선 전극용의 금속막을 이들 위에 형성하는 경우와 같이, 차후 프로세스에서 응력이 가해지면, 하드 마스크가 불소 첨

가 카본막으로부터 박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그 배선 전극용의 금속막을 형성한 후, 화학적 기계 연마법에 의

해 평탄화하고자 하면, 큰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하드 마스크가 불소 첨가 카본막으로부터 박리되어

버린다.

이어서, 불소 첨가 카본막의 미세 가공에 SiO 2 나 Si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에칭의

선택비가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불소 첨가 카본막의 미세 가공은 상기한 바와 같이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만 생각하면, SiO 2 이나 SiN로 하드 마스크를 구성하면, 큰 선

택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로 불소 첨가 카본막을 에칭하고 있는 경우에 는 불소 첨가 카본막을 분해함으로써 F(

불소)나 C(탄소)가 분위기(atmosphere)에서는 발생하고, 플라즈마에 의해 이들의 활성종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결과, 

활성종에 의해서 SiO 2 나 SiN이 에칭되기 때문에, 종래의 하드 마스크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과 동시에 에칭하면, 

선택비가 저하되어 가공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와 더불어, 반도체 장치의 고속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을 이용하는 절연층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하드 마스크로서 이용하는 절연층에 관해서도 될 수 있는 한 비유전율이 낮은 재료를 이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본 발명은 불소 첨가 카본막 등의 탄소를 포

함하는 절연층을 갖춘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고속화에 대응하면서,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소자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과, 이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복수의 배선층과, 

이들 배선층 사이의 적어도 어느 하나에 형성된,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과, 이 제1 절연층 위에 형성되는, 실리

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했기 때문에,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이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에 접촉하

게 되어, 종래보다도 제1 절연층과 제2 절 연층 사이의 밀착성이 향상되어, 박리가 억제된다. 또, 실리콘, 탄소 및 질

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은 종래의 것에 비해 에칭의 선택비를 크게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실리콘, 질소 또는 실리

콘 및 탄소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유전율을 작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고속화에의 대응

을 고려하면서,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는 제2 절연층의 비유전율을 보다 낮게 하는 관점에서, 제2 절연층은 붕소를 더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1 절연층과 배선층과의 계면에 고융점 금속과 그 질화물로 이루어지는 밀착층을 설치해도 좋다.

또, 본 발명은, 다른 관점에서는 소자가 형성되는 반도체 기판상에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그 배선층 상에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그 제1 절연층 상에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층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노출될 때까지 상기 제2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과, 

그 선택적으로 에칭되는 제2 절연층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

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한 후, 상기 제2 절연층 상에 새로운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했기 때문에, 배선 층 사이에 있어서,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이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

는 제2 절연층과 접촉하는 구조의 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의해, 종래보다도 제1 절연층과 제2 절연층과의 

사 이의 밀착성이 향상되어 박리가 억제되게 된다. 또,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은 종래의 것에 

비해서 에칭의 선택비를 크게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실리콘, 질소 또는 실리콘 및 탄소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유전

율을 작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고속화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제2 절연층의 비유전율을 보다 낮게 하는 관점에서, 제2 절연층에 붕소를 첨가하는 공정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제2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탄소와 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가스의 플라즈마나,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하면 좋다.

또,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산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으로써, 제2

절연층이나 배선층이 거의 에칭되지 않게 된다.

또,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으로써, 반

응성 이온에 의한 에칭이 지배적으로 되어 보다 이방성이 높은 에칭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 실시예로서의 반도체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부분 종단면도이고, 도 1b는 도 1a에 도시한 구조의 일

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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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내지 도 2h는 본 발명 실시예에 있어서의 반도체 장치의 프로세스를 공정 순으로 도시한 모식적인 종단면도이

다.

도 3은 밀착력의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적인 종단면도이다.

도 4는 하드 마스크 재료에 따른 밀착력의 차이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5는 하드 마스크에 대한 기초막에 의한 밀착력의 차이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6은 하드 마스크 재료에 따른 비유전율의 차이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붕소를 포함하는 하드 마스크 재료의 비유전율의 차이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8은 프로세스에 따른 하드 마스크의 비유전율의 차이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의 반도체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부분 종단면도이다.

도 10은 불소 첨가 카본막을 형성하기 위한 플라즈마 막 형성 처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종단면도이다.

도 11a 내지 도 11d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프로세스를 공정 순으로 도시한 모식적인 종단면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처음에,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로서의 반도체 장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실 시예에서는 반도체 장치를 도 1a에 도시

한 바와 같이 구성했다. 이 구성에 관해서 설명하면, 우선 실리콘(Si)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MO

S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도시하지 않음)를 도포하도록 절연막(101), 예를 들어 SiO 2 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 소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예컨대 W로 이루어지는 배선층(도시하지 않음)과, 이것에 접속된, 예컨대 동(Cu)으로 이

루어지는 배선층(102)이 형성되어 있다.

또, SiO 2 막(101) 상에는 Cu층(102)을 도포하도록 제1 절연층으로서의 불소 첨가 카본막(103)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불소 첨가 카본막(103)에는 홈부(104a) 및 구멍부(104b)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홈부(104a) 내 및 구멍부(104b) 내

에는, 예를 들어 Cu로 이루어지는 배선층(104)이 형성되고, 이것이 상기한 Cu층(102)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불소 첨가 카본막(103) 및 Cu층(102)과 Cu층(104)과의 접촉면에는 밀착층(104c)이 형성되어 있

다.

이 밀착층(104c)은 Cu층(104)과 불소 첨가 카본막(103)과의 밀착성 향상을 위해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

어 TiN층(104c")과 Ti층(104c")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밀착층(104c)은 이러한 TiN/Ti의 적층 구조인 것에 한정

되지는 않고, TaN/Ta나 WN/W와 같은 고융점 금속 질화물/고융점 금속의 적층 구조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리고, 이 제1 실시예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103) 상에 제2 절연막으로서의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

05)가 막 두께 100 nm 정도로 형성되어 있 다. 이 SiCN은 반드시 화학 조성·화학 결합적으로 그 구성으로 되어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Si, C 및 N을 성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하드 마스크(105) 상에는 상기한 것과 같은 구성으로, 제1 절연막으로서의 불소 첨가 카본막(106), 홈부(107a

) 및 구멍부(107b) 내에 매립되는 Cu층(107), 밀착층(107c) 및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8)가 형성되어 

있다. 즉, 불소 첨가 카본막(106) 상에도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8)가 막 두께 100 nm 정도로 형성되어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Cu층(104)과 Cu층(107)은 동일한 재료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 계면에 경계막 등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이상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제1 실시예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으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연막(103, 106) 상에 SiCN으

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5, 108)를 설치하도록 구성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불소 첨가 카본막(103)과 불소 첨

가 카본막(106)과의 사이에는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5)가 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하드 마스크에 Si

O 2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이들 각 층 사이의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하드 마스크(108) 및 Cu층(107) 상에 마찬가지의 적층 구조를 설치함으로써 반도체 장치로 하더라도 좋다. 즉,

마찬가지의 적층 구조를 임의의 단수만큼 반복 적층한 구성의 반도체 장치로 하여도 좋다.

다음에, 상기한 배선 구조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이하에서는 도 1에 도시한 Cu층(104) 및 하드 마스크(

105)까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다.

우선,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Cu층(104) 및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105) 위에 불소 첨가 카본막(206)

을 막 두께 700 nm 정도로 형성한다. 이 불소 첨가 카본막(206)의 형성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전자 사이크로트론 공명

(ECR)을 이용하여 C 4 F 8 가스 및 C 2 H 4 가스를 원료 가스로 한 플라즈마 막 형성 처리에 의해 행해진다.

다음에,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불소 첨가 카본막(206) 상에 SiCN으로 이루어지는 절연막(208)을 형성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SiH 4 , C 2 H 4 및 N 2 를 원료 가스로 한 화학적 기상 성장법(CVD)에 의해 행하면 좋다. 또, 이 

절연막(208) 상에 소정 부위에 구멍부(211a)가 설치되는 레지스트 패턴(211)을 형성한다. 이 레지스트 패턴(211)의 

형성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면 좋다.

이어서, 그 레지스트 패턴(211)을 마스크로 하여 절연막(208)을 에칭 가공하고,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멍부(20

8a)가 설치되는 하드 마스크(108)를 형성한다. 이 에칭에는, 예를 들어 C 4 F 8 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에, 이번에는 구멍부(208a)가 설치되는 하드 마스크(108)를 마스크로 하여 그 하층의 불소 첨가 카본막(206)을 

에칭 가공한다. 이 에칭에는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반응성 이온 에칭을 이용하면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하드

마스 크(108)는 SiC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서는 거의 에칭되지 않는다. 한편, 불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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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본막(206)은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해 에칭(애싱)된다. 그 결과, 이 에칭 처리에 의해 도 2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206)에 구멍부(206a)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막인 레지스트 패턴(211)도 동시에 제거된다.

여기서, 불소 첨가 카본막과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에 관한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에 

있어서의 선택비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하에,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과 함께 SiO 2 나 Si

N 등의 각 하드 마스크 재료를 드라이 에칭한 경우의 에칭율(nm/분)을 나타낸다.

불소 첨가 카본막 : 1538

SIN : 37

SiC : 45

SiO 2 : 42

SiCN : 15

상기한 바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과 동시에 처리한 경우, 다른 하드 마스크 재료에 비해서 SiCN은 산소 가스의 플

라즈마에 의한 에칭율이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제1 실시예와 같이, 하드 마스크에 SiCN을 이용하면, 불소 첨가 카본

막의 에칭에 있어서 큰 선택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도 2e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108) 상에 홈부(212a)를 갖춘 레지스트 패턴(212)을 형성한다. 이 

레지스트 패턴(212)의 형성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홈부(212a)는 그 일부가 구멍부

(206a) 상에 겹치도록 형성한다.

그리고, 그 레지스트 패턴(212)을 마스크로 하여 하드 마스크(208)를 에칭 가공하고, 하드 마스크(108)에 홈부(108a

)가 형성되는 상태로 한다. 이 에칭은, 예를 들어 C 4 F 8 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을 이용하면 된다. 이 C 4

F 8 의 플라즈마에 의한 드라이 에칭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206)도 거의 에칭되지 않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108)

의 선택적인 에칭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홈부(108a)가 형성되는 하드 마스크(108)를 마스크로 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206)을 에칭 가공하여, 도 2f에

도시한 바와 같이, 깊이 400 nm 정도로 홈부(107a)가 형성되는 불소 첨가 카본막(106)을 형성한다. 여기서도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반응성 이온 에칭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108) 상의 레지스트 패턴(212)도 동시에 제거된다. 그리고, 불소 첨가 카본막(206)에 형성되어 있던 구

멍부(206a)에 의한 관통 구멍(107b)이 불소 첨가 카본막(106)의 홈부(107a) 형성 영역에 배치되는 상태가 된다.

다음에, 도 2g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하드 마스크(108)상, 관통 구멍(107b) 또는 홈부(107a, 108a)의 표면을 도

포하도록 TiN층과 Ti층으로 이루어 지는 밀착층인 얇은 금속막(207a)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금속막(207a)을 통해 

관통 구멍(107b)이나 홈부(107a 및 108a)를 충전하도록 하드 마스크(108) 상에 동으로 이루어지는 금속막(207)을 

형성한다. 이 금속막(207)은, 예를 들어 무전해 도금법이나 스퍼터법 등 잘 알려진 금속막의 형성 방법에 의해 형성하

면 된다.

그리고,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에 의해 금속막(207 및 207a)을 표면부터 연마한다. 이에 의해, 도 2h에 도시한 바

와 같이, 하드 마스크(108)의 표면을 노출시키면, Cu층(104) 상에 불소 첨가 카본막(106)을 통해 Cu층(107)이 배치

되고, 그 불소 첨가 카본막(106)과 Cu층(107)이 TiN/Ti 구성의 밀착층(107c)을 통해 접촉하는 상태를 얻을 수 있다. 

또, 상기에서는 생략한 불소 첨가 카본막(103)으로부터 Cu층(104)까지의 형성도 상기한 바과 거의 같은 식으로 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상기된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 재료로서 SiCN을 이용하는 경우와 종래와 같이 SiO 2 를 이용하는 경우에 형

성되는 하드 마스크와, 그것과 적층되는 불소 첨가 카본막과의 밀착성을 비교했다. 이 경우, "불소 첨가 카본막/하드 

마스크/불소 첨가 카본막"의 3층 구조에 있어서의 밀착력을 각각 비교했다. 또, 참고적으로 하드 마스크 재료로서 Si

N을 이용하는 경우도 조사했다.

그 밀착력은 다음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우선,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601) 상에 불소 첨가 카

본막(602), 하드 마스크(603) 및 불소 첨가 카본막(604)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형성한 샘플을 제작하고, 그 불소 첨

가 카본막(604) 상에 소정의 접착제로 시험 막대(605)를 고정한다. 그리고, 기판(601) 을 고정한 상태로, 그 기판(60

1)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하중을 시험 막대(605)에 가한다. 그리고, 어느 막이 박리했을 때의 하중(Kpsi)을 밀착력으로

한다.

이상에 설명한 밀착력의 측정 결과를 도 4에 도시한다. 이 도 4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의 재료로서 SiC

N을 이용함으로써 불소 첨가 카본막과의 밀착력이 현저히 향상된다. 이와 같이, 5 Kpsi 이상의 밀착력이 불소 첨가 

카본막과의 사이에 얻을 수 있으면, 하드 마스크를 층간막의 일부로서 그대로 남기도록 하여도, 전극 형성시의 화학적

기계 연마에 의해 하드 마스크 부분이 벗겨지는 것이 억제되게 된다.

또,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에 대한 기초막에 의한 밀착력의 차이를 A, B 및 C 3종류의 기초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도 5의 그래프에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 기초층 A는 상기 불소 첨가 카본막이고, 기초층 B는 "SiCO(

H)막[(H)는 C x H y 기 중의 H]"이며, 기초층 C는 SOD(Spin On Dilectric)막이다. 또, 밀착력의 측정 방법은 상기와

같다. 또한, 상기 SiCO(H)막은, 예를 들어 SiH x (CH 3 ) y 로 나타내어지는 메틸실란 또는 실리콘 알콕사이드(Silic

on Alkoxides)을 원료로 하여, 그 단독 또는 산소계 가스(O 2 , N 2 O 등)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CVD법으로 형성되

는다. 또, 이 경우, 상기 SOD막으로서는, 예를 들어 유기 폴리머인 SiLK가 이용된다.

여기서, 상기한 바와 같이, 하드 마스크는 배선 층 사이의 층간 절연막의 일부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하드 마스크의 

막 두께가 불소 첨가 카본막의 부분보다 얇다고 하여도, 그 유전율은 가능한 한 낮은 쪽이 좋다. 그래서, 도 6의 그래

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종 하드 마스크 재료의 비유전율(ε)을 비교하면, 이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SiCN은 ε=5.

5 정도로, ε=4 정도의 SiO 2 보다는 높지만, ε=8 전후의 SiN이나 SiC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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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하드 마스크 재료

의 유전율을 더욱 저하시키는 관점에서,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에 붕소(B)를 첨가하도록 했다. 상기한 바

와 같이 SiCN 자체의 비유전율은 ε=5.5 정도이지만, 이 SiCN에 붕소를 첨가하면, 그 유전율을 ε=5.1 정도까지 저

하시킬 수 있다. 또, 그 밖의 구성은 상기 제1 실시예와 완전히 같다.

그 붕소의 첨가는, 예를 들어 도 2b에 도시한 SiCN으로 이루어지는 절연막(208)의 형성시에, 화학적 기상 성장법에 

있어서의 원료 가스로서 SiH 4 , C 2 H 4 및 N 2 에 덧붙여 BF 3 도 이용하도록 하면 좋다. 또, 원료 가스의 조합으

로서 SiH 4 , C 2 H 4 및 BF 3 의 조합이나, SiH 4 , BF 3 및 N 2 의 조합을 이용하더라도 좋다. 또, BF 3 대신에 B

2 F 6 을 이용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형성되는 절연막은 붕소가 첨가된 SiCN, SiC 및 SiN(SiBC

N, SiBC 및 SiBN)으로 구성되게 된다.

또, 그 붕소의 첨가는 이미 형성되는 절연막에 대한 이온 주입으로 행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여기서, SiN, SiC 및 SiCN에 붕소를 첨가한 경우의 비유전율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가 도 7의 그래프에 도시되어 있

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SiN, SiC 및 SiCN의 비유전율(ε)이 각각 ε=8.2, 7.9 및 5.5 정도인 데 대하여, 이들에 

붕소를 첨가한 SiBN, SiBC 및 SiBCN의 비유전율(ε)은 각각 ε=5.9, 5.5 및 5.1 정도까지 저하하고 있다.

[그 밖의 실시예]

또,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SiH 4 +C 2 H 4 +N 2 "을 원료 가스로 한 프로세스으로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

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원료 가스를 이용하는 프로세스으로 형성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여기서,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를 다른 프로세스(원료 가스)으로 형성한 경우의 비유전율의 차이를 A, B 

및 C 3 종류의 프로세스(원료 가스)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가 도 8의 그래프에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A는 

상기한 프로세스과 같이 "SiH 4 +(탄소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질소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를 원료 가스로서 이용

하는 것이다. 또, 프로세스 B 및 프로세스 C는 프로세스 A의 SiH 4 를 각각 SiH x (CH 3 ) y 및 실리콘 알콕사이드

로 치환한 원료 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탄소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로서는 상기한 C 2 H 4 이외에 CH 4 , C 2 H 6 , C 3 H 8 및 C 3 H 2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질소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로서는 상기한 N 2 이외에, 예를 들어 NF 3 , N 2 O, NO 2 , N 2 O 4 , NO 

및 NH 8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한 본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프로세스 A에서는 비유전율이 ε=5.5 정도이던 것

이 프로세스 B 및 프로세스 C에서는 ε=4.2∼4.3 정도까지 저하하고 있다. 즉, 상기한 프로세스 B 또는 프로세스 C

에 따르면, 상기 제2 실시예와 같이 붕소를 첨가하는 경우에 비해서 더욱 비유전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의 에칭 가공에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도록 했지만, 수소 가스와 

아르곤 가스나 질소 가스와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혼합 가스에 대

한 아르곤 가스의 유량비[Ar/(N 2 +H 2 +Ar)]를 실질적으로 0.7∼0.8 정도로 하면 좋다. 또한 수소 가스와 질소 가

스의 유량비[H 2 /(N 2 +H 2 )]를 실질적으로 0.2∼0.9로 하면 좋다. 또,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분위기의 진공도는 5

∼15 mTorr 정도로 하면 좋다.

이 경우라도, 이하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산소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불소 첨가 카본막과 동시에 처리한 경우의

에칭율(nm/분)은 SiCN 쪽이 다른 하드 마스크 재료에 비하여 매우 작다.

불소 첨가 카본막 : 1826

SiN : 58

SiC : 88

Si0 2 : 95

SiCN : 18

여기서, 상기된 바와 같이 에칭에 수소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한다. 수소 가스와 아르곤 가스나 

질소 가스와의 혼합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반응성 이온 에칭을 이용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의 에칭 가공을 행하는 

경우, 산소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도 이방성이 높은 에칭이 가능해진다.

드라이 에칭에 있어서는 플라즈마를 생성함으로써, 에칭 활성종으로서 반응성 이온과 라디컬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계를 이용하여 주로 반응 이온을 에칭 대상에 비행시키는 반응성 이온 에칭에서는 수직 

이방성이 높은 상태로 가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 중에는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계에 의해 가까이 당겨지고 있지 않은 라디컬도 어느 것

은 에칭 대상에 도달하여, 에칭 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라디컬에 의한 에칭 반응이 발생하면, 예컨대 마스

터 패턴의 아래 부분까지 에칭되는 사이드 에칭이 발생한다. 그와 같은 기구 중에서, 산소 가스의 플라즈마에 의한 반

응성 이온 에칭 방법에서는, 산소의 라디컬은 유기 화합물에 대하여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산소 라디컬이 에칭 반

응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여, 불소 첨가 카본막의 에칭 가공 형상의 제어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상기한 수소 가스와 아르곤 가스나 질소 가스와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불소 첨가 카본막에 대한 에칭 

활성종은 주로 수소의 반응성 이온과 라디 컬이 된다. 그런데, 수소의 라디컬은 유기 화합물에 대하여 그다지 반응성

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 혼합 가스를 이용하는 반응성 이온 에칭의 경우, 불소 첨가 카본막에 대한 에칭 활성종

은 거의 수소의 반응성 이온만이 된다. 즉, 이 경우에는 방향성을 갖지 않는 라디컬에 의해서는 거의 에칭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 결과, 수소 가스와 아르곤 가스나 질소 가스와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다 높은 이방성을 얻을 수 있어 

사이드 에칭 등이 억제되기 때문에, 치수 제어성 등의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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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불소 첨가 카본막으로 이루어지는 층간막에 홈을 형성하여 거기에 배선층을 매립하도

록 했지만, 이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하더라도 좋다. 이 구성에 관해서 설

명하면, 우선, 불소 첨가 카본막으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연막(701) 상에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702)가 

형성되고, 그 위에 배선층(703)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배선층(703)은 층간 절연막(701) 및 하드 마스크(702)에 형성

되는 관통 구멍을 통해, 도시하지 않은 하층 배선층에 접속되어 있다.

또, 하드 마스크(702) 상에는 배선층(703)을 도포하도록 불소 첨가 카본막으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연막(704)이 형성

되어 있다. 그 층간 절연막(704) 상에 SiCN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마스크(705)가 형성되고, 그 위에 배선층(706)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배선층(706)은 층간 절연막(704) 및 하드 마스크(705)에 형성되는 관통 구멍을 통해 하층의 배선

층(703)에 접속되어 있다.

이 경우, 하드 마스크(702, 705)는 배선 층 사이를 접속하기 위한 관통 구멍 형성에 이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예를 

들어 하드 마스크(705) 및 층간 절연막(704)의 미세 가공은 1회가 된다. 다만, 예컨대, 배선층(706)은 하드 마스크(7

05) 상에 금속막을 형성하고, 이 금속막을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과 에칭 기술에 의해 미세 가공하여 형성하게 

된다.

또,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배선층에 Cu를 이용하도록 했지만, 이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Al)이나 다른 

도전성 재료를 이용하도록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자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복수의 배선층과;

이들 배선층 사이의 적어도 어느 하나에 형성된,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과;

상기 제1 절연층 위에 형성되는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붕소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층과 상기 배선층과의 계면에 고융점 금속과 이 고융점 금속의 질화물로 

이루어지는 밀착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소자가 형성되는 반도체 기판 상에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배선층 상에 탄소를 포함하는 제1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실리콘, 탄소 및 질소로 이루어지는 제2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층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노출될 때까지 상기 제2 절연층을 선 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과;

상기 선택적으로 에칭되는 제2 절연층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한 후, 상기 제2 절연층 상에 새로운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에 붕소를 첨가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탄소와 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산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행해지는 것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공정은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의 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행해지는 것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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