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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 엔드 오브 라인 구조물의 강성도 향상을 위한하이브리드 유전체 구조물

요약

본원 발명의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damascene) 상호접속 구조물은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

며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 및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라인 도전

체들을 구비한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을 포함한다. 이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상의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은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의 탄성 모듈러스보다 더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어들을 포함

한다. 이 비어들은 라인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된다.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상에 있는 제 3 평면 상호접속 층은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되나 비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다수의 라인 도전체들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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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유전막, 상호접속층, 도전체, 비어층, 라인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집적 회로 칩상에 이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을 예시한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4는 도 1의 상호접속 구조물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을 예시한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집적 회로 칩 12: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14: 제 1 평면층 16: 기판

18: 제 2 평면층 20: 제 3 평면층

22: 도전체 24: 유전물질

26: 유전막 28: 비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집적 회로상의 다층(multi-level)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특히 백 엔드 오브 라인(back end of the line

; BEOL) 구조물의 강성도(stiff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이브리드 유전체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집적 회로 조밀도의 지속적인 향상은 부분적으로는 상호접속 기술의 진보에 기인한다. IC 제조는 일반적으로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front end of the line; FEOL) 및 백 엔드 오브 라인(BEOL) 공정을 포함한다. FEOL 공정은 폴리실리

콘 게이트 층들과 함께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등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BEOL 공정은 금속 상호접속부 및 

이와 연관된 유전체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포함한다. 종래의 상호접속 구조물에서는 도전체용으로 알루미늄을 

이용하였다. 이 알루미늄은 막으로서 증착된 후, 상호접속부를 형성하기 위해 패턴화된다. 이후, 유전체 절연 물질이 

첨가되고 평탄화된다.

최근에는, 구리 상호접속을 이용한 공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공정의 하나로서 칩 상호접속을 위해 다마신(damasce

ne) 구리 전기 도금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 공정에서는 초기에 평면 절연층을 형성한다. 이후, 이 절연층은 금속으

로 채워지는 트렌치 또는 비어를 형성하도록 에칭되며 평탄화를 위해 폴리싱된다. 이중 다마신 공정에서는 두 개의 

패턴들이 하나로 결합된다.

알루미늄 상호접속으로부터 구리 상호접속으로 바뀌면 상호접속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RC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낮은 유전 상수(또는, "낮은 k"로 불리움)를 갖는 유전 물질이 BEOL 구조물에 집적된다. 그러나, 낮은 k의 유전 

물질은 일반적으로 실제 구조성이 없다. 이들은 디바이스의 전기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와이어 본딩 

또는 볼 본딩중에 겪는 하중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나,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석영으로부터 유전체로서 이용

되는 낮은 모듈러스 물질로 산업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은 해결되어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술된 문제점들을 새롭고 간단한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낮은 k 유전 물질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유전체 상호접속 구조물은, 노이즈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 라인 레벨에서는 낮은 모듈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하고, 비어 레벨에서는 실제 구조성이 있는 높은 탄성 모듈

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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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본 명세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 및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

리된 다수의 상호접속 도전체들을 구비한 다수의 라인층을 포함한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이 개시된다. 평면 비어층은 라인층에서의 탄성 모듈러스 보다 더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

하는 도전성 비어들을 포함한다. 라인과 비어층중 하나는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제 1 층을 디파인(define)하고, 

이 라인과 비어층중 다른 하나는 제 1 층상에 있음으로써 비어들이 라인층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유전막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유전 물질이 약 3.0 보다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전 물질이 폴리아릴렌 에테르 물질로 구성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전 물질이 유기 또는 무기 물질로 구성되는데 있다. 유전막은 무기적 박막으로 구성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유전막이 SiCOH 막으로 구성되는데 있다.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 및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라인 도전체들을 구비한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을 포함한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 공동평면 다마신 상

호접속 구조물이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라 개시된다.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상에 있는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은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에서의 탄성 모듈러스보다 더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

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어들은 라인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된다.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상의 제 3 평면 상

호접속 층은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되나 비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다수의 라인 도전체들을 구비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유기 또는 무기적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상호접속 도전체들을 구비한 

평면 라인층을 포함한 집적 회로 칩상의 다 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이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개시된다.

평면 비어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무기적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어들을 포함한다. 라

인과 비어층중 하나는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제 1 층을 디파인하고, 이 라인과 비어층중 다른 하나는 제 1 층상

에 있음으로써 비어가 라인층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장점들은 명세서 및 도면으로부터 용이하게 밝혀진다.

구리 상호접속을 위한 종횡비가 차세대 디비이스에서 증가함에 따라, 라인들간의 크로스토크(crosstalk)는, 레벨이 

동일한 라인들간에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레벨이 다른 라인들간, 즉 비어 레벨 양단간의 캐패시턴스는 적게 나타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낮은 k 유전 상수를 갖는 유전 물질이 주어진 라인 레벨상의 라인들을 분리시킨다. 구리 조밀도

가 중요하지 않은 비어 레벨에 있어서, 강성도는 비어 레벨에서 높은 모듈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하여 증가된다.

우선,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12)을 구비한 집적 회로 칩(10)이 예시된다. 

이 상호접속 구조물은 기판(16)상에 있는 제 1 평면층(14)을 갖는다. 제 2 평면층(18)은 제 1 평면층(14)상에 있다. 

최종적으로, 제 3 평면층(20)은 제 2 평면층(18)상에 있다.

기판(16)은 하부 전자 디바이스를 구비한 실리콘 집적 회로로 구성된다. 제 1 평면층(14)은 라인층으로 구성된다. 제 

2 평면층(18)은 비어층으로 구성된다. 제 3 평면층(20)은 라인층으로 구성된다.

라인층(14, 20)은 유전 물질(24)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상호접속 도전체(22)를 구비한다. 비어층(28)은 유전막(26)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다수의 도전성 비어(28)를 구비한다. 비어(28)는 도전체(22)중 소정의 것들과 선택적인 접촉을 

한다.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접속부는 집적 회로 칩(10) 설계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라인층(14, 20)에서의 유전 물질(24)은 낮은 k 및 낮은 탄성 모듈러스의 유전체로 구성된다. 비어

층(18) 내의 유전막(26)은 적당하게 낮은 k 유전 상수 및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다. 집적 회로에서 이용되는 종래

의 유전 물질은 유전 상수 k=4.0 및 약 75GPa의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실리콘 이산화물이다.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

예에서, 라인 레벨(14, 20)에서의 유전 상수는 4.0 보다 낮고, 바람직하게는 3.0 보다 낮으며, 탄성 모듈러스는 20GP

a 보다 낮다.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예에서, 유전 물질(24)은 다우 케미칼 컴퍼니로부터의 SiLK 반도체 유전체 수지

로 구성될 수 있다. 이 SiLK는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가공된 유기 물질상에 스핀된(spun) 폴리아릴렌 에테르(polya

rylene ether)이다. 대안으로, 유전 물질(24)은 무기 물질일 수 있다. SiLK는 k=2.65의 유전 상수를 갖는다. 유전막(

26)은, 예컨대 k=2.7의 유전 상수를 갖는 SiCOH 같은 무기적 박막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높은 유전 

상수 물질이 SiO  2 를 포함한 비어층(18) 내의 막(26)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k의 물질은 라인층(14, 20)에 

이용 되지 않는다.

도 2 내지 4를 참조하면, 상호접속 구조물(12)을 형성하는 공정이 예시된다. 도 2는 그 상부에 라인층을 갖는 제 1 층

(14)을 포함한 기판(16)을 예시한다. 이 층(14)은 유전 물질(24)과 구리 상호접속 도전체들(22)중 하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상술된 바와 같이 유전 물질(24)이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스핀 온(spin on)되어 가

공된 SiLK로 구성된다. 이후, 상호접속 라인 도전체(22)가 통상의 구리 다마신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장벽층(30

)은 제 1 층(14) 위에 놓인다. 이후, 무기적 유전 박막(26)이 SiCOH의 PECVD(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

eposition)를 이용하여 제 1 층(14)상에 증착된다. 이후, 비어 개구부(32)가 통상의 패터닝 및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도 3을 참조하면, SiLK 유전 물질(24)이 스핀 온되어 가공된다. 예시된 바와 같이, 보이드(void; 34)는 비어 개구부(3

2) 내에 형성될 수 있다. 하드 마스크 캡층(cap layer; 36)은 SiLK(24)의 상부에 형성되고, 이후 포토-레지스트 층(3

8)이 형성되어야할 도전체 라인 패턴에 따라 패턴화된다. 도 4를 참조하면, SiLK 에칭이 비-패턴화된 영역에서의 SiL

K 유전 물질(24)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된다. 다른 가스가 비어 개구부(32) 하부의 장벽층(30)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용된다. 이후, 이중-다마신 공정이 비어 레벨(18)에서의 도전성 비어(28) 및 제 3 평면층(20) 내의 라인 도전체(22)를

전기도금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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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접속 구조물(12)은 추가적인 라인 층들 및/또는 비어층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 1 

층은 비어층일 수 있으며, 제 2 층은 칩의 사양에 따라 라인 층 등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특히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부를 갖는 이중의 낮은 유전 상수 물질의 이용에 주안점을 둔다. 각 유

전체는 평면 표면상에 증착된 평면막에 이용된다. 공간에 관계없이 평면 레벨상의 상호접속부들간의 각 갭은 동일한 

낮은 k 물질로 충진된다. 다른 유전체들간의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아주 수평적이다. 높은 k 물질은 비어 레벨에서 이

용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에 따른 상호접속 도전체들 사이에서는 이용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multi-level)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 및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상호접속 도

전체들을 구비한 평면 라인층, 및

상기 라인층에서의 탄성 모듈러스보다 더 높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어들(via

s)을 포함하는 평면 비어층을 구비하며,

상기 라인과 비어층중 하나는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제 1 층을 디파인(define)하고, 상기 라인과 비어층중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층상에 있음으로써 상기 비어들이 상기 라인층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도록 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약 3.0 보다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폴리아릴렌 에테르(polyarylene ether) 물질로 구성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

속 구조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유기 물질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무기적 박막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SiCOH 막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8.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damascene) 상호접속 구조물에 있어서,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 및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라인 도전체들을 구비한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과,

상기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상에 있으며, 상기 제 1 평면 상호접속 층에서의 탄성 모듈러스보다 더 높은 탄성 모듈러

스를 갖는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어들 ━상기 비어들은 상기 라인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됨━ 

을 갖는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 및

상기 제 2 평면 상호접속 층상에 있으며, 상기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되나 상기 비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는 다수의

라인 도전체들을 구비한 제 3 평면 상호접속 층

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약 3.0 보다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폴리아릴렌 에테르 물질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

물.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유기 물질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무기적 박막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은 SiCOH 막을 포함하는 다층 공동평면 구리 다마신 상호접속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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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집적 회로 칩상의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유전 물질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상호접속 도전체들을 구비한 평면 라인층, 및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무기적 유전막 및 이 막을 관통하는 도전성 비어들을 포함하는 평면 비어층을 구

비하며,

상기 라인과 비어층중 하나는 집적 회로 기판상에 있으며 제 1 층을 디파인하고, 상기 라인과 비어층중 다른 하나는 

상기 제 1 층상에 있음으로써 상기 비어들이 상기 라인층 도전체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도록 하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상기 유전막 보다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 및 상기 유전막은 각각 약 3.0 보다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

속 구조물.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물질은 20GPa 보다 낮은 탄성 모듈러스를 갖는 다층 공동평면 상호접속 구조물.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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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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