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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프로세싱 동안 도전성 표면을 패시베이트하는 방법

요약

반도체 웨이퍼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금속 상호접속의 표면에서 덴드라이트 및 전해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웨이퍼에 용액이 인가된다. 용액은 CMP 처리 동안 또는 포스트 CMP 세정 처리 동안 인가될 수 있다. 상기 용액은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용액 내의 계면 활성제의 농도는 대략 1 중량퍼센트보

다 낮으며 상기 용액 내의 부식 억제제의 농도는 대략 1 중량퍼센트보다 낮다. 상기 용액은 또한 솔벤트 또는 코솔벤트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용액은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 없이 솔벤트 및 코솔벤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CMP 프로세스 및 포스트 CMP 세정 프로세스는 대략 1 미크론 보다 낮은 파장을 갖는 광의 존재시 수행

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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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반도체 웨이퍼, 용액, 피착, 실리콘, 도전층, 계면 활성제, 부식 억제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방법, 특히, CMP(chemical mechanical processing)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장치 프로세싱 동안, 금속 상호접속은 전류원의 존재시 전해셀(electrolytic cell)의 애노드 또는 캐소드로서 기능

할 수 있다. 반도체 웨이퍼가 젖어있는 경우 CMP 동안 발생하는, 전해질의 존재시, 한 금속 상호접속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해(electrolysis)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전해 동안, 한 금속 상호접속은 산화되어서(애노드) 운반되어 다른

금속 상호접속(캐소드)에서 감소될 수 있는 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캐소드에서 감소되는 금속은 성장하여 금속 상호접속

간에 전기적 단락을 야기시키는 덴드라이트(dendrite)를 형성할 수 있다. 애노드에서 산화되는 금속은 용해되어 금속 상호

접속간에 보이드(void) 및 전기적 개방을 야기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단락 또는 개방)에도 전해는 회로 고장 및 신뢰성 저

하를 야기시킨다.

전해(electrolysis)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류원은 실리콘 레벨에서 ehp's(electron-hole pairs)의 열적 또는 포토-생성

(photo generation)을 포함하는 몇 몇 현상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실리콘에 대한 밴드갭(~1.1 eV)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예를 들면, 빛)의 존재시, p-n 접합에서 ehp's가 발생되고 분리될 수 있다. 그런 조건하에서, 전위는 표면에서의

전해에 대하여 유리하며 ehp's의 포토생성(photogeneration)은 전류원으로서 기능한다. 전류량은 p-n 접합의 영역, p 및

n 영역의 상대적 도핑, 및 흡수된 광자의 양 및 위치에 비례한다. Ehp's는 반도체 웨이퍼의 흡착(adsorption) 및 소멸

(extinction) 계수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근처에서 생성된다. 흡착된 방사량은 일반적으로 비어 법칙(Beer's law)

의 관계를 따라,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으로의 깊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쇠퇴한다. 이 광자들의 수집 효율(전류를 야기시키

는 광자의 백분율)은, 광자 에너지, 도펀트 타입, 도펀트 농도 프로파일, 재결합율 및 생성율을 포함하는 많은 인자들에 의

존한다.

전해(즉, 덴드라이트 형성)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 가지 해법은 제조실의 조명을 턴오프함으로써와 같이, 캐리어 포토생성

(carrier photo-gener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둠 속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고 스크럽하는 것이다. 어둠이나 희

미한 빛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프로세싱하는 것이 덴드라이트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편, 캐리어들의 열적 생성은 장치

의 구조 및 프로세싱 환경에 따라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어둠이나 희미한 환경에서 웨이퍼를 연마하

는 것은 조작자 및 엔지니어가 제조실에서 관찰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반도체 웨이퍼 낙하 및 파손 또는 인간의 부상과 같

은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여전히 덴드라이트의 형성 및 성장을 최소화시키면서 제조실에서 조작자 및 엔지니어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

크러버 또는 CMP 툴의 윈도우는 반도체 웨이퍼가 젖어서 덴드라이트가 형성되기 가장 좋은 때 광이 반도체 웨이퍼에 도

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재료로 커버될 수 있다. 그러나 CMP 툴 상의 불투명 재료는 조작자 및 엔지니어가,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가 처리가 중단되었는지 또는 연마 용액이 원인 불명으로 흐름을 중지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세싱 동안 반도체 웨이퍼를 관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어떤 이유로 반도체 웨이퍼가 제거될 필요가 있

는 경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가 CMP 툴에 끼여서 프로세싱이 중단되는 경우), CMP 툴의 문이 오픈되면, 전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도체 웨이퍼는 신뢰도 문제 또는 수율 저하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전해 및 그 후의 형성 및 성장을 감소시

키는 한편 상기 프로세스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예로서 예시되는 것이며 동일한 부호들이 유사한 요소들을 나타내는 첨부도면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시 이용된 CMP(chemical mechanical processing) 시스템의 구

조를 도시하고;

도 2-5는 도 1의 CMP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세싱 단계들 동안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의 단면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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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는 본 도면의 요소들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도시되었으며 반드시 일정한 비례로 도시된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본 도면의 요소들중 일부의 치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확대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린싱하는 동안 또는 상기 표면을 린싱한 후에 계면 활성제(surfactant) 및 부식 억제제(corrosion

inhibitor)를 포함하는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이 인가된다. 상기 용액은 또한 솔벤트(solvent) 및 코솔벤트(cosolvent)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용액은 반도체 웨이퍼 상에 형성된 복수의 배선들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따라 전

기적으로 분리된 후에 반도체 웨이퍼에 인가된다. 그러나, 동일한 용액이 린싱중 또는 린싱 후에 이용될 필요는 없다.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웨이퍼는 상기 용액의 인가 이후에 건조된다. CMP에서 상기 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도면들과 함께 더

욱 상세히 후술된다.

도 1은 제1 플레이튼(12), 제2 플레이튼(14), 제3 플레이튼(16), 선택적 터브(18), 및 스크러버 또는 비접촉 세정툴(20)을

구비하는 CMP 시스템(10)을 도시한다. 통상적으로, 제1 플레이튼(12), 제2 플레이튼(14), 제3 플레이튼(16), 및 터브(18)

는 동일한 툴의 일부이다. CMP 시스템(10)은 제1 플레이튼(12), 제2 플레이튼(14), 및 제3 플레이튼(16) 및 터브(18)를

이용하는 CMP 프로세스들, 및 스크러버(20)를 이용하는 포스트 CMP 세정 프로세스들로 분할될 수 있다. 제1 플레이튼

(12), 제2 플레이튼(14), 및 제3 플레이튼(16)은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거나 평탄화하는데 이용된다. 후속하는 프로세싱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의 CMP 프로세스 이후에 선택적인 린스들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

나, CMP 시스템(10)은 임의의 수의 플레이튼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CMP 시스템(10)은 오직 하나의 플레이튼

(platen), 두개의 플레이튼, 또는 셋 이상의 플레이튼을 가질 수 있다.

평탄화 이후, 반도체 웨이퍼는 동일한 박스 또는 컨테이너 내에 함께 저장된 것들과 같은, 복수의 반도체 웨이퍼들이 완료

될 때까지, 물을 포함하는 액체를 갖는 터브 내에 저장된다.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웨이퍼들은 함께 터브(tub, 18)로부터

스크러버(20) 내의 제1 스테이션으로 이동되며, 이것은 로드 스테이션(load station)이고 물을 포함하는 액체를 갖는다.

수동으로 또는 로보트에 의하여 복수의 반도체들로부터 한 번에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가 로드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되고

스크러버(20)의 브러시 박스 내에 위치되며, 여기에서는 평탄화 이후 수행된 선택적 린싱후 이전에 제거되지 않은 입자들

을 제거하기 위해 브러시를 통하여 간헐적인 기계적 동작(브러싱)이 적용된다. 브러시로 입자들이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제

거된 후, 스핀, 린스 및 건조 프로세스가 수행되어, 피착, 에칭,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프로세싱을 위하여 반도체 웨이퍼

를 더 세정하고 건조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1, 제2, 제3 플레이튼(12, 14, 및 16) 및 스크러버(20)는 동일한 툴의 일부이다. 본 실시예에서, 스크러

버(20)의 로드 스테이션 및 터브는 웨이퍼들을 저장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스크러버(20)는 반도체 웨

이퍼 상에서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시 박스와 같은 기계적 동작 대신 음파력(sonic force)를 이용하는 초음파 세

정기와 같은 비접촉 세정툴(20)일 수 있다. 전해 및 부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계면 활성제, 부식 억

제제, 솔벤트, 및 코솔벤트(다른 솔벤트와 결합하여 이용되는 솔벤트)는 최종 금속 제거 단계 이후에 반도체 웨이퍼를 프로

세싱하는데 이용된다.

구리 트렌치를 형성하기 위한 구리 연마 프로세스는 도 2-5의 반도체 웨이퍼(30)를 제조하기 위하여 도 1의 CMP 시스템

(10)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2)상에 도전층(38) 및 배리어층(36)

을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반도체 프로세싱을 거치는 반도체 웨이퍼(30)가 CMP 시스템(10)의 제1 플레이튼(12)에 제공

된다. 반도체 기판(32)은 반도체 기판(32) 내의 P형 영역 및 N 형 영역 위에 형성되는 절연층(33) 내에 형성된 리세스(34)

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되지는 않지만, 반도체 기판(32)은, 실리콘,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비화물 등과 같은 반도체층 위

에 형성된 유전체(예를 들면 실리콘 이산화물)층과 같은 층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배리어층(36) 및 도전층(38)의 일부는

바람직하게는 리세스(34) 내에 형성되는 한편, 이 층들의 다른 부분들은 리세스(34)의 외부에 놓이며 CMP 시스템(10)을

이용하여 제거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배리어층(36) 및 도전층(38)은 탄탈륨, 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은, 티타늄, 등 및

그 조합을 포함한다.

반도체 웨이퍼(30)는 제1 플레이튼(12) 위에 배치되어 도전층(38)의 일부를 제거한다. 제1 플레이튼(12)은, 바람직하게는

구리인, 도전층(38)의 벌크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용되어, 도 3에 도시된 더 얇은 도전층(40)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도

전층(38)의 두께는 대략 500-1000 나노미터일 수 있으며 더 얇은 도전층(40)은 대략 10-200 나노미터일 수 있다. 일 실

시예에서, 제거되는 도전층(38)의 벌크 부분은 두께가 대략 400-900 나노미터이므로 더 얇은 도전층(40)은 대략 100 나

노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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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플레이튼(12)을 이용하여 도전층(38)을 연마하기 위하여, 연마 입자(abrasive particles)(예를 들면, 알루미늄 함유

(알루미나), 세리어 함유(ceria-containing)(ceria) 또는 실리콘 함유(실리카) 입자)를 포함하는 CMP 슬러리, 구리 가용성

용액(copper soluble solution) 또는 복합 에이전트(complexing agent)(예를 들면, 시트르산), 산화 에이전트(예를 들면,

페록사이드), 물, 및 계면 활성제(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글리콜)가 이용될 수 있다. 구리는 양성적(amphoteric)이지만(즉,

산과 염기 모두에서 가용성), 구리 이온들이 보통 비가용성인 CMP 슬러리의 pH 범위에서 구리 함유 이온들을 가용성으로

만드는데 복합 에이전트가 이용될 수 있다. 제1 CMP 슬러리는 또한 표면의 격렬한 화학 에칭(핏팅(pi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 억제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슬러리에서의 생물학적 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오사이드(biocide)를 포함하

기 쉽다.

더 얇은 도전층(40)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전층(38)을 연마한 후, 반도체 웨이퍼는 도 1에서 화살표(13)로 도시된 바와 같

이, 수동으로 또는 로보트에 의하여 제2 프레이튼(14)으로 이동된다. 제2 플레이튼(14)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

스(34) 내부에 있지 않은 더 얇은 도전층(40)의 일부를 제거하고 도전층(42)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제2 플레이튼(14)을 이용하는 연마 프로세스는 배리어층(36)에서 종료하며, 이것은 일부 실시예들에서는 대

략 10 내지 100 나노미터의 탄탈륨(Ta) 또는 탄탈륨 질화물(TaN)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이 프로세스동안 배리어층(36)

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배리어층(36)의 일부가 웨이퍼 상의 분리된 영역들 및 덴스(dense)의 상

이한 연마 속도로 인하여 제거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1 플레이튼(12)과 함께 이용된 유사한 CMP 슬러리는 제2 플레이

튼(14)과 함께 이용된다. 따라서, 리세스(34) 내에 존재하지 않는 더 얇은 도전층(40) 및 도전층(38) 모두를 제거하기 위하

여 동일한 플레이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리세스(34) 내에 존재하지 않는 더 얇은 도전층(40) 모두를 제거한 후,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웨이퍼는 도 1의 화살표(15)

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예를 들면, 로보트에 의하여) 제3 플레이튼(16)으로 이동된다. 통상적으

로, 상호접속 영역(46) 및 상호접속 배리어(44)를 형성하기 위하여 절연층(33)상에 형성될 수 있는 임의의 희생(또는 캡

핑) 유전체층 및 배리어층(36)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 버프 패드(soft buff pad)가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희생

(또는 캡핑) 유전체는 저유전율 재료는 아니지만, 절연층(33)의 노출면은 저유전율 재료이며, 이것은 형성되는 반도체 장

치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캡핑 유전체가 제거되어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리어층(36)이 제거되면(제3 플레이튼을 이용하여 연마하는 동안 발생함), 상호접속 영역(46)은, 도전층(38) 및 더 얇은

도전층(40)과는 다르게 반도체 웨이퍼의 상부면을 따라 서로 더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절연층(33)

위에는 도전 영역이 배치되지 않음). 상호접속 영역(46)이 반도체 기판의 상부면을 따라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으

면, CMP 동안 덴드라이트 형성의 가능성은 증가되며 그 이유는 도전 영역(42)이 함께 단락되지 않아서 전류가 전해

(electrolysis)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전층(38 및 40) 및 배리어층(36)에 의하여 주위광(ambient

light)이 차단되지 않고 절연층(33)을 통하여 P형 영역 및 N형 영역에 전달되어 ehp's의 포토생성(photo-generation)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형 영역 및 N형 영역은 전해셀(electrolytic cell)의 전류원으로서 기능하며, 여기에서

상호접속 영역(46)은 애노드 및 캐소드이고 CMP 슬러리는 전해질이다.

실제로 버프(buff) 프로세스 동안,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는 상이한 속도로 연마된다.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의 일 영역에

서, 상호접속 영역(46) 외부에 있는 배리어층(36)의 일부는 이미 제거되어 광이 P형 영역 및 N형 영역으로 투과하도록 하

는 한편, 다른 영역에서는 배리어층(36)이 상호접속 영역(46) 외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호접속 영역(46) 외부의 모든 배

리어층(36)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일부 영역은 필요한 것 이상 연마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에 더 이상 배

리어층(36)을 갖지 않는 P형 영역 및 N형 영역은 연마 동안 광에 노출되며, 연마시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이용함으로

써 경감되는 덴드라이트를 형성할 수 있다.

계면 활성제, 부식 억제제, 솔벤트, 및 코솔벤트(존재하는 다른 솔벤트와는 상이한 솔벤트)를 포함하는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이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계면 활성제는 PEG(polyethylene glycol), PPG(polypropylene glycol),

PEO(polyehtylene oxide) 또는 PPO(polypropylene oxide)의 블럭 코폴리머, 암모늄 도데실 설페이트(ammonium

dodecyl sulfate), 알킬 페놀 에테르 포스페이트(alkyl phenol ether phosphate), 아미노 에틸 이미다졸린(amino ethyl

imidazoline), 등 또는 그 합성물을 포함하며 부식 억제제는 BTA(benzene triazole), 트리아졸(trizole), 카페인

(caffeine), 테오필라인(theophylline), 바이피리딜(bipyridyl), 등 또는 그 합성물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는 대략 100-500 ppm의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이다. 바람직한 일 실

시예에서,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는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의 최대 1 중량퍼센트(1 wt%)이다.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의 전체 농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에서 제한된 용해도

공개특허 10-2005-0120816

- 4 -



로 인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탄소 결함(carbon defects)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기물이기 때문이다. 부식 억제제의 존

재는 부식 및 덴드라이트 성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부식 억제제만을 이용하는 것은(즉 코솔벤트 없이) 비균질 웨팅

(wetting) 또는 건조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함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 내의 코솔벤트의 존재는 부식 억제제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상호접속 영역(46)과 부식 억

제제의 흡착 동역학(adsorption kinetics)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에틸렌 글리콜, 메틸 알콜, 또는 다른 무극성(non-

polar) 화학물질의 코솔벤트, 및 극성인 물의 솔벤트를 갖는 것은 웨이퍼의 혐수성(hydrophobic) 및 친수성(hydrophilic)

표면 모두의 웨팅을 증가시킨다. 계면 활성제는 또한 웨이퍼 표면의 혐수성 및 친수성 영역들의 균질의 웨팅을 허용한다.

이 장점들은 CMP 프로세스 및 포스트 CMP 세정 동안 표면 결함들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솔벤트가 코솔벤트와 상이하다면, 이용된 솔벤트 및 코솔벤트는 물, 알콜, 글리콜(예를 들면, 에틸렌 글리콜), 아세토니트

릴(acetonitrile), 아세톤,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등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솔벤트가 물이고 코솔벤트가 에틸렌 글리콜일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코솔벤트는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의 대략 0.5 내지 50 중량퍼센트(0.5-50 wt%)이고, 또

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 wt%이다.

버핑후, 반도체 웨이퍼는 제3 플레이튼(16) 상에서 린스되어 CMP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반도체 웨이퍼 상에 잔존하는 임

의의 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 용액은 또한 바이오사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부식 억제제는 계면 활성제이

므로 부식 억제제와 별개의 계면 활성제는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은 또한 포스트 CMP 세정 프로세스 동안 이용될 수 있지만, 화학성질 및 농도

는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하여 동일할 필요는 없다. 웨이퍼 린싱후, 수동으로 또는 로보트에 의하여 도 1에서 화살표 17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3 플레이튼(16)으로부터 터브(18)로 이동되고 그 후 화살표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반도체 웨

이퍼들과 함께 스크러버(20)로 이동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웨이퍼는 제3 플레이튼(16)으로부터 스크러버(20)로 직접 이

동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스크러버(20)는 비접촉 세정툴(20)이며 따라서 반도체 웨이퍼는 제3 플레이튼(16)으로부터

비접촉 세정툴(20)로 이동될 수 있다. 터브(18), 스크러버(20)의 모든 부분(즉, 로드 스테이션, 브러시 박스, 및 스핀-린스

-건조 프로세스), 또는 초음파 세정기 내의 용액은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스크러버의 브러시 박스에서 이용된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은 또한 연마 입자들의 제타 포텐셜(zeta potential)

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트르산과 같은 다른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제타 포텐셜은 연마 입자 또는 웨이퍼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표면 전하를 나타낸다. 웨이퍼의 표면 및 연마 입자에 따라, 입자들과 표면 사이의 척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

액 내에서 제타 포텐셜이 조절될 수 있다. 제타 포텐셜은 또한 연마제의 안정도를 예측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

다. 연마 입자들의 제타 포텐셜이 증가함에 따라, 집합(aggregation)의 확률은 감소한다.

전술된 임의의 프로세스를 위하여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이 이용될 수 있다.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은 반도체 웨이퍼를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에 담그거나, 반도체 웨이퍼에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분무하거나, 또는 웨이퍼에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붓는 것, 등,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플레이튼 상에서 반도체 웨이

퍼를 연마하는 동안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인가하는 경우,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이 분무되고 포스트 CMP 세정 프

로세스 동안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인가하는 경우 반도체 웨이퍼는 스크러버 내의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에 담가진

다. 더욱이, 덴드라이트 및 결함을 형성하는 포텐셜이 존재하는 다른 웨트(wet) 프로세스에서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덴드라이트 또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은 다른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은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이용하는 경우 셧오프 또는 어둡게 될 수 있거나 또

는 제조실에 남을 수 있다. 제3 플레이튼(16)에서 시작하여 스핀-린스-건조 프로세스에 이르는 CMP 시스템(10)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들과 함께 덴드라이트 최소화 용액을 사용하는 것은 전 주위 라이팅(full ambient lighting)시 덴드라이

트 형성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것을 실험들이 보였다. 즉, 모든 프로세싱은 대략 1 미크론 보다 작은 파장을 갖는 광의 존재

시 수행될 수 있으며 여전히 덴드라이트 성장을 감소시킨다. 또한 제2 플레이튼(14)에서 반도체 웨이퍼와 함께 덴드라이

트 최소화 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것은 가능하지만, 덴드라이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제2 플레이튼(14)에서 이용된 용액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논의에 기초하여, 당업자는 CMP, 특히 상호접속들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상에서 서로 전기적으로 분리된 후(즉, 리

세스 내에 도전성 재료가 제거됨) 수행된 프로세스들 동안 계면 활성제, 부식 억제제, 솔벤트 및 코솔벤트의 덴드라이트 최

소화 용액을 이용하는 것은 덴드라이트 성장(즉, 전해)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기 용액은 또한 표면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전해셀의 일부가 아닌 금속 표면상의 부식을 감소시키므로 상호접속 내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수율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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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또 다른 장점은 증가된 신뢰도 및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이다. 상호접속-유전체 인터페이스는 상호접속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인 구리에 대한 고속 확산 통로(fast diffusion pathway)로서 공지되어 있고, 부가된 결함(예를 들면

탄소 또는 구리 산화물)은 조기 스트레스 실패(early stress failures)(voids) 및 제한된 장치 수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전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설명된 바와 같

이 다양한 변형 및 변화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특정

한 도전형에 대하여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는 도전형은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도면들은 두개의 상호접속 영역들을 보

였지만, 임의의 수의 상호접속 영역들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적절한 배리어 및 상호접속 재료들이 이용될 수 있으

며 임의의 수의 상호접속 배리어층 또는 상호접속 재료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호접속 배리어층은 상이한 재료

들의 복수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그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장점, 다른 이점, 및 문제에 대한 해결이 특정한 실시예들에 관하여 전술되었다. 그러나, 장점, 이점,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임의의 장점, 이점, 또는 해결이 발생하거나 더욱 공표되도록 할 수 있는 임의의 요소(들)은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계적, 필수적, 또는 본질적인 특징 또는 요소로서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용된 바와 같이, 용어 "포함하다", "포함

하는", 또는 그것에 대한 임의의 다른 변형은 비배타적인 포함을 커버하는 것이며, 그 결과 요소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프

로세스, 방법, 제품, 또는 장치는 그 요소들 뿐만 아니라 명백히 리스트되지 않거나 그러한 프로세스, 방법, 제품, 또는 장치

에 내재적인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따라 전기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도전성 상호접속을 구비하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린싱

하는 단계;

계면 활성제 및 부식 억제제를 포함하는 용액을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린싱 동안 또는 린싱 후에 상기 반도체 웨이

퍼에 인가하는 단계; 및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상기 용액을 인가한 후 상기 반도체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액은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의 린싱 동안 및 린싱 후에 인가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린싱 단계 및 상기 건조 단계중 하나 이상이 대략 1 미크론 보다 낮은 파장을 갖는 광의 존재시 수행

되는 방법.

청구항 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린싱 단계 및 건조 단계 모두는 대략 1 미크론 보다 낮은 파장을 갖는 광의 존재하에 수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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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 활성제는 상기 부식 억제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은,

반도체 웨이퍼에 CMP 처리를 행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포스트 CMP 세정 처리를 행하는 단계; 및

솔벤트 및 코솔벤트를 포함하는 용액을 상기 CMP 처리 또는 상기 포스트 CMP 세정 처리중 하나 이상 동안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인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 CMP 세정 처리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기계적 작용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용액을 인가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상기 기계적 작용을 인가하는 동안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MP 처리는 상기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버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용액을 인가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버핑 동안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9.

반도체 웨이퍼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에 이용하는 용액으로서,

PEG(polyethyleneglycol), 블럭 코폴리머, 또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 중 하나를 포함하는 계면 활성제;

벤젠 트리아졸, 카페인, 테오필라인, 바이피리딜, 또는 트리아졸 중 하나를 포함하는 부식 억제제;

물, 알콜, 그리콜,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또는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중 하나를 포함하는 솔벤트;

상기 솔벤트와 상이하며, 알콜, 글리콜,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또는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중 하나를 포함하는 코솔벤트

를 포함하는 용액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액 내의 계면 활성제의 농도는 대략 1 중량퍼센트(percent by weight)보다 낮으며, 상기 용액 내

의 부식 억제제의 농도는 대략 1 중량퍼센트 보다 낮은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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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CMP 처리를 행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상기 CMP 프로세스를 행하는 단계 이후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포스트 CMP 세정 프로세스를 행하

는 단계; 및

블럭 코폴리머, 부식 억제제, 및 복합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용액을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인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웨이퍼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1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웨이퍼에 상기 용액을 인가하는 단계는 상기 포스트 CMP 세정 프로세스 동안 발생하는 방

법.

청구항 1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용액은 솔벤트 및 코솔벤트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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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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