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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

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 상의 하부 절연막 내에 하부 절연막과 단차가 없게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

속 배선을 형성한다.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2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을 갖는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개재시켜 제2 절연

막의 상면과 단차가 없게 홀 영역을 완전히 매립하는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한다. 상부전극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 및 제4 절연막을 형성한다.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하여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

신 배선 구조와,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부전극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등록특허  10-0442863

- 2 -

도 3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9 내지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

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2 내지 도 1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20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금속-절연체-금속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400 : 하부 절연막,

115, 215, 315, 415 : 제1 금속 배선,

120, 220, 320, 420 : 제2 금속 배선,

222, 422 : 하부전극,

125, 225, 325, 425 : 제1 절연막,

130, 230, 330, 430 : 제2 절연막,

135, 235, 335, 435 : 유전막,

140a, 240a, 340a, 440a : 상부전극,

143, 243, 343, 443 : 제3 절연막,

145, 245, 345, 445 : 제4 절연막,

150, 250, 350, 450 : 다마신 배선 구조,

155, 255, 355, 455 : 콘택 플러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금속-절연체-금속(Metal-Insulator-Metal : 이하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에 따라, 금속 배선 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성능과 신 뢰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점점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까지는 배선 재료로써 Al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Al은 비저항의 크기가 3∼4 μΩ㎝ 정

도로 비교적 낮으며, 가공 공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선의 선폭이 감소하고 배선의 길이가 증가하면

서, 배선 재료로써 Al보다 비저항이 더 낮은 물질이 요구된다.

여러 금속 중에서 Cu는 비저항이 1.7 μΩ㎝ 정도로 낮아서 초고속 집적 회로에서 Al을 대체할 배선 재료로 가장 유

망하다. 그리고, Cu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저항성이 우수한 장점도 있다. 따라서, Cu 배선을 형

성하면 배선의 단면적이 감소하더라도 반도체 소자의 동작 속도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Cu 배선은

사진 식각 기술에 의하여 직접 패터닝하기는 어려우므로, Cu 배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로 듀얼 다마신(dual damasc

ene) 공정을 이용하고 있다.

금속을 증착한 후에 사진 식각 기술에 의해 패터닝하고,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종래 방법과는 달리, 다마신 공정에

서는 먼저 층간절연막을 형성한 다음, 금속 배선 영역 및 비아(via)에 해당하는 트렌치(trench)를 형성한 후에 금속을

채운다. 특히, 두 번의 사진 공정과 두 번의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비아 트렌치를 형성한 후,

금속 증착 및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 이하 'CMP') 공정을 거쳐 금속 배선 영역과 비

아를 형성하는 것을 듀얼 다마신 공정이라고 한다.

Cu 배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듀얼 다마신 공정을 적용하게 되면, 금속 배선 사이에 MIM 커패시터가 필요한 반도체 소

자의 경우에 새로운 형성 방법이 요구된다.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들이다.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 상의 하부 절연막(10) 상에 상기 하부 절연막(10)과 단차가 없게 제1 금속 배

선(15) 및 제2 금속 배선(20)을 형성한다. 상기 제1 금속 배선(15) 및 제2 금속 배선(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금속

막을 형성한 다음, 이를 패터닝하여 상기 제2 금속 배선(20)의 상면에 접하는 커패시터 하부전극(25)을 형성한다. 상

기 하부전극(25)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유전막(30)을 형성한다. 상기 유전막(30) 상에 다른 금속막을 형성한 다음, 이

를 패터닝하여 상기 하부전극(25)과 대응되는 위치에 커패시터 상부전극(35)을 형성한다. 상기 상부전극(35)이 형성

된 결과물 상에 층간절연막(40)을 형성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층간절연막(40)의 상면을 CMP하여 평탄화한다. 다음에, 상기 층간절연막(40) 및 유전막(30)

을 식각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15)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비아홀(V 1 )을 형성한다. 상기 비아홀(V 1 )의 상부에 제

1 트렌치(T 1 )를 형성하고, 상기 상부전극(35)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제2 트렌치(T 2 )를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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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홀(V 1 )과 제1 및 제2 트렌치(T 1 , T 2 )에 Cu를 채워 넣고 CMP하여 다마신 배선 구조(45)와 콘택 플러그(50)

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상기 상부전극(35)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다른 금속막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상기 유전막(30)이 플라즈마

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MIM 커패시터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상기 하부전극(25)과 상부전극(35)의 두께만큼 발생된 단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기 층간절연막(40)의 상면을 

CMP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즉, Cu 배선을 위한 Cu CMP와 함께 층간절연막 CMP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전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층간절연막의 CMP가 필요없는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 상의 하부 절연막 내에 상기 하부 절연막과 단차가 없게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상기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제2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을 갖는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개재시켜 상

기 제2 절연막의 상 면과 단차가 없게 상기 홀 영역을 완전히 매립하는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상부전극

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 및 제4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

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와,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를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막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을 완전

히 매립하는 제2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2 금속막이 형성된 결과

물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2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는 CMP에 의하

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금속막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대신에, 상기 제2 금속막으로서 Ta막과 Cu

막의 이중막, TaN막과 Cu막의 이중막, 및 Ta막, TaN막과 Cu막의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

나를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 상의 

하부 절연막 내에 상기 하부 절연막과 단차가 없게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상기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제2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 을 갖는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개재시켜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과 단차가 

없게 상기 홀 영역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의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상부전극이 형성된 결

과물 상에 제3 절연막 및 제4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기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와,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를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절연

막의 상면,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막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제2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금속막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캡핑막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캡핑막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하여 제2 금속막 

패턴과 캡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캡핑막 패턴이 형성된 결과물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

서, 상기 제2 금속막 패턴과 캡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CMP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금속

막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대신에, 상기 제2 금속막으로서 Ta막과 Cu막의 이중막, TaN막과 Cu막의 이중막, 및 T

a막, TaN막과 Cu막의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캡핑막으로서 TEO

S막, PEOX막, SiOF막 및 SiOC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들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하부 절연막 내에 제1 및 제2 트렌치를 형성한다.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를 완전히 매립하는 제1 금속막을 형성한 

다음, 상기 하부 절연막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1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화한다. 상기 제1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금속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의 내벽과 바닥에 제1 장벽 금

속막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들에 있어서, 상기 다마신 배선 구조와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비아 트렌치를 형성한다. 상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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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렌치 상부에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는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를 형성한다.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상기 비아 트렌치,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콘택

홀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3 금속막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4 절연막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3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화한다. 상기 제3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비아 트렌치,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콘택홀의 내벽과 바닥에 제2 장벽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들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제2

금속 배선 상에 커패시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은 상

기 하부전극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을 갖도록 형성된다. 상기 커패시터 하부전극으로서 Ta막, TaN막, TaSiN

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와 달리 패터닝의 방법으로 커패시터의 상부전극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커패시터의 상부전극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전막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다. 그리고, 커패시터를 형성한 다음, 금속 배선을 위하여 형성하

는 절연막을 CMP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

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

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

되어진 것이며, 도면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반도

체 기판의 '상'에 있다라고 기재되는 경우에, 상기 어떤 층은 상기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되어질 수 있다.

<제1 실시예>
도 3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 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90) 상에 하부 절연막(100)을 형성한다. 상기 하부 절연막(100) 내에 제1 및 제2 트렌

치(T 11 , T 12 )를 형성한다.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T 11 , T 12 )의 내벽과 바닥에 제1 장벽 금속막(112)을 형성

한다. 상기 제1 장벽 금속막(112)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장벽 금속막(112)은 후속 공정에서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T 11 , T 12 )에 매립되는 제1 금속막의 금속 원자가 상기 하부 절연막(100) 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한다. 상기 제1 장벽 금속막(112)이 형성된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T 11 , T 12 )를 완전히 매립하는 제1 금속막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제1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상기 제1 장벽 금속막(112)이 형성

된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T 11 , T 12 )의 내벽과 바닥에 Cu 종자(seed)를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제1 및 제2 트렌

치(T 11 , T 12 )를 완전히 매립하는 Cu막을 전기 도금(electroplating)법에 의하여 형성한다. 상기 하부 절연막(100)

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1 금속막의 상면을 CMP로 평탄화한다. 이로써, 상기 하부 절연막(100)과 단차가 없는 

제1 금속 배선(115) 및 제2 금속 배선(120)이 형성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1 금속 배선(115) 및 제2 금속 배선(1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제2 금속 배선(120)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H 1 )을 갖는 제1 절연막(125)과 제2 절연막(13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

기 제1 금속 배선(115) 및 제2 금속 배선(1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1 절연막(125)으로서 SiN막 또는 SiC막을 형

성한다. 상기 제1 절연막(125)은 상기 제1 금속 배선(115) 및 제2 금속 배선(120) 내의 금속 원자가 상부의 절연막으

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제1 절연막(125) 상에 제2 절연막(130)으로서 TEOS막, PEOX막, SiOF막 또는 SiO

C막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TEOS막은 TEOS 소스 가스를 이용한 화학적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 이하 'CVD')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 PEOX막은 SiH 4 가스, N 2 가스 등을 이용하여 Plasma-CVD에 의해 형성

할 수 있다. SiOF막은 SiH 4 가스, SiF 4 가스, O 2 가스 및 Ar 가스를 이용한 HDP(High Density Plasma)-CVD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 SiOC막은 TMS(Tri-Methyl Silane) 등의 유기 소스 가스를 이용하여 CVD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제2 금속 배선(120)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1 절연막(125)과 제2 절연막(130)을 패터닝한

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130)의 상면, 상기 홀 영역(H 1 )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135)을 형성한다. 상기 

유전막(135)으로서 SiN막 또는 SiC막을 형성한다. 여기서, SiN막 또는 SiC막은 단독으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소정

의 산화막과 조합하여 SiN막과 산화막의 이중막, 또는 SiC막과 산화막의 이중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유전막(135)으로서 SiN막과 SiOC막의 이중막, SiN막과 TEOS막의 이중막, SiN막과 PEOX막의 이중막, SiC막과 Si

OC막의 이중막, SiC막과 TEOS막 의 이중막, 또는 SiC막과 PEOX막의 이중막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유전

막을 SiN막과 산화막의 이중막 또는 SiC막과 산화막의 이중막으로 형성하면 커패시터의 누설 전류 특성이 개선될 수

있다.

상기 유전막(135)의 두께는 소망하는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에 맞게 조절한다. 상기 유전막(135)이 형성된 결과물 상

에 상기 홀 영역(H 1 )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2 금속막(140)을 형성한다. 상기 제2 금속막(140)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대신에, 상기 제2 금속막(140)으로서 Ta막과 Cu막의 이중막, TaN막과 Cu막의 이중막, 및 Ta막, TaN막과 Cu

막의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도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130)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2 금속막(140)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

화한다. 이 때, CMP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상기 제2 절연막(130)의 상면과 단차가 없게 상기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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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H 1 )을 완전히 매립하는 커패시터 상부전극(140a)이 형성된다. 상기 평탄화 단계 수행시, 상기 제2 절연막(130

)의 상면에 형성된 상기 유전막(135)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므로, 상기 유전막(135)은 상기 홀 영역(H 1 )의 내벽과 

바닥에만 잔류한다. 상기 제2 절연막(130)의 상면에 형성된 상기 유전막(135) 부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상기 커

패시터 상부전극(140a) 이외에는 제2 금속막 부분이 도 6의 결과물에 잔류하지 않는다.

종래 기술에서는 사진 식각 공정으로 상부전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기 상부전극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하부의 유

전막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CMP에 의하여 상기 상부전

극(140a)을 형성한다. 종래처럼 플라즈마를 이용한 패터닝으로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발명에 의하

면, 상부전극(140a)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기 유전막(135)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다.

다음, 상기 상부전극(140a)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143) 및 제4 절연막(145)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상

기 제3 절연막(143)으로서 SiN막 또는 SiC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4 절연막(145)으로서 상기 제2 절연막(130)과 마

찬가지로 TEOS막, PEOX막, SiOF막 및 SiOC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와 달리, 상기 제2 절연막(130)의 상면과 단차가 없는 상부전극(140a)을 형성하므로, 상기 제4 절연막(145)

을 별도로 평탄화하는 공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제4 절연막(145), 제3 절연막(143), 제2 절연막(130) 및 제1 절연막(125)을 관통하여 상기 제

1 금속 배선(115)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비아 트렌치(H 11 )를 형성한다. 상기 비아 트렌치(H 11 ) 상부에 상기 제4 

절연막(145) 및 제3 절연막(143)을 관통하는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기 제

3 절연막(143)에 대한 상기 제4 절연막(145)의 식각선택비가 있는 식각 공정에 의하여 상기 제4 절연막(145)을 식각

한다. 이 때, 상기 제3 절연막(143)이 식각종말점이 된다. 다음에, 상기 제3 절연막(143)까지 식각하여 금 속 배선 영

역 트렌치(H 12 )를 완성한다. 이처럼, 상기 제3 절연막(143)은 듀얼 다마신 배선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식각정지막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막이다.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를 형성하는 동안에, 상기 제4 절연막(145) 및 제3 절연막(14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140a)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H 13 )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비아 트렌치(H 11 )를 형성

한 후에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를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를 

형성한 후에 상기 비아 트렌치(H 11 )를 형성하여도 무방하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비아 트렌치(H 1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 및 콘택홀(H 13 )의 내벽과 바닥에 제2 장

벽 금속막(147)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장벽 금속막(147)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

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장벽 금속막(147)은 후

속 공정에서 상기 비아 트렌치(H 1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 및 콘택홀(H 13 )에 매립되는 제3 금속막의 금

속 원자가 상기 제4 및 제2 절연막(145, 130) 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에, 상기 비아 트렌치(H 1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 및 콘택홀(H 13 )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3 금속막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3 금속막으로서 Cu막 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Cu막은 상기 비아 트렌치(H 1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12 ) 및 콘택홀(H 13 )의 내벽과 바닥에 Cu 종자를 형성한 후에 전기 도금법에 의하여 형성

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제4 절연막(145)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CMP 등의 방법으로 상기 제3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

화한다. 이로써, 상기 제4 절연막(145), 제3 절연막(143), 제2 절연막(130) 및 제1 절연막(125)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115)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150)와, 상기 제4 절연막(145) 및 제3 절연막(14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140a)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155)가 형성된다.

<제2 실시예>
도 9 내지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은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190) 상의 하부 절연막(200) 내에 상기 하부 

절연막(200)과 단차가 없는 제1 금속 배선(215) 및 제2 금속 배선(220)을 형성한다. 참조 번호 212는 제1 장벽 금속

막이다. 다음에, 상기 제2 금속 배선(220)의 상면에 접하는 커패시터 하부전극(222)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금속 배선(215) 및 제2 금속 배선(2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

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을 형성하 고 이를 패터닝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하부전극(222)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H 2 )을 갖는 제1 절연막(225)과 제2 절연막(2

3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하부전극(222)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1 절연막(225)으로서 SiN막 또

는 SiC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절연막(225) 상에 제2 절연막(230)으로서 TEOS막, PEOX막, SiOF막 또는 SiOC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하부전극(222)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1 절연막(225)과 제2 절연막(230)을 패터닝한다

.

이후의 공정 단계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즉,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230)의 상면, 상기 홀 

영역(H 2 )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235)을 형성한다. 상기 유전막(235)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H 2 )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2 금속막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제2 절연막(230)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2 금속막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한다. 이로써, 상기 제2 절연막(230)의 상면과 단차가 없게 상기 홀 영역(H 2 )을 완전히 매

립하는 커패시터 상부전극(240a)이 형성된다.

종래 기술에서는 사진 식각 공정으로 상부전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기 상부전극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하부의 유

전막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플라즈마를 이용한 패터닝 

대신에 CMP에 의하여 상기 상부전극(240a)을 형성하므로, 상기 유전막(235)이 상부전극(240a)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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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기 상부전극(240a)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243) 및 제4 절연막(245)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종

래 기술에서와 달리, 상기 제2 절연막(230)의 상면과 단차가 없는 상부전극(240a)을 형성하므로, 상기 제4 절연막(24

5)을 별도로 평탄화하는 공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상기 제4 절연막(245), 제3 절연막(243), 제2 절연막(230) 및 제1 절연막(225)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215)

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250)와, 상기 제4 절연막(245) 및 제3 절연막(24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2

40a)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255)를 형성한다. 참조 번호 247은 제2 장벽 금속막이다.

상기 제1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금속 배선(120)이 MIM 커패시터의 하부전극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하부전극을 형

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기 제1 절연막(125)과 제2 절연막(130)을 패터닝할 때 상기 제2 금속 배선(120)의 상면이 

손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기 제2 금속 배선(120)의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디슁(dishing)되

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MIM 커패시터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하부전극(222)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부전극은 Ta막, TaN막, T

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으로 이루

어지므로, 상기 제1 절연막(225)과 제2 절연막(230)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상면이 손상될 염려가 적다.

<제3 실시예>
도 12 내지 도 1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은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290) 상의 하부 절연막(300) 내에 상기 하

부 절연막(300)과 단차가 없는 제1 금속 배선(315) 및 제2 금속 배선(320)을 형성한다. 참조 번호 312는 제1 장벽 금

속막이다. 상기 제1 금속 배선(315) 및 제2 금속 배선(3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제2 금속 배선(320)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H 3 )을 갖는 제1 절연막(325)과 제2 절연막(33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330)의 상면, 상기 홀 영역(H 3 )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335)을 형성한다. 상

기 유전막(335)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H 3 )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제2 금속막(340)을 

형성한다. 상기 제2 금속막(340)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대신에, 상기 제2 금속막(340)으로서 Ta막과 Cu막의 

이중막, TaN막과 Cu막의 이중막, 및 Ta막, TaN막과 Cu막의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금속막(340)의 CMP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와는 달리 상기 제2 

금속막(340)을 얇게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상기 제2 금속막(340)이 상기 홀 영역(H 3 )을 완전히 매립하

지 않기 때문에 CMP 후에 상기 홀 영역(H 3 ) 내에 CMP 슬러리가 잔류하기 쉽다. 잔류하는 CMP 슬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정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때에 상부전극이 될 상기 제2 금속막(340)이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금속막(340)을 보호하기 위하여 캡핑막(342)을 형성한다. 상기 캡핑막(342)으로

서 상기 제2 절연막(330)과 마찬가지로 TEOS막, PEOX막, SiOF막 또는 SiOC막을 형성한다. 상기 캡핑막(342)은 상

기 홀 영역(H 3 )을 완전히 매립하도록 형성될 수도 있고, 도 13에서와 같이 상기 홀 영역(H 3 )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도록 형성될 수도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330)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캡핑막(342)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

한다. 이로써, 상기 유전막(335)이 형성된 홀 영역(H 3 )의 내벽과 바닥에 상기 홀 영역(H 3 )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

는 정도 두께의 커패시터 상부전극(340a)과 캡핑막 패턴(342a)이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상부전극(340a)과 캡핑막 

패턴(342a)을 형성하는 단계는 CMP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캡핑막 패턴(342a)이 상기 홀 영역(H 3

)이 완전히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홀 영역(H 3 ) 내에 CMP 슬러리(S)가 잔류할 수 있다.

도 15를 참조하면, 상기 캡핑막 패턴(342a)이 형성된 결과물을 세정한다. 상기 세정하는 단계는 통상의 방법대로 습

식 식각법에 의하여 행한다. 상기 홀 영역(H 3 ) 내에 잔류하는 CMP 슬러리(S)가 제거되는 동안, 상기 캡핑막 패턴(3

42a) 자신도 차츰 식각되지만 식각액이 상기 상부전극(340a)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상기 상부전극(3

40a)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

상기 캡핑막 패턴(342a)과 상기 제2 절연막(330)은 동일한 산화막 계열이므로, 세정 공정에 의하여 상기 캡핑막 패턴

(342a)이 식각되는 동안 상기 제2 절연막 패턴(330)도 식각된다. 따라서, 상기 제2 절연막 패턴(330)이 과도하게 식

각되지 않도록 식각 시간을 조절한다. 이 때문에, 상기 캡핑막 패턴(342a)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도 16에서와 같이,

세정 후의 결과물에서 두께가 얇아진 캡핑막 패턴(342b)이 잔류할 수도 있다.

종래 기술에서는 사진 식각 공정으로 상부전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기 상부전극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하부의 유

전막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패터

닝 대신에 CMP에 의하여 상기 상부전극(340a)을 형성하므로, 상기 상부전극(340a)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기 유전

막(335)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해결된다. 상기 CMP 단계에서 사용되는 슬러리가 상기 홀 영역(H 3

) 내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세정 공정 진행시 상기 캡핑막 패턴(342a)이 상기 상부전극(340a)을 

식각액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상기 상부전극(340a)이 손상될 염려가 없다.

도 17을 참조하면, 상기 상부전극(340a)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343) 및 제4 절연막(345)을 형성한다. 상

기 제4 절연막(345)으로서 상기 제2 절연막(330) 및 캡핑막(342)과 마찬가지로 TEOS막, PEOX막, SiOF막 및 SiOC

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와 달리, 상기 제4 절연막(345)을 별

도로 평탄화하는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즉, 도 16에서와 같이, 상기 제4 절연막(345)이 상기 홀 영역(H 3 )에서 단

차를 갖고 있더라도 상기 제4 절연막(345)을 평탄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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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을 참조하면, 상기 제4 절연막(345), 제3 절연막(343), 제2 절연막(330) 및 제1 절연막(325)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315)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비아 트렌치(H 31 )를 형성한다. 상기 비아 트렌치(H 31 ) 상부에 상기 제4

절연막(345) 및 제3 절연막(343)을 관통하는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32 )를 형성한다.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H 32 )를 형성하는 동안에, 상기 제4 절연막(345) 및 제3 절연막(34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340a)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H 33 )도 형성한다. 세정 후의 결과물에서 두께가 얇아진 캡핑막 패턴(342b)이 잔류하는 경우라

면, 상기 콘택홀(H 33 )은 상기 캡핑막 패턴(342a)도 관통하도록 형성되어야 함은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비아 트렌치(H 31 )를 형성한 다음,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

치(H 32 )를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상기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32 )를 형성한 후에 상기 비아 트렌치(H 

31 )를 형성하여도 무방하다.

도 19를 참조하면, 상기 비아 트렌치(H 3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32 ) 및 콘택홀(H 33 )의 내벽과 바닥에 제2 

장벽 금속막(347)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장벽 금속막(347)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비아 트렌치(H 

3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32 ) 및 콘택홀(H 33 )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3 금속막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3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Cu막은 상기 비아 트렌치(H 31 ),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H 3

2 ) 및 콘택홀(H 33 )의 내벽과 바닥에 Cu 종자를 형성한 후에 전기 도금법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4 절연

막(345)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3 금속막의 상면을 CMP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한다. 이로써, 상기 제4 절연막(3

45), 제3 절연막(343), 제2 절연막(330) 및 제1 절연막(325)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315)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350)와, 상기 제4 절연막(345) 및 제3 절연막(34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340a)의 상면에 접

하는 콘택 플러그(355)가 형성된다.

<제4 실시예>
도 20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MIM 커패시터 및 다마신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은 상기 제3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도 20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390) 상의 하부 절연막(400) 내에 상기 하

부 절연막(400)과 단차가 없는 제1 금속 배선(415) 및 제2 금속 배선(420)을 형성한다. 참조 번호 412는 제1 장벽 금

속막이다. 상기 제2 금속 배선(420)의 상면에 접하는 커패시터 하부전극(422)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금속 

배선(415) 및 제2 금속 배선(420)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한다.

도 21을 참조하면, 상기 하부전극(422)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H 4 )을 갖는 제1 절연막(425)과 제2 절연막(4

3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 하부전극(422)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1 절연막(425)으로서 SiN막 또

는 SiC막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절연막(425) 상에 제2 절연막(430)으로서 TEOS막, PEOX막, SiOF막 또는 SiO

C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하부전극(422)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제1 절연막(425)과 제2 절연막(430)을 패터

닝한다.

이후의 공정 단계는 상기 제3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다. 즉, 도 22를 참조하면, 상기 제2 절연막(430)의 상면, 상기 홀 

영역(H 4 )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435)을 형성한다. 상기 유전막(435)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H 4 )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제2 금속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2 금속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캡핑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절연막(430)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캡핑막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한다. 이로써, 상기 유전막

(435)이 형성된 홀 영역(H 4 )의 내벽과 바닥에 상기 홀 영역(H 4 )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의 커패시터 

상부전극(440a)과 캡핑막 패턴이 형성된다. 세정 공정을 진행하여 상기 홀 영역(H 4 ) 내에 잔류할 수도 있는 CMP 

슬러리를 제거한다. 이 때, 습식 식각법에 의하므로 상기 캡핑막 패턴이 제거된다. 도면에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캡핑막 패턴은 잔류할 수도 있다. 상기 캡핑막 패턴은 상기 상부전극(440a)을 식각액으로부터 보호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사진 식각 공정으로 상부전극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기 상부전극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하부의 유

전막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패터

닝 대신에 CMP에 의하여 상기 상부전극(440a)을 형성하므로, 상기 상부전극(440a)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기 유전

막(435)이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을 받는 문제가 해결된다.

다음, 상기 상부전극(440a)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433) 및 제4 절연막(445)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종

래 기술에서와 달리, 상기 제4 절연막(445)을 별도로 평탄화하는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상기 제4 절연막(445), 제

3 절연막(433), 제2 절연막(430) 및 제1 절연막(425)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415)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450)와, 상기 제4 절연막(445) 및 제3 절연막(433)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440a)의 상면에 접하는 콘

택 플러그(455)를 형성한다. 참조 번호 447은 제2 장벽 금속막이다.

상기 제3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금속 배선(320)이 MIM 커패시터의 하부전극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하부전극을 형

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기 제1 절연막(325)과 제2 절연막(330)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2 금속 배선(320)

의 상면이 손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기 제2 금속 배선(320)의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디슁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MIM 커패시터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하부

전극(422)을 형성함으로써,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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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커패시터의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종래에 비하여 유전막을 손상시킬 염려가 적다. 따라서, 식각 공정에 의한 유전막 표면 데미지를 방지하여 

커패시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커패시터를 형성한 다음, 금속 배선을 위하여 형성하는 절연막을 CMP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절연막 CM

P 공정이 생략된다.

또한, 다마신 배선 구조를 형성하므로 비저항이 Al에 비하여 작고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저항성도 우수한 Cu 배선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선의 단면적이 감소하더라도 반도체 소자의 동작 속도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반도체 기판 상의 하부 절연막 내에 상기 하부 절연막과 단차가 없게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제2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을 갖는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개재시켜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과 단차가 없게 상기 홀 영역을 완전히 매

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의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상부전극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제3 절연막 및 제4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에 접하는 다마신 배선 구조와,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의 상면에 접하는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 배선 및 제2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하부 절연막 내에 제1 및 제2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를 완전히 매립하는 제1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하부 절연막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1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제1 및 제2 트렌치의 내벽과 바닥에 제1 장벽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벽 금속막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막으로서 SiN막, SiC막, SiN막과 SiOC막의 이중막, SiN막과 TEOS막의 이중막, SiN막과 

PEOX막의 이중막, SiC막과 SiOC막의 이중막, SiC막과 TEOS막의 이중막 및 SiC막과 PEOX막의 이중막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 상기 홀 영역의 내벽과 바닥에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막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상기 홀 영역을 완전히 매립하지 않는 정도 두께로 제2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금속막이 형성된 결과물 상에 캡핑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절연막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캡핑막이 형성된 결과물의 상면을 평탄화하여 제2 금속막 패턴과 캡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캡핑막 패턴이 형성된 결과물을 세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금속막 패턴과 캡핑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화학적 기계적 연마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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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캡핑막으로서 TEOS막, PEOX막, SiOF막 및 SiOC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금속막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금속막으로서 Ta막과 Cu막의 이중막, TaN막과 Cu막의 이중막, 및 Ta막, TaN막과 Cu막

의 삼중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절연막으로서 SiN막 또는 SiC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및 제4 절연막으로서 TEOS막, PEOX막, SiOF막 및 SiOC막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마신 배선 구조와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4, 제3, 제2 및 제1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금속 배선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비아 트렌치, 상기 비아 트렌

치 상부에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는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상기 제4 및 제3 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상부전극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아 트렌치,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콘택홀을 완전히 매립하는 제3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4 절연막의 상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제3 금속막의 상면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금속막으로서 Cu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비아 트렌치, 금속 배선 영역 트렌치 및 콘택홀의 내벽과 바닥에 제2 장벽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벽 금속막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제2 금속 배선 상에 커패시터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은 상기 하부전극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홀 영역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커패시터 하부전극으로서 Ta막, TaN막, TaSiN막, TiN막, TiSiN막, WN막, WSiN막 및 이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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