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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공정 원도우(window)가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다성분계 박막 형성시, 원자층증착법 공정 온도가 높

은 원소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높은 온도에서 원자층증착법이 가능한 원소는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고, 낮은 온도

에서 원자층증착공정이 가능한 원소는 화학기상증착 방법으로 증착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및 그를 이용한 커

패시터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본 발명은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성분계 박

막의 성분중 제1 성분을 포함하는 제1 단위층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중 

제2 성분을 포함하는 제2 단위층을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

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커패시터, 다성분계 박막, 혼합증착법, 원자층증착법, 화학기상증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내지 도1b는 STO 박막의 단차피복성을 나타내는 공정사진.

도1c는 CD-0.15㎛를 가지는 홀에서 높이별 Sr:Ti의 원자조성비를 나타내는 도표.

도2a는 BST 박막의 단차피복성을 나타내는 공정사진.

도2b는 CD-0.15㎛를 가지는 홀에서 높이별 Ba+Sr : Ti의 원자 조성비를 나타내는 도표.

도3은 종래의 원자층증착법을 이용하여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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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본 발명에 의한 혼합증착법을 이용하여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5a 내지 도5e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에 따른 커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공정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집적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과 그를 이용한 커패시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 및 소형화되어 감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구성 요소 각각이 차지하는 면적은 줄

어들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반도체 소자의 구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커패시터의 충전 용량은 확

보되어야 한다. 64Mbyte 또는 256Mbyte등의 DRAM 소자에서는 종래에 사용되어 온 유전 재료인 SiO 2 /Si 3 N a

등을 사용하여 커패시터를 제조할 경우 필요한 커패시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막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더라

도 커패시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셀 면적의 6배가 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커패시터를 평탄한 형태로는 이용할 수 

없음으로 단면적을 다른 방법으로 늘려야 한다.

단면적을 늘이기 위해서, 즉 커패시터의 스토리지 노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은, 스택(Stack) 

커패시터 구조 또는 트렌치형(Trench) 커패시터 구조 또는 반구형 폴리실리콘막을 사용하는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

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256Mb급 이상의 소자에서는 유전율이 낮은 SiO 2 /Si3N 4 계 유전물질로는 커패시턴스

를 늘이기 위해 더 이상 두께를 줄일 수도 없고, 커패시터의 단면적을 늘이기 위해 그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공정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제조단가의 상승과 수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커패시터를 3차원적 입체구조로 형성하여서 커패시터의 단면적을 증가시켜 저장정전용량을 충족시키는 방

법은 차후에 1Gb급 이상의 DRAM 소자에 적용시키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에 커패시터에 사용하던 SiO 2 /Si 3 N 4 계를 대체할 목적으로 Ta 2 O 5

유전박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커패시턴스가 SiO 2 /Si 3 N 4 계에 비해서 2-3배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최

근의 고집적 DRAM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전박막의 두께를 줄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누설 전류가 증가되는 등 T

a 2 O 5 유전박막을 실용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이와 같은 이유로 1Gb DRAM용 커패시터는 종래의 재료로는 공정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고유전율을 가지는 유

전체 박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유전체의 박막은 커패시터의 모양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제조 공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고유전체 재료로서 현재 BST 박막, 즉 (Ba,Sr)TiO 3 가 많이 연구되

어 지고 있다. BST 박막은 저장정전용량이 SiO 2 /Si 3 N 4 계에 비해 수십 배나 크고 SrTiO 3 의 구조 및 열적 안

정성과 BaTiO 3 의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공유하여 1Gb 이상의 메모리 소자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재료이다.

많은 고유전율 재료들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를 갖는 BST박막은 높은 유전율과 우수한 절연 특성

을 가지며, 고주파에서도 유전 분산과 유전 손실이 작고, 상온에서 상유전상으로 존재하여 피로(fatigue)나 열화(degr

adation)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높은 유전율과 낮은 누설전류 특성이 요구되는 고밀도 고집적 커패시터에 적용 가능

성이 높다.

한편, 다성분계 박막을 증착하는 방법으로는 스퍼터링(Sputtering)법,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원자층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적용하여 형성한다..

먼저 스퍼터링법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 이온을 생성시키기 위해 고전압을 타겟에 인가한 상태에서 아르곤 등

의 비활성가스를 진공챔버내로 주입시킨다. 이 때, 아르곤 이온들은 타겟의 표면에 스퍼터되고, 타겟의 원자들은 타겟

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스퍼터링법에 의한 박막의 형성은 기판과 접착성이 우수한 고순도 박막을 형성할 

수 있으나, 공정 차이를 갖는 고집적 박막을 스퍼터링법으로 증착하는 경우에는 전체 박막위에서 균일도를 확보하기

가 매우 어려워 미세한 패턴을 위한 스퍼터링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화학기상증착법(CVD)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증착 기술로서, 반응가스와 분해가스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두께를 갖는 박막을 기판상에 증착한다. 화학기상증착법은 먼저 다양한 가스들을 반응챔버로 주입시키고, 열, 빛, 플

라즈마와 같은 고에너지에 의해 유도된 가스들을 화학반응시키므로써 기판상에 요구되는 두께의 박막을 증착시킨다.

아울러, 화학기상증착법(CVD)에서는 반응에너지만큼 인가된 플라즈마 또는 가스들의 비(ratio) 및 양(amount)을 통

해 반응조건을 제어하므로서 증착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반응들이 빠르기 때문에 원자들의 열역학적(Thermaody

namic) 안정 성을 제어하기 매우 어렵고, CVD는 박막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특성을 저하시킨다.

마지막으로, 원자층 증착법은 반응가스와 퍼지가스를 교대로 공급하여 원자층을 증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에 의

해 형성된 박막은 고종횡비를 갖고 저압에서도 균일하며, 전기적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

최근에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됨에 따라 캐패시터의 구조를 실린더(Cylinder), 핀(Pin), 적층(Stack) 또는 반구형 실

리콘(HSG) 등의 복잡한 구조로 형성하여 전하저장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좁은 면적에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증

착법을 이용한 캐패시터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즉, 종횡비가 큰 구조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전술한 원자층 증착법

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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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층증착법은 화학기상증착법(CVD)처럼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증착법이지만 각각의 가스가 챔버 내에서 혼합되지

않고 한개씩 펄스로 흘려진다는 점에서 화학기상증착 방법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반응가스로서 A가스와 B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A가스만을 주입한다. 이 때, A 가스 분자

가 기판에 화학흡착(Chemical absorption)된다.

다음으로, 챔버에 잔류한 미반응 A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곤이나 질소와 같은 비활성가스로 퍼지한 다음, B가스

만을 주입하면 A가스와 B가스 사이의 반응은 화학흡착된 A가스가 있는 표면에서만 일어나 원자층(atomic layer)의 

박막이 증착된다. 이 때문에 어떠한 몰포로지(Morphology)를 가진 표면이라 해도 100%의 단차 피복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A가스와 B가스의 반응 후 챔버에 잔존하는 B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퍼지시킨다.

상술한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박막의 두께를 원자층 단위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자층증착법에 의한

박막의 두께는 증착공정의 반복횟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BST 박막은 상술한 방법 중 일반적으로 화학기상증착에 의해 형성되며, Ba:Sr:Ti=25:25:50(at%)의 조성비를 가질

때 최적의 유전체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BST 증착은 전구체(precursor)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라 증착조건을 최적화하여 Ba+Sr : Ti의 조성이 1:1에 가깝도록 형성하여야 본질적인 유전특성

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설전류 특성 또한 우수하게 된다. 이하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STO, BST 박막을

형성할 때의 문제점을 도면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도1a 내지 도1b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CD(critical dimension)가 0.15㎛를 가지는 3차원 구조를 가지는 홀

에서 STO를 조성했을 때 Sr : Ti 박막에 대한 단차피복성을 나타내는 공정사진이다. 도1a는 Sr : Ti를 분당 0.03 : 0.

1 ml 의 비율로 반응시켰을 때이고, 도2b는 Sr : Ti를 분당 0.045 : 0.15 ml 의 비율로 반응시켰을 때의 단면을 나타

내는 공정사진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면 홀의 바닥에 대한 상부의 단차가 각각 32%, 23%로

균일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도1c는 홀바닥에서 높이에 따라 상기의 실험조건별로 Sr : Ti의 원자조성비 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여기서 Sr과 Ti의

전구체는 각각 Sr(THD) 2 -pmdt 와 Ti(THD) 2 (O-i-Pr) 2 가 사용되었다. Sr : Ti 의 원자조성비가 1:1에서 최적

의 유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표에서는 높이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도2a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CD(critical dimension)이 0.15㎛를 가지는 3차원 구조를 가지는 홀에서 BST를

조성했을 때 Ba+Sr : Ti 박막에 대한 단차피복성을 나타내는 공정사진이다.

도2b는 CD-0.15㎛를 가지는 홀에서 홀바닥에서 높이별 Ba+Sr : Ti의 원자조성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서 Ba,

Sr, Ti의 전구체는 각각 Ba(METHD) 2 , Sr(METHD) 2 , Ti(MPD)(THD) 2 가 사용되었다. Ba+Sr : Ti의 원자조성

비가 1: 1 이어야 최적의 유전체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여기서도 높이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3차원 구조의 커패시터 제조시 BST, STO 유전막을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하부전극상에 형성하면 Ba, Sr과 Ti 성분의

증착 특성의 차이에 의해 조성비 Ba+Sr : Ti(또는 Sr : Ti)가 위치별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디자인 룰이 줄어들

게 됨에 따라 조성변화가 더욱 커지게 된다. 화학양론적 조성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BST, STO 유전막은 고온 열처

리 이후에도 페롭스카이드 구조로 결정화 되지 않으므로 유전상수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위치별 조성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원자층 증착법이 현재 관심을 끌고 있다. 도3은 원자층증착법을 이용하여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챔버내의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할 기판상에 다성분계 박막의 일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1 전구체(BST일 경우 Ba, Sr을 포함하는 소스)를 흡착시킨다. 이어 상기 챔버내에서 제1 전구체 중 미반응 

전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purge)시키고, 챔버내에 제1 반응가스를 공급하여 흡착된 제1 전구체와의 표면반응

을 유도하여 제1 단위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1 반응가스 중 미반응된 제1 반응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퍼지시킨다.

게속해서 다성분계 박막의 나머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2 전구체((BST일 경우 Ti을 포함하는 소스)를 기판에 흡

착시킨다. 이어서 상기 챔버내에서 제2 전구체 중 미반응 전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시키고, 챔버내에 제2 반응

가스를 공급하여 흡착된 제2 전구체와의 표면반응을 유도하여 제2 단위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2 반응가스 중 미반

응된 제2 반응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시킨다. 상술한 단계를 한 사이클(cycle)으로 하여 반복해

서 공정을 실시하여 원하는 소정의 두께를 가진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BST, STO와 같은 다성분계 박막을 원자층증착법으로 증착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원소가 공동으로

증착되는 공정 원도우(window)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성분계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각 구성 원소의 유기 금속(metal organic) 전구체로(precursor)의 종류에 따

라 휘발, 열분해, 증착 속도, 혼입 효율(incorporation efficiency), 흡착계수(sticking coefficient)등의 특성 차이가 

심하여 원자층증착법에 대한 공통의 공정 원도우(window)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BST 박막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현재 Ba, Sr 전구체로 사용 가능한 ß- diektonate 계열

은 350℃ 이하의 저온에서 O 2 나 H 2 O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원자층증착 프로세스(process)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Ti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Ti(OC 3 H 7 ) 4 는 150 ~ 300℃ 범위에서는 원자층증착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만 300℃ 사이에서 열에너지에 의한 재분해(self-decomposition)가 일어나 원자층증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BST 박막의 최적의 유전특성을 가지기 위해서 Ba+Sr : Ti가 1:1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Ba+ Sr를 포

함하는 전구체를 이용하여 원자층단위로 증착하고, Ti를 포함하는 전구체를 이용하여 원자층단위로 증착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각의 전구체특성상 Ba+Sr을 증착할때는 챔버의 온도를 350℃ 정도로 유지하고, 다음 Ti를 증

착할 때는 다시 온도를 150~ 300℃ 범위로 내려야 하는데, 한스텝을 실시할때 마다 매번 챔버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서 원자층 증착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원자층증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



등록특허  10-0427030

- 4 -

클당 공정스텝의 증가와 증착 속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공정 원도우(window)가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다성분계 박막 형성시, 일부원소는 원자층증착법이 가

능한 원소는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고, 그와 공정원도우가 맞지 않는 원소는 화학기상증착 방법으로 증착하는 다

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및 그를 이용한 커패시터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중 제1 성분

을 포함하는 제1 단위층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중 제2 성분을 포함하는 

제2 단위층을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에 있어서, 챔버내의 기판상에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제1 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 제1 전구체를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전구체 중 미반응 전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하는 단계; 상기 챔버내

에 제1 반응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흡착된 제1 전구체와의 표면반응을 유도하여 제1 단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반응가스 중 미반응 제1 반응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하는 단계;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제2 성

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2 전구체 및 상기 제2 전구체와 화학반응하는 제2 반응가스를 상기 챔버내에 플로잉 시켜 제2 

단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응가스 및 상기 제2 전구체 중에서 화학반응 되지 않은 제2 반응가스 및 제2 

전구체와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퍼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

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티타늄, 바륨,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다성분계 박막을 유전체 박막으로 사용하는 커패시터의 제조 방

법에 있어서, 도전층상에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층의 소정 표면을 

노출 시키는 오목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목부내에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목부내의 하부전극상에 바

륨 및 스트론튬 성분을 포함하는 제1 단위층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티타늄 성분을 포함하는 제2 단위층은 화학기상증

착법으로 형성하되,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바륨, 스트론튬, 티타늄을

포함하는 다성분계 유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체 박막 상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원자층 증착법의 공정 원도우(window)가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다성분계 박막 형성시, 원자층증착법

의 공정 온도가 높은 원소를 기준으로 하여 높은 온도에서 원자층증착이 가능한 원소는 원자층증착으로 증착하고 낮

은 온도에서 원자층증착이 가능한 원소는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혼합증착법은 열분해, 증착속도, 혼입 효율(incorporation efficiency), 흡착계수(sticking coefficient)등의 특성이

다른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 원소를 독립적을 증착하는 것으로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 불순물 함입, 조성 조

절성등의 원자층증착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하는 성분 윈소의 증착 속도 향상 및 공정 스

텝의 감소를 통해 공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4는 본 발명에 의한 혼합증착법을 이용하여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4를 참조

하여 다성분계 박막중에서 BST를 혼합증착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

먼저, 챔버내의 기판상에 바륨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 및 스트륜튬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를 제1 전구체로 하여 흡착시

킨다.

여기서 바륨을 포함하는 소스는 Ba(THD) 2 -tetraen, Ba(THD) 2 -trien, Ba(C 1 1H 19 O 2 ) 2 -NH 2 (C 2 H 4

)NH(C 2 H 4 )) 2 , Ba(THD) 2 -pmdt, Ba(C 11 H 19 O 2 ) 2 -C 9 H 23 N 3 , Ba(METHD) 2 , Ba(O 4 C 1 4H

25 )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소스는 Sr(THD) 2 -tetraen, Sr(THD) 2 -trien, Sr

(C 11 H 19 O 2 ) 2 -NH 2 (C 2 H 4 )NH(C 2 H 4 )) 2 , Sr(THD) 2 -pmdt, Sr(C 11 H 19 O 2 ) 2 -C 9 H 23 N

3 , Sr(METHD) 2 , Sr(O 4 C 14 H 25 ) 2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한다.

이어서, 제1 전구체 중 미반응 전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시키고, 챔버내에 제1 반응가스로 H 2 O 증기, H 2 O 

2 +H 2 O 증기를 공급하여 상기 흡착된 제1 전구체와의 표면반응을 유도하여 제1 단위층으로 (Ba,Sr)O 레이어를 형

성한다. 이어서 제1 반응가스 중 미반응 제1 반응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시킨다.

여기서 제1 반응가스로 반응성이 뛰어난 O 2 , O 3 또는 N 2 O 플라즈마(plasma) 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1 단

위층을 형성하는 공정온도는 300 ~ 450℃정도에서 형성하는데, 바륨의 전구체로 사용 가능한 ß- diektonate 계열

은 350℃ 이하의 저온에서는 O 2 나 H 2 O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원자층증착 프로세스(process)가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스트론튬 성분을 포함하고 소스를 제2 전구체로 하고, 제2 전구체와 화학반응하는 제2 반응가스를 챔버내

에 플로잉시켜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제2 단위층으로 TiO 2 레이어를 형성한다. 여기서 제2 전구체로는 Ti(O-

i-Pr) 4 , Ti(OC 3 H 7 ) 4 , Ti(MPD)(THD) 2 , Ti(O 2 C 6 H 12 )(O 2 C 11 H 19 ) 2 , Ti(O-t-Bu) 2 (THD) 2 ,

Ti(OC 4 H 9 ) 2 (C 11 H 19 O 2 ) 2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고, 제2 반응가스로는 O 2 , N 2 O, NH 3 를 각

각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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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2 반응가스 및 상기 제2 전구체 중에서 화학반응 되지않은 제2 반응가스 및 제2 전구체와 반응부산물을 제

거하기 위해 퍼지시킨다.

상술한 단계를 한 사이클로 하여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BST 박막을 형성

한다. BST 박막을 형성하고 나서 유전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00 ~ 750℃ 범위의 온도와 질소 분위기에서 1 ~ 

10분 범위의 시간 동안 급속 열처리를 한다.]

또한, 상기의 실시예에서, 제1 전구체로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소스만을 공급하여 다성분계 박막중 STO(SrTiO 3 ) 

박막을 증착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실시예에서 제1 단위층과 제2 단위층을 성분을 바꾸어 형성하여, 제1 단위층으로 TiO 2 레이어를 형성

하고, 제2 단위층으로 (Ba,Sr)O 레이어를 형성하여 BST 박막을 증착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상술한 혼합 증착법은 PZT(Pb(Zr,Ti)O 3 ), SBT(SrBi 2 Ta 2 O 9 ), BLT(Bi 3.25 La 0.75 Ti 3 O 1

2 )등의 다성분계 박막의 증착에 사용될 수 있다. PZT, SBT, BLT등의 다성분계 박막을 증착할 때에 전구체로는 Zr(

O-t-Bu) 4 , Zr(O-i-Pr) 4 , Zr(THD) 4 , Zr(O-i-Pr)(THD) 3 , Zr(O-t-Bu)(THD) 3 , Pb(THD) 2 , Triethylneop

entoxylead, Ta(OEt) 5 , Ta(OiPr) 5 , La(THD) 3 , BiPh 3 , Bi(Ot-Am) 3 , Bi(Ot-Bu) 등을 이용하여 증착 할 수 

있다.

또한 , 상기의 혼합 증착법은 TiAlN, TiSiN, RuTiN, RuTaN 등의 다성분계 확산 방지막의 증착에 사용될 수 있다. Ti

AlN, TiSiN, RuTiN, RuTaN 등의 다성분계 확산 방지막을 증착할 때, TiCl 4 , Ti[N(CH 3 ) 2 ] 4 , Ti[N(C 2 H 5

) 2 ] 4 , Ti[NCH 3 C 2 H 5 ] 4 , Al(CH 3 ) 3 , SiH 4 , SiH 2 Cl 2 , Ru(EtCp) 2 , Ru(OD) 3 , TaCl 5 , Ta[N(C

H 3 ) 2 ] 4 , Ta[N(C 2 H 5 ) 2 ] 4 , Ta[NCH 3 C 2 H 5 ] 4 등을 가스 또는 전구체로 사용하고 반응성 가스는 N

2 , NH 3 또는 N 2 , NH 3 plasam를 이용할 수 있다.

도5a 내지 도5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커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 및 비트라인의 제조 공정이 완료된 반도체 기판(20)상에 층간절연막(Inter 

Layer Dielectric)(1), 식각배리어막(2) 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층간절연막(1)은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실리콘산

화막을 이용하고, 식각배리어막(2)는 실리콘 산화막과 식각선택비가 우수한 질화물을 300 ~ 1000Å의 두께로 형성

한다.

다음으로, 식각배리어막(2)상에 통상의 노광 및 현상을 통해 콘택마스크를 형성하고, 콘택마스크로 식각배리어막(2)

을 먼저 식각한 후, 연속해서 층간절연막(1)을 식각하여 기판상(20)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는 콘택홀을 형성하고, 콘택

마스크를 제거한다.

계속해서, 콘택홀을 포함한 전면에 폴리실리콘을 500 ~ 3000Å범위의 두께로 형성한 후, 에치백공정으로 소정 깊이

만큼 리세스시켜 콘택홀의 소정 부분에 매립되는 폴리실리콘 플러그(3)을 형성한다. 기판을 클리링후 폴리실리콘 플

러그(3)와 확산박지막간의 접촉저항을 낮추기 위해, 기판 전면에 티타늄(Ti)을 100 ~ 300Å의 두께로 증착한 후, 급

속열처리(RTP)하여 폴리실리콘플러그(3)의 실리콘(Si)원자와 티타늄의 반응을 유발시켜 폴리실리콘플러그(3) 상에 

티타늄실리사이드(4)를 형성한다. 한편 미반응 티타늄은 습식식각으로 제거한다.

계속해서, 티타늄실리사이드(4)상에 TiCl4, SiH4, NH3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여 기판상부전체에 TiSiN(5)를 형성한 

후 식각배리어막(2)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TiSiN(5)를 화학적기계적연마(CMP) 또는 에치백하여 콘택홀내에 매립

시킨다.

여기서, TiSiN(5)는 후속 BST 박막의 열처리공정시 하부전극내에 잔존하는 산소가 폴리실리콘(3) 또는 기판(20)으

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확산방지막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확산방지막으로는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와 같은 2성분계 질화물 또는 TiAlN, TaSiN, TaAlN, RuTiN과 

같은 3성분계 질화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질화물들은 화학기상증착법 또는 물리기상증착법에 의해 증착된다.

이어서,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각베리어막(3) 상에 커패시터의 하부전극의 높이를 결정짓는 커패시터 산화막(6

)을 2000 ~ 20000Å 범위의 두께로 형성한 후, 감광막을 이용한 스토리지노드마스크(도시 생략)로 커패시터산화막(

6)을 식각하여 폴리실리콘플러그(3)에 정렬되는 하부전극이 형성될 영역(이하 '오목부'(concave)'라 약칭함)를 형성

한다.

이 때, 커패시터 산화막(6)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또는 PSG(Phospho Silicate Glass) 중 어느 하나를 이

용한다.

이어서 도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목부를 포함한 커패시터 산화막(6)상에 하부전극용 전도막으로 화학기상증착법으

로 루테늄(Ru)막을 증착한 다음, 커패시터 산화막(6)의 표면이 드러날 때까지 건식 에치백 또는 화학적기계연마(CMP

) 공정을 실시하여 이웃한 셀간 서로 격리되며 오목부내에만 잔류하는 루테늄-하부전극(7)을 형성한다.

여기서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루테늄막 증착시, 전구체로는 Ru(EtCp) 2 또는 Ru(OD) 3 을 사용하여 200 ~ 350℃ 

범위의 온도에서 증착하며, 루테늄막 증착후 막내 잔존하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암모니아(NH 3 ) 가스 또는 암

모니아 플라즈마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한 후처리를 실시한다.

계속해서 도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루테늄-하부전극(7)을 포함한 전면에 50 ~ 500Å 범의 두께로, 300 ~ 340 ℃ 

범위의 온도에서, (Ba,Sr)O는 원차증증착법으로 증착하고 TiO 2 는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하는 혼합증착법을 이

용하여 BST(Ba,Sr)TiO 3 박막(8)을 형성한다. 여기서 다성분계 박막중에서 STO 박막을 증착할 때에는 Ba, Sr 소스

를 동시에 공급하는 대신에 Sr 소스만을 공급하여 형성한다.

여기서, TiO2를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할 때에 O 2 , N 2 O, NH 3 를 각각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가스를 

사용한다. (Ba,Sr)O 레이어를 원자층증착법으로 증착할 때에 전구체로 Ba(THD)2-tetraen, Sr(THD)2-tretaen를 

사용하고, H 2 O 또는 H 2 O 2 +H 2 O 기체를 이용하거나 반응성이 뛰어난 O 2 , O 3 , N 2 O 플라즈마 가스를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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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BST 박막을 결정화 하기 위하여 500 ~ 750℃ 범위의 온도와 질소 분위기에서 1 ~ 10분동안 급속 열처리를

실시한다.

이어서, 도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BST 박막(8)상에 상부전극으로서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200 ~ 35

0℃ 범위의 온도에서 루테늄을 증착한다. 이어, BST/루테늄-상부전극 계면의 유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50 ~

500℃의 온도에서, 수%의 산소가 포함된 질소 분위기에서 10 ~ 60분 동안 열처리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 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에서 상술한 커패시터 제조방법은 스택 구조 또는 실린더 구조를 가지는 커패시터등에도 적용가능하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고집적 3차원등의 구조에서 단차 피복성, 조성 균일도 등을 확보하기 힘든 다성분계 박막 증착시 원자층증

착법과 화학기상증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종래의 화학기상증착법 또는 원자층증착법만을 사용하여 형성

할 때, 한 사이클당 공정 스텝 수의 증가와 증착속도가 낮은 단점을 극복하여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하는 성분 원

소의 증착 속도 향상 및 공정 스텝수 감소를 통해 공정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원자층 증착법의 장점인 단차 피복성,

조성 균일도에서 유리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BST, STO등의 고유전율을 가지는 다성분계 유전체 박막을 균일

한 조성 분포를 가지도록 형성할 수 있어, 고유전율 특성 및 향상된 누설전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중 제1 성분을 포함하는 제1 단위층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성분중 제2 성분을 포함하는 제2 단위층을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다성분계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원자층증착법으로 형성하는 제1 단위층과 상기 화학기상증착으로 형성하는 제2 단위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온도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에 있어서,

챔버내의 기판상에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제1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1 전구체를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전구체 중 미반응 전구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하는 단계;

상기 챔버내에 제1 반응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흡착된 제1 전구체와의 표면반응을 유도하여 제1 단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반응가스 중 미반응 제1 반응가스 및 반응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지하는 단계;

상기 다성분계 박막의 제2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2 전구체 및 상기 제2 전구체와 화학반응하는 제2 반응가스를 상

기 챔버내에 플로잉 시켜 제2 단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응가스 및 상기 제2 전구체 중에서 화학반응 되지 않은 제2 반응가스 및 제2 전구체와 반응부산물을 제거

하기 위해 퍼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는 두께의 다성분

계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과 상기 제2 단위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온도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은 300 ~ 450 ℃ 범위의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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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형성하여 후,

질소분위기에서 500 ~ 750℃ 범위의 온도, 1 ~ 10분 범위의 시간동안 급속 열처리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

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구체는 바륨을 포함하는 소스 및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소스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

법.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구체는 티타늄을 포함하는 소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구체는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소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은 (Ba, Sr)O 레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a, Sr)O 레이어는 Ba(THD) 2 -tetraen, Sr(THD) 2 -tetraen 및 H 2 O 를 용하거나 또는 Ba(THD) 2 -tetr

aen, Sr(THD) 2 -tetraen 및 H 2 O 2 +H 2 O 기체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위층은 TiO 2 레이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응가스는 O 2 , O 3 또는 N 2 O의 플라즈마 가스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

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응가스는 O 2 , N 2 O, NH 3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바륨을 포함하는 소스는 Ba(THD) 2 -trien, Ba(C 1 1H 19 O 2 ) 2 -NH 2 (C 2 H 4 )NH(C 2 H 4 )) 2 , Ba(

THD) 2 -pmdt, Ba(C 11 H 19 O 2 ) 2 -C 9 H 23 N 3 , Ba(METHD) 2 , Ba(O 4 C 1 4H 25 ) 2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방법.

청구항 18.
제 9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소스는 Sr(THD) 2 -trien, Sr(C 11 H 19 O 2 ) 2 -NH 2 (C 2 H 4 )NH(C 2 H 4 )) 2 , 

Sr(THD) 2 -pmdt, Sr(C 11 H 19 O 2 ) 2 -C 9 H 23 N 3 , Sr(METHD) 2 , Sr(O 4 C 14 H 25 ) 2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티타늄을 포함하는 소스는 Ti(O-i-Pr) 4 , Ti(OC 3 H 7 ) 4 , Ti(MPD)(THD) 2 , Ti(O 2 C 6 H 12 )(O 2 C 1

1 H 19 ) 2 , Ti(O-t-Bu) 2 (THD) 2 , Ti(OC 4 H 9 ) 2 (C 11 H 19 O 2 ) 2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성분계 박막은 PZT(Pb(Zr,Ti)O 3 ), SBT(SrBi 2 Ta 2 O 9 ), BLT(Bi 3.25 La 0.75 Ti 3 O 12 ), TiAlN, TiS

iN, RuTiN 또는 RuTaN 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성분계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티타늄, 바륨, 스트론튬을 포함하는 다성분계 박막을 유전체 박막으로 사용하는 커패시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도전층상에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층의 소정 표면을 노출 시키는 오목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목부내에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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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목부내의 하부전극상에 바륨 및 스트론튬 성분을 포함하는 제1 단위층을 원자층증착법으로, 티타늄 성분을 

포함하는 제2 단위층은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하되,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을 교대로 형성하여 원하

는 두께의 바륨, 스트론튬, 티타늄을 포함하는 다성분계 유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체 박막 상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의 두께가 50 ~ 500Å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과 상기 제2 단위층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온도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위층 및 상기 제2 단위층은 300 ~ 450 ℃ 범위의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를 형성한 후,

질소분위기에서 500 ~ 750℃ 범위의 온도, 1 ~ 10분 범위의 시간동안 실시하는 급속 열처리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다성분계 박막을 캐패시터 유전체 박막으로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다성분계 박막은 BST, STO, PZT, SBT 또는 BLT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유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9.
제2항 또는 제3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다성분계 박막은 TAlN, TiSiN, RuTiN 또는 RuTaN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막

이며, 선택된 상기 막을 확산방지막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장치.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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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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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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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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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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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도면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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