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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였는데,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 되면서 콘택 홀의 크기가 감소할
수록 콘택 플러그용 알루미늄의 증착 수행시 스파이킹 또는 노듈 등의 발생으로 콘택 저항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
였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고유 저항값이 낮은 구리를 이용한 자기 정렬 프러그 방식을 사용하여 고집적화에 유리한 콘택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반도체 소자의 제조, 특히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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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도 내지 제 1B도는 종래의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에 따른 제조 공정도.

제 2A도 내지 제 2D도는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에 따른 제조 공정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 : 반도체 기판

22 :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

23 : 질화막 24 : 트렌치

25 : 포토레지스트 패턴 26 : 콘택 홀

27 : 티타늄 질화막 28 : 구리 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콘택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콘
택 플러그(Contact Plug)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가 점차로 고집적화 되면서 콘택 홀(Contact Hole)의 크기 또한 서브미크론(Submicron)으로 작아지는 
추세에서 반도체 소자의 확산영역과 콘택 플러그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 콘택 저항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종래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의 한 실시예로 제 1A도 및 제 1B도를 참조하여 설명 하면, 먼저 제 1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1) 상에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12)이 형성된 전체 구조상에 콘택 플러그 형성을 위한 콘택 
홀을 형성한 후 콘택 플러그용 알루미늄(13)을 증착하게 된다. 다음에는, 제 1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학 약품을 첨
가하면서 기계적으로 연마해 내는 화학 ·기계적 연마법(CMP ; Chemical and Mechenical Polishing)으로 전면 평탄
화 공정을 수행하여 알루미늄 콘택 플러그(13')를 형성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알루미늄(Al)(13)을 사용하여 콘택 플러그(13')를 형성하였는데,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 
되면서 콘택 홀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콘택 플러그용 알루미늄의 증착 수행시 스파이킹(Spiking) 또는 노듈(Nodule) 
등의 발생으로 콘택 저항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상기 알루미늄은 산화막과 반응하여 고온에서 열처리
를 수행하게 되면 산화막, 알루미늄의 계면에 삼산화알루미늄(Al2 O3 )이 형성되어 저항값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류 
밀도의 증가로 인한 일렉트로닉스 마이그레이션(Electronics Migration)을 촉진시켜 소자의 특성을 열화시킨다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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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고유 저항값이 낮은 구리를 이용한 자기 정렬 프러그(SA
P : Self Aligned Plug) 방식을 사용하여 고집적화에 유리한 콘택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콘텍 플러그 제조 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 구조상에 
식각 방지용 질화막을 증착하고, 인터컨넥션 플러그 및 반도체 기판과 연결되는 플러그가 형성될 부분에 소정의 마스크 
및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컨넥션 플러그 부분은 가려지고 상기 반도
체 기판과 연결되는 플러그 부분은 오픈되도록 하는 소정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베리어로 이용하여 이온성 반응 식각을 실시하여 콘택 홀을 형성 하는 단계와,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상기 질하막을 차례로 제거한 후 전체 구조 상부에 금속 방지막을 증착하고, 상기 티타늄 질화막 상에 화학적 기상 증착
법을 이용하여 소정의 금속막을 증착하는 단계와, 화학 ·기계적 연마법을 이용하여 상기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의 상
부까지 전면 평탄화 식각을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제 본 발명의 첨부된 도면인 제 2A 도 내지 제 2D 도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다. 먼저, 제 2A 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21) 상에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22)이 형성된 구조상에 식각 방지용 질화막(23)을 증착
하고,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부분에 소정의 마스크 및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트렌치(24)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트렌
치(24)의 깊이는 인터컨넥션 부분이 완전히 오픈될 수 있도록 형성하게 된다. 다음에는, 제 2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컨넥션 플러그 부분은 가려지고 반도체 기판과 연결되는 플러그 부분은 오픈되도록 하는 소정의 포토레지스트 패
턴(25)을 형성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25)을 식각 베리어로 이용하여 이온성 반응 식각(RIE : Reactive Ion E
tch)을 실시하여 콘택 홀(26)을 형성한다. 이때, 인터컨넥션(Interconnection) 플러그 부분은 가려지고 반도체 기판
과 연결되는 플러그 부분은 오픈되도록 한 후 콘택 홀을 형성하는 것을 자기 정렬 플러그 방식이라 하며 상기 질화막(
23)이 하부층의 식각을 방지하도록 하는 식각 방지막 역할을 수행하여 하부층(예를 들면, 모스트랜지스터의 측벽 스페
이서)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제 2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25)과 질화막(23)
을 차례로 제거한 후 전체 구조 상부에 금속 방지막인 티타늄 질화막(TiN)(27)을 증착하고, 상기 티타늄 질화막(27) 
상에 화학적 기상 증착법(Cu-CVD)을 이용하여 구리 막(28)을 증착한다. 다음에는, 제 2D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
학 ·기계적 연마법을 이용하여 상기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의 상부까지 전면 평탄화 식각을 실시하여 콘택 플러그(28')
를 제조하게 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을 이용하므로써, 첫째 고유 저항이 낮은 구리를 
이용하여 저항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둘째 전도성의 향상으로 일렉트로닉스 마이그레이션의 저하를 유도하여 반도체 
소자의 구동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 구조상에 식각 방지용 질화막을 증착하고, 인터컨넥션 플러그 및 반
도체 기판과 연결되는 플러그가 형성될 부분에 소정의 마스크 및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컨넥션 플러그 부분은 가려지고 상기 반도체 기판과 연결되는 플러그 부분은 오픈되도록 하는 소정의 포토레
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베리어로 이용하여 이온성 반응 식각을 실시하여 콘택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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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상기 질화막을 차례로 제거한 후 전체 구조 상부에 금속 방지막을 증착하고, 상기 티타늄 질
화막 상에 화학적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소정의 금속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화확 ·기계적 연마법을 이용하여 상기 하부층 및 층간 절연막의 상부까지 전면 평탄화 식각을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해
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상기 트렌치는 상기 인터컨넥션 부분이 오픈될 수 있는 깊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콘텍 플러그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증착되는 소정의 금속막은 구리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콘택 플러
그 제조 방법.

도면
도면 1a

 - 4 -



등록특허 10-0340860

 
도면 1b

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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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c

도면 2d

 - 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