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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있음

(54) 집적 회로 칩 상의 전기 도금된 상호 접속 구조체

요약

본 발명은 집적 회로 칩을 위한 서브마이크론 상호 접속 구조체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다.  첨가제를 
포함하여 평탄하며 광택있고 연성이 있는 저 응력 Cu 금속을 얻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해조로부터 
Cu를 전기 도금함으로써, 공극이 없고(void-free) 이음새도 없는(seamless) 도전체가 얻어진다.  공극이
나 이음새를 남기지 않는 이 방법의 뛰어난 피쳐(feature) 충진 능력은 다른 피복(deposition) 방법에 비
해 탁월한 본 발명의 특징이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 IC) 칩과 같은 전자 소자 상의 상호 접속 배선에 관한 것으로
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광택있고, 평탄한, 저 응력 피복물(deposit)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bath)로부터 Cu를 전기 도금함으로써 제조되는 무공극(void-free)의 이음새 없
는(seamless) 서브마이크론(submicron)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AlCu와 그 관련 합금은 집적 회로 칩과 같은 전자 소자 상에 상호 접속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선호되는 
합금이다.  AlCu 내의 Cu의 양은 전형적으로 0.3 내지 4 % 범위에 있다.

칩 상호 접속 재료로서 AlCu를 Cu나 Cu 합금으로 대체하면 성능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Cu와 일부 구
리 합금의 비저항이 AlCu의 비저항보다 작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어, 보다 좁은 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
며, 보다 높은 배선 밀도를 실현할 수 있다.

Cu 금속화(metallization)의 이점은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 인식되어 왔다.  구리 금속화는 재료 연구 학
회(Materials Research Society : MRS) 회보에서 2 회에 걸쳐 전적으로 다루어진 바와 같은 광범위한 연
구 주제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주제의 학술적 연구에 대해 1993년 6월에 발행된 MRS  Bulletin  Vol. 
XVIII, No. 6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적 연구에 대해 1994년 8월 발행된 MRS Bulletin, Vol. XIX, No. 8이
다.  PROC. IEEE VLSI MULTILEVEL INTERCONNECTIONS CONF. 산타 클라라, 캘리포니아, 1993년 6월 8-9, 15
쪽에 게재된 "Copper-Polymide Back End of the Line Interconnections for ULSI Devices"라는 제목의 루
서(Luther) 등에 의한 논문은 4 개의 금속화 레벨을 갖는 Cu 칩 상호 접속부의 제조에 대해 개시하고 있
다.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 CVD)과 무전해 도금(electroless plating) 등의 공정은 널
리 보급된 Cu 피복 방법이다.  두 피복 방법 모두 일반적으로 기껏해야 부합적 피복물을 생성하는데, 특
히 리소그래피 또는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 : RIE)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트렌치의 윗부
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좁은 단면을 갖게 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배선 내에 결함(공극이나 이음새)이 생기
게 된다.  CVD의 다른 문제점은 1994년 발행된 MRS BULL., XIX, 15에 게재된 리(Li) 등에 의한 "Copper-
Based Metallization in ULSI Structure-Part II : Is Cu Ahead of its Time as an On-chip Material?"에 
개시되어 있다.  비전해 도금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금속 피복 중의 수소의 발생
으로 인해 산업상 광범위하게 구현함에 있어 약점이 되는 수포(blistering) 및 다른 결함이 생긴다.

구리, 은 또는 금을 반도체 웨이퍼 상에 피복하는 전기 도금 공정은 1993년 10월 26일자로 제이. 포리스
(J. Poris)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번호 제 5,256,274('274) 호에 개시되어 있다.  '274의 도 1a에는 중앙
에 이음새를 갖고 있는 구리 도전체에 "양호(GOOD)"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도 1b에는 중앙에 공극을 갖고 
있는 구리 도전체에 "불량(BAD)"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도금 전해조는 12 온스/갤론(ounces/gallon)의 
CuSO4, 5H2O 수용액, 10 부피%의 농축 황산, 염산으로부터의 50 ppm의 염소 이온, 테크닉사(Technic Inc., 

P. O. Box 965, Providence, RI 02901)의 0.4 부피%의 TECHNI-COPPER W 첨가제를 함유한다.  도금은 불활
성 마스크(inert mask)를 통해 선택적으로 피복되었다.

발명의 요약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서브마이크론 치수의 도전체를 구비하는 집적 회로 칩 내의 배선을 위한 저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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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도를 갖는 Cu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 공정은 웨이퍼 상에 절연성 재
료를 피복하는 단계와, 도전체가 피복되어 궁극적으로 라인이나 비아(via)를 형성할 서브마이크론 트렌치
나 홀을 절연성 재료 내에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단계와, 시드층(seed layer) 또는 도금 
베이스(plating base) 역할을 하는 얇은 도전층을 피복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
기 도금함으로써 도전체를 피복하는 단계와, 결과 구조체를 평탄화하거나 화학-기계 연마하여 개개의 라
인 및/또는 비아를 전기적으로 격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 상에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공하며, 그 공정은 절연성 영역
과 도전성 영역을 구비하는 기판 상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시드층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을 형
성하는 단계와, 패턴화된 레지스트로 덮이지 않은 시드층 상에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도전성 
재료를 전기 도금하는 단계와, 패턴화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 상에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도전체를 구비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공하며, 그 공정은 기판 상에 절연성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호 접속 도전체 재료가 피복될 
라인 및/또는 비아를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단계와, 도금 베이스 역할을 하는 도전층을 형
성하는 단계와, 도금 베이스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
부터 전기 도금함으로써 도전체 재료를 피복하는 단계와,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 상에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공하며, 그 공정은 절연성 영역
과 도전성 영역을 구비하는 기판 상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시드
층 상에 도전체 재료의 블랭킷층(blanket layer)을 형성하는 단계와, 블랭킷층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
을 형성하는 단계와, 패턴화된 레지스트로 덮이지 않은 전도체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와, 패턴화된 레지스
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 상의 상호 접속부에 사용되는 도전체를 제
공하며, 그 도전체는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함으로써 형성되는 Cu를 포함하는데, 이 
Cu는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
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은 양의 재료를 함유한다.

상호 접속 재료는 광택이 있고 평탄한 저 응력 피복물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포함
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된 Cu일 수 있다.  이러한 전해조로부터의 Cu 전기 도금의 속도는 다른 부분
에서보다 공극 내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도금 공정은 고유의 뛰어난 충진 특성을 나타
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적취물이 얻어진다.  이
러한 방식으로 전기 도금된 Cu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 접속 구조체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electromigraion)을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1.0 eV 이상인 높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을 갖는다.  
도전체는 실질적으로 Cu와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의 적은 양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을 갖는 Cu는 광택있는 연성의 저 응력 도금 피복물을 생성하는 데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함유하는 도금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도전체의 중앙에 이음새나 공극을 남기지 않는 상호 접속 배선과 같은 Cu 도전체를 전
기 도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폭이 1 마이크론보다 작은 것들과 폭이 10 마이크론보다 큰 것들과 같이 폭이 서
로 다른 Cu 도전체를 실질적으로 균일한 충진 두께로 전기 도금하는 것이다.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는 1 이상일 수 있다.  비아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는 1을 초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1) 전해 도금(electrolytic plating)에 의한 Cu의 블랭킷 피복, 2) 이중 대머
신(dual damascene) 제조(단일 블랭킷 피복 단계로 두 레벨의 금속층이 제조되는 접근 방법), 3) 화학 기
계적 연마와 같은 공정에 의해 상부 표면을 평탄화하는 능력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집적 회로의 제조 비
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 목적, 장점과 기타 특징, 목적, 장점은 도면을 참조하여, 후속하는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을 고찰함으로써 명백해질 것이다.

도 1 내지 도 5는 상호 접속 배선의 형성을 보여주는 중간 구조체의 단면도이다.

도 6은 단일 도금 단계에 의해 형성된 다수 레벨의 배선 패턴을 도시한다.

도 7은 피쳐 내부 깊은 곳의 피복 속도가 피쳐 외부의 피복 속도보다 빠른 피복의 초기 단계를 도시한다.

도 8은 피쳐 내부의 피복 속도가 피쳐 외부의 피복 속도보다 빠른 피복의 후반 단계를 도시한다.

도 9는 피쳐 내부의 피복 속도가 피쳐 외부의 피복 속도보다 느린 피복의 초기 단계를 도시한다.

도 10은 피쳐 내부의 피복 속도가 피쳐 외부의 피복 속도보다 느린 피복의 후반 단계를 도시한다.

도 11은 피쳐 내부와 외부의 피복 속도가 동일한 피복의 초기 단계를 도시한다.

도 12는 피쳐 내부와 외부의 피복 속도가 동일한 피복의 후반 단계를 도시한다.

도 13은 도금 프로파일 시퀀스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14는 첨가제가 없는 도금 전해조를 사용하여 전해 도금된 피쳐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15는 첨가제를 갖는 도금 전해조를 사용하여 전해 도금된 피쳐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16은 도금될 서브마이크론 공극과 넓은 공극을 모두 구비하는 기판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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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웨이퍼 침지형 도금 셀 내에서 후속적으로 도금된 도 16의 기판의 단면도이다.

도 18은 웨이퍼 표면이 전해액의 상부 표면이나 메니스커스와 접촉하게 되는 메니스커스형 도금 셀(컵 도
금조) 내에서 후속적으로 도금된 도 16의 기판의 단면도이다.

도 19의 (a) 내지 (d)는 1 마이크론 두께로 도금된 Cu 박막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결정립 방향 지도, 결
정립 명암 지도, 역전 폴 도면, (111) 폴 도면이다.  결정립 크기는 약 1.4 마이크론이고, 결정학적 텍스
쳐(crystallographic texture)는 무질서하다.

도 20의 (a) 내지 (d)는 1 마이크론 두께의 PVD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피복된 물리 기상 증착) Cu 박막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결정립 방향 지도, 결정립 명암 지도, 역전 폴 도면, (111) 폴 도면이다.  결정립 크
기는 약 0.4 마이크론이고, 박막은 편향된 (111)/(100) 결정학적 텍스쳐를 갖는다.

도 21a와 도 21b는 도금된 Cu의 a) CVD Cu와 b) PVC Cu 박막에 대한 시한(시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도
시한다.  저항의 변화는 Cu 라인 내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손상 정도와 관련이 있다.  도금된 Cu가 CVD
나 PVD Cu에 비해 훨씬 향상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PVD Cu에 대한 활
성화 에너지는 상당히 작은(0.7 내지 0.8 eV)데 반해 도금된 Cu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1.1 내지 1.3 eV
이다. 

도 22 내지 도 26은 평면 베이스 상의 관통 마스크 도금 단계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27 내지 도 31은 요부형 베이스 상의 관통 마스크 도금 단계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32 내지 도 35는 블랭킷 도금 단계와 후속하는 패턴 에칭 단계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대머신 도금 공정은 웨이퍼 전체 표면에 걸쳐 도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쳐(feature)를 격리시키고 
규정하는 평탄화 공정이 그에 후속된다.  도금은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된 전체 배선 패턴 위에 도금 베
이스를 피복(deposition)한 후 수행된다.  부착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체/절연체 상호 작용과 확산을 방지
하는 층들이 도금 베이스와 절연체 사이에 증착된다.  도 1 내지 도 5는 이 공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에칭/평탄화층(Si  질화물)(2,  7)에 의해 클래딩(cladding)된 절연체층(Si  산화물, 중합체)(1)을 
웨이퍼(8)  상에  먼저  피복하고,  레지스트  패턴(3)을  클래딩된  절연체  상에  형성하고  절연체로 전사
(transfer)하며, 후속하여 장벽 재료(4)와 시드층(seed layer)(Cu)(5)을 피복하고 Cu(6)를 전기 도금하여 
모든 피쳐를 충진시키며, 평탄화에 의해 구조체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최종 형태를 갖게 한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수 레벨의 패턴을 절연체 상에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
용 절감형 제조 방법에서도 동일한 순서대로 층들이 증착된다.

Cu(6) 내에 공극이나 이음새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쳐 내부의 낮거나 깊은 지점에서의 
전기 도금 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빨라야 한다.  금속 피복에 있어서의 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도 7 내지 도 12에 이것을 도시하고 있다.  도 7과 도 8에 도시한 첫 번째 경우에서는, 도금 전해조에 첨
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피쳐(11) 내부의 금속 피복이 피쳐(11) 외부의 지점(12)보다 빠르며, 이에 따라 도 
8에 도시한 것과 같이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피복(뛰어난 충진)이 이루어진다.  피쳐 내부가 더욱 빨리 
피복되는 것은, 이들 위치에서 첨가제의 전달 속도가 보다 느려서 이에 따라 Cu의 국부적인 피복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안쪽 모서리에서는 첨가제의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구리의 
피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도 9와 도 10에 도시한 두 번째 경우에서는, 피쳐(14) 내부의 금속 피복이 피
쳐(14) 외부의 지점(15)보다 느려서, 이에 따라 피쳐(14)의 낮은 지점(16)에서의 피복은 피복되는 이온의 
결핍도가 보다 높은 전해조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극과 높은 비저항을 갖는 라인 또는 비아가 생긴
다.  이온의 결핍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착 반응을 위한 도금 전해조 내에 높은 과전위(overpotential)가 
국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도 11과 도 12에 도시한 세 번째 경우에서는, 액체 도금 전해조 내에서 국부
적 이온 결핍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첨가제와 그들의 유익한 영향(피쳐 내부의 보다 빠른 피복)이 없기 
때문에, 피쳐(17)  내부와 피쳐(17)  외부의 지점(18)  어느 곳에서든지 피복 속도가 동일하다(부합적 충
진).  부합적 충진에 의하여 거의 수용할 만한 피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높은 종횡비의 라인과 비아 
내의 Cu 금속(6)에는 불가피하게 이음새(19)가 생긴다.  만입형(reentrant) 프로파일의 경우, 부합적 충
진은 적절치 않으며 공극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도 7과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뛰어난 충진 특성을 
갖는 도금 방법이 대머신 공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적절히 배합된 용액으
로부터 전해 도금하는 것이 도 7과 도 8에 도시한 유형의 피복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Cu 
금속화에 대한 뛰어난 충진과 그 관련성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위에 인용한 리 등에 의한 
논문에서 리 등은 전해 Cu 도금의 비아 충진 성능이 "중-하 정도"라고 기술하였다.

리소그래피적 공정으로 인해 유전층(1) 내에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좁은 피쳐 
또는 공동(cavity)(22)이 생성되더라도, 도금 전해조 내에 첨가제를 사용하여 얻어진 뛰어난 충진 특성에 
의해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라인과 비아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발명에 따른 전기 도금은 무공
극의 이음새 없는 라인과 비아를 생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리소그
래피적 불완전성, 즉 측벽(23)이 상부 표면(26)에 대해 화살표(27)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 기준선(24)
과 0 내지 20。의 각을 가질 수 있게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좁은 피쳐나 공동(22)이 유전체(1) 내에 존
재하는 경우, 기껏해야 부합적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CVD와 같은 증착 방법은 불가피하게 심한 결함을 초
래한다.

거친 표면 상에 평탄한 피복물(deposit)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포함하는 용액으로
부터의 구리 도금에 의해 서브마이크론 공극을 충진하는 데 필요한 뛰어난 충진성이 얻어질 수 있다.  하
나의 적절한 첨가제 시스템으로는, 미합중국 코넥티컷(Connecticut)주, 뉴 헤이븐(New Haven) 소재의 엔
톤-오엠아이사(Enthone-OMI, Inc.)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있으며, SelRex Cubath M system으로 알려져 있
다.  이들 첨가제는 제조업자에 의해 MHy로 지칭된다.  적절한 다른 첨가제 시스템으로는, 미합중국 뉴욕
주,  프리포트(Freeport)  소재의  리로날사(LeaRonal  Inc.)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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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am 2001 system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첨가제는 제조자에 의해 Copper Gleam 2001 Carrier, Copper 
Gleam 2001-HTL, Copper Gleam 2001 Leveller로 지칭된다.  적절한 또다른 첨가제 시스템으로는, 미합중
국 펜실베니아주, 스테이트 파크(State Park) 소재의 에이토테크 유에스에이사(Atotech USA, Inc.)에 의
해 판매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Cupracid HS system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의 첨가제들은 제조자에 
의해 Cupracid Brightener와 Cupracid HS Basic Leveller로 지칭된다.

본 발명에서 전해조에 첨가될 수 있는 특정 첨가제의 예는 몇몇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1978년 8월 29일
자로 고(故) 에이치 지 크로이츠(H-G Creutz) 등에게 허여된 "Electrodeposition of Copper"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번호 제 4,110,176 호는 반응 생성물(reaction product)로서 형성된 폴리 알카놀 4급 암모늄염
(poly  alkanol  quaternary-ammonium  salt)과  같은  첨가제를  도금  전해조에  사용하여  수성  산성 구리
(aqueous acidic copper) 도금 전해조로부터 광택있고 연성이 있으며 저 응력이고 평탄성이 양호한 구리 
피복물을 생성하는 것을 기술하였는데, 이 특허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1983년 3월 15일자로 에이. 왓슨(A. Watson)에게 허여된 "Acid Copper Electroplating Baths Containing 
Brightening and Leveling Additive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번호 제 4,376,685 호는 반응 생성물로서 형
성된 알킬화된 폴리알킬렌이민(alkylated  polyalkyleneimine)과 같은 첨가제를 도금 전해조에 사용하여 
수성 산성 전해조로부터 광택이 있고 평탄한 구리 전기 피복물(electrodeposit)을 생성하는 것을 기술하
였는데, 이 특허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1990년  12월  4일자로  더블유.  담스(W.  Dahms)에게  허여된  "Aqueous  Acidic  Bath  for  Electrochemical 
Deposition of a Shiny and Tear-free Copper Coating and Method of Using Same"이라는 명칭의 미국 특
허 번호 제 4,975,159 호는 아미드 그룹 함유 화합물(amid-group-containing-compound)로서 적어도 하나
의 치환된 알콕실화된 락탐(substituted alkoxylated lactam)을 포함하는 유기성 첨가제의 조합물을 증착
된 구리의 광택성과 연성을 최적화하는 양만큼 수성 산성 전해조에 첨가하는 것을 기술하였는데, 이 특허
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미국 특허 번호 제 4,975,159 호에서, 표 1은 본 발명에서 전해조
에 첨가될 수 있는 다수의 알콕실화된 락탐을 나열하고 있다.  표 2는 본 발명에서 전해조에 첨가될 수 
있는 3 머캡토프로판 1 설폰산(3-mercaptopropane-1-sulfonic acid)과 같이 가수용화(water-
solubilizing) 그룹을 갖는 다수의 황 함유 화합물을 나열하고 있다.  표 3은 본 발명에서 계면 활성제로
서 첨가될 수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과 같은 유기 화합물을 나열하고 있다.

1973년 11월 6일자로 에이치 지 크로이츠에게 허여된 "Electrodeposition of Copper from Acid Baths"라
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3,770,598 호는 연성이 있고 광택이 있는 구리를 얻기 위한 전해조에 대해 기술
하였는데, 폴리에틸렌 이민(polyethylene imine)과 알킬화제(alkylating agent)의 용해된 반응 생성물이 
광택을 낼 수 있는 양만큼 전해조에 포함되어, 4급 질소와, 적어도 하나의 설폰산 그룹(sulfonic group)
을 포함하는 유기 황화물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과 같은 폴리에테르(polyether) 
화합물이 생성되며, 이 특허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1967년  6월  27일자로  에이치  지  크로이츠  등에게  허여된  "Electrodeposition  of  Copper  from  Acidic 
Bath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3,328,273 호는 화학식 XR1-(Sn)-R2-SO3H인 유기 설파이드 화합물(organic 

sulfide compound)을 함유하며, 광택있고 충분히 평탄한 특성을 갖는 저 응력 피복물을 얻기 위한 황산 
구리(copper sulfate)와 불화붕산(fluoroborate) 전해조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여기서 R1과 R2는 동일하거

나 상이하되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폴리메틸렌 그룹(polymethylene  group)  또는 알킨 그룹
(alkyne group)이고, X는 수소 또는 설폰산 그룹이며, n은 2 내지 5의 정수로, 이 특허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또한,  이들 전해조는 폴리에테르 화합물,  인접한 황 원자를 갖는 유기 설파이드
(sulfide), 페나진 다이(phenazines dye)를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특허 번호 제 3,328,273 호에서 표 1
은 본 발명에서 전해조에 첨가될 수 있는 다수의 폴리설파이드를 나열하고 있다.  표 2는 본 발명에서 전
해조에 첨가될 수 있는 다수의 폴리에테르를 나열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첨가제가 전해조에 첨가될 수 있다.  전해조는 구리염과 무기산(mineral 
acid)을 포함할 수 있다.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grain) 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
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조를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첨가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C, O, 
N, S, C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조각을 도전체 재료 내에 포함시키기 위
해 첨가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순수한 Cu에 비해 향상
된다.  나아가,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조를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첨가제가 전해조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일렉
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전해 도금되지 않은 Cu에 비해 향상된다.

도 14는 0.3 몰 황산구리와 황산 10 부피%를 함유하는 종래 기술의 도금 용액의 공동 충진 성향을 나타내
는 단면도이다.  피쳐의 다양한 위치에서 피복 두께를 측정하여 충진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공동이 완전
히 충진되기 전에 도금을 중단하였다.  Cu(30)의 부합적 피복물이 얻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염
화물 이온과 MHy 첨가제가 첨가된 동일한 용액에 의해 얻은 피복물은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뛰어난 
충진성을 갖는다.  피쳐 내부 깊은 곳의 피복 속도는 다른 곳보다 빠르고, 결국 도 15에 도시한 Cu(36)의 
피복물은 피쳐의 외부보다 내부에서 도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극이 없고 이음새도 없게 될 것이다.  
뛰어난 충진물을 생성하는 MHy 농도는 0.1 내지 2.5 부피% 범위이다.  염화물 이온 농도는 10 내지 300 
ppm 범위이다.

이와 유사한 뛰어난 충진 결과가 0.1 내지 0.4 몰 범위의 황산구리, 10 내지 20 부피%의 황산, 10 내지 
300  ppm  범위의  염화물,  리로날(LeaRonal)사  첨가제인  0.1  내지  1  부피%  범위의  Copper  Gleam  2001 
Carrier, 0.1 내지 1 부피% 범위의 Copper Gleam 2001-HTL, 0 내지 1 부피% 범위의 Copper Gleam 2001 
Leveller를 함유하는 용액으로부터 얻어진다.  또한, 이와 유사한 뛰어난 충진 결과가 황산구리, 황산, 
전술한 범위의 염화물, 아토텍(Atotech)사 첨가제인 0.5 내지 3 부피% 범위의 Cupracid Brightener, 0.01 
내지 0.5 부피% 범위의 Cupracid HS Basic Leveller를 함유하는 용액으로부터 얻어진다.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하여 기술한 도금 공정은 미국 특허 번호 제 3,652,442 호와 1994년 5월 17일자로 
피. 앤드리케이코스(P. Andricaco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번호 제 5,516,412 호와 5,312,532 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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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 있는 패들(paddle) 도금 셀과 같은 통상의 도금 셀에서 수행될 때, 서브마이크론의 큰 종횡비를 
갖는 피쳐 또는 공동에 대해 뛰어난 충진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판 표면이 단지 전해액의 자유 표면
(free surface)과 접촉하는 도금 셀, 예를 들어 본 발명에서 참조로서 인용되며 1982년 7월 13일자로 에
스. 에이고(S. Aigo)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번호 제 4,339,319 호에 기술되어 있는 컵 도금 셀 내에서 공
정이 수행될 때, 아래에 설명하는 다른 이점이 얻어진다.  이 이점은 1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 내의 넓
은 공동에 뛰어난 충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들 넓은 공동은 좁은 (서브마이크론) 피쳐 또는 공동 사
이에 존재할 수 있다.

기판이 전해액에 잠기는 도금 셀 내에서, 1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넓은 피쳐는, 예컨대 0.1 마이크론 
및 그보다 큰 1 마이크론 미만의 폭을 갖는 좁은 피쳐에서보다 느리게 충진될 것이고, 따라서 넓은 피쳐
는 도금된 상부 표면 상에 움푹 패인 곳이나 함몰부를 갖지 않는 평탄화된 구조체를 생성하기 위해 더 긴 
도금 시간과 더 긴 연마 시간을 필요로 한다.

컵  도금  셀에서와는  달리,  도금되는  동안  도금될  기판  표면이  전해액의  메니스커스(meniscus)와 
접촉하면, 크게 서로 다른 폭을 갖는, 예를 들어 1 마이크론 미만의 폭과 10 마이크론 초과의 폭을 갖는 
공동들이 동일한 속도로 빠르고 고르게 충진된다.

전해액의 메니스커스는 액체 기둥(column of liquid)의 구부러진 상부 표면이다.  구부러진 상부 표면은 
예를 들어, 모세관 현상 또는 용승 액체(upwelling liquid)로부터의 액체 흐름으로 인해 볼록한 모양일 
수 있다.

도 16은 대머신 배선을 위해 그 내부에 형성된 표면 피쳐 또는 공동(62, 63)을 갖는 실리콘 이산화물과 
같은 유전체(61)의 상부 층을 구비할 수 있는 기판(60)의 단면도이다.  공동(62)은 1 마이크론 미만의 폭
을 갖고, 공동(63)은 1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폭을 가질 수 있다.  라이너(liner)(64)는 유전체(61)
에 대한 부착성과, 후속하여 도금되는 금속에 대한 확산 장벽을 제공할 수 있다.  라이너(64)가 도전성이 
있어서 전기 도금을 위한 도금 베이스 역할을 하거나, 추가의 도금 베이스층이 추가될 수 있다.

도 17은 침지형 셀 내에서 도금되어 공동(62)과 넓은 공극(63)을 충진하기에 충분한 금속(66) 전기 피복
물을 갖는 기판(60)의 단면도이다.  도 17에서, 넓은 피쳐(63)는 좁은 또는 서브마이크론 피쳐(62)보다 
느리게 충진된다.  상부 표면(67)은 피쳐(63) 위에 금속(66)의 평균 높이에 대해 우묵한 곳(dip)(68)을 
갖는다.

도 17과 도 18에서, 도 16과 도 17의 장치와 상응하는 역할에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되어 있다.

도 18은 공동(62)과 넓은 공극(63)을 충진하기에 충분한 Cu일 수 있으며 메니스커스형 컵 도금 셀 내에서 
도금된 금속(66) 전기 피복물을 갖는 기판의 단면도(60)이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은 전해조
의 표면과 접촉하게 위치될 수 있다.  전해조는 전해조의 표면에서 플로우(flow)할 수 있다.

도 18에서, 넓은 피쳐(63)는 좁은 피쳐(62)만큼 빨리 충진된다.  상부 표면(69)은 피쳐(63) 위에 금속
(66)의 평균 높이에 대해 매우 작은 우묵한 곳을 갖는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는 도금을 컵형 도금 장치 
내에서 수행하여 좁은 피쳐와 넓은 피쳐에서도 평탄하게 뛰어난 충진을 달성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기
술되어  있다.   메니스커스  도금의  탁월한  성능은  공기-액체(air-liquid)  표면에서의  표면 활성화
(surface-active) 첨가제 분자의 높은 농도 및 아마도 상이한 방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판이 
잠입될 때 이들 분자가 재배열되기 시작할 지 모르나, 잔여 영향이 아마도 도금 주기 내내 수 분간 계속
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 16 및 도 17에 도시한 전기 도금된 Cu 금속(66)은 실질적으로 Cu로 이루어지고, 적은 양의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또는 Cl(1 중량% 미만)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도 함유할 수 있다.  이들 첨가된 성분은 명백하게 첨가제의 분해로부터 생겨난 후, 원자 형태가 아
닌 분자 조각으로 여겨지는 피복물(66) 내에 포함된다.  첨가제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염소의 상승 작용으
로 인해 염소도 함께 흡수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함유물은 결정립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이유로 도금된 금속의 비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도금된 Cu는 2μΩ㎝ 미만의 비
저항 측정값을 갖는다.  또한, 이들 동일 분자가 Cu의 결정립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기 도금된 Cu가 
다른  공정에  의해  피복된  순수한  Cu보다  훨씬  좋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도금된 Cu의 결정립 크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Cu 피복 기법에 의해 생성된 것보다 크다(도 19의 (a) 
내지 (d)와 도 20의 (a) 내지 (d) 참조).  도 19의 (a) 내지 (d)는 각각 1 마이크론 두께로 도금된 Cu 박
막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결정립 방향 지도(grain orientation map), 결정립 명암 지도(grain contrast 
map), 역전 폴(inverse pole) 도면, (111) 폴 도면이다.  결정립 크기는 약 1.4 마이크론이고, 결정학적 
텍스쳐(crystallographic texture)는 무질서하다.  도 20의 (a) 내지 (d)는 각각 1 마이크론 두께 PVD Cu 
박막의 동일한 영역에 대한 결정립 방향 지도, 결정립 명암 지도, 역전 폴 도면, (111) 폴 도면이다.  결
정립 크기는 약 0.4 마이크론이고 이 박막은 (111)/(000)의 편향된 결정학적 텍스쳐를 갖는다.

도금된 Cu의 (텍스쳐라고도 알려진) 결정 방향은 비도금 Cu  박막의 그것보다 크게 무질서하다(도 19의 
(a) 내지 (d)와 도 20의 (a) 내지 (d) 참조).  이러한 무질서한 방향은 역전 폴 도면이나 (111) 폴 도면
에서 결정립의 균일한 분포에 의해 나타내어 진다(도 19의 (a) 내지 (d) 참조).  이는 비도금 Cu 박막에
서 나타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도 20의 (a) 내지 (d)에는 이 PVD Cu 박막에 상당한 (10
0)과 (111) 텍스쳐가 있음이 도시되어 있다.

전기 도금된 Cu와 순수한 Cu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은 MRS Bulletin, Vol. XVIII, No. 6(1993년 
6월)과 Vol. XIX, No. 8(1994년 8월)에서 참조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된 활성화 에너지의 함수이며, 이들
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전기 도금된 Cu의 활성화 에너지는 1.0 eV 이상이다.  또한, 도 21a
와 도 21b는 도금된 박막과 PVD 박막의 드리프트(drift) 속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명백하게, 도금된 
Cu의 저항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으나 PVD Cu 박막의 저항은 급속히 증가한다.  저항의 변화는 Cu 
라인 내의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손상 정도와 관련된다.  명백하게, 도금된 Cu는 PVD Cu에 비해 크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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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을 갖는다.  도금된 Cu의 활성화 에너지가 1.1 내지 1.3 eV인 반면, PVD 
Cu의 활성화 에너지는 훨씬 작다(0.7 내지 0.8 eV).

본 발명의 유용성은 대머신 구조체의 구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22 내지 도 26에 도시한 것과 같
은 평면 베이스 상의 관통 마스크(through-mask) 도금, 도 22와 도 27 내지 도 31에 도시한 것과 같은 요
부형 베이스(excavated base) 상의 관통 마스크 도금, 또는 도 22, 도 23, 도 32 내지 도 35에 도시한 것
과 같은 블랭킷(blanket) 도금 후 패턴화된 에칭에 의해 제조되는 도전체 구성 요소에 대해 C, O, N, S, 
Cl을 포함하는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의 존재와 연관되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증가된 저항성은 
마찬가지로 유익한 것이다.

평면 베이스 상의 관통 마스크 도금을 위한 공정이 도 22 내지 도 26에 도시되어 있다.  도 22는 절연층
(1)을 도시한다.  도 23은 절연층(1) 위에 형성된 시드층(Cu)(5)을 도시한다.  장벽 재료(4)(도시하지 않
음)를 절연층(1)과 시드층(5) 사이의 층으로서 형성할 수도 있다.  도 24는 시드층(5) 위에 패턴화된 레
지스트(71)를 도시한다.  도 25는 레지스트(71)를 통한 전기 도금 후의 Cu(6)를 도시한다.  도 26은 레지
스트(71)를 제거하고 Cu(6)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시드층(5)을 제거한 도 25의 구조체를 도시한다.  도 
26은 패턴화된 시드층(5) 위의 패턴화된 Cu(6) 층을 도시한다.

요부형 베이스 상의 관통 마스크 도금을 위한 공정이 도 22와 도 27 내지 도 31에 도시되어 있다.  도 22
는 절연층(1)을 도시한다.  도 27은 절연층(1) 내에 형성된 채널(72)을 도시한다.  도 28은 절연층(1) 위
에 형성된 시드층(Cu)(5)을 도시한다.  장벽 재료(4)(도시하지 않음)를 시드층(Cu)(5) 아래에 형성할 수
도 있다.  도 29는 시드층(5) 위에 패턴화된 레지스트(71)를 도시한다.  도 30은 마스크 또는 레지스트
(71)를 통한 도금에 의해 피복한 시드층(5) 위와 채널(72) 내의 Cu(6)를 도시한다.  도 31은 레지스트
(71)를 제거하고 Cu(6)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시드층(5)을 제거한 Cu(6)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도
금 공정의 뛰어난 충진 특성으로 인해 공극이나 이음새를 남기지 않고 요부형 베이스 내의 공동이나 피쳐
를 충진할 수 있게 된다.

블랭킷 도금 후 패턴 에칭하는 공정이 절연층 상에 패턴화된 라인을 형성하는 도 22, 도 23, 도 32 내지 
도 35에 도시되어 있다.  도 22는 절연층(1)을 도시한다.  도 23은 절연층(1) 위에 형성된 장벽층(4)을 
도시한다.  시드층(Cu)(5)을 장벽층(4)의 상부 표면 상에 형성한다.  도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드층
(5) 위에 전기 도금함으로써 Cu의 블랭킷층(76)을 형성한다.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지스트층(71)
을 블랭킷층(76) 위에 형성하고 리소그래피적으로 패턴화한다.  도 34는 레지스트(71)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을 에칭하거나 다른 공정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패턴화된 블랭킷층(76)을 도시한다.  도 35는 레
지스트(71)를 제거한 패턴화된 블랭킷층(76)을 도시한다.

도 2 내지 도 15와 도 22 내지 도 35에서, 앞의 도면 또는 도 1의 장치와 상응하는 역할에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되어 있다.

본 발명이, C, O, N, S, Cl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으로 인해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을 갖고 박
막 두께에 비해 큰 크기의 결정립과 무질서한 결정 방향과 같은 특정 미세구조의 피쳐를 갖는 Cu 도전체
와 전자 소자 상의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였지만, 당업자에게는 첨부
한 특허 청구 범위의 범주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본 발명의 넓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소자 상에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void-free seamless) 도전체로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
에 있어서,

기판 상에 절연성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호 접속 도전체 재료가 피복(deposition)될 라인 및/또는 비아(via)를 위한 리세스(recess)를 상기 절
연성 재료 내에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성 재료 상에 도금 베이스 역할을 하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함으로써 상기 도전체 재료를 피복하는 단계와,

상기 피복 단계로부터 얻어진 구조체를 평탄화하여 개개의 라인 및/또는 비아를 전기적으로 격리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도전체 재료로서 Cu를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무시할 수 없는 적은 양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
료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25-7

1019997005116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C, O, N, S, C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
함시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저항성이 순수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여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비전기 도금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거친 표면 상에 광택있고 평탄한 피복물(deposit)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용제(agent)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 이상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비아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광택있고, 평탄하며, 연성이 있는 저 응력 피복물을 피복시키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함유하
는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 이상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을 상기 전해조의 표면과 접촉하도록 위치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전해조의 표면에서 상기 전해조를 플로우(flow)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
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컵 도금조를 사용하여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가수용화(water solubilizing) 그룹을 갖는 유기 황화합물(organic sulfur compound), 전해조-가용 고분
자량 산소 함유 화합물(bath-soluble high-molecular-weight oxygen-containing compound), 전해조-가용 
폴리에테르(polyether) 화합물, 또는 적어도 하나의 황 원자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전해조-가용 유기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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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첨가제와, 구리염(copper salt)과, 무기산(mineral 
acid)을 포함하는 도금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도금 용액이 10 ppm 내지 300ppm 범위의 적은 양의 염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u염이 황산구리(cupric sulfate)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산이 황산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하나의 설폰산 그룹(sulfonic group)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 황 원자를 갖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 황 원자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말단(terminal) 설폰산 그
룹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머캡토프로판  설폰산(mercaptopropane  sulfonic  acid), 티오글리코릭산
(thioglycoic  acid),  머캡토벤즈티오졸-황-프로판설폰산(mercaptobenzthiozol-S-propansulfonic  acid)과 
에틸렌디티오디프로필설폰산(ethylenedithiodipropyl  sulfonic  acid),  디티오카바믹산(dithiocarbamic 

acid), 상기 화합물의 알칼리 금속염(alkali metal salts), 상기 화합물의 아민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3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화학식 X-R1-(Sn)-R2-SO3H를 가지며, 여기서 R 그룹은 동일하거나 상이하며 적어도 

하나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X는 수소와 설폰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2 내지 
5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4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화합물이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폴리비닐 글리콜(polyvinyl glycol),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카르복시메틸셀룰로우스(carboxymethylcelluose)로 이루어
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5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질소 화합물이 피리딘(pyridine)과 치환된 피리딘(substituted pyridines), 아미드(amides), 4
급 암모늄염(quaternary ammonium salts), 이민(imines),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s)과 치환된 프탈
로시아닌, 페나진(phenazines), 락탐(lactams)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6 

전자 소자 상에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절연 영역과 도전 영역을 구비하는 기판 상에 시드층(seed layer)을 피복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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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드층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화된 레지스트에 의해 덮이지 않은 상기 시드층 상에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도전체 
재료를 전기 도금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화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도전체 재료로서 Cu를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적은 양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함
시키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C, O, N, S, C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
함시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순수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의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여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비전기 도금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2 

제 72 항에 있어서,

거친 표면 상에 매끄럽고 평탄한 피복물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용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
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비아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5 

제 27 항에 있어서, 

광택있고, 평탄하며, 연성이 있거나 저 응력의 피복물을 피복시키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를 함
유하는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을 상기 전해조의 표면과 접촉하도록 위치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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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전해조의 상기 표면에서 상기 전해조를 플로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컵 도금조를 사용하여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0 

제 16 항에 있어서,

가수용화 그룹을 갖는 유기 황화합물, 전해조-가용 고분자량 산소 함유 화합물, 전해조-가용 폴리에테르 
화합물, 또는 적어도 하나의 황 원자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전해조-가용 유기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첨가제와, 구리염과, 무기산을 포함하는 도금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도금 용액이 10 ppm 내지 300 ppm 범위의 적은 양의 염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Cu염이 황산구리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산이 황산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4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하나의 설폰산 그룹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5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한 2가의 황 원자를 갖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인접 황 원자를 가지며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하나의 말단 설폰산 그룹을 포함하
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7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머캡토프로판 설폰산, 티오글리코릭산, 머캡토벤즈티오졸-S-프로판설폰산과 에틸
렌디티오디프로필 설폰산, 디티오카바믹산, 상기 화합물의 알칼리 금속염, 상기 화합물의 아민염으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화학식 X-R1-(Sn)-R2-SO3H를 가지며, 여기서 R 그룹은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적어도 

하나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며, X는 수소와 설폰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2 내지 
5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49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화합물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카르복시메틸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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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0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질소 화합물이 피리딘과 치환된 피리딘, 아미드, 4급 암모늄염, 이민, 프탈로시아닌과 치환된 
프탈로시아닌, 페나진, 락탐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1 

전자 소자 상에 무공극의 이음새 없는 도전체로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기판 상에 절연성 재료를 입히는 단계와,

상호 접속 도전체 재료가 피복될 라인 및/또는 비아를 리소그래피적으로 규정하고 형성하는 단계와,

도금 베이스 역할을 하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도금 베이스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함으로써 상기 도전체 재료를 피복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화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도전체 재료로서 Cu를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적은 양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함
시키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4 

제 52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5 

제 52 항에 있어서, 

C, O, N, S, C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
함시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순수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6 

제 52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여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비전기 도금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7 

제 52 항에 있어서,

거친 표면 상에 매끄럽고 평탄한 피복물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용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
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59 

제 57 항에 있어서, 

비아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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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제 52 항에 있어서, 

광택있고, 평탄하며, 연성이 있거나 저 응력의 피복물을 피복시키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를 함
유하는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을 상기 전해조의 표면과 접촉하도록 위치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전해조의 상기 표면에서 상기 전해조를 플로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4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컵 도금조를 사용하여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5 

제 51 항에 있어서,

가수용화 그룹을 갖는 유기 황화합물, 전해조-가용 고분자량 산소 함유 화합물, 전해조-가용 폴리에테르 
화합물, 또는 적어도 하나의 황 원자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전해조-가용 유기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첨가제와, 구리염과, 무기산을 포함하는 도금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도금 용액이 10 ppm 내지 300 ppm 범위의 적은 양의 염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7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Cu염이 황산구리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8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산이 황산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69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하나의 설폰산 그룹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0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한 2가의 황 원자를 갖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한 황 원자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말단 설폰산 그룹을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2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머캡토프로판 설폰산, 티오글리코릭산, 머캡토벤즈티오졸-황-프로판 설폰산과 에

25-13

1019997005116



틸렌디티오디프로필 설폰산, 디티오카바믹산, 상기 화합물의 알칼리 금속염, 상기 화합물의 아민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3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화학식 X-R1-(Sn)-R2-SO3H를 가지며, 여기서 R 그룹은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적어도

하나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며, X는 수소와 설폰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2 내지 
5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4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화합물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우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5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질소 화합물이 피리딘과 치환된 피리딘, 아미드, 4급 암모늄염, 이민, 프탈로시아닌과 치환된 
프탈로시아닌, 페나진, 락탐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6 

전자 소자 상에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절연 영역과 도전 영역을 구비하는 기판 상에 시드층을 피복하는 단계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상기 시드층 상에 도전체 재료의 블랭킷(blanket)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블랭킷층 상에 패턴화된 레지스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화된 레지스트에 의해 덮이지 않은 상기 도전체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패턴화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도전체 재료로서 Cu를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C(2 중량%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적은 양의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함시
키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79 

제 77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의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체 제조 공정.

청구항 80 

제 77 항에 있어서, 

C, O, N, S, C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 조각을 상기 도전체 재료 내에 포
함시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이 순수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1 

제 77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의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조를 
상기 도전체 내에 유도하여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비전기 도금된 Cu에 비해 향상되게 하기 위해, 
상기 전해조에 첨가제를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2 

제 77 항에 있어서,

거친 표면 상에 매끄럽고 평탄한 피복물을 생성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용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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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3 

제 82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4 

제 82 항에 있어서, 

비아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5 

제 77 항에 있어서, 

광택있고, 평탄하며, 연성이 있거나 저 응력의 피복물을 피복시키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함
유하는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6 

제 85 항에 있어서,

도전체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을 초과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을 상기 전해조의 표면과 접촉하도록 위치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8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상기 전해조의 상기 표면에서 상기 전해조를 플로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89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 단계가 컵 도금조를 사용하여 전기 도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0 

제 76 항에 있어서,

가수용화 그룹을 갖는 유기 황화합물, 전해조가용 고분자량 산소 함유 화합물, 전해조-가용 폴리에테르 
화합물, 또는 적어도 하나의 황 원자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전해조-가용 유기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첨가제와, 구리염과, 무기산을 포함하는 도금 용액으로부터 전기 도금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1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도금 용액이 10 ppm 내지 300 ppm 범위의 적은 양의 염화물 이온을 함유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2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Cu염이 황산구리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3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산이 황산인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4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하나의 설폰산 그룹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5 

제 9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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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2가의 인접한 황 원자를 갖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6 

제 95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적어도 두 개의 인접한 황 원자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말단 설폰산 그룹을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7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머캡토프로판 설폰산, 티오글리코릭산, 머캡토벤즈티오졸-황-프로판 설폰산과 에
틸렌디티오디프로필 설폰산, 디티오카바믹산, 상기 화합물의 알칼리 금속염, 상기 화합물의 아민염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8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황 화합물이 화학식 X-R1-(Sn)-R2-SO3H를 가지며, R 그룹은 동일하거나 상이하고 적어도 하나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며, X는 수소와 설폰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고, n은 2 내지 5인 상
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99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함유 화합물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우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00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질소 화합물이 피리딘과 치환된 피리딘, 아미드, 4급 암모늄염, 이민, 프탈로시아닌과 치환된 
프탈로시아닌, 페나진, 락탐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제조 공정.

청구항 101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함으로써 형성되어, C(2% 미만), O(1 중량% 미만), N(1 중량% 
미만), S(1 중량% 미만), Cl(1 중량% 미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은 양의 재료를 함유하는 
Cu를 포함하는 전자 소자 상의 상호 접속부에 사용되는 도전체.

청구항 102 

제 101 항에 있어서,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더 포함하는 도전체.

청구항 103 

제 10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은 양의 재료가 원자 및/또는 분자 조각을 포함하는 도전체.

청구항 104 

제 10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을 위한 1.0 eV 이상의 활성화 에너지를 갖고,

박막 두께에 비해 크기가 큰 결정립 및/또는 무질서한 방향을 갖는 결정립을 포함하는 특정 박막 미세구
조를 더 포함하여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성향이 비전기 도금된 Cu에 비해 향상되는 도전체.

청구항 105 

실질적으로 평탄한 상부 표면과 그 내부에 리세스의 패턴을 구비하는 유전층을 포함하되,

상기 리세스가 상기 상부 표면에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폭을 가지며,

상기 리세스가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해조로부터 전기 도금에 의해 연속적인 구리를 포함하는 금속으로 충
진되는 전자 소자 상의 상호 접속부에 사용되는 도전체.

청구항 106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가 1 이상인 도전체.

청구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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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가 상기 유전층 상의 상기 리세스 상에 도금 베이스 역할을 하는 도전층을 구비하는 도전체.

청구항 108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 내에 상기 도전층과 상기 유전층 사이에 금속 라이너(liner)를 더 포함하는 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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