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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캐패시터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개선된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 캐패시터 및 그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콘택 영역을 갖는 기판 상에 적어도 하나의 제1 몰드

막을 형성한 후, 제1 몰드막 상에 절연막 및 제2 몰드막을 순차적으로. 제2 몰드막, 제1 절연막 및 제1 몰드막을 부분적으

로 식각하여 개구를 형성한 다음, 개구의 내벽 상에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을 향하여 수평하게 돌출되어 인접하는 스토리

지 전극들을 서로 지지하는 돌출부를 갖는 안정화 부재를 형성한다.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콘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

홀을 형성한 후,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콘택홀의 내벽 상에 콘택 영역에 접촉되는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한다. 스토리지 전

극 상에 유전막 및 플레이트 전극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따라서, 비록 캐패시터가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경우에도 인접하

는 캐패시터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하는 캐패시터들 사이의 2-비트 단락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실린더형 캐패시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2a는 종래의 실린더형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 중 캐패시터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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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도 1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 평면도들 및 사시도이

다.

도 12a 내지 도 17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반도체 기판 103：소자 분리막

106：게이트 산화막 109：게이트 도전막 패턴

112：게이트 마스크 115：게이트 구조물

118, 151：제1 및 제2 스페이서 127：워드 라인

121, 124：제1 및 제2 콘택 영역 133, 136：제1 및 제2 패드

130, 139, 154：제1 내지 제3 층간 절연막

142：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 145：비트 라인 마스크

148：비트 라인 157：제4 패드

160, 220：제1 내지 제4 층간 절연막 163, 223：식각 저지막

166, 266：제1 몰드막 169, 232：제3 절연막

187, 247：제3 절연막 패턴 172, 229：제2 몰드막

175, 238：제3 마스크층 178, 241：스토리지 노드 마스크

181：제1 개구 184, 244：제2 개구

192, 252：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190, 250：안정화 부재

193：제5 도전막 196, 256：스토리지 전극

199, 259：유전막 202, 262：플레이트 전극

205, 265：캐패시터 235：제3 몰드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크게 개선된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 캐패시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RAM 장치와 같은 메모리용 반도체 장치들은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과 같은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그로부터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장치에 다른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다. 하나의 메모리 장치는 대개 1개의 트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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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와 1개의 캐패시터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DRAM 소자 등에 포함되는 캐패시터는 스토리지 전극, 유전막 및 플레이

트 전극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의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의 정전 용

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DRAM 장치의 집적도가 기가급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위 셀 당 허용 면적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캐패시터의 캐

패시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캐패시터의 형상을 평탄한 구조로 제작하다가, 점차로 박스 형상 또는 실린더 형상

으로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0.11μm 이하의 초미세 선폭 기술을 적용한 기가급 이상의 DRAM 장치에 있어

서, 허용된 셀 면적 내에서 캐패시터가 요구되는 캐패시턴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캐패시터의 종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캐패시터들 사이에 2-비트 단락(bit fail)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실린더 형상을 갖는 캐패시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실린더형 캐패시터는 반도체 기판(1)에 형성된 콘택 패드(4)에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실린더형 스

토리지 전극(13)을 구비한다. 캐패시터의 스토리지 전극(13)은 반도체 기판(1) 상에 형성된 절연막(7)을 관통하여 형성된

콘택 플러그(10)를 통하여 콘택 패드(4)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DRAM 장치의 셀 캐패시턴스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전극(13)의 높이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스토리지 전극(13)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스토리지 전극(13)이 쓰러짐으로써, 인접하는 캐패시터들이 서로 연결되는 캐패시터들 간의

2-비트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공개특허 제2003-85420호에는 빔 형태의 절연 부재를 이용하여 각 캐패시터의

하부 전극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캐패시터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이 개시

되어 있다.

도 2a는 상기 미국 공개특허에 개시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며, 도 2b는 도 2a에 도시한 반도체 메

모리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5) 상에 소자 분리막(18)을 형성하여 반도체 기판(13)을 액티브 영역 및 필드 영

역으로 구분한 후, 상기 액티브 영역에 각기 게이트 산화막 패턴, 게이트 전극 및 마스크 패턴으로 구성되는 게이트 구조물

들(27)을 형성한다.

게이트 구조물들(27)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게이트 구조물들(27) 사이의 반도체 기판(13)에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소오

스/드레인 영역(21, 24)을 형성함으로써, 반도체 기판(13) 상에 MOS 트랜지스터들을 형성한다.

상기 MOS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3) 상에 제1 층간 절연막(42)을 형성한 다음, 제1 층간 절연막(42)을 관

통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21, 24)에 각기 접촉되는 캐패시터 플러그(30) 및 비트 라인 플러그(33)를 형성한다.

제1 층간 절연막(42) 상에 제2 층간 절연막(45)을 형성한 후, 제2 층간 절연막(45)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제2 층간 절연

막(45)에 비트 라인 플러그(33)에 접촉되는 비트 라인 콘택 플러그(36)를 형성한다. 제2 층간 절연막(45) 상에 제3 층간

절연막(48)을 형성하고, 제3 및 제2 층간 절연막(48, 45)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제3 및 제2 층간 절연막(48, 45)을 관통

하여 캐패시터 플러그(30)에 접촉되는 캐패시터 콘택 플러그(39)를 형성한다.

캐패시터 콘택 플러그(39) 및 제3 층간 절연막(48) 상에 식각 저지막(51)을 형성한 후, 식각 저지막(51)을 부분적으로 식

각하여 캐패시터 콘택 플러그(39)를 노출시키는 홀(54)을 형성한다. 홀(54)을 통하여 캐패시터 콘택 플러그(39)에 접촉되

는 실린더 형상의 하부 전극(57)을 형성한다. 실린더형 하부 전극(57)은 캐패시터 콘택 플러그(39) 및 캐패시터 플러그

(30)를 통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21)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인접하는 캐패시터들의 하부 전극들(57)의 네 측벽들 사이에 하부 전극들(57)을 서로 연결하는 빔 형태의 절연 부재(72)를

형성한 다음, 각 캐패시터의 하부 전극(57) 상에 유전막(60) 및 상부 전극(63)을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캐패시터(66)를 완

성한다. 이어서, 각 캐패시터(66)의 내측 및 외측에 후속하여 형성되는 상부 배선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절연막(69)을 형

성한다. 이에 따라, 캐패시터들(66)은 그 하부 전극들(57)이 각기 그 네 측벽들 사이에 형성된 빔 형상의 절연 부재들(72)

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 구조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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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술한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비록 빔 형상의 절연 부재(72)를 적용하여 캐패시터(66)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하부 전극들(57)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빔 형상의 절연 부재들(72)을 하부 전극들(57)의 네 측벽들

사이에 형성하기 때문에 캐패시터들(66)을 제조하는 공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제조 장치의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패시터(66)가 내부 및 외부로 구분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캐패시터(66)를 제조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캐패시터(66)와 상부 배선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절연막(69)의 형성 시에도 캐패시터(66)의 내부에는 절연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욱이, 이

와 같은 캐패시터(66)의 구조의 복잡성은 결국 반도체 장치의 수율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간단한 구조를 갖는 안정화 부재를 적용하여 크게 향상된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 캐패시터를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간단한 공정을 통하여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여 크게 향상된 구조적 안정을 가지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는, 스토리지 전극, 상기 스

토리지 전극 상에 형성된 유전막, 상기 유전막 상에 형성된 플레이트 전극, 그리고 상기 스토리지 전극의 상부를 감싸며,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수평하게 형성된 돌출부를 구비하는 안정화 부재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안정화 부재와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을 따라 서로 이격되며,

상기 안정화 부재의 상기 돌출부와 상기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의 돌출부는 스토리지 전극들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서로 연결된다.

전술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

체 기판 상에 콘택 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적어도 하나의 제1 몰드막을 형성한 후, 상기 제1 몰드막 상에

제1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 상에 제2 몰드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2 몰드막,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1

몰드막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제1 개구를 형성한 다음, 상기 제1 개구의 내벽 상에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을 서로 지

지하는 돌출부를 갖는 안정화 부재를 형성한다. 계속하여, 상기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상기 콘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

홀을 형성한 후, 상기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상기 콘택홀의 내벽 상에 상기 콘택 영역에 접촉되는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한

다. 다음에. 상기 스토리지 전극 상에 유전막 및 플레이트 전극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부 도전성 구조물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수평하게 형성된 돌출부를 구비하는 안

정화 부재를 통하여 서로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을 연결한다. 이에 따라, 비록 캐패시터가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경우에

도 인접하는 캐패시터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하는 캐패시터들 사이의 2-비트 단락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즉,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이 안정화 부재들을 통해 서로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지 전극들을 포

함하는 캐패시터들의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향상된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 캐패시터 및 그 제조 방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하기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3a 내지 도 1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 평면도들 및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a 내지 도 11b에 있어서, 동일한 부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한다.

도 3a 및 도 3b는 반도체 기판 상에 도전성 구조물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3a는 반도체

장치를 비트 라인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며, 도 3b는 반도체 장치를 워드 라인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셸로우 트렌치 소자 분리(STI) 공정이나 실리콘 부분 산화법(LOCOS) 등과 같은 소자 분리 공

정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100) 상에 소자 분리막(103)을 형성함으로써, 반도체 기판(100)을 액티브 영역 및 필드 영역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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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산화법이나 화학 기상 증착(CVD) 공정으로 소자 분리막(103)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얇은 두께의 게이트 산

화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게이트 산화막은 소자 분리막(103)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액티브 영역에만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 산화막은 후에 게이트 산화막 패턴(106)으로 패터닝된다.

상기 게이트 산화막 상에 제1 도전막(도시되지 않음) 및 제1 마스크층(도시되지 않음)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제1

도전막 및 제1 마스크층은 각기 게이트 도전막 및 게이트 마스크층에 해당된다. 여기서, 제1 도전막은 불순물로 도핑된 폴

리실리콘으로 구성되며, 후에 게이트 도전막 패턴(109)으로 패터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1 도전

막은 도핑된 폴리실리콘 및 금속 실리사이드로 이루어진 폴리사이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제1 마스크층은 후에 게이

트 마스크(112)로 패터닝되며, 후속하여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130)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제1 층간 절연막(130)이 산화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제1 마스크층은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

물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마스크층 상에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

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 마스크층, 제1 도전막 및 게이트 산화막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함으로써, 반도체 기판(100) 상에 게

이트 구조물들(115)을 형성한다. 여기서, 각 게이트 구조물(115)은 각기 게이트 산화막 패턴(106), 게이트 도전막 패턴

(109) 및 게이트 마스크(112)를 포함한다. 즉, 상기 제1 마스크층, 제1 도전막 및 게이트 산화막을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패터닝함으로써, 반도체 기판(100) 상에 게이트 구조물들(115)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 마스크층을 패터닝함

으로써, 상기 제1 도전막 상에 게이트 마스크 패턴(112)을 먼저 형성한다. 이어서, 게이트 마스크(112) 상의 상기 제1 포

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 후, 게이트 마스크(112)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 도전막 및 게이트 산화막을 차례로

패터닝하여, 반도체 기판(100) 상에 게이트 산화막 패턴(106), 게이트 도전막 패턴(109) 및 게이트 마스크(112)를 포함하

는 게이트 구조물들(115)을 형성할 수 있다.

게이트 구조물들(115)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로 이루어진 제1 절연막(도시되지 않

음)을 형성한 후, 상기 제1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각 게이트 구조물들(115)의 측벽에 게이트 스페이서인 제1 스페이서

(118)를 형성한다.

게이트 구조물들(115)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게이트 구조물들(115) 사이로 노출되는 반도체 기판(100)에 이온

주입 공정으로 불순물을 주입한 후, 열처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기판(100)에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인 제1 콘택

영역(121) 및 제2 콘택 영역(124)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에 해당하는 제

1 및 제2 콘택 영역들(121, 124) 및 게이트 구조물들(115)을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워드 라인

들(127)이 형성된다. 여기서,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인 제1 및 제2 콘택 영역들(121, 124)은 캐패시터를 위한 제1 패드

(133)와 비트 라인을 위한 제2 패드(136)가 각기 접촉되는 캐패시터 콘택 영역 및 비트 라인 콘택 영역으로 구분된다. 예

를 들면,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가운데 제1 콘택 영역(121)은 제1 패드(133)가 접촉되는 캐패시터 콘택 영역에 해당되며,

제2 콘택 영역(124)은 제2 패드(136)가 접촉되는 비트 라인 콘택 영역에 해당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각 게이트 구조물들(115)의 측벽에 제1 스페이서(118)를 형성하기 전에, 게이트 구조물

들(115) 사이에 노출되는 반도체 기판(100)에 낮은 농도의 불순물을 1차적으로 이온 주입한다. 계속하여, 게이트 구조물

들(115)의 측벽에 제1 스페이서(118)를 형성한 후, 상기 1차 이온 주입된 반도체 기판(100)에 높은 농도의 불순물을 2차

적으로 이온 주입하여 LDD 구조를 갖는 소오스/드레인 영역인 제1 및 제2 콘택 영역(121, 124)을 형성할 수 있다.

반도체 기판(100)의 상기 액티브 영역에 형성된 워드 라인들(127)은 각기 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118)에 의하여

인접하는 워드 라인들(127)과 서로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즉, 각 워드 라인들(127)의 상면 및 측면에는 절연물로 구성된

게이트 마스크(112) 및 제1 스페이서(118)가 위치하기 때문에, 인접하는 워드 라인들(127)은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다시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워드 라인들(127)을 덮으면서 반도체 기판(100)의 전면에 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층간

절연막(130)을 형성한다. 제1 층간 절연막(130)은 BPSG, PSG, USG, SOG, TEOS 또는 HDP-CVD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화학 기계적 연마(CMP)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와 에치 백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워드 라인들(127)

의 상면이 노출될 때까지 제1 층간 절연막(130)의 상부를 식각함으로써, 제1 층간 절연막(130)의 상면을 평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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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에 따라 평탄화된 제1 층간 절연막(130) 상에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제1 층간 절연막(130)을 부분적으로 이방성 식각함으로써, 제1 층간 절연막

(130)에 제1 및 제2 콘택 영역(121, 124)을 노출시키는 제1 콘택홀들(131)을 형성한다. 여기서, 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층간 절연막(130)을 식각할 때, 질화물로 이루어진 워드 라인들(127)의 게이트 마스크(112)에 대하여 높은 식각 선택비를

갖는 식각 가스를 사용하여 제1 층간 절연막(130)을 식각한다. 이에 따라, 제1 콘택홀들(131)이 워드 라인(127)에 대하여

자기 정렬(self-aligned)되면서 제1 및 제2 콘택 영역(121, 124)을 노출시킨다. 이 경우, 제1 콘택홀들(131) 가운데 일부

는 캐패시터 콘택 영역인 제1 콘택 영역(121)을 노출시키며, 제1 콘택홀들(131) 중 나머지는 비트 라인 콘택 영역인 제2

콘택 영역(124)을 노출시킨다.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 다음, 제1 및 제2 콘택 영역(121, 124)을 노출시키는 제1 콘택홀들(131)을 채우면

서 제1 층간 절연막(130) 상에 제2 도전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2 도전막은 고농도의 불순물로 도

핑된 폴리실리콘, 티타늄 질화물과 같은 금속 질화물 또는 텅스텐이나 구리 등과 금속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와 에치 백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된 제1 층간 절연

막(130)의 상면이 노출될 때까지 상기 제2 도전막을 식각하여 각기 제1 콘택홀들(131)을 매립하는 자기 정렬된 콘택 패드

(SAC)인 제1 패드(133) 및 제2 패드(136)를 형성한다. 여기서, 제1 스토리지 노드 콘택 패드인 제1 패드(133)는 캐패시

터 콘택 영역인 제1 콘택 영역(121)에 접촉되며, 제1 비트 라인 콘택 패드인 제2 패드(136)는 비트 라인 콘택 영역인 제2

콘택 영역(124)에 접촉된다.

제1 및 제2 패드(133, 136)가 형성된 제1 층간 절연막(130) 상에 제2 층간 절연막(139)을 형성한다. 제2 층간 절연막

(139)은 후속하여 형성되는 비트 라인(148)과 제1 패드(133)를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2 층간 절연막

(139)은 BPSG, PSG, USG, TEOS, SOG 또는 HDP-CVD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 경우, 제1 및 제2 층간 절연막

(130, 139)은 전술한 산화물 가운데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1 및 제2 층간 절연막(130, 139)은

상기 산화물 중에서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 기계적 연마 공

정, 에치 백 공정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와 에치 백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제2 층간 절연막(139)을 식각함으로써, 제2

층간 절연막(139)의 상면을 평탄화시킬 수 있다.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제3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

크로 이용하여 제2 층간 절연막(139)을 부분적으로 식각함으로써, 제2 층간 절연막(139)에 제1 층간 절연막(130)에 매립

된 제2 패드(136)를 노출시키는 제2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콘택홀은 후속하여 형성되는 비트 라인

(148)과 제2 패드(136)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비트 라인 콘택홀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2 층간

절연막(139)과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 패턴 사이에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또는 실리콘 산질화물을 사용하여 제1

반사 방지막(ARL)을 추가적으로 형성한 후, 사진 식각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제2 콘택홀을 형성할 수 있다.

재차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 다음, 상기 제2 콘택홀을 채우면서 제2 층간 절연

막(139) 상에 제3 도전막(도시되지 않음) 및 제2 마스크층(도시되지 않음)을 차례로 형성한다. 상기 제3 도전막 및 제2 마

스크층은 후에 각기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 및 비트 라인 마스크(145)로 패터닝된다.

상기 제2 마스크층 상에 제4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

로 이용하여 상기 제2 마스크층 및 제3 도전막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제2 콘택홀을 채우는 제3 패드(도시되

지 않음)를 형성하는 동시에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 및 비트 라인 마스크(145)를 포함하

는 비트 라인(148)을 형성한다. 상기 제3 패드는 비트 라인(148)과 제2 패드(136)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2 비트

라인 콘택 패드에 해당된다.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은 대체로 금속으로 구성된 제1 층 및 금속 화합물로 이루어진 제2 층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

우, 상기 제1 층은 티타늄/티타늄 질화물(Ti/TiN)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층은 텅스텐(W)으로 이루어진다. 비트 라인 마

스크(145)는 후속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92)(도 8a 및 도 8b 참조)을 형성하기 위한 식각 공정 동안 비트 라인 도전

막 패턴(142)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비트 라인 마스크(145)는 산화물로 구성된 제4 층간 절연막(160) 및 제1

몰드막(166)(도 4a 및 도 4b 참조)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비트 라인 마스크(145)는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

로 이용하여 상기 제2 마스크층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제3 도전막 상에 비트 라인 마스크(145)를 먼저 형성한다. 이어

서,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 후, 비트 라인 마스크(145)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3 도전막을 식각

함으로써,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제2 층간 절연막(139)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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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기 제2 콘택홀을 매립하여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과 제2 패드(136)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상기 제3 패드가 동

시에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2 콘택홀을 채우면서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추가적

인 도전막을 형성한 후, 제2 층간 절연막(139)의 상면이 노출될 때까지 상기 도전막을 식각하여 제2 패드(136)에 접촉되

는 상기 제3 패드를 먼저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제3 패드가 형성된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상기 제3 도전막 및 제2

마스크층을 형성한 후, 상기 제3 도전막 및 제2 마스크층을 패터닝하여 비트 라인(148)을 형성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는, 비트 라인 콘택 패드인 상기 제3 패드를 노출시키는 비트 라인 콘택홀인 상기 제2 콘택홀을 채우면서 제2 층간 절연막

(139) 상에 티타늄/티타늄 질화물로 이루어진 장벽 금속막 및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금속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 후,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또는 에치 백 공정으로 제2 층간 절연막(139)의 상부가 노출될 때까지 상기 장벽 금속막 및 금속막을 식

각하여 상기 제2 콘택홀을 매립하는 비트 라인 콘택 플러그에 해당되는 제3 패드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3 패드는

제2 패드(136)에 접촉된다. 이어서, 상기 제3 패드 상에 텅스텐과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제3 도전막 및 제2 마스크층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3 도전막 및 제2 마스크층을 패터닝하여,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 및 비트 라인 마스크(145)로

구성되는 비트 라인(148)을 형성한다. 이 경우에는, 비트 라인 도전막 패턴(142)이 하나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비트 라인들(148) 및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제2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제2 절연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각 비트 라인(148)의 측벽에 비트 라인 스페이서인 제2 스페이서(151)를 형성한다. 제

2 스페이서(151)는 제2 스토리지 노드 콘택 패드인 제4 패드(157)를 형성하는 동안 비트 라인(148)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

화물로 이루어진 제2 층간 절연막(139) 및 후속하여 형성되는 제3 층간 절연막(154)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물질

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제2 스페이서(151)는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측벽에 제2 스페이서(151)가 형성된 비트 라인(148)을 덮으면서 제2 층간 절연막(139) 상에 제3 층간 절연막(154)을 형

성한다. 제3 층간 절연막(154)은 BPSG, USG, PSG, TEOS, SOG 또는 HDP-CVD 산화물 등과 같은 산화물로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3 층간 절연막(154)은 제2 층간 절연막(139)과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3 층

간 절연막(154)은 제2 층간 절연막(139)과 상이한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저온에서 증착되면

서 보이드(void) 없이 비트 라인들(148) 사이의 갭(gap)을 매립할 수 있는 HDP-CVD 산화물을 이용하여 제3 층간 절연막

(154)을 형성한다.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와 에치 백을 조합한 공정으로 비트 라인 마스크(145)의 상면

이 노출될 때까지 제3 층간 절연막(154)을 식각하여 제3 층간 절연막(154)의 상면을 평탄화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비트 라인 마스크(145)를 노출시키지 않고 제3 층간 절연막(154)이 비트 라인(148) 상에서 소정의 두께를

가지도록 제3 층간 절연막(154)을 평탄화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인접하는 비트 라인(148)들

사이에 위치하는 제3 층간 절연막(154) 내에 보이드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트 라인(148) 및 제2 층간 절

연막(139) 상에 약 50∼200Å 정도의 두께를 갖는 질화물로 이루어진 추가적인 절연막을 형성한 다음, 이러한 추가적인

절연막 상에 제3 층간 절연막(154)을 형성할 수도 있다.

평탄화된 제3 층간 절연막(154) 상에 제5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상기 제5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제3 층간 절연막(154) 및 제2 층간 절연막(139)을 부분적으로 식각함으로써, 제1 패드들(133)을

노출시키는 제3 콘택홀들(155)을 형성한다. 제3 콘택홀들(155)은 제1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들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제3

콘택홀들(155)은 비트 라인(148)의 측벽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151)에 의하여 자기 정렬 방식으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후속하는 사진 식각 공정의 공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 층간 절연막(154) 상에 제2 반사 방

지막(ARL)을 추가적으로 형성한 후, 사진 식각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3 콘택홀들

(155)을 형성한 다음, 추가적인 세정 공정을 수행하여 제3 콘택홀들(155)을 통해 노출되는 제1 패드들(121)의 표면에 존

재하는 자연 산화막이나 폴리머 또는 각종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제3 콘택홀들(155)을 채우면서 제3 층간 절연막(154) 상에 제4 도전막을 형성한 후,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제3 층간 절연막(154) 및 비트 라인(148)의 상면이 노출될 때까지 상기 제4 도전막

을 식각하여 제3 콘택홀들(155) 내에 각기 제2 스토리지 노드 콘택 패드인 제4 패드(157)를 형성한다. 제4 패드(157)는

대체로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제4 패드(157)는 제1 패드(133)와 후속하여 형성되는 스

토리지 전극(196)(도 9a 및 도 9b 참조)을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스토리지 전극(196)은 제

4 패드(157) 및 제1 패드(133)를 통하여 캐패시터 콘택 영역인 제1 콘택 영역(121)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4a 및 도 4b는 도전성 구조물들 상에 몰드막들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제4 패드(157), 비트 라인(148) 및 제3 층간 절연막(154) 상에 BPSG, PSG, USG, TEOS,

SOG 또는 HDP-CVD 산화물 등을 사용하여 제4 층간 절연막(160)을 형성한다. 제4 층간 절연막(160)은 비트 라인(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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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속하여 형성되는 스토리지 전극(196)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4 층간 절연

막(160)은 제3 층간 절연막(154) 및/또는 제2 층간 절연막(139)과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4 층

간 절연막(160)은 제3 층간 절연막(154) 및/또는 제2 층간 절연막(139)과 상이한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제4 층간 절연막(160) 상에 식각 저지막(163)을 형성한다. 식각 저지막(163)은 제4 층간 절연막(160) 및 제1 몰드막

(166)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면, 식각 저지막(163)은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

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공

정을 이용하여 제4 층간 절연막(160)의 상면을 평탄화시킨 다음, 평탄화된 제4 층간 절연막(160) 상에 식각 저지막(163)

을 형성할 수 있다.

식각 저지막(163) 상에 스토리지 전극(196)을 형성하기 위한 제1 몰드막(166)을 형성한다. 제1 몰드막(166)은 TEOS,

HDP-CVD 산화물, PSG, USG, BPSG 또는 SOG를 사용하여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몰드막(166)은 TEOS를 사용

하여 형성한다. 여기서, 제1 몰드막(166)은 식각 저지막(163)의 상면을 기준으로 약 5,000∼50,000Å 정도의 두께를 갖

도록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몰드막(166)의 두께는 캐패시터(205)(도 11a 및 도 11b 참조)에 요구되는 캐패

시턴스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 가능하다. 즉, 캐패시터(205)의 높이는 제1 몰드막(166)의 두께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므로,

요구되는 캐패시턴스를 갖는 캐패시터(205)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1 몰드막(166)의 두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

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캐패시터(205)의 구조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화 부재(190)(도 7a 내지 도 7c

참조)가 제공되기 때문에 캐패시터(205)의 쓰러짐 없이 동일한 직경을 가지면서도 크게 높아진 높이를 가지는 캐패시터

(205)를 구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205)는 비록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경우에도 안정화 부재(190)로 인하

여 쓰러짐이 없이 크게 개선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다시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제1 몰드막(166) 상에 제3 절연막(169)을 형성한다. 안정화 부재(190)를 형성하기 위한

제3 절연막(169)은 제1 몰드막(166)의 상면으로부터 약 100∼6,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된다. 제3 절연막(169)은 제1

몰드막(166) 및 후속하여 형성되는 제2 몰드막(172)에 비하여 빠른 식각율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면,

제1 몰드막(166) 및 제2 몰드막(172)이 TEOS 또는 HDP-CVD 산화물로 이루어질 경우, 제3 절연막(169)은 붕소 또는 인

이 도핑된 BPSG 또는 PSG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제3 절연막(169)은 제1 및 제2 몰드막(166, 172)에 비하여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식각액 또는 수산화암모늄, 과산화수소 및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식각액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식각

된다.

제3 절연막(169) 상에 TEOS, HDP-CVD 산화물, PSG, USG, BPSG 또는 SOG를 사용하여 제2 몰드막(172)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2 몰드막(172)은 TEOS를 사용하여 형성하며, 제3 절연막(169)의 상면을 기준으로 약 1,000∼6,000Å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된다.

제2 몰드막(172) 상에는 제3 마스크층(175)이 형성된다. 제3 마스크층(175)은 산화물로 이루어진 제1 몰드막(166), 제3

절연막(169) 및 제2 몰드막(172)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면, 제3 마스크층(175)

은 폴리실리콘이나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질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제3 마스크층(175)은 제2 몰드막(172)의 상면으

로부터 약 100∼6,000Å 정도의 두께를 가지도록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및 제2 몰드막(166, 172)과 제3 마

스크층(175)의 두께는 캐패시터(205)에 요구되는 캐패시턴스에 따라 임의로 조절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

르면,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제2 몰드막(172)의 상면을 평탄화시킨

후, 평탄화된 제2 몰드막(172) 상에 제3 마스크층(175)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5a는 제1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5b는 도 5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A1-

A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며, 도 5c는 도 5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B1-B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5a 내지 도 5c를 참조하면, 제3 마스크층(175) 상에 제6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상기 제6 포

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제3 마스크층(175)을 패터닝하여, 제2 몰드막(172) 상에 스토리지 전극(196)

을 형성하기 위한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를 형성한다. 이어서, 애싱 및 스트립 공정을 통하여 상기 제6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패턴을 제거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6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을 수

행하지 않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 개구(181)를 형성하는 식각 동안 상기 제6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소모되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사진 식각 공정의 공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 마스크층(175) 상에

제3 반사 방지막(ARL)(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사진 식각 공정을 진행하여 제1 개구(181)를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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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는 제1 식각 공정을 통해 제2 몰드막(172), 제3 절연막(169) 및 제1

몰드막(166)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제1 개구(181)를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식각 공정은 이방성 식각 공정으로 진

행된다. 제1 개구(181)는 제2 스토리지 노드 콘택 패드인 제4 패드(157)의 상부에 위치한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위 셀 내의 모든 제1 개구들(181)은 워드 라인(127) 또는 비트 라인(148)과 같은 하부 도전

성 구조물들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A1-A2 방향)과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B1-B2 방향)을 따라 서로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즉, 제1 개구들(181)은 서로 접촉되지 않고 각기 상기 하부 도전성 구조물들이 배열된 방향에 평행한 방향과 좌

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서로 균등한 간격으로 이격되게 배치된다. 이 경우, 워드 라인(127) 또는 비트 라인(148)

등과 같은 하부 도전성 구조물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A1-A2 방향)으로 형성된 제1 개구들(181)의 간격이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B1-B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1 개구들(181)의 간격 보다 약간 넓게 형성된다. 이하, 상기 하

부 도전성 구조물들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을 제1 방향(A1-A2 방향)이라 하고,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

(B1-B2 방향)을 제2 방향이라 한다.

도 6a는 제2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6b는 도 6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A1-

A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며, 도 6c는 도 6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B1-B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6a 내지 도 6c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는 제2 식각 공정을 통하여 제1 개구

(181)의 내벽 및 저면을 식각하여 제2 개구(184)를 형성한다. 제2 개구(184)는 제1 개구(181)에 비하여 약간 넓은 폭 및

깊이를 가진다. 상기 제2 식각 공정은 습식 식각 공정 또는 건식 식각 공정을 이용하는 등방성 식각 공정으로 진행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2 개구(184)의 폭은 제1 개구(181)의 폭 보다 넓게 형성되며, 제2 개구(184)의 깊이는 제1 개구

(181)의 깊이 보다 깊게 형성된다. 즉, 상술한 등방성 식각 공정인 제2 식각 공정을 통하여 제1 개구(181)의 폭과 깊이에

비하여 확장된 폭과 깊이를 갖는 제2 개구(184)가 제1 몰드막(166)의 상부에 형성된다. 이 경우, 제2 개구(184)의 측벽은

약간 경사지게 형성된다.

반도체 장치의 단위 셀 내에서 상기 제1 방향(A1-A2 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2 개구들(184)은 서로 접촉되지 않는 반면,

상기 제2 방향(B1-B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184)은 그 폭의 확장에 따라 서로 부분적으로 연통된다. 도 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2 식각 공정에 따라 제1 몰드막(166)과 제2 몰드막(172) 사이에 위치하는 제3 절연막(169)은

제1 및 제2 몰드막(166, 172)에 비하여 빠른 식각 속도로 식각된다. 여기서, 상기 제1 방향(A1-A2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제2 개구들(184)의 간격이 제2 방향(B1-B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184)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상기 제1 방향을 따라서는 제3 절연막 패턴(187)이 제1 및 제2 몰드막(166, 172) 사이에 잔류하는 반면, 상기 제2

방향을 따라서는 제3 절연막(169)이 제거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형성된 제2 개구들(184)은 서로 연통되

는 반면,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184)은 제3 절연막 패턴(187)의 존재로 인하여 서로 연통되지 않는

다. 그러나,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2 개구들(184)이 서로 연통되기 때문에 결국 단위 셀 내의 모든 제2 개구들

(184)이 하부 도전성 구조물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서로 연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 7a는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7b는 도 7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A1-A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며, 도 7c는 도 7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B1-B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7a 내지 도 7c를 참조하면, 제2 개구(184)의 저면과 측벽 및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 상에 산화물에 대하여 식각 선

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4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4 절연막은 질화물 또는 폴리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의 상면을 기준으로 약 100∼5,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 및 제2 개구(184)의 저면 상에 위치하는 상기 제4 절연막을 등방성 식각 공정으로 식각하여,

제2 개구(184)의 내벽 상에 안정화 부재(190)를 형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 셀 내에서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

된 제2 개구들(184) 사이에는 제3 절연막 패턴(187)이 잔류하기 때문에 제1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190)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184)은 서로 연통되기 때문에 제2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190)은 서로 연결된다. 즉, 단위 셀 내의 모든 안정화 부재들(190)은 도전성 구조물들이 배

열된 방향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인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안정화 부재들(190)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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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단위 셀 내의 모든 캐패시터들(205)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가진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들(190)은 대체로 "H"자의 형상으로 서로 연결된

다.

도 8a 및 도 8b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및 제5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를 계속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제1 몰드막(166), 식각 저지막

(163) 및 제4 층간 절연막(160)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제4 패드(157)를 노출시키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92)을 형성

한다. 이 경우, 제2 개구(184)의 내에 안정화 부재(190)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92)은 안정화 부

재(190)에 대하여 자기 정렬 방식으로 형성된다.

제4 패드(157)의 상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92)의 내벽, 안정화 부재(190)의 내벽 및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 상에

제5 도전막(193)을 형성한다. 제5 도전막(193)은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여기서,

안정화 부재(190)는 제5 도전막(193)에 부착되는 한편, 제5 도전막(193)이 안정화 부재(190)의 측벽을 누르는 동시에 안

정화 부재(190)의 저면을 지지하는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화 부재(190)는 제5 도전막(193)에 안정적으로 고정된

다.

도 9a 및 도 9b는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면,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제2 몰드막(172)의

상면이 노출될 때까지 제5 도전막(193) 및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178)를 식각함으로써, 각 캐패시터(205) 별로 분리된 스

토리지 전극(196)을 형성한다. 이 경우, 제2 몰드막(172) 및 안정화 부재(190)의 상부도 부분적으로 제거된다.

도 10a는 스토리지 전극 및 안정화 부재를 완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10b는 도

10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A1-A2 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며, 도 10c는 도 10a에 도시한 반도체 장치를 B1-B2 선을 따

라 자른 단면도이다.

도 10a 내지 도 10c를 참조하면, 불화 암모늄, 불화수소 및 증류수 등을 포함하는 LAL 식각액을 이용한 습식 식각 공정으

로 제2 몰드막(172), 제3 절연막 패턴(187) 및 제1 몰드막(166)을 제거함으로써, 제4 패드(157)에 접촉되는 실린더 형상

의 스토리지 전극(196)을 완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불화수소 및 수증기를 함유하는 제1 식각 가스와 사

불화탄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제2 식각 가스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하여 산화물로 이루어진 제2 몰

드막(172), 제3 절연막 패턴(187) 및 제1 몰드막(166)을 제거할 수 있다.

제1 및 제2 몰드막(166, 172)과 제3 절연막 패턴(187)의 제거에 따라, 각 안정화 부재(190)의 중앙부가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수평하게 돌출되는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부 도전성 구조물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으로 모든 안정

화 부재들(190)의 중앙부가 서로 연결된다. 즉, 단위 셀 내의 모든 안정화 부재들(190)은 중앙부의 접속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안정화 부재들(190)이 스토리지 전극들(196)의 상부를 감싸기 때

문에, 안정화 부재들(190)을 통하여 단위 셀 내의 모든 스토리지 전극들(196)도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이에

따라, 비록 스토리지 전극들(196)이 높은 종횡비를 갖는 경우에도 스토리지 전극들(196)의 쓰러짐으로 인한 2-비트(bit)

단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192)을 산화물로 이루어진 희

생막으로 채운 다음, 상기 습식 식각 공정 또는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스토리지 전극(196)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희생막은 스토리지 전극(196)을 형성하는 동안 스토리지 전극(196)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도 11a 및 도 11b는 반도체 기판 상에 캐패시터를 완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a 및 도 11b를 참조하면, 안정화 부재들(190)에 의해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196)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각 스

토리지 전극(196) 상에 유전막(199) 및 플레이트 전극(202)을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캐패시터(205)를 완성한다. 이 경우,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캐패시터들(205)은 서로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반면, 제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캐패

시터들(205)은 수평하게 돌출된 중앙부를 갖는 안정화 부재들(190)로 인하여 인접하는 캐패시터들(205)이 서로를 지지하

는 구조로 형성된다. 따라서, 캐패시터들(205)의 종횡비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캐패시터들(205)이 쓰러지는 현상을 방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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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캐패시터(205) 상에 상부 배선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제5 층간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5

층간 절연막 상에 상부 배선을 형성하여 반도체 장치를 완성한다.

도 12a 내지 도 17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

도들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식각 저지막(163)을 형성하기까지의 공정은 전

술한 바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2a, 도 13a, 도 14a, 도 15a, 도 16a 및도 17a는 반도체 장치를 상

기 제1 방향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이며, 도 12b, 도 13b, 도 14b, 도 15b, 도 16b 및 도 17b는 반도체 장치를 상기 제2 방

향을 따라 자른 단면도들이다. 도 12a 내지 도 17b에 있어서, 도 3a 및 도 3b와 동일한 부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

호를 사용한다.

도 12a 및 도 1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제1 내지 제3 몰드막, 제3 절연막 및 제3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들

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2a 및 도 12b를 참조하면, 제4 패드(157) 및 제3 층간 절연막(154) 상에 제4 층간 절연막(220) 및 식각 저지막(223)

을 차례로 형성한다. 이 경우, 제4 층간 절연막(220)은 산화물로 구성되며, 식각 저지막(223)은 질화물로 이루어진다.

식각 저지막(223) 상에 제1 몰드막(226) 및 제2 몰드막(229)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여기서, 제1 및 제2 몰드막(226,

229)의 전체적인 두께는 식각 저지막(223)의 상면을 기준으로 약 5,000∼50,000Å 정도가 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및

제2 몰드막(226, 229)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가지도록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몰드막(226)은 불순물이

제1 농도로 도핑된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하며, 제2 몰드막(229)은 불순물이 도핑되지 않은 산화물이나 불순물이 제2 농

도로 도핑된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예를 들면, 제1 몰드막(226)은 붕소(B) 또는 인(P) 등의 불순물이 제1 농도로

도핑된 BPSG 또는 PSG 등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에 비하여, 제2 몰드막(229)은 불순물이 도핑되지 않은 USG 또는

TEOS를 사용하여 형성하거나, 붕소 또는 인이 제2 농도로 도핑된 BPSG 또는 PSG 등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여기서, 제2

몰드막(229)은 제1 몰드막(226)의 불순물 농도에 비하여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식

각액 또는 수산화암모늄, 과산화수소 및 탈이온수를 포함하는 식각액을 사용하여 식각 공정을 수행할 때, 제1 몰드막(226)

이 제2 몰드막(229)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식각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불화수소 가스 및 수증기를 함유하

는 제1 식각 가스와 사불화탄소 및 산소를 함유하는 제2 식각 가스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하여 제1

몰드막(226)을 제2 몰드막(229)에 비하여 빠른 속도도 식각할 수 있다.

제2 몰드막(229) 상에는 불순물이 도핑된 산화물로 이루어진 제3 절연막(232)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제3 몰드막(232)은

붕소 또는 인이 제3 농도로 도핑된 BPSG 또는 PSG 등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 경우, 제3 절연막(232)은 제1 몰드막

(226)의 제1 농도에 비하여 낮은 제3 농도를 가진다. 따라서, 전술한 식각액을 사용하는 식각 공정에 대하여 제1 및 제2

몰드막(226, 229)에 비하여 제3 절연막(232)이 가장 빠른 식각 속도로 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화수소 가스 및 수

증기를 함유하는 제1 식각 가스와 사불화탄소 및 산소를 함유하는 제2 식각 가스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

을 통하여 제3 절연막(232)을 제1 및 제2 몰드막(226, 229)에 비하여 빠른 속도도 식각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불순물 농도에 따라 제1 몰드막(226)이 제2 몰드막(229) 보다 빠르게 식각되기 때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형

단면을 갖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 콘택홀(252)(도 15a 및 도 15b 참조)이 형성된다.

다시 도 12a 및 도 12b를 참조하면, 제3 절연막(232) 상에 불순물이 도핑되지 않은 산화물이나 불순물이 도핑된 산화물을

사용하여 제3 몰드막(235)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제3 몰드막(235)은 USG, TEOS 또는 HDP-CVD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하거나, 붕소나 인 등이 제4 농도로 도핑된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 경우, 제3 몰드막(235)은 제2 몰드막

(229)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가진다. 따라서, 제2 몰드막(229)은 제3 몰드막(235)과 유사

하거나 보다 빠른 식각 속도로 식각된다.

제3 몰드막(235) 상에는 산화물과 다른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제3 마스크층(238)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제3 마스크층(238)은 폴리실리콘 또는 질화물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도 13a 및 도 13b는 제2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3a 및 도 13b를 참조하면, 사진 식각 공정으로 제3 마스크층(238)을 패터닝하여, 제3 몰드막(235) 상에 스토리지 전

극(256)(도 16a 및 도 16b 참조)을 형성하기 위한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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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는 이방성 식각 공정인 제1 식각 공정을 통해 제3 몰드막(235), 제3

절연막(232) 및 제2 몰드막(229)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제1 개구(도시되지 않음)를 형성한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

이, 단위 셀 내의 모든 제1 개구들은 하부 도전성 구조물들에 대하여 상기 제1 및 제2 방향을 따라 서로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를 계속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는 등방성 식각 공정인 제2 식각 공정을 통하여 상기 제1 개구의

내벽 및 저면을 식각하여 제2 개구(244)를 형성한다. 제2 개구(244)는 제1 개구에 비하여 약간 넓은 폭 및 깊이를 가진다.

여기서, 단위 셀 내에서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2 개구들(244)은 서로 접촉되지 않는 반면,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224)은 그 폭의 확장에 따라 서로 연통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제2 식각 공정에 따라, 제3 몰드막

(235)과 제2 몰드막(229) 사이에 위치하는 제3 절연막(232)은 제3 및 제2 몰드막(235, 229)에 비하여 빠른 식각 속도로

식각된다.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되는 제2 개구들(224)의 간격이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244)의

간격보다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상기 제1 방향을 따라서는 제3 절연막 패턴(247)이 제3 및 제2 몰드막(235,

229) 사이에 잔류하는 반면, 상기 제2 방향을 따라서는 제3 절연막(232)은 제거된다. 따라서,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형성

된 제2 개구들(244)은 서로 연통되는 반면,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244)은 제3 절연막 패턴(247)의

존재로 인하여 서로 연통되지는 않는다.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2 개구들(244)이 서로 연통되기 때문에 결국 단위

셀 내의 모든 제2 개구들(244)은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서로 연통된다.

다시 도 14a 및 도 14b를 참조하면, 제2 개구(244)의 저면과 측벽 및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 상에 산화물에 대하여 식

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4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상기 제4 절연막은 질화물 또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의 상면을 기준으로 약 100∼5,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 및 제2 개구(244)의 저면 상에 위치하는 상기 제4 절연막을 등방성 식각 공정으로 식각하여,

제2 개구(244)의 내벽 상에 안정화 부재(250)를 형성한다. 이 경우, 상기 제2 방향을 따라서 제2 개구들(244)이 연통되기

때문에 제2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250)은 수평하게 형성된 돌출부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지만, 상기 제1 방

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250)은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즉, 단위 셀 내에서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배열된 제

2 개구들(244) 사이에는 제3 절연막 패턴(247)이 잔류하기 때문에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250)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제2 개구들(244)은 서로 연통되기 때문에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안정화 부재들(250)은 서로 연결된다. 즉, 상기 제2 방향을 따라서는 제3 절연막(232)의 위치에 안

정화 부재들(250)의 돌출부가 형성됨으로써,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들(250)이 서로 연결된다. 각 안정화 부재(250)의 돌출

부는 안정화 부재(250)의 중앙부로부터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수평하게 돌출된다. 이와 같은 안정화 부재들(250)에 따라

단위 셀 내의 모든 캐패시터들(265)(도 17a 및 도 17b 참조)이 서로를 지지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인접

하는 안정화 부재들(190)은 제3 절연막 패턴(247)을 개재하여 대체로 "H"자의 형상으로 서로 연결된다.

도 15a 및 도 15b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5a 및 도 15b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를 계속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제2 몰드막(229), 제1 몰드막

(226), 식각 저지막(223) 및 제4 층간 절연막(220)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제4 패드(157)를 노출시키는 스토리지 노드 콘

택홀(252)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몰드막(226)이 제2 몰드막(229)에 비하여 빠르게 식각되기 때문에, 스토

리지 노드 콘택홀(252)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여 유발되는 콘택 낫 오픈(not open)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제4 패드

(157)를 노출시키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52)의 형성 시, 제1 몰드막(226)이 제2 몰드막(229)에 비하여 빠르게 식각됨

으로써, 제2 몰드막(229)의 식각량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 제4 패드(157)가 노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식각 선택비를 갖는 제1 및 제2 몰드막(226, 229)의 식각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

(252)은 약간 경사진 피라미드 형태의 단면 구조를 갖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정화 부재(250)가 형성됨으로써, 스토

리지 노드 콘택홀(252)은 안정화 부재(250)에 대하여 자기 정렬 방식으로 형성된다.

도 16a 및 도 16b는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6a 및 도 16b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52)의 내벽, 안정화 부재(250)의 내벽, 제4 패드(157) 및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 상에 제5 도전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상기 제5 도전막은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이나 티타

늄/질화 티타늄 또는 구리 등과 같은 도전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 경우, 안정화 부재(250)는 상기 제5 도전막에 부

착되는 한편, 상기 제5 도전막이 안정화 부재(250)의 측벽을 누르는 동시에 안정화 부재(250)의 저면을 지지하는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화 부재(250)는 상기 제5 도전막에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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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5 도전막이 형성된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52) 내부를 채우면서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 상에 산화물로 이루어

진 희생막(254)을 형성한다. 희생막(254)은 바람직하게는 USG로 이루어진다.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 에치 백 공정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와 에치 백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제3 몰드막(235)의 상

면이 노출될 때까지 스토리지 노드 마스크(241) 및 상기 제5 도전막의 상부를 제거하여 제4 패드(157)에 접촉되는 스토리

지 전극(256)을 형성한다. 이 때, 안정화 부재(250) 및 제3 몰드막(235)의 상부도 함께 부분적으로 제거된다. 여기서, 희생

막(254)은 스토리지 전극(256)을 형성하기 위한 평탄화 공정 및 후속하는 식각 공정 동안 스토리지 전극(256)을 보호한

다.

도 17a 및 도 17b는 제1 내지 제3 몰드막 및 제3 절연막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7a 및 도 17b를 참조하면, LAL 용액을 사용하는 식각 공정 또는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식각 가스를 사용하는 건식 식

각 공정으로 희생막(254), 제3 몰드막(235), 제3 절연막 패턴(247), 제2 몰드막(229) 및 제1 몰드막(226)을 제거한다. 이

에 따라, 안정화 부재들(250)을 통하여 상기 제2 방향을 따라 서로 연결되는 스토리지 전극들(256)이 완성된다. 본 실시예

에 따르면, 대체로 피라미드형 단면 구조를 갖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홀(252)의 형상에 따라 스토리지 전극(256)도 실질적

으로 피라미드형 단면 구조로 형성되기 때문에 향상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진다.

각 스토리지 전극(256) 상에 유전막(259) 및 플레이트 전극(262)을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캐패시터(265)를 완성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1 방향을 따라 위치하는 캐패시터들(265)은 서로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반면, 상기 제2 방향

을 따라 위치하는 캐패시터들(265)은 수평하게 돌출된 중앙부를 갖는 안정화 부재들(250)로 인하여 인접하는 캐패시터들

(265)이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로 형성된다.

이 후, 캐패시터(265) 상에 상부 배선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제5 층간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5

층간 절연막 상에 상부 배선을 형성하여 반도체 장치를 완성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하부 도전성 구조물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수평하게 형성된 돌출

부를 구비하는 안정화 부재를 통하여 서로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을 연결한다. 이에 따라, 비록 캐패시터가 높은 종횡

비를 갖는 경우에도 인접하는 캐패시터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하는 캐패시터들 사이의 2-비트 단락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즉,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이 안정화 부재들을 통해 서로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

리지 전극들을 포함하는 캐패시터들의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토리지 전극;

상기 스토리지 전극 상에 형성된 유전막;

상기 유전막 상에 형성된 플레이트 전극; 및

상기 스토리지 전극의 상부를 감싸며,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수평하게 형성된 돌출부를 구비하는

안정화 부재를 포함하는 캐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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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와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

을 따라 서로 이격되며, 상기 안정화 부재의 상기 돌출부와 상기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의 돌출부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들

이 배열된 방향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사선 방향을 따라 서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와 상기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는 각기 상기 돌출부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와 상기 인접하는 안정화 부재는 함께 대체로 "H"자의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은 상부 직경이 하부 직경 보다 넓은 실린더의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

시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는 상부 직경이 하부 직경 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의 단면은 실질적으로 피라미드의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9.

반도체 기판 상에 콘택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적어도 하나의 제1 몰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몰드막 상에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막 상에 제2 몰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몰드막,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1 몰드막을 부분적으로 식각하여 제1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개구의 내벽 상에 인접하는 스토리지 전극들을 서로 지지하는 돌출부를 갖는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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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상기 콘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안정화 부재의 내벽 및 상기 콘택홀의 내벽 상에 상기 콘택 영역에 접촉되는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토리지 전극 상에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막 상에 플레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은 상기 제1 및 제2 몰드막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몰드막과 상기 제2 몰드막은 상이한 식각 선택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몰드막 상에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층을 식각하여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몰드막,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1 몰드막을 식각하여 상기 제1 개구를 형성하는 단

계; 및

상기 제1 개구를 확장하여 제2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개구는 이방성 식각 공정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2 개구는 등방성 식각 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인접하는 상기 제2 개구들은 상기 기판에 대하여 사선 방향을 따라 서로 연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개구를 형성하는 동안, 상기 사선 방향을 따라 상기 제1 절연막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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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 개구의 측벽 및 저면과 상기 마스크 상에 제2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제2 개구의 내벽 상에 상기 안정화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은 상이한 식각 선택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안정화 부재의 내벽, 상기 콘택홀의 내벽 및 상기 마스크 상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크 및 상기 마스크 상의 상기 도전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콘택홀을 채우면서 상기 도전막 상에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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