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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금속 콘택 및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방법

요약

금속 콘택(metal contact) 및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개시한다.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구조를 형

성하고 게이트 구조를 덮는 제1절연층을 형성한다. 제1절연층 상에 비트 라인을 형성하고, 비트 라인을 덮는 제2절연층을

형성한다. 제2절연층을 관통하여 게이트 구조들 간의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매몰 콘택을 형성하고, 제2절연

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 비트 라인 및 게이트 구조의 도전 패턴을 각각 노출하는 하부 콘택홀들을 형성한

다. 제2절연층 상에 하부 콘택홀들의 내부에 보이드(void)를 유발하는 제3절연층을 형성한다. 제3절연층을 패터닝하고 이

를 몰드(mold)로 이용하여 매몰 콘택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 유전층 및 상부 전극을 형성한다. 커

패시터를 덮는 제4절연층을 형성한 후 제4절연층 및 하부의 절연층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하부 콘택홀들

각각에 정렬되도록 형성되는 상부 콘택홀들로 이루어지거나 상부 전극을 노출하는 금속 콘택홀들을 형성한다. 금속 콘택

홀 및 상부 콘택홀들 및 상부 콘택홀들에 정렬된 하부 콘택홀들을 모두 채워 상부 전극, 반도체 기판, 비트 라인 및 도전 패

턴 각각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금속 콘택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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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

다.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

다.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간략한 설명>

100: 반도체 기판, 210: 게이트 구조,

300: 제1절연층, 305, 505: 매몰 콘택,

400: 비트 라인, 500: 제2절연층,

511, 513, 515: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

600: 식각 종료층, 700: 제3절연층,

710: 보이드, 810: 하부 전극,

830: 유전층, 850: 상부 전극,

900: 제4절연층,

911, 913, 915: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

917: 제4금속 콘택홀, 1000: 금속 콘택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커패시터 및 금속 콘택(metal contact)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됨에 따라 피치 크기(pitch size)가 작아져서 사진 공정 및 식각 공정의 마진(margin)이 점차 감소

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단차가 20000Å 이상의 절연층을 선택적으로 패터닝하여 금속 콘택을 형성하는 DSMC(Deep and

Small Metal Contact) 공정을 적용할 경우, 사진 공정뿐만 아니라 식각 공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DSMC 공정은 COB(Capacitor On Bit line) 구조 또는 다층 배선 구조에서 다수 채용되고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은 어

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금속 콘택은 실질적으로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비트 라인 상부에 제1절연

층을 형성하여 단차(또는 두께가 10000Å) 정도일 때 금속 콘택 공정, 예컨대, 제1콘택홀 형성 및 제1금속층 증착 등을 포

함하는 제1금속 콘택 공정을 수행하여, 금속 플러그(metal plug) 또는 금속 스터드(metal stud)를 형성한다. 이때, 금속층

은 일반적으로 텅스텐과 같은 금속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에, 후속 공정으로 이러한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 상에 제2금속 콘택 공정, 예컨대, 제1절연층 상에 제2절연층

을 형성하고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를 노출하는 제2콘택홀 형성 및 제2금속층 증착 등을 포함하는 제2금속 콘택 공

정을 수행하여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에 연결되는 금속 배선층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은 제1금속 콘택

공정 및 제2금속 콘택 공정 사이에 커패시터 공정이 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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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금속 콘택 및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공정은 전체적으로 공정이 복잡하여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단차를 극복하여 전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금속 콘택 및 커패시터를 포함하

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구조를

덮는 제1절연층을 형성한다. 상기 제1절연층 상에 비트 라인을 형성하고, 상기 비트 라인을 덮는 제2절연층을 형성한다.

상기 제2절연층을 관통하여 상기 게이트 구조들 간의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매몰 콘택을 형성하고, 상

기 제2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비트 라인 및 상기 게이트 구조의 도전 패턴을 각각 노출하

는 하부 콘택홀들을 형성한다. 상기 제2절연층 상에 상기 하부 콘택홀들의 내부에 보이드를 유발하는 제3절연층을 형성한

다. 상기 제3절연층을 패터닝하고 패터닝된 상기 제3절연층을 몰드로 이용하여 상기 매몰 콘택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커

패시터의 하부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하부 전극 상에 유전층 및 상부 전극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를 형성한다. 상기 커패시

터를 덮는 제4절연층을 형성한 후 상기 제4절연층 및 하부의 절연층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콘택

홀들 각각에 정렬되도록 형성되는 상부 콘택홀들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상부 전극을 노출하는 금속 콘택홀들을 형성한다.

상기 금속 콘택홀 및 상기 상부 콘택홀들 및 상기 상부 콘택홀들에 정렬된 상기 하부 콘택홀들을 모두 채워 상기 상부 전

극,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비트 라인 및 상기 도전 패턴 각각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금속 콘택을 형성한다.

상기 제3절연층은 플라즈마 강화 화학 기상 증착법에 의한 절연층을 포함한다. 상기 하부 콘택홀들은 상기 상부 콘택홀들

에 비해 작은 선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 등을 형성하는 공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전체 공정을 보다 간

략화 또는 단순화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

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진 것이며, 도면 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의 "상"에 있다라고 기재되는 경

우에, 상기 어떤 층은 상기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되

어질 수 있다.

도 1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금속 콘택 및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은 반도체 기판(100) 상에 매몰 콘택(buried contact:305, 505)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판(100)상에 다층의 도전 패턴 및 이러한 도전 패턴을 둘러싸 보호하는 절연 물질의 보호층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구조(210)를 형성한 후, 게이트 구조(210)를 덮는 제1절연층(300)을 형성한다.

이후에, 제1절연층(300) 상에 사진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게이트 구조(210) 간의 반도체 기판(100)을 노출하는 제1매몰

콘택홀을 형성한 후, 제1매몰 콘택홀을 채우는 제1매몰 콘택(305)을 형성한다. 이때, 제1매몰 콘택홀은 알려진 SAC(Self

Aligned Contact) 공정을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이후에, 제1절연층(300) 상에 도전 물질로 이루어지고 하부에 장벽층을 수

반하는 비트 라인(bit line:400)을 형성하고, 비트 라인(400)을 덮는 제2절연층(500)을 형성한다.

제2절연층(500) 상에 사진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제1매몰 콘택(305)을 노출하는 제2매몰 콘택홀(501)을 형성한 후, 이러

한 제2매몰 콘택홀(501)을 메우는 제2매몰 콘택(505)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매몰 콘택(305, 505)으로 이루어

지는 매몰 콘택(305, 505)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몰 콘택(305, 505)은 텅스텐 또는 도전성 폴리 실리콘(poly

silicon)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1절연층(300) 및 제2절연층(500)은 실리콘 산화물 등과 같은 절연 물질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제1절연층(300) 및 제2절연층(500) 등은 대략 10000Å 정도의 단차(또는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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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제2절연층(500)을 형성한 후 제2절연층(500) 상에 식각 종료층(600)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식각 종료층(600)

은 후속 공정에서 식각 종료의 작용을 하며, 후속에 증착될 절연 물질과 다른 식각율을 가지는 절연 물질,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제1매몰 콘택홀 및 제2매몰 콘택홀(501)은 각각 매몰 콘택(305, 505)을 위한 콘택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

명의 실시예들에서 기술된다.

도 2는 제2 및 제1절연층(500, 300)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을 형성하는 단

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사진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제2절연층(500) 및 제1절연층(300)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을 형성한다. 이때, 제2절연층(500) 상에 존재하는 식각 종료층(600) 또한 상기 식각 공정에 의해

서 패터닝될 수 있다.

이때, 상기한 제1하부 콘택홀(511)은 제2절연층(500) 하부의 비트 라인(400)을 노출하도록 설정되며, 제2하부 콘택홀

(513)은 게이트 구조(210)의 도전 패턴의 상측 표면을 노출하도록 설정되고, 제3하부 콘택홀(515)은 반도체 기판(100)의

활성 영역(active region)을 노출하도록 각각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은 금속

콘택을 위해서 준비된다.

그리고, 이후의 금속 콘택에서 오믹 콘택(ohmic contact)을 구현하도록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을 형

성한 후 오믹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도 3은 제2절연층(500) 상에 제3절연층(7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제2절연층(500), 실질적으로는 식각 종료층(600) 상에 제3절연층(700)을 형성한다. 이때, 제3절연층(700)은

단차 도포성(step coverage)이 열악한 절연 물질층으로 형성하여,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에 보이드

(void:710)를 유발하도록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러한 보이드의 정도가 극심할수록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차

도포성이 열악한 절연 물질층으로는 단차 도포성이 열악한 CVD-산화물층(Chemical Vapor Deposition-oxide layer),

예컨대, 플라즈마 강화(plasma enhanced)-CVD 절연층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3절연층(700)을 형성한 후, 사진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매몰 콘택(305, 505)을 노출하는 오픈닝

(opening:705)을 형성한다. 이러한 오픈닝(705)은 상기한 제3절연층(700)이 후속에 형성되는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에 컨

케이브(concave) 형태의 형상을 부여하는 몰드(mold)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형성된다.

이와 같이 제3절연층(700)은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의 형상을 부여하기 위한 몰드로 이용되므로, 그 두께는 커패시터의 높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하부 전극의 높이에 따라 제3절연층(700)의 높이가 설정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대략 10000Å 정도의 두께로 제3절연층(700)이 형성될 수 있다.

도 4는 매몰 콘택(305, 505)에 연결되는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81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오픈닝(705)에 의해서 노출되는 매몰 콘택(305, 505)에 연결되는 하부 전극층을 도전 물질,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으로 형성한 후, 에치 백(etch back) 또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등으로 패터닝하여 컨케

이브 형태의 하부 전극(810)을 형성한다. 이러한 하부 전극(810)은 커패시터를 이루기 위해서 형성되므로, 일반적인 커패

시터의 전극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도 5는 하부 전극(810) 상에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하부 전극(810) 상에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를 구성한다.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은 일반적인 커패시터에 이용되는 유전 물질 및 전극 물질로 각각 형성될 수 있다.

도 6은 상부 전극(850) 상의 제4절연층(900)에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및 제4금속 콘택홀(917)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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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상부 전극(850)이 완성된 커패시터를 절연하는 제4절연층(900)을 형성한다. 이후에, 제4절연층(900)을 사진

식각 공정으로 패터닝하여 제1하부 콘택홀(511)에 연결되는 제1상부 콘택홀(911), 제2하부 콘택홀(513)에 연결되는 제1

상부 콘택홀(913) 및 제3하부 콘택홀(515)에 연결되는 제3상부 콘택홀(915)을 형성한다.

이때,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은 각각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 보다 넓은 크기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오정렬(misalign)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들의 내부에 보이드(710)가 유발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과 함께, 상부 전극(850)의 표면을 노출하는 제4금속 콘택홀(917)을 형

성한다.

이때,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 내에는 보이드(710)가 유발되어 있으므로, 식각 공정은 실질적으로 제

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을 위한 제4절연층(900) 및 제3절연층(700)을 식각하는 것과 대등한 정도로 수

행될 수 있다. 즉,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 내에는 보이드(710)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보이드(710)가

노출될 때까지 식각 공정을 수행하면, 반도체 기판(100), 게이트 구조(210)의 도전 패턴 또는 비트 라인(400)을 모두 노출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기판(100), 게이트 구조(210)의 도전 패턴 또는 비트 라인(400)을 모두 노출하기 위해서, 제1, 제2, 제3 및

제4절연층(300, 500, 700, 900)을 한번에 식각할 필요가 없다. 만일, 단 한 차례의 식각 공정으로 제1, 제2, 제3 및 제4절

연층(300, 500, 700, 900)을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100), 게이트 구조(210)의 도전 패턴 또는 비트 라인(400)을 모두 노

출할 경우, 제4금속 콘택홀(917)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부 전극(850)이 극심하게 식각되어 손상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부에 유발된 보이드(710)의 존재에 의해서 제4금속 콘택홀(917)을 형성하는 식각 공정

이, 실질적으로, 제3절연층(700) 및 제4절연층(900)의 두께 정도만 식각하도록 수행되므로, 상부 전극(850)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보이드(710)의 존재에 의해서 식각 공정을 수행할 때 단차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더욱

이, 보이드(710)의 존재에 의해서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을 형성하는 식각 공정은 노출되는 반도체

기판(100)의 활성 영역을 과다하게 식각하는 것이 배제되므로, 반도체 기판(100)의 활성 영역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 따라,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과 이에 각각에 연결되는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과 제4금속 콘택홀(917)과 같은 금속 콘택홀들이 형성된다.

도 7은 금속 콘택층(10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제4절연층(900) 상에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및 제4금속 콘택홀(917)을 메우는 금속 콘

택층(1000)을 형성한다. 이러한 금속 콘택층(1000)은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각각의 하부에 존재하

는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을 채워 각각 반도체 기판(100), 게이트 구조(210)의 도전 패턴 및 비트 라

인(4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금속 콘택을 형성한다.

이때, 금속 콘택에서 오믹 콘택(ohmic contact)을 구현하도록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을 형성한 후

오믹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및 제4금

속 콘택홀(917)을 형성한 후, 오믹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금속 콘택층(1000)은 텅스텐 또는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도전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단차 도포성이 우수한

증착 방법, 예컨대, CVD, ALD(Atomic Layered Deposition) 또는 전기 도금법(electroplating) 등으로 금속 콘택층

(1000)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텅스텐층으로 금속 콘택층(1000)이 이루어질 때는 CVD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단차

도포성을 구현할 수 있고, 알루미늄의 경우 ALD 방법에 의해서 높은 단차 도포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구리층의 경우 전기

도금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 금속 콘택층(1000)을 배선의 역할을 하도록 패터닝하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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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 등을 형성하는 중간 단계가 생략

될 수 있어, 전체 공정을 보다 간략화 또는 단순화할 수 있다.

도 8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금속 콘택 및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제2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에서와 달리 커패시터의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을 형성하는 단계 및 이에 연관된 공

정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커패시터 공정 이전의 공정은 대등하며, 제2실시예에서 인용되는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1실시예에서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절연층(700)을 형성한 후, 오프닝(705)을 이

용하여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810)을 형성한다.

도 8은 몰드로 이용된 제3절연층(700)을 제거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하부 전극(810)을 형성한 후에 몰드로 이용된 제3절연층(700)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때, 선택적인 습식

식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각 공정은 하부의 식각 종료층(600)에서 종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부의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의 상측 입구 부분에는 상기한 제3절연층(700)의 일부가 잔류할 수 있어 하부의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의 내부 보이드(710)가 식각 공정에 노출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절연층(700)이 제거됨으로써 하부 전극(810)의 외측 표면이 노출될 수 있다.

도 9는 하부 전극(810) 상에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을 형성하고 제4절연층(9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하부 전극(810) 상에 유전층(830') 및 상부 전극(850')을 증착 및 패터닝 공정을 통해서 형성한다. 제1실시예

에서와는 달리 하부 전극(810)의 외측 표면 상에도 유전층(830')이 덮고 있으므로, 구성되는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 상부 전극(850')을 덮는 제4절연층(900')을 형성한다.

도 10은 제4절연층(900')을 패터닝하여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및 제4금속 콘택홀(917')을 형성하

고 금속 콘택층(10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제4절연층(900')을 사진 식각 공정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에

각각 정렬되어 연결되는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을 형성한다. 이때, 잔류된 제3절연층(700) 또한 제

거된다. 이와 함께 상부 전극(850')의 일부를 노출하는 제4금속 콘택홀(917') 또한 형성된다.

이후에, 제1, 제2 및 제3하부 콘택홀(511, 513, 515) 및 이에 각각 정렬된 제1, 제2 및 제3상부 콘택홀(911', 913', 915'),

그리고, 제4금속 콘택홀(917')과 같은 금속 콘택홀을 채우는 금속 콘택층(1000')을 형성한다. 금속 콘택층(1000')은 텅스

텐 또는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도전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단차 도포성이 우수한 증착 방법, 예컨대, CVD, ALD 또

는 전기 도금법 등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후에, 필요에 따라 금속 콘택층(1000')을 패터닝하여 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커패시터에 의한 절연층의 높은 단차를 극복하여 금속 콘택홀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금속 플러그

또는 금속 스터드 등을 형성하는 공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전체 공정을 보다 간략화 또는 단순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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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구조를 덮는 제1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층 상에 비트 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 라인을 덮는 제2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절연층을 관통하여 상기 게이트 구조들 간의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매몰 콘택을 형성하고, 상

기 제2절연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비트 라인 및 상기 게이트 구조의 도전 패턴을 각각 노출하

는 하부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절연층 상에 상기 하부 콘택홀들의 내부에 보이드를 유발하는 제3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3절연층을 패터닝하고 패터닝된 상기 제3절연층을 몰드로 이용하여 상기 매몰 콘택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커패

시터의 하부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하부 전극 상에 유전층 및 상부 전극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커패시터를 덮는 제4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4절연층 및 하부의 절연층들을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하부 콘택홀들 각각에 정렬되도록 형성되는

상부 콘택홀들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상부 전극을 노출하는 금속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콘택홀 및 상기 상부 콘택홀들 및 상기 상부 콘택홀들에 정렬된 상기 하부 콘택홀들을 모두 채워 상기 상부 전

극, 상기 반도체 기판, 상기 비트 라인 및 상기 도전 패턴 각각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금속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절연층은

플라즈마 강화 화학 기상 증착법에 의한 절연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콘택홀들은

상기 상부 콘택홀들에 비해 작은 선폭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콘택의 하부에

오믹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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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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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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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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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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