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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스가 제거된 전기화학 증착 용액, 가스가 제거된 전기화학 연마 용액, 가스가 제거된 무전해 증착 용액 및 가

스가 제거된 세척 용액과 같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전도성 층을 습식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은 공정 유니트 내에서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처리 유니트에 전달하기 전에 또는 공정 용액을 원래의 위

치에서 가스 제거하기 전에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도성 층의 전기화학 증착 또는 연마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종래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기판과 같은 반도체 기판과, 순차적으로 형성된 이산화 실리콘과 같은 복수

의 유전체 중간층 및 전도성 물질로 형성된 전도성 경로 또는 상호 연결부를 포함한다. 구리 또는 구리-합금은 이들의 우

수한 전자-이동(electro-migration)과 낮은 고유저항 특성 때문에 상호 연결 물질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상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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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는 통상, 유전층 내로 에칭된 형상부 또는 공동부에 금속화 공정을 통해 구리를 채움으로써 형성된다. 구리 금속화의

바람직한 방법은 전기도금 방법이다. 집적 회로에 있어서, 다수 레벨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는 기판 표면에 대해 수평으로

확장된다. 순차적인 층으로 형성된 상호 연결부는 비어(vias)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형적인 공정에 있어서, 우선, 반도체 기판 상에 절연층이 형성된다. 이 절연층 내에 트렌치(trench)와 비어와 같은 형상

부 또는 공동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패터닝과 에칭 공정이 수행된다. 그 후, 장벽/접착 층과 시드(seed) 층이 패터닝된 표면

위에 증착되고, 구리와 같은 도체가 전기도금되어 모든 형상부를 채운다. 그러나, 도금 공정은, 형상부를 구리로 채우는 것

에 더하여, 기판의 상부 표면 위에 여분의 구리를 증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분의 구리는 "과도한 구리"("overburden")로

불리고, 후속 공정 단계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다. 표준 도금 공정에 있어서, 이러한 과도한 구리는, 전기화학 증착

(Electrochemical Deposition : ECD) 방법이 웨이퍼 위에 큰 형상을 등각 방식으로 덮기 때문에, 큰 지형을 갖는다. 종래

에, 구리 도금 이후, 화학 기계 연마(CMP) 공정이 사용되어, 이러한 지형 표면을 먼저 전체적으로 평탄화시키고, 그 후 과

도한 구리 층의 두께를 장벽 층의 표면의 레벨까지 줄이고, 이러한 장벽층은 또한 이후에 공동부 내에서만 도체를 남겨둔

채 제거된다.

구리 전기 증착 공정 도중에, 특별히 조제된 도금 용액 또는 전해질이 사용된다. 하나의 예시적인 전해질은 물, 산(황산과

같은), 구리의 이온 종, 염화 이온 및 증착된 물질의 특성과 도금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첨가제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전기도금 전해조는 가속제(accelerators), 억제제(suppressors) 및 평탄제(levelers)와 같은 상업적으로 취득 가능한 세

가지 첨가제 중 적어도 두 가지의 첨가제를 포함한다.

구리 막 증착용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황산구리 용액과 같은 전기도금 용액은 이들이 공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자연적으

로 용해된 공기를 포함한다. 도금 도구 내에서 사용중인 동안, 이들 전해질은 공기로 더 포화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이 간혹 도금 셀과 전해질 탱크 사이에서 순환되기 때문이다. 작업물 표면상에 구리를 도금하기 위하여 도금 셀 내에서 사

용된 후, 전해질은 주 탱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재순환되고, 여과 및 화학 조성물 조정 이후, 도금 셀로 다시 펌핑된다. 이

러한 재순환은 전해질 소비를 최소화하지만, 동시에 전해질에서의 공기의 용해를 증가시킨다. 일부 종래 기술의 접근 방법

에 있어서, 전해질 표면의 공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질소 블랭킷(blanket)이 시스템의 전해질 탱크와 다른

부분 위에 사용되어 왔다. 용액 내의 산소 함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해질을 통해 기포 질소를 함유시키는 방법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전해질 내의 용해된 산소의 농도를 이해할 수 있게 줄일 수 있지만, 용액의 전체 용해 가스 농도를 줄이지는

않는다. 실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해질 내에서 질소와 같은 블랭킷 가스의 용해를 증대시키는 것이 예상된다. 달리 말하

면, 그 화학 조성물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즉 더 많은 질소 가스와 더 적은 산소가 존재하더라도, 전해질 내의 가스 함량

은 여전히 높을 수 있다,

도금 전해질 내의 용해된 가스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먼저, 임의의 액체 내에서 용해된 가스는 액체와 접촉하는 표

면상에서 기포의 개시와 성장을 야기한다. 예컨대,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작업물이 공기가 용해된 구리 도금 전해질 내에

잠길 때, 가스의 미소 기포는 종종 웨이퍼의 표면상에서 자발적으로 개시된다. 이러한 미소 기포의 개시 및 성장 비율은 가

스에 의한 액체의 포화 정도, 전해질의 온도, 및 압력의 함수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공기와 같은 가스가 존재할 때 높게 교

반된 전해질은 공기로 높게 포화되고, 따라서 기포가 이러한 전해질과 접촉하는 표면상에 매우 쉽게 형성된다. 유사하게,

더 높은 온도는 기포의 성장을 더 빠르게 촉진할 것이다. 높은 압력 영역으로부터 낮은 압력 영역으로 펌핑된 전해질은 낮

은 압력 영역에서 용해된 가스를 보다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즉, 유체 압력이 갑자기 감소된(유동 제한 필터 이후와 같

은) 영역에서 기포 형성이 촉진될 것이다. 도 1a, 1b, 1c 및 1d는 이러한 기포 형성의 결과중 하나의 결과를 개략적으로 도

시한다.

도 1a에 있어서, 표면상의 절연층(14) 내로 에칭된 트렌치와 같은 미크론 이하 크기의 형상(12)을 갖는 실리콘 기판(10)이

도시되었다. 에칭된 형상(12)과 상부 표면(13)은 장벽층(16)과 구리 시드층(17)으로 덮힌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10)은 이후 구리 증착을 위하여 구리 도금 용액(18) 내에 위치한다. 도 1b는 기판(10)이, 공기로 포화되고 용해된 가

스의 높은 농도를 갖는 도금 용액(18) 내에 잠겨지는 순간을 나타낸다. 도금은 전도성 기판 표면(장벽층(16) 및/또는 시드

층(17))과 도금 용액(18) 내의 전극(미도시) 사이에 전위를 인가함으로써 개시된다. 기포(20)는 웨이퍼가 용액 내에 위치

하자마자 시드층의 표면상에서 개시될 수 있는 미소-기포를 나타낸다. 이들 기포는 미크론 크기 또는 미크론 이하의 크기

일 수 있고, 이들은 형상(12) 내에서, 상부 표면(13)을 덮는 시드층 부분 또는 코너(21)에 존재할 수 있다. 도금이 지속함에

따라, 기포(20)는 기포가 부착되는 위치에 대한 물질의 증착을 지연시키고, 도 1c에 도시된 빈 공간과 같은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도 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증착되고 있는 구리층(26)의 표면(24)상에서 새로운 기포(22)가 핵을 형성할 가

능성 있다. 도 1d는 구리 증착 단계가 종료된 후의 기판(10)을 도시한다. 도 1d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증착 공정

의 초기 또는 이후의 단계 도중에 기판 표면상의 기포에 의해 다양한 결함(28)이 생성된다. 이들 결함은 상호 연결 구조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CMP 및 다른 공정 단계 이후 열악한 응력 이동 및 열악한 전자 이동과 같은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

다. 기포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무전해 증착 기술에 의한 구리 층의 증착에 존재함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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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전해질 내에 위치한 표면상의 가스 기포의 형성은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포가 웨이퍼의 표면상에서 형

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금 셀의 다른 표면상에 형성될 수 있고, 이후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미 상술한 결

함을 초래한다. 일정한 습식 처리 기술(전기화학 기계 증착 및 전기화학 기계 연마와 같은)에 있어서, 웨이퍼 표면에 인접

하여 패드 구조 또는 작업물 표면에 영향을 주는 디바이스(WSID; Wordkpiece Surface Influencing Device) 구조가 존재

한다. 이들 패드 구조는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 또는 연마하기 위한 전기화학 기계 공정 도중에 웨이퍼 표면을 스위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공정 용액 내에 잠겨지고 웨이퍼 표면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모든 이들 구조의 표면은 또한 기포가 개시

하여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하여 결함을 야기할 가능이 있는 장소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문제점은 본 발명의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 또는 공정 전해질을 사용하여 해소된다. 가스의 제거는 공정 용액 내

의 용해된 가스 함량을 줄이고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에 노출된 표면상에서 기포 형성을 유도하는 힘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있어서, 작업물 표면상의 한 층에 대한 습식 공정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방법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

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정 용액에서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층의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습식 공정은 세척 공정, 전기화학 공정, 전기화학 기계 공정, 화학 공정, 화학 기계 공정 또는 이들의 임의

의 조합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는, 가스 제거 단계가 공정 스테이션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인-시츄

(in-situ)의 가스 제거 단계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가스 제거 단계는 공정 용액 내에서 용해된 가스 함량을 감소시킨다. 가스 제거 단계는 용

해된 산소 함량을 낮추고, 공정 단계 도중에 유기 첨가제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작업물 표면상에 층을 증착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공정 용액을 가스 제거기

에 공정용액을 공급하는 단계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스 제거기를 사용하여 공정 용액에서 가스

를 제거하는 단계와, 가스 제거된 공정 용액을 처리 유니트에 전달하는 단계와, 작업물 표면을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으

로 적시는 단계와, 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증착 단계는 전기화학 증착, 전기화학 기계 증착, 무전해 증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작업물 표면은 1000Å 이하의 두께를 갖는 시드층을 포함하고, 공정 용액에서 가스를 제거

하는 단계는 공정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의 양을 감소시켜, 습식 단계 이후 및 증착 단계 이전에 가스 제거된 공정 용액과

시드층 간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가스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작업물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장치는 공정 용액을 보관하도록 구성된 용액 탱크와, 용액 탱크에 연결되어 공정 용액에서 가스를 제거하도록 구성된 가스

제거기와, 상기 가스 제거기에 접속되어 작업물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공정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가스 제거기에 접속되어,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 내의 용해된 가

스 함량을 미리 결정된 양으로 또는 이 이하로 유지하도록 구성된 모니터 유니트를 포함한다. 모니터 유니트는 용해된 가

스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용해된 가스 미터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첨가제를 포함하는 전기화학 공정 용액 또는 무전해 증착 공정 용액에 적용되는 가스 제거

단계는 용액 내의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이러한 첨가제의 수명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증착 용액에 적용되는 가스 제거 단계는 이러한 가스가 제거된 용액으로부터 증착된 막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있어서,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의 사용은 공정 용액과, 이러한 공정 용액에 잠기는 작업물의

표면상의 박막 사이의 화학 반응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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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고,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층의 표

면을 처리함으로써, 작업물상의 층 표면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은 층의 표면

상에서 기포의 형성 및 결함을 감소시키고, 처리 도중에 사용된 첨가제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처리 도중에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포를 제거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 및 장점은 다음의 도면,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구리층으로 채워질 형상부를 갖는 반도체 기판의 개략도.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기판의 시드층상에 미소-기포의 형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1c는 기판의 상부에 구리층을 전기도금하는 과정 중에 도 1b에 도시된 기판을 보이는 개략도로, 구리층은 기포에 의해

서 생긴 결함을 갖는다.

도 1d는 평탄한 구리층을 형성한 이후 도 1c에 도시된 기판의 개략도.

도 2a는 전기화학 기계 처리 시스템의 개략도.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시스템 내에 포획된 다양한 기포의 개략도.

도 3은 가스 제거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개략도.

도 4는 가스 제거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

도 5는 유전층 내에 형성된 이중 물결무늬 구조의 세척 도중에 생성된 기포의 가능한 위치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정 목록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습식 공정 접근법의 목록을 한정 및 제공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습식 공정(WP : Wet Processes)은 작업물 표면상에 물질을 증착하거나 작업물 표면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습식 공정은 전기화학 공정(ECPR : Electrochemical Process), 전기화학 기계 공정(ECMPR : Electrochemical

Mechanical Process), 화학 공정(CPR : Chemical Process) 및 화학 기계 공정(CMPR : Chemical Mechanical

Process)을 포함한다. ECPR은 물질을 증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화학 증착(ECD : Electrochemical Deposition), 물

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화학 에칭/전기화학 연마(ECE/ECP : Electrochemical Etching/Electrochemical

Polishing)를 포함하고, 두 기술 모두 전기화학 수단을 사용한다. ECMPR은, 증착 표면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면서 물질을

증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화학 기계 증착(ECMD : Electrochemical Mechanical Deposition)과, 표면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면서 표면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화학 기계 에칭/전기화학 기계 연마(ECME/ECMP :

Electrochemical Mechanical Etching/Electrochemical Mechanical Polishing)를 포함한다. CPR은 임의의 외부 전위를

작업물 표면에 인가하지 않고 작업물 표면상에 물질을 증착하는 화학 증착/무전해 증착(CD/ELSD : Chemical

Deposition/Electroless Deposition)과, 임의의 외부 전압을 인가함이 없이 작업물 표면으로부터 물질을 화학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에칭/화학 연마(CE/CP)를 포함한다. CMPR은 잘 알려진 물질 제거 및 평탄화 공정, 화학 기계 에

칭/화학 기계 연마(CME/CMP)를 포함한다. 새로운 방법인, 화학 기계 증착/무전해 기계 증착(CMD/ELSMD)은 증착 표면

을 물리적으로 접촉하면서 외부 전위의 인가 없이(CD/ELSD와 같이)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공정들은 다음에 주어진 다수의 예시적인 특허 및 문헌에 기술되었다. 예컨대, ECD의 상세한 설명은 Schlesinger,

M 등에 의한 "현대의 전기도금"(2000, 제 4판, John Wiley & Sons 출판사, 뉴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ECE/ECP의 상세

한 설명은 Vidal, R.과 West, A.C.J.Electorchem Soc.에 의한 논문 "농축된 인산 내에서 구리 전기도금"(전기화학 학회지,

Vol 142, No.8, 1995년 8월, 2682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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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D의 설명은 발명의 명칭이 "전기화학 기계 증착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인 미국 특허 제6,126,992호, 발명의 명칭이 "

외부 영향을 사용하여 작업물의 공동부 표면상 및 상부 표면에 배치된 첨가제 사이의 차이를 생성하는 도금 방법 및 장치"

인 미국 특허 제6,534,116호, 또한 Basol,B.M., Uzoh, C.E., Talieh, H., Young, D. Lindquist, P., Wang, T 및 Cornejo,

M.에 의한 논문 "반도체 상호 연결 응용을 위한 전기화학 기계 증착(ECMD)"(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vol

64(2002), 43-5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ECME/ECMP의 설명은 상술한 미국특허 제6,126,992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CD/ELSD는 저자가 McDonald,I.이고 제목이 "무전해 금속 도금"인 서적(1988년 4월, Van Nostrand Reinhold)에 기술되

어 있다. CE/CP는 발명의 명칭이 "스핀 스프레이 에칭에 의한 필드 및 삽입된 금속의 제거"인 미국특허 제5,486,234호에

기술되어 있다. CMD/ELSMD는 상술한 미국특허 제6,534,116호에 기술되어 있고, CME/CMP는 Babu,S.V 등이 저술한

제목이 "화학 기계 연마 2001-발전 및 미래의 도전"인 서적(2001, 재료 연구 협회 심포지움의 회보 Vol. 67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정 용액 내에 용해된 가스 및 보다 상세하게는 이러한 공정 용액에서 생성된 기포와 관련된 문제점은 가스가 제거된 공

정 용액 또는 공정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가스 제거 공정은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 함량을 감소시키고,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에 노출된 표면상에서 기포의 형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전기화학증착(ECD), 전기화학 기계 증

착(ECMD), 화학 증착(CD) 또는 화학 기계 증착(CMD)과 같은 습식 증착 시스템 내에서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의 사용은

작업물 또는 웨이퍼의 표면상에서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기포의 개시를 감소시켜, 결함을 감소시킨다. 유사하게, 이

러한 전해질의 사용은 전해질과 접촉하는 다른 표면상에서 기포의 개시를 최소화 또는 제거시켜, 이들 기포가 웨이퍼 표면

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극적으로 줄어든다.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은 미소-기포의 형성을 줄이는 것에 부

가하여, 이러한 용액에 의해 적셔진 표면상에 응집된 미소-기포의 성장률을 감소시킨다. 습식 증착 공정에서 가스가 제거

된 전해질의 사용은 또한 다른 일부의 장점도 갖는다. 이들 장점은 예시적인 전기화학 기계증착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장점이 전기화학 증착, 및 화학 증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화학 연마, 전

기화학 기계 연마, 전기화학 연마 및 화학 기계 연마 공정의 습식 제거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공

정 용액을 사용하는 습식 공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CD, ECMD, CD 또는 CMD 공정에 사용된 도금 전해질의 가스 제거는, 도금 전해질 내의 용해된 가스 중 하나가 산소이

기 때문에, 도금 전해질의 산소 함량을 줄인다. 전해질 내에서 줄어든 산소 함량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기 첨가제(광택제,

가속제, 억제제, 평탄제 등)의 산화를 줄이는데, 이들 유기 첨가제는 이러한 용액의 제제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산화의

감소는 차례로 유기 첨가제의 수명을 늘이고, 전체 공정 원가를 감소시킨다. 유기 첨가제가 일단 산화되면 증착층에 양호

한 특성을 제공할 능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재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스 제거 공정은 공정 용액의 산소 함량을 감소시킨다. 공정 용액이 만약 구리 전기화학 증착

용액 또는 구리 무전해 증착 용액과 같은 증착 용액이라면, 이러한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을 사용하여 성장한 막은 산소를

덜 함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 층과 같은 증착 층에서의 산소 불순물의 감소는 다른 한 편으로는, 특히 층이 어닐링된

후 입자 크기를 증가시킨다. 구리 층에서의 더 적은 산소와 더 큰 입자 크기는 전기적인 고유 저항을 감소시키고, 이는 상

호 연결 응용과 같은 전자 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증착된 층의 어닐링은 고온 또는 실온(자체 어닐링)에서 수행될 수 있

음을 주목해야 한다.

큰 입자 크기와 낮은 전기 고유저항은 상호 연결 응용에 사용된 구리 막을 위해서는 양호한 특성인데, 왜냐 하면 이러한 막

은 보다 신뢰성이 있고, 보다 더 안정되며, 회로 내에서 더 적은 시간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스가 제거된 용

액으로부터 성장한 막 내에서 더 낮은 미소 공간 밀도는 상호 연결 응용에서 이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더 낮은 미소

공간 밀도는 더 양호한 응력 이동과 전자 이동 특성을 제공하고, 이는 상호 연결 물질에 대해선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 용액이 전기화학 증착 공정과 같은 습식 증착 공정의 개시시점에 시드층과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이 알려

졌다. 예컨대 박막 구리 시드 층은, 작업물이 먼저 공정 용액 내에 도입될 때, 공정 용액에 의해 화학적으로 부식되어, 손상

을 입을 수 있다. 1000Å 이하와 같은 매우 얇은 시드층을 갖는 웨이퍼가 전기도금을 위한 공정 용액에 잠길 때, 핫-엔트

리(hot entry)가 공정 용액과 시드 층 사이의 이러한 원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핫-엔트리 도중

에, 시드층이 공정 용액으로 적셔지기 전에 시드층에 전압이 인가된다. 이러한 음극 전압은 화학적인 용해로부터 시드층을

보호한다. 그러나, 핫-엔트리는, 핫 스폿(hot spot)의 형성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을 갖는데, 이러한 핫 스폿은 용액이 시드

층과 먼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웨이퍼 상의 높은 전류 밀도 위치(따라서 높은 증착 위치)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드-

엔트리(cold entry), 즉 전위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기판을 용액에 도입하는 것이 선호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약한 시드층, 즉 얇거나 산화된 시드층은 콜드-엔트리 도중에 공정 용액에 의해 화학적으로 부식된다. 가스가 제거된 전해

질은 산소 함량을 줄여 더 낮은 산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화학 에칭 강도 역시 줄어든다.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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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콜드-엔트리는 시드 층을 손상시킴이 없이 심지어 약한 시드층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구리와 같은 물질을 위한

무전해 증착 공정은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으로부터 유리한데, 왜냐하면 무전해 증착 용액의 가스 제거가 작업물 표면상의

박막과의 화학적인 반응을 또한 줄이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일부 장점은 습식 공정의 예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될 것이다.

도 2a는 웨이퍼 캐리어(53)에 의해 고정된 웨이퍼(52)의 표면(51)을 처리하는 도중의 전기화학 기계 처리 시스템(50)을

도시한다. 시스템(50)은 전기화학 증착, 전기화학 기계 증착, 전기화학 연마 또는 전기화학 기계 연마를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습식 공정을 위해 사용된 공정 용액은 동일하거나 다른 용액일 수 있다. 예컨대, 전기화학 증착 용액은 또한 전기화학 기계

증착 공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기화학 연마 용액은 또한 전기화학 기계 연마 공정에 사용될 수도 있다. 화학 기계 연

마(CMP) 용액은 전기화학 기계 연마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당업자라면 이들 모든 공정 용액이 각 유형의 공정으

로부터 공정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 2a에서 캐리어 헤드는 회전할 수 있고, 수직(z-움직임) 및 수평(x 또는 y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스템(50)은 개

구부(56)를 갖는 패드(54)를 포함한다. 패드(54)는 개구부(59)를 갖는 구멍이 뚫린 지지 구조(58)에 의해 지지된다. 필터

(60)는 지지 구조 아래에 또는 지지 구조와 패드 사이에 위치한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드(54)의 폭과 길이는 패

드의 폭이 웨이퍼의 직경보다 짧도록 설계될 수 있다. 패드(54)의 길이는 웨이퍼의 직경보다 길 수 있다. 전기 콘택(62)은

웨이퍼의 에지와 접촉하여, 표면(51)을 전원(63)의 단자에 연결시킬 수 있다. 챔버(66)내에 포함된 공정 용액(64)은 필터

(60)와 전극(68) 사이의 공간으로 전달된다. 전극(68)은 전원의 단자에 연결된다. 증착 공정 도중에, 전극은 양극이고, 웨

이퍼의 표면이 전원의 다른 단자에 의해 음으로 분극되는 동안, 전원의 양 단자에 연결된다. 그러나, 물질 제거 공정 도중

에는, 웨이퍼 표면이 양으로 분극되는 동안, 전극은 음으로 분극된다. 용액은 필터, 지지 구조와 패드 내의 개구부를 통과

하여, 웨이퍼의 표면을 적신다. 공정 용액은 공정 용액 탱크(미도시)로부터의 용액 입구(64)를 통해 챔버(66)로 전달된다.

사용된 공정 용액(70)은 재순환을 위해 챔버(66)의 상부 에지로부터 챔버를 떠난다. 공정 용액은 전기화학 증착 또는 전기

화학 기계 증착 공정을 위한 전기도금 용액, 및 전기화학 연마 또는 전기화학 기계 연마 공정을 위한 전기연마 또는 전기에

칭 용액일 수 있다.

도 2b에 부분 도면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필터(60) 아래에서 또는 지지 구조(58) 내에서 및 패드

(54) 상에서 누적되는 기포(74)가 존재할 수 있다. 이들 기포는 전해질 내에서 용해된 가스로부터 발생하고, 순환 시스템

내의 다른 소스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필터(60) 아래의 기포(74)는 펌프 및 전해질을 처리 셀로 보내는 라인으로

부터 나올 수 있다. 가스로 포화된 전해질 내에서 이러한 기포는 안정될 수 있고, 전해질 내의 용해된 가스가 기포 상에서

응집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때에 맞춰 성장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기포는 국부적으로 필터(60)의 차단을 초래하여, 공

정 용액의 유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그 위치에서 웨이퍼 표면에 대한 전계 분포를 왜곡시킨다. 유사하게, 패드 또는 지지

구조 안의 개구부 내에서 기포의 존재는 전기화학 증착 또는 전기화학 연마 도중에 전계 흐름을 간섭하여, 그 위치에서 증

착 또는 제거율을 왜곡시킨다. 결과적으로 처리된 표면의 균일성은 악화된다.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의 사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포 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그러나, 일부 기포가

(시스템의 펌프 또는 다른 요소와 같은) 다른 소스에 의해 다른 위치에서 생성되어 필터(59) 아래의 영역으로 전달된다 할

지라도, 기포는 안정되지 않고 가스가 제거된 용액 내에서 때를 맞춰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가스가 제거된 전해질 내의 가

스 함량이 낮기 때문에, 전해질 자체가 기포를 제거한다, 즉 이러한 기포의 제거기로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가스가 제

거된 예시적인 전해질과 같은 액체 내에서 가스 용해를 유도하는 힘은, 전해질 내의 가스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므로, 임의의 소스에 의해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임의의 기포는 높은 가스 함량을 갖는 일반 전해질보다 가스가 제거

된 전해질에 보다 쉽게 용해되는 경향이 있다. 때에 맞춰 성장하는 대신 기포는 가스가 제거된 용액 내에서 크기가 줄어들

어 궁극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전해질 내에서 이들 기포의 용해로 인한 용해된 가스는 차례로 가스 제거기에 의해 전해질

로부터 추출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응용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는 다음의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 시스템(100)은 습식 처리 유니트에 연결된 용액 탱크(102)를 포함할 수 있고, 습식 처리 유

니트는 다수의 습식 처리 스테이션(104)를 포함한다. 도 3 및 도 4에서 습식 처리 스테이션은 전기화학 공정 스테이션, 전

기화학 기계 공정 스테이션, 화학 공정 스테이션, 화학 기계 공정 스테이션 또는 이들 중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용액 탱크

(102)는 또한 펌프(106)와 가스 제거기(108)에 연결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용액 탱크 내의 공정 용액(110)은 2주기 동

작을 수행한다. 제 1주기 동작에 있어서, 펌프(106)는 탱크 내의 용액(110)을 제 1라인(112)을 통해 제 1용액 흐름(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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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스 제거기에 전달한다. 공정 용액(110)은 가스 제거기(108)에서 가스가 제거되어, 제 2용액 흐름(111B)으로 제 2

라인(114)에 전달된다. 제 2라인(114)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제 2용액 흐름(111B)으로 용액 탱크(102)에 되돌려

보낸다. 이러한 순환은 연속적이거나 간헐적이다. 즉, 가스 제거는 연속적으로 또는 일부 시간에만 수행될 수 있다.

제 2순환 동작에 있어서, 제 3라인(116)을 통해, 공정 용액(110)은 제 3용액 흐름(111C)으로 습식 처리 스테이션(104)에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은 라인(116)을 각 공정 스테이션(104)에 연결하는 입력 매니폴드(118)를 통해 수행된다. 입력 매

니폴드(118)는 각 스테이션에 대한 제 3용액 흐름(111C)을 스위치 온 및 오프시키기 위한 밸브(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스테이션으로부터 사용된 공정 용액은 용액 출구 매니폴드(120)에 의해 수용되고, 제 4용액 흐름(111D)으로서 제 4라

인(122)에 전달된다. 제 4라인(122)은 사용된 공정 용액인 제 4용액 흐름(111D)을 공정 용액 탱크로 되돌려 보내고, 탱크

에서 공정 용액을 재보충하고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첨가제가 첨가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재보충은 재보충 탱크(미도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제 4용액 흐름은 먼저 재보충 탱크로 전달될 수 있다. 용액을 필터링하고 재보충 탱크

에 첨가제를 첨가한 후, 공정 용액은 용액 탱크로 전달된다. 이 공정은 공정 용액 내의 가스 함량을 낮게 유지시킨다. 도 3

및 도 4는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밸브, 펌프 및 필터링 장치를 필수적으로 도시하지 않는 단지 높은 레벨 형태로 시스템을 도

시함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시스템(100)에서 하나의 가스 제거기(108) 대신에 다수의 가스 제거기가 사용될 수도 있

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처리 시스템(200)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한다. 시

스템(200)은 다수의 습식 처리 스테이션(204)을 포함하는 습식 처리 유니트에 연결된 용액 탱크(202)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가스 제거기(208)는 용액 탱크(202)와 처리 스테이션(204) 사이에 연결된다. 동작시, 탱크 내의 공정

용액(210)은 제 1용액 흐름(211A)으로 제 1라인(212)을 통해 가스 제거기에 전달된다. 공정 용액은 가스 제거기(208)에

서 가스가 제거되어, 제 2용액 흐름(211B)으로 제 2라인(214)에 전달된다. 제 2라인(214)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의

제 2용액 흐름(211B)을 처리 스테이션(204)에 전달한다. 이러한 전달은 라인(214)을 각 처리 스테이션(204)에 연결하는

입력 매니폴드(216)를 통해 수행된다. 입력 매니폴드(216)는 각 스테이션에 대한 제 2용액 흐름(211B)을 스위치 온 및 오

프시키기 위한 밸브(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스테이션으로부터 사용된 공정 용액은 용액 출구 매니폴드(218)에 의해

수용되고, 재순환을 위한 제 3용액 흐름(211C)으로서 제 3라인(220)에 전달된다. 제 3라인(220)은 사용된 용액인 제 3용

액 흐름(211C)을 재보충되고 가스가 제거될 용액 탱크로 되돌려 보낸다. 선택적으로, 재보충은 재보충 탱크(미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제 3용액 흐름은 먼저 재보충 탱크로 전달된 후 용액 탱크로 전달되어야 한다. 용액을 필터링하

고 재보충 탱크에 첨가제를 첨가한 후, 공정 용액은 용액 탱크로 전달된다. 시스템(200)에서 하나의 가스 제거기(208) 대

신에 각각을 처리 스테이션(204)에 연결된 매니폴드의 라인에 연결함으로써 다수의 가스 제거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

해야 한다.

도 3 및 도 4에 기술된 시스템은 추가의 탱크 및 가스 제거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추가의 특징부 및 변동사항은 여전히

본 발명의 범주 내에 든다. 예컨대, 처리 유니트로부터 사용된 용액은 먼저 별도의 탱크 내에서 가스가 제거되고, 조절된

후, 다른 보관 탱크로 전달되는데, 여기에서 조절된 용액을 다시 처리 유니트로 공급한다. 또한, 가스 제거는 스테이션의

외부 대신에 도 3 및 도 4의 처리 스테이션(104 및 204) 내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가스 제거는 심지어 공정 도중에 공정

챔버 내의 원래 위치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예시적인 웨이퍼 상에서 수행되는 예시적인 전기화학 증착 공정 또는

예시적인 무전해 증착 공정에 있어서, 웨이퍼가 공정 용액 내에 잠기는 증착 셀 자체에 대해 진공이 가해질 수 있고, 따라

서 가스 제거 및 기포 제거는 원래의 위치에서 달성된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성장 경계면에서 가스 기포의 생성이 공통의

문제인 무전해 증착 기술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구리 무전해 도금에 있어서, 가스 기포는 도금 용액 내의

가스의 결과로서, 또한 이러한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무전해 증착 반응의 결과로서, 기판 표면상에서 형성된다. 원래 위치

의 가스 제거에 의한 이러한 기포의 제거는 무전해 증착 구리층의 품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스 제거기(108) 및 가스 제거기(208)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용액을 반투과성 개구 즉 다공성 벽을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이들 벽은 액체를 많이 통과시키지 않지만, 가스는 통과시킨다. 진공이 벽 밖에서 가해져 가스 제거 속도를 증가시킨

다. 이러한 가스 제거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로테에 소재하는 Celgard사에 의해 제공된다. 가스 제거기의 유량 용

량은 수 ml/분에서 수 갤런/분까지 폭넓게 다양하다. 다른 가스제거 방법은 초음파 및 메가소닉(megasonic) 에너지를 전

해질에 결합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초음파 또는 메가소닉 기술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전해질 경로 중 임

의의 곳에서 전해질의 표면에 진공을 가해 전해질의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도 3의 용액 탱크

(102)와 도 4의 탱크(202)는 진공 밀폐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들 탱크 내의 용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공이 유지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존의 대기압 공기/용액 경계면을 진공/용액 경계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때에 맞춰 용액의 가스 제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이러한 진공/용액 경계면은 용액 전달 및 재순환 경로 내의 임의의 곳에서 생성될 수 있

다. 효과적인 가스 제거를 위하여 진공은 760 Torr의 대기압보다 낮은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진공 레벨은 10-500 Torr 범위, 전형적으로 50-150 Torr 범위일 수 있다. 가스 제거 목적을 위하여 진공이 가해지는 밀

폐체 내에서, 공기의 성분(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인 다양한 가스의 부분 압력이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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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러한 밀폐체에 특정 가스가 느린 속도로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진공이 밀폐체에 가해질 때,

작은 입구를 통해 순수한 질소가 밀폐체 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적절한 펌프를 사용하여, 밀폐체 내의 부분 압력은 약간

의 누설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낮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밀폐체 내의 가스의 조성물은 대부분 질소이고, 따라서

질소는 용액으로부터 밀폐체 내로 추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용액으로부터 추출되는 가스 종에 대한 특정 양

의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가스 제거의 특정 양은 가스를 통과시키지만 액체는 통과시키지 않는 다공성 벽을 갖는 관의 일부와 같은 심지어 용기 내

의 용액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용액 내의 가스는 압력차이로 인해 다공성 벽을 통해 확산

되어 나가고, 때에 맞춰 용액은 가스가 제거된다. 다시, 다공성 벽 밖의 가스 환경의 화학 조성을 제어함으로써, 용액으로

부터 특정 가스 종을 추출하는 효율을 제어할 수 있다. 높은 가스 투과성을 갖는 다공성 관의 예로서, DuPont사에 의해 공

급되는 Teflon AF 2400으로 만들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질소, 수소, 산소 및 이산화탄소에 대해 49,000-

280,000 센티배럴(centiBarrer : cB)의 투과도를 갖는다.

실험에서, 전기도금 도구에서 사용된, 황산염을 주원료로 한 구리 도금 전해질 100 리터의 용해된 산소 함량은 용해 산소

탐침에 의해 측정되었다. 탐침을 공기 중에서 100%로 교정한 후, 전해질 내의 용해된 산소 함량이 약 60%로 측정되었다.

가스 제거기를 통해 전해질을 3시간 동안 가스 제거한 후, 탐침의 판독 값은 약 20%로 내려갔다. 추가적인 가스 제거 이후,

판독 값은 약 10%로 더 내려갔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해질의 가스 함량에

서 80% 이상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제 1전해질 내에 위치한 패드 구조 상에서 기포가 발견되었지만, 전해질이 가스 제거

된 이후 패드 구조상에서 기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예에서 (탐침이 산소 탐침이어서) 용해된 산소의 감소만이 측정되어

모니터링 되었지만, 가스 제거로 인해 전해질 내의 용해된 질소 및 다른 가스에서의 유사한 감소가 예상된다. 가스 제거기

에서 사용된 다공성 벽(필터로도 언급됨)의 유형 및 다공성의 선택은 특정 유형의 가스의 제거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킬 수 있다. 예컨대, 가스 제거기에 사용된 특정 필터 물질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다른 가스는 제거하

지 못한다.

본 발명이 대부분 전기화학 및 전기화학 기계 공정의 예에서 기술되었지만, 화학 공정 및 화학 기계 공정과 같은 임의의 습

식 공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전기화학 연마와 같은 화학 에칭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과 같은 작업물 표면

으로부터 구리와 같은 여분의 물질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매력적인 방법이다. 용해된 가스를 함유하는 종래 기술의 용액 대

신에 가스가 제거된 에칭 용액의 사용은 상술한 기포 및 결함의 형성을 회피한다. 물질 제거 공정에 있어서, 층의 표면상에

형성된 제거하려는 기포는 이들 기포 바로 아래의 물질 부분의 제거의 속도를 늦추거나 제거를 못하게 하여, 결함을 야기

한다. 구리, 니켈, 팔라듐 및 이들의 함금과 같은 전자 물질을 증착하기 위해 사용된 무전해 증착 기술에 있어서, 가스가 제

거된 전해질의 사용은 작업물 표면상에서 기포 형성을 회피하여 결함의 형성을 회피할 것이다.

도 3 및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가스 검출기 예컨대 용해 산소 탐침 또는 이산화탄소 탐침은 시스템(100 및 200)에 사용될

수 있다. 광, 초음파, 질량 분광기 등과 같은 다른 검출 수단 역시 가스제거 공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액을

감시하는 대신에, 용액으로부터 가스의 제거의 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스 제거기의 진공 환경 내의 가스

함량을 감시할 수도 있다.

검출기는 시스템(100 및 200) 내의 다양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100) 내에서, 검출기는 제 1라인(112)

에 위치하여, 제 1용액 흐름(111A) 내의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또는 다른 가스 종과 같은 가스를 감시할 수 있거나, 또는

제 2라인(114)에 위치하여 제 2흐름(111B) 내의 가능한 잔류 가스를 감시할 수 있다. 제 2흐름의 결과는 가스 제거 공정

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용해된 가스를 검출하기 위한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처리 스테이

션(104 또는 204)에 위치하여, 금속 도금 또는 제거 공정 도중에 공정 용액 내의 가스를 감시할 수 있다. 알람 시스템은 가

스 감시 회로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공정 용액 내에서 초과 양의 용해 가스가 검출될 때, 알람은 조작자에게 경고하거나,

또는 용해된 가스 농도가 안전한 동작 임계값으로 떨어질 때까지 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가스 제거 공정이 효율적

이라면, 용해된 가스 함량을 단지 간헐적으로 미리 결정된 레벨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해질 내

의 용해 가스의 양에 의존하여 가스 제거기를 턴 온 또는 오프시키는데, 용해 가스 센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는 반도체 IC 제조에 사용된 다른 유형의 공정 용액의 가스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적인 공정 용액의 한 종류는 패터닝된 유전층의 세척에 사용된 세척 용액일 수 있다. 이러한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는 미세

패터닝된 구조상에서의 응집에 의해 세척 효율을 감소시켜, 구조상에서 미소 기포를 형성시킨다. 이들 미소 크기 또는 나

노 크기의 가스 기포의 존재는 이들 위치에서 효과적인 세척을 방해하고, 후속적인 증착 층에서의 결함을 초래한다. 예컨

대, 구리의 물결무늬 배선 구조의 제조 또는 다른 배선 방법에 있어서, 반응성 이온 에칭(RIE)과 같은 건식 에칭 공정은 유

전층을 에칭하는데 사용되어, 유전층 내의 비어(Via) 및 트렌치와 같은 형상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공정은 또한 이후에 설

명되는 바와 같이 세척 단계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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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바람직하게는 건식 에칭 공정에 의해 유전층(302)에 형성된 예시적인 구조(300)를 도시한다. 구조(300)는 이중 물

결무늬 구조일 수 있다. 구조(300)는 좁은 트렌치 또는 비어와 같은 좁은 형상부(306)에 의해 금속 라인(304)에 연결될 수

있다. 금속 라인(304)은 전형적으로 장벽 층(305)에 의해 둘러싸인 구리이다. 좁은 형상부(306)는 큰 형상부(308) 또는 트

렌치로 확장된다. 종래의 공정 시퀀스에 있어서, 구조(300)를 형성한 후, 표면은 일반적으로 내벽이 장벽층으로 둘러싸인

후, 구리로 채워져 금속 라인(304)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상호 연결 라인을 형성한다. 그러나, 장벽층 형성 이전에, 구조

의 내측 표면(310)과 상부 표면(312)을 세척하여 대부분 유기 잔류물인 에칭 종의 잔류물과 다른 잔류물을 제거한다. 이러

한 세척은 표면으로부터 잔류물을 닦아내기 위하여 주로 세척 용액과 용해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액은

가스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포(314)가 금속 라인(304)의 표면(316)상에 및 표면(310, 312) 상에 응집될 수

있다. 세척 도중에, 세척 용액은 기포에 의해 덮이거나 차단된 표면 지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고, 이러한 지점으로부

터 잔류물을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없다. 이러한 세척되지 않은 지점은 간혹 장벽 층(미도시)인 후속적으로 증착된 막과 표

면(310, 312 및 316) 간에 열악한 접착을 초래할 것이다. 표면(316)과 장벽층 사이의 열악한 접착은 라인(304)과 후속 증

착 구리 간의 높은 접촉 저항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세척 이전에 세척 용액의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시스템(100 및 200)과 유사한 시스템과, 동일한 가스 제거 원리가 세척 용액의 가스 제거와 사용된 세척 용액의 재순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한 가스 제거 접근법은 또한 이러한 기판상의 금속을 부식 가스로 에칭한 이후 기판을 세척하는데 사용된 세척 용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러한 접근법은 염소 가스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을 에칭한 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기판 상

의 잔류물이 가스가 제거된 세척 용액으로 세척되면, 세척된 표면상에서 기포 형성이 최소화되어, 부식 가스의 잔류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선호되는 다양한 실시예와 최적의 모드를 위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새로운 교시와 장점으로

부터 크게 벗어남이 없이도 예시적인 실시예의 많은 변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작업물 상에서 층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층의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층의 상기 표면으로부터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는 화학 에칭, 화학 기계 연마, 전기화학 연마 및 전기화학 기계 연마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집적 회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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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층의 상기 표면 위에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는 전기화학 증착, 전기화학 기계 증착, 화학 증착

및 화학 기계 증착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는 감소된 전기 고유저항을 갖는 전도성 막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는 증가된 입자 크기를 갖는 전도성 막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작업물의 상기 표면을 세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 용액을 가스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공정 용

액 내의 용해된 가스 함량을 줄이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 도중에, 상기 공정 용액 내

의 용해된 산소 함량은 낮아지고, 유기 첨가제의 소비는 줄어드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된 가스 함량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수소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층의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기포 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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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층의 표면상의 상기 기포 형성은 감소 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층의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층의 표면상의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층의

상기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는 상기 공정 용액과 상기 층 사이의 화학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층은 구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제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는 인 시츄 (in-situ)의 가

스 제거 단계인 방법.

청구항 19.

제 1항 내지 제 3항 및 제 5항 내지 18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은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20.

작업물 표면상에 층을 증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 용액을 가스 제거기에 제공하는 단계와,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가스 제거기를 사용하여 상기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처리 유니트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상기 작업물 표면을 적시는 단계와,

상기 층의 증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 단계는 전기화학 증착, 전기화학 기계 증착 및 무전해 증착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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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0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 용액은 전기도금 용액 및 무전해 증착 용액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0항 내지 제 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의 재순환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0항 내지 제 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물 표면은 1000Å 이하의 두께를 갖는 시드(seed)층을 포함하고,

상기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공정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의 양을 감소시켜, 상기 적시는 단계 이후 및

상기 증착 단계 이전에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과 상기 시드층 간의 화학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25.

제 20항 내지 제 2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제조된 집적 회로.

청구항 26.

작업물 상의 층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정 유니트에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전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 용액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탱크와,

상기 보관 탱크에 연결되며, 상기 보관 탱크로부터 상기 공정 용액을 수용하고,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상기 보관

탱크에 제공하도록 구성된 가스 제거기와,

상기 보관 탱크에 연결되며, 상기 보관 탱크로부터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공

정 유니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제거기에 연결되며,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 함량을 미리 결정된 양

으로 또는 이 이하로 유지하도록 구성된 모니터 유니트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유니트는 용해된 가스 미터인 시스템.

청구항 29.

제 26항 내지 제 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정 유니트는 사용된 공정 용액을 상기 보관 탱크로 재순

환시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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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6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 용액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상기 가스 제거기와 상기 보관 탱크 사

이에 연결된 펌프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26항 내지 제 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정 유니트는 전기화학 공정 스테이션, 전기화학 기계 공

정 스테이션, 화학 공정 스테이션 및 화학 기계 고정 스테이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 26항 내지 제 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정 유니트는 상기 작업물을 세척하기 위하여 상기 가스

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는 세척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사용하여 작업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공정 용액을 보관하도록 구성된 용액 탱크와,

상기 용액 탱크에 연결되어 상기 공정 용액의 가스를 제거하도록 구성된 가스 제거기와,

상기 가스 제거기에 연결되어, 상기 작업물의 상기 표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공정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제거기에 연결되어,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 내의 용해된 가스 함량을 미리 결정된 양

으로 또는 이 이하로 유지하도록 구성된 모니터 유니트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 33항 또는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정 스테이션은 상기 용액 탱크에 연결되어, 공정 용액을 상기 용액 탱

크로 되돌리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36.

제 33항 내지 제 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정 스테이션은 전기화학 공정 스테이션, 전기화학 기계

공정 스테이션, 화학 공정 스테이션 및 화학 기계 공정 스테이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7.

전기화학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구리 시드층을 갖는 작업물상에 구리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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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시드층을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에 담그는 단계와,

상기 구리 시드층과,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극 사이에 전위를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시드층은 1000Å이하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집적 회로.

청구항 40.

무전해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작업물의 표면상에 구리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에 담그는 단계와,

상기 가스가 제거된 공정 용액으로부터 상기 구리막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막을 증착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작업물의 상기 표면상에 장벽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막을 증착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장벽층 상에 시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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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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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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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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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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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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