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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박막전도성층과의반도체접속부

요약

반도체 장치와 제조 공정에 있어서, 반도체 장치는 컨택 홀 아래에 위치한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갖는 
전도성 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접속이 이루어지는 두꺼운 영역은 하부 재료
층에 개구부(opening)에 의해 형성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장치는 내부에 개구부를 구비하는 하부 재
료층, 상기 하부 재료층의 상부와 상기 개구부에 형성되는 박막 전도성 재료층,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 
위에 형성되며 관통하는 컨택 홀을 구비하는 상부 재료층,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
을 접속시키는 전도체를 포함하고, 상기 하부 재료층의 상기 개구부는 상기 컨택 홀의 밑에 배치되고, 적
합한 크기 및 형태로 조절되어 상기 개구부 내의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형
성한다.

대표도

도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의 구성 및 상기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도체와
의 전기적 접속을 위해서 박막 전도성 층 내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localized thick region)을 갖는 반
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판 상에 전도성 재료층과 절연성 재료층을 번갈아가며 적층시켜 반도체 장치를 형
성한다.  이들 층의 일부 또는 전체의 특정 위치를 에칭하여 컨택 홀(contact holes)을 생성하고, 이어서 
컨택 홀 안에서 금속 전도체를 피착(deposition)시켜 외부 회로와의 전기적 접속을 제공한다.  컨택 홀은 
전형적으로 기판 표면 상의 활성 영역 또는 중간의 전도성 층까지 에칭되어 내려간다.  재료 층 두께의 
변화, 막 피착과 평탄화(planarization) 공정의 비균일성 및 에칭 공정 고유의 한계로 인하여 접속될 전
도성 층 상에 컨택 홀을 정확하게 정지시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이는 랜덤 액세스 반도체 메모리 장치
에 통합되어 점차로 소형화되어가고 있는 메모리 셀 부품을 이용하기 위해 전도성 층을 박형화하는 경우
에 더욱 어렵다.  컨택 홀이 에칭되는 상부 재료층에 비해 얇은 전도체층과의 접속부를 만드는 경우에, 
홀을 얇은 전도성 층 상에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화되도록 컨택 홀 에칭을 정확하게 제어하여야 
한다.

박막 전도성 층과의 접속부를 신뢰성있게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종래의 적층 커패시
터 DRAM의 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통상적으로 '셀 폴리(cell poly)'라 불리우는 커패시
터 상부 전극(capacitor top electrode)의 형성 후 종래의 적층 커패시터 DRAM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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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폴리(2)는 유전체 층(4), 커패시터 기저 전극(6),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8) 및 기판
(10) 상에 형성된 불순물이 첨가된 폴리실리콘(polysilicon) 층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부 절연층(12)은 기판(10) 상에 적층된다.  상부 절연 층(12)은 에칭되어 컨택 홀
(14)을 형성하며, 이 컨택 홀은 이상적으로는 셀 폴리(2)까지 연장되어 내려간다.  제조 공정 단계의 개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기 컨택 홀 에칭은 통상 비트 선 접속부(bit line contact; 15)를 형성하는 
에칭 공정의 일부로서 수행된다.  그 다음, 컨택 홀(14)은 셀 폴리를 외부 전원 전압과 전기적으로 접속
하기 위한 금속 전도체(16)로 채워진다.

상부  절연층(12)  및  셀  폴리(2)는  각각  일반적으로  20,000  옹스트롬  및  10,000  옹스트롬의  두께를 
갖는다.  상부 절연층(12)의 두께는 절연층이 형성될 계단형 기판 재료와 막 피착 및 평탄화 공정의 비균
일성으로 인해 위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컨택 홀 에칭은 예를 들어, 상부 절연층(12)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가장 깊은 접속부, 즉 비트 선 접속부(15)를 노출시킬 만큼 충분히 길게 지속되어야 한
다.  따라서, 컨택 홀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얇은 셀 폴리 안으로 또는 종종 셀 폴리를 관통하도록 
오버에칭될 수도 있다.  셀 폴리(2)를 관통하는 에칭은 전도체(16)와 셀 폴리(2) 사이의 불필요한 높은 
접속 저항을 야기하는 측벽 접속부를 형성함으로써 셀 폴리/금속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도 3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셀 폴리가 기판에 상당히 가깝게 형성되면, 셀 폴리(2)를 관통하는 에칭은 전도체(16)를 
통해 기판(10)에 셀 폴리(2)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킬 수 있다.

셀 폴리 컨택 홀의 오버에칭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행 방법으로서 에칭 시간을 정확히 제어하는 것
과 고수준의 선택적 에칭 공정의 개발과 사용이 포함된다.  적절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만, 장치 규격이 
소형화됨에 따라 비트 선 접속부가는 더욱 깊어지고 셀 폴리는 더욱 얇아지게 된다.

박막 전도성 층의 단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해결책이 (상기 셀 폴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1993년 9월 7일 Kytayama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243,219호에 개시되어 있다.  Kytayama는 컨택 
홀의 바로 아래의 기판에 불순물 확산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불순물 확산 영역과 기판 사이의 pn 접합
은  컨택  홀이  박막  전도성  층을  통하여  에칭되는  경우에  기판으로부터  전도성  층을  분리시킨다.   
Katayama가 제안한 장치는 박막 전도성 층을 관통하는 에칭의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는 있
지만, 박막 전도성 층과의 신뢰성있는 접속부를 형성 시 기본적인 고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박막 전도성 층을 관통하도록 컨택 홀을 에칭할 때의 위험성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구조 및 그 제조 
공정의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및 공정은 전도성 층이 기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장치 응용 분야에 실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비교적 얇은 전도성 층과의 개선된 접속부를 제공하며, 접속부가 형성될 전도성 층을 관통하여 
컨택 홀(contact hole)을 에칭할 때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컨택 홀 아래에 위치한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갖는 전도성 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
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접속부가 형성되는 두꺼운 영역은 하부 재료층 내의 개구
부에 의해 형성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반도체 장치는 기판, 내부에 개구부를 갖는 하부 재료층, 상
기 하부 재료층의 상부와 상기 개구부에 형성되는 박막 전도성 재료층,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 상에 형
성되며 이를 관통하는 컨택 홀을 갖는 상부 재료층,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에 접
속하는 전도체를 포함하며, 상기 하부 재료층의 상기 개구부는 상기 컨택 홀의 밑에 배치되고, 적합한 크
기 및 형태로 조절되어 상기 개구부 내의 상기 박막 전도성 재료층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형성한다.

다른 일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은 적층 커패시터 DRAM에 통합된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반도체 장치
는,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기판
의 표면에 상기 게이트 전극의 대향측들에 형성된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을 포함하는 전계 효과 트
랜지스터;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제1 소스/드레인 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기저 전극, 상기 기저 전극 상에 형성된 유전층 및 상기 기저 전극 상부의 상기 
유전층 상에 형성된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제1 영역을 포함하는 커패시터;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
에 인접한 상기 기판의 주변 영역에 형성된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제2 영역; 상기 기판과 상기 주
변 영역 내의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상기 제2 영역간에 삽입되고, 그 내부에 개구부를 갖는 하부 
재료층;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상기 제2 영역 상에 형성된 절연층 - 상기 절연층은 그를 관통하는 
컨택 홀을 가짐 -; 및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상기 제2 영역과 접속하는 전도
체를 포함하고, 상기 개구부는 상기 컨택 홀의 아래에 위치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는, 제1 박막 전도성 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 관통하는 컨택 
홀을 포함하는 제2 층을 상기 제1 층 위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층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형성하
고 상기 두꺼운 영역을 상기 컨택 홀 아래에 위치시키는 단계 및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두꺼운 영역
을 접속시키는 전도체를 형성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는, 상기 전도성 층이 상기 컨택 홀 밑에 위치하여 형성된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상기 전도성 층을 관통하여 상기 컨택 홀을 에칭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상기 전도
성 층/전도체 접속을 향상시키며 상기 전도체와 상기 기판 또는 상기 전도체 아래에 있는 다른 구조체 사
이의 전류 누출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장점 및 신규한 특징은 부분적으로는 이하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고, 부분적
으로는 이하의 고찰에 의해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해질 수 있거나 본 발명의 실
행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은 첨부된 청구항에서 특정하게 지적된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달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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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여러 형성 단계에 있는 종래의 적층 커패시터 DRAM 부분에 대한 단면도.

도 3a는 셀 폴리(cell poly)를 관통하여 에칭되는 컨택 홀을 도시하고 있는 종래의 적층 커패시터 DRAM 
부분에 대한 단면도.

도 3b는 기판에 거의 근접해 있는 셀 폴리와 함께 셀 폴리를 관통하야 에칭되는 컨택 홀을 도시하고 있는 
종래의 적층 커패시터 DRAM의 부분 단면도.

도 4 내지 도 7은 여러 형성 단계에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중 하나의 일반적인 구조를 도시하
는 단면도.

도 8 및 도 9는 전도성 층/전도체 접속부가 하부 재료층의 개구부의 측면을 따라 형성된,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로서, 도 9의 단면도는 도 10의 라인 1-1에 따라 절취한 도면.

도 10은 전도성 층/전도체 접속부가 하부 재료층의 개구부의 측벽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도 9에서 상부 
재료층(28)을 제외한 상태의 평면도.

도 11 내지 도 16은 본 발명이 적층 커패시터 DRAM으로 통합되는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전술한 도면은 다양한 실시예의 실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본 발명의 구조 및 공정을 묘사
하기 위해 이용된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반도체 장치의 제조 공정에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동안 형성되는 다양한 재료 층에서 소정의 패턴들
을 에칭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정을 본 명세서에서는 '패턴화 및 에칭 공정'라고 한다.  예를 
들면, 포토리소그래피 및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ing)이 흔히 이용되는 패턴 및 에칭 공정이
다.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이러한 공정 또는 다른 패턴화 및 에
칭 공정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통합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구체적 유형과는 상관 없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도 11 내지 도 16은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본 발
명이 적층 커패시터 DRAM으로 통합된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응용예를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절연층(23)과 하부 재료층(20)이 기판(22) 상에 형성되어 있다.  하부 재료층(20)은 패
턴화 및 에칭되어 개구부(24)를 형성한다.  개구부(24)는 하부 재료층(20) 범위 전체에 거쳐 에칭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부 재료층(20) 내의 스텝 개구부(step opening)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성 재료층(26)이 하부 재료층(20) 상부와 개구부(24)에 형성된다.  전도성 층
(26)과 기판(22)  사이에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층(23)이 제공된다.  전도성 층(26)과 기판
(22) 사이에 단락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절연층(23)은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층(26)과 기판(22) 
사이에 다른 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 후에, 상부 재료층(28)이 전도성 층(26) 위에 형성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상부 재료층(28)이 패턴화 및 에칭되어 컨택 홀(30)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7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전도체(32)가  컨택 홀(30)  내에 형성된다.   전형적으로,  하부 재료층(20)은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또는 전도성 및 절연 재료의 복합 적층물과 같은 절연 재료로 만들어진다.  전도성 층
(26)은  폴리실리콘이  도핑되고  상부  재료층(28)은  붕소-인-규산염  유리(boro-phospho-silicate  glass; 
BPSG) 또는 다른 적절한 절연성 재료이다.  전도성 층(26)과 상부 재료층(28)의 상대적인 두께는 본 발명
에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으나, 본 발명은 대부분의 반도체 응용 분야에서처럼 상부 재료층(28)이 전도성 
층(26)보다 더 두꺼운 경우에 보다 더 잘 실현된다.

개구부(24) 내의 전도성 층(26)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을 형성하기 위해 개구부(24)는 적합한 형태
와 크기로 조절된다.  개구부(24)와 두꺼운 영역(34)은 컨택 홀(30)의 하부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개구
부(24)와 두꺼운 영역(34)은 컨택 홀(30)과 개구부(24)가 사실상 오배열(misalignment)되어 있는 경우에
도 신뢰할만한 접속이 이루어지지만,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택 홀(30) 바로 아래 위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실시예에서, 개구부(24)의 폭 (또는 직경)은 개구부(24)에 인접한 하부 재료층(20) 표면
(38)에서의 전도성 층(26)의 두께 및 전도성 재료의 공형도(conformality)의 곱의 두배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공형도 C와 두께 T를 갖는 전도성 재료에 있어서, 개구부(24)의 폭은 다음 방정식: W≤2×T×C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성 층(26)은 개구부(24)를 완전히 채우게 된다.  만일 달리 
언급하지 않으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재료 층의 '두께'는 컨택 홀의 깊이를 나타내는 
세로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된 두께를 말한다.  여기서, 도면에 도시된 재료의 층의 방위
(orientation)에 대하여 '두께'는 재료의 수직 두께를 지칭한다.

특정 재료의 공형도(conformality)는, 당업계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하부 재료 내의 개구부 또는 '단차
(step)'의 상부면 및 측벽에 재료가 동시에 피착되는 상대적인 비(comparative rate)를 나타낸다.  공형
도는 하부 재료에서 단차의 측벽을 따라 피착된 재료의 두께와 상기 단차에 인접한 면을 따라 피착된 재
료의 두께의 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은 약 0.80의 공형도를 가지고 있다.  만일 전도성 
층(26)이 하부 재료층(20)의 표면(38)에서 1,500 Å의 두께를 갖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경우, 개구
부(24)의 폭은 2,400 Å (2×1,500 Å ×0.80)보다 적거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도성 층(26)이 
개구부(24)를 완전히 채우는게 하여 두꺼운 영역(34)을 확실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두꺼운 영역(3
4)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택 홀이 오버 에칭(overetch)된 경우에도 전도체(32)와의 신뢰성있는 접
속을 가능하게 한다.

개구부(24)는, 두꺼운 영역(34)이 컨택 홀(30)이 예상된 오버 에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두께를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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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깊다.  본 명세서에서 컨택 홀(30)에 적용한 경우와 같은 오버에칭은 컨택 홀(30)이 상부 재료층
(28) 아래 전도성 층(26)의 공칭 깊이(nominal depth)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에칭되는 것을 말한다.  많
은 반도체 장치 응용 분야에서, 상부 재료층(28)은 단차를 갖는 지형(stepped topography)을 갖는 구조에 
형성되므로, 상부 재료층(28)의 두께의 변화가 있다.  상부 재료층(28)의 두께는 또한 피착 및 평탄화 공
정에서의 비-균일성에 기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  컨택 홀(30)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에칭되어야 한다.  다른 요인들도 또한 컨택 홀 에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택 홀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적층 커패시터 DRAM에서 처럼 보다 깊은 비트 라인 접속부(deeper bit line contact)
와 동시에 에칭될 수 있다.  본 예에서, 에칭은 보다 깊은 비트 라인 접속부에 도달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므로 컨택 홀(30)을 상당히 오버에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구부(24)의 깊이는 컨택 홀(30)의 공칭 깊이, 컨택 홀(30)이 형성되는 동안의 총 에칭 유
효 깊이, 그리고 에칭의 선택도(selectivity)에 의존한다.  상기 총 에칭 유효 깊이는 에칭되는 가장 깊
은 접속부의 깊이와 그 깊은 접속부의 임의의 오버에칭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택도는 에칭제에 노출된 
다른 재료들 [예를 들면, 전도성 층(26)]에 대한 타깃 재료 [예를 들면, 상부 재료층(28)]의 에칭율(etch 
rate)의 척도이다.  선택도는 방정식 SAB = EA/EB에 의해 정의되는데 ,여기에서 EA는 에칭될 타깃 재료의 

에칭율이며 EB는 에칭제에 노출된 제2 관련 재료의 에칭율이다.  명목상, 공칭 깊이 DCH, 총 에칭 깊이 DTE 

및 에칭 선택도 S를 갖는 컨택 홀에 있어서, 두꺼운 영역(34)의 두께 TTR는 다음 방정식: T TR ≥(D TE  - 

DCH)/S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응되는 개구부(24) 깊이 D0은 다음 방정식: D0 ≥(DTE - DCH)/S - TCL 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TCL는 전도성 층(26)의 두께이다. 

도 8 내지 도 10에 도시된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은 개구부의 측벽에 스페이
서(spacer)로서 형성된다.  도 8에 따르면, 내부에 개구부(24)를 갖는 절연층(23)과 하부 재료층(20)이 
기판(20)에 형성되어 있다.  전도성 층(26)은 하부 재료층(20) 상부에 그리고 개구부(24)의 표면을 따라 
형성되어 개구부(24)의 측벽들을 따라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부 재료층(28)
이 전도성 층(26) 상에 형성된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상부 재료층(28)은 패턴화 및 에칭되어 컨택 홀(30)을 형성한다.  도 9는 도 
10에서 선 1-1을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그러나, 도 10의 위에서 아래로 본 평면도에서 상부 재료층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특징을 더 잘 도시하기 위해서 제거되었다.  이어서, 컨택 홀(30)은 두꺼운 
영역(34)에서 전도성 층(26)으로 접속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은) 전도체로 채워진다.  이 실시예에서, 개
구부(24)의 폭은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컨택 홀(30)이 개구부(24)로 정확하게 배열될 필요도 없다.  사실
상, 도 8 내지 도 10에 도시된 구조가 설계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구조는 도 6에서 도시된 구
조에서 오버에칭 및 오배열(misalignment)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대한 에칭과 배열 허용 
오차(alignment tolerance)를 인정하면서도 신뢰할만한 접속을 제공한다.

본 발명을 적층 커패시터 DRAM에 적용한 경우를 도시한 도 11 내지 도 16을 참조한다.  첫째로 도 16을 
참조하면, 웨이퍼(50)의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94)에 커패시터(96)와 전계 효과 액세스 트랜지스터(98)
를 포함하는 한 메모리 셀이 도 16의 좌측에 도시되어 있다.  주변 영역(97)의 접속 영역(99)에서 셀 폴
리(cell poly)(80)로 접속하는 금속 전도체(95)는 전형적으로 어레이 영역에 바로 인접하여 배치되며, 도 
16의 오른쪽에 도시되어 있다.  도 16에 도시된 장치의 부품과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이 도 11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웨이퍼(50)는 불순물이 소량 도핑된 p-형 단결정 실리콘 기판(52)을 포함하고, 이는 
산화되어 얇은 게이트 절연층(54)과 두꺼운 전계 산화물 영역(56)을 형성한다.  발명의 이러한 응용은 시
작 재료로서 불순물이 적게 도핑된 p-형 실리콘을 사용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다른 기판 재료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만일 다른 기판 재료가 사용된다면,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에 대응하여 장치의 구조 및 재료에 차이가 생긴다.  전계 산화물 영역(56)은 (도시되지 않은) 실리콘 질
화물이나 다른 비산화 재료의 개구층을 기판(52)의 표면 상에 형성한 후 기판의 노출부를 산화시키는 것
과 같이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종래의 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얇은 게이트 절연층(54)은 기판
(52)의 표면 상에 이산화규소를 열성장시키거나 피착하여 형성된다.  제1 폴리실리콘층(58), 텅스텐 실리
사이드층(60) 및 이산화규소층(62)이 기판(52) 상에 비착 또는 '적층'된다.  제1 폴리실리콘층(58), 텅스
텐 실리사이드층(60) 및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층(62)을 합쳐서 하부층(62)이라고 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하부층(64)이 패턴화되고 에칭되어 어레이에 트랜지스터 게이트 전극(66)을 형성하고 
주변부에 개구부(68)를 형성한다.  이러한 층들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종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착
되고 패턴화되며 에칭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게이트 전극(66) 및 개구부(68)가 상술한 바와 같이 피착 
및 에칭되어 폴리실리콘의 단일층에 형성되거나 전도체 및 절연체의 다른 조합이 이용될 수 있다.  텅스
텐 실리사이드 및 이산화규소층은 단순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중 하나의 세부 내역을 보다 잘 도
시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소스/드레인 영역(70A 및 70B)은 전형적으로 인 또는 비소 원자인 n-형 불
순물을 게이트 전극(66)의 반대측 상에서 기판(52)으로 주입함으로써 어레이 내에 형성된다.  

도 13을 참조하면, 전형적으로 이산화규소로 만들어져 있는 절연층(71)이 기판(52) 위에 적층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절연층(71)이 패턴화되고 에칭되어 스페이서(72)를 형성한다.  제2 폴리실리콘층(73)이 
기판(52) 위에 적층되고, 패턴화되고 에칭되어 커패시터 하부 전극(74)을 형성한다.  전형적으로 실리콘 
질화물로 만들어져 있는 커패시터 유전체층(76)이 기판(52)  위에 적층된다.  제3  폴리실리콘층이 기판
(52) 위에 적층되고, 패턴화되고 에칭되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통 '셀 폴리'라고 불리우는 커패
시터  상부  전극(80)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에칭  절차는  유전체층(76)을  통해  아래로  계속된다.   
그리하여, 셀 폴리(80)의 제1 영역(82)이 어레이 내에서 하부 전극(74) 위에 형성되고 셀 폴리(80)의 제2 
영역(84)이 금속 전도체로의 후속 접속을 위해 주변부에 형성된다.

다시 도 14를 참조하면, (도 12 및 도 13에 도시된) 개구부(68)는 이제 스페이서(72), 제2 폴리실리콘층
(73), 유전체층(76) 및 셀 폴리(80)로 채워지게 되었다.  개구부(68)는 개구부(68) 내의 셀 폴리(80) 내
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86)을 형성할 수 있도록 크기 및 형상이 정해진다.  셀 폴리(80)가 개구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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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간극을 메워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86)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개구부(68)의 폭은 개구부 내의 스
페이서(72),  제2  폴리실리콘층(73),  유전체층(76)  및 셀 폴리(80)의 결합폭보다 작아야 한다.  개구부
(68) 내의 이들 재료들 각각의 폭은 그러한 재료들이 개구부(68)에 인접한 하부층(64)의 표면을 따라서 
형성되는 두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개구부(68)의 폭은 W≤2 x ((TI x CI) + (TPL x CPL) + (TD x CD) + 

(TCP x CCP))와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TI는 절연층(71)의 두께이고 CI는 절연층(71)

의 공형도이며, TPL은 제2 폴리실리콘층(73)의 두께이고 CPL은 제2 폴리실리콘층(73)의 공형도이며, TD는 

유전체층(76)의 두께이고 CD는 유전체층(76)의 공형도이며, TCP는 셀 폴리(80)의 두께이고 CCP는 셀 폴리

(80)의 공형도이다.  물론, 만일 개구부(68)에 놓여 있는 재료 각각의 층의 폭이 다르게 알려져 있거나 
직접 결정될 수 있으면, 위에서 기술한 공식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수개의 재료

층이 피착되어 있는 개구부의 폭은 와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T
는 개구부에 인접한 표면을 따라 측정한 각각의 층의 두께이고 C는 공형도이다.

대략 0.6 μm의 폭을 갖는 액세스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포함하는 4 Mbit DRAM을 가정하면, 이산화규소 절
연층(71)의 두께 TI는 대략 3,000 Å이고 공형도 CI는 0.67이며, 제2 폴리실리콘층(73)의 두께 TPL은 대략 

2,000 Å이고 공형도 CPL은 0.80이며, 유전체층(76)의 두께 TD는 대략 100 Å이고 공형도 CD는 대략 0.90이

며, 셀 폴리(80)의 두께 TCP는 대략 1,000 Å이고 공형도 CCP는 0.80이다.  그러므로, 개구부(68)의 폭은 

9,000 Å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를 참조하면, 붕소-인-규산염 유리 (BPSG) 또는 다른 적합한 절연체로 만들어진 상부층(88)이 기판
(52) 위에 적층된다.  상부층(88)이 패턴화되고 에칭되어 어레이 내에 비트 라인 접속부(90)를 형성하고 
주변부에 접속부 구멍(92)을 형성한다.  (도 12에 도시된) 개구부(68)는 바로 컨택 홀(92) 아래에 배치된
다.  이상적으로는, 컨택 홀 에칭은 셀 폴리(80)의 표면 상에서 끝난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상부
층(88)의 두께 변화 및 비트 라인 접속부(90)의 더 큰 깊이 때문에, 컨택 홀(92)은 전형적으로 비트 라인 
접속부(90)가 기판(52)으로 에칭되도록 오버에칭된다.  결과적으로, 컨택 홀 에칭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통 셀 폴리(80)의 표면에까지 이른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 구조는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금속화 절차를 사용하여 완료된다.

전도성 층이 컨택 홀 아래에 형성되어 배치된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을 가짐으로써 얇은 전도성 층을 통해 
컨택 홀을 에칭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신규의 반도체 장치가 도시되고 기술되었다.  도면에 도시되고 설명
된 특정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청구 범위에 기술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서는 안된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트렌치 커패시터 DRAMs,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SDRAMs), 논리 회로 
반도체 장치 및 기타 접속부 경로가 상대적으로 얇은 전도성 재료층 상에 형성되어 있는 장치에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기술된 절차 단계는 상이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등가의 구조 및 절
차가 기술된 다양한 구조 및 절차에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도성 층과의 접속부를 갖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기판;

상기 기판의 상부에 수직으로 형성되고 내부에 개구부(opening, 24)를 갖는 하부 재료층(20);

상기 하부 재료층 상에 형성된 전도성 재료층(26) -상기 전도성 재료층은 상기 하부 재료층 내의 상기 개
구부를 거의 채워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을 형성함-;

상기 전도성 재료층 상의 상부 재료층(28) -상기 상부 재료층은 그를 관통하여 에칭된 컨택 홀(contact 
hole, 30)을 가짐-; 및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두꺼운 영역과 접속하는 전도체(32)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는 공형도(conformality) C를 갖고,

상기 전도성 재료층은 상기 개구부에 인접한 상기 하부 재료층의 표면 상의 소정 지점에서 T1의 두께를 갖

고,

상기 개구부는 폭 W을 갖되,

상기 개구부의 폭은 식 W ≤ 2 x T1 x C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는 약 0.80의 공형도 C를 갖는 폴리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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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재료층의 에칭은 상기 전도성 재료층에 대한 선택도(selectivity) S를 갖고 
전체 유효 깊이(total effective depth) DTE까지 연장되며, 상기 컨택 홀은 공칭 깊이(nominal depth) DCH

를 가지며, 상기 전도성 재료층은 두께 TCL을 갖고, 상기 개구부는 깊이 D를 갖되, D는 식 D ≥ (DTE-

DCH)/S-TCL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도 S는 식 S=E0/EC 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E0은 상기 상부 재료층이 에칭

되는 속도(rate)이고, EC는 상기 전도성 재료층이 에칭되는 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재료층의 에칭은 선택도 S를 갖고 전체 유효 깊이 DTE까지 연장되며, 상기 컨

택 홀은 공칭 깊이 DCH를 갖고, 상기 두꺼운 영역은 두께 TTR을 갖되, TTR은 식 TTR ≥ (DTE-DCH)/S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도 S는 식 S=E0/EC 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E0은 상기 상부 재료층이 에칭

되는 속도이고, EC는 상기 전도성 재료층이 에칭되는 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기저 전극(bottom electrode, 74) 및 유전층(76)에 의해 상기 기저 전극과 전기적으로 
절연된 상부 전극(top electrode, 80)을 갖는 커패시터(96)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전도성 재료층(26)은 상
기 상부 전극(80)을 형성하고, 상기 전도체(32, 95)는 접속부(99)를 형성하고 상기 접속부를 통해 기준 
전압이 상기 상부 전극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메모리이며,

상기 메모리는,

반도체 기판(52)의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94)에 형성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98) - 상기 전계 효과 트
랜지스터는 상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66) 및 상기 기판의 표면 내의 상기 게이트 전극의 대향
측들에 형성된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70B 및 70A)을 포함함 -;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형성된 커패시터(96) -상기 커패시터는 상기 기판 상에서 상기 제1 소스/
드레인 영역(70B)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형성된 기저 전극(74), 상기 기저 전극 상에 형성된 유전층
(76) 및 상기 기저 전극 상부의 상기 유전층 상에 형성된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80)의 제1 영역(82)을 포
함함-;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인접한 상기 기판의 주변 영역(97)에 형성된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
(80)의 제2 영역(84);

상기 기판(52)과 상기 주변 영역내의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의 제2 영역(84) 사이에 삽입되고, 전도
성 재료층(80) 내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86)을 형성하도록 위치, 크기 및 형태가 결정되는 개구부(68)
를 갖는 하부 재료층(64);

상기 하부 재료층 상부 및 상기 개구부 내에 형성된 전도성 재료층(80);

상기 폴리실리콘 상부 전극(80)의 상기 제2 영역(84) 상에 형성된 절연층(88)인 상부 재료층 -상기 절연
층(88)은 이를 관통하는 컨택 홀(92)을 가짐-; 및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두꺼운 영역(86)과 접속하는 전도체(95)

를 포함하고,

상기 개구부(68)는 상기 컨택 홀(92)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전도성 층과의 접속부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내부에 개구부(24)를 갖는 하부 재료층(20)을 기판의 상부에 수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재료층 상에 그리고 상기 개구부 내에 전도성 재료층(26)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도성 재료층 상에 상부 재료층(28)을 형성하고 이를 관통하도록 컨택 홀(30)을 에칭하는 단계;

상기  컨택  홀  아래의  상기  개구부  내의  상기  전도성  재료층에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컨택 홀을 통해 상기 두꺼운 영역과 접속하는 전도체(32)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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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는 공형도 C를 갖고,

상기 전도성 재료층은 상기 개구부에 인접한 상기 하부 재료층의 표면 상의 소정 지점에서 T1의 두께를 갖

고,

상기 개구부는 폭 W을 갖되, 

상기 개구부의 폭은 식 W≤ 2 x T1 x C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재료층의 에칭은 상기 전도성 재료층에 대해 선택도 S를 갖고 전체 유효 깊
이 DTE까지 연장되며, 상기 컨택 홀은 공칭 깊이(nominal depth) DCH를 갖고, 상기 전도성 재료층은 두께 

TCL을 가지며, 상기 개구부는 깊이 D를 갖되, D는 식 D ≥ (DTE-DCH)/S-TCL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도 S는 식 S=E0/EC 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E0은 상기 상부 재료층이 에칭

되는 속도이고, EC는 상기 전도성 재료층이 에칭되는 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재료층의 에칭은 선택도 S를 갖고 전체 유효 깊이 DTE까지 연장되며, 상기 컨

택 홀은 공칭 깊이 DCH를 갖고, 상기 두꺼운 영역은 두께 TTR을 갖되, TTR은 식 TTR ≥ (DTE-DCH)/S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도 S는 식 S=E0/EC 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E0은 상기 상부 재료층이 에칭

되는 속도이고, EC는 상기 전도성 재료층이 에칭되는 속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기저 전극(74) 및 유전층(76)에 의해 상기 기저 전극과 전기적으로 절연된 상부 전극
(top electrode, 80)을 갖는 커패시터(96)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도성 재료층(26)은 상
기 상부층(80)을 형성하고 상기 전도체(32, 95)는 접속부(99)를 형성하고 상기 접속부를 통해 기준 전압
이 상기 상부 전극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은 상기 컨택 홀(30)의 바로 밑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층(26)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전도체(32)는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재료층(20)과 상기 상부 재료층(28)은 절연성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0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국부화된 두꺼운 영역(34)은 상기 컨택 홀(30)의 바로 밑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2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재료층(26)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전도체(32)는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청구항 2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재료층(20)과 상기 상부 재료층(28)은 절연성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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