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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으로, 상호 접속 구조는 실질적으로 구리로 
형성된 몸체와,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electromigration resistance), 부착 특성, 다른 표면 특성을 개선하
기 위해 구리 합금 혹은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개재되
어 있는 시드층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 부착과 다른 표면 특성이 개선되도록, 먼저 전자 소자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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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합금 혹은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재료로 된 시드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시드층 상에 시드층에 견고하게 부착
하는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구리 합금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상호 접속 시스템의 확대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을 내장하는 전자 구조의 확대 사시도,

도 3a는 그 내부에 증착된 확산 장벽층을 구비하는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의 확대 단면도,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개구 내부에 증착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구비하는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
한 개구의 확대 단면도,

도 3c는 도 3b에 도시된 개구 내부에 증착된 구리 도전체 재료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
한 개구의 확대 단면도,

도 3d는 도 3c에서 여분의 구리를 제거한 후의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의 확대 단면도,

도 4a는 그 내부에 증착된 확산 장벽층을 구비하는 이중 대머신 구조의 본 발명의 상호 접속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의 확대 단면도,

도 4b는 도 4a의 확산 장벽층 상부에 증착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가진 본 발명의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개구
의 확대 단면도,

도 4c는 도 4b에 도시된 개구 내부에 증착된 구리 도전층을 구비하는 본 발명의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개구
의 확대 단면도,

도 4d는 도 4c에서 여분의 구리를 제거한 후의 본 발명의 상호 접속 구조의 확대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6, 56 : 구리 50 : 상호 접속 구조

52 : 기판 54 : 절연체

60 : 구리 스터드 구조 62 : 국부 상호 접속부

64 : 소자 콘택트 66 : 소자

70, 100 : 절연층 72 : 도전층

76 : 시드층 101 : 장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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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와 이러한 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구비함으로써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
하여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electromigration resistance), 부착(adhesion)과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상호 
접속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칩 구조,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패키지(package) 응용에 비아(via), 라인, 다른 리세스(rece
ss)를 제공하는 상호 접속부를 제조하는 기술이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VLSI(very-large-scale-inte
grated) 구조에 대한 상호 접속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단일 기판 상에 위치하는 반도체 영역 혹은 소자 내의 콘택
트 및 상호 접속부에 대한 주된 금속 재료로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왔다. 알루미늄은 낮은 가격, 양질의 저항성 콘택트(
ohmic contact), 높은 도전성으로 인해 재료로 선택되어 왔다. 그러나, 순수한 알루미늄 박막 도전체는 저온 공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낮은 융점, 어닐링(annealing) 동안에 실리콘 내부로 확산되어 콘택트와 접합을 손상시킬 가능성, 
전자 이동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알루미늄에 비해 장점을 갖는 많은 알루미늄 합
금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 4,566,177 호는 전자 이동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실리콘의 중량
비 3%에 이르는 구리, 니켈, 크롬, 망간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 도전층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 3,631,304 
호 또한 전자 이동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알루미늄 산화물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을 개시하고 있다.
    

    
근래에 개발된 ULSI 기술은 이러한 소자에서 요구되는 극히 높은 회로 밀도와 보다 빠른 동작 속도로 인해 배선에 더
욱 엄격한 요구 조건을 강요해 왔다. 이에 따라 도전체 라인은 점점 좁아지는 반면에 전류 밀도는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큰 단면적을 갖는 알루미늄 합금 도전체 배선 혹은 더 큰 컨덕턴스(conductance)를 갖는 다른 배선 재료를 
필요로 하는 더 큰 컨덕턴스 배선이 요구된다. 산업 분야에서의 분명한 선택은 바람직한 높은 전도성 때문에 순수한 구
리를 사용하는 후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비아 및 라인과 같은 ULSI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리세스 내부에 구리를 증착하여 동일한 기판 
상에 위치하는 반도체 영역 혹은 소자들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리는 낮은 전자 이동 저항으로 인해 반도
체 소자 정션(junction)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 이동 현상은 금속성 고체 내에 불규칙성의 열적 
확산(random thermal diffusion)이 있을 때 인가된 전기장으로 인해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이온의 순이동(net drift)
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리 이온이 실리콘 기판 내부로 조금이라도 확산되면 소자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한, 순수한 구리는 실리콘 이산화물과 폴리이미드(polyimide) 같이 산소를 포함하는 유전체에는 잘 부착되지 않는다. 
상호 접속 기술에 구리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리의 부착 특성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공동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제 5,130,274 호는, 먼저 합금을 상호 접속 구조의 리세스 내부에 증착한 
후, 구리 합금 플러그(plug)와 플러그의 노출된 표면 상에 합금 구성 요소의 얇은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2 원자 
% 미만의 합금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0.5 μm 미만의 한계 치수가 
박막 칩 상호 접속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ULSI 구조에서의 보다 엄격한 요구 조건을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미세
한 서브마이크론(deep-submicron) 로직 회로 배선 구조에 표준 Al(Cu) 합금 및 실리콘 이산화물 유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주로 배선 연결에 의한 큰 회로 지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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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ULSI 배선 구조에 Al(Cu)에 대한 대체 재료로서 Cu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구리의 부식에 대한 취약성 및 박막 내에서의 구리의 빠른 표면 확산 속도와 같은 많은 문제점
들이 Cu 상호 접속부에 발생한다. 순수한 Cu는 Al(Cu)의 전자 이동 활성 에너지 0.8 - 0.9 eV 보다 낮은 전자 이동 
활성 에너지, 즉 0.5 - 0.8 eV를 갖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칩 동작 조건에서의 상호 접속 전자 이동 장애를 줄
이기 위해 Cu를 사용하는 장점이 크게 줄어듦을 의미한다.
    

    
도 1은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통상적인 상호 접속부를 이용하는 전자 구조의 개략적인 확대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전자 구조(10)는 기제조된 소자(20) 상의 대머신(Damascene) 공정에 의한 구리 배선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두 레벨
의 구리 상호 접속부(12, 16)와 하나의 스터드 레벨(14)을 포함한다. 소자(20)는 반도체성 기판(24) 상에 형성되어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평탄한 유전체 스택(26)을 증착함으로써 전형적인 대머신 레벨을 제조한다. 이어
서, 표준 리소그래픽 및 건식 에칭 기법을 사용해 유전체 스택(26)을 패터닝하고 에칭함으로써 요구된 배선 혹은 비아 
패턴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얇은 부착/확산 라이너(adhesion/diffusion liner)(18)와 구리 합금 금속층(metallurgy)
(12)을 금속 증착하는데, 소자(20)의 상부에 기증착되어 구리의 확산으로부터 소자를 보호하는 하부 실리콘 질화물층
(28)은 확산 장벽으로 사용된다. 구리 합금 상호 접속부(12)를 형성한 후, 다음 레벨의 구리 상호 접속부(14)를 규정
하기 위한 에칭 스톱층(etch stop layer)으로서 상부 실리콘 질화물층(32)을 증착한다. 제 2 레벨 유전체 스택(34)을 
증착한 후, 상호 접속부를 위한 리세스를 유전체층(34)과 실리콘 질화물층(32) 내부로 에칭한다.
    

    
이어서, 제 1 레벨 구리 합금 상호 접속부(12)를 증착하는데 사용된 것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 라이너(22)를 갖는 레
벨간 구리 합금 스터드(14)를 증착한다. 트렌치(trench) 혹은 비아를 충진하는데 다양한 금속 증착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기법은 평행 스퍼터링 공정(collimated sputtering process), 이온 클러스터 빔 공정(ion cluster beam 
process),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진 공정(electron cyclotron resonance process), 화학 기상 증착 공정(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무전해 도금 공정(electroless plating process), 전해 도금 공정(electrolytic platin
g process)을 포함한다. 또한, 구리 합금을 형성하는데, 구리와 합금 구성 요소를 함께 증착하는 합동 증착(co-depo
sition) 방법과 같은 다른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합동 증착 방법은 합동 스퍼터링, 합동 도금, 
합동 화학 진공 증착, 합동 증발을 포함한다. 레벨간 구리 합금 스터드(14)를 완성한 후, 제 3 유전체 스택층(38) 내에 
라이너(24)를 가진 제 2 레벨 구리 상호 접속부(16)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공정을 반복한다. 실리콘 질화물로 
된 에칭 스톱층(36)을 스터드 및 제 2 레벨 상호 접속부 사이에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구리 배선 구조(10)의 상부에 
상부 실리콘 질화물층(42)을 증착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자를 보호한다.
    

    
다른 기술자들은 강화된 전자 이동 저항을 제공하는 데에 구리 합금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특
허 제 5,023,698 호는 Al, Be, Cr, Fe, Mg, Ni, Si, Sn, Z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 5,077,005 호는 In, Cd, Sb, Bi, Ti, Ag, Sn, Pb, Zr, Hf로
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부재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을 개시하고 있으며, 사용된 합금 구성 요소의 중량 퍼센트는 0.
0003 내지 0.01이다. 구리 합금은 TAB 공정에 사용되며 또한 인쇄 회로 기판 부재(print circuit board member)로
서 사용된다. 미국 특허 제 5,004,520 호 또한 합금 구성 요소 농도가 0.03 내지 0.5 중량 퍼센트가 되도록 P, Al, C
d, Fe, Mg, Ni, Sn, Ag, Hf, Zn, B, As, Co, In, Mn, Si, Te, Cr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를 포
함하는 박막 캐리어 응용을 위한 구리 박(foil)을 개시하고 있다. 집적 회로 칩 장착에서의 연결 리드로서 이들 합금을 
사용한다. 더욱이, 미국 특허 제 4,749,548 호는 Cr, Zr, Li, P, Mg, Si, Al, Zn, Mn, Ni, Sn, Ti, Be, Fe, Co, Y, Ce, 
La, Nb, W, V, Ta, B, Hf, Mo, C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 합금 구성 요소는 구리 합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 특허 제 5,243,222 호 및 제 5,130,274 호는 
개선된 부착성과 확산 장벽의 형성을 위한 구리 합금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래기술 중의 어느 것도 ULSI 온 
칩(on-chip) 혹은 오프 칩(off-chip) 배선 상호 접속에 사용되어 전자 이동 저항 및 부착 특성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개선된 구리 합금을 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ULSI 소자 상의 상호 접속 구조는 폭이 0.5 μm 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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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작고 종횡비(aspect ratio)가 1 보다 큰 형상을 갖는 절연체 구조 내에 조밀하며 완전히 연속적인 금속 배선을 제공
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상적인 구리 상호 접속 구조의 결함과 단점을 갖지 않는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개선된 전자 이동 저항, 부착 특성, 다른 표면 특성을 갖는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되, 그 상호 접속 구조가 연결되는 전자 소자와 구리 합금 
상호 접속 몸체의 경계면에 시드층을 사용하는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되, 그 상호 접속 구조가 연결되는 전자 소자와 구리 도전
체 몸체 사이에 개재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구비하는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되,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기 전에 Sn, In, C, Ti, Zr, 
N, O, Cl 혹은 S 중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함으로써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을 개선한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기 전에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r, Nd, Sm, E
u, Gd, Tb, Dy, Ho, Er, Tm, Yb, Lu, Hf, V, Nb, Ta, Cr, Mo, W, Mn, Re, Si, Ge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함으로써 자체 부착 특성을 개선한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되, B, O, N, P, Fe, Ru, Os, Co, Rh, Ir, Ni, Pd, Pt, A
g, Au, Zn 혹은 Cd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접속 구
조의 표면 특성을 개선한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며 Ag, Mo, W 혹은 Co로부터 선택된 금
속으로 이루어진 금속 시드층을 증착함으로써 구리 도전체 증착 공정을 개선한 구리 합금 상호 접속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 내식성(corrosion resistance), 부착성이 향상되도록, 먼
저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하고 시드층 상에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드층은 Sn, In, Zr, Ti, C, O, N, Cl, S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개선된 전자 이동 저항, 부착 특성, 다른 표면 특성을 갖는 구리 합금 상호 접속 구조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개재된 추가 구리 합금 시드층을 사용함으로써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가 제공되며, 그 상호 접속 구조는 실질적
으로 구리로 형성된 몸체와,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견고히 부착되게 개재되어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을 개
선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한다. 구리 합금 시드층은 Sn, In, Zr, Ti, C, O, N, Cl 혹은 S 중의 적어도 하나의 구
성 요소와 구리에 의해 형성된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가 제공되며, 그 상호 접속 구조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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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체 몸체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상에 형성된 확산 장벽층 사이에 견고히 부착되게 개재되어 하부에 위치
하는 확산 장벽층에 대한 부착성을 개선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하며, 구리 합금 시드층은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Hf, V, Nb, Ta, Cr, Mo, W, Mn, Re, Si, 
Ge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로 구성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시스템이 제공되며, 그 상호 접속 시스템
은 구리 도전체 몸체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견고히 부착되게 개재되어 전자 소자의 표면 특성을 개선
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하며, 구리 합금 시드층은 B, O, N, P, Fe, Ru, Os, Co, Rh, Ir, Ni, Pd, Pt, Ag, Au, Z
n, Cd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를 포함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시스템이 제공되며, 그 상호 접속 시스
템은 구리 도전체 몸체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개재되어 구리 도전체 증착 공정을 
개선하는 금속 시드층을 포함하며, 금속 시드층은 구리 내에서의 가용성(solubility)이 매우 낮아서 사실상 구리 화합
물이 형성될 수 없는 금속으로 증착된다. 일반적으로, 그 금속은 구리의 전기 저항율과 상당히 유사한 전기 저항율을 가
진다. 금속 시드층을 위한 적절한 금속은 Ag, Mo, W 혹은 Co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상호 
접속 구조의 전자 이동 저항이 개선되도록, 먼저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한 후, 구리 합금 시드층 상에 
견고히 부착되는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동작 단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며 소자에 대해 개선된 부착성을 갖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먼저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한 후, 구리 합금 시드층에 견고히 부착하
게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시드층은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
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Hf, V, Nb, Ta, Cr, Mo, W, Mn, Re, Si 혹은 Ge 중의 적어도 하
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먼저 소자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한 후, 구리 합금 시드층의 상부에 견고히 부착하
게 도전체를 형성하는 단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구리 합금 시드층은 B, O, N, P, Fe, Ru, Os, Co, Rh, Ir, Ni, P
d, Pt, Ag, Au, Zn 혹은 Cd 중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로 구성된다. 도전체는 구리 및 약 0.01 내지 약 10
의 중량 퍼센트를 갖는 C, N, O, Cl 혹은 S 중의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먼저 전자 
소자 상부에 금속 시드층을 증착한 후, 금속 시드층 상부에 견고히 부착되게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금속 시드층은 구리 내에서의 가용성과 구리와의 친화성이 매우 낮아서 구리 화합물이 형성될 수 없
는 금속으로 증착된다. 금속 시드층은 Ag, Mo, W 혹은 Co로부터 선택된 금속으로 증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들 목적 및 다른 목적, 특성, 장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전자 이동 저항, 부착 특성, 다른 표면 특성이 개선되도록, 구리 도전체 몸체와,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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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재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사용하여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이룩하는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구리 도전체 몸체와, 구리 도전체 증착 공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개재된 
금속 시드층을 이용하여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금속 시드층
은 Ag, Mo, W 혹은 Co 재료로 증착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며 소자에 대해 개선된 부착성을 갖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먼저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한 후 시드층 상부에 구리 도전체 몸
체를 형성한다. 시드층은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Hf, V, Nb, Ta, Cr, Mo, W, Mn, Re, Si 혹은 Ge 중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로 형성될 수 있다. 개선된 
전자 이동 저항 구조를 갖는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는 유사한 방법은 Sn, In, Zr, Ti, C, O, N, Cl 혹은 S 중의 적어
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와 구리로 증착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사용함으로써 제공된다.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며 전자 소자 상에서 개선된 표면 특성을 갖는 도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유사한 방법은 B, O, N, P, Fe, Ru, Os, 
Co, Rh, Ir, Ni, Pd, Pt, Ag, Au, Zn 혹은 Cd 중의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로 구성된 구리 합금 시드층을 사용
함으로써 제공된다.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체를 형성하는 본 발명의 새로운 방법은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시드층, 즉 구리에 대한 가용성과 친화성이 매우 낮아서 구리 화합물이 형성되지 않는 금속, 예를 들어 
Ag, Mo, W 혹은 Co 금속으로 증착된 금속 시드층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상호 접속 구조(50)의 확대 사시도를 도시하고 있다. 상호 접속 구조(50)는 기판(52) 상
에 형성되는데, 기판(52)은 실리콘 혹은 다른 반도체 재료일 수 있으며 전자 소자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W 스터드
와 국부 상호 접속부(local interconnections)(62)를 갖는 소자(66)는 반도체성 기판(52) 상에 제조된다. 배선 레벨 
사이의 수직 접속부는 배선을 소자 콘택트(64)에 연결시키는 Cu 스터드 구조(60) 및 W 스터드 구조(62)에 의해 제공
된다. 도시된 소자(66)는 일반적으로 CMOS 트랜지스터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임의의 전자 소자일 수도 있다.
    

    
구리가 절연체(54) 혹은 소자(66)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확산/부착 장벽층을 사용해 구리(46, 
60, 56)를 둘러싼다. 확산/부착 장벽층은 절연층(70) 혹은 도전층(72)이 될 수 있다. 도전성 확산 장벽층(72)은 본 
명세서에서는 간단히 장벽층으로 지명되지만 구리를 하부에 위치하는 재료에 부착시킨다. 또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시드층(76, 78)은 보통 주 구리 도전층(main copper conductor layer)(46, 60, 56) 하부에 증착된다. 시드층의 
위치와 기능은 상호 접속 구조를 제조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단일(single) 대머신 공정과 이중(dual) 대머신 공정을 참
조하여 설명한다.
    

    
도 3a 내지 3d는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를 제조하는 단일 대머신 공정을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라인 혹은 
스터드(46)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절연층(100)과 확산/부착 장벽층(101)을 먼저 증착하고 패터닝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라이너층(72)을 질화물 에칭 스톱층(101)의 상부에 증착한다. 이는 단일 대머신 공정으로 
알려진 제조 방법이다. 다음으로,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드층(78)을 장벽층(72) 위에 증착한다. 상이한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드층에 사용된 재료와 그 증착 방법은 다음에 설명
한다.
    

    
시드층(78)의 기능은 그 위에 주 도전층이 증착될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 3c에 이를 도시하고 있으며, 
주 도전층(82)을 시드층(78)의 상부에 증착한다. 단일 대머신 공정에서의 배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하여, 격리된 스터
드 혹은 라인(46)은 잔류하는 반면, 여분의 상부 표면 주 도전체(82), 시드층(78), 장벽층(72)은 제거되도록 화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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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연마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여분의 구리를 평탄화한다. 최종적으로,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절연체 장벽층을 증
착한다. 다중 레벨 상호 접속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다음 배선 레벨 및/혹은 스터드에 대해 반복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대머신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시스템을 제조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스
터드와 라인 레벨 모두,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한 라인 레벨(56) 및 스터드(60)를 단일 공정 단계에서 제조한다. 도 4
a를 참조하면, 먼저 장벽층(72)을 결합된 라인/스터드 개구(84) 내부로 증착한다. 공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벽층(72)의 상부에 시드층(86)을 증착한다. 이어서, 주 도전층(90)을 증착하여 라인/스터드 개구
(84)를 충진한다. 도 4c에 이를 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학 기계적 연마와 같은 기법에 의한 평탄화를 수행하여 라
인(56)과 스터드(60)의 배선 구조를 동시에 완성한다. 이러한 이중 대머신 공정에서, 실리콘 질화물 에칭 스톱층(70)
은 라인(56)과 스터드(60)를 형성하는데 공히 사용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도 4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종 패시베이션 및 에칭 스톱층 실리콘 질화물층(101)을 증착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에 사용된 시드층은 몇 가지 바람직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 구리 도전체에 
대한 화학 진공 증착 공정에서, 시드층은 구리 증착이 이루어지게 하는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하는데 바람직하다. 주 구
리 도전체를 형성하는 전해 도금 공정에서, 도금 전류를 공급하는 전극에 전기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데에 시드층이 바
람직하다. 주 구리 도전체에 대한 고온 리플로우 스퍼터링 혹은 화학 진공 증착 공정에서, 표면에 양질의 웨팅(wettin
g) 및 핵형성(nucleation) 성장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얇은 층이 바람직하다.
    

주 구리 도전체 몸체는 전형적으로 순수한 구리로는 형성되지 않고, C, N, O, Cl 혹은 S와 같이 구리 도전체의 신뢰성
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진 합금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구리 혼합물 혹은 신뢰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금속
들을 포함하는 구리 합금으로 형성된다. 합금 내의 합금 구성 요소는 약 0.001 wt.% 내지 약 10 wt.%의 범위에 속할 
것이다.

    
구리 도전체 몸체를 증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새로운 시드층은 구리 합금 혹은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금속으로 형
성될 수 있다. 합금 시드층 조성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시드층은 전체 복합 도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도 양질의 구리 도전체 몸체를 증착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시드층의 조성 및 구조는 주 도전체 구리 몸체
의 조성 및 구조와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시드층은 주 도전체 구리 보다 높은 전기 저항율을 갖는 합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시드층 합금은 심지어 구리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드층이 차지하는 단면적이 전체 도전체 
단면적의 작은 부분인 한, 전체적 라인 저항은 주 도전체의 저항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시드층
에 의해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응용에서 사용되는 금속 합금은 고용체(solid solution) 혹은 두 금속상 
혼합물(two-phase mixtures of metal phases)뿐만 아니라 금속 화합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개선된 전자 이동 저항, 하부에 위치하는 확산 장벽층에 대한 개선된 부착성, 주 도전체 구리 몸체를 증착하는
데 적절한 개선된 표면 특성을 제공하도록 본 발명의 신규한 시드층을 선택할 수 있다. 순수한 구리에 비해 전자 이동 
저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발명자에 의해 밝혀진 본 발명의 신규한 구리 합금 화합물은 Cu(Sn), Cu(In), Cu(Zr), C
u(Ti), Cu(C, N, O, Cl, S)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는 순수한 구리에 비해 부착 특성을 개
선하는 구리 합금을 개선된 시드층으로 사용하며, 이들 구리 합금은 Be, Ca, Sr, Ba, Sc, Y, La와 같은 다른 반응성 금
속과 Cu(Al), Cu(Mg)을 포함하며 또한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Hf, V, Mb, Ta, C
r, Mo, W, Mn, Re, Si, Ge의 희토류계(rare earth series) 구성 요소를 갖는 구리 합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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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는 시드층에 대한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B, O, N, P, Fe, Ru, Os, Co, Rh, I
r, Ni, Pd, Pt, Ag, Au, Zn, Cd를 포함하는 추가적 합금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주 도전체 구리 몸체를 증착하기에 적
절한 표면을 제공하는 구리 합금이 과다한 표면 산화물을 형성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이 본 발명자에 의해 밝
혀졌다. 그러므로, 전자 이동 저항과 부착 및 표면 특성의 최적 조합을 얻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술한 합금 구
성 요소 및 구리로부터 합금 시드층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예는 0.25 내지 1.5 원자 %의 Sn 혹은 In을 
가진 구리 합금이다. Cu(Sn) 혹은 Cu(In)의 전자 이동에 의한 수명은 순수한 Cu의 전자 이동에 의한 수명을 훨씬 초
과한다. 또한, 300 - 450℃의 온도 범위 내에서 Cu, Sn 혹은 In을 상호 확산시키고 Cu 표면에 Sn 혹은 In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의 두 번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금속 합금 시드층을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금속 합금 시드층의 특성은 주 구리 도전체 몸체의 저항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오염이나 화
합물 형성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도 주 구리 증착 공정을 시딩(seeding)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특정예로 Ag가 있는데, Ag는 Cu 내에서 낮은 가용성을 갖고 Cu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Ag는 주 구리 
도전체와 비견되는 낮은 저항율을 갖는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Cu 내에
서 낮은 가용성을 가지며 구리 화합물이 형성되지 않는 다른 금속 및 몇몇 금속의 합금은 Mo, W, Co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의 세 번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장벽층과 동일한 층인 시드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시드층의 특성은 적절한 부착성 및 확산 장벽으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통상적
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드층으로서의 시딩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상호 접속 구조물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장벽층과 시드층이 그들의 특성이 한쪽 경계면에
서 다른 쪽 경계면으로 감에 따라 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성과 구조는, 예컨대 반응성 금속 조성물을 포
함함으로써 하부 경계면에서 부착성에 대해 최적화될 수 있다. 장벽/시드층의 중간 부분에서, 조성과 구조는, 예컨대 비
정질 미세구조를 갖는 내화 금속 질화물(refractory metal nitride)을 포함함으로써 확산 장벽 효율성에 대해 최적화
된다. 장벽/시드층의 상부 표면에서, 조성과 구조는, 예컨대 구리 혹은 은을 포함함으로써 주 구리 도전체 몸체의 시딩
과 부착성에 대해 최적화된다. 이는 층들의 순차적 증착에 의해 혹은 단일 증착 공정으로 변화하는 조성을 갖는 구조를 
증착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유용한 합금 시드층을 많은 상이한 방법들을 통해 제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i, Nb, Mo, Ta, TaN, W, 
WN, TiN, TaSiN, WSiN, TiAlN, TiSiN과 같은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시드층을 하부에 위치하는 장벽층 상에 증
착할 것이다. 단일 합금 타겟 혹은 다중 타겟으로부터의 반응성 혹은 비반응성 스퍼터링, 이온화된 핵종(species)을 기
판에 조사하는 이온화 스퍼터링(ionized sputtering), 화학 진공 증착, 증발 혹은 전자화학적 수단을 통해 시드층을 증
착할 수 있다. 또한, 구리 및 합금 구성 요소의 순차적 증착을 통해 합금 시드층을 증착할 수 있으며, 이어서 적절한 열
처리를 통해 상호 확산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신규한 시드층의 적절한 두께는 1 nm 보다 작은 수개의 단일 입자층(monolayer), 즉 0.1 nm로부터 서브마
이크로미터(submicrometer) 라인 폭인 경우는 약 100 nm까지이며 혹은 더 넓은 라인의 경우는 라인 폭의 약 20%에 
이른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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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신규한 금속 합금 시드층의 특정예는 0.25 내지 1.5 원자 %의 Sn 혹은 In을 갖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
하는 구조이다. 도 2, 3a -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 접속 구조는 보다 낮은 배선 레벨에서는 0.5 μm 라인폭 미만
의 치수, 보다 높은 레벨에서는 1 - 2 μm 미만의 치수를 갖는 주 몸체 도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레벨간 절연체의 두
께는 1 μm 미만 혹은 1 μm 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예컨대 전형적으로 0.5 - 1.5 μm가 될 수 있다. 이들 절연체 재
료는 전형적으로 Si 및 O를 포함하며, F를 포함할 수 있으며, 중합(polymeric) 재료일 수도 있고, 다공성(porous)일 
수 있다. 절연성 확산 장벽층은 전형적으로 10 nm와 100 nm 사이의 두께를 가질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Si 및 N을 포
함할 수 있으며, 혹은 중합 재료일 수도 있다. 도전성 확산 장벽층은 약 10 nm 혹은 수 nm 내지 100 nm의 범위에 속
하는 두께를 가질 수 있다. 도전성 확산 장벽층은 Ta, Ti, W, Nb, Mo, Si, N, Cl, O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정질 혹은 
다결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TaN, TiN 혹은 TaSiN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드층은 합금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링에 의해 증착된 0.25 내지 1.5 원자 %의 Sn을 포함하는 Cu 합금이 될 
수 있다. 그 두께는 약 0.1 nm 내지 약 100 nm 사이,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 nm 내지 약 100 nm 사이의 범위에 속
할 수 있다. 주 구리 도전체 몸체는 화학 진공 증착 혹은 전자화학적 수단에 의해 증착될 수 있고, 약 0.2 μm와 약 1.
5 μm 사이의 전체 두께를 가질 수 있다. 화학 기계적 연마 방법을 통해 평탄화 공정을 수행한 후, 여분의 구리, 시드층, 
확산/부착층을 제거할 수 있다. 이중 대머신 공정에서의 제조 순서는 배선 레벨과 스터드 레벨 모두를 단일 공정 순서 
내에서 완성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벽, 시드, 주 구리 도전체 재료에 대한 단일 대머신 공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예를 통해 본 발명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구리 상호 접속부에 대한 합금 시드층이 진보된 칩 응용 혹은 디스플레이 
응용에서 임의의 반도체 구조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발명이 예시적인 방법으로 기술되었지만, 사용된 용어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
이 몇몇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기술되었지만, 당업자가 이들 개시된 것들을 본 발명의 다른 가능한 변형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구리 도전체 몸체와 전자 소자 사이에 개재된 구리 합금 혹은 구리를 포함하지 않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시드
층을 사용하여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를 제조함으로써, 전자 이동 저항, 부착 특성, 다
른 표면 특성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에 있어서,

약 0.001과 약 10 중량 퍼센트 사이의 농도를 갖는 C, N, Cl, O, S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요소와 구리로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와 상기 전자 소자 사이에 상기 몸체 및 상기 전자 소자와 견고히 부착되도록 개재되어 상기 상호 접속 구조물
의 전자 이동 저항(eletromigration resistance)을 개선하는 구리 합금 시드(seed)층

을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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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이 Sn, In, Zr, Ti, C, N, O, Cl, S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
리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이 금속 화합물, 금속 고용체(metal solid solution) 혹은 두 금속상 혼합물(two-phase mixt
ures of metal phases)로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이 TAB, BGA 혹은 PGA에 대한 배선 리드(wiring lead), 비아(via), 라인(line), 스터드(stud)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부재인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구조물이 기증착된 금속 실리사이드 혹은 W 스터드층 및 W 국부 상호 접속부 상에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15.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에 있어서,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전자 소자 상에 형성된 확산 장벽층 사이에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 및 확산 장벽층과 견
고히 부착되도록 개재되어, 상기 하부에 위치하는 확산 장벽층에 대한 부착성을 개선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하며,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이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r, Nd, Sm, Eu, Gd, Pb, Dy, Ho, Er, Tm, Yb, 
Lu, Si, Ge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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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리로 형성된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가 약 0.001과 약 10 중량 퍼센트 사이의 농도를 갖는 C, N, Cl, O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와 구리로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이 금속 화합물, 금속 고용체 혹은 두 금속상 혼합물로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이 TAB, BGA 혹은 PGA에 대한 배선 리드, 비아, 라인, 스터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부재인 상
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 구조물이 기증착된 금속 실리사이드 층상에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청구항 23.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전자 소자 사이에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 및 상기 전자 소자와 견고히 부착되도록 개재되
어 상기 전자 소자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구리 합금 시드층을 포함하며,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이 B, O, N, P, Fe, R
u, Os, Co, Rh, Ir, Ni, Pd, Pt, Ag, Au, Zn, Cd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 와 구리를 포
함하는 상호 접속 시스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이 TAB, BGA 혹은 PGA에 대한 배선 리드, 비아, 라인, 스터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부재인 상
호 접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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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와 상기 전자 소자 사이에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 및 상기 전자 소자와 견고히 부착되도록 개재되
어 있어 구리 도전체 증착 단계를 개선하는 금속 시드층을 포함하며,

상기 금속 시드층은 구리 내에서의 가용성(solubility)이 매우 낮아서 사실상 구리 화합물이 형성될 수 없는 금속으로 
증착되며, 약 0.1nm와 약 100nm 사이의 두께를 갖는 상호 접속 시스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장벽층은 Ti, Ta, Nb, Mo, TaN, W, WN, TiN, TaSiN, WSiN, TiAlN, TiSi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증착되는 상호 접속 시스템.

청구항 37.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이 TAB, BGA 혹은 PGA에 대한 배선 리드, 비아, 라인, 스터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부재인 상
호 접속 시스템.

청구항 39.

전자 소자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상호 접속 구조물의 전자 이동 저항이 개선되도록 상기 층에 견고히 부착되게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 상에 구리 도
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구리 도전체 몸체는 약 0.001과 약 10 중량 퍼센트 사이의 농도를 갖는 C, N, Cl, O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
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요소와 구리로 형성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4.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에 대한 증착 단계 이전에 상기 전자 소자 상에 확산 장벽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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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장벽층을 Ti, Ta, Nb, Mo, TaN, W, WN, TiN, TaSiN, WSiN, TiAlN, TiSi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증착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7.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며, 상기 소자에 대해 개선된 부착성을 갖는 상호 접속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하되, 상기 시드층이 Al, Mg, Be, Ca, Sr, Ba, Sc, Y, La, Ce, Pr, Nd, 
Sm, Eu, Gd, Pb, Dy, Ho, Er, Tm, Yb, Lu, Si, Ge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구성 요소와 구리를 
포함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 상에 구리 도전체 몸체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에 대한 증착 단계 이전에 상기 전자 소자 상에 확산 장벽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장벽층을 Ti, Ta, Nb, Mo, TaN, W, WN, TiN, TaSiN, WSiN, TiAlN, TiSi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증착하는 상호 접속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53.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소자 상에 구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 합금 시드층의 상부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약 0.001 내지 약 10 중량 퍼센트의 농도를 갖는 C, Cl, N, O, S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합금 구성 요소와 구리로 구리 도전체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도전체 형성 방법.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스퍼터링, 이온화 스퍼터링, 화학 진공 증착, 증발, 전자화학적 수단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기법으로 상기 구
리 합금 시드층을 증착하는 도전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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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6.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구리 금속 합금층에 대한 증착 단계 이전에, 상기 전자 소자 상에 확산 장벽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
기 확산 장벽층을 Ti, TiN, Ta, Nb, Mo, TaN, W, WN, TaSiN, WSiN, TiAlN, TiSi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
택된 재료로 증착하는 도전체 형성 방법.

청구항 57.

전자 소자와의 전기적 통신을 제공하는 도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소자 상부에 금속 시드층을 증착하되, 상기 금속 시드층을 구리 내에서의 가용성과 구리와의 친화성이 매우 
낮아서 구리 화합물이 형성될 수 없는 금속으로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 시드층의 상부에 구리 도전체 몸체를 견고히 부착되게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도전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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