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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

요약

개선된 막질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에 관해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루세늄막을 형성

하는 루세늄 소스와 반응가스를 펄스식으로 공급하며, 이를 반복함으로써 소정 두께의 루세늄막을 얻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표면거칠기, 비저항, 스텝 커버리지 면에서 우수한 루세늄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기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층단위로 증착이 이루어지며 막 내의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고 재현성 확보가 용이하다. 따라서, 제조된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루세늄, MOCVD, 스텝 커버리지, 표면 거칠기, 비저항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의 방법으로 SiO 2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을 나타낸 사진;

도 2는 종래기술의 방법으로 TiN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을 나타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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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가스 공급주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증착된 루세늄막의 표면형상을 나타낸 사진; 및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을 트렌치 구조

에 적용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루세늄막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선된 막질을 갖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고집적 반도체 소자의 MIM(metal-insulator-metal) 캐퍼시터용 고유전물질로 Ta 2 O 5 나 BST((Ba,Sr)TiO 3 )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화물에 의한 접촉 저 항 및 산소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저유전막의 문제 때

문에 캐퍼시터 전극재질로 실리콘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속 전극으로 백금(Pt), 이리듐(Ir), 루세늄(Ru) 

등의 금속이 연구되고 있으며, 루세늄이 유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고집적 반도체 소자의 캐퍼시터의 경

우 정전용량을 높이기 위해 그 하부전극이 필연적으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상부전극을 기존의 스퍼터링

법으로 증착,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에서는, 루세늄을 MOCVD(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형성방법은 통상의 LPCVD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산소(O 

2 )와 루세늄 증착원(Ru deposition source)을 동시에 반응실에 공급하여 산소가 루세늄 증착원에 포함되어 있는 리

간드(ligand)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순수한 루세늄막이 증착되도록 해준다. 증착되는 루세늄막의 물성은 증착원과 산

소의 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산소비가 증가할수록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도 증가하나 

표면거칠기(surface roughness)는 심해지고 비저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루세늄막은 증착 초기에 핵생성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인큐베이션 시간(incubation time)이 길고 핵 생성 후 

섬 형태(island type)로 증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큐베이션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TiN 또는 BST 

기판 상에서 루세늄막을 증착할 경우 표면이 매우 거칠어지고 증착률도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인다.

도 1은 종래기술의 방법으로 SiO 2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을 나타낸 사진이며, 도 2는 종래기술의 방법으로 TiN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을 나타낸 사진이다. 도 1 및 2를 참조하면, 루세늄막의 표면이 다소 거칠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측정결과, SiO 2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의 표면거칠기는 20Å, TiN  기판에 증착한 루세늄막의

표면거칠기는 50Å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각각 얻었다.

캐퍼시터 전극재료로 선택되는 루세늄에 요구되는 특성은 낮은 저항값 이외에도, 복잡하고 미세한 패턴상에 매끄러

운 표면을 가지면서 좋은 스텝 커버리지로 증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기술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기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종래기술에 따른 루세륨 MOCVD 공정은 루세늄의 증착 시 증착원과 산소의 비, 또는 기타 공정변수에 의해 박막

증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반도체 선폭의 감소에 따른 스텝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공정 조건에서는 루세

늄막의 표면 거칠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실제적인 공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판에 따른 루세늄 박막의 성장형태도 매우 달라서 종래기술을 적용할 경우, 인큐베이션 시간이

매우 길며, 표면 또한 매우 심한 거칠기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종래기술에 따라 제조된 루세륨막을 고유

전 커패시터에 대한 전극으로 사용할 경우,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매우 열화시켜 실제 소자 적용에 큰 어려움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서, 하지층에 따른 증착특성의 급격한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

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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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낮은 비저항과 표면 거칠기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를 나타내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은:

(a) 반도체 기판 상에 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하지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반응실 내에 장입시키는 단계와;

(c) 상기 반응실 내에 Ru(OD) 3 를 공급하여 상기 하지층 상에 흡착시키는 단계와;

(d) 상기 반응실 내를 Ar로 퍼지하는 단계와;

(e) 상기 반응실 내에 산소 함유 기체를 공급하여 상기 하지층에 흡착된 Ru(OD) 3 의 리간드를 제거함으로써 루세늄 

원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f) 상기 반응실 내를 다시 Ar로 퍼지하는 단계와;

(g) 상기 기판의 온도를 200∼350℃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상기 (c)∼(f)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상기 하지층 상에 소정

두께의 루세늄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하지층으로 SiO 2 , TiN을 사용하는 캐퍼시터의 하부전극을 형성할 수도 있고, Ta 2 O 5 , B

ST와 같은 고유전막을 하지층으로 이용하는 캐퍼시터의 상부전극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산소함유기체로서 산소 또는 N 2 O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반도체 기판 상에 하지층으로서 SiO 2 나 TiN 막을 형성하였다. 그 다음, SiO 2 나 TiN 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

판을 저압 증착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반응실 내에 장입시키고, 기판이 260℃가 되도록 유지시켰다. 이어서, 

반응실 내에 Ru 증착원으로서 Ru(OD) 3 를 공급하여 하지층 막에 흡착시켰다. 그 다음, 반응실 내를 Ar로 퍼지하고, 

다시 반응실 내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여 하지층 막에 흡착된 Ru(OD) 3 의 리간드를 제거함으로써 루세늄 원자층을 

형성한 후, 반응실을 다시 Ar로 퍼지하였다. 이와 같이 반응실 내에 Ru(OD) 3 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루세늄 원자층을

형성한 후 반응실을 다시 Ar로 퍼지하는 단계를 하나의 주기로 설정하고 이를 반복하여 하지층 막 위에 소정 두께의 

Ru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반복 주기를 펄스형 으로 도 3에 나타내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사이클 내에서 Ru(OD) 3 의 공급시간, 그 후의 Ar 퍼지시간, 다시 반응가스인 산소의 공급시간, 그 후의 Ar 

퍼지시간을 각각 0.5∼10초로 설정하여 각 단계에서의 최적의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이클을 40

0회 반복하여 150∼300Å 두께의 루세늄막을 SiO 2 나 TiN 하지층 막 상에 형성하였다. 같은 사이클에서도 두께 변

화가 있는 것은 하지층의 막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막 형성방법에 따르면, 막을 층단위로 증착할 수

있고, 산소비에 다른 물성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Ru의 증착특성인 섬형태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루세늄막 중 TiN 하지막에 증착한 루세늄막의 표면형상을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4를 참조하여 도 

2와 비교하면, TiN막 상에 형성된 루세늄막의 거칠기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측정을 한 결과,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TiN막 상에 형성한 루세늄막의 표면거칠기는 20Å의 RMS 값을 나타내어, 종래보다 30Å 정

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을 트렌치 구조에 적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즉, 이미 홀이 형성된 하지층 상에서 Ru막

을 형성할 경우, 80∼90% 정도의 우수한 스텝 커버리지 값을 나타내었다.

비저항 역시 측정결과 종래기술에 따른 것에 비해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종래기술의 MOCVD에 의한 루세늄막 증착 시에는 가장 좋은 모폴로지(morphology) 조건에서 약 80Å/min의 

증착률을 나타내었고 비저항은 50∼70μΩ-cm(500Å의 경우), 가장 좋은 스텝 커버리지 조건에서는 ∼30Å/min의 

증착률과 ∼100μΩ-cm(500Å의 경우)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결과 0.7Å/cyc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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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률을 나타내었으며 ∼26μΩ-cm(300Å의 경우)의 비저항을 나타내었다. 루세늄(Ru)의 원자반경(Atomic radiu

s)이 1.89Å이므로 루세늄의 단원자층(mono layer)의 크기는 이보다 작거나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이클당 0.7Å의 증착률은 단원자층 이하의 증착률로 루세늄막이 증착 되어진 것이므로 자가 한정 증착(self limited d

eposition)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일반적인 루세늄을 포함한 금속막 형성공정에서는 일정 임계 두께

이하에서는 비저항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한 결과 200Å 이하의 두께에서

도 여전히 낮은 비저항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낮은 비저항은 루세늄막에 대해 매우 연속적인 증착이 이루어졌음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발명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소스 공급단계에서는 물리적 흡착(physisorption)만이 이

루어지고 이후의 반응용 산소 공급단계에서 리간드들이 제거되며 화학적 흡착(chemisorption)이 이루어지는 방식으

로 루세늄막이 증착된다. 따라서, 스텝 커버리지와 모폴로지 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표면거칠기, 비저항, 스텝 커버리지 면에서 우수한 루세늄 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기판의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층단위로 증착이 이루어지며 막 내의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고 재현성 확보가 용이하다. 따

라서, 제조된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반도체 기판 상에 하지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하지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반응실 내에 장입시키는 단계와;

(c) 상기 반응실 내에 Ru(OD) 3 를 공급하여 상기 하지층 상에 흡착시키는 단계와;

(d) 상기 반응실 내를 Ar로 퍼지하는 단계와;

(e) 상기 반응실 내에 산소 함유 기체를 공급하여 상기 하지층에 흡착된 Ru(OD) 3 의 리간드를 제거함으로써 루세늄 

원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f) 상기 반응실 내를 다시 Ar로 퍼지하는 단계와;

(g) 상기 기판의 온도를 200∼350℃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상기 (c)∼(f)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상기 하지층 상에 소정

두께의 루세늄막을 형성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지층이 SiO 2 또는 TiN이며, 상기 형성된 루세늄막이 캐퍼시터의 하부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지층이 Ta 2 O 5 또는 BST와 같은 고유전막이며, 상기 형성된 루세늄막이 캐퍼시터의 상부

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 늄막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함유기체가 산소 또는 N 2 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용 루세늄막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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