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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박막커패시터의 전극형상에 기인하는 절연성의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박막커패시터가 제공된다.

기판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전극, 유전체층 및 상부전극이 적층되는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하부전극의 유전체층
과 접하는 층을 비정질로 형성한다. 비정질로 형성한 후, 유전체층의 형성 중 또는 형성 후에 결정화시키거나 이온조사
등을 행하여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퇴적시킨다. 이것에 의해 하부전극표면의 결정립에 기인하는 요철이 감소되며 
평탄한 유전체/전극계면이 얻어지므로, 리이크전류(leak current)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파괴내압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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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도전성산화물을 하부전극에 적용한 종래의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

도 2a는 특개평 2-4675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
정 중 제 1단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2b는 특개평 2-4675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
정 중 제 2단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2c는 특개평 2-4675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
정 중 제 3단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2d는 특개평 2-4675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
정 중 제 4단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2e는 특개평 2-46756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
정 중 제 5단계를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l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

도 4는 종래예의 박막커패시터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서의 파괴내압 및 비정질하부전극의 표
면거칠기(Ra)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

도 6는 종래예의 박막커패시터와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서의 리이크전류 및 표면거칠기(Ra)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

도 8은 종래예의 박막커패시터와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서의 리이크전류 및 표면거칠기(Ra)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이며,

도 10은 종래예의 박막커패시터와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서의 파괴내압과 유전체층막 형성 전의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Ra)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GaAs기판 2: SiO 2

3: Ti층 4: 비정질RuO 2 층

5: 층간절연막(SiO 2 ) 6: Au배선

7: SrTiO 3 층 8: Pt상부전극

9: Si기판 10: Ti실리사이드층

11: TiN층 12: Ru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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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 Ir층 13: RuO 2 하부전극

13a: IrO 2 하부전극 14: 제 1유전체층

15: 제 2유전체층 16: Ru상부전극

17: SrRuO 3 하부전극 18: Pb(Zr 0.48 Ti0.52 )

19: 층간절연막 20: 폴리실리콘플러그

21: RuO 2 축적전극 22: (Ba, Sr)TiO 3 박막

23: Ru플레이트전극 24: 다결정도전성산화물하부전극

25: 유전체층 26: 상부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집적회로 등에 사용되는 박막캐패시터에 관한 것이다.

실온에서 수백의 비유전율을 갖는 SrTiO3 및 (Ba, Sr)TiO 3 로 대표되는 고유전율박막을 형성하는 데에는 고온산화분
위기가 필요하며, 유전체박막을 퇴적하는 하부전극에는 RuO2 등의 안정적인 도전성산화물이 사용되고있다.

1994년 인터내셔널 일렉트론 디바이시즈 미팅 테크니컬 다이제스트지(1994,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
ting Technical Digest), 83l∼834 페이지에는, 확산배리어층으로서 기능하는 TiN박막 상에 반응성스퍼터링(react
ive sputtering)법으로 다결정RuO 2 박막을 퇴적시킨 후, 소정의 형상에 미세가공을 하여, RuO 2 /TiN 축적전극을 형성
하며, 화학적기상성장법으로 SrTiO3 유전체박막을 퇴적시키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인터내셔널 일렉트론 디바이시즈 미팅 테크니컬 다이제스트지(1995,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 Technical Digest), 119∼122페이지에는, TiN 확산배리어층상에 금속 Ru박막을 적층하고난후, 반응성스패
터법으로 다결정RuO2 박막을 퇴적시키는 것을 하부전극형성공정의 특징으로 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도 1은 도전성산화물을 하부전극에 적용한 종래의 박막커패시터(thin film - capacitor)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커패시터는 기판(9)으로부터 순차적으로, TiN확산배리어층(11), 다결정도전성산화물전
극층(24), 유전체층(25) 및 상부전극(26)이 적층되어 있다.

또한, 종래의 박막커패시터의 다른 예로,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특개평2-46756호는 하부전극에 다결정실리콘막을 사
용하고, 다결정실리콘막 상에 유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 앞에 전공정을 설치하고, 전 공정에서 비소(As)이온을 사용하
여 다결정실리콘막의 윗면을 비정질화하는 반도체용량소자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도 2(a) 내지 도 2(e)는 특개평 2-46756호공보가 개시하는 반도체용량소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a 내지 도 2e를 참조하여, 이 공보에 개시된 반도체용량소자의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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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리콘기판(101)의 위에 산화실리콘막(102)을 형성하고, 그 위에 하부전극(103)으로서 불순
물을 포함하지 않은 다결정실리콘막을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해 퇴적시킨다. 그 다음, 도 2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다결정실리콘막의 표면근방영역에 비소등의 불순물이온(107)을 이온주입하여 비정질층(108)을 형
성한다. 그 다음, 도 2c 및 도 2d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질화실리콘막(104) 및 산화실리콘막(105)을 퇴적시킨다. 그 
다음, 도 2e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전극으로서 다결정실리콘막(106)을 막형성(膜形成)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박막커패시터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한 다결정산화물전극(24)에는 일반적으로 수 10nm 입경(粒
經)의 주상(柱狀) 또는 입상(粒狀)의 결정조직이 형성되며, 그 표면에는 이 결정립(結晶粒)형상에 기인하여 입경의 크
기와 거의 같은 정도의 요철이 형성된다. 특히, 기판의 바로 위에 확산배리어층 및 밀착층으로서 기능하는 다결정도전
체층을 형성하여 다결정도전성산화물전극이 적층된 구조의 하부전극에서는, 하부전극표면의 요철이 한층 더 강조된다. 
그 때문에, 요철의 볼록한 부분에서는 전계집중이 발생하며, 요철의 오목한 부분에서는 유전체박막이 충분히 퇴적되지 
않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리이크전류가 크며 절연파괴내압이 작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술한 특개평 2-46756호공보가 개시하는 박막커패시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유전체층의 형성에 있
어, 산화분위기에서 유전율이 작은 산화실리콘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캐퍼시턴스(capacitance)의 저하가 발생
하므로, 소망하는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비정질층(108)을 형성하는 공정이 쓸데없이 필요하게 된다. 더욱
이, 이 비정질층(l08)의 형성수단으로서 개시되어 있는 비소이온의 주입은 노동력 및 시간을 요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집적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부전극형상에 기인하는 리이크전류의 증가 및 파괴내압의 
저하를 억제하는 박막커패시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중, 청구항 1은,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되는 박막커패시터로서, 상기 반도체기
판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전극, 유전체박막 및 상부전극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
극이 적어도 1층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부전극이 당해 유전체박막과 접하는 층이 Ir, Os, Re 및 Rh에서 선택되
는 적어도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는 비정질의 도전성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를 제공한다.

청구항 2는,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되는 박막커패시터로서, 상기 반도체기판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전극, 유전체박
막 및 상부전극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이 적어도 1층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부전극이 당해 유전체박막과 접하는 층의 조성이 ABO3 (단, A,B는, 어느 한쪽이, Ru, Ir, Os, Re 및 Rh에서 선택된, 
다른 금속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이하 동일), A 2 BO4 및 A2 B2 O7 중 어느 하나이거나 이것들의 산소결손으로서 
표시되는 비정질의 도전성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를 제공한다.

청구항 3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기재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이 상기 유전체박막과 접하는 층에 
고융점금속을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를 제공한다. 첨가하는 고융점금속으로서는, 예를 들어 티타늄
과 마그네슘이 있다. 이 고융점금속의 첨가량은 1 내지 10at.%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표면이 평탄한 비정질박막을 하부전극으로 적용한 것, 하부전극과 유전체박막 막형성시에 하부전극
의 결정화를 억제하는 것, 결정화시의 결정립성장을 억제하는 것, 표면의 평탄성을 유지하면서 하부전극을 퇴적하는 것, 
및 결정립형상에 기인한 표면 요철이 적은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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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l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이다, 도 3의 박막커패시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형
성된다. GaAs웨이퍼(1)의 표면상에 SiO 2 보호막(2)을 형성한다. SiO 2 보호막(2)의 위에 밀착층으로서, 두께 10nm의 
Ti층(3)을 스퍼터링법으로 실온에서 퇴적시킨다. 그 다음, GaAs웨이퍼(1)를 액체질소로 -100℃로 간접냉각한 후, 
하부전극(4)으로서 두께 l00nm의 비정질산화루테늄박막을 Ar-75% O 2 혼합개스를 사용한 반응성스퍼터링법으로 퇴
적시킨다. 그 다음, 유전체층(7)으로서 두께 200nm의 SrTiO 3 박막을 200℃에서 RF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한다. 그 다
음, 이 막의 위에 Pt상부전극(8)을 설치한다. 각 층의 단부(端部)의 상부에는, 산화실리콘(SiO 2 )으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연막(5)를 형성하며, Au배선(6)을 상부전극(8) 및 하부전극(4)에 접속하여 형성한다.

    
도 4는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와 상술한 제 1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파괴내압 및 비정질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Ra)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는 파괴내압을 표시하며, 백색의 삼각형은 표면
거칠기(Ra)를 표시한다. 도 4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Ra)
는 약 1.3nm이며, 파괴내압은 약 35V이다. 제 1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Ra)는 약 0.8nm
이며, 파괴내압은 약 155V이다. 종래 예의 커패시터와 비교할 때, 제 1실시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는 낮아졌으며, 커패시터의 파괴내압은 높아졌다.
    

제 1실시예에 있어서, 표면이 평탄한 비정질전극 상에 결정화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유전체층이 형성되므로, 유전체층
의 형성 시에도 하부전극표면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이것에 의해, 종래의 다결정하부전극과 비교하여, 하부전극표면의 
요철이 감소되며, 커패시터의 파괴내압이 높아진다.

    
또한, 도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정질하부전극으로서, 산화루테늄외에도 산화루테늄에 lat.%의 Mg을 첨가하는 
경우 및 산화이리듐과 산화루테늄의 고용체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비정질하부전극으로서 산화루테
늄에 1at%. Mg를 첨가한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0.8nm이며, 파괴내압은 약 150V이다. 비정질하
부전극으로서 산화이리듐 또는 산화루테늄을 사용한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0.75nm이며, 파괴내압
은 약 175V이다. 두 경우 모두,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보다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가 낮아졌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캐파시터의 파괴내압은 높아졌다.
    

비정질하부전극에 원소를 첨가하는 것은, 그 첨가량에 의해 비정질산화물전극의 전기적특성을 소망하는 특성으로 조정
할 수 있다는 점, 비정질층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첨가원소로서는 고융점금속이 적합한다. 예컨데, 상
술의 마그네슘이든지 티타늄 등이 바람직하다. 첨가원소의 첨가량은, 본 발명자의 실험에 의하면, lOat.%를 넘는 경우
에는 원소첨가에 의한 효과가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l 내지 1Oat.%가 바람직하다.

또한, 산화이리듐 및 산화루테늄을 적용한 경우의 효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화루테늄과 유사한 구조 및 
특성을 나타내는 산화이리듐, 산화오스뮴, 산화레늄, 산화로듐 또는 이것들의 고용체를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제 1실시예에 있어서는, 하부전극(4)으로서 액체질소로 냉각한 기판 상에 RuO 2 를 스퍼터링법으로 퇴적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냉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1O0℃이하로 냉각된 기판이면, 증착법이나 화학적기상성장법 등의 다른 막형
성방법에 의해서도 비정질산화물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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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의 박막커패시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Si기판(9)상에 확산배리어층으로서, TiSi 2 층(10), TiN층
(11) 및 Ir층(12a)을 각각 형성한 후, 하부전극(13a)로서 비정질 IrO 2 를 제 1실시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퇴적시킨
다. 그 위에, 제 l유전체층(l4)으로서, (Ba 0.5 Sr0.5 )TiO3 박막을 RF스퍼터링법으로 300℃의 막형성온도에서 10nm의 
두께로 퇴적시킨다. 그 다음, 제 1유전체층(14)의 위에 제 2유전체층(15)으로서, (Ba 0.5 Sr0.5 )TiO3 박막을 450℃의 
막형성온도에서 200nm두께로 퇴적시킨다. 그 위에, Ru로 이루어지는 상부전극(16)을 설치한다.

상기 제 2실시예가 제 1실시예와 다른 점은, 비정질하부전극(l3)이 제 2유전체층(15)을 막형성할 때에 결정화된다는
데 있다.

도 6은,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와 제 2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리이크전류 및 표면거칠기(Ra)를 비교
한 그래프이다.

도 6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1.2nm이며, 리이크전류
는 약 1,3×l0-4 A/cm2 이다. 한편, 제 2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Ra)는 0.8nm이며, 리이
크전류는 약 1×l0-8 A/cm2 이다. 제 2실시예의 박막커패시터 제조방법에 있어서,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는 낮아졌으
며, 이에 대응하여, 커패시터의 리이크전류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부전극(13)의 결정화가 제 2유전체
층(15)의 퇴적 시에 일어나지만, 제 1유전체층(14)이 있기 때문에 결정화로 인한 하부전극(13)표면의 요철변화가 적
고, 이것에 의해 하부전극(l3)표면의 평탄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제 2실시예에 따르면, 하부전극계면이 실질적으로 평탄함을 유지한 채로, 결정화온도보다 높은 막형성온
도에서 유전체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비유전율을 갖는 유전체층이 얻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제 1실시예의 경우보다 유리하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이다.

도 7의 박막커패시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Si기판(9)상에, 확산배리어층으로서, TiSi 2 층(10), TiN층
(11), Ru층(12)을 각각 형성한다. 그 다음, 하부전극(17)으로서 비정질SrRuO 3 을 제 1실시예와 같은 조건의 반응성
스퍼터링법으로 퇴적시킨다. 하부전극(17)의 위에, RF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Pb(Zr 0.48 Ti0.52 )O3 박막을 300℃의 
막형성온도에서 두께 200nm로 퇴적시킨다. 그 다음, 이 Pb(Zr 0.48 Ti0.52 )O3 박막을 급속가열법으로 30초간 600℃
의 산소분위기 속에서 열처리하여 유전체층(18)을 형성한다. 그 다음, 유전체층(18)의 위에 Ru로 이루어지는 상부전
극(16)을 설치한다.

도 8은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와 제 3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리이크전류 및 표면거칠기(Ra)를 비교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표면거칠기는 약 1.2nm이며, 리이크전류는 
약 1.3×10-4 A/cm2 이다. 그리고, 제 3실시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표면거칠기는 약 0.8nm이며, 리이크전류는 
약 1×10-8 A/cm2 이다. 이상과 같이, 제 3실시예의 박막커패시터 제조방법에 의해,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가 감소되
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박막커패시터의 리이크전류가 줄어들었다.

제 3실시예에 따르면, 유전체층(18)의 퇴적시 하부전극17이 결정화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평탄한 표면에 유전체박
막(18)을 형성할 수 있다. 비록, 유전체층(18)의 열처리 시에 비정질하부전극(17)이 결정화되나, 유전체층(18)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결정화로 인한 하부전극(17) 표면의 요철형성은 적다.

따라서, 제 3실시예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탄한 하부전극(l7)계면을 유지한 채로, 막형성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열처리
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비유전율이 높은 유전체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 1실시예보다도 효과적
이다.

또한, 유전체층(18)의 막형성에 있어, 고온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든지 유전체층(18)의 막형성회수를 적게 하는 것
은, 제 2실시예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공정의 간략화라든지 생산성향상의 관점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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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1실시예의 경우와 같이, 비정질하부전극(17)으로서 비정질SrRuO 3 이외에도, 비정질SrRuO3 에 5at.% Mg를 
첨가한 경우, Sr(Ru, Ir)O 3 를 적용한 경우에도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면, 비정질하부전극(l7)으로서 비정질SrRuO 3

에 5at.% Mg를 첨가한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표면거칠기는 약 0,8nm이며, 리이크전류는 약 9× l0 -9 A/cm2 이다. 
그리고, 비정질하부전극(17)으로서 Sr(Ru, Ir)O 3 를 사용한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0.8nm이며, 리
이크전류는 약 9.5× l0 -9 A/cm2 이다. 두 경우 모두 다, 종래예의 박막커패시터보다 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가 낮아졌
으며, 이에 대응하여, 박막커패시터의 리이크전류도 줄어들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의 단면도이다.

도 9의 박막커패시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두께 600nm의 SiO 2 의 층간절연막(19)의 소망하는 위치에 
TiN층(l1), TiSi 2 층(10) 및 인(P)을 도핑(doping)한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되는 콘택트플러그(20)를 형성한 후, 스퍼
터링법을 사용하여 Ru(50nm)를 200℃에서 퇴적시킨 층(12)를 형성한다. 그 위에, Ar이온을 조사(照射)하면서 RuO

2 (200nm)를 250℃의 기판온도에서 막형성하여, 하부전극(21)으로서의 축적전극을 형성한다. 그 다음, 축적전극(21)
의 위에, 유전체층(22)으로서 (Ba, Sr)TiO 3 박막을 막형성한다. 그 다음, 유전체층(22)를 덮도록 Ru의 플레이트전극
(23)을 설치한다.

축적전극(21) 이후의 형성방법의 일 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데,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로 소망의 크기에 스핀·온·글래스(spin on glass)의 에칭·마스크(etc
hing mask)를 형성한 후, Cl 2 와 O2 의 혼합개스를 사용하는 전자싸이클로트론공명(ECR: electron cyclotron reson
ance)플라즈마에칭에 의해 축적전극(21)을 가공한다. 이어서, 그 위에 유전체층(22)으로서, Ba(DPM) 2 와 Sr(DPM)

2 와 Ti(i-OC3 H7 )와 산소개스를 원료로 하는 ECR-MOCVD(ECR-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법
을 사용하여, 기판온도 500℃에서 두께 30nm의(Ba 0.5 Sr0.5 )TiO3 박막을 퇴적시킨다. 그 다음, 상부전극 즉 플레이트
전극(23)으로서, Ru(500nm)를 스퍼터링법으로 막을 형성하여,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를 얻는다.

상기 제 4실시예가, 제 1 내지 제 3실시예와 다른 것은, 하부전극(21)을 형성할 때에, 이온을 조사하면서 결정성의 R
uO2 를 퇴적시킨다는 점이다.

도 10은,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와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서의 파괴내압 및 유전체층막형성 전의 하부전
극의 표면거칠기(Ra)를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종래 예의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1.2nm이며, 파괴내압은 약 l0V 이다. 그리고, 제 4실시예의 박막
커패시터에서의 표면거칠기는 약 0.7nm이며, 파괴내압은 약 30v이다. 이상과 같이, 제 4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
의 제조방법에 의해, 다결정하부전극의 표면거칠기는 낮아졌으며, 이에 대응하여, 커패시터의 파괴내압은 높아졌다.

결정성의 도전성산화물을 퇴적시킬 때에는 매우 세밀한 주상결정이 성장하기 쉽다. 더욱이, 다결정배리어층 위에 막을 
형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부전극(21)표면의 요철을 한층 더 강조시키게 된다.

제 4실시예에서는, 하부전극(21)의 퇴적 중에 Ar이온을 조사한다. 이것에 의해, 퇴적속도보다 느린 에칭속도로 퇴적막
표면이 에칭과 동시에 퇴적되므로, 이상입자의 성장이 억제되며, 결과적으로, 퇴적막표면의 평탄성이 유지된 채로 결정
성의 하부전극박막(21)이 성장된다.

따라서, 유전체박막(22)을 평탄한 표면의 하부전극(21) 상에 막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부전극(2l)이 충분히 결정
화되기 때문에 유전체(22)의 피막 때에 하부전극(21)의 요철변화가 적어지므로, 양호한 특성의 박막커패시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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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 이외의 유전체박막에서도, 즉, 유사한 구조 및 유전특성를 나타내는 재료를 사용하는 유전체박막에서도 상
기 실시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식 ABO 3 로 표시되는 산화물을 사용하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A는 Ba, Sr, Pb, Ca, La, Li 및 K중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원소를 의미하며, B는 Zr, Ti, Ta, Nb, M
g, Mn, Fe, Zn 및 W중 적어도 1종 이상의 원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화학식 (Bi 2 O2 )(Am-1 Bm O3m+1 ), (m=1, 2, 
3, 4, 5)로 표시되는 산화물을 사용하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A는 Ba, Sr, Pb, Ca, K, Bi중 적어도 1
종류 이상의 원소를 의미하며, B는 Nb, Ta, Ti 및 W중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원소를 의미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박막커패시터에 의하면, 하부전극으로서 비정질의 재료를 채용하는 것 및 
그 결정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제어방법을 채용하여, 표면의 평탄성을 유지한 채로 결정을 성장시킨다. 이것에 
의해, 결정립의 형상에 기인하는 하부전극표면의 요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박막커패시터의 파괴내압이 향상
되어 리이크전류의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되는 박막커패시터로서, 상기 반도체기판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전극, 유전체박막 및 상부전
극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은 적어도 1층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부전극이 상기 유전체박막과 접하는 층이 Ir, Os, Re 및 Rh
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이상의 금속을 포함하는 비정질의 도전성산화물이고, 고융점 금속이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

청구항 2.

반도체기판 상에 형성되는 박막커패시터로서, 상기 반도체기판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전극, 유전체박막 및 상부전
극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박막커패시터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이 적어도 1층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부전극이 상기 유전체박막과 접하는 층의 조성이 ABO 3 (단, 
A,B는, 어느 한쪽이, Ru, Ir, Os, Re 및 Rh에서 선택된, 다른 금속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이하 동일), A 2 BO4

및 A2 B2 O7 중 어느 하나이거나 이것들의 산소결손으로서 표시되는 비정질의 도전성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고융점
금속이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융점금속의 첨가량은 1 내지 10at.%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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