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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커패시터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꾸불꾸불한 단면의 스토리지 노드 전극을 가지는 스택 커패시터형   DRAM의 단면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수의 실린더형 커패시터 제조공정도.

제 3 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복수의 실린더형 커패시터를 구비한 DRAM의 제조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커패시터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가짐으로써  그 
커패시터 용량이 더욱 증대한 커패시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는  지난  몇해동안  고집적도  기술에  있어서  눈부신  향상을 하였으
며,  이미  주류는  64K비트에서  256K비트에로  변천하여  1M  비트  및  64M비트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상
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집적도의   DRAM에서는  셀면적을  점점  줄이면서도  일정한  셀  스토리지 커패

시터 용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64M  비트의  DRAM에서는  셀면적은 약 0.8㎛
2 
로 그리

고 커패시터 면적은 약 1.0μ㎡로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  축적  커패시터의  면적이  감소하여  용량이  작아질  경우  α-광선  주입에  의하여 
소프트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므로,  반도체  장치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평면상의  전하축적  커패시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셀  스토리지  커패시터의  용량을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최근의  스택  커패시터형  DRAM장치에  있어서는  축적  커패시터의  한  쌍의  전극  중에서  한  전극이 3차
원의  구조를  갖도록  형성한다.  그러하면  그것은  평면상의  동일  크기의  2차원적  구조의  축적 커패시
터에  비하여  30~40%  정도  축적  커패시터의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64M비트의  고집적도를  갖는 DRAM
장치에서는  셀  면적  또는  스토리지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커패시터  용량을  더욱  증대시킬 필요
가  있으므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3차원  구조  또는  고유전율막의  검토가  추진되어  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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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좁은  커패시터  면적에서  높은  커패시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의  3차원 구
조의  꾸불꾸불한  단면을  가지는  스택  커패시터형  DRAM이  SDM  (Sold  state  Device  ＆  Materials) 제
90-167호,  1990년  12월P.49등에  공지되어  있으며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
겠다.

제  1  도는  꾸불꾸불한  단면의  스토리지  노드  전극을  가지는  스택  커패시터형   DRAM의  단면도로서, 
실리콘  기판(10)상에  필드  산화막(11)을  형성하여  소자  분리를  한  후,  게이트전극(12),  소오스 드레
인  영역(13,13'),  층간  산화막(14)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상부에  소정의  스토리지  노드 폴리실리콘
층(16)을  저압  CVD법에  의하여  550℃의  온도에서  침적시킨다.  이  온도하에서는  비정질과  다결정 구
조가  공존하게  되어  실리콘  그레인의  표면적이  최대가  되어  표면에  꾸불꾸불한  굴곡이  생기게  된다. 
그  후  이  폴리실리콘층  상부에  절연막(18)을  형성하고  그  위에  플레이트  전극(19)을  증착함으로써 3
차원구조의 스택 커패시터형 DRAM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술에서,  비록  3차원  구조를  가짐으로  인하여  제한된  면적  하에서  커패시터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현대에는  더욱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커패시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반도체  장치의  고집적화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커패시터  용량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
고, 아울러 그 제조방법 또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가짐으로써 
그 커패시터 용량이 더욱 증대한 커패시터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기판의  한면이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갖는 
제 1  전도층 기판,  그  실린더형 단면의 표면을 따라 형성된 유전체막 및 그 상부에 형성된 제 2 전
도층 기판으로 구성되는 커패시터 및 그 커패시터를 구비한 반도체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제  1  전도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산화방지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다시 폴리실리
콘을  증착한  후  열처리하여  꾸불꾸불한  단면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실리콘층을  산화하여  실리콘 산
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의  산화방지막과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하여  제  1  전도층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단계와,남은  산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전도층을  소정의 깊
이로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의  산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의  제  1 전도
층의  표면을따라  유전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제  2  전도층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커패시터 제
조방법 및 그 커패시터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겠다.

제 1  실시예로서는,  본 발명에 따른 커패시터를 제조함에 있어서,  제 2a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전도층이  되는  제  1  폴리실리콘  층(26)을  500~50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고,  그  위에 산화방지
막으로,  예컨대  질화막(27)을  100~500Å의  두께로  형성하고  그  상부에  다시  제  2  폴리실리콘을 
300~2000Å  두께로  증착한다.  이  공정에서  제  1  전도층으로서는  폴리실리콘외에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W)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제  2 폴리실리콘층
은  저압  CVD법에  의하여  550~600℃의  온도에서  침적  한다.  이  특정  온도는  폴리실리콘의  막구조가 
비정질에서  다결정  구조로  바뀌는  천이  온도이므로  이  온도에서  증착했을  때의  표면적이  가장  크게 
된다.  이  온도에서는  제  2  폴리실리콘층은  꾸불꾸불한  단면을  형성하게  되고  이  제  2 폴리실리콘층
을 로(furnace)에서 산화하여 실리콘 산화막(25')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  후  제  2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산화방지막(27)과  실리콘  산화막(25')을  건식 식각방법
으로 이방성 식각하여 제 1 전도층이 되는 제 1 폴리실리콘층(26)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  후  제  2c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남은  산화방지막(27)  및  실리콘  산화막(25')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폴리실리콘층(26)을 제 1 폴리실리콘층의 80~90% 정도의 깊이로 식각한다.

그  후  제  2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산화방어막(27)  및  실리콘  산화막(25')을  제거하여 복
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가지는 제 1 폴리실리콘층(26)만을 남긴다.

그 후 제 2e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제 1  폴리실리콘층(26)의  표면을 따라 유전막(28)을 형
성하고  그  상부에  제  2  전도층(29)을  형성함으로써  본  발명의  커패시터를  완성한다.  이때  유전막은 
질화막/산화막의  이중막  또는  산화막/질화막/산화막ㅡ이  삼중막으로  형성하거나 Ta2O5 등의 고유전막

으로  형성되는것이  바람직하고,  커패시터  상부  기판인  제  2  전도층(29)은  인  시튜  도프된  폴리 실리
콘으로 형성된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커패시터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  3a도  내지  3g도를 참조하
여 이하에 설명한다.

제  3a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P형  반도체  기판  (30)상에  필드  산화막(31)으로  소자분리영역을 형성
하고,  게이트  전극(33)을  형성한  후  이온주입  공정을  통하여  소오스/드레인  불순물  영역(32,32')을 
형성하여  트랜지스터  구조를  완성하고,  약  700℃  이상의  고온에서,  바람직하게는  850℃의  온도에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에  의하여  HTO(High  Temperature  Oxide)막  (34)을  형성시키고, 
소오스 영역을 오픈시킨다.

그  후  제  3b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상부에 제  1  전도층(36)이  되는  스토리지 노드 폴리실리콘
층을  500~50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고,  그  위에  산화방지막으로,  예컨대  질화막(37)을 100~500Å
의  두께로  형성하고  그  상부에  다시  폴리실리콘을  증착한다.  이  고정에서  제  1  전도층으로는 폴리실
리콘  외에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  (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W)을  사용하여도 무
방하다.  또한  폴리실리콘층은  저압  CVD법에  의하여  550~600℃의  온도에서  증착한다.  이  특정  온도는 
폴리실리콘의  막구조가  비정질에서  다결정  구조로  바뀌는  천이  온도이므로  이  온도로  처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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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적이 가장 크게 된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은  꾸불꾸불한  단면을  형성하게  되고  이  폴리실리콘층을  로(furnace)에서 산화하
여 실리콘 산화막(35')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  후  제  3c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산화방지막(37)과  실리콘 산화막(35')을  식각하여 제  1 
전도층(36)이 되는 폴리실리콘층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  후  제  3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남은  산화방지막(37)  및  실리콘  산화막(35')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전도층(36)을 제 1 전도층 두께의 80~90%정도의 깊이로 식각한다.

그  후  제  3e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산화방지막(37)  및  실리콘  산화막(35')을  제거하여 복
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가지는 제 1 전도층(36)만 남긴다.

그 후 제 3f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제 1 전도층(36)을 패터닝하여 스토리지 전극(36')을 형성한다.

그  후  제  3g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스토리지  전극(36')의  표면을  따라  유전막(38)을 형성
하고  그  상부에  플레이트  전극(39)을  폴리실리콘층으로  형성한다.  이때  유전막(38)은 질화막/산화막
의  이중막  또는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의  삼중막으로  형성하거나 Ta2O5 등의  고유전막으로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커패시터  상부  기판인  플레이트전극(39)은  인  시튜  도프된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본 발명의 커패시터를 구비한 반도체장치를 완성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커패시터는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가짐으로써  그  표면적이  더욱  증대하여 
그 용량이 더욱 증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DRAM의 집적도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의 한면이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갖는 제 1  전도층 기판,  그 실린더형 단면의 표면을 따라 형
성된 유전체막  및 그 상부에 형성된 제 2 전도층 기판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층  기판은  폴리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W)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도층  기판은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막은  질화막/산화막의  이중막,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의  삼중막,  또는 
Ta2O5막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청구항 5 

제  1  전도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산화방지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다시 폴리실리콘을 증착한 후 열
처리하여  꾸불꾸불한  단면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실리콘층을  산화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산화방지막과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하여  제  1  전도층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단계
와,  상기  산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전도층을  소정의  깊이로  식각하는 단
계와,  상기 산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전도층의 표면을 따라 유전
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제  2  전도층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방
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1  전도층  폴리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
실리콘, 또는 텅스텐(W)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1  전도층의 두께는 500~5000Å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
시터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2  전도층은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으로  형성됨을 특징으
로하는 커패시터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의  유전체막은  질화막/산화막의  이중막,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의  삼중막, 또
는 Ta2O5막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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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의 산화방지막은 질화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5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의 산화방지막의 두께는 100~500Å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
터 제조방법.

청구항 12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억세스  트랜지스터와  그  위에  형성되는  스택  커패시터를  갖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택  커패시터는,  기판의  일면이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접촉하여  기판의 
다른면이 복수의 실린더형 단면을 갖는 제 1  전도층 기판, 상기 제 1  전도층 기판 표면을 따라 형성
된 유전체막,  및 상기 유전체막 위에 형성된 제 2  전도층 기판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제 1  전도층 기판은 500~5000Å  두께를 가지며,  실린더의 깊이는 제 1  전도층이 
80~90% 깊이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1  전도층 기판은 폴리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in-situ) 도프
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W)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2  전도층  기판은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의  유전체막은  질화막/산화막의  이중막,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의  삼중막, 
또는  Ta2O5막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의 층간절연막은 약 700℃ 이상의 고온에서 CVD(Che 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HTO(High Temperature Oxide)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의  층간절연막은  약  850℃의  고온에서  CVD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HTO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9 

반도체  기판  상에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  후  게이트를  형성하고  소오스  /드레인  불순물  영역을  이온 
주입에  의하여  형성하고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소오스  영역을  오픈시키는  단계와,  제  1  전도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산화방지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다시  폴리실리콘층을  증착한  후   열처리하여 
꾸불꾸불한  단면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실리콘층을  산화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방지막과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하여  제  1  전도층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단계와,  남은 산
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전도층을  소정의  깊이로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의 
산화방지막  및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전도층을  패터닝하여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스토리지 전극의 표면을 따라 유전막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제  2  전도층을 증
착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1  전도층 기판은 폴리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인  시튜(in-situ) 도프
된 폴리실리콘, 또는 텅스텐(W)중 어느하나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  또는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1  전도층의 두께는 500~5000Å임을 특징으로 하는 커
패시터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도층의 식각 깊이는 제 1  전도층의 80~90%  깊이로 행하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제  2  전도층  기판은  인  시튜(in-situ)  도프된  폴리실리콘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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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산화방지막은 질화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19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의  산화방지막의  두께는  100~500Å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유전체막은  질화막/산화막의  이중막,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의  삼중막, 
또는 Ta2O5막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됨을 특징을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층간절연막은 약 700℃ 이상의 고온에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HTO(High  Temperature  Oxide)막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의  층간절연막은  약  850℃의  고온에서  CVD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HTO 막임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가

    도면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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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다

    도면2-라

    도면2-마

    도면3-가

    도면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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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다

    도면3-라

    도면3-마

    도면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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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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