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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의 처리 방법

(57) 요약

0.18㎛ 이하의 장치 제조에서 배리어/라이너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의 형성을 포함하는 기판 처리

방법이 개시된다. 금속질화물층이 금속층 위에 증착된 후, 금속질화물층은 플라즈마와 같은 질소를 함유한 분위기에의 처

리 단계에 노출된다. 플라즈마 처리는 금속질화물층의 전영역과 그 아래의 금속층의 상면부를 변화시킨다. 플라즈마가 금

속층의 상면부에 질소를 가함으로써, 질화금속층이 형성된다. 질화물-금속 계면에 걸쳐서 미세 구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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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외에, 플라즈마 처리는 또한 증착된 질화물층의 밀도를 높이고, 이로부터 불순물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른 질화물/

금속 스택은 강화된 접착 및 배리어 특징을 포함하는 향상된 막 특성을 나타낸다. 더 얇은 질화물층들의 증착 및 처리 사이

클을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합성 질화물층이 또한 형성될 수 있다.

대표도

도 5e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질화물층과 금속층 사이에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금속층 위에 상기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b) 질소 함유 분위기를 제공하는 단계; 및

(c) 상기 질화물층을 상기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질화물층과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는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상기 일부에 질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c)는 상기 단계(a)에서 형성된 상기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티타늄(Ti), 탄탈(Ta) 또는 텅스텐(W)을 포함하고, 상기 질화물층은 티타늄 질화물, 탄탈 질화물 또는 텅스

텐 질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의 상기 질화물층은 탄소 또는 염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계(c)에서의 상기 질소 함유 분위기는 수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등록특허 10-0748371

- 2 -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c)는 상기 질화물층으로부터 탄소 또는 염소를 감소시키고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상기 일

부의 미세구조를 변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금속-유기 화합물의 존재하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유기 화합물은 테트라키스-디메틸아민-티타늄(TDMA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d) 단계(c)후에, 질화물-질화물 계면을 형성하도록 상기 변화된 질화물층 위에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e) 상기 증착된 질화물층을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단계(d)의 상기 증착된 질화물층과 단계(c)로부터의 상기

변화된 질화물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e)는 단계(d)의 상기 질화물-질화물 계면에 대한 미세구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1.

(a) 질화물층과 금속층 사이에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금속층 위에 상기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b) 질소 함유 플라즈마를 제공하는 단계; 및

(c) 상기 질화물층을 상기 질소 함유 플라즈마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질화물층과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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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의 상기 질화물층은 탄소 또는 염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계(c)에서의 상기 질소 함유 플라즈마는 수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금속-유기 화합물의 존재하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유기 화합물은 테트라키스-디메틸아민-티타늄(TDMA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d) 단계 (c) 후에, 질화물-질화물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변화된 질화물층위에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e) 상기 증착된 질화물층을 질소 함유 플라즈마에 노출시킴으로써 단계(d)의 상기 증착된 질화물층과 단계(c)로부터의 상

기 변화된 질화물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e)는 단계(d)의 상기 질화물-질화물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7.

(a) 제 1 질화물층과 금속층 사이에 제 1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금속층 위에 상기 제 1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b) 제 1 질소 함유 분위기를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제 1 질화물층을 상기 제 1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단계(a)의 상기 제 1 질화물층과 단계(a)의 상기

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 상기 제 1 계면 부근에서 상기 금속층의 일부에 질소가 제공됨 - ;

(d)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c) 이후에, 상기 제 1 질화물층과 제 2 질화물층 사이에 제 2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제 1 질화

물층 위에 제 2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748371

- 4 -



(e)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를 제공하는 단계; 및

(f) 상기 제 2 질화물층을 상기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제 2 질화물층과 상기 제 2 계면의 부근에서

상기 제 1 질화물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c)는 상기 금속층과 상기 제 1 질화물층 사이의 상기 제 1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 불일치를 감소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의 상기 제 1 질화물층은 탄소 또는 염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c)는 상기 제 1 질화물층으로

부터 탄소 또는 염소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단계(a)의 상기 금속층은 Ti, Ta 또는 W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질화물층은 TiN, TaN 또는 W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질소 함유 분위기와 상기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는 수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f)는 상기 제 1 질화물층과 상기 제 2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된 상기 제 2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 불일

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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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질소 함유 분위기는 제 1 플라즈마이고, 상기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는 제 2 플라즈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판 처리 방법.

청구항 24.

(a) 기판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b) 적어도 상기 금속층의 상면부로부터 질화금속층이 형성되도록 상기 금속층을 제 1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키는 단

계;

(c) 질화물층과 상기 질화금속층 사이에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질화금속층위에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d) 상기 단계(c)의 상기 질화물층을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질화물층과 상기 제 1 계면에 인접한

상기 질화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e) 단계(d) 후에, 질화물-질화물 계면을 형성하도록 상기 플라즈마-변화된 질화물층 위에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f) 질소 함유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단계; 및

(g) 단계(e)의 상기 증착된 질화물층을 단계(f)의 상기 질소 함유 플라즈마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질화물-질화물 계면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g)는 상기 질화물-질화물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판 처리 방법.

청구항 27.

소프트웨어 루틴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실행이되면,

(a) 기판 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금속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계면이 형성되도록 상기 금속층 위에 질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

(c) 질소 함유 분위기를 제공하는 단계; 및

(d) 상기 질화물층을 상기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질화물층과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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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범용 컴퓨터가 기판 프로세싱 챔버를 제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d)는 상기 계면 하부의 상기 금속층의 상기 일부에 질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의 상기 변화시키는 단계(d)는 단계(b)의 상기 계면에 대해 미세구조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단계(a)의 상기 금속층은 티타늄(Ti), 탄탈(Ta) 또는 텅스텐(W)을 포함하고, 단계(b)의 상기 질화물층은 티타늄 질화물,

탄탈 질화물 또는 텅스텐 질화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제조를 위한 기판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의 막 특성을 개

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및 ULSI(ultra large scale integration) 집적회로의 제조에 있어, 다중 레벨 금속화

기술의 공정 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들이 증가되고 있다. 콘택(contact) 및 비아(via)를 포함하는 여러 레벨에

서의 금속화 기술에서 알루미늄(Al)의 대체물로서 텅스텐(W)이 대두되어 왔다.

집적화된 배리어(barrier)/라이너(liner) 구조는 금속 도전층(텅스텐 또는 알루미늄)과 그 아래의 재료층 사이에 높은 접착

성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그 하부층 내로의 바람직하지 못한 금속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된다. 이들 배리어/라이너 구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티타늄 질화물(titanium nitride, TiN)/티타늄(Ti) 등의 내화성 금

속질화물/내화성 금속의 화합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티타늄(Ti)은 실리콘(Si) 또는 실리콘 이산화물(SiO2)과 알루미늄(Al) 또는 텅스텐(W)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층

사이에서 아교 또는 접착층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티타늄 질화물(TiN)을 포함하는 배리어층은 그 아래 기판속

으로의 금속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증착(metal deposition) 이전에 티타늄(Ti) 접착층 상에 증착된다.

티타늄 질화물은 PVD와 CVD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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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VD TiN은 금속-유기 티타늄 전구체(precursor)로부터 증착될 때, 예를 들어, 더 잘 정렬된 PVD Ti층 또는 PVD

TiN층에 비해 비정질 구조를 가진다. 미세구조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집적된 CVD TiN/PVD Ti 스택이 PVD TiN/PVD Ti

스택보다 더 약한 계면 결합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약한 층 접착 이외에, TiN층과 Ti층 사이의 구조상의 불연속성은

또한 높은 층간 응력과 계면 상의 결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배리어/라이너 구조는 텅스텐(W) 증착, 화학적 세척 및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와 같이 순차적인 공정 단계에서의 화학적 및/또는 기계적 작업에서

손상될 수 있다.

더욱이, 순차적으로 증착되는 알루미늄은 TiN/Ti 스택의 격자 또는 미세구조내의 결함을 통해 확산되어 그 아래의 재료들

과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중 레벨 금속화 공정 동안 금속간 확산을 방지하고, 층간 접착 및 화학적 저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속층과

금속질화물층 사이에 개선된 계면 구조를 제공하는 공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금속층위에 질화물층을 형성하고, 상기 질화물층을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질화물층과 그 아래의

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형성된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은 강화된 접착성, 감소된 계면 응력 및 감소된 저항성과 같은 향

상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0.18㎛ 이하의 각기 다른 금속화기술들에서 배리어/라이너 적용에 매우 적합하다.

질소 함유 분위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질소(N2) 또는 암모니아(NH3)와 같은 가스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질소 함유 분위

기는 수소를 포함할 수 있다. 금속질화물/금속층들의 변화는 플라즈마 또는 열 어닐링(thermal annealing)을 이용하여 수

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질소 함유 플라즈마는 N2 와 수소(H2)의 혼합물, 또는 NH3로 이루어지는 가스로부

터 생성된다.

금속층은 티타늄(Ti), 탄탈(Ta), 텅스텐(W) 또는 이들의 화합물과 같은 내화성 금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금속질화물층은 바람직하게는 그 아래

의 내화성 금속과 동일한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티타늄 질화물(TiN)는 금속-유기 전구체로부터 증착된다. TiN 증착 후에, TiN층과 그 아래의

Ti층은 층 스택을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변화되는데, 이때 활성종(active species)이 TiN층을 관통하여 그

아래의 Ti층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노출된다. 증착된 TiN층이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는 분위기내

에서 처리될 때, 이에 따른 TiN층은 불순물의 감소와 시트저항(sheet resistance)의 저하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르면,

얇은 질화-Ti층이 처리된 TiN층과 Ti층 사이에 형성된다. 이러한 질화-Ti층은 Ti층의 미처리된 부분과 처리된 TiN층 사

이에서 보다 나은 격자매칭을 제공하고, 집적 TiN/Ti구조가 향상된 배리어 특성과 감소된 층간 응력을 가지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원하는 질화물 두께가 얻어질 때까지 상대적으로 얇은 금속질화물층들을 추가의 사이클 동안 반복

적으로 증착하고 처리함으로써, 합성 금속질화물층이 형성된다. 각 플라즈마 처리단계 동안, 최상단 질화물층의 전영역과

그 아래의 재료층의 상면부가 변화되고, 이에 의해 화학적 조성 및/또는 격자 구조가 변화된다. 그 결과, 층 계면에 대해 보

다 나은 격자 매칭이 얻어짐으로써, 접착성이 강화되고 계면상의 응력이 감소된다.

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금속질화물층의 증착 이전에 에즈-증착된(as-deposited) 금속층을 제 1 질소 함유 분

위기내에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예를 들어, 얇은 질화금속층을 형성시키고, 이는 금속층의

미처리된 부분과 순차적으로 증착되는 금속질화물층 사이에서 더 나은 격자 매칭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은 강화된 접착성과 감소된 응력을 가진다. 에즈-증착된 금속질화물층은 선택적으로 수소를 포함할 수도 있는 제 2

질소 함유 분위기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이 처리는 바람직하게는 플라스마 내에서 수행되며, 금속질화물층과 그 아

래의 질화금속층의 적어도 일부분을 변화시킴으로써 막 특성과 계면 상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발명의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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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금속층 위에 질화물층을 형성하고, 이후 질소 함유 분위기내에서 질화물층과 금속층의 일부를 처리함으로써 질

화물/금속 스택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하게, 이 방법은 질화물/금속 스택의 계면 상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금속화 계획에서 배리어/라이너 구조로서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내화성 금속층이 PVD에 의해 기판 구조 위에 형성되고, 이후 열적(thermal) CVD에 의해 금속질

화물층이 증착된다. 금속질화물층은 질소 함유 분위기에 노출되고, 그동안 금속질화물층의 전체 두께가 처리되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향상된다. 처리 공정은 플라즈마 또는 열적 어닐링(thermal annealing) 중 하나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데, 플라즈마 어닐링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본 발명의 처리단계는 그 아래의 내화성 금속층을 또한 부분적으로 처리하기

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적용됨으로써, 그 아래의 금속층의 적어도 상면부내로 질소(N)가 혼입되게 된다. 금속층과 금속질화

물층 사이의 구조상의 불연속성은 감소되고, 이 두 층들간의 계면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실시예에서, 금속질화물 증착과 플라즈마 어닐링 단계들은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합성 금속질화물층을 형성하기 위

해 추가의 사이클 동안 반복된다. 각 플라즈마 처리 단계는 최상단의 금속질화물층은 물론 그 하부층의 상면부를 변화시키

기 때문에, 각 구성 재료층들 사이에서 개선된 계면 구조가 얻어진다.

대신, PVD 금속층의 플라즈마 처리는 금속질화물층의 증착 이전에 행해짐으로써 PVD 금속층 위에 얇은 질화금속층이 형

성된다. 순차적으로, 금속질화물층은 질화금속층 위에 증착되고,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처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금속

질화물층과 그 아래의 질화금속층의 상면부는 변화되고, 연속적인 공정단계에서 개선된 배리어 특성과 화학적 내성을 나

타낸다.

장치

본 발명의 공정들은 PVD 및 CVD 챔버들을 모두 가지는 다중-챔버 공정장치(예를 들어, 클러스터 툴(cluster tool)) 혹은

개별적인 단일 챔버 시스템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공정 단계들 사이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판을 진공 분위기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챔버 장치의 사용이 선호된다. 클러스터 툴의 예들로서, 벡트라(Vectra) IMP, 간섭 및 표준

PVD챔버, TxZ 또는 HP TxZ CVD 챔버와 같은 공정 챔버들과 함께 사용되는 P5000, 엔듀라(Endura) 및 센튜라

(Centura) 플랫폼(platform)들이 포함된다. 이들 클러스터 툴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사

(Applied Materials, Inc., Santa Clara, California)로부터 상업상 얻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CVD 및 PVD 공정들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엔듀라시스템(Endura system)과 같은 다중-챔버 공정 장

치(100)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유사한 단계적 진공 웨이퍼 공정 시스템은 발명의 명칭이 "Staged-Vacuum Wafer

Processing System and Method"이고, 텝맨 등(Tepman et al.)이 출원하여 1993년 2월 16일에 등록된 미국 특허 번호

5,186,718에 개시되어 있고, 이는 참조로 포함된다. 여기에 개시된 장치(100)의 특정 실시예는 반도체 기판과 같은 평면

기판 처리에 적합하고, 본 발명을 예증하기 위해 제공되나,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치

(100)는 CVD 챔버(102)와 PVD 챔버(104)와 같은 상호 연결된 공정 챔버들의 클러스터를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

본 발명의 공정들은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제품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러를 사용

하여 이행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장치(110)는 중앙처리장치(112, CPU), 지지 회로(114), 및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118)를 포함하는 메모리(116)로 이루어져 있다. 제어 장치(112)는 웨이퍼 운송, 가스 유동 제어, 온도 제어 및

챔버 배출 등과 같은 웨이퍼 공정에 필요한 수많은 단계의 자동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제어 장치(112)와 장치(100)의 여

러 구성요소들 간의 양방향성 연결은 도 1에서 몇 개 정도 도시된 신호버스(120)로 총괄되어 언급되는 다수의 신호 케이블

을 통해 처리된다.

공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68000 어셈블리 언어, C, C++, 또는 파스칼과 같은 어떠한 종래의 컴퓨

터 판독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기입될 수 있다. 이후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 이용가능 매체에 저장되거나 구체화된

다.

도 9는 제어 장치(110)의 제어 계통 구조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가 공정 세트와 공정 챔버의 숫자를 공정 선택기

서브루틴(942)에 입력한다. 공정 세트들은 특정의 공정 챔버내에서 정해진 공정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공정

파라미터 또는 방법들(예를 들어, 가스 유속, 온도, 압력, ...,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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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시퀀서(sequencer) 서브루틴(943)은 공정 선택기 서브루틴(942)으로부터 확인된 공정 챔버와 공정 파라미터 세트

를 받아들이고, 여러 공정 챔버들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코드를 구성한다. 바람직하게, 시퀀서 서브루틴(943)

은 (ⅰ) 챔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공정 챔버들의 작동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ⅱ) 사용되고 있는 챔버들내

에서 어떤 공정들이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ⅲ) 공정 챔버와 수행되는 공정 타입의 효용성에 근거한 소정의 공정

을 실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다.

일단 시퀀서 서브루틴(943)이 어떤 공정 챔버와 공정 세트의 조합이 다음에 수행될 것인지를 결정되면, 다른 공정 챔버들

내에서 다중 공정 작업을 제어하는 챔버 관리기 서브루틴(944a 내지 944c)으로 특정의 공정 세트 파라미터들이 전달된다.

또한 챔버 관리기 서브루틴(944)은 선택된 공정 세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챔버요소들의 작동을 제어하는 여러 챔버

요소 서브루틴들 또는 프로그램 코드 모듈들의 실행을 제어한다. 챔버 요소 서브루틴의 예로는, 기판 위치 결정 서브루틴

(945), 공정 가스 제어 서브루틴(946), 압력 제어 서브루틴(947), 히터 제어 서브루틴(948) 및 플라즈마 제어 서브루틴

(949)이 있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라면 어떤 공정들이 공정 챔버(102)에서 수행되도록 요구되는가에 따라 다른 챔버 제어

서브루틴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다.

PVD챔버

PVD 증착 챔버(104)는 챔버(104) 내부의 금속 타켓을 스퍼터링(sputtering)함으로써 금속층, 예컨대 티타늄(Ti)을 증착

한다. PVD챔버, 예컨대 모델 벡트라 아이엠피(Model Vectra IMP)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999년 11월 1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IMP Technology with Heavy Gas Sputtering"인 포괄양도된 미국특허출원(Docket No. 3495)에 개시되

었고, 이는 참조로 포함한다. 스퍼터링 공정 동안 아르곤(Ar) 또는 크세논(Xe)과 같은 불활성 가스는 챔버(104)내로 유입

된다. DC 바이어스 전류는 스퍼터링 타겟에 인가되고, 챔버 실드(shield)는 전기적으로 접지된다. RF 바이어스 전압은 기

판 지지체에 인가된다. 대략 100-20,000W, 더욱 전형적으로는 대략 100-10,000W의 DC 전압을 스퍼터링 타겟에 인가

함으로써 플라즈마가 불활성 가스로부터 생성된다. 타겟 물질들은 플라즈마에 의해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링되고, 기판 표

면 위에 증착된다. 또한 챔버(104)는 증착된 금속막을 플라즈마 처리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층을 증착

후, 질소(N2) 또는 다른 질소 함유 가스를 챔버 내부로 유입시키고, 대략 10-10000W, 더욱 전형적으로는 대략 600-

2000W의 RF 전력을 인가함으로써 질소 함유 플라즈마가 생성될 수 있다.

CVD챔버

a. TxZ챔버

도 2는 본 발명의 공정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CVD 플라즈마 리액터(102, reactor)의 일례를 개략적으로 보인 단면도이다.

이 구체적인 리액터, 즉 TxZ 챔버(200)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사로부터 상업상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챔버의 세부사항은, 예를 들어, 1998년 12월 8일에 등록되고, 발명의 명칭이 "Thermally Floating Pedestal

Collar in a Chemical Vapor Deposition Chamber"인 포괄양도된 미국특허 5,846,332와, 1999년 11월 30일에 등록되

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 for Substrate Processing with Improved Throughput and Yield"인 포괄양도된 미국특허

5,993,916에 개시되어 있고, 이들은 여기에 참조로 포함된다. TxZ 챔버(200)는 펌핑 채널(208)을 통한 진공 펌프(280)로

의 연결에 의해 감압된 환경에서의 작동에 맞춰져 있다. 챔버(200)는 챔버 본체(202)와, 기판(290)이 가공되도록 지지하

는 받침대(204)로 이루어져 있다. 기판(290)은 슬릿 밸브(206, slit valve)를 통해 챔버(200)의 내외부로 이송되고, 센터링

링(212, centering ring)에 의해 받침대(204)위에 중심이 맞춰진다. 적절한 로봇 공학의 이송 장치는 1990년 8월 28일에

등록되고, 발명의 명칭이 "Multi-chamber Integrated Process System"인 포괄양도된 미국특허 4,951,601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여기서 참조로 포함된다.

공정 동안, 기판(290)은 가스 배분 면판, 즉 샤워헤드(240, showerhead)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하고, 이 샤워헤드는 공정

가스가 가스 유입구(244)로부터 챔버(200)내부의 공정 영역(250) 내로 유동할 수 있게 하도록 다수의 통로(242)를 포함

한다. 막 증착은 공정 가스가 가열된 기판(290)와 반응할 때 기판(290)의 표면상에 발생된다. 모든 여분의 공정 가스와 부

산물들은 펌핑 플레넘(270, pumping plenum)과 연결된 환형상의 펌핑 채널(208)을 통해 챔버(200)의 외부로 계속 펌핑

된다.

도 2의 CVD 챔버(200)는 열적(thermal) 및 플라즈마 강화의 두 가지 모드로 작동될 수 있다. 열적 모드에서, 전원(214)은

받침대(204)의 저항성 히터(205)에 전력을 공급한다. 받침대(202)와 기판(290)은 CVD 반응을 열적으로 활성화하기에 충

분한 상승된 온도로 유지된다. 플라즈마 강화 모드에서는 RF 소오스(216)로부터의 RF 전력이 샤워헤드(240)에 인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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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전극으로 작용한다. 샤워헤드(240)는 보통 비전도성 세라믹으로 만들어지는 환형상의 절연 링(264)에 의해 챔버

(200)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충분한 전압과 전력이 RF 소오스(216)에 의해 인가되어 공정 영역

(250) 내부에서 공정 가스들로부터 플라즈마를 생성시킨다. 챔버(200)는 여러 챔버 요소들 위에 바람직하지 못한 증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는데, 예를 들어 센터링 링(212)은 받침대(204)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됨으로써, 센터링 링 상의 막 증

착이 최소화될 수 있다.

CVD TxZ 챔버(200)는 금속-유기 전구체(precursor)들(예컨대, 테트라키스-(다이알킬아민) 티타늄(tetrakis-

(dialkylamino) titanium) 화합물) 또는 티타늄 테트라핼라이드(titanium tetrahalides)를 포함하는 각기 다른 전구체 가스

들을 가지고 열적 또는 플라즈마 강화 CVD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테트라키스-(다이메틸아민) 티타늄(tetrakis-(dimethylamino) titanium), Ti(N(CH3)2)4, 또는 TDMAT와 같은

금속-유기 전구체는 샤워헤드(240)를 통해 챔버(200)내로 주입된다. 챔버 압력은 대략 0.01 Torr 내지 대략 50 Torr의

범위내에서 유지되고, 받침대(204)는 기판(290)을 적어도 대략 100℃, 바람직하게는 대략 300℃-500℃의 온도로 유지시

킨다. TDMAT의 열분해에 의해, 전도성 및 등각의 TiN층이 기판(290)위에 증착된다.

b. HP TxZ챔버

본 발명의 CVD 공정은 HP TxZ챔버(300)내에서도 수행될 수 있으며, 도 3에 그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표준 TxZ챔버

와는 달리, HP TxZ챔버(300)의 웨이퍼 히터 받침대(304)는 정화 링/모서리 링 조립체(380)가 구비되어 정화 가스가 웨이

퍼 받침대(304)의 저면과 모서리 주위로 유동하도록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침적물들이 이들 영역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

한다. 정화 링 조립체의 세부사항은 1999년 2월 9일에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Wafer Pedestal with a Purge Ring"인

포괄양도된 미국출원번호 09/247,673에 개시되어 있고, 이는 참조로 포함된다. 본 발명의 공정에 대한 특정한 장점의 몇

몇 특징들은 이하에서 간략하게 기재된다.

TxZ 챔버와 유사하게, 웨이퍼(390)와 같은 기판은 진공 척 킹(vacuum chucking)에 의해 받침대(304) 위에 지지된다. 그

러나 TxZ 챔버와 달리, 후방 가스압력은 웨이퍼(390)의 후방, 즉 후면(392)에 임의대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3-웨이(3-

way) 밸브(364)를 통해 진공 펌프(362)와 가스 서플라이(366)에 연결되는 진공 라인(360)에 의해 성취된다. 제어 장치

(320)는 밸브(364), 진공 펌프(362) 및 후방 가스 서플라이(366)를 제어함으로써 후방 가스의 유동과 압력을 적절히 유지

시킨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가열된 받침대(304)와 웨이퍼(390) 사이의 열전도는 후방가스를 이용함으로써 향상된다. 받

침대의 온도제어는 피드백 제어루프(feedback control loop)에 의해 달성되는데, 받침대(304)의 온도는 받침대(304) 내

부의 써모커플(372, thermocouple)에 의해 계속 모니터링되고, 히터전원(372)의 전류 출력은 제어장치(320)에 의해 조

절된다. 향상된 웨이퍼 온도조절에 의해 증착된 막내에서 균일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세척 공정과 증착 후 어닐링 공정 동안, 샤워헤드(340)는 접지된 챔버 본체(310)에 대해 RF 바이어스되어, 플라즈마가 챔

버 세척 또는 기판 처리의 목적으로 적절한 공정 가스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받침대(304) 주위를 전개한 부분단면도이다. 정화 링/모서리 링 조립체(380)는 받침대(304)주위에 원주방향으로

배치된 정화 링(480)과, 정화 링(480) 위에 위치하는 제거가능한 모서리 링 조립체(400)로 이루어진다.

받침대(304) 내부에는 정화 가스의 유입을 위한 여러 개의 수평 채널들(456)이 있다. 진공 라인(360)에 연결되어 있는 다

른 채널들(459)은 진공 척 킹과 웨이퍼(390)에 후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받침대(304)의 웨이퍼 지지면(451) 상에 구비

된다. 받침대(304)와 함께 정화 링(480)은 정화 가스를 받침대(304)의 상단부에 위치한 수직 모서리부(481) 주위로 유동

하도록 한다.

모서리 링 조립체(400)는 상측 링(440), 중간 링(430) 및 하측 링(420)으로 이루어지며, 세척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쉽게

제거가능하다. 상측 링(440)은 정화 링(480)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모서리 링 요소들 위의 바람직하지 못한

침적물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웨이퍼 공정 동안, 채널(456)로부터의 제 1 정화 가스는 채널(486)을 통해 공간(484)으로 유입된다. 이후, 가스는 정화 링

(480) 내의 수많은 소형 홀(485)을 통해 받침대(304)의 수직 모서리부(481)에 인접한 또 다른 공간(482) 내부로 흐른다.

화살표(491)로 도시된 이러한 모서리 정화 가스의 유동 패턴은 받침대(304)의 수직모서리부(481), 웨이퍼(390)의 후면

(392) 및 상측 링(440)의 내부(443)에 바람직하지 못한 막이 증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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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492)에 의해 도시된 바닥 정화 가스의 유동은 모서리 링 조립체(400)의 상측 링(440)의 연장된 수직부(460) 주위

를 흐르는 제 2 정화 가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바닥 정화 가스 유동은 챔버(300)의 바닥을 통해 도 3에 도시된 가스

라인(306)에 의해 안내되고, 모서리 링 조립체(400) 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증착을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이중의 정화 능력은 세척 주기를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아킹(micro-arcing)과 미립자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챔버

성능에서 극적인 개선을 가져온다.

Ti/TiN 공정

도 5a 내지 5e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집적회로 장치 제조의 다른 단계 동안 기판(502)의 단면도를 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판(502)은 그 위에 막이 처리 공정이 수행되는 모든 제품을 말하며, 기판구조(500)는 기판(502) 위에 형성

된 다른 재료층들과 함께 기판(502)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특히, 도 5a 내지 5e는 콘택홀, 트렌치 또는 비아

구조 내부의 라이너/배리어 스택의 형성을 도시한다. 도 5a는 그 아래의 기판(502) 위에 형성된 절연층(503)을 도시하는

데, 이 절연층은 알루미늄, 실리콘, 텅스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절연층(503)은, 예를 들어 산화물층과 같은 유전체이

다. 종래의 석판 및 에칭기술들을 이용하여 콘택홀, 트렌치 또는 비아에 해당될 수 있는 개구부(505)가 절연층(503)에 형

성되고, 그 아래의 기판(502)의 일부분(504)을 노출시킨다. 이후,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착 또는 라이너층(506)이

절연층(503) 및 기판(502)의 노출부(504)위에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라이너층(506)은 PVD 또는 CVD와 같은 종래의 증

착 방법들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는 Ti, Ta 및 W과 같은 내화성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Ti층(506)은 IMP

PVD, 콜리메이티드(collimated) 스퍼터링 또는 롱스로우(long throw) 스퍼터링과 같은 PVD 기술들을 이용하여 도 1의

PVD 챔버(104)에 증착될 수 있다. 만일 탄탈(Ta)이 라이너층으로서 증착되면, IMP PVD 공정이 특히 종횡비가 큰 특징

때문에 바람직하다. PVD 증착된 막들의 비등각성으로 인해 비아(505)의 측벽(505S)에는 대개 상대적으로 금속이 거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속라이너층(506)의 두께는 대략 5Å에서 1000Å의 범위 내에 있고, 바람직하게는 대략 100Å

이다.

도 5c는 예를 들어 CVD기술을 이용하여 금속층(506)위에 배리어층(508)을 연속해서 형성하는 것을 도시한다. 배리어층

(508)은 적절한 전구체들을 이용하여 증착된 TiN, 탄탈 질화물 또는 텅스텐 질화물과 같은 금속질화물로 이루어진다. 예

를 들어, TiN으로 이루어진 금속질화물층(508)은 TDMAT 전구체로부터 TxZ 또는 HP TxZ CVD챔버중 어느 하나에 증

착될 수 있다. 또한, TiN은 TiCl4와 NH3사이에서와 같이 TiCl4기반의 반응으로부터도 증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금속질화물층(508)은 대략 5Å에서 1000Å의 범위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60Å의 두께(d1)로 증착된다.

이와 같이 에즈-증착된 금속질화물층(508)은 도 5d에 도시한 대로 질소 함유 플라즈마(550)에 노출된다. 플라즈마(550)

는 예를 들어 N2 또는 NH3 등의 질소함유 가스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전형적인 공정 조건들로, 대략 100-3000 sccm

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100-500 sccm, 및 가장 바람직하게 대략 200-300 sccm의 N2유량과; 대략 1 mtorr-

25 torr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1-10 torr,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략 1-6 torr의 압력과; 및 실온과 대략

1000℃ 사이의 범위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300-500℃의 온도가 포함된다. 플라즈마 전력은 대략 10W에서 10000W

의 범위내에서 사용되는데, 바람직하게는 대략 600-2000W의 범위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략 750W이다. 그러나 공정

조건들은 사용되는 공정 챔버들의 각기 다른 모델로 인해 변화된다.

이와 같이 에즈-증착된 배리어층(508)은 플라즈마(550)내의 상호 다른 종(species)에 의해 변화되는데, 이는 중성 또는

이온의, 원자 또는 분자체들로 이루어진다. 특정의 조건들에 따라, 플라즈마 처리는 막 밀도, 격자 구조 또는 막 조성에서

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처리된 층(509)(도 5e참조)의 두께(d1t)는 대개 에즈-증착된 층(508)의 두께(d1)보다 작

다. 예를 들면, 60Å두께로 증착된 TiN층은 플라즈마 처리 후에 20Å두께의 층으로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

다시 도 5d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배리어층(508)의 전체 두께(d1)뿐만 아니라, 그 아래층(506)의 상면부(506T)도 처리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연장된 플라즈마 처리 시간, 증가된 RF 전력 등 공정 파라미터들의 각기 다른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오버-처리(over-treatment)" 후 (그 결과는 도 5e에 도시됨), 처리된 배리어층(509)은 부분처리

된 층에 비해 밀도, 화학적 조성, 격자 구조, 시트 저항(sheet resistance) 등의 막 특성에 있어서 더욱 균일해지게 된다.

더욱이, 금속질화물층(508)이 충분히 얇거나, 또는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충분히 길 때, (증착된 라이너층(506)과 배리어

층(508) 사이에 형성된 - 도 5d참조) 계면(515)에 인접한 그 아래의 금속층(506)의 상면부 또는 외측부(506T)는 플라즈

마에 의해 또한 변화된다. 이는 플라즈마(550)로부터의 몇몇 활성종(active species)이 배리어층(508)을 관통하여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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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금속층(506)과 만날 때 발생한다. 플라즈마의 전력 및 압력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속층(506)의 측벽 부분은 또

한 처리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막 조성 또는 격자 구조에서의 변화들을 포함하며, 이는 막 응력, 저항력 및

밀도에 차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e는 질소 함유 플라즈마에 의한 전영역처리에 의해 나머지 미처리된 금속층(506)위에 얇은 "질화-금속"층

(507)이 형성되는 것을 도시한다. 이것은 또한 질화 또는 질소-스터핑(stuffing)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질소가 Ti와 결합

하거나, 질소 원자들이 Ti 결정립계 사이에 스퍼핑된다(stuffed). 플라즈마 전영역 처리 후에, 계면(515)에 걸친 조성 상의

및/또는 구조상의 불연속성들이 감소되고, 배리어/라이너 스택(530)은 더 낮은 층간 응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인접하는 층들(506, 508) 사이에서 매칭되는 더 나은 원자 격자 구조는 층간 응력을 감소시키고, 레이어링

(layering) 결함 또는 접착 문제들을 줄인다. 예를 들어, PVD 증착된 막들(예를 들어, Ti층(506))은 더욱 규칙적이 되고 인

장응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몇몇 CVD 증착된 층들(예를 들어, TDMAT 전구체로부터의 TiN층(508))은 더욱 비결

정질화되고 압축 응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순차적인 공정 동안, 이러한 층간 응력은 상이한 재료층들의 각기 다른 열팽창으로 인해 더욱 증가된다. 인접하는 재료층

들의 화학적 조성 및/또는 미세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플라즈마 전영역 처리에 의해 배리어/라이너 스택이 강화된 접착,

계속되는 공정 동안 층간 확산에 대해 더욱 강해진 장벽 및 화학적 처리에 대해 더욱 강해진 저항과 같이 향상된 특성을 가

지게 된다. 특히, 비아(505)(도 5e참조)의 상단 모서리부들(505C)에서의 막 접착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스택(530)이 계

속되는 금속 증착 및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와 화학적 세척과 같은 증착 후의 처리 공정 동안 화학적 처리에 대해 영향

을 덜 받게 되며, 막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레이어링 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다.

만일 TiCl4/NH3 열 반응이 금속질화물층(508)의 증착에 사용되면, 에즈-증착된 TiN층은 100% 비결정질 대신 미세 결정

질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입자 성장이 증대되고, 결정 방위에서의 변화가 가능

해진다. 더욱이, 처리된 질화물층은 감소된 시트 저항과 증가된 막 밀도로 인해 더 나은 장벽 특성을 또한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질소 함유 플라즈마(550)는 N2와 H2의 혼합물 또는 NH3로부터 생성된 것과 같은 수소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몇몇 불순물을 가지는 금속질화물층(508)을 처리하는데 이용가능하다. TDMAT가 TiN 증착을 위

한 전구체로서 사용될 때, 증착된 질화물층(508)은 소정량의 탄소와 수소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때때로 티타늄 탄소-질화

물(TiCN)층으로 불려진다. 에즈-증착된 TiCN층(508)이 질소와 수소를 함유하는 플라즈마에 노출될 때,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소와 탄소 불순물들은 질소로 대체되고, 이는 TiCN층(508)내로 포함된다. 플라즈마로부터의 수소는 탄소 불

순물들과 반응하여 TiCN층(508)으로부터 제거하는 휘발성 탄화수소를 형성한다. 이러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TiN층

(509)은 정화되어 탄소량이 줄어들고, 변화된 미세구조로 인해 밀도가 증가된다. 플라즈마내의 질소의 존재 여부에 대부

분 좌우되는 TiN층(509)의 고밀도화는 더욱더 화학량론적인 TiN층에서 더욱 쉽게 발생된다. TiCl4/NH3반응으로부터 에

즈-증착된 TiN층(508)은 플라즈마내의 수소의 존재로 또한 이득을 얻을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에

즈-증착된 TiN층(508) 내의 염소량은 수소와의 반응에 의해 감소될 수 있고, 시트 저항 또한 감소하게 된다.

N2/H2 플라즈마가 사용될 때, N2는 대략 100-3000 sccm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100-500 sccm, 가장 바람

직하게는 대략 200-300 sccm의 유량으로 챔버내에 유입되고; 반면, H2는 대략 150-4500 sccm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

게는 대략 150-750 sccm, 가장 바람직하게는 300-450 sccm의 유량으로 유입된다. 챔버 압력은 대략 1 mtorr-25 torr

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1-10 torr,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략 1-6 torr로 유지된다. 기판 온도는 실온에서 대

략 1000℃까지 변화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대략 300℃-500℃이다. 그러나 특정의 유량과 압력조건들은 사용되는

각기 다른 공정챔버들로 인해 바뀔 수 있다.

또한, Ti/TiN 스택의 처리는 대략 0.1분에서 1500분 사이의 시간 동안 대략 350-1100℃의 온도 범위에서 열 어닐링에

의해 달성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처리의 유효성은 미처리층의 두께, 처리 시간 및 플라즈마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고정된 플라즈

마 전력과 처리 시간에서는, 증착된 막이 얇을수록 처리는 더욱 효과적이 된다. 그러나 주어진 막 두께에 대해 처리 시간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공정 선택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도 6을 참조하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데,

도 6은 두 개의 다른 막들(601, 603)에 있어서 시트 저항(Rs) 대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플롯을 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막의 시트 저항은 막의 두께와 미세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두 개의 막에 있어서, 더 잘 정렬된 미세

구조가 더 낮은 시트저항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더 얇은 막과 더 두꺼운 막이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진다면 더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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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더 두꺼운 막 보다 더 높은 시트 저항을 가진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Rs는 미세 구조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께(x, y)(단, x가 y보다 작음)를 가지는 두 개의 막(601, 603)에서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더 두꺼운 막

(603)에서, 막이 포화에 도달하기 위한 처리 시간(ty)이 요구되는데, 즉 시트저항이 제한값(Rsy)에 접근하고, 처리 시간이

ty를 초과하더라도, 시트 저항은 더 감소하지 않게 된다. 한편, 더 얇은 막(601)(두께 x)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즉 시트

저항의 제한값(Rsx)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 시간(tx)은 ty보다 짧다. 막 포화를 위한 처리 시간이 막 두께와 꼭 일

직선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추가적인 사이클 동안 증착과 처리 단계들을 반복함으로써 더 두꺼운

막(603)이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더 얇은 막(601)이 우선 증착되고, 본 발

명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제 2의 상대적으로 얇은 TiN막이 처리된 막 위에 증착되어 합성막을 형성

한다. 제 2의 막의 완전한 플라즈마 처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최후의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합성막은 적합한 막 특성들을 가지도록 제조되는데, 이들 막 특성들은 단일 단계의 증착과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도 7a 내지 7d는 추가적인 사이클 동안 증착과 플라즈마 처리 단계들을 반복함으로써 합성 배리어층이 형성되는 다른 실

시예를 보인 것이다. 도 7a는 기설명된 제 1 플라즈마 처리 후의 기판 구조(700)의 단면도를 보인 것이다. 금속질화물로

이루어지는 제 2 배리어층(708)은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된 층(509)위에 증착되는데, 그 두께(d2)는 대략 5-

1000Å이고, 바람직하게는 60Å이다. 비록 층(708)이 층(508)을 위해 사용된 공정 조건들과는 다른 조건들하에서 증착될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동일한 공정 조건들이 사용된다. 이후, 증착된 층(708)은 도 7c에 도시된 대로, 질소 함유 플라즈

마(750)에 노출된다. 제 2 플라즈마 처리는 제 2 배리어층(708)의 전체 두께(d2)와 제 1 배리어층(509)의 적어도 상면부

(509T)를 완전히 처리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수행된다. 도 7d는 증착된 층(708)에 비해 화학적 조성 및/또는 격자구

조에서 변화되도록 처리된 배리어층(709)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제 1 배리어층(509)의 상면부(509T)는 제 2 처리 동안

더욱 변화되고, 계면층(710)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제 1 배리어층(509)과 제 2 배리어층(709) 사이의 구조

상의 연속성이 향상된다. 처리된 배리어층(709, 509)으로 이루어지는 합성 배리어층(720)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막의

고밀도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d1과 d2의 합보다 작다. 증착, 리소그래피, 에칭, 장착 등과 같은 이후의 공정 단계들은 IC 장

치의 제조를 완료하도록 적절히 수행된다.

도 8a 내지 8f는 금속층(806)이 금속질화물 증착 이전에 플라즈마 처리되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것이

다. 도 8a는 도 5a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기판구조(500) 위에 증착되어 있는 금속층(806)을 나타낸다. 금속층(806)(예를

들어, Ti, Ta 또는 W)은 PVD 챔버에서 금속 타켓을 스퍼터링하는 것으로부터 증착될 수 있거나, 또는 CVD기술에 의해 형

성될 수도 있다. 도 8b는 증착된 금속층(806)이 그 중에서도 특히 N2 또는 NH3와 같은 여러 가스로 이루어지는 질소함유

플라즈마(850)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도시한다. 처리 공정 동안, 플라즈마(850)로부터의 활성종이 수직 측벽을 포함하는

금속층(806)의 상면 또는 외면부(806T)에 충격을 가한다. 얇은 금속질화물층(807)(즉, 질화금속층)은 도 8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이 플라즈마 단계 후에 형성된다. 금속층(806)의 플라즈마 처리는 금속층(806)의 증착을 위해 사용된 동일한 챔

버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비록 플라즈마가 막 처리나 어닐링의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열 어닐링 또한 금속층(806)의 질화

(nitration)를 용이하게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금속층(806)의 플라즈마 처리는 계속되는 금속질화물 증착을 위해 사용되는 챔버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는, 기판을 미리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막 증착 공정들은 온도에 의해 좌

우되며, 단일 웨이퍼 공정 챔버는 "제 1 웨이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챔버내의 온도는 1회 분의 제 1 웨이퍼가 가공

되고 있는 동안에는 안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 1 웨이퍼 위에 증착된 막은 순차적으로 가공되는 웨이퍼들에 비해 약

간 다른 두께 또는 균일성을 가진다. 그러나 만일 금속층(806)의 플라스마 처리가 계속되는 금속질화물 증착을 위해 사용

된 것과 동일한 CVD 챔버내에서 수행된다면, 제 1 웨이퍼를 포함하는 1회 분의 각 웨이퍼는 질화물 증착 이전에 플라즈마

에 의해 대략 동일한 온도로 가열된다. 이와 같이 웨이퍼를 미리 조절하는 것은 증착되는 금속질화물막 내에서 웨이퍼 대

웨이퍼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도 8c는 질화금속층(807) 위에 소정의 두께(t1)로 증착되며, 바람직하게는 금속층(806)과 동일한 내화성 금속으로 이루어

지는 금속질화물층(808)을 도시한 것이다. 두께(t1)는 대략 5-1000Å의 범위 내에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대략 60Å이다.

질화금속층(807)은 계면 링크로서 기능을 하고, 미처리된 금속층(806)과 질화물층(808) 사이의 개선된 격자 매칭을 제공

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금속질화물층(808)이 TiCl4와 NH3 사이의 반응으로부터 TiN 증착되면, TiN층(808)

은 질화금속층(807)에 의해 또한 "뿌려질" 수 있다. 즉, 질화물층(808)이 질화금속층(807)과 유사한 결정 방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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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d는 에즈-증착된 금속질화물층(808)이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처리를 받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플라즈마(852)는

예를 들어 N2 또는 NH3로 이루어지는 질소 함유 플라즈마이다. 다시, 전체 금속질화물층(808)과 그 아래의 질화금속 계면

층(807)의 적어도 상면부(807T)가 격자 구조 및/또는 화학적 조성의 측면에서 변화되도록 처리된다. 플라즈마 처리로부

터 강화된 격자 구조의 매칭에 의해 금속질화물/금속층(830)(도 8e 참조, 처리된 질화물층(809), 처리된 질화금속부

(807T), 질화금속층(807), 및 미처리된 금속층(806)으로 이루어짐)은 향상된 배리어/라이너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형적

으로, 막의 고밀도화로 인해, 처리된 질화물층(809)은 t1보다 작은 두께를 가진다. 선택적으로, 플라즈마 처리 단계는 처리

시간을 늘리거나 플라즈마 조건들을 변경함으로써, (질화금속층(807)에 인접한) 그 아래의 금속층(806)의 일부를 더욱 처

리하도록 수행될 수도 있다.

특정의 적용에 따라서는, 질화물/금속 스택(830)이 금속화 방식에서 배리어/라이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만일 더 두

꺼운 질화물층이 요구된다면, 질화물 증착 단계와 처리 단계가 추가 사이클로 반복될 수 있다. 이는 도 8f에 도시된 것으

로, 제 2 질화물층(810)은 금속 스택(830) 위에 그 두께(t2)가 대략 5-1000Å의 범위내에서 바람직하게는 대략 60Å으로

증착된다. 증착된 질화물층(810)은 질소함유 플라즈마(854)에 노출되는데, 이 플라즈마는 플라즈마(852)와 동일할 수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플라즈마(854)는 제 2 질화물층(810)의 전영역과 그 아래의 질화물층(809)의 상면부를 처리하

는데 사용된다. 이 처리 단계의 주목적은 제 2 질화물층(810)과 제 1 질화물층(809) 사이에 개선된 계면(825)을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질화물층들이 증착될 수 있고, 소정의 최종 두께를 가지는 합성 질화물층을 산출하도록 플라즈마 처리된

다.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층들의 반복적인 증착과 처리에 의한 합성층의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을 "NxD" 공정으로 나타

낼 수 있는데, 여기서 N은 증착-처리 사이클의 숫자이고, D는 플라즈마 처리된 구성요소 층의 두께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장점 중의 하나는 더욱 균일한 특성이 있는 합성층이 형성된다는 것이며, 이는 구성요소 층들이 더 얇을수록 콘택홀(505)

의 측벽(505S)을 따라 증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플라즈마 처리가 더욱 철저히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HP TxZ챔버에서의 "2x20"공정

특정의 일례를 들면, 대략 40Å의 두께를 가지는 합성 TiN막 또는 층이 HP TxZ 챔버에서 수행되는 "2x20"공정에서 그 아

래의 Ti층위에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20Å 두께의 TiN을 형성하는 두 개의 사이클을 포함하다. 각 사이클은 두 개의 단

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대략 60Å의 TiN으로 이루어진 막을 증착하고, 두 번째로, 증착된 막을 N2와 수소(H2)로 이루

어진 플라즈마 분위기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대략 20Å의 전형적인 두께와 대략 1500 ohm/sq의 시

트 저항을 가지는 고밀도화된 막이 형성된다. 이전에 기술한 다른 실시예들과 유사하게, 이 실시예는 콘택 레벨과 비아 레

벨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표 1은 TiN의 처리와 증착을 위한 전형적인 2x20 공정법에서 몇몇 중요한 단계들을 보인 것이다.

표 1 TiN "2x20"공정법

#1 #2 #3 #4 #5

증착1 플라즈마1 냉각 증착2 플라즈마2

희석용 불활성 (sccm) 1300 - 1900 1300 -

He 캐리어(sccm) 325 - 325 325 -

TDMAT No TDMAT TDMAT

N2 (sccm) 300 300

H2 (sccm) 450 450

압력 (torr) 5.0 1.3 5.0 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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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전력 (W) 0 750 0 0 750

시간 (sec) 18 20 5 18 20

HP TxZ 챔버 내부에서의 적절한 펌프 다운과 가스 유동의 안정화 이후, 이전에 증착된 접착층을 가지는 웨이퍼는 받침대

위에 지지된다. 전형적으로, 전체의 공정 동안 대략 1.5 torr의 압력차가 웨이퍼의 전면과 후면 사이에서 유지되도록 후면

의 압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히터 온도는 대략 365℃로 설정되고, 모서리 정화와 바닥 정화 가스는 각각 대략 1500 sccm

과 1000 sccm으로 유동한다.

희석용 및 캐리어용 불활성 가스 유동은 단계 #1로 보여진 제 1 배리어층의 증착 이전에 또한 이루어진다. 특히 그 중에서

도 N2, Ar, He 및 H2와 같은 가스들은 희석용 가스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대략 1300 sccm의 전체 유량으로 사용된

다. TDMAT는 He 캐리어 가스를 대략 50℃의 온도에서 TDMAT를 함유하는 버블러(bubbler) 또는 앰풀(ampoule)을 통

해 통과시킴으로써 챔버 내부로 인입된다. 또한, TDMAT의 액체 주입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략 60Å의 TiN층이

단계 #1 이후에 웨이퍼 위에 증착된다.

증착된 TiN층의 플라즈마 처리는 N2와 H2 전구체들을 각각 대략 300 sccm과 450 sccm의 유량으로 사용하는 단계 #2에

서 수행된다. 챔버 압력은 대략 1.3 torr로 유지되고, 반면 대략 750 W의 RF 전력이 샤워헤드에 인가된다. TiN층을 N2/

H2 플라즈마에 대략 20초 동안 노출시킨 후에는, 대략 20Å의 최종 TiN층이 얻어진다. 플라즈마 처리 단계 동안 가열된

웨이퍼는 단계 #3에서 냉각되어지고, 이 동안에는 TDMAT가 챔버에 공급되지 않는다. 제 1 및 제 2 TiN 증착 단계 이전

에 대략 동일한 온도로 웨이퍼를 유지시킴으로써 제 1 및 제 2 TiN층들의 두께 재생산 가능성이 확실해질 수 있다.

제 2 TiN층은 단계 #1과 동일한 조건들하에 단계 #4에서 계속해서 증착되고, 이후 제 2 플라즈마 처리 단계 #5가 수행된

다. 단계 #5후에, 대략 40Å의 최종두께를 가지는 TiN층이 웨이퍼위에 형성되고, 챔버는 웨이퍼를 치우기 이전에 N2와 같

은 불활성 가스로 정화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은 CVD W, Al 및 Cu 금속화 계획에서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을 형성하는데 뿐만 아니라 어떠한

콘택 레벨 및 비아 레벨에도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금속질화물/금속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금속층은

당해 기술에서 알려진 종래의 수단에 의해 실리콘, 열 산화물 및 세라믹을 포함하는 여러 다른 종류의 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공정은 여러 재료로 이루어지는 하부층 및 내부배선층으로 조합되는 여러 다른 패턴의 웨이퍼들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당해 기술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공정의 기본성질과 소정의 막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정 파라미터나 장치의 선택을 변

경하는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공정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다중 챔버 장치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정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CVD 챔버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정화 능력을 구비한 CVD 챔버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3의 챔버 내부에서 받침대 주위를 전개한 부분단면도이다.

도 5a 내지 5e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정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의 기판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인 부분단면도이다.

도 6은 다른 재료층들에 대한 시트저항 대 플라즈마 처리 시간의 플롯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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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내지 7d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합성 금속질화물/금속 스택의 형성을 보인 기판의 개략적인 부분단면도이

다.

도 8a 내지 8f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 기판 구조의 개략적인 부분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공정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어계통 구조를 간단하게 보인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다중-챔버 공정 장치 200: TxZ챔버

300: HP TxZ챔버 400: 모서리 링 조립체

500: 기판구조 502: 기판

503: 절연층 505: 비아

506: 금속층 507: 질화금속층

508: 금속질화물층 509: 배리어층

515: 계면 530: 배리어/라이너 스택

550: 플라즈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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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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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748371

- 1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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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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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도면5e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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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7c

도면7d

등록특허 10-0748371

- 23 -



도면8a

도면8b

도면8c

도면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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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e

도면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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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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