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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박막 형성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등의 제조에 필요한 박막들을 증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정 기체를 시간적으로 나누어 순차

적으로 공급하는 화학 증착 방법에 원료 공급주기에 동기화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발명을 응용하여 반도체 소자에 쓰

이는 막 중에서 보통의 화학증착 방법으로는 증착하기 어려운 물질의 막을 증착하거나 물질의 조성을 차례로 변화시킨 박

막을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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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금속 산화물(metalic oxide)의 막을 형성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 내에 금속 원료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내에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 막의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원료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의 전, 후, 또는 전, 후 모두에 상기 반응기 내부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 막의 형성 방법.

청구항 3.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원료 화합물이 트리메틸알루미늄(Al(CH3)3)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산화알루미늄(Al2O3)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 막의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원료 화합물이 다이메톡시아미도에틸산테트라에틸산탄탈륨(Ta(OC2H5)4(OC2H4N(CH3) 2))

또는 에틸산탄탈륨(Ta(OC2H5)5)이고 상기 금속 산화물이 산화탄탈륨(Ta2O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 막의 형

성 방법.

청구항 5.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유전체(dielectrics)인 STO 막을 형성하는 방법

에 있어서,

(5-1) 상기 반응기 내에 스트론튬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5-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5-3) 상기 반응기 내에 티타늄(Titanium) 유기 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5-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막 형성 물질 공급과 공정 진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되,

상기 (5-1) 내지 (5-4)의 각 단계의 종료 후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TO 막 형성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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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의 반도체 소자에 유전체인 BST 막을 형성하는 방법

에 있어서,

(6-1) 상기 반응기 내에 바륨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6-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6-3) 상기 반응기 내에 티타늄(Titanium) 유기 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6-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6-5) 상기 반응기 내에 스트론튬(strontium) 유기 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6-6)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3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6-7) 상기 반응기 내에 티타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6-8)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4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6-1) 내지 (6-8)의 각 단계의 종료 후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ST 막 형성 방법.

청구항 7.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강유전체인 SBT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7-1) 상기 반응기 내에 스트론튬(strontium) 유기 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7-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7-3) 상기 반응기 내에 비스무스(Bismuth)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7-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7-5) 상기 반응기 내에 탄탈륨(Tantalium)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7-6)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3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7-7) 상기 반응기 내에 비스무스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7-8)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4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7-9) 상기 반응기 내에 탄탈륨(Tantalium) 유기 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7-10)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5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7-1) 내지 (7-10)의 각 단계의 종료 후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

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T 막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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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강유전체인 SBT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8-1) 상기 반응기 내에 비스무스(Bismuth)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8-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8-3) 상기 반응기 내에 스트론튬과 탄탈륨이 1:2의 비율로 포함된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8-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막 형성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8-1) 내지 (8-4)의 각 단계의 종료 후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T 막 형성 방법.

청구항 9.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강유전체인 PZT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9-1) 상기 반응기 내에 납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9-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9-3) 상기 반응기 내에 지르코늄(Zirconium)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9-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9-5) 상기 반응기 내에 납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9-6)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3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9-7) 상기 반응기 내에 티타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9-8)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4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PZT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9-1) 내지 (9-8)의 각 단계의 종료 후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ZT 막 형성 방법.

청구항 10.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유전체인 Zr-Si-O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10-1) 상기 반응기 내에 지르코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10-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10-3) 상기 반응기 내에 실리콘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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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Zr-Si-O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10-1) 내지 (10-4)의 각 단계 다음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r-Si-O 막 형성 방법.

청구항 11.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유전체인 Hf-Si-O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11-1) 상기 반응기 내에 하프늄 유기금속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11-2)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11-3) 상기 반응기 내에 실리콘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11-4) 상기 반응기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산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Hf-Si-O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반복하되,

상기 (11-1) 내지 (11-4)의 각 단계 다음에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화학 증착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f-Si-O 막 형성 방법.

청구항 12.

알루미늄 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응기에 트리알킬알루미늄( Al(CnH2n+1)3, n=1~6 )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에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 수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막 형성 물질

공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금속 질화물(metalic nitride)의 막을 형성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 내에 금속 원료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질소와 수소의 혼합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 질소와 수소 혼합 기체의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 질화물 막의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원료 화합물이 사염화티타늄(TiCl4)이고 상기 금속 질화물이 질화티타늄(TiN)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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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질화물이 질화티타늄(T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질화물이 질화탄탈륨(Ta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반응기에 금속 원료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에 암모니아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에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 수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막 형성물질

공급 순환주기를 반복하여 금속 질화물 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질소를 포함한 탄탈륨의 유기화합물 원료를 사용하여 탄탈륨의 질화탄화(Ta-N-C)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응기에 상기 탄탈륨 원료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에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 수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탄탈륨의 질

화탄화막 형성물질 공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구리 배선을 하기 위하여 기판상의 절연층위에 형

성된 확산방지막 위에 구리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한 접착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화티타늄막을 형성하는 제1 주기와 알루미늄막을 형성하는 제2 주기의 조합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질화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조성이 변하는 층들을 차례로 형성하되,

상기 제1 주기는

상기 반응기 내에 티타늄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암모니아 또는 질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암모니아 또는 질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

리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주기는

등록특허 10-0721503

- 6 -



상기 반응기 내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수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착막 형성 방법.

청구항 20.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장치의 반응기 내에 위치한 기판 상에 구리 배선을 하기 위하여 기판상의 절연층위에 형

성된 확산방지막 위에 구리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한 접착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화탄탈륨막을 형성하는 제1 주기와 알루미늄막을 형성하는 제2 주기의 조합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질화탄탈륨에서

알루미늄으로 조성이 변하는 층들을 차례로 형성하되,

상기 제1 주기는

상기 반응기 내에 탄탈륨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암모니아 또는 질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1 기간동안 암모니아 또는 질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

리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주기는

상기 반응기 내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화합물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에 수소 기체를 공급하고 미리 결정된 제2 기간동안 수소 기체 플라즈마로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반응기 내를 비활성 기체로 씻어 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착막 형성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절연체막과 도체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금속 막, 금속 산화물 막,

금속 질화물 막 등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막은, 특히 박막은 반도체나 평판 표시 소자에

쓰이는 일반 절연, 고유전성 유전체, 배선, 전극, 금속 확산 방지막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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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법(sputtering) 같은 물리증착 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은 단차 피복성(step coverage)이 좋지 못

하고, 또 구멍이나 도랑을 모두 채우기 전에 구멍이나 도랑의 입구가 막히는 핀치 오프(pinch-off)와 같은 현상이 쉽게 일

어나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비교적 일정한 두께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학 증착 방법(CVD)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학 증착 방법으로는 막 형성에 필요한 원료들을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성과 물성을 지닌 막

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막 형성에 쓰이는 여러 가지 반응 원료들이 기체 상태에서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

에는 기체 상태에서 입자가 발생하여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금속유기화합물(metalorganic compound)을 원료로 사용

하는 화학 증착 방법에서 원료 사이의 반응성이 낮으면 막 형성 속도가 너무 느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판의 온

도를 높이면 형성된 막에 탄소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문제가 된다. 또한 유전율이 높은 절연막인 바륨-티타늄 산화물

(BaTiO3), 바륨-스트론튬-티타늄 산화물 [(Ba,Sr)TiO3] 등의 복합 산화물을 화학 증착하는 경우에는 금속 원료들 사이

의 상호 작용 때문에 넓은 면적에, 예를 들어 지름이 300mm인 웨이퍼 표면에, 일정한 조성의 막을 형성하기 어렵다.

기체 상태의 원료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원자층(atomic layer)을 한층한층 형성하여 막의 두께와 조성을 정밀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원자층 증착 방법(ALD)이 1977년에 선톨라 등(Suntola, et al.) [참고문헌 : 미국 특허 제4,058,430호 (1977

년 11월 15일); 미국특허 제4,389,973호 (1983년 6월 28일)]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원자층 증착 방법(ALD)을 사용하면

반응 원료들이 기판의 표면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료 공급 주기에서 막이 자라는 두께가 시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증착된다. 따라서, 원료 공급 주기의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막의 두께를 쉽고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원자층 증

착 방법(ALD) 또는 원자층 화학 증착 방법(ALCVD)에 관해서는 낮은 반응 온도, 넓은 응용 범위, 기본적으로 매우 얇은 막

의 형성, 월등한 단차 피복성, 복잡한 막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이 1999년 9월호 세미

컨덕터 인터내셔널(semiconductor international) 잡지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복합 금속 산화물(compound metallic oxide) 막을 형성할 때, 여기에 필요한 금속이 모두 포함된 원료를 동

시에 반응기에 공급한 후 불활성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내고 산화 원료로 이 금속들을 모두 산화시켜 복합 금속 산화물 층

을 형성하고 불활성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내는 주기를 반복하여 복합 금속 산화물 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1999년에 디미오

(Dimeo) [미국 특허 제5,972,430호 (1999년 10월 26일)]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 방법은 필요한 금속의 원료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 금속들의 원료가 상호작용하여 원료의 증기압이 낮아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증기압이

낮은 Ba(thd)2나 TaCl5와 같은 고체 화합물 원료는 온도가 낮아지면 쉽게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한다. 그런데, 이

러한 현상은 기체화된 이러한 원료가 ALD 반응기에 운반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가 쉽다. 더구나,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작은 입자(particle) 형태로 형성되기가 쉬운데, 일단 입자 형태로 바뀌면 회수하기도 어렵거니

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바륨과 스트론튬의 화학 증착 원료인 Ba(thd)2와 Sr(thd)2는 Ti(O-i-Pr)4

같은 알킬산 계열의 원료와 반응하여 증기압이 낮은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형성된 증기압이 낮은 화합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급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thd"는 테트라메틸헵테인다이오네이트(tetramethylheptanedionate: (CH)3CC

(O)CHC(O)C(CH3)3
- )를 의미한다. 상기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속 원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실

제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막 형성에 필요한 금속 원료의 반응 온도의 상한 하한 공동 영역을 찾아야

만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공동 영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바람직한 특성은 증기압이 높아야 되고, 복합 원

료인 경우에는 상호 반응이 없어야 하며 각 원료의 반응 온도의 상한(max)과 하한(min)에 공동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막을 이루는 모든 원소를 따로따로 공급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쓰면 원료들의 상호 반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면

적에서도 세 원소 이상으로 이루어진 균일한(uniform) 조성의 막을 형성하기가 용이하다. 금속 유기화합물 원료는 일반적

으로 높은 온도에서 스스로 분해하여 고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원자층을 한층한층 형성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에서 기판의

온도를 이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공급한 원료들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 온도보다 높게 기판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층 증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판의 이러

한 최소-최대 온도 범위는 반응 원료에 따라 다르다. 여러 원소가 포함된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하려면 막을 이

루는 모든 원소의 원료에 대하여 최소-최대 온도 범위가 일치하는 구간이 있어야 한다. 어떤 막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많고 필요한 원료의 수가 많아 최소-최대 온도 범위가 일치하는 구간이 없으면 이러한 원료를 써서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도 이 막을 형성할 수 없다.

한편, 원료들 사이의 반응성이 낮은 경우에도 원하는 막을 형성하기 위해, 셔만 등(Sherman, et al.) [미국 특허 제

5,916,365호 (1999년 6월 29일)]은 반응 기체를 공급한 후 반응기에 남은 반응 기체를 진공 펌프로 배기하고 RF 전원 등

의 라디칼(radical) 발생기를 통과시켜 활성화한 둘째 반응 기체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남은 반응 기체를 진공 펌프로 배기

하는 주기를 반복하여 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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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반응 기체를 공급하고 퍼지(purge) 기체로 반응기에 남은 반응 기체를 씻어내고 다른 반응 기체를 공급하고

퍼지(purge)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내는 공급 주기에 동기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막을 형성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참

고문헌 : 한국특허출원 99-11877호 및 이를 기초로 한 PCT출원 PCT/KR00/00310 METHOD OF FORMING A THIN

FILM]. 진공 펌프는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배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기에 잔류하는 반응 기체를 진공 펌프로

완전히 배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퍼지 기체로 반응기에 남은 반응기체를 씻어내는 것은 훨씬 더 빠르

다. 따라서, 이 방법은 셔만 등(Sherman, et al.) [미국 특허 제5,916,365호]의 방법에 비해 기체 공급 주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 당 막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더구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반응기 안에서 플라즈마

를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셔만 등(Sherman, et al.)의 방법은 반응기 안의 기체 압력이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퍼지(purge)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응기 안의 압력이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플라즈

마가 안정하게 된다. 또한 바륨산티탄 막 형성에 쓰이는 바륨 원료와 같은 고체 원료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기 위해 용매

를 써서 고체를 녹인 용액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액체 원료 공급 장치와 액체를 기체로 전환해주는 기화기를 쓰는 경우, 셔

만의 방법에서는 반응 원료 공급 후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한 다음 반응기에 남은 기체 원료를 퍼지(purge)하기 위

해서 반응기를 진공 펌프로 배기할 때 기화기에 액체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휘발성이 높은 용매가 더 빨리 휘발하면 끈적끈

적한 고체 원료가 남게 되어 액체 원료 공급부가 막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 특허 출원 99-11877호에서 제시한 방법

은 반응기와 이에 연결된 기화기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한국 특허 출원 99-11877에서 제시한, 원료 공급 주기와 동기화시킨 플라즈마를 이용

하는 시분할 원료 공급 화학 증착 방법으로 반도체 또는 평판 표시 소자의 기판(semiconductor or flat-panel display

substrate) 상에 막을 형성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방법에서는 주어진 원료에 대해 막 형성에 필요한 최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원자층 화학

증착이 가능한 최소-최대 온도의 범위가 넓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때

각 원료에 대해 원자층 화학 증착이 가능한 최소-최대 온도의 범위가 일치하는 구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방법에서는 최소-최대 온도의 범위의 제한이 적으므로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는 원자층 증착 방법에

비해 금속의 원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는 RF 전원을 이용한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동안 기판 표면에 단위면적 당 0.01 내지

2.0 W/cm2 정도의 RF 전력을 가한다. 여기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력은 펄스 형식(short bursts)으로 가해

지는데, 상기한 RF 전력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전력 펄스가 가해졌을 때의 최대 전력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전력 펄스

는 펄스 형식(short bursts)으로 가해지는 기체 원료 공급 주기와 동기하여 가해져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킴으로써 막을 형

성하게 되는데 이 때에 막이 매우 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RF 전력 펄스의 양에 따라서 형성된 막의 성질을 바꾸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플라즈마 처리는 펄스 형식(short bursts) 대신에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

마 처리를 통해 형성된 막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자층 증착 방법(ALD)

또는 원자층 화학 증착 방법(ALCVD)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막을 플라즈마로 처리하면 막

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원자층 증착법에서는 막을 형성하는 기체 공급 주기 중에서 형성된 막을 각 과정(step)마다 플

라즈마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체 공급 주기를 수 회 반복한 후에 형성된 막을 플라즈마로 처리하여 막의 특성이 개선된 막

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TiN으로 형성된 막의 경우,

[(Ti원료→N원료) →(N 또는 H 플라즈마)→]

[{(Ti원료→N원료) →}n회 반복 (N 또는 H 플라즈마)→]

를 반복하여 특성이 개선된 TiN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료 공급 전후에 퍼지

(purge) 기체를 사용하여 반응기를 씻어내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물론 막을 형성하기 위한 원료 공급 주기 도중에도 플라

즈마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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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면 원료 공급 전후에 퍼지 기체를 사용하

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원료 공급 주기의 시간을 줄여서 단위 시간당 막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소 기체

(O2)는 낮은 온도에서 금속화합물과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다. 그러나 산소 플라즈마는 쉽게 금속화합물과 반응

하여 금속산화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퍼지 기체 없이

[ (금속 원료) →산소 기체 →(산소 플라즈마) →]

를 반복하여 퍼지 기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금속 산화물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서 금속원료와 반응하지 않는 질소 기체(N2)와 수소 기체(H2)를 써서

[ (금속 원료) →(질소 기체 + 수소 기체) →(질소 수소 플라즈마) →]

를 반복하여 퍼지 기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금속 질화물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질소 기체(N2)와 수소 기체(H2) 대신에 암모니아(NH3) 플라즈마를 반응기 안에서 형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상기

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퍼지 기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료 공급 주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1]

산소 기체(O2)는 유기 금속(organic matal) 원료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0℃ 이하의 온도에서 유기 금속

원료와 산소 기체(O2)를 원료로 써서 금속 산화물(metal oxide)의 막을 형성하기가 어렵거나 막 형성 속도 자체가 매우 느

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쉽게 금속 산화물의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원자층 증착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TMA로 알려진 트리메틸알

루미늄(trimethylaluminum)를 알루미늄의 원료로 사용하여 기판 온도 200℃, 반응기 압력 3 Torr에서 TMA(0.2초) →Ar

(0.4초) →O2(0.4초) →(O2+플라즈마)(1초)의 순서로 원료 공급 주기(전체 주기는 2초, 도 1에서 단계 103 내지 106)를

반복하여 산화알루미늄(Al2O3) 막을 형성하였다. 전체 공급 주기 2초 중에서 1초 동안 산소플라즈마로 처리하기 위하여

RF 전력 소스(source)의 출력을 150W로 설정하고 산소 플라즈마반응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막의 두께는 원료 공

급 주기당 1.6 Å이다. 이것을 이미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원자층 증착방법을 도시한 도 2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리탈라 등(Ritala, et al., "Perfectly Conformal TiN and Al2O3 Films Deposited by Atomic Layer

Deposition," Chemical Vapor Deposition, vol. 5, No. 1, page 7, 1999]은 플라즈마 처리없이 TMA(1.5초) →N2(0.5

초) →H2O(3.0초) →N2(0.5초)의 원료 공급 주기 (전체 주기는 5.5초, 도 2에서 단계 202 내지 205)에 의해서 산화 알루

미늄(Al2O3)막을 형성하였는데, 그 막의 두께는 원료 공급 주기 당 1.1Å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해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발명에 의한 결과가 46% (1.6Å/1.1Å = 1.46) 더 두껍고, 막 형성

속도는 4배 [=(1.6Å/1.1Å)×(5.5초/2초)]가 된다. 따라서, 반응성이 약한 산소 기체와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본 발명)이 반응성이 큰 기체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선행 기술) 보다 단위 시간 당 4배 더 빠른 속도로, 또 원

료 공급 주기의 시간을 같게 잡았을 경우에도 45%나 더 빠른 속도로 산화 알루미늄(Al2O3)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실시예 2]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서 산화탄탈륨(Ta2O5) 막을 형성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AE(dmae)로 알려진 다이메톡시아미도에틸산테트라에틸산탄탈륨(Ta(OC2H5)4(OCH2CH2N(CH 3)2), TAE

(dmae)]을 탄탈륨의 원료로 사용하여 기판 온도 250℃, 반응기 압력 4 Torr에서 TAE(dmae)(0.3초) →Ar(1.7초) →O2

(1초) →(O2+플라즈마)(2초) →Ar(1초) 원료 공급 주기(전체 주기 6초, 도 3에서 단계 303 내지 307)를 반복하여 산화탄

탈륨(Ta2O5) 막을 형성하였다. 전체 공급주기 6초 중에서 2초동안 RF 전력 180W를 인가하여 산소 플라즈마를 반응시켰

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막의 두게는 한 원료 공급 주기 당 0.67 Å이었다. 이 결과를 이미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보면 다음

등록특허 10-0721503

- 10 -



과 같다. 종래의 원자층 증착방법을 도시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쿠클리 등(K. Kukli, et al. "Atomic Layer Epitaxy

Growth of Tantalum Oxide Thin Films from Ta(OC2H5)5 and H2 O," Journal of Electrochemical Society, Vol. 142,

No. 5, page 1670 (1995)]은 플라즈마 처리없이 Ta(OC2H5)5(0.2초) →N2(명시하지 않음) →H2O(2.0초) →N2(명시하

지 않음)의 원료 공급 주기(도 4에서 단계 402 내지 405)에 의해서 산화탄탈륨 막을 형성하였는데, 그 막의 두께는 0.4Å

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선행 기술 보고에는, N2 기체로 반응기를 퍼지(purge)하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원료 공급

주기에 의한 막 형성 속도는 비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막의 두께만을 비교해보면, 본 발명에 의한 결과가 68%

(0.67/0.4 = 68%) 더 빠른 속도로 산화 탄탈륨(Ta2O5) 막을 형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결과적으로 형성된 막의 두께

만을 비교해보면 반응성이 약한 산소 기체와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이 반응성이 큰 기체를 사용하는 원자

층 증착 방법보다 68% 더 빠른 속도로 산화 탄탈륨(Ta2O5)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실시예 3]

스트론튬-티타늄 산화물(SrTiO3; STO)이나 바륨-스트론튬-티타늄 산화물[(Ba,Sr)TiO3; BST]은 유전율이 높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하 저장용 축전기(capacitor)의 유전 물질로 사용해서 집적도가 높은 기억 소자(memory) 등을

만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론과 스트론튬의 화학 증착 원료인 Ba(thd)2와 Sr(thd)2는 Ti(O-i-Pr)4와 같은 알킬산

계열의 원료와 반응하여 증기압이 낮은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의한 방법으로써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막을 형성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로 반응을 진전시키면 STO

막이 형성된다. 화학 증착 원료인 Sr(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

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에 Ti(O-i-Pr)4 [또는 Ti(O-

i-Pr)2(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이 과정을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STO 막

이 형성된다.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BST 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음 실시예에서 설명한다.

[실시예 4]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로 반응을 진전시키면, BST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즉, 화학 증착

원료인 Ba(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

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에 Ti(O-i-Pr)4 [또는 Ti(O-i-Pr)2(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

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 Sr(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

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 Ti(O-i-Pr)4 [또는 Ti

(O-i-Pr)2(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

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이처럼 Ba-O-Ti-O-Sr-O-Ti-O의 원료 공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BST 막이 형성된다. 금속 원료의 공급 순서를 바꾸어 Ba →O →Sr →O →Ti

→O →Ti →O 또는 Sr →O →Ba →O →Ti →O →Ti →O의 순서로 이루어진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의

BST 막을 형성한다.

Ba:Sr:Ti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앞의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는 도중에 필요한 원료를 더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Sr에 대한 Ba의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Ba →O →Ti →O →Sr →O →Ti →O의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는 중간에 Ba →O

→Ti →O 공급 주기를 삽입한 연장된 주기(extended cycle)를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의 BST 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한 실시예 3과 실시예 4에서 고체인 Ba(thd)2 [또는 Sr(thd)2]를 용매인 테트라히드로퓨란 [또는 아세트산n-부틸]에

녹인 용액을 액체 원료 공급 장치와 기화기를 이용해서 공급하면 한 원료 공급 주기에서 반응기에 공급하는 양을 매번 같

게 할 수 있어 공정의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일 수 있다.

[실시예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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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무스-스트론튬-탄탈 산화물(SrBi2Ta2O9; SBT)이나 납-지르코늄-티타늄 산화물 [Pb(Zr,Ti)O3; PZT] 같은 강유전

체 막을 이용해서 전원이 끊어져도 기억된 정보가 소멸되지 않는 비휘발성 기억 소자(nonvolatile memory element)를 만

들 수 있다. 이 실시예와 실시예 5-(b)에서는 SBT 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PZT 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실시예 6에

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비스무스-스트론튬-탄탈 산화물 (SrBi2Ta2O9; SBT), 소위 SBT 막을

형성할 수 있다. 즉, Sr(thd) 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

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다음에는, 트리페닐비스무스[BiPh3]를 반응기

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

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이어서, Ta(OEt)5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

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상기 과정에서 Ta(OEt)5

대신에 Ta(OEt)4(dmae)를 사용해도 되고 BiPh3 대신 Bi(thd)3를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 "dmae"는 디메틸아미노에톡사

이드(dimethylaminoetoxide)를 말한다.

계속해서, Bi(thd)3 또는 트리페닐비스무스 (BiPh3)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

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 Ta(OEt)5 또는

Ta(OEt)4(dmae)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

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상기 과정에서 Ta(OEt)5 대신에 Ta(OEt)4(dmae)를 사용해

도 된다. 이처럼 Sr →O →Bi →O →Ta →O →Bi →O →Ta →O의 원료 공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하여 원하

는 두께의 SBT 막을 형성한다. Sr:Bi:Ta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의 원료 공급 주기를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반복

하는 동안에 필요한 원료를 더 넣으면 된다.

[실시예 5-(b)]

Sr과 Ta이 1:2의 비율로 들어 있는 에틸산스트론튬탄탈 (Sr[Ta(OEt)6]2) (여기에서 원료로써 에틸산스트론튬탄탈 dmae

(Sr[Ta(OEt)5(dmae)]2를 써도 된다)을 쓰면 더 간단한 원료 공급 주기로도 SBT 막을 형성할 수 있다. Sr[Ta(OEt)6]2

(여기에서 Sr[Ta(OEt)5(dmae)]2를 써도 된다)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

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 Bi(thd)3 (여기에서

BiPh3를 써도 된다)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

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는 것을 두 번 반복한다. 이렇게 SrTa2 →O →Bi →O →Bi

→O의 원료 공급 주기를 1회 또는 1회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SBT 막이 형성된다. Sr:Bi:Ta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

해서는 앞의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는 중에 비스무스 원료를 공급하는 단계를 빼거나 추가하는 원료 공급 주기를 1회 또

는 1회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SBT 막이 형성된다.

상기한 실시예 5-(a)와 실시예 5-(b)에서, 고체인 Bi(thd)3, BiPh3, Sr[Ta(OEt)6]2, Sr[Ta(OEt)5(dmae)]2를 용매인 테

트라히드로퓨란 [또는 아세트산n-부틸]에 녹인 용액을 액체 원료 공급 장치와 기화기를 이용해서 공급하면 한 원료 공급

주기 중에 반응기에 공급하는 원료의 양을 매번 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일 수 있다. 이것

과 비슷한 방법으로 PZT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음 실시예에서 설명한다.

[실시예 6]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PZT 막을 형성할 수 있다. Pb(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

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

다. 다음에는 Zr(O-t-Bu)4 [또는 Zr(O-t-Bu)2(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계속해서, Pb(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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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끝으로, Ti(O-i-Pr)4 [또는 Ti(O-i-Pr)2(thd)2]를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

를 씻어 낸다. 이와 같이 Pb →O →Zr →O →Pb →O →Ti →O 순서의 원료 공급 주기를 1회 또는 1회 이상 반복하면 원하

는 두께의 PZT 막이 형성된다. Pb:Zr:Ti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는 중에 어떤

원소의 원료 공급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b →O →Zr →O →Pb →O →Ti →O 원료 공급 주기에서 Ti →O

의 공급 주기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으며 Zr →O의 공급 주기를 삽입하여 Zr:Ti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고체 원료인 경우, 예를 들면 고체인 Pb(thd)2, Zr(O-t-Bu)2(thd)2, Ti(O-i-Pr)2(thd)2를 용매인 테트라히드로퓨란 [또는

아세트산n-부틸]에 녹인 용액을 액체 원료 공급 장치와 기화기를 이용해서 공급하면 한 원료 공급 주기에서 반응기에 공

급하는 양을 매번 같게 할 수 있어 공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실시예 7-(a)]

산화실리콘(SiO2)보다 유전율이 훨씬 높은 지르코늄-실리콘 산화물(Zr-Si-O)과 하프늄-실리콘 산화물(Hf-Si-O)은, 예

를 들어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유전체로써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써서 지르코늄-실리콘 산화물 막의 형성을

구사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술한다. 즉, t-부틸산지르코늄[Zr(O-t-Bu)4]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

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

음에 에틸산실리콘(tetraethoxysilicon, TEOS)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

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상기한 과정을 1회 또는 1회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지르코늄-실리콘 산화물(Zr-Si-O) 막이 형성된다.

[실시예 7-(b)]

상기한 실시예 7-(a)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의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써서 하프늄-실리콘 산화물 막의 형성을 구사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술한다. 즉, t-부틸산하프늄[Hf(O-t-Bu)4]을 반응기

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

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그 다음에 에틸산실리콘(tetraethoxysilicon, TEOS)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

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

어 낸다. 상기한 과정을 1회 또는 1회 이상 반복하면 원하는 두께의 하프늄 실리콘 산화물(Hf-Si-O)막이 형성된다.

[실시예 8]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 배선 재료로 쓰이는 알루미늄 막을 트리알킬알루미늄( Al(CnH2n+1)3 n=1~6 ) 원료와

수소(H2)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방법을 써서 형성한다. 트리알킬알루미늄( Al(CnH2n+1)3 n=1~6 )으로는 트리메

틸알루미늄( Al(CH3)3 ) 또는 트리에틸알루미늄( Al(C2H5)3 ) 또는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 Al(CH2CH(CH3)2)3 ) 등을 사

용해서 알루미늄 막을 형성할 수 있으나, 높은 온도에서 형성한 알루미늄 막은 그 전도성이 더 좋다. 따라서, 열분해 온도

가 가장 높은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편이 원자층 증착 반응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실시예의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트리알킬알루미늄( Al(CnH2n+1)3 n=1~6 )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

응기를 씻어 내고, 수소(H2) 기체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

를 씻어 내는 주기을 반복하면 알루미늄 막이 형성된다. 이 한 주기의 순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R3Al → Ar → (H2 + 플라즈마) → Ar

여기에서, 수소(H2) 기체는 트리알킬알루미늄( Al(CnH2n+1)3 n=1~6 )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곤(Ar) 가스로 씻는

과정을 생략하여 한 주기에 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단위 시간 당 막 형성 속도가 높아진다. 이 방법에 의하면, 트리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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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Al(CnH2n+1)3 n=1~6 )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수소(H 2) 기체를 공급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플라즈마를 발

생시키고 플라즈마를 끄고 수소(H2) 기체 공급을 바로 멈추거나 1 초보다 짧은 시간 동안 수소(H2) 기체를 더 흘리는 주기

를 반복하여, 알루미늄 막을 형성한다. 이 방법의 한 주기의 순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R3Al → H2 → (H2 + 플라즈마)

또는

R3Al → H2 → (H2 + 플라즈마) →H2 (1초 미만)

[실시예 9-(a)]

규소 기판 상의 반도체(device or transistor), 충전기(capacitor), 저항기(resistor) 등의 소자를 연결하거나 전원을 공급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Al)과 같은 금속을 사용한다. 근래에는 구리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metallization), 이 목적으로

구리를 증착해서 막을 만들때에 TaN나 Ta-N-C 등의 물질을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 화학 증착 방법으로 막

을 형성하면 플라즈마를 쓰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의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TaN나 Ta-N-C을 화학증착 방법으로 전도성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Ta의 아미도 화합

물이나 아미도 이미도 화합물을 흔히 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원료와 암모니아(NH3) 기체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주기를

반복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에 비해 플라즈마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한 주기를 반복하면 막의 전기전도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NH3)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 대신 플라즈마로 활성화한 질소(N2)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한 주기를

반복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도 막의 전기전도도를 높일 수 있다.

터셔리부틸이미도트리스디에틸아미도탄탈륨[t-butylimido-tris(diethylamido)tatalum, TBTDET]를 원료로 사용한 플

라즈마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Ta-N [또는 Ta-N-C] 막을 형성할 수 있다. TBTDET →Ar →NH3 →Ar의 원료 공급 주기

를 반복하여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한 막은 비저항(resistivity)이 108 μΩ·cm 정도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TBTDET

→Ar →NH3 →Ar →(H2+플라즈마)의 공급 주기를 반복하여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한 막은 비저항이 4400 μΩ·cm으

로 훨씬 낮았다. 또한, TBTDET+H2+(H2+플라즈마)의 주기를 반복하여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한 Ta-N-C막(탄소

함량은 15-40%)은 비저항이 400 μΩ·cm으로서 더욱 낮게 나왔다.

[실시예 9-(b)]

실시예 9-(a)에서 서술한 전기 전도성이 양호한 막을 테트라키스디메틸아미도티타늄[tetrakis(dimethylamido)titanium,

TDMAT]를 티타늄 원료로 사용하여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전도성이 좋은 질화티타늄 막을 형성할 수 있다.

TDMAT →Ar →NH3 →Ar의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하여 형성한 TiN 막의 비저항(resistivity)은 10000 μΩ·cm 이었다.

이에 비해, TDMAT →Ar →NH3 →Ar →(H2+플라즈마)의 공급 주기를 수십번 내지 수백번 반복하여 원자층 증착 방법으

로 형성한 TiN 막은 비저항이 1800 μΩ·cm으로 훨씬 낮았다.

[실시예 10]

반응성이 거의 없는 질소 기체(N2)를 써서도 질화티타늄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TiCl4 →(N2+ H2) →(N2+

H2 + 플라즈마)의 공급 주기를 반복하여 TiN 막을 형성하였다.

[실시예 11]

규소 기판 상의 반도체 소자나 충전기(capacitor)와 저항기(resistor) 등과 같은 수동 소자(passive element)들을 연결하

거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Al)과 같은 금속을 사용한다. 근래에는 구리도 쓰기 시작했는데 구리를 써서 금

속화(metallization)를 하기 위해서 구리를 증착할 때에 구리 원자가 절연막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확산 방지막이

필요하다. 확산 방지막으로는 TiN나 TaN 등을 쓸 수 있으나 이 물질들은 구리와의 접착력이 나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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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또는 탄탈륨]과 같은 할로겐 군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내고,

암모니아 또는 질소 기체를 공급하고, 반응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 기체로 반응기를 씻어

낸다. 이 원료 공급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구리 원자가 절연막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두께의 질화티타늄

(TiN) [또는 질화탄탈륨(TaN)] 막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hfac)Cu+1(vtms) [또는 Cu(hfac)2]를 공급한 후, 아

르곤으로 씻어내고 수소 기체를 공급한 후, 플라즈마를 방전시킨 후 플라즈마를 끄고, 아르곤으로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원료 공급 주기를 따라서 공정을 실행하면 기판 표면에 구리 막이 형성된다. 또한 구리와 접착성이 좋은 알루미늄 막을 이

러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12]

이 실시예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구리와 접착력이 좋고 구리 원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산

방지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먼저 질화티타늄(TiN) [또는 질화탄탈륨(TaN)] 막을 형성하는 원료 공급 주기를 반

복하여 구리 원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두께의 TiN [또는 TaN] 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한다. 그 다음 질화티타

늄(TiN) [또는 질화 탄탈륨(TaN)]을 형성하는 원료 공급 주기 사이에 구리와 접착성이 좋은 금속 막을 형성하는 원료 공

급 주기를 점차로 많이 삽입한다. 예를 들어 Ti [또는 Ta] →Ar →N →Ar 공급 주기 2회, Cu [또는 Al] →Ar →H →Ar 공

급 주기 1회의 확대 주기(extended cycle)를 2회 반복한 후 Ti [또는 Ta] →Ar →N →Ar 공급 주기 1회, Cu [또는 Al]

→Ar →H →Ar 공급 주기 1회의 확대 주기를 2회 반복하고 Ti [또는 Ta] →Ar →N →Ar 공급 주기 1회, Cu [또는 Al]

→Ar →H →Ar 공급 주기 2회의 확대 주기를 2회 반복한 후 Cu [또는 Al] →Ar →H →Ar 공급 주기를 3회 계속한다. 이렇

게 질화티타늄(TiN) [또는 질화탄탈륨(TaN)]에서 구리와 접착성이 좋은 금속으로 조성이 점차 변하는 막을 형성함으로

써 확산 방지막과 구리 배선 사이의 접착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서로 반응을 잘하지 않는 원료들을 써서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절연체 또는 도체 막

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다성분계 막도 쉽게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물

질의 조성이 차례로 바뀌는 막, 특히 박막을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개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실시예는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청구범위

에 의하여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금속 산화물의 막을 형성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Flow Chart).

도 2는, 실시예 1에 대응하는, 금속산화물의 막을 형성하는 선행기술을 도시한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산화탄탈륨(Ta2O5) 막을 형성하는 원자층 증착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4는, 실시예 2에 대응하는, 산화탄탈륨막을 형성하는 선행기술을 도시한 순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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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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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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