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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영역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IMD에 대한 평탄화를 용이하도록 하며, IMD 두께 차이에 따
른 비아홀 식각을 용이하도록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커패시터 제조 공정에 있어서 커패시
터의 하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막 상부에 플라즈마 챔버 또는 단순 플라즈마 장비를 통해 나이트라이드막을 도핑
한 후, 나이트라이드 도핑에 따라 생성된 질화 알루미늄막을 절연막으로 사용함으로써, 종래 절연막 형성을 위한 추가의
공정 없이도 쉽게 고유전율의 절연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종래 두껍게 형성된 절연막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커패시터 형성 영역의 단차를 줄일 수 있어 IMD 두께 차이에 따른 비아홀 식각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집적회로내 커패시터 제조 공정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질화 알루미늄막 생성 공정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집적회로내 커패시터 제조 공정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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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Capacitor) 영역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IMD에 대한 평탄화(Planarization)를 용이하도록 하며, IMD 두께 차이에 따른 비아 식각(Via etch)을 용이하도록 하는 커
패시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턴스(Capacitance) 제작용 유전체로는 현재까지 유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Ta2O5,

SiN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반도체 소자의 고 집적도가 점점 더 요구되어 짐에 따라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저전력(Low power) 대비 높은 커패시턴스(High capacitance)의 구현을 위해 높은 유전율을 가지는 유전체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중 특히 디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적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면적 축소
가 집적도 증가의 중요한 관건으로 되고있어, 상기 Ta2O5 외에도 BST, PZT Al2O 3 등의 유전체 사용이 연구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집적회로(System Integrated Circuit) 계통의 디바이스(Device)들은 상기 디램(DRAM)보다는 커패시터 면
적과 전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고 있으나, 커패시터에 대한 불변성(Uniformity), 주파수 의존성(Frequency
dependency) 등에서 높은 신뢰도(High quality)가 상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시스템 집적회로 제조 공정 중 커패시터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정 단면도로, 상기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먼저 커패시터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제1금속막(100,102)-절연막(Insulator)(104)-제2금속막(106)을 블랭킷(Blanket)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증착시킨다. 이때 절연막(104)은 하부 레벨의 알루미늄(Aluminum: Al) 스택(Stack)(100)의 타이타
늄 나이트라이드(TiN)(102)층 바로 위에 증착되며, 그 위로 커패시터 상부 전극을 구성하는 제2금속막(106)이 증착된다.
상기 알루미늄막(100)은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에 쓰이는 일반적인 구조이다.

이후 커패시터 영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커패시터 형성 영역에 대한 패턴(Pattern)/식각(Etch)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커패
시터 형성을 위한 절연막(104)과 제2금속막(106)이 상기 도 1에서와 같이 패턴/식각 형성되며, 이후 상부 전극과 하부 전
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비아(Via)(108,110,112)가 정의된다. 이때 참조번호 (108)은 커패시터 구조의 상부 전극
에 연결되는 비아이며, 참조번호 (110)은 커패시터 하부 전극에 연결되는 비아, 그리고 참조번호 (112)는 상부 금속막과
하부 금속막을 연결하는 비아이다. 그리고 상기 비아에 대한 금속 배선(114)을 형성함으로써 커패시터 형성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 커패시터 형성 방법에서는 보통의 인터커넥션 즉, 다층 금속 배선 공정에 커패시터 형성을 위한 추가
의 레이어(Layer)들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후, IMD(Inter-Metal Dielectric) 공정의 평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커패
시터 영역과 아닌 영역에서 금속 배선간 IMD 두께의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적 높이 차에 따른 비아 식각 공정 완성도 차가
발생한다. 또한 커패시터 형성을 위한 금속 막 추가 공정에 따라 공정 횟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공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영역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IMD에 대한 평탄화를 용이하도록 하며, IMD
두께 차이에 따른 비아홀 식각을 용이하도록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제조방법에 있어서, (a)커패시터 하부 전극막인 알루미늄
막위에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시켜 질화 알루미늄막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b)상기 질화 알루미늄막 상부에 포토레지스트막
을 증착시키는 단계와; (c)상기 포토레지스트막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및 식각 공정을 통해 패터닝 시키는 단계와; (d)상
기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막을 마스크로 하여 질화 알루미늄막을 식각하여 커패시터 절연막으로 형성시키는 단계와; (e)
상기 질화 알루미뉴막 상부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막을 증착시켜 상부 전극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의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 집적회로 제조 공정 중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영역의 단차를 최소
화하여 IMD에 대한 평탄화를 용이하도록 하며, IMD 두께 차이에 따른 비아홀 식각을 용이하도록 하는 커패시터의 절연막
제조 공정 단면도이다. 이하 상기 도 2a 내지 도 2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커패시터내 고유전 물질인 질화 알루미늄
(Aluminum Nitride : AlN)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커패시터 유전체로써 질화 알루미늄이라는 고유전 물질을 사용한다. 상기 AlN은 상기 도 1에서와 같
이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 형성시 알루미늄 상부에 나이트라이드(Nitride)를 도핑(Dopping)하여 질화 알루미늄막을 형성
한다. 이때 상기 도핑 방법은 주로 플라즈마(Plasma)에 의한 방법이 되며, N2 분위기의 RTP 또는 퍼니스 열처리(Furnace

anneal) 또는 스퍼터링(Sputtering)/이온 주입 증착(Ion-assisted evaporation) 등도 가능하다.

즉, 상기 도 2a에서와 같이 커패시터 하부 전극막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막(200)위에 N2 플라즈마 또는 N2 분위기의

RTP/퍼니스 처리를 통해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시켜 질화 알루미늄막(202)을 증착시키게 된다.

이어 도 2b에서와 같이 상기 질화 알루미늄막(202) 상부에 포토레지스트막(Photo-resist layer)(204)을 증착시킨 후, 상
기 커패시터가 형성될 영역에 증착된 포토레지스트막을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 및 식각 공정을 통해
패터닝시킨다. 그런 후, 상기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막(204)을 마스크로 하여 커패시터가 형성될 위치에 증착된 질화 알
루미뉴막외에 다른 영역의 질화 알루미늄막을 식각하여 커패시터 제작을 위한 절연체 프로파일을 완성시킨다.

등록특허 10-0480469

- 2 -



상기한 공정을 거친 후, 본 발명의 집적회로 공정 단면도를 도시한 도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커패시터 영역에서는 상
부 전극으로서, 나머지 영역에서는 TiN 반사방지막(Anti Reflective Coating: ARC) 역할을 수행하는 TiN막(206)을 증착
시킴으로써, 도 3에서와 같이 집적회로내 질화알루미늄 절연막으로 구성된 커패시터 새로운 커패시터 영역이 정의 되게
된다.

이때 상기 TiN은 600∼1000Å두께로 증착시키게 되는데, 이는 커패시터 영역과 그외 영역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단차 때
문이며, 비아 식각시 좀더 마진있는 공정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커패시터 영역과 그 외 영역간의 단차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AlN의 형성이 또 다른 층의 추가 증착이 아
닌 N2 도핑에 따른 Al표면의 화학적 변화 즉, 질화막화이기 때문이다. 이때 상기 AlN은 종래 SiN보다 유전율이 크기 때문

에 더 얇은 두께로도 절연체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하여져
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커패시터 제조 공정에 있어서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막 상부
에 플라즈마 챔버 또는 단순 플라즈마 장비를 통해 나이트라이드막을 도핑한 후, 나이트라이드 도핑에 따라 생성된 질화
알루미늄막을 절연막으로 사용함으로써, 종래 절연막 형성을 위한 추가의 공정 없이도 쉽게 고유전율의 절연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종래 두껍게 형성된 절연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커패시터 형성 영역의 단차를 줄일 수 있어 IMD 두께 차이에 따른
비아홀 식각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소자내 커패시터 제조 방법에 있어서,

(a)커패시터 하부 전극막인 알루미늄막위에 나이트라이드를 증착시켜 질화 알루미늄막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b)상기 질화 알루미늄막 상부에 포토레지스트막을 증착시키는 단계와;

(c)상기 포토레지스트막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및 식각 공정을 통해 패터닝 시키는 단계와;

(d)상기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막을 마스크로 하여 질화 알루미늄막을 식각하여 커패시터 절연막으로 형성시키는 단계와;

(e)상기 질화 알루미뉴막 상부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막을 증착시켜 상부 전극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 알루미늄막은, 금속 증착 장비를 이용한 N2 플라즈마 방식을 통해 상기 알루미늄막 표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증착 장비는, MOCVD TiN 장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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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화 알루미늄막은, 절연층의 추가 증착 없이 상기 알루미늄 표면에 화학적/물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 알루미늄막은, 커패시터를 위한 추가 절연층 증착없이 금속 배선 스텍 자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
패시터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 알루미늄막은, 금속 배선 베리어 증착에 사용되는 MOCVD TiN의 N2/H2 또는 N2 플라즈마 방식을 통해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커패시터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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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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