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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를 금속산화물로 충진한 구리 배선구조의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요약

알루미늄에 대하여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확산 방지막 구조를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구리 배선 구조의 반도체 소자

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구리 배선 공정에 있어서 확산 방지막으로서 TiN 박막과 알루미늄 중간층의 복합 구조가 사용된다. 이를 위해, TiN 

박막 위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후, 다시 그 위에 구리층을 증착하여 열처리하게 된다. 이때, 알루미늄이 TiN층으로 확

산하여 들어가 산소와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TiN 결정립계를 충진함으로써, 그 후에 확산해 들어오는 구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게 된다. 이때, 알루미늄층은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도록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선은 구리층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구리 배선, 알루미늄 배선, 알루미늄, 알루미늄, TiN, 중간 금속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구리 배선 구조 형성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단면도들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구리 배선 구조의 실험예에 있어서 알루미늄 극박막 두께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시편의 면저항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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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내지 9d는 구리 배선 구조의 실험예에 있어서 구리층과 알루미늄층 그리고 TiN 층을 에칭한 후에 드러난 실리

콘 표면의 에치 피트(Etch Pit)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기판 20: 부도체막

22: 비아 패턴 32: TiN 박막

34: 알루미늄층 40: 구리막

50: 구리배선 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배선 구조 형성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조 공정은 크게 실리콘 기판에 소자들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

정으로 구분된다. 이중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을 배선 공정 또는 금속선 연결 공정(Metallization)이라 

하는데, 이 공정은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율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배선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금속은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선 폭은 감소하

고 총 길이는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RC 시정수로 표시되는 신호전달 지연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배선 폭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적 이동(Electromigration)이나 응력 이동(Stress Migration)에 의한 배선의 단락이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동작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 있는 소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알루미늄보다 비저항이 작고 전

기적 이동이나 응력 이동에 대한 저항성이 큰 구리를 이용하여 배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배선 공정이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구리는 낮은 비저항과 높은 융점을 제외하면,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우수한 물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구리는 Al  2 O  3 과 같은 치밀한 보호피막이 없으며, 이산화규소(SiO  2 )에 대한 접착력이 나쁘고, 

건식 식각이 어렵다. 또한, 구리는 실리콘 내에서 확산계수가 알루미늄보다 대략 10  6 배정도 크며, 실리콘 내부로 확

산한 구리는 밴드 갭(Band Gap)사이에 깊은 에너지 준위(Deep Level)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구리

는 SiO  2 내에서 확산계수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구리 배선 사이의 절연 특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실

리콘이나 SiO  2 내에서 구리가 가지는 큰 확산계수는 소자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구리 배선 공

정에서 소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리의 실리콘 및 SiO  2 로의 빠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확산 방지막(

Diffusion Barrier)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리에 대한 확산 방지막으로서는 기존의 알루미늄 배선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TiN 대신 스퍼터링 공정으

로 증착한 Ta 또는 TaN의 박막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콘택(contac

t) 또는 트렌치(trench) 구조에 확산 방지막을 증착할 때 단차 피복성(step coverage)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CV

D 방법에 의한 확산 방지막 공정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런데, 신뢰성이 높은 확산 방지막을 구리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는 구리 

배선 구조를 채용한 반도체 소자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확산 방지막 으로서 확산 방지막을 구성하는 금속 원

소가 아닌 제 3의 금속의 산화물로 결정립계(grain boundary)를 충진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구리 배선 구조의 반도

체 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반도체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이론적 배경

확산 방지막이란 확산에 의한 두 물질간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물질사이에 삽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확산 방지막은 기판과 배선 재료사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배선 재료가 

부도체막(Dielectric Film)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확산 방지막은 크게 수동 방지막(Passive Barrier), 비 방지막(Non-barrier), 단결정 방지막(Single Cryst

al Barrier), 희생 방지막(Sacrificial Barrier) 및 충진 방지막(Stuffed Barrier)으로 구분된다. 확산 방지막이 배선 재

료 및 기판과의 사이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면 수동 방지막 또는 비 방지막이 된다.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확산 

방지막이 수동 방지막 또는 비 방지막이 되는 것은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를 통한 확산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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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확산 방지막이 결정립계를 통해 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동 방지막이 되고, 결정

립계를 통한 확산이 쉬우면 전혀 확산 방지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 방지막이 된다. 한편,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

여 배선 재료 및 기판과 반응을 한다면 희생 방지막이 된다. 희생 방지막은 확산 방지막 자신이 배선 재료 또는 기판 

물질과 반응함으로써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게 된다. 반응에 의해 확산 방지막은 소모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확산 방지막이 완전히 소모되면 확산 방지막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확산 방지막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확산 방지막이 이러한 소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을 "확산 방지막 파괴(diffusion barrier failure)"라

고 한다.

구리 배선재료에서 확산 방지막의 파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1) 확산 방지막의 결함, 예를 들어 전위(dislocation)나 기공(vacancy)들을 통한 구리나 기판 원자들에 의한 확산에 

의한 파괴.

2) 다결정질의 확산 방지막에 있어서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를 따른 구리나 기판 원자들의 확산에 의한 파괴.

3) 확산 방지막이 구리나 기판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할 경우의 파괴.

이 중에서 구리나 기판과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확산 방지막의 파괴는 주로 상기 2)번의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를 따

른 구리나 기판 원자들에 의한 확산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결정립계를 따른 구리나 기판 원자들의 확산은 결정립(gra

in)을 통한 확산보다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립계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정립계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는 결정립계가 없는 단결정이나 비정질을 확산 방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존재하는 결정립계를 차단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다결정질 박막에서 

결정립 계를 차단하는 모든 방법을 충진(Stuffing)이라 하며, 이러한 방지막을 충진 방지막이라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확산 방지막의 충진 방법은 크게 질소(N  2 ) 충진과 산소(O  2 ) 충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원

소에 의한 충진 효과는 박막에 고용 한계를 초과하는 N 또는 O를 함유시켜 증착함으로써 질소 또는 산소가 확산 방지

막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와 결합한 질화물 또는 산화물의 석출물을 결정립계에 형성시킴으로써 결정립계를 충진시키

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예를 들면, 알루미늄을 이용한 배선공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iN 확산

방지막의 경우, PVD 또는 CVD 방법에 의하여 증착한 TiN 박막을 질소분위기 또는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여 T

iN의 결정립계에 여분의 산소를 충진시킴으로 인하여 확산 방지막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의 하나이다(이 때 산소는 TiN의 결정립계를 확산해 들어가 Ti의 산화물을 형성시킴으로써 결정립계를 충진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질소나 산소에 의한 충진 효과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구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열처리에 의해 질화티타늄(TiN) 박막 내에 함유된 산소는 대부분 결정립계를 따

라 확산해 들어가 TiN 결정립의 표면을 산화시켜 티타늄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소는 결정립계

를 따라 확산해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쉽게 반응하여 삼산화이알루미늄(Al  2 O  3 )을 형성하는 반면 구리와는 반응하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설 명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표 1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알루미늄 산화물의 생성열(Enth

alpy of Formation)이 티타늄 산화물보다 음으로 더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티타늄과 결합하고 있는 산소와 결합하

여 알루미늄 산화물을 형성하지만, 구리 산화물은 티타늄 산화물보다 생성열이 음으로 작기 때문에 결정립계를 따라 

확산하는 구리는 티타늄과 결합된 산소와 반응할 수 없어 구리 산화물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1은 티타늄, 알

루미늄 및 구리 산화물의 생성열을 보여준다.

[표 1]

결합 형태 상 298K에서의 생성열(kJ/몰)

Ti-O

TiO -519.7

Ti  2 O  3 -1521.6

Ti  3 O  5 -2457.2

TiO  2 -944.0

Al-O Al  2 O  3 -1675.7

Cu-O
CuO -168.6

Cu  2 O -157.3

이와 같이, 열처리에 의하여 산소가 주입된 TiN 박막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우수한 충진 방지막의 역할을 수행하지

만, 구리에 대해서는 TiN에 주입된 산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리의 경우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 등과의 반응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확산 방지막 내의 불순물을 함유시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리는 산화물 형성 경향성이 티타늄 산화물보다 작아, 그 자체로는 TiN 결정립계에서 산화물을 

형성하지 못한다. 표 2는 다양한 금속들의 산화물 형성 엔탈피를 나타낸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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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V Nb Mo Hf Ta W

oxide 형성 enthalpy[k

J/mol]
CaO: -635

V  2 O  5 : -

1550

Nb  2 O  5 : 

-1550

MoO  3 : -

745

HfO  2 : -11

44

Ta  2 O  5 : 

-2045

WO  3 : -

842

Al Mg Ti Zr Cr Zn Be

oxide 형성 enthalpy[k

J/mol]

Al  2 O  3 : 

-1656
MgO: -601

TiO  2 : -94

4

ZrO  2 : -1

097

Cr  2 O  3 : 

-1139
ZnO: -350

BeO: -6

08

상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티타늄 산화물보다 산화물 형성 경향성이 큰 Al, Zr, Cr, V, Nb, Hf, Ta 등의 금속들은 

TiN 결정립계로 확산했을 때, Ti와 결합하고 있는 산소 원자들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산화물은

결정립계를 충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알루미늄 배선에 사용되는 TiN 박막이 알루미늄에 대하여 효과적인 확산 방지막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Ti

N 박막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함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확산방지막의 금속 원소보다 산

화물 형성 경향성이 큰(산화물 형성 엔탈피가 음으로 더 큰) 금속 원소를 이용하여 상기 금속 원소의 산화물로 확산방

지막의 결정립계를 충진시켜 구리 배선에 대한 확산 방지막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확산방지막의 금속 원소보다 산화

물 형성 경향성이 큰 금속 원소를 결정립계에 충진시키기 위하여, 충진 단계 이전에 결정립계를 충진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물질(예를 들면, 산소)를 확산방지막에 주입하고, 추후의 열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충진 물질이 자연스럽게 결정

립계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결정립계 에 충진 물질의 산화물을 형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상기 산화물 경향성이 큰 금속 원소는 확산방지막 상에 박막의 형태로 증착하거나 상기 금속 원소를 함유한 가

스 또는 상기 금속 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이용하여 확산 방지막 상에 흡착층을 형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금속 원소를 

확산 방지막 내부에 미량 함유케 한다. 박막 형태로 상기 금속 원소가 증착되는 경우는 그 두께는 최소의 두께를 가지

도록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선은 구리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리층으로의 상호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구리층의 비저항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시예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제조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도 1에는 반도체 소자의 일부가 도시되

어 있는데, 상기 반도체 소자는 기판(10)과 상기 기판(20)상에 형성되는 부도체막(20)을 포함한다. 반도체 기판(10)

에는 다수의 소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소자들로는 예컨대 금속산화막반도체(MOS) 트랜지스터나 이중접합 트

랜지스터(BJT) 및 저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자들은 도시된 단계 이전의 제조 공정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한

편, 도시된 반도체 소자는 다층 배선 구조를 채용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판(10)은 반도체 소자들과 상기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금속 배선층을 포함 할 수도 있다. 부도체막(20)은 예컨대 이산화규소(SiO  2 )나 사질

화삼규소(Si  3 N  4 )가 될 수 있으며, 도핑된 유리층이 될 수도 있다. 부도체막은 그 종류에 따라 화학 기상 증착법이

나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Plasma Enhanced CVD) 등이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산화규소(Si

O  2 )가 CVD에 의하여 증착된다.

다음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도체막에 비아(Via) 패턴(22)이 형성된다. 비아 패턴(22)은 그 경계를 정의해주

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반응성 이온 에칭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된다. 금속선이 기판 상의 소자 또는 저층의 금속선에 

접촉하는 접촉창에 있어서는 비아 패턴(22)이 부도체막(20)을 관통하여 기판(10)에 이르도록 형성된다. 그렇지만 접

촉창 이외의 필드 영역에 있어서는, 비아 패턴(22)이 기판(10)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형성된다. 도 1 내지 도 6은 필

드 영역에 대한 비아 패턴을 도시한 것이다.

비아 패턴이 형성된 부도체막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산방지막으로서 TiN 박막(32)이 CVD에 의해 증착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TiN 박막(32)은 100 옹스트롬 정도의 두께로 증착된다. 이어서 TiN 박막(3

2)의 결정립계에 산소를 충진시키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산소의 충진은 TiN 박막(32)을 형성한 후 TiN 박막(32)

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퍼니스(furnace)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행하므로써 산소가 TiN 박

막(32)의 결정립계에 충진되도록 한다.

이어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 금속층으로서 알루미늄 극박막(34)을 CVD에 의해 증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알루미늄 극박막(34)은 0.1-2 나노미터(nm)의 두께로 증착된다. 증착된 TiN 박막(32) 및 알루미늄 극박

막(34)의 복합 층 구조(30)는 열처리에 의해 새로운 확산 방지막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도 5에 있어서는 비아 패턴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구리막(40)이 증착된다. 구리막(40)의 증착은 PVD나 전기도금(El

ectroplating), 또는 금속유기화학 기상 증착법(MOCVD)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리막 증착이 완료된 후에는 도 6에 도

시된 형태로 반도체 소자를 평탄화시키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평탄화 공정은 화학적-기계적 연마(CMP)

에 의해 비선택적으로 TiN 박막(32)과 알루미늄 극박막(34)과 구리막(40)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비선택적 플라즈마 에칭 공정에 의해 평탄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평탄화가 완료되면, 

반도체 소자 상에는 평탄화된 부도체막(20) 상에 구리 배선 패턴(50)이 노출된 상태로 있게 되며, 부도체막(20)과 배

선 패턴(50) 사이에는 TiN 박막(32)과 알루미늄 극박막(34)으로 구성된 확산 방지막(30)이 삽입되어 있게 된다. 한편

, 위와 같은 공정에 있어서, 알루미늄이 증착된 후에 적층된 구조물에 대해 적어도 한 번의 열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되는 구리 배선 구조의 실험예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시된 실험예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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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치 실리콘 웨이퍼 상에 TDMAT 단일 선구체를 이용하여 열분해 증착법으로 TiN 박막을 200 옹스트롬의 두께

로 증착하였다. 이 시편을 1x1 inch  2 의 크기로 절단한 다음, 그 위에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 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과 구리를 연이어서 증착하고, 5x10  -6 토르(Torr) 이하의 진공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였다. 열처리는 1 시간동안 실

행하였는데, 열처리 온도는 500-700 ℃ 사이의 온도 구간에서 50 ℃ 간격으로 차등화하였다. 열처리를 마친 시편들

에 대해 4점 프로브(Four-point Probe)를 사용하여 면저항을 측정하였다. 도 8은 알루미늄 극박막 두께와 열처리 온

도에 따른 시편의 면저항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을 10 nm 이상 증착한 시편은 구리만 증

착한 시편(A)에 비해 구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게 된다.

다음에는, 확산 방지막의 파괴 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리층과 알루미늄층 그리고 TiN 층을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실리콘 표면을 세코(Secco) 에칭하였다. 도 9a 내지 9d는 에칭 후에 드러난 실리콘 표면의 에치 피트(Etch

Pit)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들이다. 도 9a 내지 9d는 도 8의 네 가지 종류의 시편들(A, B, C, D)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두 650 ℃에서 열처리된 것들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층이 두꺼워짐에 따라 에치 피

트의 크기와 밀도가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괴 온도 평가 결과, 알루미늄층이 없이 구리만 증착한 시편은 진공 분위기에서 500 ℃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한 후

에 확산 방지막의 파괴가 일어난 반면에, 알루미늄을 10 nm 이상 증착한 시편은 동일한 분위기에서 700 ℃에서 1 시

간동안 열처리한 후에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갓 증착한 CVD-TiN 박막은 미세 구조가 치밀하

지 않아 20 at% 이상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 중에 확산해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만나 알루미늄 

산화물을 결정립계에 형성함으로써 구리의 확산을 방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단지 예시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실시예에서 중간 금속층으로서 알루미늄 박막을 단일층의 TiN 확산 방지막(32)상에 형

성하는 것으로 예시하였지만, 상기 TiN 확산 방지막은 다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TiN 확산 방지막이 다층으로 

형성되는 경우 각각의 확산 방지막 사이에 교대로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중간 금속층을 형성한다. 도 7은 TiN층을 두 

개의 층으로 형성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부도체막(20) 상에 제 1 TiN 박막(32-1)을 

CVD에 의해 증착한 후, 이어서 제 1 TiN 박막(32-1)의 결정립계에 산소를 충진시키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제 1 TiN 박막(32-1)상에 알루미늄층을 형성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알루미늄은 제 1 TiN 박막(32-1) 상에 박

막의 형태로 증착하거나 알루미늄 원소를 함유한 가스 또는 알루미늄 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이용하여 확산 방지막 상

에 흡착층을 형성하므로써 중간 금속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중간 금속층 상에 제 2 TiN 박막(32-2)을 CVD에 의해 증착하므로써 TiN 박막을 다층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 TiN 박막상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구리층(40)을 증착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정에 

있어서, 제 2 TiN 박막(32-2)이 증착된 후에 적층된 구조물에 대해 적어도 한 번의 열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도 7에 

설명된 구조에 의하면, 열처리 과정중에 알루미늄이 제 1 및 제 2 TiN 박막(32-1, 32-2)으로 확산하게 되고 각각의 

박막에 존재하는 산 소와 결합하여 알루미늄 산화물을 제 1 및 제 2 TiN 박막(32-1, 32-2)의 결정립계에 형성하므로

써 구리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구리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 2 

TiN 박막(32-2) 상에 중간 금속층을 추가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중간 금속층으로 알루미늄이 사용되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티타늄 산화물보다 산화물 형성 경향성이 큰 지르코늄(Zr), 크롬(Cr), V(바나

듐), 니오븀(Nb), 하프늄(Hf), 탄탈륨(Ta) 등의 금속들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중간 금속층으로 사용되는 금속 원소는 

확산방지막에 사용된 금속 원소보다 산화물 형성 경향성이 큰 것이면 무방하다.

아울러, 중간 금속층은 화학 기상 증착법(CVD)대신에 물리 기상 증착법(PVD)나 전해 도금(Electrode Plating), 무전

해 도금(Electrodeless Plating), 습식 화학적 혼합(Wet Chemical Contamination),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

osition: ALD) 등과 같은 여타의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이상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확산 방지막으로 질화티타늄(TiN)의 사용을 예시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가 변형된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질화탄탈륨(TaN), 질화텅스텐(WN) 등이 확산 방지막으로 사용될 수도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 방지막 재료들 역시 CVD로 증착될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 설명한 구리 배선 구조 형성 방법은 접촉창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도체 상에서 길게 연장되어 있는 배

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실제 반도 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금속선이 기판 상에 형성된 소자 또는 하층의 금속

선과 부분적으로 접촉되도록 하기 위한 접촉창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접촉창에 있어서는, 접촉창 저면에 위치한 

기판 또는 하층의 금속선 상에 확산 방지막이 증착되고, 다시 확산 방지막 상에 중간 금속층이 증착되며, 구리막은 중

간 금속층 상에 증착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접촉창에 있어서는 구리막이 증착되지 않고 중간 

금속만으로 오믹 접촉이 형성되고, 필드 영역에 있어서만 구리 배선 구조가 채용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구리 배선 구조에 있어서는 종래에 알루미늄 배선 구조에 대해 사용하였던 확산 방

지막 예컨대 TiN막과 Al, Zr, Cr, V, Nb, Hf, Ta 중에서 선택되는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금속 극박막의 합성 층 

구조를 새로운 확산 방지막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확산 방지막의 동작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구리 배선

구조에 대한 확산 방지막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구리 배선 구조를 위해 새로운 확산 방지막 재료를 별도로 개발하

는 것에 대한 시급성이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구리 배선을 위한 확산 방지막을 보다 쉽게 확립함으로써, 배선 재료로

써의 구리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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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반도체 기판 상에 부도체막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부도체막 상에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확산 방지막내부로 산소를 충진시키는 단계;

(d) 상기 확산 방지막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의 산화막 형성 엔탈피보다 산화물 형성 엔탈피가 음으로 더 커, 상기 확

산 방지막보다 산화물 형성 경향성이 큰 금속 원소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 방지막 상에 중간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전체 구조 상에 구리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적어도 한 번의 열처리를 실시하여 상기 중간 금속층의 금속 원소의 금속 산화물이 상기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방지막은 TiN, TaN, WN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로 형성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층은 금속 원소를 함유한 가스 또는 금속 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이용하여 상기 확산 방지막

상에 흡착층을 형성하도록 하므로써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금속층은 Al, Zr, Cr, V, Nb, Hf, Ta 및 그 조합에서 선택된 하 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 후 (e) 단계 전에,

(가) 상기 중간 금속층상에 제 2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나) 상기 제 2 확산 방지막 내부로 산소를 충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나) 단계 후에, 상기 제 2 확산 방지막 상에 제 2 중간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a) 반도체 기판 상에 부도체막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부도체막 상에 비어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c) TiN, TaN, WN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부도체막 및 비어 패턴을 덮는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d) 상기 확산 방지막내부로 산소를 충진시키는 단계;

(e) Al, Zr, Cr, V, Nb, Hf, Ta 및 그 조합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확산 방지막 상에 중간 금속층을 형성하

는 단계; 및,

(f) 상기 전체 구조상에 구리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적어도 한 번의 열처리를 실시하여 상기 중간 금속층의 금속 원소의 금속 산화물이 상기 확산 방지막의 결정립계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후 (f) 단계 전에,

(가) 상기 중간 금속층상에 제 2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나) 상기 제 2 확산 방지막 내부로 산소를 충진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나) 단계 후에, 상기 제 2 확산 방지막 상에 제 2 중간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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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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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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