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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서는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

가 다른 두 층간절연막을 이용하는데, 식각속도가 큰 층간절연막을 먼저 형성한 다음, 식각속도가 작은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두 층간절연막을 건식식각하여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형성한 후, 두 층간절연막을 습식식각

하여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을 확장한다. 식각속도가 큰 하부의 층간절연막이 식각속도가 작은 상부의 층간절

연막보다 빨리 식각되므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부폭이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된다. 이렇게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한 다음,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스토리지 노드 콘

택플러그들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2f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실시예들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COB(Capacitor Over Bit line) 구조 DRAM 소자의 레이아

웃도이다.

도 2a 내지 도 2h는 도 1의 Ⅱ-Ⅱ'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로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공정 중간 단계 구조물의 단면도들이다.

도 3a 내지 도 3h는 도 1의 Ⅲ-Ⅲ'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로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공정 중간 단계 구조물의 단면도들이다.

도 4a 내지 도 4e는 도 1의 Ⅲ-Ⅲ'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로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공정 중간 단계 구조물의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90 : 반도체 기판, 115a, 115b : 셀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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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비트라인, 130 : 비트라인 보호막,

140, 240 : 제 1 층간절연막, 150, 250 : 제 2 층간절연막,

160a, 260a :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160b, 260b :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170, 270 : 절연막 스페이서,

180, 280 :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 예컨대 비트라인을 형성한 후에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COB 구조의 DRAM 소자에 있어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 형성을 위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은, 좁은 비트라인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크기(size)가 작을 뿐만 

아니라 층간절연막을 깊이 식각해서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시 고

도의 얼라인 기술이 요구된다. 디자인 룰(design rule)이 0.15 ㎛ 이하인 공정에서는 얼라인 마진(align margin)이 30

㎚ 이하가 되므로, 재현성 있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현성 있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셀프 얼라인(self align) 콘택홀 형성 공정이 제안된 바 있다. 

셀프 얼라인 콘택홀 형성 공정은 비트라인을 실리콘 질화막으로 감싼 뒤, 실리콘 질화막과 층간절연막과의 식각선택

비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질화막에 셀 프 얼라인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 룰이 작아짐에 따라 실리콘 질화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상기 실리콘 질화

막이 손실될 경우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와 비트라인간에 단락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의 어스펙트비(aspect ratio)가 커지면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거나(이른바, not-open)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의 하부로 가면서 그 폭이 점차 작아지게 테이퍼링(tapering)된다. 

테이퍼링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와 그 하부의 도전영역, 예컨대 셀 패드간의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 접촉 면저

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비트라인과 단락될 염려가 적어지고 셀 패드와의 충분한 접촉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를 형성하여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먼저 절연막에 의해 서로 격리된 셀 패드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비트라인들을 형성한다. 상기 비트라인들

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전면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비트라인 보호막을 형성한다.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큰 두께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상에 상기 제 1 층간절연막보다 

습식 식각액(etchant)에 의한 식각속도(etch rate)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을 형성한 다음,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의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을 건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셀 패드들을 각각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을 습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을 확장하

되,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의 식각속도가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의 식각속도보다 큰 것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부폭을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한다.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

에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한 다음,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은 불순물이 제 1 농도로 도핑된 절연물을 사용하여 형성하고,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상기 제 

1 농도보다 낮은 제 2 농도로 도핑된 상기 절연물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는데, 상기 불순물은 붕소(B), 인(P) 및 이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에 상기 절연물은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산화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절연물로는 BSG(Boron Silicate Glass), PSG((Phosphoru

s Silicate Glass) 또는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은 BSG, PSG 또는 BPSG를 사용하여 형성하고,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TE



등록특허  10-0450671

- 3 -

OS(Tetra Ethyl Ortho Silicate)를 원료로 하거나 HDP(High Density Plasma)-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에 의해 형성하는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부폭을 확장할 때,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식각저지막으로 이용하여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식각할 수 있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식각저지막

으로 하여 상기 절연막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은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비트라인은 도전막 및 캡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전부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 전면에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상부폭이 그 하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좁기 때문에 상면상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이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및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섀도잉(shadowing)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및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보호하면서 상기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에만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잔류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을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형성한 경우라면, 상기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는 단계에서 상

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전부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완

전히 매립하는 도전물질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이 드러날 때까지 상기 도전물질이 증착된 결과물

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형성한

경우라면, 상기 도전물질이 증착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전부 제거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와 비트라인간에 단락될 염려가 적고,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와 셀 

패드간의 충분한 접촉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접촉 면저항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들 각각의 상부폭이 그 하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좁기 때문에 스페이서 형성을 위해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

각할 때, 제 1 층간절연막 및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보호할 수 있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상술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

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에서 막 또는 영역들의 크기 또는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또한, 어떤 막이 

다른 막 또는 반도체 기판 '상'에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 상기 어떤 막이 상기 다른 막의 위에 직접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제 3의 다른 막이 개재될 수도 있다. 도면에서 동일 참조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가리킨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실시예들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COB 구조 DRAM 소자의 레이아웃도이다. 참조 부호 95a 및

95b는 각각 소스와 드레인을, 105는 게이트를, 115a 및 115b는 셀 패드를, 125는 비트라인을, 180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를 각각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도 1의 Ⅱ-Ⅱ'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인 도 2a 내지 도 2h와, 도 1의 Ⅲ-

Ⅲ'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인 도 3a 내지 도 3h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 1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90)에 활성영역과 비활성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얕은 트렌치 소자분리막(sh

allow trench isolation, 100)을 형성한다. 다음에, 활성영역 상에 게이트(105)를 형성한다. 게이트(105)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 기판(90) 상에 게이트 산화막(101)을 형성하고 게이트 도전막(102)과 마스크 질화막(103)을 

차례로 적층한다. 게이트 도전막(102)으로는 폴리실리콘막을 저압 CVD(Low Pressure CVD : 이하 'LPCVD')로 50

0℃ 내지 700℃의 온도에서 형성할 수 있다. 폴리실리콘막은 불순물이 도핑되지 않은 상태로 형성한 후, 비소(As) 또

는 인(P)을 이온 주입으로 도핑시켜 도전성을 갖도록 할 수도 있 고, 증착시 인-시츄(in-situ)로 불순물을 도핑하여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막 상태로 형성할 수도 있다. 폴리실리콘막 상에는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텅스텐(

W)막과 같은 금속막을 더 형성하여 실리사이드(silicide)를 형성할 수도 있다. 계속하여, 게이트 형성용 마스크를 사

용하여 마스크 질화막(103)과 게이트 도전막(102) 및 게이트 산화막(101)을 차례로 패터닝하면 도 2a에서와 같은 게

이트(105)가 형성된다. 게이트 형성용 마스크를 제거한 다음, 반도체 기판(90) 전면에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한다. 실

리콘 질화막을 에치백(etch back)하여 게이트(105)의 양측벽에 절연막 스페이서(106)를 형성한다.

이어서, 반도체 기판(90) 전면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소스(95a) 및 드레인(95b)을 형성한다. 소스(95a) 및 드레인(95b

)은 필요에 따라서 LDD(lightly doped drain) 구조로도 형성될 수 있다.

계속하여, 소스(95a) 및 드레인(95b)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층간의 절연을 위한 절연막(110), 예컨대 산화막을 형

성한다. 그런 다음, 절연막(110)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이하 'CMP')하여 평탄화한

다. 다음에, 셀 패드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95a) 및 드레인(95b)이 노출될 때까지 게이트(105) 양측의 절연막(11

0)을 식각함으로써 셀 패드용 콘택홀들을 형성한다. 셀 패드용 마스크를 제거한 다음, 셀 패드용 콘택홀들을 도전물질

로 채운다. 이어서, 절연막(110)과 그 상면이 나란하도록 CMP에 의하여 도전물질을 평탄화함으로써 반도체 기판(90

) 즉, 소스(95a) 및 드레인(95b)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셀 패드들(115a, 115b)을 형성한다. 이 때, 마스크 질화막(10

3)과 절연막 스페이서(106)에 의해 게이트 도전막(102)과 셀 패드들(115a, 115b)간의 단락이 방지된다. 그리고,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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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들(115a, 115b)은 절연막(110)에 의하여 서로 격리된다. 셀 패드들(115a, 115b)은 이후에 형성될 콘택홀들의 

어스펙트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콘택홀들이 형성될 영역에 형성하는 것이다.

도 2b 및 도 3b를 참조하면, 셀 패드들(115a, 115b)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다른 절연막(117), 예컨대 산화막을 더 

증착한 후 이를 식각하여 드레인(95b)과 연결되도록 형성된 셀 패드(115b)를 노출시키는 비트라인 콘택홀을 형성한

다. 다음, 이것을 도전물질로 매립하여 비트라인 콘택플러그(도 1의 참조부호 120)를 형성한다.

도 2c 및 도 3c를 참조하면, 비트라인 콘택플러그(도 1의 참조부호 120) 위에 비트라인(125)을 형성한다. 특히 도 3c

에서와 같이, 비트라인(125)은 비트라인 도전막(121) 및 캡층(122)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비트라인 형성용 마스

크를 이용하여 이들을 패터닝함으로써 형성한다. 비트라인 도전막(121) 및 캡층(122)을 패터닝할 때에는, 패터닝된 

비트라인 도전막(121) 주변의 다른 절연막(117)을 식각하여 셀 패드(115a)가 드러나도록 한다. 비트라인 도전막(121

)은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도핑된 폴리실리콘막과 실리사이드의 이중막으로 형성할 수도 있으

며, 금속막, 예컨대 텅스텐막만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금속막만으로 형성할 경우에는 비트라인 도전막(121)을 형성

하기 전에 확산방지막을 더 증착하는 것이 좋다. 확산방지막으로는 예컨대 타이타늄 질화막을 사용할 수 있다. 캡층(

122)은 실리콘 질화막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트라인 형성용 마스크를 제거한 다음, 비트라인(125)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90) 전면에 비트라인(125)들 사이를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비트라인 보호막(130)을 형성한다. 그 두께는 50Å 내지 150Å 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비트라인 보호막(130)은 LPCVD 또는 PECVD(Plasma Enhanced CVD)로 500℃ 내지 850℃의 온도에서 실리콘 질

화막을 증착함으로써 형성한다. 비트라인 보호막(130)은 커패시터 유전체막의 산화 공정과 같은 후속의 산화 공정에 

의해 비트라인(125)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을 형성하는 후속의 습식식각 단계에서

제 1 층간절연막(도 2d의 140)의 식각 정지를 위하여 형성한다. 비트라인 보호막(130)은 비트라인(125)의 양측벽과 

그 상부 표면에도 형성되기 때문에 후속 공정에서 형성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도 2h의 180)와 비트라인(125

)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막으로도 사용된다.

도 2d 및 도 3d를 참조하면, 비트라인 보호막(13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90) 상에 비트라인(125)들 사이를 매립하

면서 비트라인(125)들의 높이와 같은 두께로,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비트라인(125) 상에 형성된 비트라인 보호막(130)

의 표면과 나란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140)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라인 보호막(13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90) 상에 비트라인(125)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비트라인(125)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절연물질을 증착 

또는 도포한 다음, 비트라인 보호막(130)을 식각저지막으로 하여 절연물질을 CMP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어서, 제 

1 층간절연막(140) 상에 제 1 층간절연막(140)보다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150)을 형

성한다. 제 2 층간절연막(150)은 제 1 층간절연막(140)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제 1 층간절연막(140)과 제 2 층간절연막(150)은 식각속도가 서로 다른 임의의 절연막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핑된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식각속도가 달라지는 절연막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불순물이 제 1 농도로 도

핑된 절연물을 사용하여 제 1 층간절연막(140)을 형성한다. 제 1 층간절연막(140)을 구성하는 절연물로는 불순물의 

농도와 식각율이 비례하는 특징을 지닌 물질, 예컨대 붕소 또는 인이 도핑된 산화물을 사용한다. 따라서, BSG, PSG 

또는 BPSG 등을 사용한다. 예컨대, BPSG를 사용하여 제 1 층간절연막(140)을 형성할 경우에는 APCVD(Atmosphe

ric Pressure CVD), LPCVD 또는 PECVD법으로 증착한다. 이 때, 붕소와 인의 도핑 농도인 제 1 농도는 가능한 한 

높게 하여 리플로우(reflow)가 용이하도록 하며, 후속 공정에서 실시하는 습식식각 공정시 식각속도가 크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 1 층간절연막(140)을 증착한 다음, 질소 분위기 또는 질소와 산소 분위기 하에서 750℃ 내지 900℃의 

고온으로 리플로우시킨다. 이어서 CMP하여 그 상면을 평탄화한다. 제 1 층간절연막(140)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제

1 농도보다 낮은 제 2 농도로 불순물이 도핑된 절연물을 사용하여 제 2 층간절연막(150)을 형성한다. 제 2 층간절연

막(150)을 BPSG로 형성할 경우, APCVD, LPCVD 또는 PECVD법으로 증착한다. 증착 후, 통상의 고온 열처리에 의

한 리플로우 공정, 에치백 공정 또는 CMP 공정을 실시하여 제 2 층간절연막(150)을 평탄화시킨다.

제 1 및 제 2 층간절연막(140, 150)으로서 도핑된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식각속도가 달라지는 절연막을 이용하는 대

신, 막질간에 식각속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 1 층간절연막(140)은 BSG, PSG 또는 

BPSG를 사용하여 형성하고, 제 2 층간절연막(150)은 TEOS를 원료로 하거나 HDP-CVD에 의해 형성하는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도 2e 및 도 3e를 참조하면, 제 2 층간절연막(150)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거쳐 

소스(95a)와 접촉하고 있는 셀 패드(115a)를 노출시키기 위한 개구부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55)을 형성한

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155)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반응성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과 같은 건식

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150, 140) 및 비트라인 보호막(130)을 차례대로 식각하여 셀 패드(11

5a)를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a)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a)은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150, 140) 내에 형성되어 어스펙트비가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a)의 하단부

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게 형성된다.

도 2f 및 도 3f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55)을 제거한 다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a)이 형성된 반도체 기

판(90)을 암모니아(NH 4 OH), 과산화수소(H 2 O 2 ), 및 탈이온수의 혼합 용액 또는 불화 수소산(HF) 용액 등으로 

처리하는 습식식각 공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150, 140)이 습식식각되면서 스토리지 노

드 콘택홀(160a)들의 폭이 확장된다. 그런데, 제 1 층간절연막(140)의 식각속도가 제 2 층간절연막(150)의 식각속도

보다 크기 때 문에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들 각각의 하부폭(W 11 )이 그 상부폭(W 12 )보다 상대

적으로 더 확장된다.

그러나 하부폭(W 11 )이 커지더라도, 비트라인 보호막(130)이 식각저지막으로 작용함으로써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160b) 내에 형성될 도전물질과 인접한 셀 패드(115b)와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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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들 각각의 하부폭(W 11 )을 증대시킴으로써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 내에 형성될 도전물질과 하부의 셀 패드(

115a)간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원하는 하부폭(W 11 )을 갖도록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들 각각의 하

부폭(W 11 )을 증가시키더라도, 제 2 층간절연막(150)의 식각속도는 제 1 층간절연막(140)보다 작으므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들 각각의 상부폭(W 12 )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접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160b) 내에 매립될 도전물질끼리 서로 브릿지될 염려가 없다.

도 2g 및 도 3g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이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전면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

b)들을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형성한다. 스페이서용 절연막으로는 단차도포성(step cover

age)이 우수한 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질화막을 100Å 내지 500Å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 에치백과

같은 이방성 식각을 수행하여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의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170)를 형성한다. 도 2f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들 각각의 상부폭(W 12 )이 그 하부폭(W 11 )보다 상대적으로 더 좁기 때

문에, 결과물의 상면에서 보면 제 2 층간절연막(150)에 의해 제 1 층간절연막(140)과 제 1 층간절연막(140)의 측벽

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은 보이지 않게 된다. 즉, 제 2 층간절연막(150)은 제 1 층간절연막(140)과 제 1 층간절

연막(140)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섀도잉한다. 따라서, 절연막 스페이서(170) 형성을 위해 스페이서

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할 때, 제 1 층간절연막(140)과 제 1 층간절연막(140)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은

식각으로부터 보호된다.

도 2h 및 도 3h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

러그(180)들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60b)을 매립하는 일정 두께의 도전막, 예컨대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을 증착한다. 도전막은 1000Å 내지 50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할 수 있다. 도전막은 제 2 층간

산화막(150) 위에도 소정 두께로 증착된다. 그런 다음, 도전막의 상면을 에치백 또는 CMP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하여

, 제 2 층간절연막(150) 상의 도전막을 제거하여 제 2 층간절연막(150)의 상면을 노출시킴으로써 각각 분리된 스토리

지 노드 콘택플러그(180)들을 형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할 경우,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180)와 비트라인(125)간

에 단락될 염려가 적고,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180)와 셀 패드(115a)간의 충분한 접촉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리고, 인접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180)들간의 브릿지를 방지할 수 있다. 제 2 층간절연막(150)이 제 1 층간

절연막(140)과 제 1 층간절연막(140)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섀도잉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제 1 층

간절연막(140)과 제 1 층간절연막(140)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보호하면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

방성 식각하여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할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e는 도 1의 Ⅲ-Ⅲ'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로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적용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공정 중간 단계 구조물의 단면도들이다.

먼저,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도 2a 내지 도 2c와 도 3a 내지 도 3c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90) 상

에 셀 패드(115a, 115b), 비트라인 콘택플러그(120), 비트라인(125) 및 비트라인 보호막(130)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4a에서와 같이 비트라인 보호막(13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90) 상에 비트라인(125)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비트라

인(125)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240)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라인 보호막(

13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90) 상에 비트라인(125)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비트라인(125)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절

연물질을 증착 또는 도포한 다음, CMP하는 방법으로 그 상면을 평탄화한다. 이 때, 제 1 층간절연막(240)의 두께가 

비트라인(125)들의 높이보다 클 수 있도록 제 1 층간절연막(240)의 식각속도를 고려하여 식각시간을 조절한다. 이어

서, 제 1 층간절연막(240) 상에 제 1 층간절연막(240)보다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25

0)을 형성한다. 제 2 층간절연막(250)은 제 1 층간절연막(240)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제 1 층간절연막(240)과 제 2 층간절연막(250)은 식각속도가 서로 다른 임의의 절연막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 1 실시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층간절연막(240, 250)으로서 불순물의 도핑 농도가 서로 다른 BSG,

PSG 또는 BPSG 등을 사용하거나, 제 1 층간절연막(240)은 BSG, PSG 또는 BPSG를 사용하여 형성하고, 제 2 층간

절연막(250)은 TEOS를 원료로 하거나 HDP-CVD에 의해 형성하는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도 4b를 참조하면, 제 2 층간절연막(250)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거쳐 셀 패드(11

5a)를 노출시키기 위한 개구부를 정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255)을 형성한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255)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250, 240) 및 비트라인 보호막(130)을 차례대로 식각하여 셀 패드(

115a)를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a)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a)

은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250, 240) 내에 형성되어 어스펙트비가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a)의 하단

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게 형성된다.

도 4c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255)을 제거한 다음,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250, 240)을 습식식각하여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a)들을 형성한다. 제 1 층간절연막(240)의 식각속도가 제 2 층간절연막(250)의 식

각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 각각의 하부폭(W 21 )을 그 상부폭(W 22 )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비트라인 보호막(130) 이 식각저지막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 각각의 하부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 내에 형성될 

도전물질과 하부의 셀 패드(115a)간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접촉 면저항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 각각의 하부폭을 증가시키더라도, 제 2 층간절연막(250)의 식각속도는 

제 1 층간절연막(240)보다 작으므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 각각의 상부폭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

에 따라, 인접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 내에 형성될 도전물질들끼리 서로 브릿지될 염려도 없다.

도 4d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이 형성되어 있는 결과물 전면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을 매

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형성한다. 여기서의 스페이서용 절연막은 단차도포성이 우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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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예컨대 질화막을 100Å 내지 500Å 두께로 형성한다. 에치백과 같은 이방성 식각을 수행하여 스페이서

용 절연막을 식각함으로써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의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270)를 형성한다. 도 4c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 각각의 상부폭(W 22 )이 그 하부폭(W 21 )보다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결과물의 상면에서 보면 제 2 층간절연막(250)에 의해 제 1 층간절연막(240)과 제 1 층간절연막(240)의 측벽에 형성

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은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절연막 스페이서(270) 형성을 위해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할 때, 제 1 층간절연막(240)과 제 1 층간절연막(240)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은 식각으로부터 보호

된다.

상기 제 2 층간절연막(250)은, 절연막 스페이서(270) 형성을 위해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는 동안 전부 

제거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설명하는 단계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도 4e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28

0)들을 형성한다. 이를 위하여, 절연막 스페이서(270)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60b)들을 완전히 매립하는 도

전물질을 증착한다. 앞에서 제 2 층간절연막(250)을 제거한 경우라면, 제 1 층간절연막(240)이 드러날 때까지 도전물

질이 증착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한다. 앞에서 제 2 층간절연막(250)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라도 역시, 제 1 층간

절연막(240)이 드러날 때까지 도전물질이 증착된 결과물의 상면 및 제 2 층간절연막(250)을 제거한다. 폭이 좁아 노

출 면적이 작은 제 2 층간절연막(250) 부분 및 그 부분에 매립된 도전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상면에서 보이는 스토리

지 노드 콘택플러그(280)의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이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280)에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스토

리지 노드와의 접촉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다른 두 층간절연막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을 형성한다. 식각속도가 보다 큰 층간절연막을 하부에 형성하기 때문에 습식식각하여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

을 확장할 때,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부폭이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 장된다. 이렇게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하게 되면, 스토리

지 노드 콘택플러그와 비트라인간에 단락될 염려가 적고,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의 접촉 면저항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들간의 브릿지가 방지된다.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절

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할 때에, 식각속도가 보다 작은 상부의 층간절연막이 식각속도가 보다 큰 하부의 층간절연막과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섀도잉하게 되므로, 스페이서용 절연막의 손실없이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막에 의해 서로 격리된 셀 패드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셀 패드들을 노출시키는 다른 절연막을 개재

하여 그 상부에 비트라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상기 비트라인들, 다른 절연막 및 셀 패드들을 덮는 비트라인 보

호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와 같

거나 그보다 큰 두께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상에 상기 제 1 층간절연막보다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의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과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건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셀 패드들을 각

각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을 습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을 확장하되, 상기 제 1 층간절

연막의 식각속도가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의 식각속도보다 큰 것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

부폭을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하는 단계;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

러그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의 두께보다 작은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은 불순물이 제 1 농도로 도핑된 절연물을 사용하여 형성하고,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상기 제 

1 농도보다 낮은 제 2 농도로 도핑된 상기 절연물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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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붕소(B), 인(P)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물은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절연물은 BSG(Boron Silicate Glass), PSG((Phosphorus Silicate Glass) 또는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은 BSG(Boron Silicate Glass), PSG((Phosphorus Silicate Glass) 또는 BPSG(Boron Phosph

orus Silicate Glass)를 사용하여 형성하고,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은 TEOS(Tetra Ethyl Ortho Silicate)를 원료로 하

거나 HDP(High Density Plasma)-CVD(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형성하는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절연막에 의해 서로 격리된 셀 패드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셀 패드들을 노출시키는 다른 절연막을 개재

하여 그 상부에 비트라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상기 비트라인들, 다른 절연막 및 셀 패드들을 덮는 비트라인 보

호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와 같

거나 그보다 큰 두께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상에 상기 제 1 층간절연막보다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의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과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건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셀 패드들을 각

각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을 습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을 확장하되, 상기 제 1 층간절

연막의 식각속도가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의 식각속도보다 큰 것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

부폭을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하며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식각저지막으로 이용하여 상기 제 1 층간절

연막을 식각하는 단계;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

러그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식각저지막으로 하여 상기 절연막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은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라인은 비트라인 도전막 및 캡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전면에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상부폭이 그 하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좁기 때문에 상면상 상기 제2 층간절연

막이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및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섀도잉(shadowing)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및 그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보호하면서 상기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에만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잔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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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완전히 매립하는 도전물질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이 드러날 때까지 상기 도전물질이 증착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층간절연막을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도전물질이 증착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절연막에 의해 서로 격리된 셀 패드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셀 패드들을 노출시키는 다른 절연막을 개재

하여 그 상부에 비트라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상기 비트라인들, 다른 절연막 및 셀 패드들을 덮는 비트라인 보

호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를 매립하면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높이보다 

큰 두께로 상면이 평탄한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층간절연막 상에 상기 제 1 층간절연막보다 습식 식각액에 의한 식각속도가 작은 제 2 층간절연막을 상기 

제 1 층간절연막보다 작은 두께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들 사이의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과 상기 비트라인 보호막을 건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셀 패드들을 각

각 노출시키는 폭이 좁은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및 제 1 층간절연막을 습식식각함으로써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폭을 확장하되, 상기 제 1 층간절

연막의 식각속도가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의 식각속도보다 큰 것을 이용하여 상기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 각각의 하

부폭을 그 상부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장하는 단계;

상기 폭이 확장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의 내벽에 절연막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기 제 2 층간절연막을 제

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 스페이서가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도전물질을 매립하여 각각 분리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플

러그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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