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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장치의 고속화에 바람직한 고품질로 신뢰성이 높은 반도체장치를 실현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

다.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9)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

7)을 형성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촉매금속(10)을 첨가한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전해도금을 행함으

로써 촉매금속(10)을 함유한 상기 금속배선(2)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배선(2) 표면에 노출한 상기 촉매금속(10)을 촉

매로서 무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상기 금속배선(2)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7)을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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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銅)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을 가지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층간 절연막등으로의 

동(銅) 확산이 방지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반도체 웨이퍼상에 형성하는 고밀도집적회로의 미세 배선의 재료로서, 알루미늄계 합금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장치를 더욱이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배선용 재료로서, 보다 비저항이 낮은 재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 이와 같은 재료로서는 동이나 은 등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은 비저항이 1.8μΩ㎝로 낮고, 반도체장치의 고속화에 

유리한 데다,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내성이 알루미늄계 합금에 비하여 한자리수 정도 높기 때문에, 차세

대의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다.

동을 이용한 배선형성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의 드라이에칭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다머신법이 이용되고 있

다. 이것은, 예를 들면 산화실리콘으로 이루는 층간 절연막에 미리 소정의 홈을 형성하고, 그 홈에 배선재료(동)를 채

워 넣은 후, 잉여의 배선재료를 화학기계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이하, CMP라 칭한다.)에 의해 제거하

고, 배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접속구멍(비어홀)과 배선홈(트렌치)을 형성한 후, 일괄하여 배선재료를 채워 

넣고, 잉여 배선재료를 CMP에 의해 제거하는 듀얼다머신법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 배선은, 일반적으로 다층화되어 이용된다. 그 때, 층간 절연막으로의 동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상기 

배선을 형성하기 전에, 질화실리콘, 탄화실리콘등으로 이루는 배리어막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CMP직후의 동 배선표면에는, 배리어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층선을 형성하기 전에 동의 확대방지층

으로서 기능하는 배리어막을 형성한다. 이 때, 동은, 150℃라는 저온에서도 산소를 함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용이하게

산화되기 때문에, 통상은,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재료인 실리콘 질화막(SiN)이나 탄화실리콘막(SiC)등이 배리어막으

로서 이용된다.

단, 질화실리콘(SiN)이나 탄화실리콘(SiC)은, 산화실리콘(SiO 2 )보다도 비유전율이 크기 때문에, 동 배선을 가지는 

반도체장치의 실행유도율이 높게 되며, 반도체장치의 RC지연(저항과 용량에 의한 배선의 지연)이 크게 된다라는 문

제나, 배리어막인 SiN, SiC와 동과의 계면에서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 확산방지성, RC지연의 개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에 뛰어난 재료로서 CoWP를 CMP후의 동 배선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USP5695810(USE OF COBALT TUNGSTEN PHOSPHITE AS A BARRIER MATERIAL F

OR COPPER METALLIZATION)에서 제창되어 있다. 더욱이, CoWP는, 무전해 도금에 의해 선택적으로 동 배선상에

만 성막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가진다.

이와 같은 배리어막으로서 CoWP를 이용한 종래의 반도체장치를 도 21에 나타낸다. 이 반도체장치는,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을 가지는 것이며, 이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CoWP로 이루는 배리어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반도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면, 트랜지스터 등의 디바이스(도시는 생략한다.)가 미리 제작된 기판(101)상에,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이하, Cu배선이라 칭한다.)인 하층배선(102a, 102b)이, 절연층(103a)에 설치된 홈에 채워 넣어지

게 된다. 그리고, 절연층(103a)은, 예를 들면 SiOC로 이루며, 하층배선(102a, 102b)과 절연층과의 사이에는 예를 들

면 TaN으로 이루는 배리어메탈막(104a)이 형성되어 있다. 또, 기판(101)과 절연막과의 사이에는 예를 들면 SiC로 이

루는 에칭스토퍼층(105)이 형성되어 있고, 하층배선(102a, 102b)으로부터 기판(101)으로의 Cu확산을 방지한다. 또,

하층배선(102a, 102b) 및 절연층(103a)상에는, 동 확산방지를 위한 SiN막을 거쳐서 절연막(103b)이 형성되어 있다.

절연막(103b)은, 예를 들면 SiO 2 로 이룬다.

또한 절연막(103b)상에는, 동 확산방지를 위한 SiN막을 거쳐서 절연층(103c)이 형성되어 있고, 절연층(103b) 및 절

연층(103c)에 설치된 홈에, 예를 들면 TaN으로 이루는 배리어막(104b)을 거쳐서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인 상층배

선(106a, 106b)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층배선(106a, 106b)상, 즉 상층배선(106a, 106b)의 배리어막(104b)에

서 덮혀져 있지 않은 표면, 즉 도 21에 있어서의 상면에는 팔라듐(Pd) 치환층(107)을 거쳐서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

는 CoWP로 이루는 배리어층(10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데에는, 동 배선상으로의 CoWP의 무전해도금을 행하여 배리어막을 형성한다. 

이하에, 동 배선상으로의 CoWP의 무전해도금 성막방법 및 그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무전해 도금법에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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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를 동 배선상에 선택적으로 성막시키기 위해서는, 무전해도금 개시를 위한 촉매층이 필요하게 된다. 동은 촉매활

성도가 낮기 때문에, CoWP를 굴절시키기 위해 충분한 촉매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리 팔라

듐(Pd)등의 촉매금속층을 동표면에 치환도금에 의해 형성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치환도금은, 이종(異種)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상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Cu는 Pd에 비해 전기 화학적으로 비천한 금

속이므로, 예를 들면 PdCl 2 의 HCl용액중에 Cu를 담그면, Cu의 용해에 따라서 방출되는 전자가, 용액중의 귀금속인

Pd이온으로 이전하고, 비천한 금속의 Cu표면상에 Pd가 형성된다. 필연적으로 금속이 아닌 절연막의 표면에는 Pd의 

치환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촉매활성층은 Cu상에만 형성되게 된다. 계속하여 이 Pd층을 촉매로서, Cu배선상에만 

무전해도금 반응이 개시하고, CoWP에 의한 배리어 메탈층이 형성되게 된다.

그렇지만, 상술한 방법에 있어서는, Pd치환도금에 의해 Cu표면에 촉매활성화층을 형성할 때에, Cu배선을 에칭하여 

손상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Cu의 그레인에 따라서 국부적으로 Cu에 구멍을 열어 버리고, 에칭이 심한 경우

에는 Cu배선을 단선시킬 정도의 손상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Cu배선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Cu배선저항

이 예를 들면 30%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Cu그레인 사이에 발생하는 구멍을 CoWP의 성막에 의해 채우는 것은 곤란

하므로, 그 결 과, CoWP성막후에도 Cu배선속에 보이드가 잔류하게 되며, 그것을 기점으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이 급격하게 악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실정에 감안하여 창안된 것이며, 반도체장치의 고속화에 호적한, 고품질로 신뢰성이

높은 반도체장치를 실현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

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이며, 촉매금속을 첨가한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전해도금

을 행하므로써 촉매금속을 함유한 금속배선을 형성하고, 금속배선표면에 노출한 촉매금속을 촉매로서 무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베리어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종래,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상에 무전해도금법에 의해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데에는, 금속배선층 표면에 촉매성이 

높은 금속인 Pd등을 이용하여 촉매활성화 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동을 포함하는 금속

배선표면을 Pd의 치환도금에 의해 Pd에 치환하여 촉매활성층을 형성하고, 그 후, 이 촉매활성층의 Pd를 촉매핵으로

서 무전해도금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을 형성

할 때에 미리 금속배선 속에 촉매금속을 함유시켜, 금속배선 속에 함유된 촉매금속 중, 금속배선의 표면에 노출한 촉

매금속 을 촉매핵으로서 무전해도금에 의해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을 전해도금에 

의해 형성할 때에, 전해도금에 이용하는 전해도금액에 미리 촉매금속을 첨가한다. 이 촉매금속은, 배리어막을 형성할 

때에, 전해도금 반응개시를 위한 촉매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촉매금속이 첨가된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촉매금속을 함유한 금속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금속배선 속 및 그 표면에 촉매금속이 분산배치된 금

속배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불필요 부분의 제거 및 평탄화 처리를 실시하고, 금속배선의 표면에 노출하고 있는 촉매금속을

촉매로서 배리어막을 형성하기 위한 무전해도금을 행하면, 이 촉매금속을 촉매로서 전해도금 반응이 더욱이 자기촉

매 작용으로 무전해 도금 반응이 계속됨으로서 금속배선상에 배리어막이 형성된다.

여기서, 촉매금속은 금속배선의 표면에만 노출해두고, 무전해 도금은 촉매금속이 존재하는 곳에만 진행한다. 따라서, 

금속배선상에만 선택적인 배리어막의 성막을 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미리 촉매금속이 첨가된 전해도금액을 이용한 전해도금에 의해 금속배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무전해 도금에 있어서의 촉매로서 기능하는 촉매금속이 금속배선 속 및 그 표면에 분산 배치된다. 이것에 의

해, 종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촉매활성화 처리를 실시한 경우와 동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종래의 제조방법에서는 필수였던 촉매활성화 처리공정이 불필요하게 되며, 간략화된 제

조공정에 의해 효율 좋게 배리어막을 형성할 수 있고, 층간 절연막으로의 동(銅)원자의 확산이 확실하게 방지된 고품

질인 반도체장치를 저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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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배선자체가 에칭되지 않는다. 즉, 금속배선은, 에칭에 의해 금속배선 속에 구멍이 발생하거나, 또한 단선이 발생

하는 등의 에칭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금속배선의 에칭에 기인한 배선저항의 상승이나 일렉트로 마이

그레이션 내성의 악화등, 반도체장치의 동작불량의 원인으로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조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과

같이 촉매금속이 층간 절연막상에 흡착, 잔유하지 않고, 그 결과, 층간 절연막상에 배리어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배리어막 성막시 선택 성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하여 제작한 반도체장치의 일 구성예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 다.

도 3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을 적용하여 하층 배선을 형성한 상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을 듀얼다머신법에 적용한 경우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종단면도이다.

도 21은, 종래의 반도체장치의 일구성예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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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을 적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 서 상세히 설명한다. 또, 본 발명은 하기의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적의 변경 가능하다. 우선, 본 발명을 단층배

선에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도면에 있어서는 설명의 편의상, 실제의 축척과 다른 것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하여 제작한 반도체장치의 요부 단면도이다. 이 반도체장치는,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을 가지

는 것이므로, 이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반도체장치의 구성을 설명하

면, 트랜지스터등의 디바이스(도시는 생략한다.)가 미리 제작된 기판(1)상에,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이하, Cu배선

이라 칭한다.)(2)이 층간절연막(3)에 설치된 홈에 채워 넣어지게 되는 것이다.

층간절연막(3)은, 예를 들면 SiOC, SiO 2 , SiLK, FLARE, 불소첨가 실리콘 산화막(FSG) 혹은, 다른 저유전율 절연

막으로 이루는 것이다. Cu배선(2)과 층간절연막(3)과의 사이에는,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 메탈막(4)과 Cu 

채워 넣는 공정으로 전해도금에 의해 Cu를 성막할 때의 도전층으로 이루는 Cu실드층(5)이 형성되어 있다. 배리어 메

탈막(4)은, 예를 들면 TaN, Ta, Ti, TiN, W, WXN 혹은 이들의 적층막으로 이루는 것이다.

또, 기판(1)과 층간절연막(3)과의 사이에는 예를 들면 SiN, SiC등으로 이루는 에칭스토퍼층(6)이 형성되어 있다.

또, 이 반도체장치에서는, Cu배선(2)상, 즉 Cu배선(2)의 배리어 메탈막(4)으로 덮혀져 있지 않은 표면, 즉 도 1에 있

어서의 상면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7)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배리어막(7)은, Cu배선상에 형성된 

코발트 텡스텐 인(CoWP)막으로 이룬다. 배리어막(7)으로서 코발트 텅스텐 인(CoWP)으로 이루는 배리어막(7)을 이

용함으로써, 이 반도체장치에서는 코발트 텅스텐 인(CoWP)으로 이루는 배리어막(7)이 동의 확산방지막으로서 충분

히 기능하고, 층간절연막으로의 동의 확산이 확실하게 방지된다.

또, 배리어막(7)으로서 코발트 텅스텐 인(CoWP)으로 이루는 배리어막(7)을 이용함으로서, 이 반도체장치에서는 배

리어막(7), 즉 동 확산방지막으로서 SiN등을 이용한 경우와 같이, 동 확산방지막과 동과의 계면에서의 일렉트로 마이

그레이션 내성이 약하다라는 문제나, 동 확산방지막 자체가 고유전율이기 때문에 RC지연이 크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

기지 않는다. 즉, 배리어막(7)으로서 코발트 텅스텐 인(CoWP)으로 이루는 막을 이용함으로써, 동 확산방지성에 뛰어

나며, 뛰어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을 가지고, 또, RC지연이 억제된 반도체장치가 실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장치는, 이하와 같이 하여 제작할 수 있다. 우선,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판(1)상에 CVD(Che

m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하여 SiC, SiN등의 재료를 피착시켜, 에칭스토퍼층(6)을 성막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원료가스로서 모노실란(SiH 4 ), NH 3 및 N 2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CVD법에 의해 SiN을 막두께 50n

m에서 성막한다.

다음으로,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에칭스토퍼층(6)상의 전면에, 예를 들면 원료가스로서 테트라에토키시실란(T

EOS)과 O 2 와의 혼합가스를 이용하고, 상기 에칭스토퍼층(6)의 성막에 연결하여 SiO 2 로 이루는 층간절연막(3)을 

CVD법에 의해 성막한다. 이 층간절연막(3)의 성막은, 전(前) 공정인 에칭스토퍼층(6)의 성막에 연결하여 동일의 찬바

내에서 행할 수 있다. 또, 층간절연막(3)으로서는 SiO 2 에 한하지 않고, SiOC등 주지의 산화물이나, 저유전율재료 등

의 유기재료이더라도 좋다.

다음으로,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및 드라이에칭에 의해, 층간절연막(3)에 배선을 형성하기 위한

홈(8)을 패터닝한다. 예를 들면, 이하에 나타내는 에칭조건에서 층간절연막(3)의 에칭을 행할 수 있다.

〈층간절연막(3)의 에칭조건〉

사용가스: CHF 3 /CF 4 /Ar=30/60/800sccm

압력: 200Pa

기판온도: 25℃

다음으로,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의 층간절연막(3)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TaN으로 이루

는 배리어 메탈막(4)을 PVD(Phys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해 성막한다. 배리어 메탈막(4)으로서는, TaN 외, T

a, Ti, TiN, W, WN 혹은 이들 적층막 등의 Cu에 대한 배리어성에 뛰어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배리어 메탈막(4)상에, PVD법에 의해 Cu 시드층(5)을 성막한다. Cu 시드층(5)

은, 다음의 Cu 채워 넣는 공정에서 전해도금에 의해 Cu를 성막할 때의 도전층으로 이루는 것이다. 배리어 메탈막(4) 

및 Cu 시드층(5)의 성막은 PVD법에 한정되지 않고, CVD법에 의해 형성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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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각의 막두께에 관해서는, 디자인룰에도 의하지만, 배리어 메탈막(4)에 관해서는 50nm이하, Cu 시드층에 관해

서는 200n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TaN 으로 이루는 배리어 메탈막(4)을 20nm의 막두께

로 성막하고, 당해 배리어 메탈(4)상에 Cu 시드층(5)을 150nm의 막두께로 성막할 수 있다. 이 때 배리어 메탈막(4)의

PVD성막 조건의 일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배리어 메탈막(4)의 PVD성막조건〉

DC파워: 1㎾

프로세스가스: Ar=50sccm

AC웨이퍼바이어스파워: 350W

또, Cu시드층(5)의 PVD성막조건의 일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Cu시드층(5)의 PVD성막조건〉

DC파워:12㎾

압력:0.2Pa

성막온도:100℃

다음으로,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전해도금에 의해 Cu(9)를 성막하고, 홈(8)에 Cu(9)를 채워 넣는다. 이 때, C

u 전해도금에 이용하는 Cu 전해도금액중에 촉매금속(10a)으로서 Pd를 첨가하여 둔다. 이 촉매금속(10a)은, 후술하 

는 배리어막(7)을 형성할 때에, 무전해도금 반응개시를 위한 촉매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Pd등의 촉매금속(10a)이 

첨가된 Cu전해도금액을 이용한 Cu 전해도금에 의해 Cu(9)를 성막하여 홈(8)에 Cu(9)를 채워 넣음으로써, 촉매금속(

10a)을 함유한 Cu배선(2)을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Cu배선(2) 속 및 그 표면에 촉매금속(10a)이 랜덤에 분산

배치된 Cu배선(2)을 형성할 수 있다.

종래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Cu배선(2)상에 배리어막(7)을 형성하는 데에는, Cu배선(2) 표면에 촉매성이 

높은 금속인 Pd등을 이용하여 촉매활성화처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Cu배선(2) 표면

을 치환도금에 의해 Pd에 치환하고 Cu배선(2) 표면에 촉매활성화를 형성하고, 그 후, 이 촉매활성화층의 Pd를 촉매

핵으로써 무전해도금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Cu 전해도금액중에 미리 촉매금속(10a)을 첨

가하고, 이 Cu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Cu 전해도금을 이용함으로써, 촉매금속(10a)을 함유한 Cu배선(2)을 형성할 수

있다. 즉, Cu 배선(2) 속 및 그 표면에 무전해도금 반응개시를 위해 촉매로 이루는 촉매금속(10a)을 분산배치할 수 있

다.

이것에 의해, 종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촉매활성화 처리를 실시한 경우와 동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종래의 제

조방법에서는 필수였던 촉매활성화 처리공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

법에 있어서는, 간략화된 제조공정에 의해 효율이 좋고, 배리어막(7)을 형성할 수 있고, 층간절연막으로의 동(銅) 원

자의 확산이 확실하게 방지된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저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리어막(7)을 형성할

때에 Cu 배선(2)이 에칭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

기 때문에, Cu배선(2)은, 에칭에 의해 Cu배선(2) 속에 구멍이 발생하거나, 또한 단선이 생기기도 하는 등의 에칭에 의

한 손상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u배선(2)의 에칭에 기인한 배선저항이 상승이나, 일레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의 악

화등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Cu배선(2)의 에칭에 기인한 반도체장치의 동작불량이 생기지 않고, 고품질인 반도체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과 같이 촉

매금속이 층간절연막(3)상에 흡착, 잔류하지 않고, 그 결과, 층간절연막(3)상에 배리어막(7)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후술하는 배리어막(7) 성막시의 선택 성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무전해도금은 촉매금속(10a)이 존재하는 

곳에만 진행하고,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금속(10a)은 Cu배선(2)상에만 선택적으로 배치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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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u전해도금에는, 일반적으로 황산동(銅)계의 전해도금액이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촉매금속으로서 Pd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촉매금속의 첨가방법으로서는 Cu전해도금액에 황산 팔라듐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렇지만, 단지 Cu전해도금액에 황산팔라듐을 첨가한 경우에는, Cu전해도금액중에 있어서 첨가분해에 의해 Pd

의 수산화물이 발생하고, 이 수산화물이 Cu전해도금액 속을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도금액의 변색을 일으키는 동시에

, 전해도금의 불안정화의 원인으로 된다.

그래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촉매금속을 착제화하여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예를 들면 Pd를

촉매금속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Pd를 구연산등에 의해 착체화 한 후에,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같이 착체화 한 Pd를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함으로써, Cu전해도금액중에 있어서의 가수분해에 의한 Pd의 수

산화물의 발생이 방지되며, 이 수산화물이 Cu전해도금액 속을 둥둥 떠다니지 않는다. 따라서, Pd의 수산화물에 기인

한 도금액의 변색이나, 전해도금의 불안정화가 생기지 않고, 안정한 고품질의 Cu전해도금을 행할 수 있다.

또,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촉매금속으로서는, Pd이외에 금(Au), 백금(Pt), 은(Ag), 로듐(Rh), 코발트(Co), 니켈(N

i)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을 촉매금속으로서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연산염, 주석

산염, 호박산염등의 적당한 착화제를 이용하여 착체화하여 금속염으로 한 후에 Cu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 형성하는 배리어막(7)의 재질에 의하여, 후술하는 무전해도금을 개시시키기 위해 필요한 촉매금속량, 즉, Cu배선(

2)의 표면에 존재하는 단위면적당 촉매금속 분산밀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촉매금속(10a)의 Cu전해도금액으로의 첨

가량은 특히 한정되지 않고, 형성하는 배리어막(7)의 재질에 의하여 적의 설정되면 좋다.

이상과 같은 Pd를 착체화하여 첨가한 Cu전해도금액의 조성 및 Cu전해도금의 조건의 일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Cu전해도금액 조성〉

황산동(銅): 200g/1∼250g/1

황산팔라듐:10㎎/1∼1g/1

구연산암모늄:20㎎/1∼4g/1(구연산나트륨등으로도 가능)

황산:10g/1∼50g/1

염소이온:20㎎/1∼80㎎/1

광척제등의 첨가제:적량

〈Cu전해도금조건〉

도금전류치:2.83A

도금시간:4분 30초(1㎛)

도금액온도:25℃∼30℃

음극전류밀도:1㎃/㎠∼5㎃/㎠

또, 상기에 있어서는, 황산동욕에 의한 Cu전해도금으로 했으나, Cu전해도금은 황산동욕 이외에도, 붕플루오르화동욕

, 피로인산동욕, 시안화동욕등에 의해 행해도 좋다.

다음으로,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여분인 Cu(9), 배리어메탈막(4) 및 실드층(5)을 제거하고, 홈(8)내에만 Cu(9)

를 남기고 Cu배선(2)을 형성한다. 이것에 의해, Cu배선(2) 속에 함유되어 있는 Pd가 Cu배선(2)의 표면에 노출된다. 

즉, 차공정으로 배리어막(7)을 무전해도금에 의해 형성할 때의 촉매로서 기능하는 촉매금속(10a)이 Cu배선(2)의 표

면에 노출된다.

여기서, 여분인 Cu(9)등의 제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술은 CMP에 의한 연마이다. 이 공정에서는, 홈(8)내

에만 배선재료를 남기도록 층간절연막(3)의 표면에서 연마를 종료할 필요가 있고, 또한 층간절연막(3)상에는 이들 배

선재료가 남기지 않도록 연마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MP에 의한 연마공정에서는, Cu(9), 배리어메탈막(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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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실드층(5)의 복수종의 재료를 연마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연마하는 재료에 의해 연마액(슬러리), 연마조건등

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복수 스텝의 연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하에, 잉여 Cu의 CMP조건의 일예를 

나타낸다.

〈Cu의 CMP조건〉

연마압력:100g/㎠

회전수:30rpm

회전퍼트:부직포와 독립발포체와의 적층체

슬러리:H 2 O 2 첨가(알루미늄함유 슬러리)

유량:100cc/min

온도:25∼30℃

다음으로, Cu배선(2)상에 배리어막(7)을 형성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CMP에 의한 연마공정후의 Cu배선(2)상에 형성

되는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전 처리를 실시하고, 그 후, 무전해도금법에 의해,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배

선(2)상에 배리어막(7)을 형성한다. 무전해도금법을 채용하는 것으로, Cu배선(2)상에만 선택적으로 배리어막(7)을 

형성할 수 있고, 배리어막(7)을 에칭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전처리법의 일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전(前)처리〉

(1)탈지처리: 알칼리탈지 혹은 산성탈지에 의해, 표면의 젖는 성질을 향상시킨다.

(2)산처리: 2%∼3%의 염산등에서 중화하면 동시에, 표면의 산화하고 있는 Cu를 제거한다.

(3)순수린스

상기 처리에 있어서, (1)탈지처리 및 (2)산처리에 있어서의 처리방법으로서는, 스핀코터를 이용하여 스핀처리 또는 

퍼들(puddle)처리(웅덩이), 또한 티핑처리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Cu배선(2)의 표면에 배리어막(7)으로서 예를 들면 CoWP막을 무전해도금에 의해 성막한다. CoWP막을 성

막하는 데는,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배선(2)의 표면에 노출한 촉매금속(10a)인 Pd를 촉매로서 CoWP무전해

도금 반응을 개시시킨다. 그리고, 자기촉매작용으로 무전해도금 반응이 계속됨으로써,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

u배선(2)상에 CoWP막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촉매금속(10a)인 Pd는 Cu배선(2)의 표면에만 노출하고 있고, 무전해도금은 Pd의 존재하는 곳

에만 진행한다. 따라서, Cu배선(2)상에만 선택적인 배리어막(7)의 성막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는 배리어막(7)은 CoWP막에 한정되지 않고, 코발트합금이나 니켈합금을 이용하고, 이것을 무전

해도금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코발트합금으로서는, CoP, CoB, CoW, CoMo, CoWB, CoMoP, CoMoB등을 들 수 

있다. 또, 니켈합금으로서는, NiWP, NiWB, NiMoP, NiMoB등을 들 수 있다. 또한, Co와 Ni의 양쪽이 합금화된 것, W

와 Mo 양쪽이 합금화된 조합등을 들 수 있다.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의 코발트나 니켈에 첨가하는 것으로, 동 확산방지

효과가 증대한다. 또, 무전해도금으로 부차적으로 침입되게 되는 인이나 붕소도, 성막된 코발트나 니켈등을 미세한 결

정구조로 하고, 동 확산방지효과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무전해도금에 이용하는 무전해도금액 조성 및 조건의 일예를 하기에 나타낸다.

(CoP의 경우)

〈무전해도금액의 조성〉

염화코발트: 10∼100g/1(황산 코발트등)

글리신:2∼50g/1(구연산, 주석산, 호박산, 사과산, 마롱산, 개미산등의 암모늄염, 또는 그들의 혼합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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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아인산암모늄 : 2∼200g/1(포르말린, 글리오키실산, 히드라진, 수소화붕소암모늄, 디메틸아민볼런(DMAB) 등

) 수산화암모늄(테트라메틸암모늄하이드록시드(TMAH)등:pH조정제)

〈무전해도금조건〉

도금액온도:50∼90℃

도금액의 pH:7∼12

상기 무전해도금액 조성중, 하이포아인산암모늄 대신에 포르말린, 글리오키실산, 히드라진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배

리어막은 인(P)을 포함하지 않는 막으로 이룬다. 또, 수소화붕소암모늄이나 디메틸아민볼런(DMAB)등을 이용하면, 

인(P) 대신에 붕소(B)를 포함하는 막으로 이룬다. 이것은, 이하의 무전해도금액 조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CoWP, CoMoP, NiWP, NiMoP의 경우)

〈무전해도금액의 조성〉

염화코발트 혹은 염화니켈:10∼100g/1(황산코발트, 황산니켈 등)

글리신:2∼50g/1(구연산, 주석산, 호박산, 사과산, 마롱산, 개미산등의 암모늄염, 또는 그들의 혼합물 등)

하이포아인산암모늄 : 2∼200g/1(포르말린, 글리오키실산, 히드라진, 수소화붕소암모늄, 디메틸아민볼런(DMAB) 등

) 수산화암모늄(테트라메틸암모늄하이드록시드(TMAH)등:pH조정제)

〈무전해도금조건〉

도금액온도:50∼95℃

도금액의 pH:8∼12

상기 무전해도금에 대해서도, 전처리와 동일하게, 스핀코터를 이용하여 스핀처리 또는 퍼들(puddle)처리, 또한 티핑

처리등에 의해 성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하여,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동 확산방지기능과 함께, 뛰 어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을 가지

고, 또, RC지연이 억제된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이상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Cu배선(2)을 형성할 때에, 미리 

금속배선중에 촉매금속(10a)을 함유시킨다. 구체적으로는, Cu배선(2)을 전해도금에 의해 채워 넣어 형성할때에, 전

해도금액중에 촉매금속(10a)을 첨가하고, 이 전해도금액을 이용한 전해도금에 의해 Cu배선(2)을 채워 넣어 형성한다

. 그리고, Cu배선(2)중에 함유된 촉매금속(10a)중, Cu배선(2)의 표면에 존재하는 촉매금속(10a)을 촉매핵으로서, 즉,

무전해금속 반응개시를 위한 촉매로서 이용하고, 무전해도금에 의해 Cu배선(2)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

어막(7)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 Cu배선(2)을 형성함으로써 Cu배선(2)속 및 그 표면에 무전해도금 반응개시를 위해 촉매로 이루

는 촉매금속(10a)이 분산배치되기 때문에, Cu배선(2)을 형성하는 것으로 종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촉매활성화 처

리를 실시한 경우와 동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종래의 제조방법에서는 필수였던 촉매활성화 처리공정이 불필요하

게 된다. 이것에 의해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간략화된 제조공정에 의해 효율 좋게 

배리어막(7)을 형성할 수 있고, 층간절연막으로의 동(銅)원자의 확산이 확실하게 방지된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저코

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리어막(7)을 형성할 때에 Cu배선(2) 이 에칭되지 않는다. 따라서, Cu배선(2)의 에칭에 기인한 배선저항의 상승이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의 악화등, 반도체장치의 동작불량의 원인으로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품질인 반도

체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과

같이 촉매금속이 층간절연막(3)상에 흡착, 잔유하지 않고 그 결과, 층간절연막상 배리어막(7)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

에, 배리어막(7) 성막시의 선택성막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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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다머신법, 듀얼다머신법의 어느 것의 홈 배선기술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을 다층배선의 반도체장치에 응용하고, 이른바 듀얼다머신법에 의한 구체적인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상술한 단층배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제 1배선, 즉 하층배선을 형성한다. 다음

으로, 이하의 수순에 따라서 제 2배선, 즉 상층배선을 형성한다. 또한, 이하에 있어서, 상술의 설명과 같은 부재에 대

해서는, 상기와 같은 부호를 붙이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층 배선의 형성을 행하는 데에는, 먼저, 층간절연막(3)상의 잔유 동(銅)원자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불산(HF) 용액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비어홀 깊이분의 SiOC로 이루는 층간절연막(10b) 및 동 확산방지를 위해 Si

N막(11)을 CVD법에 의해 순차성막한다.

다음으로,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및 그것에 이어 드라이에칭에 의해 SiN막(11)을 가공하고, 

하층 배선(2)의 직상이며 또한 비어홀에 상당하는 위치에 개구부(12)를 패턴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개구부(12)를 포함하는 SiN막(11)상에 SiOC를 상층배선의 깊이만큼 CVD법

에 의해 퇴적시키고, 층간절연막(13)을 성막한다.

다음으로, 층간절연막(13)상에 레지스트 도포하고,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레지스트마스크(도시는 생략한다.)를

형성한 후, 이 레지스트마스크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층간절연막(13)을 가공한다. 또한, 에칭을 진행하고, 도 15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10b)을 가공한다. 이 에칭은, 배리어막(7)상에서 정지된다.

다음으로, 또 포토리소그래피기술에 의해 배선형상 이외의 부분을 레지스트(도시는 생략한다.)에서 패터닝한다. 그리

고, 이 레지스트마스크를 이용하여 에칭을 행한다. 레지스트를 제거하면, 도 1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10

b) 내에 배리어막(7)에 통하는 층간절연막(10b)을 측벽으로 하는 비어홀(15)이, 또, 층간절연막(13) 내에 층간절연막

(13) 및 SiN막(11)을 측벽으로 하는 상층 배선홈(14)이 형성된다. 이하, 배선홈(14)과 비어홀(15)을 통합하여 오목부

(16)라 칭한다.

다음으로, 도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10a) 및 층간절연막(13)으로의 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면 TaN으로 이루는 배리어메탈막(17)을 PVD법에 의해 성막하고, 계속하여 PVD법에 의해 Cu시드층(18)을 성막

한다. 배리어메탈막(17)으로서는, TaN 외, Ta, TiN, WN 등의 Cu에 대한 배리어성에 뛰어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Cu시드층(18)은, 다음의 Cu 채워 넣는 공정으로 전해도금에 의해 Cu를 성막할 때의 도전층으로 되는 것이다. 배리어

메탈막(17) 및 Cu시드층(18)의 성막은 PVD법에 한하지 않고, CVD법에 의해 성막해도 좋다. 각각의 막두께에 관해

서는, 디자인룰에도 의하지만, 배리어메탈막(17)에 관해서는 50nm 이하, Cu시드층에 관해서는 200nm 이하가 바람

직하다.

다음으로, 도 1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전해도금에 의해 오목부(16)에 Cu(19)를 채워 넣는다. 이 때, 상기와 동일

하게 Cu전해도금에 이용하는 Cu전해도금액 중에 촉매금속(20)으로서 Pd를 첨가해 둔다. 이 촉매금속(20)은, 후술하

는 배리어막(22)을 형성할 때에, 무전해도금 반응 개시를 위한 촉매로 되는 것이다. 또, Cu(19)의 막두께는, 오목부(1

6)의 깊이에 의해 다르지만, 목안으로서 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여분인 Cu(19), 배리어메탈막(17) 및 Cu시드층(18)을 제거하여 오목부(16)

에만 Cu(19)를 남기고 상층배선인 Cu배선(21)을 형성한다. 이것에 의해, Cu배선(21)중에 포함되어 있는 Pd가 Cu배

선(21)의 표면에 노출된다. 즉, 다음 공정에서 배리어막(22)을 무전해도금에 의해 형성할 때의 촉매로서 기능하는 촉

매금속(20)이 Cu배선(21)의 표면에 노출된다.

여분인 Cu(19)의 제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CMP에 의한 연마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공정에서는, 오목부(1

6)에만 배선재료인 Cu(19)를 남기도록 층간절연막(13)의 표면에서 연마를 종료할 필요가 있고, 또한 층간절연막(13)

상에는 이들 배선재료가 남지 않도록 연마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MP에 의한 연마공정에서는, Cu(19) 및 배

리어메탈막(17) 및 Cu시드층(18)의 복수종의 재료를 연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연마하는 재료에 의해 연마액(

슬러리), 연마조건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복수 스텝의 연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Cu배선(21)상에 배리어막(22)을 형성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CMP에 의한 연마공정 후의 Cu배선(21)상에 

형성되는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를 실시하고, 그 후, 무전해도금법에 의해, Cu배선(21)상에 배리어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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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 형성한다. 무전해도금법을 채용하는 것으로, Cu배선(21)상에만 선택적으로 배리어막(22)을 형성할 수 있고, 배

리어막(22)을 에칭하는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전처리법의 일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전처리〉

(1)탈지처리:알칼리탈지 혹은 산성탈지에 의해, 표면이 젖는 성질을 향상시킨다.

(2)산처리:2%∼3%의 염산등으로 중화하면 동일하게, 표면의 산화하고 있는 Cu를 제거한다.

(3)순수린스

상기 전처리에 있어서, (1)탈지처리 및 (2)산처리에 있어서의 처리방법으로서는, 스핀코터를 이용하고 스핀처리 또는

퍼들(puddle)처리(웅덩이), 또한 티핑처 리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Cu배선(21)의 표면에 배리어막(7)으로서 예를 들면 CoWP막을 무전해도금에 의해 성막한다. CoWP막을 

성막하는 데는, Cu배선(21)의 표면에 노출한 촉매금속(20)인 Pd를 촉매로서 CoWP무전해도금 반응을 개시시킨다. 

그리고, 자기촉매작용으로 무전해도금 반응이 계속됨으로써, 도 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Cu배선(21)상에 배리어막(

22)인 CoWP막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와 같이, 촉매금속(20)의 Pd는 Cu배선(21)의 표면에만 노출하고 있고, 무전해도금은 Pd의 존재하는 곳

에만 진행한다. 따라서, Cu배선(2)상에만 선택적인 배리어막(7)의 성막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동일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동의 확산이 확실히 방지된 신뢰성이 높은 Cu다층배선을 제작할 수 있다.

상기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단층배선 및 다층배선에 적용한 경우의 일예에 대하여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상기 기술

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의 변경 가능하다.

또, 배선의 다층화에 있어서는, 상술한 듀얼다머신에 의한 배선형성에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채용해도 상관없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동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이며, 촉매금속을 첨가한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전해도금을 행하므로써 촉매금속을

함유한 상기 금속배선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배선표면에 노출한 상기 촉매금속을 촉매로서 무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상기 금속배선상에 상기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금속이 첨가된 전해도금액을 이용한 전해

도금에 의해 금속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종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촉매활성화처리를 실시한 경우와 동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종래의 제조방법에서는 필수였던 촉매활성화 처리공정이 불필요하게 되

며, 간략화 된 제조공정에 의해 효율좋게 배리어막을 형성할 수 있고, 층간절연막으로의 동원자의 확산이 확실히 방

지된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저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배선 자체가 

에칭되지 않고, 금속배선의 에칭에 기인한 배선저항의 상승이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내성의 악화등, 반도체장치의

동작불량의 원인으로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계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촉매활성화 공정을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

과 같이 촉매금속이 층간절연막상에 흡착, 잔유하지 않으므로, 배리어막 성막시의 선택 성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

능하며, 고품질인 반도체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반도체장치의 고속화에 호적한, 고품질로 신뢰성 이 높은 반도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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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동(구리)을 포함하는 금속배선상에 동 확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

촉매금속을 첨가한 전해도금액을 이용하여 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촉매금속을 함유한 상기 금속배선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배선표면에 노출한 상기 촉매금속을 촉매로 하고 무전해도금을 행함으로써 상기 금속배선상에 상기 동 확

산방지기능을 가지는 배리어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금속을 착체화(錯體化)하여 상기 전해도금액에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금속이 Au, Pt, Pd, Ag, Ni, Co의 어느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막이, 코발트 합금 또는 니켈 합금의 어느 것으로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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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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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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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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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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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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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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