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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종횡비를 갖으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는 콘택 식각 공정에서 미스얼라인에 따른 도전패턴의 어택을

방지하고 콘택 낫 오픈 형상을 방지하며, 콘택 저항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

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상에 이웃하는 복수

의 도전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전패턴 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층간절연막 및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

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층간절연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분순물을 도핑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

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층간절연막의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

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부를 이루는 상기 층간절연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5b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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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콘택홀, 알루미늄질화막(AlN), 콘택 스페이서, 스토리지노드 콘택 플러그, 댕글링 본드, 패시베이션, 질화 처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평면 SEM 사진.

도 2a 및 도 2b는 종래기술에 따른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3은 개선된 종래기술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공정 단면도.

도 4는 비트라인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평면도.

도 5a 내지 도 5e는 도 4를 a-a' 방향으로 절취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00: 기판 501 : 제1층간절연막

502 : 셀콘택 플러그 503 : 제2층간절연막

504 : 비트라인 전도막 505 : 비트라인 하드마스크

506 : 비트라인 스페이서 507 : 제3층간절연막

509 : 오픈부

510 : 포스포러스(P)를 확산시키는 열처리 공정

511 : 댕글링 본드가 패시베이션된 제3층간절연막의 표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기정렬콘택(Self Align Contact; 이하 SAC이라 함) 공정을 이용

한 콘택홀 형성시 하부의 SAC 페일 및 콘택 낫 오픈(Contact not open)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는 그 내부에 다수의 단위 소자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되면서 일정한

셀(Cell) 면적 상에 고밀도로 소자들을 형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단위 소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들의 크

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디자인 룰

(Design rule)이 감소하면서 셀의 내부에 형성되는 반도체 소자들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DRAM 장치의 최소 선폭은 0.1㎛ 이하로 형성되며, 80nm 이하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셀을 이루는 반도체 소자들

의 제조 공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

80nm 이하의 선폭을 갖는 반도체 소자에서 193nm의 파장을 갖는 ArF(불화아르곤) 노광을 이용하여 포토리소그라피 공

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식각 공정 개념(정확한 패턴 형성과 수직한 식각 프로파일 등)에 식각 도중 발생되는 포토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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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변형(Deformation)의 억제라는 추가의 요구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80nm 이하의 반도체 소자 제조시에는,

식각의 관점에서 기존의 요구조건과 패턴 변형 방지라는 새로운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공정 조건의 개발이 주

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소자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적층 구조를 이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콘택 플러그(또는 패드)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콘택 형성을 위해서는 고종횡비를 갖는 구조물 사이를 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 두 물질 예컨

대, 산화막과 질화막간의 식각 선택비를 이용하여 식각 프로파일을 얻는 SAC 공정이 도입되었다.

SAC 공정을 위해서는 CF 및 CHF 계열의 가스를 이용하며, 이 때 하부의 도전패턴에 대한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 질화막

등을 이용한 식각정지막과 스페이서 등이 필요하다.

도 1은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평면 SEM 사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횡비의 증가로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시 미스얼라인이 발생할 경우 비트라인의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폴리머 발생 식각 레시피를 적용한 결과 'X'로 표시된 부분에서 콘택 낫 오픈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스얼라인시 어택받아 노출된 비트라인 전도막과 스토리지노드 콘택 사이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택

스페이서가 도입되었다.

<종래기술>

이하, 전술한 콘택 스페이서를 이용한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공정을 살펴 보는 바, 도 2a 및 도 2b는 종래기술에 따른 스

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웰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이루기 위한 여러 요소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200) 상에 제1층간절연막(201)을 형성한다.

제1층간절연막(201)을 산화막 계열의 물질막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BSG(Boro-Silicate-Glass)막, BPSG(Boro-

Phopho-Silicate-Glass)막, PSG(Phospho-Silicate-Glass)막, TEOS(Tetra-Ethyl-Ortho-Silicate)막,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SOG(Spin On Glass)막 또는 APL(Advanced Planarization Layer)막 등을 이용하며, 산화막

계열 이외에 무기 또는 유기 계열의 저유전율막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게이트전극 패턴은 생략되었다.

이어서, 제1층간절연막(201)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기판(200)의 불순물 확산영역(도시하지 않음)을 노출시키는 콘택홀

을 형성한다. 이 때, SAC 식각 공정을 적용한다.

이어서, 콘택홀을 매립하도록 폴리실리콘 등의 전도막을 증착한 다음, 게이트 하드마스크가 노출되는 타겟으로 평탄화 공

정을 실시하여 아이솔레이션된 복수의 셀콘택 플러그(202)를 형성한다.

이어서, 셀콘택 플러그(202)가 형성된 전면에 제2층간절연막(203)을 형성한다. 제2층간절연막(203)은 제1층간절연막

(20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산화막 계열의 물질막 또는 저유전율막을 사용한다.

이어서, 도면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2층간절연막(203)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셀콘택 플러그(202) 중 일부를 노출시

킴으로써 비트라인 형성 영역을 정의한 다음, 셀콘택 플러그(202) 형성 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도

시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이어서,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비트라인(B/L)을 형성한다.

비트라인은 비트라인 하드마스크(205)/비트라인 전도막(204)이 적층 구조와 그 측벽에 형성된 질화막 계열의 스페이서

(206)를 포함한다. 비트라인 전도막(204)은 통상 폴리실리콘, W, WN, WSix의 단독 또는 이들의 조합된 형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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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인 하드마스크(205)는 후속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 중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콘택홀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비트라인 전도막(204)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층간절연막과 식각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물질을

사용한다. 예컨대, 층간절연막으로 산화막 계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리콘 질화막(SiN) 또는 실리콘 산화질화막(SiON) 등

의 질화막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고, 층간절연막으로 폴리머계 저유전율막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화막 계열의 물질을 사용

한다.

스페이서(206)는 비트라인(B/L)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후속 SAC 방식을 이용한 식각 공정에서 비트라인(B/L) 등 하

부 구조의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스페이서(206)의 경우 비트라인(B/L)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질화막 계열의 절연막을 증착한 다음, 전면식각을 통해

비트라인(B/L) 측벽에 형성한다.

다음으로, 비트라인(B/L)이 형성된 전체 구조 상부에 산화막 계열의 제3층간절연막(207)을 형성한다. 제3층간절연막

(207) 또한 제1 및 제2층간절연막(201, 203)과 유사한 산화막 계열의 물질막을 사용한다.

이어서, 제3층간절연막(207) 상에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패턴(208)을 형성한다. 포토레지스

트 패턴(208)과 하드마스크용 제3층간절연막(207) 사이에 난반사 방지와 접착력 증대의 목적으로 통상 반사방지막을 사

용하나 여기서는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생략하였다.

한편, 홀 패턴의 사이즈 감소에 따라 각 패턴 형성 영역에 대해 100% 정확한 얼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도 2a에서 포토레지스트 패턴(208) 형성시 화살표 방향으로 약간의 미스얼라인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208)을 식각마스크로 제3층간절연막(207)과 제2층간절연막

(203)을 식각하여 비트라인(B/L)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스토리지노드 콘택이 이루어질 셀콘택 플러그(202)를 노출시키

는 오픈부(209) 즉,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애싱(Ashing) 또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실시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208)을 제거한다.

전술한 오픈부(209) 형성 공정은 대체적으로, 제3 및 제2층간절연막(207, 203)과 비트라인 하드마스크(205)의 식각선택

비를 이용한 SAC 식각 공정으로, 포토레지스트 패턴(208)을 식각마스크로 제3 및 제2층간절연막(207, 203)을 식각하여

식각정지막(도시하지 않음)에서 식각 멈춤을 하는 SAC 식각 공정과, 식각정지막과 스페이서 등을 제거하여 셀콘택 플러

그(202)를 노출시키는 오픈부(209) 오픈 공정 및 오픈부(209)의 개구부를 확장하며 식각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공

정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식각 공정에서는 주로 CF4 등의 CxFy(x,y는 1 ∼ 10) 가스와 CH2F2 등의 CaHbFc(a,b,c는 1 ∼ 10) 가스를 혼합

하여 사용한다.

한편, 도 2a의 미스얼라인이 발생된 부분에서 SAC 식각 공정시 비트라인(B/L)에 대한 어택비 잘샹하여 도면부호 '210'과

같이 비트라인 전도막(204)이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비트라인 전도막(204)의 노출은 후속 스토리지노드 콘택과의 전기적 단락을 유발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미스얼라인에 의한 하부 전도막의 노출과 이로 인한 전기적 단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택 스페이서가 도입되

었다.

<개선된 종래기술>

도 3은 개선된 종래기술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공정 단면도이다.

여기서, 전술한 도 2a 및 도 2b와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하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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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3은 도 2b의 오픈부(209)가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질화막 계열의 콘택 스페이서용 절연막(211)이 얇게 증착된

단면을 나타낸다.

콘택 스페이서용 절연막(211)을 전면식각함으로써 콘택홀(209)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가 형성되는 바,

콘택 스페이서는 비트라인 전도막(204)의 노출 및 후속 세정 공정 등에서 이어지는 비트라인 전도막(204)의 어택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증착 두께가 두꺼울 경우 콘택 저면의 임계치수(Critical Dimension; 이하 CD라 함)가 감소하므로

최소한의 두께로 증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도 2b에서 도면부호 '210'과 같이 비트라인 전도막(204)이 노출된 부분이 콘택 스페이서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

로서 단락은 방지된다.

한편, 이와 같이 콘택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후속 열공정 진행시 열적 스트레스(Thermal stress)에 의해 웨이퍼 에지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질화막 계열인 콘택 스페이서용 절연막에 동전 모양의 크랙(Crack)이 발생하여 수율을 트게 감

소시킨다. 또한, 브릿지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미스얼라인이 발생하더라도 콘택 저항의 증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고종횡비를 갖으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

는 콘택 식각 공정에서 미스얼라인에 따른 도전패턴의 어택을 방지하고 콘택 낫 오픈 형상을 방지하며, 콘택 저항의 증가

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상

에 이웃하는 복수의 도전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전패턴 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층

간절연막 및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층간절연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

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분순물을 도핑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층간절연막의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

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부를 이루는 상기 층간절연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삭제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실리콘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막

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

일을 이루는 실리콘산화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포스포러스(P)를 도핑하여 상기 실

리콘산화막 표면을 PSG(Phopho Silicate Glass)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전체 표면을 질화처리하

여 상기 PSG막을 실리콘산화질화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

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부를 이루는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이웃하는 복수의 도전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전패턴 상에 실리콘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

막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실리콘산화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포스포러스(P)를 도핑하여 상기 실리콘산화막 표면을 PSG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불순물

이 도핑된 전체 표면을 질화처리하여 상기 PSG막을 실리콘산화질화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

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부를 이루는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측벽에 콘

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600052

- 5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콘택 스페이서 형성 공정의 단점과 미스얼라인에 따른 전극간의 브릿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하여 오픈부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 후 실리콘보다 최외곽 전자의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 예컨대, 포스포러스(Phophorus)

를 확산시키는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고, 알루미늄 질화막(AlN, Aluminum nitrude)을 원하는 두께만큼 증착하고 콘택 스

페이서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을 실시한다. 이 때, 포스포러스 확산 열처리 후 NH3를 포함하는 가스 분위기에서 어닐을 실

시할 수 있다.

포스포러스 열처리(PH3를 이용한 열처리)에 의해 노출된 플러그 등의 전도성 실리콘막에 포스포러스가 도핑되어 콘택 저

항이 개선된다. 또한, 포스포러스는 선택적으로 오픈부 측면에 위치하는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층간절연막의 표면에 포획

되면서 층간절연막의 표면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SG(Phospho Silicate Glass)로 변화시켜 층간절연막의 표면의

댕글링 본드(Dangling bond)를 완전히 패시베이션(Passivation)시킨다.

이 때, NH3 어닐을 실시하면 PSG는 쉽게 질화되어 실리콘산화질화막(SiOxNy)으로 변화된다. 실리콘산화질화막 상에 알

루미늄 질화막을 증착하면, 표면에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층간절연막과 알루미늄 질화막의 접착력이 좋아져서 후속

열공정에서 알루미늄 질화막의 리프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포스포러스는 오픈부를 이루는 층간절연막의 측면을 타고 이동하는 수소이온(양성자)의 확산을 막아 하부 게

이트 산화막의 벌크 트랩(Bulk trap) 및 드레인과 게이트 산화막 계면의 표면 트랩의 발생을 억제하여 스트레스에서 유도

되는 누설전류(Stress induced leakage current)와 게이트에서 유도되는 드레인 누설전류(Gate induced drain leakage)

를 낮추어 트랜지스터 특성을 향상시킨다. DRAM 셀에서 이 효과는 리프레시(Refresh) 특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비트라인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x방향으로 확장된 라인 형태의 게이트전극 G1과 G2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두 게이트전극 G1

과 G2 사이에 셀콘택 플러그 P1 ∼ P3가 형성되어 있으며, 게이트전극(G1, G2)과 교차하는 y방향으로 확장된 라인 형태

의 4개의 비트라인(B/L1 ∼ B/L4)이 배치되어 있다.

도 5a 내지 도 5e는 도 4를 a-a' 방향으로 절취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살펴본다.

한편, 후술하는 본 발명의 오픈부 형성 공정에서는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을 그 예로 하고 있으나, 이외에 셀콘

택 플러그 형성을 위한 콘택홀 형성 공정과 비트라인 콘택을 위한 콘택홀 형성 공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택홀 형성 공정에

응용이 가능하며, 콘택홀 형성을 위한 패턴의 형태로 T-타입, I-타입, 홀-타입 등 다양한 형태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먼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웰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이루기 위한 여러 요소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500) 상에 제1층간절연막(501)을 형성한다.

제1층간절연막(501)을 산화막 계열의 물질막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BSG막, BPSG막, PSG막, TEOS막, HDP 산화막,

SOG막 또는 APL막 등을 이용하며, 산화막 계열 이외에 무기 또는 유기 계열의 저유전율막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a-a' 방향의 절취 단면에서는 게이트전극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어서, 제1층간절연막(501)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소스/드레인과 같은 기판(500)의 불순물 확산영역(도시하지 않음)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이 때, SAC 식각 공정을 적용한다.

이어서, 콘택홀을 매립하도록 폴리실리콘 등의 전도막을 증착한 다음, 게이트 하드마스크가 노출되는 타겟으로 평탄화 공

정을 실시하여 아이솔레이션된 복수의 셀콘택 플러그(502, P1 ∼ P3)를 형성한다.

여기서는 셀콘택 플러그(502) 물질로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하였지만, 이외에도 비정절실리콘, 선택적 에피택

셜 성장(Selective Epitaxial Growth; 이하 SEG라 함) 실리콘막 등 실리콘을 포함하는 모든 전도막에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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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셀콘택 플러그(502)가 형성된 전면에 제2층간절연막(503)을 형성한다. 제2층간절연막(503)은 제1층간절연막

(50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산화막 계열의 물질막 또는 저유전율막을 사용한다.

이어서, 도면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2층간절연막(503)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셀콘택 플러그(502) 중 일부를 노출시

킴으로써 비트라인 형성 영역을 정의한 다음, 셀콘택 플러그(502) 형성 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도

시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이어서,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비트라인(B/L1 ∼ B/L4)을 형성한다.

비트라인(B/L1 ∼ B/L3)은 비트라인 하드마스크(505)/비트라인 전도막(404)의 적층 구조와 그 측벽에 형성된 질화막 계

열의 스페이서(506)를 포함한다.

비트라인 전도막(504)은 통상 폴리실리콘, 텅스텐, 텅스텐 질화막, 텅스텐 실리사이드의 단독 또는 이들의 조합된 형태를

이용한다.

비트라인 하드마스크(505)는 후속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 중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콘택홀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미스얼라인이 발생할 경우 비트라인 전도막(504)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층간절연막과 식각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물질을 사용한다. 예컨대, 층간절연막으로 산화막 계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리콘 질화막(SiN) 또는 실

리콘 산화질화막(SiON) 등의 질화막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고, 층간절연막으로 폴리머계 저유전율막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화막 계열의 물질을 사용한다.

비트라인(B/L1 ∼ B/L4)은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와 비트라인 전도막(504) 사이에 배리어막을 가지며, 배리어막은 Ti,

TiN, Ta, TaN 등이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배리어막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Ti/TiN 구조의 경우

100Å ∼ 1000Å의 두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트라인 전도막(504)으로 텅스텐을 이용할 경우 300Å ∼ 1000Å의 두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트라인 하

드마스크(505)로 실리콘질화막을 사용하는 경우 2000Å ∼ 4000Å의 두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트라인(B/L1 ∼ B/L4) 패터닝을 위한 식각 공정에서, 비트라인 하드마스크(505)로 실리콘질화막을 사용하는 경우 CF4/

CHF3/O2/Ar 등의 가스 조합을 이용하며, 20mTorr ∼ 70mTorr의 압력 하에서 300W ∼ 1000W의 파워를 사용한다. 또

한, 비트라인(B/L1 ∼ B/L4) 패터닝을 위한 식각 공정에서, 비트라인 전도막(504)으로 텅스텐을 이용할 경우 SF6/BCl3/

N2/Cl2 등의 가스 조합을 이용하며, 20mTorr ∼ 70mTorr의 압력 하에서 300W ∼ 1000W의 파워를 사용한다.

스페이서(506)는 비트라인(B/L1 ∼ B/L4)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증착한 다음, 비트라인(B/L1

∼ B/L4) 측벽에서만 스페이서 형태로 남도록 전면식각을 실시함으로써 형성되며, 스페이서용 절연막 증착시 50Å ∼

100Å의 두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면식각시에는 CF4/CHF3/O2 등의 가스 조합을 이용하며, 20mTorr ∼ 70mTorr의 압력 하에서 300W ∼ 1000W

의 파워를 사용한다.

이어서, 비트라인(B/L1 ∼ B/L4)이 형성된 전면에 제3층간절연막(507)을 형성한다. 제3층간절연막(507) 또한 제1 및 제

2층간절연막(501, 503)과 유사한 물질을 사용한다.

제3층간절연막(507)으로 HDP 산화막을 사용하는 경우 5000Å ∼ 10000Å의 두께로 증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제3층간절연막(507) 상에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508)을 형성한다.

여기서, 마스크 패턴(508)은 통상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일 수도 있고,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희생 하드마스크를 포함할 수

도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 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즉, 이는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에서의 해상력의 한계로 인한 포토레지스트의 식각 내성을 확보하고 패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텅스텐, 폴리실리콘 또는 질화막 등의 희생 하드마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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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토레지스트 패턴 형성시 그 하부와의 사이에 반사방지막을 사용할 수 있다. 반사방지막은 패턴 형성을 위한 노광

시 하부의 광반사도가 높아 난반사가 이루어져 원하지 않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하부 구조와 포토레지스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하부 구조 사이에 사용한다.

이 때, 반사방지막은 포토레지스트와 그 식각 특성이 유사한 유기 계열의 물질을 주로 사용하며, 공정에 따라서는 이를 생

략할 수도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로는 전술한 물질막 이외에 Al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막, MoN막, MoSix

(x는 1 내지 2)막, Al2O3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 아모르포스 카본막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막을 이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패턴(508)을 식각마스크로 제3층간절연막(507)과 제2층간절연막(503)을 식

각하여 비트라인(B/L1 ∼ B/L4)에 얼라인되면서 스토리지노드 콘택이 이루어질 셀콘택 플러그(502)를 노출시키는 오픈

부(509) 즉,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을 형성한다. 이 때, 셀콘택 플러그(502) 상부의 일정 지점에서 1차 SAC 식각 공정의

멈춤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 2차의 식각 공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마스크 패턴(508)이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희생 하드마스크가 적층된 형태일 경우 희생 하드마스크 형성 후,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함으로써, 후속 식각 공정시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에 의한 패턴 변형

(Deformation)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1차 SAC 식각 공정 후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어서, 마스크 패턴(508)이 포토레지스트 패턴 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실시하며, 포토레지스

트 패턴과 희생 하드마스크가 적층된 구조 때문에 앞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 경우에는 희생 하드마스크를 제거한

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 하드마스크를 제고하지 않고 후속 플러그 아이솔레이션을 위한 평탄화 공정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어서, 오픈부(509) 저면의 오픈 면적을 넓히고 식각시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 공정을 실시한다. 이 때, H2SO4와

H2O2가 혼합된 용액이나 HF와 NH4F의 비가 300:1 정도의 BOE(Buffered Oxide Etchant)를 사용한다.

콘택홀(509)이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산화막 계열의 제3층간절연막(507)은 식각 및 세정 공정 후 그 표면에 댕

글링 본드 등이 다량 형성되어 표면이 거칠어지며, 노출된 셀콘택 플러그(502)은 표면에서도 불순물의 손실이 일부 발생

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실리콘 보다 최외곽 전자의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 예컨대, 포스포러스(P)를 확산시키는 열처리 공정

(510)을 실시한다.

포스포러스 열처리(PH3를 이용한 열처리)에 의해 노출된 플러그 등의 셀콘택 플러그(502)를 이루는 전도성 실리콘막(예

컨대, 폴리실리콘막)에 포스포러스가 도핑되어 콘택 저항이 개선된다. 또한, 포스포러스는 선택적으로 오픈부(509) 측면

에 위치하는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에 포획되면서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을 유동성이 상

대적으로 높은 PSG막으로 변화시켜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의 댕글링 본드를 완전히 패시베이션시킨다.

도면부호 '511'은 댕글링 본드가 패시베이션된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을 나타낸다.

포스포러스는 오픈부를 이루는 제3층간절연막(507)의 측면을 타고 이동하는 수소이온(양성자)의 확산을 막아 하부 게이

트 절연막(도시하지 않음)의 벌크 트랩 및 드레인과 게이트 절연막 계면의 표면 트랩의 발생을 억제하여 스트레스에서 유

도되는 누설전류와 게이트에서 유도되는 드레인 누설전류를 낮추어 트랜지스터 특성을 향상시킨다. DRAM 셀에서 이 효

과는 리프레시 특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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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포러스(P)를 도핑 및 확산 열처리할 경우에는 PH3를 사용하고, 아세닉(As)을 도핑 및 확산 열처리할 경우에는 AsH3

를 사용하는 바, PH3와 AsH3를 소정 비율로 혼합한 가스 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는 400℃ ∼ 800℃, 압력은 0.05Torr ∼ 760Torr에서 3분 ∼ 18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편, 전술한 열처리 이외에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NH3를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열처리 또는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 도핑 및 열

확산에 의해 댕글링 본드가 패시베이션된 제3층간절연막 표면(511)을 질화시키는 질화처리 공정(512)을 실시한다.

이처럼 불순물 도핑 및 열확산에 의해 댕글링 본드가 패시베이션된 제3층간절연막 표면(511)을 질화시키는 공정은 후속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 증착시 동일한 질화막 계열로 막질 개선을 시킴으로써,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

막과의 접착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면부호 '513'은 불순물 도핑과 열확산 및 질화 처리된 제3층간절연막(507)

의 표면을 나타낸다.

열처리를 이용할 경우 NH3의 단독, NH3/Ar, NH3/N2의 가스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챔버의 압력은

0.01Torr ∼ 760Torr, 온도는 400℃ ∼ 800℃에서 실시한다.

한편, 질화 처리 공정은 생략이 가능하다.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불순물 도핑과 열확산 및 질화 처리된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513) 상에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을 형성한다.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 형성시 TMA(Tri Methyl Aluminum; Al(CH3)3) 등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소스

가스와 NH3, N2 등의 질화 가스를 사용하여 300℃ ∼ 800℃의 온도와 0.05Torr ∼ 50Torr의 압력에서 원자층증착

(Atomic Layer Deposition; 이하 ALD라 함) 방식 또는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CVD라 함) 방

식 등으로 반복 순환(Cycle) 과정으로 원하는 두께가 되도록 한다.

도 5c와 같이 질화 처리를 실시할 경우 질화 처리와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 증착 과정을 인-시튜(In-

situ)로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도 5c의 질화 처리를 도 5b의 불순물 도핑 및 열처리에 의한 확산과 인-시튜로 실시할 수 있다.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은 50Å ∼ 5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NH3 어닐을 실시하면 도 5b의 PH3 열확산에 의해 제3층간절연막(507)의 표면에 일부 형

성된 PSG는 쉽게 질화되어 실리콘산화질화막(SiOxNy)으로 변화된다. 실리콘산화질화막 상에 알루미늄 질화막을 증착하

면, 표면에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층간절연막과 알루미늄 질화막의 접착력이 좋아져서 후속 열공정에서 알루미늄 질

화막의 리프팅이 발생하지 않는다.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은 오픈부(509)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에서 어택받은 비트라인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식각을 실시하여 오픈부(509) 저면에서의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

(514a)을 제거함으로써, 오픈부(509)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514b)를 형성한다.

콘택 스페이서(514b) 형성을 위한 전면식각시 식각 레시피의 예로 C4F8/CHF3/CF4/Ar/O2/CO/N2의 가스 조합을 이용하

며, 15mTorr ∼ 50mTorr의 압력 하에서 300W ∼ 1500W의 파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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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식각시 식각 타겟을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514a)의 50% 이상으로 하여 오픈부(509) 저면의 CD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플러그 형성용 전도막 증착 전 세정 공정을 실시한다. 콘택 스페이서(514b)에 의해 전 세정 공정시 사용하는 BOE

등의 케미컬에 의한 비트라인의 취약 부분에서의 어택을 방지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도면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오픈부(509) 저면이 오픈된 셀콘택 플러그(502)에 접속되도록 전면에 스토리지노

드 콘택 플러그 형성용 전도막을 증착하여 오픈부(509)를 충분히 매립시킨다.

여기서, 플러그 형성용 전도막 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폴리실리콘이며, Ti, TiN 등의 배리어메탈층과 적층하여

형성하기도 하며, 폴리실리콘 대신 텅스텐 등의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어서, CMP 또는 전면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오픈부(509)를 통해 셀콘택 플러그(502)와 전기적으로 도통되고 그 상부가

평탄화되며 아이솔레이션이 이루어진 스토리지노드 콘택 플러그(도시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오픈부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 후 실리콘보다 최외곽 전자의 원자가가 높은 불순

물을 확산시키는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고, 알루미늄 질화막을 원하는 두께만큼 증착하고 콘택 스페이서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을 실시함으로써, 불순물을 이용한 열처리에 의해 노출된 플러그 등의 전도성 실리콘막에 불순물이 도핑되어 콘택 저

항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불순물은 선택적으로 오픈부 측면에 위치하는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층간절연막의 표면에 포획되면서 층간절연막의

표면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변화시켜 층간절연막의 표면의 댕글링 본드를 완전히 패시베이션시켜 표면 특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도핑된 불순물은 오픈부를 이루는 층간절연막의 측면을 타고 이동하는 수소이온(양성자)의 확산을 막아 하부 게이트

산화막의 벌크 트랩 및 드레인과 게이트 산화막 계면의 표면 트랩의 발생을 억제하여 스트레스에서 유도되는 누설전류와

게이트에서 유도되는 드레인 누설전류를 낮추어 트랜지스터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불순물 도핑을 위한 확산 열처리 후 NH3를 포함하는 가스 분위기에서 어닐을 실시할 수 있으며, NH3 어닐을 실시

하면 패시베이션된 층간절연막은 쉽게 질화되어 실리콘산화질화막(SiOxNy)으로 변화되며, 실리콘산화질화막 상에 알루

미늄 질화막을 증착하면 표면에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층간절연막과 알루미늄 질화막의 접착력이 향상되므로 후속

열공정에서 알루미늄 질화막의 리프팅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실시예를 통해 알아 보았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

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도전패턴에 얼라인되는 식각 공정을 통해 형성하는 오픈부 형성시 도전패턴의 어택의 방지하

고 콘택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누설전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반도체 소자 제조시 공정 안정화를 통해 수율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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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층간절연막 상에 이웃하는 복수의 도전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전패턴 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층간절연막 및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층간절연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실

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분순물을 도핑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층간절연막의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부를

이루는 상기 층간절연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을 도핑하는 단계에서,

상기 층간절연막과 상기 제2층간절연막의 표면에서의 댕글링 본드와 상기 불순물을 결합시켜 패시베이션시키며, 상기 전

도성 실리콘막에서는 그 불순물 농도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을 도핑하는 단계 후,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전체 표면을 질화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은 포스포러스(P) 또는 아세닉(A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

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을 도핑하는 단계에서,

AsH3와 PH3의 불순물 소스를 단독 또는 혼합한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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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400℃ 내지 800℃의 온도 및 0.05Torr 내지 760Torr의 압력 하에서 3분 내지 18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보다 원자가가 높은 불순물을 도핑하는 단계에서,

AsH3와 PH3의 불순물 소스를 단독 또는 혼합한 가스 분위기에서 플라즈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

조 방법.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처리하는 단계에서, NH3, NH3/Ar 또는 NH3/N2 중 어느 하나의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400℃ 내지 800℃의 온도 및 0.1Torr 내지 760Torr의 압력 하에서 3분 내지 18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처리하는 단계에서,

NH3, NH3/Ar 또는 NH3/N2 중 어느 하나의 가스 분위기에서 플라즈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

법.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50Å 내지 15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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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300℃ 내지 800℃의 온도 및 0.05Torr 내지 50Torr의 압력 하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원자층증착 방식 또는 화학기상증착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순물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인-시튜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인-시튜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실리콘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실리콘산화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포스포러스(P)를 도핑하여 상기 실리콘산화막 표면을 PSG(Phopho Silicate Glass)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전체 표면을 질화처리하여 상기 PSG막을 실리콘산화질화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

부를 이루는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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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전도성 실리콘막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이웃하는 복수의 도전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전패턴 상에 실리콘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막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도전패턴의 측면에 얼라인되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

막을 노출시키는 오픈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픈부가 형성된 식각 프로파일을 이루는 실리콘산화막 표면과 상기 오픈부를 통해 노출된 전도성 실리콘막 표면에

포스포러스(P)를 도핑하여 상기 실리콘산화막 표면을 PSG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전체 표면을 질화처리하여 상기 PSG막을 실리콘산화질화막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이 형성된 프로파일을 따라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상부 및 상기 오픈부 저면에서의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질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오픈

부를 이루는 상기 실리콘산화질화막 측벽에 콘택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포러스를 도핑하는 단계에서,

PH3의 불순물 소스의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400℃ 내지 800℃의 온도 및 0.05Torr 내지 760Torr의 압력 하에서 3분 내지 18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포러스를 도핑하는 단계에서,

PH3의 불순물 소스의 가스 분위기에서 플라즈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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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처리하는 단계에서, NH3, NH3/Ar 또는 NH3/N2 중 어느 하나의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400℃ 내지 800℃의 온도 및 0.1Torr 내지 760Torr의 압력 하에서 3분 내지 180분 동안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처리하는 단계에서,

NH3, NH3/Ar 또는 NH3/N2 중 어느 하나의 가스 분위기에서 플라즈마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

법.

청구항 25.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50Å 내지 15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

법.

청구항 26.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300℃ 내지 800℃의 온도 및 0.05Torr 내지 50Torr의 압력 하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스페이서용 알루미늄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원자층 증착 방식 또는 화학기상증착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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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 항 또는 제 2 항 또는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실리콘막은 실리콘 기판의 불순물 확산영역, 셀 콘택 플러그,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 게이트전극 패턴, 비트라

인 또는 스토리지노드 콘택 플러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 2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패턴은 게이트전극 패턴 또는 비트라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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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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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도면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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