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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적 회로 메모리 셀용 커패시터 전극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시된다. 저지막들(예를 들어, 도핑되지 않은 실

리콘막 및/또는 산화막)을 증착하여, 도핑된 실리콘막들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를 제어한다. 기판 상에 HSG(

hemispherical grain)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저지막으로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한다. HSG 실리콘막을 상기 제 1 도

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를 제어함으로써, HSG 그레인 사이즈, 밀도, 균

일도 및 DRAM 메모리 셀의 정전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리액터 쓰루풋(reactor throughput)을 유지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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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HSG 실리콘 커패시터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공정 단면도들;

도 3 내지 도 6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적층된 도핑된 폴리실리콘 커패시터 스토리지 전극들을 내장하는 메모리 셀을 형

성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공정 단면도들;

도 7 및 도 8은 도 4에 도시된 도핑된 실리콘 전극들의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함수로서의 인(phosphorus)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

도 9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셀 커패시터 장치를 제조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공

정 단면도들; 및

도 18 내지 도 20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스토리지 전극 내의 인의 농도(phosphorus concentration)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집적회로 메모리 셀들용 커패시터 전극의 형성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집적회로의 설계에 있어서 소자들의 고집적화로 인해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소자가 차

지하는 웨이퍼의 면적이 감소되어 왔다. 따라서, 메모리 셀 커패시터들은 축소된 공간들 속에 설치되어야 한다. 메모

리 셀 커패시터의 정전용량(capacitance)은 커패시터 전극의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조를 지속적으

로 축소하면서도 소자의 정전용량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DRAM 

메모리 셀 동작은 정전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므로, 스토리지 전극(storage electrode)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면

서도 동시에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웨이퍼 면적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발전되어 왔다. 더 큰

표면적을 갖는 전극 설계의 예로는 실린더형 커패시터 형태(cylindrical capacitor configuration) 및 핀형 커패시터 

형태(finned capacitor configuration)와 아울러 트렌치형 커패시터 형태(trench capacitor configuration) 및 스택형

커패시터 형태(stacked capacitor configuration) 등이 있다.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돌출형의 또는 불규칙한 외부면을 갖는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거친 전극 표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은 HSG(hemispherical grain) 실리콘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메

모리 셀 액세스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한다. 그 다음, 상기 반도체 기판 및 액세스 트랜지스터 상에 절연

막을 형성한다. 실리콘 소스가스(예를 들어, SiH 4 또는 Si 2 H 6 )와 도핑가스(예를 들어, PH 3 )를 반응시켜 상기 

절연막 상에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한다.

이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HSG를 갖는 표면을 형성한다. 기체 상태의 핵형성(gas-phased nucleation) 및 표

면 씨딩(surface seeding)에 의해서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 분야에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방

법으로는,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이 진공 열처리(vacuum anneal)하여 실리콘 내의 실리콘 입자들이 재분포되어 폴

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진 HSG들을 형성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비정질 실리콘막을 대략 550℃ 내지 600℃의 온도

에서, 상기 비정질막을 실리콘 소스가스에 노출시켜 실리콘 핵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를 실리콘 가스소스 없이 열

처리함으로써, 실리콘 핵들을 성장시켜 상기 HSG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한다.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셀들이나 전극들은 N형 또는 P형 도펀트들로 도핑하여 자신들의 정전용량이나 DRAM의 성능

을 향상시킨다. 소자 동작의 관점에서 볼 때, 인(phosphorus)과 같은 도펀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제조상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열공정에서 도펀트가 도핑된 실리콘막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어 증착된 

커패시터 유전막들의 두께가 변하게 된다.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의 두께는 상기 커패시터를 손상시키지 않고 저장될 

수 있는 전하의 양을 규정하기 때문에, 상기 유전막의 두께 변화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커패시

터 유전막은 가능한 한 얇게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절연파괴 (dielectric breakdown)를 피할 수 있는 두께로 형

성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인이 이동하여 HSG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도펀트 원자들

이 표면 비정질 실리콘 입자들의 자동확산을 억제시키는 요소를 형성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도핑된 실리콘막이 웨이

퍼의 양면(전면과 후면)에 형성되면, 상술한 외부 확산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커패시터 유전막으로서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함에 있어, 그것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응챔버(reactor chamb

er) 내의 웨이퍼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각 퍼니스 로드(furnace load) 내의 웨이퍼 개수를 줄이면(가령 

6 로트(lot)에서 4 로트로 줄이면), 예를 들어 질화막을 증착하는 공정에서의 쓰루풋(throughput)이 저하되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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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HSG 실리콘막들의 밀도 및 균일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HSG 실리콘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방법

에 있어,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상기 기판 상에 형성한다. 저지막으로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하고, HSG 실리콘막을 상기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메모리 셀 스토리지 전극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 도핑된 실리콘막을 상기

기판 상에 형성한다. 저지막으로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HSG 실리

콘막을 상기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상에 형성하고, 커패시터 유전막을 상기 HSG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그리고, 상부 전극을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 상에 형성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전면과 후면을 갖는 기판 상에 HSG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의 전면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다. 상기 기판의 후면에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한다. 제 1 저지막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하고, 제 2 저지막을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HSG 실리콘막

을 상기 제 1 저지막 상에 형성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HSG 실리콘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핑된 실리콘막을 상기 기판 

상에 형성한다.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저지막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상기 저지막 및 상기 도핑된 실

리콘막을 원하는 형태로 패턴한다. 상기 저지막을 제거하고, HSG 실리콘막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형성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면들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

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병기한다.

도 1 및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HSG 실리콘 커패시터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도 1을 참조

하면, 예를 들어, 소스/드레인 영역(18), 필드 산화막 영역(14) 및 폴리실리콘 워드라인 게이트 영역(16)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액세스 트랜지스터(memory cell access transistor)를 반도체 기판(10) 상에 형 성한다. 절연막(12)을 상

기 기판(10)과 상기 메모리 셀 액세스 트랜지스터 상에 형성한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 및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절연막(12)을 관통하여 소스/드레인 영역(18)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실리콘 소스가스(예를 들어, SiH 4

또는 Si 2 H 6 )를 도핑가스(예를 들어, PH 3 )와 반응시켜, 도핑된 실리콘막(비정질막 또는 폴리실리콘막; 20)을 상

기 콘택홀 내부 및 상기 절연막(12) 상에 형성한다.

도 2를 참조하면, HSG 실리콘 표면(22)을 상기 실리콘막(20) 상에 형성하고, 커패시터 유전막(24)을 상기 HSG 실리

콘 표면(22)에 형성한다. 기체 상태의 핵형성(gas-phased nucleation) 또는 표면 씨딩(surface seeding)을 포함하는

이 분야에서 알려진 다양한 방법을 통해 HSG 실리콘 표면(22)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

핑된 실리콘막(20)을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하고,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을 진공 열처리(vacuum anneal)하여 비

정질 실리콘막 내부의 실리콘 입자들을 재분포시킴으로써 폴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진 HSG들을 형성한다. 또는, 예를 

들어, 약 550℃ 내지 600℃ 온도에서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고, 실리콘 핵들이 상기 비정질막 상에 형성되도록 실

리콘 소스가스에 노출시킨다. 이 구조물을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 없이 열처리함으로써, 실리콘 핵들을 성장시켜 HSG

를 갖는 폴리실리콘 표면(22)을 형성한다.

실리콘 질화막을 유전막 또는 유전막의 일부로서 증착할 때, 약 680℃ 내지 780℃ 온도에서 LPCVD(low pressure c

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유전막(24)의 후속 증착에서, 상부 전극막(도면에 미도시)이 제 2 

커패시터 전극막 또는 상부 커패시터 전극막으로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실리콘막(20)을 도핑하여 소자 특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기 도펀트가 외부로 확산되어 

상기 HSG 실리콘 표면(22)의 성장과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24)의 증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펀트의 외부 확산에 따른 문제점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상기 메모리 셀 구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도 3 내지 도

6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적층된 도핑된 폴리실리콘 커패시터 스토리지 전극들을 내장하는 메모리 셀을 형성하는 방법

을 보여준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방법들을 포함한 이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들을 이용하여 

필드 산화막 영역들(26), 소스/드레인 영역들(28) 및 워드라인 게이트 영역들(30)을 반도체 기판(32) 상에 형성한다. 

상기 기판(32)은 도핑된 폴리실리콘막(34)에 의해 덮여진 후면(backside)을 갖는다. 절연막(36)을 상기 기판(32) 상

에 형성한다. 상기 절연막은 예를 들어, 실리콘 산화막이나 BPSG(boro-phospho-silicate-glass)막으로 형성된다. 

도전성 콘택 플러그(38)용 콘택홀들을, 예를 들어 포토 공정 및 식각 공정을 통해 상기 절연막(36) 내에 형성한다. 도

전성 콘택 플러그들(40)이 이후에 형성될 스토리지 전극들을 액세스하기 위해 제공되며, 예를 들어, 도핑된 폴리실리

콘이나 텅스텐과 같은 도전형 내화 금속(conductive refractory metal)으로 형성된다. 인으로 도핑된(phosphorus-d

oped) 폴리실리콘막(42)을 상기 절연막(36) 상부에 형성하되, 상기 플러그들(40)과 접하도록 형성한다.

도 4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도면에 미도시)를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42)을 식각

하여 스토리지 전극들(44)을 형성한다.

도 5를 참조하면, HSG 실리콘 표면(46)을 앞서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44) 상에 형성한다. 

그리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패시터 유전막(48)이 앞서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44) 

상에 형성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도핑된 실리콘 전극들(44)의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함수로서의 인(phosphorus)의 농도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y-축은 상기 도핑된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들(44)의 외부면을 나타낸다.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42)을 증착하는 동안에, 포스핀(phosphine) 가스소스를 실레인(silane) 또는 디실레인(disila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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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리콘 소스가스와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인 도핑 농도(phosphorus doing concentration)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15 ppm 정도로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42)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 상기 기판(32) 후면 상의 도

핑된 폴리실리콘막(34) 내에 이와 유사한 프로파일이 생성될 것이다. HSG 열처리 공정 및 커패시터 유전막(48)으로

서 질화막을 로딩(loading)하는 공정 등의 후속 고온 공정 동안에, 인이 상기 도핑된 실리콘 전극들(44)과 도핑된 폴

리실리콘 후면막(34)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된다. 증착챔버(deposition chamber), 예를 들어 LPCVD 챔버(도면에 미

도시)에 있어, 공정가스 내의 인의 농도는 이러한 외부 확산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치(batch) 내에 있는 웨

이퍼들의 개수에 비례한다. 인이 외부로 확산되기 때문에, 커패시터 유전막 증착비(deposition rate)는 예를 들어 질

화막 로딩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불안정적이나, 인이 상기 LPCVD 챔버로부터 배출된 이후에는 안정화된다.

도 8에서 알 수 있듯이, HSG 및 유전막 공정 후에, 대략 13 내지 22 ppm의 농도를 갖는 인(phosphorus)이 도 6에 

도시된 증착된 실리콘 전극들(44)의 HSG막(46)과 커패시터 유전막(48) 사이의 계면에 존재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프로파일이 기판(32) 후면 상의 도핑된 폴리실리콘막(34)의 표면에도 형성될 것이다. 상기 HSG 열처리 및/또는 절연

막(48) 증착 공정 동안에, 인이 도핑된 실리콘 전극들(44) 및 도핑된 실리콘 후면막(34)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어 HS

G막(46)의 표면에 상기 인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인의 입자들은, 예를 들어 표면 비정질 실리콘 입자들이 자동적

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HSG 형성을 저하시킨다. 이는 상기 HSG 표면(46)의 밀도, 균일도 및 그레인(gr

ain)의 크기에 지장을 준다. 또한, 상승한 온도에서(예를 들어, 커패시터 유전막 형성 단계에서 실리콘 질화막을 로딩

하는 동안) 도핑된 실리콘 전극들(44)로부터 인이 외부로 확산되어 공정가스 내에 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초기 단계

에서는 질화막 증착비에 지장을 주고 단지 반응챔버로부터 인이 방출되었을 때에만 안정화된다. 이에 따라, 유전막(4

8)은 일반적으로 노(furnace) 내부의 웨이퍼 개수와 반비례하는 두께로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배치(batch)들 사이의 실리콘 질화막 증착의 균일도를 향상시키는 위해서 리액터 베슬 배치(re

actor vessel batch) 내의 웨이퍼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질화막을 증착하는 동안에 상기

웨이퍼 개수를 줄이면, 생산성(throughput)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9 내지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셀 커패시터 장치를 제조하는 다양한 방법을 예시한다. 먼저 도 9를 참조하

면, 기판(50)과 그 위에 형성된 도핑된 실리콘막(52)을 갖는 메모리 셀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구성요소들 도시되어 있

다. 여기서, "기판"이라 함은 실리콘이나 갈륨비소(GaAs)로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 기판을 포함한 임의의 반도체 기판

을 일컫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판"은 반도체 웨이퍼 또는 그 위에 형성된 다양한 공정 막들을 포함한 

반도체 웨이퍼를 일컬음은 자명하다. 한편, "막(layer)"은 "층(film)"과 서로 통용될 수 있다. 상기 액세스 트랜지스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스/드레인 영역들(54), 필드 산화막 영역들(56) 및 폴리실리콘 워드라인 게이트 영역들(58)을 

포함한다. 절연막(60)을 상기 기판(60)과 상기 메모리 셀 액세스 트랜지스터 상에 형성한다. 예를 들어 포토 공정 및 

상기 소스/드레인 영역(54)을 노출시키는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절연막(60)을 관통하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상

기 도핑된 실리콘막(52)을 상기 콘택홀 내부 및 상기 절연막(60) 상에 형성한다.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52)은, 예를 들어, 약 7000Å 내지 10000Å의 두께를 갖지만, 7000Å 이하 또는 10000Å 이

상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실리콘막(52)은 비정질 또는 폴리 상태로 증착될 수 있지만, 비정질 상태로 증착하

고 후속 열공정시 결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실리콘막(52)은 실레인(silane) 또는 디실레인(disi

lane)과 같은 실리콘 소스가스 및 AsH 3 , AsS 3 , PH 3 , PF 3 , POCl 3 , B 2 A 6 , BF 3 , 또는 BCl 3 등의 도핑 

소스가스가 제공된 상태에서 원하 는 도펀트(즉, N형 또는 P형)에 따라 형성된 도핑된 실리콘막일 수 있다. 일 실시예

에서는 PH 3 를 사용한다. 상기 기판(50)이 소정의 온도(예를 들어, 450℃ 내지 550℃)로 가열되는 동안, 상기 실리

콘 소스가스와 도핑가스를 반응챔버(reaction chamber)나 노(furnace)에 주입한다. 실레인 가스와 포스핀(phosphin

e) 가스를 사용할 때, 실레인의 유량(flow rate)이 약 500 sccm 내지 1500 sccm으로 조절되고 포스핀 가스의 유량

은 약 200 sccm 내지 300 sccm으로 조절된다.

여기에 주어진 온도와 유량의 범위는 단지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이들 범위를 벗어난 값들도 도핑된 폴리실리콘 및/

또는 비정질 실리콘막들을 형성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은 이 분야에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도 10을 참조하면, 제 1 도핑된 실리콘막(52)을 증착한 후에, 후속의 고온 공정 동안에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를 흡

수하거나 저지막(barrier layer)으로 작용하는 분리막(separate layer; 56)을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저지막"이라

함은 도펀트 입자들의 움직임을 차단 및/또는 흡수함으로써, 이 막을 가로지르는 도펀트의 확산을 감소시키거나 실질

적으로 차단하는데 적합한 임의의 물질로 형성된 막(들)을 의미한다. 상기 분리막(56)은 실리콘으로부터 외부로 확산

되는 도펀트들에 대한 저지막으로 작용하기 적합한 임의의 막, 예를 들어,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 또는 실리콘 산화막일 수 있다. HSG 실리콘은 폴리실리콘보다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에서 더 빠르

게 성장할 수 있음에 유의하자. 따라서, HSG 실리콘을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저지막(56)을 비정질 

실리콘막으로서 증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 10에 예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도핑 가스소스를 차단하여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52)의 증착을 멈추게 하고 실리콘 소스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지막으로 상기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56)을 형성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저지막으로 도핑되지 않은 비

정질 실리콘막(56)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52) 상에 형성한다. 한편, 실리콘 가스소스는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

막(56)을 증착하기 위해 차단되지 않는다.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56)은 50Å 이하나 200Å 이상의 두께로 형

성할 수도 있지만, 대략 50Å 내지 2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저지막(56)을 형성하고, 통상적인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이용하여 패턴된 막들(52, 6

2)로 이루어진 원하는 스토리지 노드 패턴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CF 4 와 같은 실리콘을 식각하기에 적합한 잘 알

려진 화학물질들을 사용하여, 반응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 또는 화학적 플라즈마 식각(chemical plasma et

ching) 등의 방법으로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패턴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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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를 참조하면, 식각 마스크(도면에 미도시)를 상기 저지막(62)으로부터 제거하고, 세정 공정을 실시한다. HSG 

실리콘을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HSG 실리콘 표면(66)을 상기 도핑되지 않은 저지막(62) 상에 형성한다. 상

기 HSG 표면(66)은 HSG를 실리콘막 상에 형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열처리(annealing), 핵형성(nu

cleation), 분자 빔 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 또는 화학적 빔 에피택시(chemical beam epitaxy) 등과 같은

임의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면에 예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HSG 폴리실리콘 표면(66)은 표면 씨딩(surfa

ce seeding) 이후에 진행되는 실리콘 소스가스에 노출시키지 않는 진공 열처리(vacuum annealing)에 의해 형성된다

.

도 13을 참조하면, 커패시터 유전막(68)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68)은 다양한 구조, 예를 들어, 산

화막, 질화막, NO 또는 ONO 유전막 등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68)은 4

0Å 내지 60Å의 두께로 증착된 실리콘 질화막으로 구성된 질화/산화 적층막(laminating layer)일 수 있다. 이때, 상

기 실리콘 질화막은 대략 680℃ 내지 780℃의 온도에서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으

로 증착되며, 역시 40Å 내지 60Å 정도의 두께의 CVD 산화막에 의해 캐핑(capping)된다.

상기 유전막(68)을 증착한 후에, 제 2 폴리실리콘 전극막과 절연 산화막을 증착하고 포토레지스트와 패터닝을 사용함

으로써 메모리 셀들을 완성한다. 나머지 공정 단계들은, 예를 들어, DRAM 메모리 셀의 남아있는 막들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이 분야에 잘 알려진 임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 14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판(70) 상에 적층된 메모리 소자들을 형성하는 방법의 예를 도시한다. 

먼저 도 14를 참조하면, 상기 기판(70)은 인이 도핑된(phosphorus-doped) 후면 실리콘막(72)을 갖는다. 필드 산화

막 영역들(86), 소스/드레인 영역들(88) 및 워드라인 게이트 영역들(90)을 앞서 설명한 방법을 포함한 이 분야에 알려

진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70) 상에 형성한 다. 예를 들어, 실리콘 산화막 또는 BPSG막 또는 TEOS(tetra-ethyl

-ortho-silicate)막 등으로 형성되는 절연막(91)을 도시된 대로 상기 기판(70) 상에 형성한다. 소스/드레인 콘택들(9

2)을, 예를 들어,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과 같은 내화 금속(refractory metal)을 증착하고 후속의 포토 및 식

각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절연막(91) 하부에 형성한다. 콘택들(94)을 이후에 형성될 스토리지 전극들을 액세스하여 

절연막(91) 내에 추가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절연막(91) 내의 비아들(vias)을 식각하고 이후에 도핑된 폴리실

리콘 또는 텅스텐과 같은 도전형 내화 금속을 증착하고 평탄화하여, 플러그들(94)을 형성할 수 있다.

스토리지 전극들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도핑된 실리콘막(96)을 상기 절연막(91) 상에 형성한다. N형 또는 P형 도

펀트들을 사용하여 상기 실리콘막들(72, 96)을 도핑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도펀트의 종류는 인이다.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들(72, 96)은 7000Å 이하 또는 10000Å 이상의 두께를 가질 수 있지만, 대략 7000Å 내지 10

000Å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실리콘막들(72, 96)은 비정질 상태나 폴리실리콘 상태로 증착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실리콘막(72, 96)은 비정질 상태로 증착되고, 후속 열공정들 동안에 결정화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상기 실

리콘막들(72, 96)을 실레인이나 디실레인 등의 실리콘 소스가스와 원하는(즉, N형 또는 P형) 도펀트에 따라 AsH 3 , 

AsS 3 , PH 3 , PF 3 , POCl 3 , B 2 A 6 , BF 3 또는 BCl 3 등의 도핑 소스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형성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PH 3 를 사용한다.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와 도핑 소스가스를 상기 기판(70)이 소정의 온도(예를 들

어, 450℃ 내지 550℃)로 가열되는 동안에 반응챔버(reaction chamber)나 노(furnace)에 주입한다. 실레인 가스와 

포스핀(phosphine)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상기 실레인의 유량(flow rate)은 500 sccm 내지 1500 sccm으로 조절

되고 상기 포스핀의 유량은 200 sccm 내지 300 sccm으로 조절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저지막으로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들(98, 100)을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

콘막들(96, 72) 상에 각각 형성한다. 이 점에 있어서,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들(72, 96)을 증착한 후에, 앞서 설명한 인

도핑가스만 차단하고 실리콘 도핑가스는 차단하지 않는 LPCVD 공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

들(98, 100)을 형성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들(98, 100)은 50Å 내지 2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막들(72, 96, 98, 100)에 주어진 상술한 두께 범위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

며, 상기 범위를 벗어나는 두께 값들(즉, 상기 범위보다 크거나 작은 값들) 역시 가능함은 자명하다. 상기 막들(98, 10

0)은 비정질 또는 폴리실리콘으로서 증착될 수 있다. HSG 실리콘은 폴리실리콘 상태보다 비정질 상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 따라서, HSG 실리콘을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려면, 상기 저지막들(98, 100)을 비정질 실리콘으로서 증착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후속 열공정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상기 저지막들(98, 100)이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들로서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지만, 상기 실리콘막들(72, 96)로부

터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에 대한 저지막으 로 작용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막일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 경우, 상기 

임의의 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이나 실리콘 산화막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도 15를 참조하면, 상기 저지막(98)과 그 하부의 도핑된 폴리실리콘막(96)을 마스킹(masking)하고 식각하여, 스토리

지 전극들(102, 104)을 형성한다. 이 경우 이방성 건식식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실리콘을 식각하기에 적합

한 통상적인 화학물질(예를 들어, CF 4 )을 이용하여 반응 이온 식각이나 화학적 플라즈마 식각 방식을 사용하여 수

행할 수도 있다.

도 16을 참조하면, HSG 실리콘 표면(106)을, 예를 들어, 전술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102, 104)

상에 형성한다. 도 17을 참조하면, 커패시터 유전막(108)을 상기 HSG 실리콘 표면(106) 상에 형성한다. 상기 커패시

터 유전막(108)으로는, 예를 들어, 산화막, 질화막 및 NO 또는 ONO 유전막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서, 40Å 내지 60Å의 두께로 증착된 실리콘 질화막으로 구성된 질화/산화 적층막(laminating layer)일 수 있다. 이때

, 상기 실리콘 질화막은 대략 680℃ 내지 780℃의 온도에서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

법으로 증착되며, 역시 40Å 내지 60Å 정도의 두께의 CVD 산화막에 의해 캐핑(capping)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속의 열공정 동안에, 인(phosphorus)을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72)과 상기 도핑된 실리콘 스토리지 전극들(1

02, 104)로부터 서서히 확산시켜 앞서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들(98, 100; 도 17의 점선들(110)이 지시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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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 및 상기 HSG 실리콘막(106)을 도핑한다. 이 열공정에 의해 상기 전극들(102, 104)과 저지막들(98, 100)대부분

이 결정화된다.

상기 저지막(98)의 출현으로,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102, 104)의 상부면에 형성된 HSG 실리콘의 평균 그레인 사이

즈(average grain size)가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통상적인 공정으로 형성된 스토리지 전극들(52)의 도핑

된 폴리실리콘 상부면에 형성된 HSG 그레인들의 평균 사이즈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DRAM 셀의 

표면적과 정전용량이 종래 기술에 의한 DRAM 셀의 표면적과 정전용량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상기 유전막(10

8)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노 로드의 크기(furnace load size)에 영향을 덜 받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노 로드를 사용

하는 통상적인 공정에서 형성되는 유사한 막의 두께보다 더 증가한다.

도 18은 저지막으로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98)을 증착한 후 바로 그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함수로서의 

인 농도(phosphorus concentration)를 보여준다. 여기서,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96)은 7000Å 내지 10000Å의 두

께를 가지며, 상기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98)은 상기 도핑된 폴리실리콘막(96) 상에 50Å 내지 200Å의 두께

로 형성된다. 도 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 농도가 상기 도핑된 폴리실리콘막(96) 전반에 걸쳐 약 15 ppm 이하

로 동일하고,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98) 내에는 실질적으로 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도 19는 상술한 후속 HSG 열공정 단계 및 커패시터 유전막 단계에서 도 17의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102, 104)에 대

한 인 도핑 농도를 보여준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인 도핑 농도는 상기 도핑된 폴리실리콘 전극들(102, 1

04)과 그 위의 상기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98) 사이의 기존 도표점(delineation point)까지는 약 15 ppm으로 

일정하다. 상기 도표점은 도 19에서 "A"로 표시된 점선으로 나타내진다. 상기 도표점으로부터 상기 HSG 실리콘막(10

6)의 외부면과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108) 사이의 계면까지는 상기 인 농도가 약 10 ppm으로 낮아진다. 이와 유사한

프로파일이 상기 기판(70)의 후면에 형성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72)과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100) 내에 나타

난다.

공정이 완료되면, 상술한 방법에 따라 형성된 도 17의 스토리지 전극들(102, 104)과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도 6의 스

토리지 전극들(44)의 인 도핑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아진다. 이는 도 8에 도시된 도핑 농도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술한 방법은 HSG 실리콘의 성장과 스토리지 셀의 정전용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전막 두께 특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 산화막은 고온 열공정 동안에 도핑된 실리콘막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감

소시키는데 사용되는 저지막의 다른 한 형태의 예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 도 14의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들(98 및/또는 96) 대신에 저지산화막들을 증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저지산화막들을 이 분야에 잘 알려진 임

의의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두께로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들(72 및/또는 96) 상에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SiO 2 막을 열공정으로 성장시키거나 CVD 방법으로 증착한다. 저지산화막이 이후의 공정 단계 동안에 그 하부의 

도핑된 실리콘막들(72, 96)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인에 대한 저지막으로 작용하도록, 일반적으로 상기 저지산화막

이 원하는 두께로 선택된다. 실시예에 있어, 이와 같은 산화막은 일반적으로 대략 5Å 내지 15Å의 두께를 가지나,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도 20은 도 16에 도시된 스토리지 전극(102)과 같은 도핑된 폴리실리콘 스토리지 전극에 대한 도핑 농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상기 전극의 표면에는 얇은 저지산화막이 존재한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인 도핑 농도는 상

기 전극 전반을 통해 상기 산화막과 상기 전극의 도핑된 실리콘막 사이의 계면까지 약 15 ppm으로 일정하다. 도 14 

내지 도 16의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100) 대신에 산화막을 상기 기판(70)의 후면에 증착할 때, 이와 유사한 프로파

일이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내에 나타날 것이다. 저지산화막들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노드 패턴들을 정의하기 위한

포토 및 식각 공정 등의 단계 동안에 상기 산화막이 상기 도핑된 실리콘막 상의 제 위치에 남게 될 것이다. 이후, HSG

가 성장하기 전에 상기 스토리지 전극의 표면으로부터, 예를 들어, HF 용액을 이용하여 상기 저지산화막을 식각한다.

웨이퍼 후면의 저지산화막은 커패시터 유전막의 증착을 통해 남게 된다. 이로써, 도핑된 스토리지 전극의 전면과 도

핑된 폴리실리콘막들의 후면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도펀트를 여러 공정 단계로부터 HSG 성장에 이르기까지 실질

적으로 방지하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HSG 열공정을 수행하고 유전막을 증착하는 동안, 인이 폴리실리콘막의 

후면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도펀트 프로파

일들은 도 19에 도시된 프로파일과 유사할 것이다.

여기에 게시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에 따른 저지막들은 도펀트가 외부로 확산되어 메모

리 셀의 정전용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의의 형태(스택형, 트렌치형 및 통상적인 구조들)를 갖는 DRAM을 제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상기 실시예들은 반도체 기판의 전면과 후면에 형성되는 저지막

들을 도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지막은 상기 기판의 한 면에만 형성될 수 있음도 자명하다. 또한, 저지막들의 조합된 

형태들을 적층된 형태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을 

반도체 기판의 전면에 형성하는 동안, 산화막을 상기 기판의 후면에 동시에 형성할 수도 있다. 또는, 산화막을 반도체 

기판의 전면이나 후면에 증착한 상태에서,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을 상기 전면이나 후면에 형성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유전막들(예를 들어, 산화막 및 NO 또는 ONO 유전막들)의 두께 균일도(thickness un

iformity) 및 공정 견고성(processing robustness)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DRAM을 제조하는 동안에 H

SG의 밀도와 그레인 사이즈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실리콘막 내의 도핑농도는 저지막에 의해 제어

될 수 있다. 그리고, 배치(batch) 내에서 처리되는 웨이퍼들의 개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온도를 높이는 동안 외부로 

확산되는 인을 고온 공정들(예를 들어, HSG 열공정 및 유전막 증착 공정) 동안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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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리액터 쓰루풋(reactor throughput)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DRAM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여기에 게시된 방법들을 사용하면, 비정질 실리콘의 용이한 자동확산에 기인하여 HSG의 그레인 사이즈, 밀도, 균일

도 및 DRAM 메모리 셀의 정전용량이 개선될 수 있다. DRAM 제조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비정질 실리콘막 또는 폴

리실리콘 HSG 씨드막들(polysilicon HSG seed layers)을 증착하기 앞서 도핑되지 않은 얇은 폴리실리콘막을 반도

체 웨이퍼층의 전면 및/또는 후면에 존재하는 도핑된 폴리실리콘 상에 증착시킬 수 있다. 도핑된 실리콘막과 도핑되

지 않은 실리콘을 갖는 이러한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포스핀 가스의 흐름을 제 1 도핑된 실리콘 스토리지 전극막

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실레인 또는 디셀레인 소스가스를 제거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계속해서, 최소의 인이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예를 들어, 산화막, 질화막, NO막, ONO막 등)을 갖는 HSG 계면에 자동적으로 도핑되는 상태에서, 

더 높은 온도의 공정(예를 들어, 질화막 증착이나 BPSG 플로우 등) 동안에 상기 도핑되지 않은 실리콘막 내로 인이 

서서히 확산된다. 온도 및 농도 요소들로 인하여 상기 저지막 표면 방향으로 인의 확산이 일어나다. 인이 메모리 셀의 

정전용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인 확산은 효과적이다.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의 두께를 조절하여, HSG

열처리 및/또는 커패시터 유전막 증착 공정이 완료될 때에 상기 저지막 표면에 도펀트를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의 배치(batch)마다 사용된 웨이퍼의 개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고품질 HSG 및 감소된 유전막 두께 변화를 갖는 

커패시터 전극막이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HSG(hemispherical grain)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저지막으로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상에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

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가열하여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전면과 후면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및 상기 

HSG막은 상기 기판의 전면에 형성되며,

상기 기판의 후면에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저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 또는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상기 기판을 실리콘 소스가스와 도핑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treatment gas)에 노출

시킴으로써 형성되며,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은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실질적으로는 도핑

가스 없이 실리콘 소스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에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는 실레인(SiH 4 ), 디실레인(Si 2 H 6 ) 또는 이들을 혼합한 가스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핑가

스는 포스핀(PH3), 아르신(ASH 3 ), 디보레인(B 2 H 6 ) 및 이들을 혼합한 가스 중의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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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10.
기판 상에 메모리 셀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상에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HSG 실리콘막 상에 커패시터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은 질화/산화 적층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실리콘 소스가스와 도핑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에 상기 기판을 노출시킴으로써 형성

되고,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은 실질적으로 도핑가스 없이 실리콘 소스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

에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는 실레인(SiH 4 ), 디실레인(Si 2 H 6 ) 또는 이들을 조합한 가스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핑가

스는 포스핀(PH3), 아르신(AsH 3 ), 디보레인(B 2 H 6 ) 및 이들을 조합한 가스 중의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

성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가열하여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전면과 후면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및 상기 

HSG 실리콘막은 상기 기판의 전면에 형성되며,

상기 기판의 후면에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저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 또는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셀 스토리지 전극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전면과 후면을 갖는 기판 상에 HSG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면 및 후면 상에 각각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및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각각 제 1 저지막 및 제 2 저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부에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지막은 산화막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상기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제 1 저지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등록특허  10-0423908

- 9 -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저지막은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지막 및 상기 제 2 저지막들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저지막 및 상기 제 2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 또는 산화막으

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가열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저지막들을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

콘 형성 방법.

청구항 28.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은 상기 기판을 실리콘 소스가스와 도핑가스로 이루어진 처

리가스(treatment gas)에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며, 상기 제 1 및 제 2 저지막은 상기 제 1 및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을 실질적으로는 도핑가스 없이 실리콘 소스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에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는 실레인(SiH 4 ), 디실레인(Si 2 H 6 ) 또는 이들을 혼합한 가스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핑가

스는 포스핀(PH3), 아르신(ASH 3 ), 디보레인(B 2 H 6 ) 및 이들을 혼합한 가스 중의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30.
기판 상에 메모리 셀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실리콘막 상에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HSG 실리콘막 상에 커패시터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커패시터 유전막 상에 상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

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전극막은 질화/산화 적층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실리콘 소스가스와 도핑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스에 상기 기판을 노출시킴으로써 형성

되고,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은 실질적으로 도핑된 가스 없이 실리콘 소스가스로 이루어진 처리가

스에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소스가스는 실레인(SiH 4 ), 디실레인(Si 2 H 6 ) 또는 이들을 조합한 가스로 이루어지며, 상기 도핑가

스는 포스핀(PH3), 아르신(ASH 3 ), 디보레인(B 2 H 6 ) 및 이들을 조합한 가스 중의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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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

성 방법.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가열하여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을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7.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전면과 후면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기 제 1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및 상기 

HSG막은 상기 기판의 전면에 형성되며,

상기 기판의 후면에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저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저지막은 도핑되지 않은 비정질 실리콘막,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 또는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셀 커패시터 형성 방법.

청구항 40.
기판 상에 HSG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제 1 저지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저지 산화막과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을 원하는 형태로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제 1 저지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HSG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

법.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은 인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가열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저지막들을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

콘 형성 방법.

청구항 44.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전면과 후면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도핑된 실리콘막, 상기 제 1 저지 산화막 및 상기 HSG 실리콘막은 

상기 기판의 전면에 형성되며,

상기 기판의 후면에 제 2 도핑된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도핑된 실리콘막 상에 제 2 저지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SG 실리콘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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