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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개시된 본 발명은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
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캐패시터를 3차원적 구조로 형성하여 종래의 평면적 캐패시터에 비하여 전극 표면적 증가에 따른 캐패
시터 용량의 증대 효과와, 하부전극을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턴 내면에 대칭적인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종횡비 감소에 따른
캐패시터의 상하부 전극 및 강유전막의 박막화 한계와 식각공정의 공정마진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원통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 내지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
정별 단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9 내지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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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반도체 기판 102; 소자분리막

104; 게이트 절연막 106; 게이트 전극

108; 하드마스크 110; 게이트 스페이서

112a; 소오스 112b; 드레인

114; 트랜지스터 115a,115b; 콘택패드

116; 제1층간절연막 118; 제1콘택홀

119; 다이렉트 콘택 120; 비트라인

122; 제2층간절연막 124; 제2콘택홀

126; 매립 콘택 128; 산화막

130; 음각패턴 132,132a; 하부전극 금속막

132b; 하부전극 134; 강유전체 물질막

134a; 강유전막 136; 상부전극 금속막

136a; 상부전극 138; 캐패시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강유전체(Ferroelectric Material)는 임의의 온도 영역에서 외부 전기장(Applied Electric Field)이 없
어도 자발적인 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강유전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분극된 상태에서 역방
향의 전기장이 인가되면 분극이 역방향으로 반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강유전체는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에 따
라 일정한 이력 현상(Hysteresis)을 보이게 된다. 이력 현상을 갖는 강유전체를 유전막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기입(Write)
하고 판독(Read)하는 메모리 소자를 강유전체 메모리 (F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소자라 하는데,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비휘발성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는 참조
문헌 "Integration of Ferroelectric Capacitor Technology with CMOS (Moazzami et al.), 1994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Digest of Technical Papers (Tatsumi Sumi et al.), pp 55-56"과 "1994 IEE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p.268" 등에 이미 개시된 바 있다.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캐패시터는 이리듐이나 백금과 같은 귀금속류 및 그 산화물을 상하전극으로 이용하는
데, 주로 평평한 하부전극 위에 졸-겔 방식, 스퍼터링, 또는 CVD 방식 등으로 형성된 강유전체 박막이 형성된 평면적 구조
를 가진다. 여타의 다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와 같이 고집적화 경향에 따라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셀 면적이 작아지고, 캐
패시터 할당 면적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축소된 면적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캐패시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
여 캐패시터를 평면구조가 아닌 원통형이나 실린더형과 같은 입체적 구조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원통형 캐패시터 구조에 대해서는 RAM RESEARCH사의 미합중국특허 제6,268,260호에 개시된 바 있으며, 실린더형 캐
패시터 구조에 관해서는 IBM사의 미합중국특허 제6,238,963호에 개신된 바 있다. 이러한 입체적 구조를 가진 캐패시터는
기존의 평면구조를 가진 캐패시터가 안고 있는 캐패시터 할당면적 한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유전막의 박막화 및 상하전
극 물질의 박막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원통형 캐패시터를 가지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는 소자분리막(2) 사이의 기판(1)상에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트랜지스터(3)가 형성되어 있고, 트랜지스터(3)의 소오스(5a)와 전기적으로 도통되는 비트라인(13)이 제1층간절연막(9)
상에 형성되어 있고, 트랜지스터(3)의 드레인(5b)과 전기적으로 도통되는 원통형 캐패시터(25)가 제2층간절연막(15)상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등록특허 10-0487558

- 2 -



캐패시터(25)는 귀금속류의 하부전극(19)과 상부전극(23) 사이에 강유전막(21)이 삽입 개재되어 있는 구조를 이룬다. 그
리고, 비트라인(13)은 다이렉트 콘택(11;Direct Contact)을 통해 소오스(5a)와 전기적으로 도통하며, 캐패시터(25)의 하
부전극(19)은 매몰 콘택(17;Buried Contact)을 통해 드레인(5b)과 전기적으로 도통한다. 한편, 다이렉트 콘택(11;Direct
Contact)은 제1콘택패드(7a)를 통해 소오스(5a)와 전기적으로 도통하며, 매몰 콘택(17)은 제2콘택패드(7b)을 통해 드레
인(5b)과 전기적으로 도통한다.

여기서, 캐패시터(25)를 제조하기 위해선 귀금속류 물질의 증착과 패터닝으로 하부전극(19)을 형성하는 단계와, 하부전극
(19)과 제2층간절연막(15)상에 강유전체의 증착으로 강유전막(21)을 형성하는 단계를 순차로 진행한다. 그러면, 강유전막
(21) 형성시 강유전체의 식각을 피할 수 있어 식각에 따른 강유전특성의 열화가 방지되고 하부전극(19) 면적 증대로 캐패
시터 용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가지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다른 구현예는 캐패시터(25')를 제3층간절연막(18')상에 실린
더 구조로 형성한 것이다. 그외는 도 1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캐패시터(25')를
실린더형으로 형성하게 되면 전극 표면적이 더욱 확대되므로 그만큼 캐패시터 용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패시터(25)의 하부전극(19)을 형성하기 위해선 귀금속류 물질을 두텁게 증착하는 과정과 두텁
게 증착된 귀금속류 물질을 하부전극으로 패터닝하기 위한 식각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금속류 물질을 두텁게 증착함
에 따라 공정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두텁게 증착된 귀금속류 물질을 패터닝하기가 공정상 용이하지 않
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더불어, 상부전극이 하부전극에 대하여 오정렬되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린더형 캐패시터(25')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하부전극(19')을 형성하기 전에 제3층
간절연막(18')을 일부 제거하여 먼저 홀(20')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때, 홀(20')의 종횡비(aspect ratio)가 크면 하부전극
(19') 물질의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 특성에 따라 실리더형의 캐패시터(25')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좁은 홀(20')내에 실린더형 캐패시터(25')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부전극(19')과 강유전막(21')과 상부전극(23')
의 박막화가 요구되는 공정상의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
턴내에 캐패시터 하부전극 형상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칭적인 반실린더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전극 표면적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박막화 한계와 식각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는, 매립 콘택이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 상기 층간절연막상에 형성되어 있는 산화막;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을 상기 산화막으로
부터 개방시키는 음각패턴;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각각과 접촉하며,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전극은, 상기 매립 콘택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과, 상기 수평전극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음각패턴 측벽
에 형성되어 있는 수직전극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와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산
화막을 일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
각패턴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적
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하도록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잔류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
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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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
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
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의 다른 구현예는,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모두와 접촉하는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전극 금속막이 형성된 음각패턴 내면과 상기 산화막 상면에 강유전체 물질막과 상부전극 금속막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전극 금속막과 강유전체 물질막과 하부전극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
하는 하부전극과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와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산
화막을 일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음
각패턴 내면에만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의 다른 구현예는, 반도체 기판
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및 상면 각각과 접
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순
차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매립 콘택 상면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이 개방되도록 상기 산화막 일
부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매립 콘택 측면 일부가 개방되도록 상기 개방된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측면 일부 및 상면 각각에 접촉하도록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잔류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
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
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
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
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의 다른 구현예는,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측면 및 상면 모두와 접촉하는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이 형성된 2단 음각패턴 내면과 상기 산화막 상면에 강유전체 물질막과 상
부전극 금속막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전극 금속막과 강유전체 물질막과 하부전극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상
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하는 하부전극과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이 개방되도록 상기 산
화막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매립 콘택 측면 일부가 개방되도록 상기 개방된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를 제거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
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만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의 다른 구현예는,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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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캐패시터를 3차원적 구조로 형성하여 종래의 평면적 캐패시터에 비하여 전극 표면적 증가에 따른 캐패
시터 용량이 증대되고, 하부전극을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턴 내면에 대칭적인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종횡비 감소에 따른 캐
패시터의 상하부전극 및 강유전막의 박막화 한계와 식각공정의 공정마진이 확보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
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
는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면에 있어서, 막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된 것이다. 또한, 막이 다른 막 또는
기판"상"에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 그것은 다른 막 또는 기판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3의 막이 개재
될 수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도면 부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4 내지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정별 단면도이
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19 내지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실시예1)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
(114)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과, 기판(100)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116b;이하, 제1층간절연막)과, 기판(100)과 전기
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120)과, 매립 콘택(126;buried contact)이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122a;이하 제2층간절연
막)과, 제2층간절연막(122a)상에 형성되어 있는 산화막(128a)과,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을 산화막(128a)으로
부터 개방시키는 음각패턴(130)과,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 각각과 접촉하며 음각패턴(130) 내에 대칭
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132b)과,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132b) 상면 각각에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강유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반도체 기판(100)은 소자분리막(102)에 의해 활성영역(active area)이 규정되며 활성영역상에는 트랜지스터(114)가 위치
한다. 트랜지스터(114)는 게이트 절연막(104)과 게이트 전극(106)과 하드마스크(108)가 순차로 적층된 구조로서 그 양측
면에는 게이트 스페이서(110)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트랜지스터(114)는 기판(100)에 대한 소정의 이온주입을 통해 형성
된 소오스(112a)와 드레인(112b)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트랜지스터(114)는 필요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와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비트라인(120)은 제1층간절연막(116b)을 관통하여 형성된 다이렉트 콘택(119;direct contact)을 통해 기판(100), 구체적
으로는 소오스(112a)와 전기적으로 도통한다. 한편, 다이렉트 콘택(119)은 소오스(112a)상에 형성된 콘택패드(115a)를
통해 소오스(112a)와 전기적으로 도통할 수 있다.

매몰 콘택(126;buried contact)은 하부전극(132b)과 기판(100), 구체적으로 드레인(112b)을 전기적으로 도통시키는 수
단으로서 제1층간절연막(116b)과 제2층간절연막(122a)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매몰 콘택(126)은 드레인(112b)상에
형성된 콘택패드(115b)를 통해 드레인(112b)과 전기적으로 도통할 수 있다.

하부전극(132b)과 강유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은 순차로 적층되어 캐패시터(138)를 이룬다. 하부전극(132b)과 상
부전극(136a)은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유전막(134a)은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하부전극(132b)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하부전극(132b)의 구체적인 형태
는 다음과 같이 매립 콘택(126)의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132b1)과, 수평전극분(132b1)으로부터 연장되어 음각패

턴(130) 측벽을 이루는 산화막(128a)에 형성된 수직전극분(132b2)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부전극(132b)은 마치 다리

없는 의자모양과 같은 'L'자 형태를 이루며, 음각패턴(130)내에서 대칭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룬다.

그리고, 각각의 하부전극(132b) 상에는 강유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이 순차 적층되어 있어 음각패턴(130) 내에는
적어도 2개의 캐패시터(1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음각패턴(130) 내에 적어도 2
개의 반실린더형 캐패시터(1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캐패시터(138)는 반실린더형을 이루므로 평면적 형태에 비하여 전극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캐패서터의 용량
은 전극표면적에 비례하므로 결과적으로 캐패시터의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캐패시터(138)를 이루는 하부전극(132b)과 강유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을
산화막(128a)으로부터 개방시키는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턴(130) 내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종횡비의 큰
음각패턴 내에서의 증착 및 패터닝시의 공정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 4 내지 도 13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등록특허 10-0487558

- 5 -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
저 실리콘(Si)과 같은 반도체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 기판(100)을 준비한 다음, 트렌치 형성법 등으로 소자분리막(102)을
형성하여 활성영역(Active Region)을 정의한다.

그런다음, 소자분리막(102)에 의해 정의된 기판(100)의 활성영역상에 워드라인(Word Line)으로서 트랜지스터(114)를 형
성한다. 트랜지스터(114)는 게이트 절연막(104)과 게이트 전극(106)과 하드마스크(108)와 게이트 스페이서(110)와 소오
스(112a)와 드레인(112b)을 형성하여 정의한다. 트랜지스터(114)는 상기한 구성요소 이외에 LDD (Lightly Doped
Drain)나 2중 게이트 스페이서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를 더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하드마스크(108)를 형성하지 않는 등
본 실시예의 트랜지스터(114)와는 상이한 구조로 구현할 수 있다. 한편, 트랜지스터(114) 사이의 기판(100)상에 콘택 패
드(115a)(115b)를 더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트랜지스터(114)가 형성된 기판(100)상에 층간절연막(116;이하,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제1층간절연막
(116)은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과 같은 절연성 물질을 트랜지스터(114)가 완전히
피복되도록 하는 두께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오스(112a) 위에 형성된 콘택패드(115a)가 노출되도록 이방성 식각 등으로 제1층
간절연막(116)을 일부 제거한다. 그리하여, 일부 식각된 제1층간절연막(116a)을 관통하는 제1콘택홀(118)을 형성하고,
제1콘택홀(118)을 전도체로 매립하여 다이렉트 콘택(119;direct contact)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전도체의 증착과 패터닝 등으로 다이렉트 콘택(119)과 접촉하며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데이터 라인 기능을
하는 비트라인(120)을 제1층간절연막(116a) 상에 형성한다.

계속하여, 비트라인(120)이 형성되어 있는 제1층간절연막(116a) 상에 또 다른 층간절연막(122;이하,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제2층간절연막(122)의 형성도 제1층간절연막(116) 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 등을 비트라인(120)이 완전히 피복되도록 하는 두께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이어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건식과 같은 이방성 식각을 이용하여 드레인(112b)상에 형성된 콘택패드
(115b)가 노출되도록 제2층간절연막(122)과 제1층간절연막(116a)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결과, 선택적으로 그 일부
가 제거된 제2층간절연막(122a)과 제1층간절연막(116b)을 관통하는 제2콘택홀(124)이 형성된다. 그런다음, 폴리실리콘
이나 텅스텐과 같은 금속 등의 전도성 물질로써 제2콘택홀(124)을 매립하여 드레인(112b)상에 형성된 콘택패드(115b)를
통해 기판(100), 구체적으로 드레인(112b)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126;buried contact)을 형성한다.

그다음,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립 콘택(126)이 형성된 제2층간절연막(122a)상에 산화막(128)을 형성한다. 예를들
어,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으로 이산화실리콘과 같은 산화물을 증착시켜 산화막(128)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층간절연막(122a) 상면 일부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이 노출되도록
산화막(128)을 일부 식각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130)을 형성한다. 이
때 음각패턴(130)은 개방된 층간절연막(122a) 상면과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으로 바닥면을 이루고, 일부 식각
된 산화막(128a)으로 측벽을 이루는 종횡비(apect ratio)가 작은 음각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런다음,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캐패시터(도 13의 138, 또는 도 17의 138
참조)를 음각패턴(130) 내에 형성하는데, 이에는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과 도 14
내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분리 공정 또는 후분리 공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부전극 금속막을 두개의 하부전극으로 분리하는 공정을 강유전막과
상부전극 형성을 위한 증착 및 패터닝 공정 이전에 하느냐 아니면 그후에 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으로 명명된 것이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을 도 9 내지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산화막(128a) 상면과 음각패턴(130)
내면에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여 하부전극 금속막(132)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막(128a)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132)을 화학기계적 연마(CMP)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리하여, 음각패턴(130)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132a)이 잔류하도록 한다. 이때의 하
부전극 금속막(132a)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 모두와 접촉되어 있게 된다.

이어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전극 금속막(132a)의 중앙부를 식각 공정으로 제거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126)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132b)을 형성한다. 즉,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모두와 접촉되어 있
던 하부전극 금속막(132a)을 각각 1개의 매립 콘택(126)과 접촉하는 하부전극(132b) 2개로 분리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형성되는 하부전극(132b)은 매립 콘택(126)의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132b1)과, 수평전극분(132b1)으로부터

연장되어 음각패턴(130) 측벽을 이루는 산화막(128a)에 형성된 수직전극분(132b2)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부전극

(132b)은 마치 다리없는 의자모양과 같은 'L'자 형태로 형성된다. 이를 평면적으로 도시한 도 12를 참조하면, 매립 콘택
(126)과 접촉하는 하부전극(132b)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대칭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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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분리된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132b) 상면 각각에 증착과 패터닝 공정을 통해 강유
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을 순차로 형성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음각패턴(130) 내에 적어도 2개의 반실린더형
캐패시터(1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한다. 강유전막(134a)으로는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를 증착하여 형성하고, 상부전극(136a)은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
여 형성한다.

이때의 캐패시터(138) 형성을 위한 증착과 패터닝 공정은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종횡비가 큰 음각패턴 내에서의 증착과 패터닝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캐패시터 형성공정을 진행할 수 있
게 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을 도 14 내지 1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산화막(128a) 상면과 음각패턴(130)
내면에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여 하부전극 금속막(132)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막(128a)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132)을 화학기계적 연마(CMP)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리하여, 음각패턴(130)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132a)이 잔류하도록 한다. 이때의 하
부전극 금속막(132a)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 모두와 접촉되어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전극 금속막(132a)이 형성된 음각패턴(130) 내면과 산화막(128a) 상면에 강유
전체 물질막(134)과 상부전극 금속막(136)을 순차로 형성한다. 강유전체 물질막(134)은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를 증착하여 형성하고, 상부전극 금속막(136)은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
류 물질을 증착하여 형성한다. 이때의 증착 공정은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종횡비가 큰 음각
패턴 내에서의 증착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전극 금속막(136)과 강유전체 물질막(134)과 하부전극 금속막(134)을 패터닝한
다. 그리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126) 상면 각각과 접촉하는 하부전극(132b)을 적어도 2개로 후분리하여 형성하고,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132b)상에 순차적으로 적층된 강유전막(134a)과 상부전극(136a)으로 이루어지는 적어도 2개의
캐패시터(138)를 음각패턴(130) 내에 형성한다. 그결과, 전체적으로는 음각패턴(130) 내에 적어도 2개의 반실린더형 캐
패시터(1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된다. 후분리된 하부전극(132b)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대칭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루는데, 이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다.

한편, 이때의 패터닝 공정은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음각패턴(130)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횡비가 큰 음각패
턴 내에서의 패터닝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패터닝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2)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는,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
(214)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과, 기판(200)상에 형성된 층간절연막(216b;이하, 제1층간절연막)과, 기판(200)과 전기
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220)과, 매립 콘택(226;buried contact)이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222a;이하 제2층간절연
막)과, 제2층간절연막(222a)상에 형성되어 있는 산화막(228a)과,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산
화막(228a)으로부터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230a)과,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와 상면 각각과
접촉하며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232b)과,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232b) 상면 각각에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강유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반도체 기판(200)은 소자분리막(202)에 의해 활성영역(active area)이 규정되며 활성영역상에는 트랜지스터(214)가 위치
한다. 트랜지스터(214)는 게이트 절연막(204)과 게이트 전극(206)과 하드마스크(208)가 순차로 적층된 구조로서 그 양측
면에는 게이트 스페이서(210)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트랜지스터(214)는 기판(200)에 대한 소정의 이온주입을 통해 형성
된 소오스(212a)와 드레인(212b)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편, 트랜지스터(214)는 필요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와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비트라인(220)은 제1층간절연막(216b)을 관통하여 형성된 다이렉트 콘택(219;direct contact)을 통해 기판(200), 구체적
으로는 소오스(212a)와 전기적으로 도통한다. 한편, 다이렉트 콘택(219)은 소오스(212a)상에 형성된 콘택패드(215a)를
통해 소오스(212a)와 전기적으로 도통할 수 있다.

매립 콘택(226;buried contact)은 하부전극(232b)과 기판(200), 구체적으로 드레인(212b)을 전기적으로 도통시키는 수
단으로서 제1층간절연막(216b)과 제2층간절연막(222a)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매립 콘택(226)은 드레인(212b) 상
에 형성된 콘택패드(215b)를 통해 드레인(212b)과 전기적으로 도통할 수 있다. 그리고, 매립 콘택(226) 사이의 제2층간절
연막(222b)은 매립 콘택(226)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제2층간절연막(222a) 보다 표면이 낮다.

하부전극(232b)과 강유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은 순차로 적층되어 캐패시터(238)를 이룬다. 하부전극(232b)과 상
부전극(236a)은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유전막(234a)은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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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부전극(232b)은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하부전극(232b)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매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와 접촉하는 제1수직전극분(232b1)과, 제1수직전극분(232b1)으로부터

연장되어 매립 콘택(226)의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232b2)과, 수평전극분(232b2)으로부터 연장되어 2단 음각패턴

(230a)의 측벽에 형성되어 있는 제2수직전극분(232b3)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즉, 하부전극(232b)은 직각으로 꺽이

는 절곡부가 적어도 2곳이 있는 2중 굴절형을 이루며,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대칭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
상을 이룬다. 또한, 2중 굴절형의 하부전극(232b)은 2단 음각패턴(230a) 측벽에 형성된 제2수직전극분(232b2) 이외에 매

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에도 제1수직전극분(232b1)을 포함하므로 전극표면적이 그만큼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부전극(232b) 상에는 강유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이 순차 적층되어 있어 2단 음각패턴(230a) 내
에는 적어도 2개의 캐패시터(2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단 음각패턴(230a) 내
에 적어도 2개의 반실린더형 캐패시터(2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캐패시터(238)는 반실린더형을 이루므로 평면적 형태에 비하여 전극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캐패서터의 용량
은 전극표면적에 비례하므로 결과적으로 캐패시터의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캐패시터(238)를 이루는 하부전극(232b)과 강유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을
산화막(228a)으로부터 개방시키는 종횡비가 작은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는 종횡비가
큰 음각패턴 내에서의 증착과 패터닝 공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도 19 내지 도 32를 참
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실리콘(Si)과 같은 반도체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 기판(200)을 준비한 다음, 트렌치 형성법 등으로 소자분리막(202)을
형성하여 활성영역(Active Region)을 정의한다.

그런다음, 소자분리막(202)에 의해 정의된 기판(200)의 활성영역상에 워드라인(Word Line)으로서 트랜지스터(214)를 형
성한다. 트랜지스터(214)는 게이트 절연막(204)과 게이트 전극(206)과 하드마스크(208)와 게이트 스페이서(210)와 소오
스(212a)와 드레인(212b)을 형성하여 정의한다. 트랜지스터(214)는 상기한 구성요소 이외에 LDD (Lightly Doped
Drain)나 2중 게이트 스페이서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를 더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하드마스크(208)를 형성하지 않는 등
본 실시예의 트랜지스터(214)와는 상이한 구조로 구현할 수 있다. 한편, 트랜지스터(214) 사이의 기판(200) 상에 콘택 패
드(215a)(215b)를 더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트랜지스터(214)가 형성된 기판(200) 상에 층간절연막(216;이하,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제1층간절연막
(216)은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과 같은 절연성 물질을 트랜지스터(214)가 완전히
피복되도록 하는 두께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오스(212a) 위에 형성된 콘택패드(215a)가 노출되도록 이방성 식각 등으로 제1층
간절연막(216)을 일부 제거한다. 그리하여, 일부 식각된 제1층간절연막(216a)을 관통하는 제1콘택홀(218)을 형성하고,
제1콘택홀(218)을 전도체로 매립하여 다이렉트 콘택(219;direct contact)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전도체의 증착과 패터닝 등으로 다이렉트 콘택(219)과 접촉하며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데이터 라인 기능을
하는 비트라인(220)을 제1층간절연막(216a)상에 형성한다.

계속하여, 비트라인(220)이 형성되어 있는 제1층간절연막(216a)상에 또 다른 층간절연막(222;이하, 제2층간절연막)을 형
성한다. 제2층간절연막(222)의 형성도 제1층간절연막(216) 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 등을 비트라인(220)이 완전히 피복되도록 하는 두께로 증착하여 형성한다.

이어서,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건식과 같은 이방성 식각을 이용하여 드레인(212b)상에 형성된 콘택패드
(215b)가 노출되도록 제2층간절연막(222)과 제1층간절연막(216a)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결과, 선택적으로 그 일부
가 제거된 제2층간절연막(122a)과 제1층간절연막(216b)을 관통하는 제2콘택홀(224)이 형성된다. 그런다음, 폴리실리콘
이나 텅스텐과 같은 금속 등의 전도성 물질로써 제2콘택홀(224)을 매립하여 드레인(212b)상에 형성된 콘택패드(215b)를
통해 기판(200), 구체적으로 드레인(212b)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226;buried contact)을 형성한다.

그다음,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립 콘택(226)이 형성된 제2층간절연막(222a) 상에 산화막(228)을 형성한다. 예를들
어,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으로 이산화실리콘과 같은 산화물을 증착시켜 산화막(228)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층간절연막(222a) 상면 일부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상면이 노출되도록
산화막(228)을 일부 식각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상면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230)을 형성한다. 이
때 음각패턴(230)은 개방된 층간절연막(222a) 상면과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상면으로 바닥면을 이루고, 일부 식각
된 산화막(228a)으로 측벽을 이루는 종횡비(apect ratio)가 작은 음각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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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가 개방되도록 개방된 층간절연막(222a) 상
면 일부를 더 식각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사이의 제2층간절연막(222b)의 표면이 매립 콘택(226) 바깥쪽에 형
성된 제2층간절연막(222a) 의 표면보다 낮아지게 한다. 그리하여, 산화막(228a) 사이의 제1폭(W1)이 일부가 개방된 매립

콘택(226) 사이의 제2폭(W2) 보다 넓은 형태를 갖는 2단 음각패턴(230a)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캐패시터(도 28의 238, 또는 도 32의 238
참조)를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형성하는데, 이에는 도 25 내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과
도 29 내지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분리 공정 또는 후분리 공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부전극 금속막을 두개의 하부전극으로 분리하는 공정을 강유전막과
상부전극 형성을 위한 증착 및 패터닝 공정 이전에 하느냐 아니면 그후에 하느냐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을 도 25 내지 2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첫번째 방법인 선분리 공정은,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산화막(228a) 상면과 2단 음각패턴
(230a) 내면에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여 하부전극 금속막(232)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막(228a) 상면에 증착된 하부전극 금속막(232)을 화학기계적 연마(CMP)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리하여, 2단 음각패턴(230a)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232a)이 잔류하도록 한다. 이때
의 하부전극 금속막(232a)은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의 측면 및 상면 모두와 접촉되어 있게 된다.

이어서,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전극 금속막(232a)의 중앙부를 식각 공정으로 제거하여,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226)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232b)을 형성한다. 즉,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모두와 접촉되어 있
던 하부전극 금속막(232a)을 각각 1개씩의 매립 콘택(226)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232b)으로 분리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형성되는 하부전극(232b)은 개방된 매립 콘택(226)의 측면과 접촉하는 제1수직전극분(232b1)과, 제1수직전극분

(232b1)으로부터 연장되어 개방된 매립 콘택(226)의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232b2)과, 수평전극분(232b2)으로부

터 연장되어 2단 음각패턴(230a) 측벽을 이루는 산화막(228a)에 형성된 제2수직전극분(232b3)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부전극(232b)은 직각으로 꺽이는 절곡부가 적어도 2곳이 있는 2중 굴절형을 이루며,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대칭
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룬다. 또한, 2중 굴절형의 하부전극(232b)은 2단 음각패턴(230a) 측벽에 형성된
제2수직전극분(232b2) 이외에 매립 콘택(226)의 측면 일부에도 제1수직전극분(232b1)을 포함하므로 전극표면적이 확대

된다.

그다음,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분리된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232b) 상면 각각에 증착과 패터닝 공정을 통해 강유
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을 순차로 형성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는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적어도 2개의 반실
린더형 캐패시터(2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한다. 강유전막(234a)으로는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를 증착하여 형성하고, 상부전극(236a)은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
여 형성한다.

이때의 캐패시터(238) 형성을 위한 증착과 패터닝 공정은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종횡비가 큰 음각패턴 내에서의 증착과 패터닝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캐패시터 형성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을 도 29 내지 33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두번째 방법인 후분리 공정은,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산화막(228a) 상면과 2단 음각패턴
(230a) 내면에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여 하부전극 금속막(232)을 형성한다.

그런다음,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막(228a)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232)을 화학기계적 연마(CMP)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리하여, 2단 음각패턴(230a)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232a)이 잔류하도록 한다. 이때
의 하부전극 금속막(232a)은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226) 모두와 접촉되어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전극 금속막(232a)이 형성된 2단 음각패턴(230a) 내면과 산화막(228a) 상면에
강유전체 물질막(234)과 상부전극 금속막(236)을 순차로 형성한다. 강유전체 물질막(134)은 PZT (Lead Zirconium
Titrate), SBT (Strontium Barium Tantalum), SBTN (Strontium Barium Tantalum Nitride), SBTT (Strontium
Barium Tantalium Titanate) 등과 같은 강유전체를 증착하여 형성하고, 상부전극 금속막(236)은 백금이나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류 물질을 증착하여 형성한다. 이때의 증착 공정은 종횡비가 작은 2단 음각패턴(230a)에서 이루어지므로 종횡비가
큰 음각패턴 내에서의 증착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전극 금속막(236)과 강유전체 물질막(234)과 하부전극 금속막(234)을 패터닝한
다. 그리하여, 개방된 매립 콘택(226)의 측면과 상면과 접촉하는 하부전극(232b)을 후분리하여 적어도 2개 형성하고, 적
어도 2개의 하부전극(232b) 상에 순차적으로 적층된 강유전막(234a)과 상부전극(236a)으로 이루어지는 적어도 2개의 캐

등록특허 10-0487558

- 9 -



패시터(238)를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형성한다. 그결과, 전체적으로는 2단 음각패턴(230a) 내에 적어도 2개의 반실린
더형 캐패시터(238)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형성된다. 후분리된 하부전극(232b)은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대칭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이룬다.

한편, 이때의 패터닝 공정은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2단 음각패턴(230a)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횡비가 큰 음
각패턴 내에서의 패터닝 공정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패터닝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캐패시터를 3차원적 구조로 형성하여 종래의 평면적 캐패시터에 비하여 전
극 표면적 증가에 따른 캐패시터 용량의 증대 효과와, 하부전극을 종횡비가 작은 음각패턴 내면에 대칭적인 형태로 형성함
으로써 종횡비 감소에 따른 캐패시터의 상하부 전극 및 강유전막의 박막화 한계와 식각공정의 공정마진이 확보되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
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와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산화막을 일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하도록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잔류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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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을 개방시키는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모두와 접촉하는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이 형성된 음각패턴 내면과 상기 산화막 상면에 강유전체 물질막과 상부전극 금속막을 순차로 형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전극 금속막과 강유전체 물질막과 하부전극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하는
하부전극과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와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산화막을 일부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음각패턴 내면에만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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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및 상면 각각과 접촉하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매립 콘택 상면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이 개방되도록 상기 산화막을 일부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매립 콘택 측면 일부가 개방되도록 상기 개방된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만 하부전극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
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측면 일부 및 상면 각각에 접촉하도록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잔류된 하부전극 금속막을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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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매립 콘택이 형성된 층간절연막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측면 및 상면 모두와 접촉하는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이 형성된 2단 음각패턴 내면과 상기 산화막 상면에 강유전체 물질막과 상부전극 금속막을 순차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전극 금속막과 강유전체 물질막과 하부전극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각각에 접촉하는
하부전극과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
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2단 음각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면이 개방되도록 상기 산화막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측면 일부가 개방되도록 상기 개방된 층간절연막 상면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막 상면과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2단 음각패턴 내면에만 금속막이 잔류되도록 상기 산화막 상면에 형성된 금속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기판상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상에 제1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다이렉트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상에 상기 다이렉트 콘택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층간절연막 전면상에 제2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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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층간절연막과 제1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매립 콘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매립 콘택이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

상기 층간절연막상에 형성되어 있는 산화막;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을 상기 산화막으로부터 개방시키는 음각패턴;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 상면 각각과 접촉하며, 상기 음각패턴내에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은,

상기 매립 콘택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과,

상기 수평전극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음각패턴 측벽에 형성되어 있는 수직전극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
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
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20.

매립 콘택이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

상기 층간절연막상에 형성된 산화막;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상면을 상기 산화막으로부터 개방시키는 2단 음각패턴;

상기 개방된 적어도 2개의 매립 콘택의 측면 및 상면 각각과 접촉하며, 상기 2단 음각패턴내에 형성되어 있는 적어도 2개
의 하부전극;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하부전극 상면 각각에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강유전막과 상부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전극은,

상기 매립 콘택의 측면 일부와 접촉하는 제1수직전극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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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수직전극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매립 콘택의 상면과 접촉하는 수평전극분과,

상기 수평전극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2단 음각패턴의 측벽에 형성되어 있는 제2수직전극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과, 상기 기판과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비트라인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실
린더형 캐패시터를 갖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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