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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집적소자의 저장전극 형성공정에서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
절연막 상부에 상기 코아절연막과 식각선택비가 다른 희생절연막을 형성한 다음,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
(die) 상에 형성된 상기 희생절연막을 제거하고,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공정을 실시하되,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 형성되는 저장전극 상부에 상기 희생절연막을 소정 두께 남김으로써 상기 코아절연막을 제거하여 저장전
극을 노출시킬 때, 상기 코아절연막과 희생절연막간의 식각선택비에 의해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는 소
정 두께의 희생절연막과 코아절연막이 남게 되어 상기 저장전극을 지지하게 되므로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치 다이에
서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작게 형성되더라도 저장전극이 떨어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장전극 간에 브리지(bridge)가
 발생하거나 비트페일(bit fail)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넷 다이(net die
)를 증가시켜 공정수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대표도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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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1 : 웨이퍼 13 : 비트라인

15 : 층간절연막 17 : 저장전극 콘택플러그

19 : 코아산화막 21 : 제1희생절연막

23 : 제1감광막패턴 25 : 제2희생절연막

27 : 식각방지막 29 : 저장전극용 도전층

31 : 제2감광막패턴 33 : 저장전극

Ⅰ :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

Ⅱ :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장전극 형성공정시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산화막 제
거공정에서 웨이퍼의 가장자리부분에 저장전극이 떨어져 나가 잔류물의 소오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반도체소자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집적 반도체 메모리소자에서 넷 다이(net die) 증가를 위해 웨이퍼의 가장자리 까지 마스크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다이부분은 단차(topology)가 발생할 수 있고, 마스크공정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는
다. 즉, 저장전극 콘택 마스크공정시 콘택이 작게 정의되거나, 저장전극 마스크도 작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전극 콘택 마스크공정시 콘택이 작게 정의될 경우 저장전극을 연결시켜주며 지지해주는 저장전극 콘택플러
그가 작게 형성되지 않아서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후 또는 저장전극 형성시 웨이퍼 가
장자리부분은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와 저장전극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잔류물(res
idue)로 남게 된다.

상기와 같은 잔류물은 메인 셀 블록(main cell block)의 저장전극과 저장전극 간에 브리지를 유발하여 비트 페일(bit
 fail)을 유발할 수 있고, 디펙트(defect)에 의해 단차가 발생하여 Icc 페일의 유발 및 후속공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2 -



공개특허 특2001-0061020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산화막을 형성하고,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의 코아산화막 상부에 상기 코아산화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희생절연막을 형성함으로써 저장전
극형성후 상기 코아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시 상기 코아산화막과 희생절연막의 식각선택비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웨이
퍼의 가장자리의 안쪽에 걸친 다이의 코아산화막만 제거되고,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는 상기 코아산화막과 
희생절연막에 의해 저장전극이 지지되도록 형성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서 저장전극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을 방지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은,

소정의 하부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 상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구비된 층간절연막을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
부에 코아산화막과 상기 코아산화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1희생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희생절연막 상부에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를 노출시키는 제1감광막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제1감
광막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제1희생절연막을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제1감광막패턴을 제거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상기 제1희생절연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2희생절연막과 식각방
지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저장전극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식각방지막, 제2희생절연막, 제1희생절연막 및 코아절연막을 식각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저장전극용 도전층을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웨이퍼의 셀영역을 보호하는 제2감광막패턴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제2감광막패턴, 저장전극용 도전층, 식각방지막, 제2희생절연막 및 소정 두께의 제1희생절연막을 제거하여 저장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감광막패턴과 코아절연막을 제거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에 형성된 저장전극을 노출시키고,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 형성된 저장전극은 코아절연막과 제1희생절연막에 지지되도록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내지 도 9 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웨이퍼(11) 상부에 소자분리절연막(도시안됨), 게이트전극(도시안됨)과 소오스/드레인접합영역(도시안됨)으로
 구성되는 모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및 비트라인(13)을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17)가 구비
된 층간절연막(15)을 형성한다. 이때, 웨이퍼의 웨이퍼에 걸친 다이(Ⅱ)에 형성된 저장전극 콘택플러그(17)가 웨이퍼
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Ⅰ)에 형성된 저장전극 콘택플러그(17)보다 작게 형성된다.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산화막(19)을 형성하고, 상기 코아산화막(19) 상부에 상기 코
아산화막(19)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1희생절연막(21)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제1희생절연막(21)은 질화막을 사용
하여 300 ∼ 700Å 두께로 형성한다. (도 1 참조)

그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Ⅱ)를 보호하는 제1감광막패턴(23)을 형성하고, 상기 제1
감광막패턴(23)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제1희생절연막(21)을 식각한다. 이때,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
이(Ⅰ) 상에는 코아산화막(19)만 남게 되고,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Ⅱ) 상에는 코아산화막(19)과 제1
희생절연막(21)이 남게 된다. (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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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기 제1감광막패턴(23)을 제거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상기 제1희생절연막(21)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2희생
절연막(25)과 식각방지막(27)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이때, 상기 제2희생절연막(25)은 산화막을 사용하여 800 ∼ 
1200Å 두께로 형성한다. (도 3, 도 4 참조)

그 다음, 저장전극으로 예정되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저장전극 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식각방지막(27), 제2희생절
연막(25), 제1희생절연막(21) 및 코아산화막(19)을 식각한다. (도 5 참조)

다음, 전체표면 상부에 저장전극용 도전층(29)을 소정 두께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웨이퍼(11)의 셀영역을 보호
하는 제2감광막패턴(31)을 형성한다.

그 다음, 상기 제2감광막패턴(31)을 식각마스크로 웨이퍼(11)의 주변회로영역 상에 형성되어 있는 저장전극용 도전층
(29)을 제거한다. (도 7 참조)

    
다음, 상기 제2감광막패턴(31), 저장전극용 도전층(29), 식각방지막(27), 제2희생절연막(25) 및 소정 두께의 제1희
생절연막(21)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하 CMP 라 함)공정 또는 전면식각(etch b
ack)공정으로 제거하여 실린더형 저장전극(33)을 형성한 후, 상기 저장전극(33) 내에 남아 있는 제2감광막패턴(31)
을 제거한다. 이때,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Ⅱ)에 제1희생절연막(21)이 처음 두께의 절반정도 남게 된다
. (도 8 참조)
    

    
그 다음, 상기 코아산화막(19)을 습식식각공정으로 제거하여 저장전극(33)을 노출시킨다. 이때,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
리 안쪽에 걸친 다이(Ⅰ)에 형성되어 있는 코아산화막(19)은 모두 제거되지만,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
Ⅱ)에는 제1희생절연막(21)과 코아산화막(19)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는 상기 코아산화막(19)과 제1희생절연막(21
)이 식각선택비를 갖기 때문에 상기 코아산화막(19)이 제거되는 동안 상기 제1희생절연막(21)은 제거되지 않는다. (
도 9 참조)
    

한편, 다른 실시예로 상기 제1희생절연막(21)으로 상기 코아산화막(19)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산화막을 이용하여 형성
할 수도 있으며, 이때, 상기 산화막은 질화막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두껍게 형성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제1희생절연막(21)으로 산화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희생절연막(25)은 상기 제1희생절연막(21)으로 사
용되는 산화막과 식각선택비가 다른 산화막을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은, 고집적소자의 저장전극 형성공정에서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코아절연막 상부에 상기 코아절연막과 식각선택비가 다른 희생절연막을 형성한 다음, 웨이퍼의 가장자
리 안쪽에 걸친 다이(die) 상에 형성된 상기 희생절연막을 제거하고, 저장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공정을 실시하되,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 형성되는 저장전극 상부에 상기 희생절연막을 소정 두께 남김으로써 상기 코아절연
막을 제거하여 저장전극을 노출시킬 때, 상기 코아절연막과 희생절연막간의 식각선택비에 의해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
에 걸친 다이에는 소정 두께의 희생절연막과 코아절연막이 남게 되어 상기 저장전극을 지지하게 되므로 웨이퍼의 가장
자리에 걸치 다이에서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작게 형성되더라도 저장전극이 떨어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장전극 간에
 브리지(bridge)가 발생하거나 비트페일(bit fail)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넷 다이(net die)를 증가시켜 공정수율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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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소정의 하부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 상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구비된 층간절연막을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
부에 코아산화막과 상기 코아산화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1희생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희생절연막 상부에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를 노출시키는 제1감광막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제1감
광막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제1희생절연막을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제1감광막패턴을 제거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상기 제1희생절연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제2희생절연막과 식각방
지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저장전극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식각방지막, 제2희생절연막, 제1희생절연막 및 코아절연막을 식각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저장전극용 도전층을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웨이퍼의 셀영역을 보호하는 제2감광막패턴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제2감광막패턴, 저장전극용 도전층, 식각방지막, 제2희생절연막 및 소정 두께의 제1희생절연막을 제거하여 저장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감광막패턴과 코아절연막을 제거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 안쪽에 걸친 다이에 형성된 저장전극을 노출시키고,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 형성된 저장전극은 코아절연막과 제1희생절연막에 지지되도록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희생절연막은 질화막을 이용하여 300 ∼ 700Å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희생절연막은 상기 질화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산화막을 이용하여 800 ∼ 1200Å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희생절연막은 상기 코아산화막과 식각선택비가 큰 산화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
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희생절연막은 상기 산화막과 식각선택비를 갖는 산화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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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감광막패턴, 저장전극용 도전층, 식각방지막, 제2희생절연막 및 소정 두께의 제1희생절연막을 제거하여 저장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적 기계적 연마공정 또는 전면식각공정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걸친 다이에 형성된 저장전극을 지지하는 제1희생절연막의 두께는 처음 두께의 절반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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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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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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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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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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