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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단계를포함하는 구리 전착방법

요약

본 발명은 a) p-type (100) Si 웨이퍼 상에 확산 방지막을 스퍼터링(sputtering)하는 단계; b) 상기 스퍼터링된 확
산 방지막의 표면상에 구리 전도막(seed layer)을 연속 증착하여 구리 전도막/확산 방지막/SiO 2 /Si의 기판을 형성하
는 단계; c) 상기 구리 전도막을 포함한 기판을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세정하는 단계; d) 상기 세정된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을 연속적으로 급속 열처리하는 단계; 및 e) 이중 전처리된 상기 구리 전도막표면상에 펄스 전류를 이용
하여 구리 전해도금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구리전착, 수소플라즈마, 급속 열처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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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5,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를 플라즈마 노
출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하고, rf-전원의 변화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

(a) 20 W (b) 60 W (c) 100 W 및 (d) 140 W.

도 2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플라즈마 노출 시간 10 분 및 rf-전원의 변화에 따라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한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 에서 30 초동안 실시했을 경우, RMS(root mean square)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이고,

(a)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b)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도 3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10,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를 rf-전원을 
100 W으로 고정하고, 플라즈마 노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

(a) 1 분 (b) 5 분 (c) 10 분 및 (d) 20 분.

도 4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rf-전원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 에서 30 초동안 실시했을 경우, RMS(root mean square)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이며,

(a)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b)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도 5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에 rf-전원을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
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0 초동안 열처리 온도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

(a)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실온의 경우 (b)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를 350 ℃ (c) 450 ℃ 및 (d) 50
0 ℃에서 실시한 경우.

도 6은 본 발명에서 구리 전도막의 탄소 피크를 XPS로 관찰된 것이고,

(a) 통상적인 탄소 피크 (b)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c)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를 실시한 경우.

도 7은 본 발명에서 구리 전도막의 산소 피크를 XPS로 관찰된 것이고,

(a) 통상적인 산소 피크 (b)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c)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를 실시한 경우.

도 8은 본 발명에서 구리 전도막의 구리-산소 피크를 XPS로 관찰된 것이고,

(a) 통상적인 구리-산소 피크 (b)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c)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도 9는 본 발명의 전처리 단계에 따른 전기 비저항도의 값을 비교한 것이다.

(a) 단순 증착된 경우 (b)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및 (c)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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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에 10,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rf-전원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에서 30 초동안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최
종 전착된 구리 전착막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 p-type (100) Si 웨이퍼 상에 확산 방지막을 스퍼터링하는 단계; b) 상기 스퍼터링된 확산 방지막의 표
면상에 구리 전도막(seed layer)을 연속 증착하여 구리 전도막/확산 방지막/SiO 2 /Si의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구리 전도막을 포함한 기판을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세정하는 단계; d) 상기 세정된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을 
연속적으로 급속 열처리하는 단계; 및 e) 이중 전처리된 상기 구리 전도막 표면상에 펄스 전류를 이용하여 구리 전해도
금 단계를 포함하는 구리 전착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공정들은 집적 회로의 대용량화를 추구하기 위해 집적회로의 배선폭을 감소시키고, 배선 길이
를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배선 재료와 공정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소자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금속
선 형성 공정에 있어서 접촉창 및 금속선의 선폭이 1 μm 이하로 작아짐에 따라 배선 전류 밀도의 증가로 생기는 소자 
구동 전압의 손실을 줄이고, 배선 재료의 비저항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배선 재료로 사용된 알루미늄은 RC time delay, cross-talk, 전기적 이동성(electromigration) 및 높은 저항
의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집적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대체 배선 재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에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30 % 가량 낮은 비저항 (1.67 μΩㆍcm)으로 소자의 신뢰성을 갖을 뿐 아니라 전기적 이
동성(electromigration)이나 실리콘 기판과의 고용에 의한 접속부 침투의 단점이 없기 때문에 차세대 금속선 형성 재
료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구리 배선을 논리 소자와 메모리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에 부합한 구리공정이 개발되어야 하고, 소자 
특성도 기존특성보다 향상되기 위해서는 구리에 증착, 확산방지막, 구리식각, 구리 이온전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BM, TI사 등의 유명 반도체 회사들이 구리칩 개발에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19
98년도에는 구리 배선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양산에 돌입하는 집적회로 공정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메모리 소
자의 높은 비중을 갖는 국내 반도체 산업도 구리 배선의 비메모리 소자 개발이 최근에 들어서야 부분적으로 구리를 적
용하거나 연차적으로 생산품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리는 기존의 플라즈마 에칭으로 식각이 곤란한 배선형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각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해 절연물
질을 에칭하여 트렌치(trench) 또는 비어(via)를 형성한 후, 구리를 채워넣고 화학 기계적인 연마(Chemical Mechan
ical Polishing; CMP)를 진행하는 상감공정(damascene process)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때, 구리와 함께 사용할 
유전체 박막 재료는 폴리이미드와 같은 유전 상수가 낮은 고분자 재료가 도입되어 상기 유전체 박막의 안정 온도 범위
인 350 ℃이상에서 구리 도포가 가능하며, 더불어, 다양한 구리 도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구리 배선을 증착시키는 공정은 건식 방법 및 습식 방법이 있으며, 상기 건식 방법으로는 화학기상 증착(chemical va
por deposition) 및 물리기상 증착(phsical vapor deposition)이며, 상기 물리기상 증착은 대표적 방법으로 스퍼터링
(sputtering)을 포함하고 있고, 습식 방법으로는 전해 및 무전해질 법이 있다.

    

 - 3 -



공개특허 특2003-0009593

 
상기 증착 방법의 선택은 상호 절충되는 장점을 있다. 일반적으로 비어홀(via hole)에 aspect ratio는 3 이상을 요구하
는데 스퍼터링(sputtering)방법은 1.5 정도의 한계가 있고, 화학기상 증착법은 채움성이 높아 aspect ratio가 3 이상
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증착 속도가 너무 느린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의 화학기상 증착법은 장비나 유기재료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그러나 막질의 양호성면에서는 스퍼터링(sputter)방법이 가장 우수하고, 전해법 및 화학기상 증착
법 순서로 특징된다.
    

    
최근 제시된 전해도금(electroplating)법은 도포 온도가 낮고, 건식공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전착된 구리의 순도가 
우수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비어(via)와 배선을 동시에 형성하는 이중 상감공정(dual damascene process)으로 제
조 단가가 저렴하고, 도포된 구리 막의 질이 우수하고, 트렌치/비어(via) 채움성 역시 우수하다. 특히, 무전해질법보다 
막 증착 속도가 더 빠르고, 도금액이 안정하며, 제어가 용이하며 구리의 상감공정(damascene process)의 트렌치/비어
(via)의 채움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차세대 다층 배선 기술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본 발명은 전해도금법에 필수적인 구리 전
도막 표면을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하여 구리 전도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이중 전처리 단
계가 구리 전도막의 표면상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 전착된 구리 전착막의 표면이 부드러우며 
두께가 균일하고 전기 저항이 낮음을 알아냄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a) p-type (100) Si 웨이퍼 상에 확산 방지막을 스퍼터링하는 단계; b) 상기 스퍼터링된 확산 방지
막의 표면상에 구리 전도막을 연속 증착하여 구리 전도막/확산 방지막/SiO 2 /Si의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구리 
전도막을 포함한 기판을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세정하는 단계; d) 상기 세정된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을 연속
적으로 급속 열처리하는 단계; 및 e) 이중 전처리된 상기 구리 전도막 표면상에 펄스 전류를 이용하여 구리 전해도금 
단계를 포함하는 구리 전착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a) p-type (100) Si 웨이퍼 상에 확산 방지막을 스퍼터링하는 단계; b) 상기 스퍼터링된 확산 방지막
의 표면상에 구리 전도막을 연속 증착하여 구리 전도막/확산 방지막/SiO 2 /Si의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구리 전
도막을 포함한 기판을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세정하는 단계; d) 상기 세정된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을 연속적
으로 급속 열처리하는 단계; 및 e) 이중 전처리된 상기 구리 전도막 표면상에 펄스 전류를 이용하여 구리 전해도금 단
계를 포함하는 구리 전착방법을 제공한다.

구리 배선이 실용화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리가 산화막으로 확산되거나 구리 자체의 산화로 인해, 층간 절연막과 완전
히 격리되어야 한다. 상기의 목적으로 구리의 주위를 둘러싸는 확산 방지막을 구비함으로써 구리가 유전막이나 규소를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상기 확산 방지막은 내화금속(Ti, Ta, W), 내화 금속의 질화물(TiN, TaN, WN) 그리고 삼원계(TaSiN, WBN)를 사
용할 수 있고, 상기 내화금속의 일례로는 Ti, Ta 및 W을 들 수 있고, 내화 금속의 질화물로는 TiN, TaN 및 WN을 들 
수 있으며, 삼원계의 예로는 TaSiN 및 WBN 등을 사용한다. 특히, Ti, TiN은 도입이 가장 용이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으나, 확산 방지의 효과가 약하여 두께를 두껍게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확산 방지의 효과도 뛰어나며, 
두께의 박막화가 가능한 Ta, TaN 및 WN이 보다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층간 절연막 및 구리와의 밀착성에 
효과적인 Ta 및 TaN을 사용하는 것이다.
    

 - 4 -



공개특허 특2003-0009593

 
전해도금(electroplating)법은 양극과 음극사이에 전류를 인가해 주어 양극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환
원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음극에 있는 재료에 원하는 금속을 입히는 공정이다. 이때, 음극에 있는 재료에 원하는 금속을 
입히기 과정에서 수용액 중에 웨이퍼를 담그면서 증착함으로써, 전원과 수용액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단 도포가능한 전
도막(seed layer)이 필수적이다.

상기 전도막은 구리 핵생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일예로는 전도막의 전기 전도성이 높은 경우는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가
진 표면보다 구리 핵생성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해도금법에 있어, 구리 핵생성은 전도막 표면 상태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상기 전도막은 매우 순수하고 균일하며, 낮은 전기 저항, 부드러운 표면, 확산 방지막과의 좋은 
접착성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전도막이 구리 전해도금법에 도입되면 우수한 막의 증착과 공간 채움성(gap filling)이 가능하며, 
전도막의 두께는 전해도금 자체의 도포성(coverage)에 크게 기인함으로써, 구리 전해도금을 위한 전도막의 물리 화학
적 특성이 실제 소자제조 공정에 전기적 및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기 구리 전도막의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우수한 구리 전착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수소 플라즈
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단계의 바람직한 조건 및 상기 조건이 미치는 효과를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5,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를 플라즈마 노
출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하고, rf-전원 20 W ∼ 140 W의 변화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전
처리를 실시할 경우, 전해 증착된 구리 입자 크기는 매우 미세하고 부드러운 막이 얻어지는 반면에 rf-전원을 증가함에 
따라 전착된 구리의 입자 크기와 표면의 각진 구조가 증가하였다.

도 2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플라즈마 노출 시간 10 분으로 고정하고, rf-전원 20 W ∼ 140 W의 변화에 따
라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한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에서 30 초동안 실시했을 경우, RMS(root mean square)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구리 전도막 표면상태와 거칠기(Roughness)는 Atomic force microscopy으로 관
찰하였다. 상기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f-전원이 20 W와 60 W에서는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만을 실시한 경우
와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간에는 RMS 거칠기 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0 W 
이상에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140 W의 전원에서는 수소 플라즈마 단계만은 실시한 경우 RMS 거칠기 값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rf-전원의 증가로 에너지를 갖는 수소 이온
이 충돌하여 표면 손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rf-전원은 RMS 거칠기 값이 제일 적게 나온 100 W가 
가장 바람직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10,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를 rf-전원 1
00 W로 고정하고, 플라즈마 노출 시간 1 분 ∼ 20 분의 변화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 플라즈마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리의 입자 크기가 커지고 각진 구조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을 rf-전원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에서 30 초동안 실시했을 경우 RMS(root mean square) 거칠기 값을 나타낸 것이며,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 단계를 실시했을 경우, 수소 플라즈마 단계만을 
실시한 경우보다 RMS 거칠기 값이 저하되어 더욱 부드러운 계면을 얻을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RMS(root mean 
square) 거칠기 값이 가장 낮은 경우는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하고 플라즈마 노출 시간
이 10 분일 경우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플라즈마 노출 시간은 10 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에 rf-전원을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
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0 초동안 열처리 온도에 따라 전착된 구리층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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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는 RMS 거칠기값이 4.47 nm 이고,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된 경우, 상기 급속 열처리 온도가 (b) 350 ℃의 경우 (c) 450 ℃의 경우 및 (d) 500 ℃
의 경우의 RMS 거칠기 값은 각각 2.41, 3.43 및 6.82 nm이다. 상기 결과로부터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시한 경우 
보다 350 ℃에서 30 초간 열처리로 이중 전처리된 표면이 가장 부드럽게 나타나 바람직한 조건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
서는 오히려 RMS 거칠기 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결정립 성장과 더불어 구리 원자의 내부로의 확산과 구리 박막과 열처
리 분위기 중의 잔류성분과의 표면 반응으로 거친 입자가 관찰된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내용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1>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포함한 구리 전착과정

자연 산화막과 Si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희석된 HF 용액(HF:Deionezed water = 1:20)에서 에칭한 
후, 탈 이온수로 세정을 하고 질소가스로 p-type Si(100) 기판을 건조시켰다. 타겟(Target)은 99.999 % 순도를 가
지는 직경 3" 및 두께 1/4" 의 탄탈륨(Ta)과 구리(Cu) 타겟을 각각 사용하고, 10 -6 Torr이하로 기본 진공을 펌핑한 
후, 탄탈륨(Ta) 타겟을 질소와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250 Å 두께로 TaN막의 확산방지막을 스퍼터링하였다. 이때, 스
퍼터링에 필요한 전원은 300 W과 공정압력은 5 mTorr로 유지시켰다. 진공이 계속 유지되는 동일한 공정조건으로 구
리(Cu) 타겟을 아르곤으로 스퍼터링(sputtering)하면서 구리 전도막을 400 ∼ 600 Å두께로 증착시켰다.

상기 증착된 확산방지막과 구리 전도막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착되는 시간 간격을 최소화하여 Cu seed/
TaN/SiO 2 /Si 기판을 얻었다. 상기 Cu seed/TaN/SiO 2 /Si 기판이 진공 상태에서 깨질 경우 자연 산화막이 형성되고, 
형성됨과 동시에 rf-전원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시간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상기 구리 전도막
을 포함하는 Cu seed/TaN/SiO 2 /Si 기판 표면을 세정하였다. 이후, 연속적으로 급속 열처리 (rapid thermal anneali
ng)를 350 ℃에서 온도 도달 시간은 15 초, 온도 유지 시간은 30 초로 고정하였으며 두 전처리 과정 모두 10 -6 이하의 
기본 진공도를 유지시켰다.

본 발명의 상기의 단계에서 이중 전처리된 구리 전도막(Cu seed) 표면은 전해도금하는 과정에서 대기상 노출되고, 대
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Cu-O 결합을 구리 전도막 내에 생성한다. 이 밖에도 표면에 플로르, 탄소, 질소, 황 및 염소
의 불순물이 전해도금법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구리전착에 있어 핵생성을 방해하고, 밀착성이나 막 특성 저하시
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서 구리 전도막의 탄소 피크를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로 관찰된 것으로, 통상적
인 탄소 피크는 284.5 eV 상에 나타나고, 상기의 피크의 반치폭(F.W.H.M.)이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만을 실시한 
경우 현저히 작아진다.

도 7은 본 발명에서 구리 전도막의 산소 피크를 XPS로 관찰된 것으로, 통상적인 산소 피크가 531.0 eV 상에 나타나고,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만을 실시한 경우, 상기 산소 피크의 반치폭(F.W.H.M.)이 현저히 줄고,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그 세기가 보다 감소되었으나, 감소 경향은 수소 플라즈마만을 실시한 경우보
다 작게 관찰되었다.

도 8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의 구리-산소 피크를 XPS로 관찰된 것으로, 두 개의 933.6 eV 및 953.5 eV 영역에서 
피크(shake-up satellite peak)가 관찰되었고, 이는 Cu-O 2 결합이 아닌 Cu-O 결합을 나타낸다. 수소 플라즈마 전처
리만을 실시한 경우에서 933.6 eV의 해당되는 피크인 Cu-O 세기가 가장 크게 줄고,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 이
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그 세기가 보다 감소되었다.

결론적으로, Cu seed/TaN/SiO 2 /Si 기판 표면상에 생성된 탄소, 산소 및 Cu-O의 농도가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 실
시한 경우 크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본 발명의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를 통한 건식 세정방법은 불순물의 농도
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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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공정동안 구리 전도막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약간의 탄소 원자(C)는 메탄(CH4 )을 형성하
기 위해 수소(H2 )와 반응하고 산소(O2 )는 물(H2 O)을 형성하기 위해 수소원자(H2 )와 반응한다. 결과로서 구리 전도
막 표면에는 형성된 메탄 가스(CH4 )와 물(H2 O)이 고온상에서 증발되고, 순수한 구리 원자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단계를 통한 Cu seed/TaN/SiO 2 /Si 기판 상부 표면은 불순물의 농도가 감소
되어 보다 평활해지며, 순수한 구리 원자의 농도를 높일수 있고, 최종 전착되는 구리 전착막의 핵생성과 성장에 효과적
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전처리 단계에 따른 전기 비저항도의 값을 비교한 것으로써,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만을 실시한 경우
와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four point probe를 이용하여 각각 
비저항을 6 번씩 측정하고, 그 중 최고 값과 최저값을 뺀 나머지 4 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면산란, 입계산란, 불순물, 입내결함으로 인한 잔류저항 때문에 단순 증착된 경우(a), 순수한 구리의 경
우가 1.67 μΩㆍcm인 반면에 구리박막의 비저항 값이 2.5 μΩㆍcm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수소 플라즈마 전처
리만을 실시한 경우(b) 및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c)는 각각 2.2 및 1.9 μΩㆍ
cm로서 비교적 낮아진 비저항도를 보이고 있다. 상기 급속 열처리의 전처리 단계에 의해 결정립들간의 응집이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결정립 성장이 이루어져 조밀한 박막이 발달되고, 결정립계 감소, 결함 농도저하, 미세구조 및 표면 형
태 개선에 의한 잔류비저항이 낮아진 것으로 본다.
    

    
원자 충진밀도가 높은 면일수록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므로 열처리시 박막의 표면에너지가 낮추어지려는 경향에 의해 
초조밀면 쪽으로 배향이 이루어진다. 열처리에 의해 표면 이동도가 커진 구리원자가 fcc구조의 최조밀도 (111)면으로 
주도적인 결정립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적 이동성(electromigration)은 입계확산을 통해 주도적
으로 발생되고, 이로 인한 금속 배선 파단은 배선층이 (111)배향을 가질 때 입계확산 계수를 낮추어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수소 플라즈마 및 급속 열처리의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우, 전기적 이동성(electrom
igration)에 대한 내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구리 전도막 표면에 10,000 배율의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rf-전원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
간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에서 30 초동안 이중 전처리를 실시한 경
우, 최종 전착된 구리 전착막의 표면을 보이고 있으며, 상기 표면이 부드럽고 평활한 구리 전착막의 형성됨이 관찰되었
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type (100) Si 웨이퍼상에 스퍼터링하여 확산 방지막을 증착하고, 구리 전
도막을 연속 증착하여 형성된 상기 구리 전도막 표면에 rf-전원을 10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을 10 분으로 고정된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 후, 연속적으로 급속 열처리 단계를 350 ℃에서 30 초동안 이중 전처리를 통하여 구리 전도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고, 최종 전착된 구리 전착막의 표면이 부드러우며 두께가 균일하고 낮은 전기 저항이 관찰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p-type (100) Si 웨이퍼 상에 확산 방지막을 스퍼터링(sputtering)하는 단계;

b) 상기 스퍼터링된 확산 방지막의 표면상에 구리 전도막(seed layer)을 연속 증착하여 구리 전도막/확산 방지막/SiO

2 /Si의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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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기 구리 전도막을 포함한 기판을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로 세정하는 단계;

d) 상기 세정된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을 연속적으로 급속 열처리하는 단계; 및

e) 이중 전처리된 상기 구리 전도막을 포함하는 기판 표면상에 펄스 전류를 이용하여 구리 전해도금 단계를 포함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방지막이 내화금속의 질화물인 TaN을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가 rf-전원이 20 W ∼ 140 W 및 플라즈마 노출 시간이 1 분 ∼ 20 분
동안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가 rf-전원이 100 W 이고, 플라즈마 노출 시간이 10 분동안 처리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급속 열처리 전처리 단계가 350 ℃ ∼ 500 ℃ 이고, 30 초동안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급속 열처리 전처리 단계가 350 ℃에서 30 초동안 처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플라즈마 전처리가 구리 전도막 표면의 불순물 또는 금속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전도막 표면의 불순물 또는 금속 산화물로는 탄소, 산소 또는 구리-산소가 제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리 전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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