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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높은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제1 막 및 제2막을 침적하고, 단차가 낮은 영역의 제2막을 
전자빔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킨 후, 습식식각을 진행함으로써 단차가 있는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층간절연막을 평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개시한다.  전자빔에 의해 경화가 진행된 제2막, 예컨대 
HSQ를 재질로 하는 SOG막은, 습식식각 과정에서 경화가 진행되지 않은 막질에 비하여 현저하게 식각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층간절연막에 대한 용이한 평탄화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반도체 기판, 102: 셀영역,

104: 주변영역, 106: 제1막,

108: 제2막, 108': 경화된 제2막,

110: 차광막 패턴, 112: 전자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평
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의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면서 금속 배선 공정
에서는 다층 배선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다층 배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하부층 배선과 상부층 배
선을 절연시키기 위한 층간절연막(IMD: Inter Metal Dielectric, 이하 'IMD'라 칭함)의 역할은 대단히 중
요하다.  왜냐하면 층간절연막을 형성하고 후속 공정으로 진행되는 상부층 금속배선을 위한 
사진공정에서, 층간절연막의 평탄도는 사진공정에 사용되는 스텝퍼(stepper)의 초점심도(DOF:  Depth  Of 
Focus)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공정마진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절연층 간의 층간절연막(ILD: Inter Layer Dielectric)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층간절연막(IMD)의 평탄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은, 디램 (DRAM) 및 디램을 
포함하는 로직소자(Merged DRAM Logic Device, 이하 'MDL'이라 칭함)의 금속배선 형성공정이다.  그 이유
는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가 급진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턴스로 이루어진 메모리 셀을 
한정된 좁은 면적 내에서 3차원적으로 복잡하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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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영역(Cell  area)은,  커패시턴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커패시터의  하부전극인  스토리지  노드(Storage 
node)의 단면적을 3차원적인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단면적을 최대한 증가시킨다.  그러나 3차원적인 형
상을  갖는  스토리지  노드(Storage  node)는  주변영역(Peripheral  area)과  비교할  때  높은  단차를 
갖게되어,  후속공정에서 형성하는 층간절연막(IMD)의 평탄화는 주요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층간절연막(IMD)의 평탄화 방법은, ① 붕소와 인이 도핑(doping)된 실리케이트 글라
스(BPSG: Boron Phosphor Silicate Glass)를 도포(deposition)한 후, 리플로우(reflow)하는 방법, ② 스
핀 온 글라스(SOG: Spin On Glass)를 침적한 후, 에치백(etchback)하는 방법, ③ 층간절연막을 침적한 후 
화학기계적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SOG를  침적하고  에치백으로  층간절연막을  평탄화시키는  방법이  미합중국  특허  제 5631197호
(Title: Sacrificial etchback layer for improved spin-on-glass planarization, Date: 1997, May.20)로 
출원된 바 있다.

상술한 선행기술은 단차가 있는 반도체 기판에 SOG와 희생막(Sacrificial  Layer)으로 이루어진 층간절연
막을 적층하고 에치백을 진행하여 평탄화를 달성하는 방법인데, 완전한 평탄화(global planarization)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SOG막을 침적하고 단차가 낮은 영
역의 SOG막을 전자빔을 이용하여 경화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습식식각으로도 쉽게 글로벌 평탄화(global 
planarization)를 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
치는,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높은 단차를 갖는 셀영역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 낮은 
단차를 갖는 주변 영역과, 상기 셀영역과 주변영역 위에 절연막으로 구성된 제1막과, 상기 제1막 위에 한 
개의 막질로 형성되고, 주변영역 위에서만 경화되어 셀영역 위에 있는 막질과 식각율이 다른 특성을 갖는 
SOG로 구성된 제2막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막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에 형성된 단차보다 두꺼운 두께를 
갖는 것이 적합하고, 제1막 위에 주변영역에서만 경화된 제2막은 전자빔(E-beam)에 의해 경화된 것이 적
합하다.

상기 SOG는 수소 실세스퀴옥산(HydroSilsesQuioxane, 이하 'HSQ'라 칭함)을 재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막은 베이킹(baking)이 완료된 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2막은 1000∼10000Å의 두께인 것이 적합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은, 먼저 
단차가 있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을 갖는 반도체 기판에 제1 및 제2막을 절연막과 SOG막을 이용하여 형성한
다.  이어서, 셀영역 위, 제2막 위에만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전자빔을 조사하여 주변영역 위의 
제2막을 경화시키다. 마지막으로, 포토레지스트 패턴를 제거하고 경화된 제2막의 식각율이 떨어지는 특성
을 이용하여 셀영역과 주변영역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습식식각을 진행하여 에치백 함으로써 평탄화를 
달성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제1막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SiOF, 질화막 
및 무기 SOG(Spin On Glass)로 이루어진 절연막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이용해서 형성하는 것이 적
합하다.  여기서, 상기 질화막은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ECVD) 또는 저압 화학기상증착(LPCVD) 방식으로 
형성된  막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상기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및 SiOF막은 화학기상증착
(CVD) 방식에 의해 형성된 막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제1막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의 단차보다 두꺼운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제2막의 SOG
는 HSQ를 재질로 하는 무기 SOG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제2막은 1000∼10000Å의 두께로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막을 형성한 후에 350∼500℃의 온도범위에서 베이킹(baking)을 더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
다.  또한,  상기  주변영역  위에  있는  제2막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셀영역  위에  있는  제2막에만  차광막 
패턴, 예컨대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남도록 사진공정을 진행한 후, 에너지가 1 KeV 이상의 전력조건이 설
정된 전자빔 조사 장비에서, 전자빔을 2000 μC(micro coulomb)/㎠ 이상의 도즈(dose)로 조사하여 경화를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반도체 기판의 온도는 25∼500℃의 범위에서 전자빔을 이용한 큐어링을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하는 층간절연막에 습식식각과 같은 용이한 방법
을 사용하여 평탄화를 달성함으로써, 후속공정에서 공정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당 명세서에서 말하는 에치백(etchback)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습식식각(wet etch)과 같은 
특정 식각방법 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및 필수의 특징사항을 이탈하지 않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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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에치백을 하는 방법이 습식
식각이지만, 건식식각(dry etch)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제2막으로 무기 SOG의 일종인 HSQ를 사용하
였으나 이는 유기 SOG로 치환이 가능하다.  제2막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차광막 패턴
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에 차광막을 구성하여 제2막을 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커패시터 
구조를 COB(Capacitor Over Bit line) 구조로 도시하여 단차가 있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을 표시하였지만, 
이는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된 셀영역을 특정 구조로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발명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예시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재한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하
는 의미가 아니다.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
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종래기술에서 셀영여과 주변영역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서, SOG를 침적하고 에치백을 하는 경우에는 셀영역과 주변영역 위에 층간절연막(IMD)의 식각율(etching 
rate)을 다르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따라서, 에치백 과정에서, 3차원적으로 높게 구성된 높은 
단차영역인 셀영역에 침해(damage)를 유발시켜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층간절연막을 SOG의  일종인  HSQ(HydroSilsesQuioxane)를  재질로 형성한 후, 전자빔(E-
beam)을 이용한 큐어링을 낮은 단차로 구성된 주변영역에만 진행함으로써 에치백되는 층간절연막에서 셀
영역과 주변영역에서 각각 다른 식각율을 갖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는, 반도체 
기판(100)에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높은 단차를 갖는 셀영역(102)과, 상기 반도체 기판(100) 
위에  셀영역과 다른  영역에  형성된  낮은  단차를  갖는  주변영역(104)과,  상기  셀영역(102)과 주변영역
(104) 위에 형성되는 제1막(106), 예컨대 절연막과, 제1막(106) 위에 구성된 하나의 막질로서 주변영역
(104) 위에서만 전자빔(E-beam)에 의해 경화되어 셀영역(102) 위에 있는 막(108)질과는 식각율이 다른 특
성을 나타내는 제2막(108')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판(100) 위에 구성된 상기 셀영
역(102)과 주변영역(104)은 주로 집적도 향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디램(DRAM)이나, 디램을 포함하는 로직
소자(MDL)에서  1㎛  정도의  높은  단차를  발생시켜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상기  제1  막(106)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SiOF, 질화막 및 무기 SOG(Spin On Glass)로 이루어진 절연막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이용하여 구성한 막으로써, 두께가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에 형성된 단차보다 더 두껍게 구
성한다.  상기 제2 막(108)은 SOG막, 예컨대 HSQ막으로써 베이킹(baking)이 이미 수행된 막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베이킹이 완료된 제2 막(108), 예컨대 1000∼10000Å의 두께 범위를 갖는 HSQ막에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같은 차광막 패턴을 셀영역(102) 위에만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전자빔이 조사하면, 주변영역에 있
는 제2막(108')인 SOG막, 즉 HSQ막은 전자빔 조사에 의한 막질의 경화가 발생하여 식각율이 현저하게 떨
어진다.  일예로, BOE(Buffered  Oxide Etchant)와 같은 식각액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절연막으로 사
용되는 P-TEOS(Tetra Ethyl Otho Silicate)는 전자빔을 조사(Irradiation)하기 전후의 식각율이 744 Å
/min에서 532 Å/min으로 변화하고,  O3-TEOS의 경우에는 1518Å/min에서 821 Å/min으로 변화한다.  그러

나, SOG막, 예컨대 HSQ막인 경우에는 식각율이 10000Å/min 이상에서 241 Å/min으로 현격하게 줄어드는 
특성을 지닌다.  상술한 제2 막(108')이 갖는 현저한 식각율의 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제1막(106)과 제2막
(108)의 두께를 적절히 조절하여 에치백을 진행하면, 습식식각(wet etch)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급
격한 단차가 있는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 위에 구성된 층간절연막(IMD)에 대해 평탄화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하,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도 1은 단차가 있는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100) 위에 제1 및 제2막(106, 
108)을 형성하였을 때의 단면도이다.  상세히 설명하면, 반도체 기판(100)의 셀영역(102)  및 주변영역
(104)에 소자분리 공정을 진행하고 트랜지스터, 비트라인 및 커패시터와 같은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이
때, 셀영역(102)은 집적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커패시터가 3차원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또는 금속배선(metal line)만 형성되는 주변영역(104)과는 10000 Å 이상의 높은 단차가 발생
한다.   이때,  단차를  평탄화하기 위한  층간절연막으로 제1막(106)을  적층한다.   이러한  제1막(106)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SiOF, 질화막 및 무기 SOG(Spin On Glass)로 이루어진 절연막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이용하여  형성한다.   여기서,  제1막(106)으로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및 SiOF를 사용
할 경우에는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을 이용해 형성하고,  질화막(SiON)을 
사용할  경우에는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lasma  Enhanced  CVD)  또는  저압  화학기상증착(Low  Pressure 
CVD) 방식을 이용해 형성한다.  상기 제1막(106)은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에 형성된 단차의 높이보
다 두꺼운 10000Å 이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어서, 제1막(106)이 형성된 결과물에 제2막
(108), 예컨대 무기 SOG계통의 막질인 HSQ막을 1000∼10000Å의 범위에서 형성한다.  통상, SOG막은 유기 
SOG막과 무기 SOG막으로 구분되는데, HSQ를 사용한 무기 SOG막은, 600℃ 이상에서 크랙(crack)을 발생하
는 유기 SOG막에 비하여 더 양호한 크랙 저항력을 지닌다.  그러나, 유기 SOG막을 사용하더라도 본 발명
에서 추구하는 습식식각에 의한 글로벌 평탄화(Global Planarization)은 달성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제2막(108)이 형성된 결과물에 베이킹(baking)을 350∼500℃의 온도범위에서 일정시간 동안 진행하여 자
체 유동(self-flowable) 특성이 있는 제2막, 예컨대 HSQ막을 고형화시킨다.

도 2는 제2막에 대한 베이킹이 완료된 반도체 기판 위에 셀영역 위에만 차광막 패턴을 형성하였을 때의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영역(104) 위에 있는 제2막(108)만을 경화시켜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빔(E-beam, 112)을 이용한다.  또한, 전자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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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차광막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다.  먼저, 제2막(108)의 전면에 포토레지스트
를 도포(coating)하고 노광 및 현상공정을 진행하여 주변영역(104) 위에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여, 
셀영역(102)  위에 있는 제2막(108)  위에만 포토레지스트로 이루어진 차광막 패턴(110)이 남도록 한다.  
이어서, 차광막 패턴(110)이 형성된 결과물에 전자빔(112)을 조사하여 큐어링(curing)을 진행한다.  상기 
전자빔(E-beam, 112)을 통한 큐어링(curing) 조건은, 반도체 기판(100)을 25∼500℃의 온도범위로 두고, 
전자빔 조사(Irradiation) 장비의 전력조건(power condition)을 1 KeV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자빔(112)을 
2000 μC(micro coulomb)/㎠ 이상의 도즈(dose)로 반도체 기판(100)에 조사(Irradiation) 한다.

도 3은 전자빔(E-beam) 조사가 완료된 결과물에서 차광막 패턴을 제거하였을 때의 단면도이다.  전자빔을 
선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차광막 패턴, 예컨대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
(100)의 표면에는 제2막(108)이 남게 된다.  상술한 전자빔을 이용한 큐어링을 통하여 경화가 완료된 제2
막(108 및 108')은 식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영역(104) 위에서는 경화가 이미 진행되어 식각이 늦어
지게 되고 셀영역(102)위에서는 빠른 속도로 식각이 진행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도 4는 동일막질에서 서로 다른 식각율을 보이는 제2막(108, 108')이 구성된 결과물에 습식식각을 진행하
여 평탄화 된 층간절연막(IMD)을 형성하였을 때의 단면도이다.  상세히 설명하면, 차광막으로서의 포토레
지스트 패턴이 제거된 결과물에 BOE 등을 식각액으로 이용한 습식식각을 진행한다.  상기 습식식각의 방
법은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에서의 절연막에 단차가 없어질 때까지 식각을 진행한다.  상기 습식식
각에서 셀영역(102)과 주변영역(104) 위에 제2막(108)이 높은 단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높이로 
식각이 되는 것은, 전자빔(E-beam)의 조사에 의해 경화된 주변영역(104) 위에 있는 제2막(108')이  BOE용
액에 대해 241 Å/min의 낮은 식각율을 보이면서 서서히 식각되는데 반해, 셀영역 위에 있는 제2막(108), 
예컨대 전자빔 조사에 의한 경화가 진행되지 않은 막질은 10000 Å/min 이상의 높은 식각율을 보이면서 
급속히 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서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단차의 두께 정도에 따라 제2 막(108)의 
두께와 전자빔의 조사(Irradiation) 조건을 적절히 조정하면 습식식각과 같은 용이한 방법으로도 에치백
(etchback)이 가능하며 높은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평탄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단차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하는 층간절연막으로 HSQ등을 재
질로 하는 SOG막을 형성하고 전자빔을 통한 경화를 수행하여 SOG막의 식각율을 조정함으로써, 습식식각과 
같은 용이한 방법으로도 평탄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며,  후속공정에서도 공정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높은 단차 영역을 갖는 셀영역;

상기 반도체 기판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 낮은 단차 영역을 갖는 주변 영역;

상기 셀영역과 주변영역 위에 형성된 제1막;

상기 제1막 위에 한 개의 막질로 형성되고, 주변영역 위에서만 경화되어 셀영역 위에 있는 막질과 식각율
이 다른 특성을 갖는 제2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막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SiOF, 질화막 및 무기 SOG(Spin On Glass)로 이루어진 절
연막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막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에서 형성된 단차보다 두꺼운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막 위에 주변 영역에서만 경화된 제2막은 전자 빔(E-beam)에 의해 경화된 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은 SOG를 재질로 하는 절연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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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SOG는 

HSQ(HydroSilsesQuioxane)를 재질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
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은 베이킹(Baking)이 이미 수행된 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은 1000∼10000Å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응용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단차가 있는 셀영역과 주변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에 제1 및 제2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주변영역 위에 있는 제2막을 경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경화가 진행된 반도체 기판을 에치백(etchback)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SiOF, 질화막 및 무기 SOG(Spin On Glass)로 
이루어진 절연막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이용해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
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은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ECVD) 방식 또는 저압 화학기상증착(LPCVD) 방식에 의한 막을 이
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USG(Undoped  Silicate  Glass),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  PSG(Phosphor  Silicate 
Glass), BSG(Boron Silicate Glass) 및 SiOF막은 화학기상증착(CVD) 방식에 의한 막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의 단차보다 두꺼운 두께를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은 SOG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SOG는 HSQ(HydroSilsesQuioxane)를 재질로 하는 무기 SOG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은 두께를 1000∼10000Å의 범위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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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을 형성한 후에 베이킹(baking) 공정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킹 공정은 챔버의 온도를 350∼500℃의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영역 위에 있는 제2막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상기 제2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막이 도포된 반도체 기판에 노광 및 현상공정을 진행하여 주변영역 위에 포토레지스트
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주변영역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결과물에 전자빔(E-Beam)을 이용하여 큐어링(Curing)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빔을 이용하여 큐어링(Curing)하는 방법은 2000 μC(micro coulomb)/㎠ 이상의 도즈(dose)량으
로 전자를 조사하고, 에너지를 1KeV 이상의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빔을 이용하여 큐어링(Curing)하는 방법은 웨이퍼의 온도를 25∼500℃의 온도범위에 두고 큐어
링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경화가 진행된 반도체 기판에 에치백을 진행하는 방법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까지 제1 및 제2막을 식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막을 에치백하는 방법은 습식식각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탄화를 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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