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21/824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17일

10-0719168

2007년05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5-0132569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12월28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5년12월28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서대영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48-1 현대임대아파트 109동 411호

홍기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1번지 현대6차아파트 606-404

김도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그마3 616호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50010229 KR1020050067485

심사관 : 배진용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비정질카본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셀영역에서의 습식식각공정시 하부의 실리콘질화막이 어택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

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의

게이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라인 상부에 실리콘산화막, 실리콘질화막 및 비정질카본층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정질카본층 상에 상기 셀영역을 덮고 상기 주변영역을 오픈시키는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비정질카본층, 실리콘질화막 및 실리콘산화막을 이방성식각하여 상기 주변회로영역의 게이트

라인의 양측벽에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주변영역에 소스/드레인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을 진행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패턴과 상기 비정질카본층을 동시에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게이트형성후

주변영역의 이온주입배리어층으로 비정질카본층을 형성하여, 셀영역에 형성된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 및 비정질카본층이

건식식각시에 동시에 제거되도록 하므로써, 추가적인 습식식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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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셀영역과 주변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의 게이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라인 상부에 실리콘산화막, 실리콘질화막 및 비정질카본층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정질카본층 상에 상기 셀영역을 덮고 상기 주변영역을 오픈시키는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비정질카본층, 실리콘질화막 및 실리콘산화막을 이방성식각하여 상기 주변회로영

역의 게이트라인의 양측벽에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주변영역에 소스/드레인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을 진행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패턴과 상기 비정질카본층을 동시에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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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광막패턴과 상기 비정질카본층을 동시에 제거하는 단계는,

다운스트림방식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등방성 건식식각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등방성건식식각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카본층은,

300Å∼5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RAM의 트랜지스터는 드레인영역의 에지에서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될 경우 핫 캐리어(hot carrier)가 증가

되어 소자의 특성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절연 물질로 된 게이트 스페이서(gate

spacer)를 형성한다.

예컨대, DRAM 제조 공정시 게이트 전극 형성 후 셀영역에는 산화막/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하고, 주

변영역에는 산화막/질화막/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하고 있다.

도 1a 및 도 1b는 종래기술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영역과 주변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11) 상에 게이트산화막(12)을 형성하고, 게이트산화

막(12) 상에 게이트전극(13) 및 게이트하드마스크(14)를 형성한 후 게이트패터닝공정을 통해 복수개의 게이트라인을 형

성한다. 이때, 게이트라인은 셀영역 및 주변영역에 각각 형성된다.

다음에, 게이트라인을 포함한 반도체 기판(11) 상에 제1실리콘산화막(15)과 실리콘질화막(16)을 차례로 증착한 후, 실리

콘질화막(16) 상에 제2실리콘산화막(17)을 다시 증착한다. 여기서, 실리콘질화막(16)은 게이트라인과 콘택플러그간 절연

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2실리콘산화막(17) 상에 감광막을 도포하고 노광 및 현상으로 패터닝하여 셀영역의 전영역을 덮고 주변영역

을 오픈시키는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18)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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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18)에 의해 드러나는 주변영역의 제1,2실리콘산화막(15, 17)과 실리콘질화막(16)을 이방

성 식각방식으로 식각하여 삼중 구조의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이때, 삼중 구조의 게이트스페이서는 제2실리콘산화

막(17a)으로 된 돔형 스페이서와 실리콘질화막(16a)과 제1실리콘산화막(15a)으로 된 L자형 스페이서이다.

계속해서, 주변영역의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19)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주입을 진행한다. 이때, 이온주입의 배리어는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18)과 제2실리콘산화막(17)이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18)을 제거한 후, 전면에 감광막을 다시 도포하고 노광 및 현상으로 패

터닝하여 셀영역을 오픈시키고 주변영역을 덮는 셀영역오픈마스크층(20)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서, 셀영역의 제2실리콘

산화막(17)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식각을 진행한다.

그러나, 종래기술은 셀영역에 남아있는 제2실리콘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식각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습식식각의 습

식케미컬에 의해 실리콘질화막과 제1실리콘산화막이 어택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실리콘질화막이 습식식각에 의

해 어택받으면 실리콘질화막이 배리어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후속 콘택식각공정시 게이트라인과 콘택플러그간에 브릿지

(Bridge)가 발생한다.

또한, 디자인룰이 점점 작아지면서 게이트라인 사이의 제2실리콘산화막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셀영역에서의 습식식각공정시 하부의 실리콘질화막

이 어택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삭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은 셀영역과 주변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의 게

이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라인 상부에 실리콘산화막, 실리콘질화막 및 비정질카본층을 차례로 형성하는 단

계; 상기 비정질카본층 상에 상기 셀영역을 덮고 상기 주변영역을 오픈시키는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패

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비정질카본층, 실리콘질화막 및 실리콘산화막을 이방성식각하여 상기 주변회로영역의 게이트라

인의 양측벽에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주변영역에 소스/드레인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을 진행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패턴과 상기 비정질카본층을 동시에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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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공정 단면도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영역과 주변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31) 상에 게이트산화막(32)을 형성하고, 게이트산화

막(32) 상에 게이트전극(33) 및 게이트하드마스크(34)를 형성한 후 게이트패터닝공정을 통해 복수개의 게이트라인을 형

성한다. 이때, 게이트라인은 셀영역 및 주변회로영역에 각각 형성된다.

다음에, 게이트라인을 포함한 반도체 기판(31) 상에 실리콘산화막(35)과 실리콘질화막(36)을 차례로 증착한 후, 실리콘질

화막(36) 상에 비정질카본층(a-Carbon layer, 37)을 증착한다.

이때, 실리콘산화막(35)은 실리콘질화막(36)을 바로 반도체기판(31) 상에 증착할 때 발생하는 반도체 기판(31)에 인가되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버퍼층이고, 실리콘질화막(36)은 게이트라인과 콘택플러그간을 절연시켜주기 위한 것이

며, 비정질카본층(37)은 종래 제2실리콘산화막과 동일한 역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산화막(35)은 50Å∼200Å, 질화막(36)은 50Å∼200Å, 비정질카본층(37)은 300Å∼500Å의 두께로 형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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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카본층(37) 상에 감광막을 도포하고 노광 및 현상으로 패터닝하여 셀영역의 전영역을 덮

고 주변영역을 오픈시키는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은 주변영역의 게

이트라인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층이다.

다음으로,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을 식각마스크로 비정질카본층(37), 실리콘질화막(36) 및 실리콘산화막(35)을 이방

성식각방식으로 식각하여 주변영역의 게이트라인의 양측벽에 삼중 게이트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이때, 삼중 게이트 스페이

서는, 주변영역의 게이트라인의 양측벽에 접하는 실리콘산화막(35a)과 실리콘질화막(36a)으로된 L자형 스페이서와 비정

질카본층(37a)으로 된 돔형 스페이서를 일컫는다.

다음으로, 주변영역 상부에 형성된 삼중 게이트스페이서와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을 이온주입마스크로 이용한 이온주

입공정을 진행하여 주변영역에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영역(39)을 형성한다.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방성 건식식각방식으로 셀영역을 덮고 있는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을 제거하는데, 이때,

비정질카본층(37)도 동시에 제거한다. 여기서, 등방성 건식식각은 다운스트림(downstream) 방식의 플라즈마, 즉 산소

(O2)계 플라즈마를 이용하며, 이때 비정질카본층(37)은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으로 이용된 감광막과 건식식각에 따른

선택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제거된다.

이와 같이,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 제거시에 셀영역에 잔류하고 있는 비정질카본층(37)도 동시에 제거하게 되므로, 셀

영역 오픈 공정시 필요한 마스크 및 습식식각 공정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비정질카본층(37)을 습식식각으로 제거하지 않

아도 되므로 셀영역에 잔류하고 있는 실리콘질화막(36)이 어택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영역에서 게이트스페이서를 이루고 있던 비정질카본층(37a)도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38)을 제거할 때 동시

에 제거되는데, 이러한 비정질카본층(37a)은 이미 이온주입배리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후속 공정에 의해 제거가 되어도 소

자의 동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추후 제거된 비정질카본층 부분에 절연층을 추가로 형성하여도 무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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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형성후 주변영역의 이온주입배리어층으로 비정질카본층을 형성하여, 셀영역에 형성된

주변영역오픈마스크층 및 비정질카본층이 건식식각시에 동시에 제거되도록 하므로써, 추가적인 습식식각을 진행하지 않

아도 되어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별도의 습식식각공정이 생략되므로 게이트라인/콘택간 절연층으로 형성된 실리콘질화막이 어택받지 않아

게이트라인과 콘택플러그간 브릿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기술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공정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반도체기판 32 : 게이트산화막

33 : 게이트전극 34 : 게이트하드마스크

35 : 실리콘산화막 36 : 실리콘질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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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비정질카본층 38 : 주변영역오픈마스크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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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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