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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VD 방법과 ALD 방법 모두가 채용된 유전막 형성 장치 및 방법을 개시한다. 유전막 형성 장치는 웨이퍼 상에 제 1 유전막

을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제 1 챔버와, 제 1 유전막 상에 제 2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제 2 챔

버를 포함한다. 반대로, 제 1 챔버에서 제 1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형성하고, 제 2 챔버에서 제 2 유전막을 화학

기상증착 방식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중의 유전막을 화학기상증착법과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함으로써, 화학

기상증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형성된 제 1 유전막 상에 제 2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해서 웨이퍼 상의 넓은 영역

에 걸쳐서 균일한 두께로 빠르게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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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유전막 형성 장치를 나타낸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를 나타낸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를 나타낸 평면도.

도 4는 종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와 본 발명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간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종래 장치와 본 발명의 장치로 완성된 각 캐패시터에 대해 열처리 실시 후 각 캐패시터간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

서 나타낸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210 : 제 1 챔버 120,220 : 제 2 챔버

150 : 로드락 챔버 160 : 냉각 챔버

170 : 반송 챔버 230 : 제 3 챔버

240 : 제 4 챔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전막 형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시튜(in-situ)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다

층의 유전막을 형성하는 장치와, 이 장치를 이용해서 유전막을 적층형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디램은 크게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된다. 캐패시터는 하부 전극과 유전막 및 상부 전극으로

이루어진다. 상하부 전극 사이에 배치되는 유전막은 디램이 동작하는데 충분한 용량의 캐패시턴스를 가져야 한다. 캐패시

턴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캐패시터의 유효면적, 유전막의 유전율, 및 유전막의 두께 등이다.

그런데, 디램의 집적도 증가에 따라서 셀의 크기가 작아짐과 더불어 셀들 사이의 거리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캐

패시터의 유효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감소하는 유효면적을 보충하기 위해, 캐패시터를 복잡한 3차원 구조로 형성하

고 있다. 또한, 유전율이 높으면서 얇은 두께를 갖는 유전막을 캐패시터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유전막의 두께 조절이 중

요하다. 특히, 유전막을 하부 전극 상의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두께로 증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전막을 증착하는 방법으로는 sputter, MBE(Molecular Beam Epitaxy), CVD(Chemical Vapor Deposition:화학기상

증착법), ALD(Atomic Layer Deposition:원자층 증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디램 공정에서 유전막을 얇고

균일한 두께로 증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CVD 방법과 ALD 방법이 있다.

CVD 방법은 금속 유기 반응물(metal organic reactant)인 제 1 반응물과 산화제(oxidant)인 제 2 반응물을 동시에 증착

챔버로 주입하여, 제 1 및 제 2 반응물간의 표면 반응에 의하여 유전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한편, ALD 방법은 제 1 반응

물과 제 2 반응물을 순차적으로 증착 챔버로 주입하여, 제 1 및 제 2 반응물간의 반응에 의하여 유전막을 증착하는 방법이

다. CVD 방법은 증착 속도가 빠르고, 기화기(vaporizer) 사용에 의해 금속 유기 반응물의 선정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장점

이 있으나, 스텝 커버리지가 나쁘고 또한 증착 온도가 비교적 높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ALD 방법은 증착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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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고 높은 증기압의 금속 유기 반응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관계로 금속 유기 반응물의 선정 범위가 매우 좁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자 단위의 증착 방식이기 때문에 박막 두께의 제어가 용이하고 또한 비교적 낮은 온도 하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박막의 증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캐패시터의 유전막으로 증착되는 물질로는 SiO2, Ta2O5, HfO2, ZrO2, TiO2, Y2O3 , Pr2O3, La2O3,

Nb2O5, SrTiO 3(STO), BaSrTiO3(BST), PbZrTiO3(PZT) 등이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상기 유전막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단일막을 캐패시터의 유전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기 유전막들 중에서 선택된 2개 이상의 유전

막들을 적층한 적층막 또는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유전막을 캐패시터의 유전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캐패시터의 유전적

및 전기적 특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적층막의 대표적인 예로는 SiO2/Si3N4/SiO2, Ta2O5/HfO2,

Ta2O5/TiO2, Al2O3/TiO2, Al2O 3/HfO2 등이 있다. 금속이 주입된 유전막으로는 Ti가 도핑된 Ta2O5, Al이 도핑된 HfO2,

Al이 도핑된 ZrO2 등이 있다.

유전막을 적층 형태로 형성하는 종래의 장치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증착 장치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0052644호(발명의 명칭 : 멀티 챔버로 구성된 다층 박막 형성 장치)에 개시된 것이다. 상기 증착 장치는 반송 챔

버(10) 주위에 반입부(20)와 반출부(30)와 제 1 챔버(40) 및 제 2 챔버(50)가 배치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제 1 챔버(40)에

서는 ALD 방법으로 SiN을 증착하고, 제 2 챔버(50)에서는 역시 ALD 방법으로 SiO2를 증착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증착 장치는 제 1 및 제 2 챔버(40,50)에서 모두 ALD 방법으로 유전막을 증착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박막 증착 두께의 제어가 용이하고 비교적 낮은 온도 하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박막의 증착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CVD 방법에 비해 증착 속도가 느리고 금속 유기 반응물의 선정 범위가 매우 좁다는 단점이 있다. 결

과적으로, ALD 방법만을 채용한 종래의 장치는 반도체 제조 수율이 낮아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상기 증착 장치는 제 1 챔버(40)가 증착하는 유전막이 SiN이고, 제 2 챔버(50)가 증착하는 유전막이 SiO2로 한정되

어 있어서, 최근 캐패시터의 유전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유전막, 예를 들면 Ta2O5, HfO2, TiO2 와 같은 유전막을

증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CVD 방법과 ALD 방법의 장점만을 채용한 유전막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Ta2O5, HfO2, TiO2와 같이 캐패시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전막을 최적의 조건 하에서 적층

형으로 형성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이용해서 유전막을 적층형으로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제 1 및 제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는 웨이퍼 상에 제 1 유전막을 화

학기상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제 1 챔버와, 제 1 유전막 상에 제 2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제 2 챔버를

포함한다. 반대로, 제 1 챔버에서 제 1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형성하고, 제 2 챔버에서 제 2 유전막을 화학기상증

착 방식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전막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웨이퍼

상에 제 1 유전막을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한다. 그런 다음, 제 1 유전막 상에 제 2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한

다. 반대로, 제 1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한 후, 제 2 유전막을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이중의 유전막을 화학기상증착법과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함으로써, 화학기상증착법으

로 빠른 시간 내에 형성된 제 1 유전막 상에 제 2 유전막을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해서 웨이퍼 상의 넓은 영역에 걸쳐서 균

일한 두께로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본 발명은 유전막을 포함하는 캐패시터 및 게이트(gate) 구조 등의 유전막 형성 방법

및 장치로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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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 및 방법을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2를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100)는 정사각형의 횡단면 형상을 갖는 반송 챔버(170)를 포

함한다. 로드락 챔버(150)와 제 1 및 제 2 챔버(110,120) 및 냉각 챔버(160)가 반송 챔버(170)의 제 1 내지 제 4 측면에

시계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로드락 챔버(150)는 반송 챔버(170)에 진공을 형성함으로써, 제 1 챔버(110)와 제 2 챔버(120)에서 웨이퍼 상에 진공 단

절이 없이 인-시튜 방식으로 유전막이 증착될 수 있도록 한다. 냉각 챔버(160)는 반송 챔버(170)의 온도를 제어하는 역할

을 한다.

제 1 챔버(110)는 웨이퍼 상에 CVD 방법으로 제 1 유전막을 증착하는 공정 챔버이다. 제 2 챔버(120)는 제 1 유전막 상에

ALD 방법으로 제 2 유전막을 증착하는 공정 챔버이다. 제 1 및 제 2 챔버(110,120)에서는 상온에서 700℃ 정도까지 온도

가 제어되고, 또한 1×10-6 torr에서 상압까지 압력이 제어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100)는 증착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챔버(110,120)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제 1 유전막을 CVD 방법으로 증착하므로, 제 1 유전막을 빠른 시간 내에 증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서, 제 2

유전막을 제 1 유전막 상에 ALD 방법으로 증착하므로, 제 2 유전막 증착 두께의 제어가 용이하고 또한 비교적 낮은 온도

하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균일한 두께로 증착할 수가 있게 된다.

한편, 제 1 챔버(110)에서 CVD 방법으로 증착되는 제 1 유전막으로는 SiO2, Si3N4, Ta2O5, HfO2, ZrO2, TiO2 , Y2O3,

Pr2O3, La2O3, Nb2 O5, SrTiO3(STO), BaSrTiO3(BST), PbZrTiO3(PZT) 등이 있다. 제 2 챔버(120)에서 ALD 방법으로

증착되는 제 2 유전막으로는 SiO2, Si3N4, Al2O3, Ta2 O5, HfO2, ZrO2, TiO2, Y2O3, Pr2O3, La2O3, Nb2O5,

SrTiO3(STO), BaSrTiO3(BST), PbZrTiO3(PZT) 등이 있다.

상기 예에서, 제 2 유전막의 재질에는 제 1 유전막의 재질을 모두 포함하면서 Al2O3가 추가된다. 즉, 제 1 유전막으로 증착

되는 재질 전부는 CVD 방법이나 ALD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Al2O3만은 반드시 ALD

방법으로 증착하는 것이 본 발명에서 요구된다. 종래에는, Al2O3를 CVD 방법으로 증착하였기 때문에, 비록 증착 시간은

빠르지만,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고 특히 결합 상태가 불안정한 관계로 경화 공정(curing)과 같은 추가 공정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Al2O3를 ALD 방법으로 증착하므로, 비록 증착 시간은 CVD 방법보다는 길어지지만, 불순물이 적

게 함유되고 특히 결합 상태가 안정되어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특히, Al2O3를 ALD 방법으로 증착하는 것에 의

해 증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증착 시간 측면에서 보면 CVD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

또한, 웨이퍼 상에 Al2O3를 증착하는 종래의 CVD 방법은 매우 낮은 저기압에서 수행되며, 온도에 의한 웨이퍼 결정 특성

(cristalline quality), 표면 형태(surface morphology), 균일성(unirformity) 및 유전성(dielectricity) 등이 민감하게 반응

한다. 예를 들어, 약 1000℃의 고온에서 진행된 Al2O3 증착은 양호한 웨이퍼 결정 특성을 갖지만, 표면 형태, 균일성 및 유

전성에서 열악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라 Al2O3를 ALD 방법으로 증착하면, 표면 형태 및 유전성 등의 특성

을 우수하게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웨이퍼 결정 특성은 Al2O3막을 어닐링 처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 1에서는 제 1 챔버(110)가 CVD 방식의 증착 챔버이고, 제 2 챔버(120)는 ALD 방식의 증착 챔버로 구성

하였으나,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즉, 제 1 챔버(110)가 ALD 방식으로 제 1 유전막을 증착하고, 제 2 챔버(120)가 CVD 방

법으로 제 2 유전막을 증착할 수도 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구성이 되면, Al2O3만은 제 1 챔버(110)에서 증착되어야 할 것

이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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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200)는 정육각형의 횡단면 형상을 갖는 반송 챔버(270)를 포

함한다. 2개의 로드락 겸 냉각 챔버(250, 260)와 제 1 내지 제 4 챔버(210,220,230,240)가 반송 챔버(270)의 네 측면에

시계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즉, 실시예 1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100)는 2개의 공정 챔버(110,120)를 갖는 반면에, 본 실시예 2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200)는 4개의 공정 챔버(210,220,230,240)를 갖는다.

제 1 챔버(210)는 Al2O3를 ALD 방법으로 증착하는 챔버이고, 제 2 챔버(220)는 Ta2O5를 CVD 방법으로 증착하는 챔버

이다. 한편, 제 3 챔버(230)는 HfO2를 CVD 방법으로 증착하는 챔버이고, 제 4 챔버(240)는 TiO2를 ALD 방법으로 증착하

는 챔버이다. 상기와 같이, 실시예 2에 따른 유전막 형성 장치(200)는 ALD 방식의 제 1 및 제 4 챔버(210,230) 2개와

CVD 방식의 제 2 및 제 3 챔버(220,230) 2개를 갖는다. 한편, 상기 설명에서는 각 챔버(210,220,230,240)에서 증착되는

유전막의 재질을 한정하였으나, 반드시 상기된 재질로만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만, 전술된 바와 같이, Al2O3는 반

드시 ALD 방식으로 증착되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실제로 유전막을 증착할 때, 4개의 챔버(210,220,230,240) 모두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막은 제 1 및 제 2

유전막 두 층으로 구성하게 되므로, 증착하려는 유전막의 종류에 따라, ALD 방식인 제 1 챔버(210)와 제 4 챔버(240) 중

에서 어느 하나의 챔버와, CVD 방식인 제 2 챔버(220)와 제 3 챔버(230) 중에서 어느 하나의 챔버가 선택된다. 또한, 실시

예 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택된 2개의 챔버의 가동 순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물론, 반송 챔버(270)를 정팔각형 형상으로 구성하여, 공정 챔버를 3개의 ALD 챔버와 3개의 CVD 챔버로 구성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즉, 공정 챔버의 수는 본 발명에서는 제한되지 않고, 다만 적어도 ALD 챔버와 CVD 챔버 하나씩은 공정 챔버에

포함될 것이 본 발명에서 요구된다.

실험예

하기 표 1에 동일한 재질의 두 층의 유전막을 형성하기 위한 종래의 유전막 증착 장치와 본 발명에 따른 증착 장치의 구성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1]

 구분  종래 기술  본 발명

 챔버 ALD 방식의

제 1 챔버

ALD 방식의

제 2 챔버

CVD 방식의

제 1 챔버

ALD 방식의

제 2 챔버

 유전막 Ta2O5 TiO2 Ta2O5 TiO2

상기 표 1과 같이, 종래 기술에 따라 제 1 및 제 2 챔버 모두를 ALD 방식의 챔버로 구성하였다. 반면에, 본 발명에 따라 제

1 챔버는 CVD 방식의 챔버로, 제 2 챔버는 ALD 방식의 챔버로 구성하였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종래 기술의

증착 장치와 본 발명의 증착 장치로 Ta2O5/TiO2로 이루어진 두 층의 유전막을 각각 증착하였다.

1. 증착 실험예

(1) 종래 기술

먼저, 종래 장치를 이용한 유전막 증착 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웨이퍼 상에 실린더형 캐패시터 구조를 형

성한 다음, 하부 전극인 폴리실리콘을 형성한 후 세정하였다. 그런 다음, 하부 전극인 폴리실리콘의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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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인을 750℃에서 60초 동안 폴리실리콘에 도핑하였다. 이어서, 폴리실리콘에 대해 RTN(Rapid Thermal

Nitridation) 공정을 750℃에서 180초 동안 실시하였다. RTN은 하부 전극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산화막의 성장을 억제하

며 또한 후속 열처리에 의한 산화방지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폴리실리콘 상에 Ta2O5를 증착율이 4Å/분인 ALD 방법으로 350℃에서 20Å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때,

Ta(C2H5O)5를 금속 소스로, O3 를 산화제로 이용하였고, Ar로 Ta(C2H5O)5와 O3를 각각 퍼지하였다. 즉, Ta(C 2H5O)5

의 공급 및 Purge,O3의 공급 및 purge 의 네 단계를 한 cycle로 원하는 두께만큼 cycle를 반복 진행하였다. 이어서,

Ta2O5에 대해 UV-O3 어닐링 공정을 700℃에서 120초 동안 실시하여, Ta2O5를 경화시켰다.

그런 다음, ALD 방법으로 증착된 Ta2O5 상에 TiO2를 ALD 방법으로 350℃에서 100Å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때, TiO2

의 증착은 Ti(C3H7O)4를 금속 소스로, O3를 산화제로 이용하였고, Ar로 Ti(C3H7O)4와 O3를 각각 퍼지하였다.

Ti(C3H7O)4의 공급 및 Purge,O3의 공급 및 purge 의 네 단계를 한 cycle로 원하는 두께만큼 cycle를 반복 진행하였다.

이어서, Ta2O5/TiO2에 대해 O2 열처리를 600℃에서 30분간 실시하여, Ta2O5/TiO2의 취약 부위를 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상부 전극인 Ru(루테늄)를 Ta2O5/TiO2 상에 CVD 방법으로 300Å 두께로 증착한 후, 계속해서 PVD 방법으

로 300Å 두께로 증착하였다.

(2) 본 발명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증착 장치로 유전막을 증착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웨이퍼 상에 실린더형 캐패

시터 구조를 형성한 다음, 하부 전극인 폴리실리콘을 형성한 후 세정하였다. 그런 다음, 하부 전극인 폴리실리콘의 전기 전

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을 750℃에서 60초 동안 폴리실리콘에 도핑하였다. 이어서, 폴리실리콘에 대해 RTN(Rapid

Thermal Nitridation) 공정을 750℃에서 180초 동안 실시하였다. RTN은 하부 전극을 활성화시키고 자연 산화막의 성장

을 억제하며 또한 후속 열처리에 의한 산화 방지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폴리실리콘 상에 Ta2O5를 증착율이 43Å/분인 CVD 방법으로 460℃에서 20Å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때,

Ta(C2H5O)5를 금속 소스로, O3 를 산화제로 이용하였다. 여기서, CVD 방법의 증착율은 43Å/분인 반면에 ALD 방법의

증착율은 4Å/분이므로, CVD 방법에 의한 유전막 증착 속도는 ALD 방법에 비해서 10배 이상 빨랐다. 이어서, Ta2O5에

대해 UV-O3 어닐링 공정을 700℃에서 120초 동안 실시하여, Ta2O5를 경화시켰다.

그런 다음, CVD 방법으로 증착된 Ta2O5 상에 TiO2를 ALD 방법으로 350℃에서 100Å의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때, TiO2

의 증착은 Ti(C3H7O)4를 금속 소스로, O3를 산화제로 이용하였고, Ar로 Ti(C3H7O)4와 O3를 각각 퍼지하였다.

Ti(C3H7O)4의 공급 및 Purge,O3의 공급 및 purge 의 네 단계를 한 cycle로 원하는 두께만큼 cycle를 반복 진행하였다.

이어서, Ta2O5/TiO2에 대해 O2 열처리를 600℃에서 30분간 실시하여, Ta2O5/TiO2의 취약 부위를 치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부 전극인 Ru(루테늄)를 Ta2O5/TiO2 상에 CVD 방법으로 300Å 두께로 증착한 후, 계속해서 PVD 방법으

로 300Å 두께로 증착하였다.

2. 측정 비교예

상기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각각 완성된 캐패시터들간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도 4는 종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

와 본 발명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간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서 나타낸 그래프로서, 횡축은 전압이고 종축은 누설 전류

이다. 이때, 각 캐패시터는 20.2fF/셀의 동일한 캐패시턴스를 갖도록 하였고, 도 4에서 곡선 ①이 종래 장치로 형성된 유전

막의 누설 전류 추이이고, 곡선 ②가 본 발명의 장치로 형성된 유전막의 누설 전류 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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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압값이 양일 경우에는, 종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와 본 발명의 장치로 완성된 캐패시터간

에 누설전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압값이 음일 경우에는, 곡선 ①이 나타내는 누설 전류값이 곡선 ②가 나타내는

누설 전류값보다 상당히 많았다. 즉, 종래 장치에 의한 캐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가 본 발명에 의한 캐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유전막을 갖는 캐패시터가 종래 기술에 따라 형성된 유전막을 갖는 캐패시터보다 전기

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한 유전막 증착 시간이 종래 기술에 의한 유전막 증착 시

간보다 10배 이상 빨랐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유전막은 종래 기술에 따른 유전막보다 10배 이상 빠른 시간 내에 증착되면

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였다.

한편, 각 캐패시터 조직의 결합 상태를 더욱 안정하게 한 후, 각 캐패시터의 누설 전류를 측정하였다. 각 캐패시터에 대해

서 산소 분위기 하에서 400℃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후, 각 캐패시터의 누설 전류를 측정한 결과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서 횡축은 전압이고 종축은 누설 전류이며, 곡선 ③은 종래 장치로 형성된 유전막의 누설 전류 추이이고, 곡선 ④가

본 발명의 장치로 형성된 유전막의 누설 전류 추이이다.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압이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이건 상관없

이, 각 캐패시터에서의 누설 전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캐패시터와 종래 기술에 따른 캐패시터의 전기

적 특성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유전막 증착 속도가 종래보다 10배 이상 빠르므로,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유전막을 종래보다 빠른 시간 내에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두 층의 유전막을 CVD 방법과 ALD 방법 각각을 이용해서 형성하게 되므로, CVD 방

법의 장점과 ALD 방법의 장점을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이 모두 갖게 된다. 즉, CVD 방법으로 유전막을 빠른 속도로

형성할 수가 있고, ALD 방법으로 안정된 결합 상태를 갖는 우수한 막질의 유전막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유전막을 갖는 캐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은 종래 기술에 따른 캐패시터의 전기적 특성보다 우수하거나 적어

도 동등하므로, 최소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및 방법에 의해 유전막 증착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게 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유전막 증착 장치 및 방법을 설명 및 도시하였으나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

예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하게 변경 실시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HfO2막을 형성하는 제 1 챔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Al2O3막을 형성하는 제 2 챔버

제 1 내지 제 4 측면을 갖고, 상기 제 1 및 제 2 측면에 상기 제 1 및 제 2 챔버가 연결된 반송 챔버;

상기 반송 챔버의 제 3 측면에 연결된 로드락 챔버; 및

상기 반송 챔버의 제 4 측면에 연결된 냉각 챔버를 포함하는 유전막 형성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화학기상증착 방식의 적어도 하나의 제 3 챔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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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층 증착 방식의 적어도 하나의 제 4 챔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막 형성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웨이퍼 상에 HfO2막을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HfO2막 상에 Al2O3막을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유전막 형성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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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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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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