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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성 절연층과, 비아(via)에 의해 상호 접속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과, 낮은 유
전 상수를 갖는 불화 다이아몬드형 탄소(fluorinated diamond like carbon)와 같은 불화 유전체로부터 배선 레벨 및 
비아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캡핑(capping) 및/또는 라이너(liner) 재료를 포함하는 금속 및 절연체 상호 접속 구조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불화 유전성 절연체 내의 불소가 상호 접속 구조 내에 있는 다른 재료와 반응하여 그 구조의 
기계적 일체성 또는 상호 접속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원하지 않는 불소 함유 화합물을 생성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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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두 개의 배선 레벨을 포함하는 종래 기술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 접속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2는 도 1의 종래 기술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 접속 구조의 변형된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3a 및 3b는 도 1의 종래 기술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 접속 구조의 두 가지 변형된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4는 도 1의 종래 기술의 구조와 유사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
도,

도 5는 도 2의 종래 기술의 구조와 유사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
도,

도 6a 및 6b는 도 3a 및 3b의 종래 기술의 구조와 유사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7은 도 5의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포함하는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기판 30 : 도전성 소자 콘택트

40 : 제 1 유전체

50, 60 : 제 1 및 제 2 레벨의 도전성 배선층

70, 80 : 도전성 비아 100 : 도전성 콘택트 패드

110 : 제 3 유전체 120 : 절연성 외부 격리층

200 : 상호 접속 구조 250 : 불화 유전체

270 : 절연성 캡핑 재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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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고집적(VLSI) 및 초고집적(ULSI) 회로와 패키징에서 발견되는 금속/유전체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불소를 함유하는 낮은 k 유전체와 낮은 k 유전체로부터 이 구조의 다른 부분으로의 불소의 외방 확산
(out-diffusion)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를 방지하도록 선택된 캡핑(capping) 및/또는 라이너(liner) 재료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이다.

    
고집적 회로 혹은 초고집적 회로 혹은 반도체 칩에서의 소자 상호 접속부는 전형적으로 트레이스(trace)라 불리는 금
속 배선층의 패턴을 갖는 다중 레벨의 상호 접속 구조에 의해 실현된다. 주어진 트레이스 혹은 배선 레벨 내의 배선 구
조는 레벨 내 유전체(intralevel dielectric)에 의해 분리되는 반면, 개개의 배선 레벨은 레벨 간 유전층(interlevel d
ielectric)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도전성 비아(via)는 레벨 간 유전체 내에 형성되어 배선 트레이스 사이에 레벨 간 콘
택트를 제공한다.
    

신호 전달 지연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 때문에, 이들 상호 접속 구조의 재료 및 배치에 따라 회로 속도 및 나아가 회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호 전달 지연은 RC 시정수에 기인하는데, 여기서 R은 온 칩(on-chip) 배선의 저항이
고, C는 신호 라인과 다중 레벨 상호 접속 스택(stack) 내의 주변 도전체 간의 유효 캐패시턴스이다. RC 시정수는 배선 
재료의 비저항을 낮추고 보다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레벨 간 및 레벨 내 유전체(ILD)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된다.

    
불화 다이아몬드형 탄소(fluorinated diamond-like-carbon : FDLC) 및 불화 실리콘 유리(fluorinated silicon gla
ss : FSG)와 같은 불소 함유 유전체의 낮은 유전 상수로 인해 불소 함유 유전체는 상호 접속 배선 캐패시턴스가 최소
화되어야 하는 고성능 VLSI 혹은 ULSI 칩에서 ILD 재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에스. 에이. 코헨(S.A. 
Cohen) 등에게 허여된 "Diamond-like carbon for use in VLSI and ULSI interconnect systems"라는 명칭의 미
국 특허 제 5,559,367 호는 FDLC의 이러한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94년에 뉴욕 소재 John Wiley and Sons 
사에 의해 출판된 케이. 이. 스피어(K.E. Spear)와 제이. 피. 디스무크스(J.P. Dismukes)를 편집인으로 하는 Synthe
tic Diamond: Emerging CVD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책자 제 5 장인 에이. 그릴(A. Grill) 및 비. 에스. 메이
어슨(B.S. Meyerson)에 의한 "Development and Status of Diamond-like Carbon"과 1995년 11월 28일에 에프. 
디. 베일리(F.D. Bailey)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470,661 호에서 비불화(non-fluorinated) DLC 박막에 대해 
기술하는 바와 같이, FDLC 박막은 다양한 탄소 함유 원료를 사용하여 스퍼터링, 이온 빔 스퍼터링, dc 혹은 rf 플라즈
마 화학 기상 증착법(plasma assisted CVD)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300℃ 넘는 상
승된 온도에서 요구되는 처리 공정 중에 FDLC 내의 불소가 상호 접속 구조 내의 다른 재료와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캡핑층(capping layer)과 같은 적절한 예방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FDLC와 같은 불소 함유 ILD를 이들 상호 접속 
구조 내에 사용할 수 없다. 줄어든 불소 함유량을 갖는 ILD는 다른 재료와 반응할 수 있는 보다 적은 양의 불소를 포함
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적은 불소 함유량을 갖는 ILD 역시 전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k값을 갖는다.
    

절연체인 실리콘 산화물 및 실리콘 질화물과 도전성 재료인 TaN과 같은 캡핑 재료가 불소 미함유 ILD와 함께 사용되
어(배선 재료의 원자가 활성 소자 영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ILD 내부로 배선 재료의 원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확산 장벽, 에칭 차단물 및 영구 마스킹 재료(permanent masking material), 부착층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헬륨 내에서 4 시간 동안 350℃ 어닐링한 후에 층화된 Si/FDLC (1000 nm) 캡 샘플 내에서 캡핑 재료의 박리
(delamination) 및 균열이 일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통상적인 캡핑 재료는 FDLC에는 부적합하다. 
캡핑 이전에 헬륨 내에서 4 시간 동안 400℃의 "안정화(stabilization)" 어닐링 처리된 FDLC의 샘플 내에 조악한 부
착성, 박리, 심지어는 균열이 존재하였다.

    
다층 상호 접속 구조 내에서의 종래 기술에 따른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TaN과 같은 캡핑 재료의 활용예를 도 
1, 2, 3a 및 3b에서 도시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2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10)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한다. 
상호 접속 구조(10)는 기판(20), 제 1 유전체(40) 내의 도전성 소자 콘택트(30), 제 1 및 제 2 레벨의 도전성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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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제 2 유전체(90)의 층 내에 매립된 두 개 층의 도전성 비아(70, 80)를 포함한다. 도전성 배선층(50, 60)과 
비아(70, 80)는 전형적으로 낮은 저항율을 갖는 금속, 예를 들어, Al, Cu 혹은 다른 원소와 합금된 Al, Cu, Cu 합금, 
혹은 전자 이동(electromigration) 특성을 개선하도록 선택된 불순물, 첨가물 혹은 도펀트로 도핑된 임의의 이들 재료 
혹은 이들 재료의 임의의 조합물이다. 패키징 다이(packaging die)에 대한 콘택트는 제 3 유전체(110)와 절연성 외부 
격리층(insulating environmental isolation layer)(120) 내의 도전성 콘택트 패드(100)에 의해 제공된다. 상호 접
속 구조(10)는 세 가지 캡핑 재료, 즉 도전성 배선과 비아의 측벽 및 바닥면을 라이닝하는 도전성 캡핑 혹은 라이너 재
료(130)와 각각의 배선 레벨 중 위에 위치하는 비아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영역 위에 위치하는 절연성 캡핑 재료층(1
40)과, 유전층(90) 각각의 일부 혹은 전체(도시함) 위에 위치하는 선택적 절연성 캡핑층(150)을 포함한다. 도전성 라
이너 혹은 캡핑 재료(130)는 부착성을 제공하고 유전체(90)로의 금속 확산을 방지하도록 작용하며, 그 도전성으로 인
해 전기적 리던던시(redundancy)가 제공되고 상이한 레벨의 도전성 부재 사이의 콘택트 영역에 도전성 라이너 혹은 
캡핑 재료(130)가 잔류할 수 있다. 절연성 캡핑 재료(140)의 주된 역할은 상부에 위치하는 유전층으로의 금속 확산을 
막아 주는 것이지만, 절연성 캡핑 재료(140)는 다른 잠재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 작용 또한 방지한다. 절연성 캡핑 
재료(150)는 상호 접속 구조 제조 중에 에칭 마스크, 에칭 차단물(stop) 및/또는 연마 차단물로서 사용된 후 상호 접
속 구조 내에 선택적으로 남게 된다.
    

도 1의 상호 접속 구조(10)는 전형적으로 대머신(Damascene) 공정에 의해 제조될 것인데, 대머신 공정에서 유전층이 
순차적으로 증착되고 패터닝되어 요구된 도전성 재료의 패턴에 대응하는 공동(cavity)을 형성하고, 도전성 재료로 과
충진된 후 유전체 위의 도전성 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평탄화된다. 이 공정은 필요한 경우 각각의 부가층에 대해 반복된
다.

    
상호 접속 구조는 이중 대머신 공정을 통해 제조될 수도 있는데, 이중 대머신 공정에서는 대략 제 2 유전체 재료(90) 
두께의 두 배에 이르는 두께가 배선 레벨과 그 하부에 위치하는 비아 레벨의 패턴에 대응하는 이중 제거 공동(dual re
lief cavity)으로 패터닝된다. 도 2는 캡핑 재료(130, 150)의 배치가 이중 대머신 공정 방법을 반영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도 1의 상호 접속 구조(10)와 유사한 종래 기술의 2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160)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
한다. 예를 들어, 배선 레벨(60)과 그 하부에 위치하는 비아 레벨(80)이 동일한 증착 단계에서 도전성 재료로 충진되
기 때문에, 도전성 배선(50)과 도전성 비아(70) 사이에는 도전성 캡 재료(130)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중 대머
신 처리된 모든 상호 접속 구조 특유의 독특한 특징이다.
    

    
도 3a 및 도 3b는 도 2의 상호 접속 구조(160)와 유사하나 제 2 유전 재료(90)의 이중 층(비아 + 배선 레벨) 내에 이
중 제거 공동의 패터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에칭 차단물로서 사용된 절연성 캡층(170)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2의 
상호 접속 구조(160)와 다른 이중 대머신 처리된 두 개의 다른 상호 접속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3a의 상호 접속 구
조(180)에서의 에칭 차단층(170)의 노출된 영역은 이중 제거 공동을 도전성 재료로 충진하기 전에 제거되지 않고, 도 
3b의 상호 접속 구조(190)에서의 에칭 차단층(170)의 노출된 영역은 이중 제거 공동을 도전성 재료로 충진하기 전에 
제거된다.
    

상호 접속 구조(10, 160, 180 및 190)가 두 개의 배선 레벨을 나타내지만, 배선 레벨의 수는 하나 정도로 작거나 10 
개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f
luorine-resistant)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내불소성"이라는 용어는 불소와 쉽게 반응하여 상호 접속 구조의 기능 혹은 기계적 일체성을 손상시키는 불소 함유 화
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재료를 표현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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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
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절연성
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에 의해 제 1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고,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의 내
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제 2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 캡
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
나의 내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본 발명은 고집적 및 초고집적 회로와 패키징에서 발견되는 금속/절연체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는, 불소를 함유하는 낮은 k 유전체와 낮은 k 유전체로부터 이 구조의 다른 부분으로의 불소의 외방 확산과 관련된 신
뢰성 문제를 방지하도록 선택된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이다. 캡핑/라이너 재료
는 그 불화물이 비휘발성이거나 잘 형성되지 않는 성향이 있는 재료로부터 선택되며, 부가적으로 (배선 재료의 원자가 
활성 소자 영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절연체 내부로 배선 재료의 원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 장벽, 
에칭 차단물 및 에칭 마스크 재료, 부착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는 통상적으로 배치되고/되
거나 통상적인 캡핑/라이너 재료가 내불소성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를 갖게 통상적인 캡핑/라이
너 재료와 함께 층화된 조합체를 이루도록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또한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들 특성, 목적, 장점과 다른 특성, 목적, 장점은 후속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도면을 참조하여 고려하
면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상호 접속 구조는 불화 유전체 및 캡핑/라이너 재료의 층을 포함하는데, 이 재료는 그 불화물이 비휘발성이거
나 잘 형성되지 않는 성향이 있는 재료로부터 선택된 것이다. 불화 유전체는 불화 다이아몬드형 탄소(fluoride diamo
nd like carbon: FDLC), 불화 비정질 탄소(fluoride amorphous carbon: FLAC), H, Si, Ge, O, N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첨가물을 포함하는 FDLC 또는 FLAC, 불화 실리콘 유리(fluorinated silicon glass: FSG), 무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 유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적합한 절연 캡핑 재료는 원소 Ag, Al, Co, Cr, In, Ir, Mg, Mn, Sn의 절연 산화물, 질화물, 불화물과, 이
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과, 실리콘 함유 DLC 및 실리콘-산소(Si-O) 함유 DLC와 같은 비정질 실리콘 함유 탄소계 재
료를 포함한다. 잠재적으로 적합한 전도성 캡핑/라이너 재료는 금속 Ag, Al, Al-Ti, Co, Cr, Cu, In, Ir, Mg, Mn, Pd, 
Pt, Sn과, 이들의 전도성 산화물(예를 들어 IrO 2 및 PdO), 불화물, 질화물 또는 규화물(silicide)(예를 들어 PtSi))과, 
이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을 포함한다. 개시된 상호 접속 구조 내의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는 화학 기상 증착(chem
ical vapor deposition : CVD), 플라즈마 여기 CVD(plasma enhanced CVD: PECVD), 또는 스퍼터링이나 반응성 스
퍼터링(reactive sputtering)과 같은 물리 기상 증착에 의해 증착될 수 있다. 또한, PdO는 Pd의 전기 화학적 (양극) 
산화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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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몇 가지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제 2 유전체 재료로서 불화 유전체(250)를 사용하고 내불소성의 도전성 캡핑
/라이너 재료를 사용하는 점에서 도 1, 2, 3a-3b에서의 종래 기술에 따른 구조(10, 160, 180, 190)와 상이한 두 배
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200, 210, 220, 230, 310, 400)를 도 4, 5, 6a-6b, 7, 8에 도시한다. 상호 접속 구조(200)
는 세 캡핑 재료로서 도전성 배선 및 비아의 측벽과 바닥면을 라이닝하는 도전성 캡핑 또는 라이너 재료(260)와, 각 배
선 레벨 중 그 위에 위치하는 비아에 의해 접촉되지 않은 영역 위에 위치하는 절연성 캡핑층(270)과, 각 유전층(250) 
의 일부 또는 전체(도시됨) 위에 있는 선택적 절연성 캡핑 재료층(280)을 포함한다. 도 1 내의 상호 접속 구조(10)의 
경우에서와 같이, 도전성 라이너 또는 캡핑 재료(260)는 부착성을 제공하고 유전체(250) 내로 금속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도전성으로 인해 전기적 리던던시가 제공되고 상이한 레벨의 도전성 부재 사이의 콘
택트 영역에 도전성 라이너 또는 캡핑 재료(26)가 잔류할 수 있다. 절연성 캡핑 재료(270)의 주된 역할은 상부에 위치
하는 유전층으로의 금속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절연성 캡핑 재료(270)는 다른 잠재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 작
용 또한 방지한다. 절연성 캡핑 재료(280)는 상호 접속 구조 제조 중에 에칭 마스크, 에칭 차단물 및/또는 연마 차단물
로서 사용된 후 그 구조 내에 선택적으로 남게 된다.
    

부착성을 개선하고 상호 접속 구조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소 함유 화합물의 형성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
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274)의 부가층 또한 제 1 유전체(40)와 불화 유전체(250)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5는 캡핑 재료(260, 280)의 배치가 이중 대머신 공정 방법을 반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4의 상호 접속 구조(
200)와 유사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인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210)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한다. 예를 들
면, 배선 레벨(60)과 그 하부 비아 레벨(80)이 같은 증착 단계에서 도전성 재료로 충진되기 때문에, 도전성 배선(50)
과 도전성 비아(70) 사이에는 도전성 캡 재료(260)가 존재하지 않는 데, 이것은 이중 대머신 처리된 모든 상호 접속 
구조 특유의 독특한 특징이다.
    

    
도 6a 및 6b는 도 5의 상호 접속 구조(210)와 유사하지만 제 2 유전 재료(250)의 이중(비아 + 배선 레벨)층 내에 이
중 제거 공동의 패터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에칭 차단물로서 사용된 절연성 캡층(290)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5의 
상호 접속 구조(210)와 다른 이중 대머신 처리된 두 개의 다른 상호 접속 구조의 두 가지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6a의 상호 접속 구조(220)에서 에칭 차단층(290)의 노출된 영역은 이중 제거 공동을 도전성 재료로 충진하기 전에 
제거되지 않으며, 도 6b의 상호 접속 구조(230)에서 에칭 차단층(290)의 노출된 영역은 이중 제거 공동을 도전성 재
료로 충진하기 전에 제거된다.
    

    
도 4, 5, 6a, 6b의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260)는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배치되거나, 통상적인 캡핑/라이
너 재료가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보호되는 기하학적 형태를 갖게 통상적인 캡핑/라이너 
재료와 조합하여 층화된 구조를 갖게 배치될 수 있다. 도 7은 도 5의 상호 접속 구조의 층화된 조합 구조의 실시예를 도
시한다. 라이너/캡핑층(260)이 도전성의 내불소성 재료(294)와 내불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도전성 장벽 재
료(296)에 의해 대체되어 있다. 도전성 장벽 재료(296)가 W 또는 Ta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속과, TaN, TaSiN, ZrN, 
ZrSiN, HfN, HfSiN, TiN, TiSiN, WN, WSiN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속 질화물 및 내화성 금속 실리콘 질화물과, 이들
의 조합물(예를 들어, TaN과 조합된 Ta)과 같은 장벽 재료일 수 있는 반면,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29
4)는 위에서 열거한 내불소성의 도전성 재료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한다. 상호 접속 구조(200, 210, 220, 230)와 마찬
가지로, 도 8의 두 배선 레벨 상호 접속 구조(400)는 불화 유전체(250)와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270, 280)를 
사용한다. 그러나, 구조(400)는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260)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전의 구조와는 다르다. 상호 접속 구조(400)에서, 캡핑 재료(260)는 도전성이거나 비도전성일 수 있는 내불소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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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와 내불소성이거나 내불소성이 아닐 수 있는 도전성 라이너 재료(420)의 조합으로 대체된다. 내불소성 재료(4
10)는 불화 유전체(250)의 측벽 상에 위치한다. 도전성 라이너(420)는 도전성 배선 및 비아의 측벽 및 바닥 표면 상
에 연속 코팅부로서 위치한다. 도전성 라이너(420)는 전기적 리던던시를 제공하고, 또한 도전성 부재(50, 70)의 형성
을 용이하게 하는 시드(seed) 혹은 도금 기저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구조(200, 210, 220 및 230)에 비해, 구조(400)는 하나의 재료가 내불소성이고 전기적으로 도전성인 동시에 배선 및 
비아의 도전성 재료의 확산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내불소성이 아닐 수도 있는 적절한 도
전성 라이너 재료의 예는 내화성 금속인 W 및 Ta와, TaN, TaSiN, ZrN, ZrSiN, HfN, HfSiN, TiN, TiSiN, WN, W
SiN,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속 질화물 및 내화성 금속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한다.

상호 접속 구조(200, 210, 220, 230, 310 및 400)가 두 개의 배선 레벨을 나타내고 있지만, 배선 레벨의 수는 하나 
정도로 작거나 10 개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
선 레벨을 포함하는 고성능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내
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후속하는 모든 방법에서, 다음 사항 1) 
내지 3)이 이해되어야 한다.

1) 불화 유전체는 FDLC와, FLAC와, H, Si, Ge, O, N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첨가물을 갖는 FDLC 혹은 F
LAC와, FSG와, 불소를 함유하는 유기 유전체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2)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원소 Ag, Al, Al-Ti, Co, Cr, Cu, In, Ir, Mg, Mn, Sn의 절연성 산화물, 질화물 
혹은 불화물과, 이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과, Si 함유 DLC, Si-O 함유 DLC와 같은 비정질 실리콘 함유 탄소계 재료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3)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금속인 Ag, Al, Al-Ti, Co, Cr, Cu, In, Ir, Mg, Mn, Pd, Pt, Sn과, 이들의 도전
성 산화물(예를 들어, IrO 2 와 PdO), 불화물, 질화물 혹은 규화물(예를 들어, PtSi)과, 이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의 그룹
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그들의 혼합물"이라는 단어는 합금 혹은 A/B 층의 조합과 같은 꽤 균질한 조합을 포함한다.

이들 내불소성 캡핑/라이너 재료를 생성하는 방법은 화학 기상 증착(CVD), 플라즈마 증강 CVD(PECVD), 스퍼터링이
나 반응성 스퍼터링과 같은 물리 기상 증착 공정을 포함한다. 또한, PdO는 Pd의 전기 화학적 (양극) 산화에 의해 형성
될 수도 있다.

예 1

도 5에 도시한 상호 접속 구조(210)와 같은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제 1의 바람직한 방법은,

도전성인 영역(30)과 비도전성인 영역(40)을 포함하는 기판(20)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절연성 및 내불소성이 되도록 선택된 제 1 캡핑 재료(274)의 블랭킷(blanket) 코팅층을 증착하는 선
택적 단계와,

제 1 캡핑 재료(274) 또는 기판 영역(30, 40) 상에 불화 유전체(250)의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불화 유전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마스킹 재료(280)의 층을 증착하되, 상기 마스킹 재료(280)를 최종 구조에 남
기게 되는 경우 마스킹 재료(280)는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이 되도록 선택되는 마스킹 재료를 증착하는 선택적 단계와,

적어도 일부 영역의 제 1 캡핑 재료(274) 또는 도전성 기판 영역(30)이 노출되도록 상기 선택적으로 증착된 마스킹 
재료(280) 및 상기 불화 유전체(250)를 패터닝하여 불화 유전체(250)의 선택된 영역 내에 공동을 형성하는 패터닝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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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캡핑 재료(274)의 노출된 영역이 존재하면 그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여, 상기 기판 상의 하부 도전성 영역(30)을 
노출시키는 제거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를 제거하는 선택적 단계와,

내불소성으로 확인된 제 1 도전성 재료(260)를 선택하는 단계와,

제 1 도전성 재료(260)의 부합적 코팅을 제공하여 상기 공동을 라이닝하는 제공 단계와,

제 2 도전성 재료(50)로 상기 공동을 과충진하는 단계와,

연마와 같은 평탄화 공정에 의하여 제 2 도전성 재료(50)의 과충진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의 상부면 혹은 마스킹 재료(280)가 제거된 경우에는 불화 유전체(250)의 상부면 위의 영역으로부
터 제 1 도전성 재료(260)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가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경우, 마스킹 재료(280)를 제거하는 선택적 단계와,

이러한 공정 단계를 원하는 수의 배선 및 비아 레벨이 제조될 때까지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 2

도 6a 및 도 6b에 도시한 상호 접속 구조와 같은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제 2의 바람직한 방법은,

도전성인 영역(30)과 비도전성인 영역(40)을 포함하는 기판(20)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절연성 및 내불소성이 되도록 선택된 제 1 캡핑 재료(274)의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선택적 단계와,

제 1 캡핑 재료(274) 또는 기판 영역(30, 40) 상에 불화 유전체 재료(250)의 제 1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불화 유전체 재료(250)의 상기 제 1 층 상에 절연성 및 내불소성이 되도록 선택된 제 2 캡핑 재료(290)의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제 2 캡핑 재료(290)의 상기 층 상에 불화 유전체 재료(250)의 제 2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마스킹 재료(280)의 층을 증착하되, 마스킹 재료(280)를 최종 구조에 남기게 되는 경우 마스킹 재료(
280)는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이 되도록 선택되는 마스킹 재료를 증착하는 선택적 단계와,

적어도 일부 영역의 제 1 캡핑 재료(274) 또는 도전성 기판 영역(30)이 노출되도록 선택적 증착된 마스킹 재료(280), 
불화 유전체(250)의 상기 제 2 층, 제 2 캡핑 재료(290), 불화 유전체(250)의 상기 제 1 층을 패터닝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불화 유전층(250)의 선택된 영역 내에 공동을 형성하는 패터닝 단계와,

제 1 캡핑 재료(274)의 노출된 영역이 존재하면 그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여, 상기 기판 상의 하부 영역(30)을 노출시
키는 제거 단계와,

불화 유전체(250)에 의하여 이전에 덮여 있던 제 2 캡핑 재료(290)의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는 선택적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를 제거하는 선택적 단계와,

내불소성으로 확인된 제 1 도전성 재료(260)를 선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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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도전성 재료(260)의 블랭킷 코팅을 제공하여 상기 공동을 라이닝하는 제공 단계와,

제 2 도전성 재료(50)로 상기 공동을 과충진하는 단계와,

연마와 같은 평탄화 공정에 의하여 제 2 도전성 재료(50)의 과충진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의 상부면 혹은 마스킹 재료(280)가 제거된 경우에는 불화 유전체(250)의 상부면 위의 영역으로부
터 제 1 도전성 재료(260)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280)가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경우, 마스킹 재료(280)를 제거하는 선택적 단계와,

이러한 공정 단계를 원하는 수의 배선 및 비아 레벨이 제조될 때까지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 3

도 8에 도시한 상호 접속 구조(400)와 같은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제 3의 바람직한 방법은, 예 2의 방법 중 내불
소성으로 확인된 제 1 도전성 재료(260)를 선택하는 단계가,

내화성 금속 W 및 Ta와, TaN, TaSiN, ZrN, ZrSiN, HfN, HfSiN, TiN, TiSiN, WN, WSiN 등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
속 질화물과 내화성 금속 실리콘 질화물과,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내불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제 1 도전성 
재료(420)를 선택하는 단계로 대체되고,

도전성 재료(250)로 상기 공동을 충진하기 전에 상기 공동의 측벽 상에 측벽 스페이서(410)를 형성하되, 측벽 스페이
서(410)의 재료가 도전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내불소성 재료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측벽 스페이서(410) 
형성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예 2의 방법을 포함한다.

수평 및 수직 표면을 포함하는 패턴화된 워크피스(workpiece) 위에 측벽 스페이서 재료의 얇은 블랭킷 부합적 층을 증
착하고, 이방성 에칭을 수행하여 소재의 수직 표면 상에는 스페이서 재료를 남기는 반면 워크피스의 수평 표면으로부터
는 스페이서 재료를 제거함으로써 측벽 스페이서(410)를 형성하는 단계가 바람직하게 수행된다.

비록 본 발명을 예시적인 방식으로 기술하였지만, 사용한 용어법이 기술된 단어의 본질에 따른 것이지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개시와 관련된 "불소 함유", "불화", "내불소성"이라는 용어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할로겐 함유(halogen-containing)", "할로겐화(haloganated)", "내할로겐성(halogen-resi
stant)"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도면에서의 동일한 요소 또는 구성 요소가 동일한 대응되는 참조 부호로 지칭된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을 몇몇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기술하였지만, 당업자가 이들 개시된 내용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본 발
명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면, 비-대머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불화 유전체를 함유하는 
상호 접속 구조는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에 의하여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는 필수 구조적 요소인 도전성 
배선 및 비아를 포함하더라도 도 4 내지 도 8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화 유전 절연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도전성 배선 레벨
을 포함하되 이들 배선 레벨과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에 의해 불화 유전체로부터 완
전히 격리되는 상호 접속 구조가 제공됨으로써, 상호 접속 구조의 기능 혹은 기계적 일체성을 손상시키는 불소 함유 화
합물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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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상호 접속 구조체에 있어서,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via)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되,

상기 도전성 배선 패턴 및 비아는 Ag, Co, Cr, In, Ir, Mn, Pd, Pt, Sn과, 이들의 산화물, 불화물(fluoride), 질화물(
nitride), 규화물(silicide)과, 이들의 혼합물과, Si 함유 DLC와,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fluorine-resistant capping material)에 의해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는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은 불화 다이아몬드형 탄소(fluorinated diamond like carbon: FDLC)와, 
불화 비정질 탄소(fluorinated amorphous carbon: FLAC)와, H, Si, Ge, O, N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첨가물을 
갖는 FDLC 또는 FLAC와, 불화 규소 유리(fluorinated silicon glass: FSG)와, 무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와, 유기 할
로겐 함유 유전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3.

상호 접속 구조체에 있어서,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되,

상기 도전성 배선 패턴 레벨 및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에 의해 제 1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고,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liner) 재료에 의해 제 
2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상기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와 상기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Ag, Co, Cr, In, Ir, 
Mn, Pd, Pt, Sn과, 이들의 산화물, 불화물, 질화물, 규화물과, 이들의 혼합물과, Si 함유 DLC와, Si-O 함유 DLC로 이
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은 FDLC와, FLAC와, H, Si, Ge, O, N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첨가물
을 갖는 FDLC 또는 FLAC와, FSG와, 무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와, 유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
된 상호 접속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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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의 내불소성 캡핑 및/또는 라이너 재료는 Cr, Co, 코발트 규화물(CoSi 2 )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마그네슘 산화물(MgO), Si 함유 DLC,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
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8.

상호 접속 구조체에 있어서,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되,

상기 도전성 배선 패턴 및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에 의해 제 1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로부터 격리되고, 도전성 라이너 재료와 조합된 적어도 하나의 내불소성 측벽 캡핑 재료
에 의해 제 2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상기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상기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원소 Ag, Co, Cr, In, Ir, Mn, Sn의 절연성 산화물, 질화물, 불화물과, 이
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과, Si 함유 DLC와,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은 FDLC와, FLAC와, H, Si, O, N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첨가물을 갖
는 FDLC 또는 FLAC와, FSG와, 무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와, 유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
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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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마그네슘 산화물(MgO), Si 함유 DLC,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
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불소성 측벽 캡핑 재료는 Ag, Co, Cr, In, Ir, Mn, Pd, Pt, Sn과, 이들의 산화물, 불화물, 질화물, 규화물과, 이
들의 혼합물과, Si 함유 DLC와,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불소성 측벽 캡핑 재료는 마그네슘 산화물(MgO), Cr, Co, Si 함유 DLC,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라이너 재료는 TaSiN, ZrN, ZrSiN, HfN, HfSiN, TiSiN, WN, WSiN 및 이들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에서 선택된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15.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전성인 영역과 비도전성인 영역을 포함하는 기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으로 선택된 제 1 캡핑 재료의 블랭킷 코팅층(blanket coating)을 증착하는 단계
와,

불화 유전체의 블랭킷층을 상기 제 1 캡핑 재료 상에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불화 유전체 상에 마스킹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증착된 마스킹 재료와 상기 불화 유전체를 패터닝하여 상기 불화 유전체의 선택된 영역 내에 공동(cavity)을 형성
함으로써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적어도 일부 영역을 노출시키는 패터닝 단계와,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상기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여 밑에 있는 상기 기판의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거 단계와,

내불소성으로 확인된 제 1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를 부합적 코팅하여 상기 공동을 라이닝(lining)하는 부합적 코팅 단계와,

제 2 도전성 재료로 상기 공동을 과충진하는 단계와,

평탄화 공정에 의해 상기 제 2 도전성 재료의 과충진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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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불화 유전체의 상부 표면 위의 영역에서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바람직한 수의 배선 및 비아 레벨이 제조될 때까지 이들 공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마스킹 재료의 적어도 하나의 층을 증착하는 상기 단계는 절연성의 내불소성 마스킹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상기 노출 영역을 제거하는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마스킹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마스킹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방법.

청구항 19.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전성인 영역과 비도전성인 영역을 포함하는 기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으로 선택된 제 1 캡핑 재료의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블랭킷 제 1 층을 상기 제 1 캡핑 재료 상에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상기 제 1 층 상에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으로 선택된 제 2 캡핑 재료의 블랭킷층을 증착하
는 단계와,

제 2 캡핑 재료의 상기 층 상에 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블랭킷 제 2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로 된 적어도 하나의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증착된 마스킹 재료, 불화 유전체의 상기 제 2 층, 상기 제 2 캡핑 재료 및 불화 유전체의 상기 제 1 층을 패터닝
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불화 유전체 층의 선택된 영역 내에 공동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적어도 일부 
영역을 노출시키는 패터닝 단계와,

제 1 캡핑 재료의 상기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여 밑에 있는 상기 기판의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거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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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불소성으로 확인된 제 1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로 된 블랭킷 코팅층을 제공하여 상기 공동을 라이닝하는 제공 단계와,

제 2 도전성 재료로 상기 공동을 과충진하는 단계와,

평탄화 공정에 의해 상기 제 2 도전성 재료의 과충진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불화 유전체의 상부 표면 위의 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바람직한 수의 배선 및 비아 레벨이 제조될 때까지 이들 공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마스킹 재료로 된 적어도 하나의 층을 증착하는 상기 단계는 절연성 및 내불소성 마스킹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불화 유전체 층에 의해 이전에 피복되었던 상기 제 2 캡핑 재료의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는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마스킹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
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마스킹 재료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4.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전성인 영역과 비도전성인 영역을 포함하는 기판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으로 선택된 제 1 캡핑 재료의 블랭킷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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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블랭킷 제 1 층을 상기 제 1 캡핑 재료 상에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상기 제 1 층 상에 절연성이고 내불소성으로 선택된 제 2 캡핑 재료의 블랭킷층을 증착하
는 단계와,

제 2 캡핑 재료의 상기 층 상에 불화 유전체 재료로 된 블랭킷 제 2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마스킹 재료로 된 적어도 하나의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증착된 마스킹 재료, 불화 유전체의 상기 제 2 층, 상기 제 2 캡핑 재료 및 불화 유전체의 상기 제 1 층을 패터닝
하여, 불화 유전체의 상기 제 1 및 제 2 층의 선택된 영역 내에 공동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 1 캡핑 재료의 적어도 일
부 영역을 노출시키는 패터닝 단계와,

제 1 캡핑 재료의 상기 노출된 영역을 제거하여 밑에 있는 상기 기판의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거 단계와,

내화성 금속 질화물을 포함하며 내불소성이 요구되지 않는 제 1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공동의 측벽 상에 내불소성 재료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재료로 이루어진 측벽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로 된 블랭킷 코팅층을 제공하여 상기 공동을 라이닝하는 제공 단계와,

제 2 도전성 재료로 상기 공동을 과충진하는 단계와,

평탄화 공정에 의해 상기 제 2 도전성 재료의 과충진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유전체의 상부 표면 상의 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바람직한 수의 배선 및 비아 레벨이 제조될 때까지 이들 공정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5.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캡핑 재료 상에 증착하는 상기 단계는 FDLC와, FLAC와, H, Si, Ge, O, N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첨
가물을 갖는 FDLC 또는 FLAC와, FSG와, 무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와, 유기 할로겐 함유 유전체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하나의 불화 유전체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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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제 15 항에 있어서,

제 1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상기 단계는,

내화성 금속인 W 및 Ta와, TaSiN, TiSiN,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내화성 금속 질화물 및 내화성 금속 실리콘 질화
물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하나의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와,

Ag, Al-Cu, Co, Cr, In, Ir, Mn, Pd, Pt, Sn과, 이들의 도전성 산화물, 불화물, 질화물, 규화물과, 이들의 혼합물로 이
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 상에 상기 도전성 재료의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33.

제 19 항에 있어서,

제 1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상기 단계는,

내화성 금속인 W 및 Ta와, TaSiN, ZrN, ZrSiN, HfN, HfSiN, TiSiN, WN, WSiN과,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내화
성 금속 질화물 및 내화성 금속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하나의 도전성 재료를 선택하는 단계와,

Ag, Co, Cr, In, Ir, Mn, Pd, Pt, Sn과, 이들의 도전성 산화물, 불화물, 질화물, 규화물과,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상기 제 1 도전성 재료 상에 상기 도전성 재료의 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 형성 방법.

청구항 34.

상호 접속 구조체에 있어서,

불화 유전성 절연체의 하나 이상의 층과,

도전성 비아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전성 배선 패턴의 하나 이상의 층을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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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성 배선 패턴 및 비아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에 의해 제 1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상기 불화 유전성 절연체로부터 격리되고, 상기 도전성 배선 패턴 및 비아 내의 금속 원자들에 대한 확산 장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성 라이너 재료와 조합된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의 내불소성 라이너 재료에 의해 제 2 세트의 선택된 
표면 상의 상기 불화 유전체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상기 전기적 절연성의 내불소성 캡핑 재료는 원소 Ag, Al-Cu, Co, Cr, In, Ir, Mn, Sn의 절연성 산화물, 질화물, 불화
물과, 이들의 혼합물 및 다중층과, Si 함유 DLC와, Si-O 함유 DLC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상호 접속 구조체.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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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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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도면 3b

 - 19 -



등록특허 10-0347739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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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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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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