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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이용하는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희생 하드마스크의 식각선택비를 증가시켜 패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피식각층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

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상에 포토레지스

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상기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피식각층을

식각하여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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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피식각층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

계;

적어도 상기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

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피식각층을 식각하여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은 음각 또는 양각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피식각층은 절연막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콘택홀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피식각층은 전도층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비트라인, 워드라인 또는 금속배선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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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ArF 또는 F2 노광원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은,

폴리실리콘막, Al막, W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막, MoN막, MoSix(x는 1 내지 2)막, Al2O3

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

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피식각층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상에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사방지막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반사방지막을 식각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

계;

적어도 상기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

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피식각층을 식각하여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패턴은 음각 또는 양각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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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피식각층은 절연막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콘택홀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피식각층은 전도층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비트라인, 워드라인 또는 금속배선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ArF 또는 F2 노광원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은,

폴리실리콘막, Al막, W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막, MoN막, MoSix(x는 1 내지 2)막, Al2O3

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

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방지막은 유기기 또는 무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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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소자의 패턴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F2 또

는 불화아르곤(ArF)등의 보다 발전된(Advanced)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패턴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소자의 진전을 지지해 온 미세 가공 기술은 사진식각(Photo lithography) 기술인 바, 이 기술의 해상력 향상이 반도

체소자의 고집적화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사진식각 공정은 주지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

로 하는 식각 공정을 통해 피식각층을 식각해서 원하는 형태의 패턴 예컨대, 콘택홀 또는 게이트전극 등의 라인 패턴 등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바, 여기서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피식각층 상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과 준비된 노광

마스크를 이용해 포토레지스트를 선택적으로 노광하는 공정 및 소정의 화학용액으로 노광되거나, 또는 노광되지 않은 포

토레지스트 부분을 제거하는 현상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사진식각 공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패턴의 임계치수(Critical Dimension; 이하 CD라 함)는 상기한 노광 공정에서 어

떤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것은 노광 공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폭에 따라

실제 패턴의 CD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36㎚ (g-line)의 파장의 광원과 365㎚(i-line)의 광원을 사용하던 초기의 스테퍼(Stepper)를 거쳐 현재는 248㎚(KrF

Excimer Laser) 파장의 DUV(Deep Ultra-violet)를 이용하는 스테퍼나 스캐너 타입의 노광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 248㎚의 DUV 사진식각 기술은 초기에 시간 지연 효과, 기질 의존성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0.18㎛

디자인의 제품 개발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0.15㎛ 이하의 디자인을 갖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93㎚(ArF

Excimer Laser) 또는 157nm(F2 Laser)의 파장을 갖는 새로운 DUV 사진식각 기술로의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DUV 사진식각 기술에서 해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술을 조합한다 하여도 0.1㎛ 이하의 패턴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광원을 갖는 사진식각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rF 노광원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과 F2 노광원을 이용하는 포토리소그라피 공정 기술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F2 또는 ArF용 포토레지스트의 개발이다. F2 또는 ArF는 KrF와 같은 화학 증폭형이지만 재료를 근본적으로 개량해야 하

는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특히 ArF 포토레지스트 재료 개발이 어려운 것은 벤젠고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벤젠고

리는 건식 식각(Dry etching) 내성을 확보하기 위해 i-선 및 KrF용 포토레지스트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예컨대, ArF용

포토레지스트에 벤젠고리가 사용될 경우 ArF 레이저의 파장영역인 193nm에서 흡광도가 크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져 포

토레지스트 하부까지 노광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벤젠고리를 가지지 않고 건식 식각 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접착력이 좋고 2.38% TMAH(Tetra Methyl Ammonium Hydroxide)로 현상되어질 수 있는 재료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 및 연구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상용화 되어 있

는 것으로는 COMA(CycloOlefin-Maleic Anhydride) 또는 아크릴레이드(Acrylate) 계통의 폴리머 형태, 또는 이들의 혼

합 형태이다. 하지만, 상기한 포토레지스트는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 1은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마스크 패턴과 K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라인 타입의 마스크 패턴을

비교 도시한 평면 사진이며, 도 2는 도 1의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진행한 후의 평면 사진이다.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K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할 경우 마스크 패턴(M1)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스트라이에이션(Striation)과 같은 마스크 패턴(M2)의 변형이 일어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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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의 (a)와 같이 K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패턴(P1)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마스크 패턴(M1)

의 형상이 그대로 전사되는 반면,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패턴(P2)을 형성하기 위해 식각공정을 진

행할 때 포토레지스트가 뭉치거나(Cluster) 성형 변형(Plastic deformation)되는 현상과 식각 도중 포토레지스트의 내성

이 약하여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패턴(P2)에 심한 변형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한 패턴 형성시 상술한 바와 같은 패턴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텅스텐과 질화막의 단독

또는 적층된 구조의 희생 하드마스크를 사용하는 공정 기술이 개발되었다.

도 3a 내지 도 3d는 종래기술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이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후술하는 반도체소자의 라인 패턴은 구체적으로, 도전패턴 중 비트라인 형성 공정을 그 일예로 한다.

먼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요소가 형성된 기판(30) 상에 피식각층으로 전도층

(31a)을 형성한 다음, 전도층(31a) 상에 절연성 물질이면서도 피식각층인 전도층(31a)과 선택비를 가져 하드마스크 재료

로 사용되는 Si3N4 또는 SiON 등의 질화막 계열의 박막 또는 SiO2 등의 산화막 계열의 박막을 사용하여 하드마스크용 절

연막(32a)을 증착한다. 이어서, 식각공정시 하드마스크용 절연막(32a)의 손실에 따른 패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마

스크용 절연막(32a) 상에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을 형성한다.

여기서,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은 폴리실리콘막, Al막, W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막, MoN

막, MoSix(x는 1 내지 2)막, Al2O3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

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막을 이용한다.

이어서,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 상에 패턴 형성을 위한 노광시 하부 즉,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의 광반사도가 높음

으로 인해 난반사가 이루어져 원하지 않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과 후속 포토레지스

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반사방지막(34a, ARC)을 형성한다.

여기서, 반사방지막(34a)은 포토레지스트와 그 식각 특성이 유사한 유기계열(Organic)의 물질을 주로 이용한다.

이어서, 반사방지막(34a) 상에 F2 노광원용 또는 ArF 노광원용의 포토레지스트 스핀 코팅(Spin coating) 등의 방법을 통

해 적절한 두께로 도포한 다음, F2 노광원 또는 ArF 노광원과 게이트전극 폭을 정의하기 위한 소정의 레티클(도시하지 않

음)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의 소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노광하고, 현상 공정을 통해 노광 공정에 의해 노광되거나 혹은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잔류시킨 다음, 후세정 공정 등을 통해 식각 잔유물 등을 제거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 패턴(35a)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35b)을 식각마스크로 하는 선택적 식각 공정을 통해 반사방지막

(34b)을 선택적으로 식각한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35b)을 식각마스크로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을 식각하여 희생 하드마스크(33b)를 형성한

다.

이어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포토레지스트 패턴(35b)과 반사방지막(34b)은 대부분 식각과정에서 제거가 되

나 그 일부가 잔류될 수 있는 바, 포토레지스트 패턴(35b)과 반사방지막(34b)의 제거를 위한 별도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35b)과 반사방지층(34b)이 식각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

적어도'라고 표현함) 희생 하드마스크(33c)를 식각마스크로 하드마스크용 절연막(32a)을 식각하여 하드마스크(32b)를 형

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술한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35b)과 반사방지막(34b)은 공정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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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희생 하드마스크(33c) 및 하드마스크(32c)를 식각마스크로 전도층(31a)를 선택적으

로 식각하여 전도층패턴(31b) 즉, 비트라인을 형성한다.

이 때, 전술한 본 발명의 희생 하드마스크(33c) 사용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식각공정을 없애기 위해 전도층

(31a)을 하드마스크용 희생막(33a)과 동일 박막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박막이더라도 그 두께와 식각 조

건을 조절함으로써, 전도층(31a) 식각시 희생 하드마스크(33c)는 모두 제거가 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패턴 형태에서는 정상이다 하더라도 식각시 LER(Line Edge Roughness)와 스트라이에이션 등이 발샌하며,

상기한 희생 하드마스크를 적용하더라도 식각선택비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본 발명은, 희생 하드마스크의 식각선택비를 증가시켜 패턴 변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피식각층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

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식

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상기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피식각층을 식각하여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삭제

또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피식각층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상에 반사방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사방지막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반사방지막을 식각하는 단계,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적어도 상기 제1희생 하드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상기 희생 하

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제2희생 하드마스크를 식

각마스크로 상기 피식각층을 식각하여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삭제

삭제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상기 소정의 패턴은 음각 또는 양각의 패턴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피식각층은 절연막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콘택홀 패턴을 포함하거나, 상기 피식각층은 전도층이며, 상기 소정의 패턴은 비트라인, 워드라인 또는 금

속배선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삭제

본 발명은, 기존의 희생 하드마스크 물질과는 다른 비결정성 탄소(Amorphous carbon)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한다.

비결정성 탄소막의 경우 산화막이나 질화막 및 텅스텐 등과 높은 식각선택비를 가질 수 있어 패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아울러, 비결정성 탄소막을 산화막/질화막 또는/및 폴리실리콘/텅스텐 등과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식각선택비로 인한 ArF 또는 F2 등의 노광원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에 의한 패턴 형

성시, 패턴 변형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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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비결정성 탄소막은 포토레지스트 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포토레지스트 패턴과의 사이에 별도의 희생 하드마스크

와 적층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그 상부에 적층되는 희생 하드마스크 예컨대, 산화막, 질화막, 폴리실리콘

막, 텅스텐막 등과 식각선택비가 커서, 이들의 얇은 두께로도 두꺼운 비결정성 탄소막을 비교적 쉽게 식각할 수 있다.

비결정성 탄소막의 두께를 두껍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를 하드마스크로 적용할 경우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마스크로서

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도 4는 비결정성 탄소막을 하드마스크로 사용하여 콘택홀을 형성한 예를 도시한 단면 사진이다.

도 4의 (a)는 1.561㎛ 사이즈의 콘택홀이고, 도 4의 (b)는 1.564㎛의 사이즈의 콘택홀이다. 두 경우 모두 패턴의 변형이

없이 콘택홀 패턴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도 4의 콘택홀 패턴 형성시 층간절연막으로는 TEOS(Tetra Ethyl Ortho Silicate)막을 사용하였다. 0.18㎛ 사이

즈의 콘택홀은 TEOS막이 4600Å/분의 속도로 식각되도록 하였으며, 0.25㎛ 사이즈의 콘택홀은 TEOS막이 5000Å/분의

속도로 식각되도록 하였다. 패턴의 밀도가 높은 0.25㎛의 콘택홀 형성시에는 TEOS막과 10:1의 식각선택비를 얻을 수 있

으며, 패턴 밀도가 비교적 낮은 0.18㎛의 콘택홀 형성시에는 TEOS막과 15:1 정도의 식각선택비를 얻을 수 있다.

도 5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경우의 콘택

홀 패턴을 비교 도시한 사진이다.

도 5의 (a)에서는 0.18㎛ 사이즈의 콘택홀 형성을 위해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하드마스크로 사용하였다. 43SCCM의

C4F6와 28SCCM의 O2와 15SCCM의 CHF3와 500SCCM의 Ar을 사용하고, 40mTorr의 압력 하에서 1800W의 파워와

40G의 자기력 선속 밀도를 사용한 결과 TEOS막과 비결정성 탄소막의 26:1의 식각선택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도 5의 (b)에서는 0.2㎛ 사이즈의 콘택홀 형성을 위해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하드마스크로 사용하였다.

42SCCM의 C4F6와 27SCCM의 O2와 500SCCM의 Ar을 사용하고, 40mTorr의 압력 하에서 1800W의 파워와 40G의 자

기력 선속 밀도를 사용한 결과 TEOS막과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12:1의 식각선택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 5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결정성 탄소막이 도 5의 (b)와 같은 포토레지스트 패턴에 비해 패턴의 변형없이

콘택홀 형성하는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

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후술하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반도체소자의 라인 패턴 구체적으로, 도전패턴 중 비트라인 형성 공정을 그 일예로

하여 설명하는 바, 본 발명의 적용 대상이 되는 라인 패턴(도전패턴)은 제1실시예에서 제시한 비트라인 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전극, 스토리지노드 콘택 또는 금속배선 등의 다양한 형태의 패턴 형성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술한 라인 형태의 패턴 이외에 고립된 형태인 섬형(Island type), 스토리지노드 콘택과 같은 도넛츠형 등에도 적용

이 가능하며, 전도층이 아닌 절연막 패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양각 패턴을 형성하는 공

정으로의 적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요소가 형성된 기판(60) 상에 피식각층으로 전도층

(61a)을 형성한 다음, 전도층(61a) 상에 절연성 물질이면서도 피식각층인 전도층(61a)과 선택비를 갖어 하드마스크 재료

로 사용되는 Si3N4 또는 SiON 등의 질화막 계열의 박막 또는 SiO2 등의 산화막 계열의 박막을 사용하여 하드마스크용 절

연막(62a)을 형성한다. 이어서, 식각 공정시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의 손실에 따른 패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마

스크용 절연막(62a)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2a)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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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2a)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을 형성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2a)은 포토레지스트와 유사한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포토레지스트 패

턴으로 이를 식각하는 것은 공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2a)과 포토레지스

트 패턴 사이에는 탄소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희생 하드마스크를 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은 폴리실리콘막, Al막, W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

(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

막, MoN막, MoSix(x는 1 내지 2)막, Al2O3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막을 포함한다.

희생 하드마스크로 텅스텐막/질화막(산화막)/비결정성 탄소막의 구조를 사용한다면, 최상부의 텅스텐막의 두께를 300Å

이하로 얇게 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식각선택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고해상도의 패턴 형성 공정이라 하더라도

ArF의 경우 포토레지스트를 1000Å 정도의 두께는 갖도록 한다. 즉, 1000Å 정도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으로 300Å 이내

의 텅스텐막을 식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편, 텅스텐 하부의 질화막(산화막)은 300Å ∼ 600Å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하면, 300Å의 텅스텐막으로 식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텅스텐막과 질화막(산화막)을 차례로 식각한

후,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한다. 이 때, N2 또는 O2 가스를 이용할 경우 질화막(산화막)과 비결정성 탄소막의 식각선택비

를 20:1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20:1의 식각선택비는 300Å ∼ 600Å 두께의 질화막(산화막)으로 6000Å ∼ 12,000Å의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6000Å의 두께를 갖는 비결정성 탄소막은 3000Å 이상의 질화막을 충분히 식각하면서도, 그

하부의 전도층을 식각하고 2000Å 이상 남게 된다.

여기서, 기판(60)은 그 내부에 절연구조와 도전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전술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같이 전도층

(61a)이 비트라인 또는 금속배선 형성용이라면 전도층(61a)과 기판(60)과의 사이에 Ti막/TiN막 등의 확산배리어막, 소스

/드레인 등의 불순물 접합층, 층간절연막 또는 폴리실리콘막 또는 텅스텐(W)막 등의 박막으로 이루어진 플러그가 형성되

어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도층(61a)이 게이트전극 형성용이라면, 전도층(61a)과 기판(60) 사이의 계면에 게이트절연막(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어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 상에 패턴 형성을 위한 노광시 하부 즉,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의 광반사도가 높음으로 인해 난반사가 이루어져 원하지 않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64a)과 후속 포토레지스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반사방지막(65a, ARC)을 형성한다.

여기서, 반사방지막(65a)은 포토레지스트와 그 식각 특성이 유사한 유기기(Organic)의 물질을 이용하거나, SiON 등의 무

기기(In-organic)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반사방지막(65a) 상에 F2 노광원용 또는 ArF 노광원용의 포토레지스트 예를 들어, COMA 또는 아크릴레이드를

사용하며, 이들을 스핀 코팅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두께로 도포한 다음, F2 노광원 또는 ArF 노광원과 게이트전극 폭을

정의하기 위한 소정의 레티클(도시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의 소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노광하고, 현상 공정을

통해 노광 공정에 의해 노광되거나 혹은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잔류시킨 다음, 후세정 공정 등을 통해 식각 잔유물 등을 제

거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 패턴(66a)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66b)을 식각마스크로 하는 선택적 식각 공정을 통해 반사방지막

(65b)을 선택적으로 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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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포토레지스트 패턴(66b)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Cl2, BCl3, CCl4 또는 HCl 등의 클로린계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

마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실시하거나, CF 계열의 가스를 사용할 경우 C/F의 비율이 낮은 가스 예컨대, CF4, C2F 2,

CHF3 및 CH2F2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반사방지막(65b) 식각 시에는 CD의 조절이 용이해야 하므로 폴리머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식각을 진행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66b)을 식각마스크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64b)

를 형성한다.

이하,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 식각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이 W막, WSix막 또는 WN막과 같이 텅스텐(W)을 포함하는 박막인 경우, SF6/N2의 혼합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며, 이 때 SF6/N2의 혼합비율이 0.10 ∼ 0.60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이 폴리실리콘막 또는 Ti막, TiN막, TiSix막, TiAlN막 또는 TiSiN막과 같이 티타늄(Ti)을

포함하는 박막인 경우, 클로린 계열의 가스 특히, Cl2를 주식각가스로 하며, 이 때 식각 프로파일의 제어를 위해 산소(O2 )

또는 CF 가스를 적절히 첨가하여 사용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이 Pt, Ir, Ru 등의 귀금속 또는 이들의 산화물을 포함하는 경우 클로린 계열 또는 플로린

계열의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며, 이 때 식각 프로파일의 제어를 위해서는 높은 이온에너지(High ion energy)

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저압(Low pressure) 및 고 바이어스 파워(High bias power)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포토레지스트 패턴(66b)과 반사방지막(65b)은 대부분 식각 과정에서 제거가 되나 그

일부가 잔류될 수 있는 바, 포토레지스트 패턴(66b)과 반사방지막(65b)의 제거를 위한 별도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공정

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66b)과 반사방지막(65b)이 식각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어

도'라고 표현함) 제1희생 하드마스크(64b)를 식각마스크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크(63b)를 형성한다. 이 때, N2 또는 O2 가스를 이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1희생 하드마스크(64b)와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의 식각선택비가 높기 때문에 제

2희생 하드마스크(63b)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어서,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희생 하드마스크(63c)를 식각마스크로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을 식각하여 하드

마스크(62b)를 형성한다.

이 때, 통상의 질화막 계열 또는 산화막 계열의 물질을 식각할 때 사용되는 CF 계열의 가스를 주식각 가스로 사용한다.

제2희생 하드마스크(63c)의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하드마스크(62b)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에서 패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서. 도 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희생 하드마스크(63c) 및 하드마스크(62b)를 식각마스크로 전도층(61a)를 선택적

으로 식각하여 도전패턴(56b) 즉, 비트라인을 형성한다.

전도층(61a)의 식각 시 전도층(61a)의 물질 종류에 따라 그 가스 종류와 유량 및 파워 등을 조절한다.

이어서, 도 6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잔류하는 제2희생 하드마스크(63d)를 제거한다. 제2희생 하드마스크(63d)는 비결정성

탄소막으로 이루어지므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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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1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도 7을 참조하면, 기판(60) 상에 TiN 또는 폴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1전도층(67)과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제2전도층

(61a) 및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이 적층되어 있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과 제2전도층(61a) 및 제1전도층(67)은

패터닝 공정을 통해 비트라인 등의 도전패턴을 이룬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

소막(63a)이 적층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상에는 텅스텐막/질화막이 적층된 희생 하드마스크

용 물질막(68)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8) 상에는 반사방지막(65a)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

(65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66a)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8) 중 텅스텐막은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로도

충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8) 중 텅스텐막 하부에 위치한 질화막은 상부의 텅스텐막이 충분히 마스크 역할을 하므로, 희

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식각이 가능하도록 200Å 이상의 두께로 형성한다.

질화막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함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를

확보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1 및 제2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도 8을 참조하면, 기판(60) 상에 TiN 또는 폴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1전도층(67)과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제2전도층

(61a) 및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이 적층되어 있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과 제2전도층(61a) 및 제1전도층(67)은

패터닝 공정을 통해 비트라인 등의 도전패턴을 이룬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

소막(63a)이 적층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상에는 폴리실리콘막/질화막이 적층된 희생 하드마

스크용 물질막(69)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9) 상에는 반사방지막(65a)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

지막(65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66a)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9) 중 폴리실리콘막은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로

도 충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9) 중 폴리실리콘막 하부에 위치한 질화막은 상부의 폴리실리콘막이 충분히 마스크 역할을 하

므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식각이 가능하도록 200Å 이상의 두께로 형성한다.

질화막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함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를

확보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1 내지 제3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도 9를 참조하면, 기판(60) 상에 TiN 또는 폴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1전도층(67)과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제2전도층

(61a) 및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이 적층되어 있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과 제2전도층(61a) 및 제1전도층(67)은

패터닝 공정을 통해 비트라인 등의 도전패턴을 이룬다. 하드마스크용 절연막(62a) 상에는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희생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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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용 물질막(64a)이 형성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이 적층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 상에는 반사방지막(65a)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

(65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66a)이 형성되어 있다.

제4실시예에서는 반사방지막(65a)으로 무기기인 SiON을 사용하고, 그 바로 밑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63a)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반사방지막의 역할과 희생 하드마스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로도 충

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반사방지막(65a)을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한다.

반사방지막(65a)과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64a)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63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함

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를 확보한다.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후술하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서는 반도체소자의 스페이스 패턴(Space pattern) 예컨대, 콘택홀 패턴 형성 공정을 그

일예로 하여 설명하는 바, 본 발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콘택홀 패턴은 금속배선 콘택과 비트라인 또는 캐패시터의 스토리

지 노드 콘택을 위한 소스/드레인 접합 등의 기판 내의 불순물 접합층과의 콘택 및 콘택 패드 형성을 위한 공정 등에 적용

이 가능하다.

또한, 이하의 실시예는 피식각층을 절연막으로 하는 공정인 소자분리(Isolation)를 위한 트렌치(Trench) 형성 공정이나,

피식각층을 전도층으로 하는 공정 예컨대,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의 채널 형성 부분을 오픈시키기 위한 폴

리실리콘을 식각하는 공정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의 이하의 실시예에서는 음각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으로의

적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요소가 형성된 기판(100) 상에 피식각층으로 절연막

(101)을 형성한다.

절연막(101)은 불순물이 도핑되거나(Doped) 또는 불순물이 도핑되지 않은(Undoped) 산화막 또는 질화막 등의 절연성 막

을 포함한다.

이어서, 식각 공정시 절연막(101)의 이상 손실에 따른 패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막(101)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

결정성 탄소막(102a)을 형성한다.

이어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 상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을 형성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은 포토레지스트와 유사한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포토레지스트 패

턴으로 이를 식각하는 것은 공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과 포토레지

스트 패턴 사이에 추가의 희생 하드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은 폴리실리콘막, Al막, W막, WSix(x는 1 내지 2)막, WN막, Ti막, TiN막, TiSix

(x는 1 내지 2)막, TiAlN막, TiSiN막, Pt막, Ir막, IrO2막, Ru막, RuO2막, Ag막, Au막, Co막, Au막, TaN막, CrN막, CoN

막, MoN막, MoSix(x는 1 내지 2)막, Al2O3막, AlN막, PtSix(x는 1 내지 2)막 및 CrSix(x는 1 내지 2)막으로 이루어진 그

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박막을 포함한다.

희생 하드마스크로 텅스텐막/질화막(산화막)/비결정성 탄소막의 구조를 사용한다면, 최상부의 텅스텐막의 두께를 300Å

이하로 얇게 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식각선택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고해상도의 패턴 형성 공정이라 하더라도

ArF의 경우 포토레지스트를 1000Å 정도의 두께는 갖도록 한다. 즉, 1000Å 정도의 포토레지스트 패턴으로 300Å 이내

의 텅스텐막을 식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편, 텅스텐 하부의 질화막(산화막)은 300Å ∼ 600Å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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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갖도록 하면, 300Å의 텅스텐막으로 식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텅스텐막과 질화막(산화막)을 차례로 식각한

후,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한다. 이 때, N2 또는 O2 가스를 이용할 경우 질화막(산화막)과 비결정성 탄소막의 식각선택비

를 20:1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20:1의 식각선택비는 300Å ∼ 600Å 두께의 질화막(산화막)으로 6000Å ∼ 12,000Å의 비결정성 탄소막을 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6000Å의 두께를 갖는 비결정성 탄소막은 10,000Å 이상의 절연막(101)을 충분히 식각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 상에 패턴 형성을 위한 노광시 하부 즉,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102a)의 광반사도가 높음으로 인해 난반사가 이루어져 원하지 않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과 후속 포토레지스트의 접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반사방지막(104a, ARC)을 형성한다.

여기서, 반사방지막(104a)은 포토레지스트와 그 식각 특성이 유사한 유기기의 물질을 이용하거나, SiON 등의 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반사방지막(104a) 상에 F2 노광원용 또는 ArF 노광원용의 포토레지스트 예를 들어, COMA 또는 아크릴레이드를

사용하며, 이들을 스핀 코팅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두께로 도포한 다음, F2 노광원 또는 ArF 노광원과 게이트전극 폭을

정의하기 위한 소정의 레티클(도시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의 소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노광하고, 현상 공정을

통해 노광 공정에 의해 노광되거나 혹은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잔류시킨 다음, 후세정 공정 등을 통해 식각 잔유물 등을 제

거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 패턴(105a)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105b)을 식각마스크로 하는 선택적 식각 공정을 통해 반사방지

막(104b)을 선택적으로 식각한다.

이 때, 포토레지스트 패턴(105b)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Cl2, BCl3, CCl4 또는 HCl 등의 클로린계 가스를 사용한 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실시하거나, CF 계열의 가스를 사용할 경우 C/F의 비율이 낮은 가스 예컨대, CF4, C2F 2,

CHF3 및 CH2F2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반사방지막(104b) 식각 시에는 CD의 조절이 용이해야 하므로 폴리머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식각을 진행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105b)을 식각마스크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을 식각하여 제1희생 하드마스크

(103b)를 형성한다.

이하,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 식각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이 W막, WSix막 또는 WN막과 같이 텅스텐(W)을 포함하는 박막인 경우, SF6/N2의 혼합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며, 이 때 SF6/N2의 혼합비율이 0.10 ∼ 0.60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이 폴리실리콘막 또는 Ti막, TiN막, TiSix막, TiAlN막 또는 TiSiN막과 같이 티타늄(Ti)

을 포함하는 박막인 경우, 클로린 계열의 가스 특히, Cl2를 주식각가스로 하며, 이 때 식각 프로파일의 제어를 위해 산소

(O2) 또는 CF 가스를 적절히 첨가하여 사용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이 Pt, Ir, Ru 등의 귀금속 또는 이들의 산화물을 포함하는 경우 클로린 계열 또는 플로린

계열의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를 이용하며, 이 때 식각 프로파일의 제어를 위해서는 높은 이온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저압 및 고 바이어스 파워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포토레지스트 패턴(105b)과 반사방지막(104b)은 대부분 식각 과정에서 제거가 되나

그 일부가 잔류될 수 있는 바, 포토레지스트 패턴(105b)과 반사방지막(104b)의 제거를 위한 별도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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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잔류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05b)과 반사방지막(104b)이 식각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라고 표현함) 제1희생 하드마스크(103b)를 식각마스크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을 식각하여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b)를 형성한다. 이 때, N2 또는 O2 가스를 이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1희생 하드마스크(103b)와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의 식각선택비가 높기 때문에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b)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어서,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c)를 식각마스크로 절연막(101)를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기

판(100) 구체적으로는 도전구조의 표면 또는 그 상부를 노출시키는 콘택홀(106)을 형성한다.

이어서, 잔류하는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c)를 제거한다.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c)는 비결정성 탄소막으로 이루어지므

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이 때,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c)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2희생 하드마스크(102c)의 식각 마스크로서의

특성울 유지할 수 있어 희생 하드마스크의 손실로 인한 콘택홀(106)의 CD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패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전술한 절연막(101)으로 주로 산화막 계열을 이용하는 바, 산화막에 대한 식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산화막 식각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CF4, CHF3, CH2F2, C 4F6, C4F8, C3F8 또는 C5F8 등을 CF계열(Fluorocarbon)의 가

스를 사용하며, 이 때 MERIE(Magnetic Enhancement Reactive Ion Etching) 방식의 에쳐(Etcher)에서 CF가스의 플로우

율을 20SCCM ∼ 100SCCM으로 하고 1000W ∼ 2500W 정도의 파워를 사용한다.

이 때, 에쳐 내의 압력을 25mTorr ∼ 70mTorr로 유지하고, 캐소드(Cathode) 온도를 -20℃ ∼ +60℃ 정도로 유지하며,

식각 프로파일을 제어할 수 있도록 상기 CF 가스의 65% ∼ 80%의 플로우율로 산소 가스를 더 첨가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5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기판(100) 상에 피식각층인 절연막(101)과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이 적층되어 있으며,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이 적층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

정성 탄소막(102a) 상에는 반사방지막(104a)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104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05a)이

형성되어 있다.

제6실시예에서는 반사방지막(104a)으로 무기기인 SiON을 사용하고, 그 바로 밑에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102a)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반사방지막의 역할과 희생 하드마스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로도 충

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반사방지막(104a)을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한다.

반사방지막(104a)과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3a)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

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

함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를 확보한다.

도 12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5 및 제 6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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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를 참조하면, 기판(100) 상에 피식각층인 절연막(101)이 형성되어 있고, 절연막(101)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

결정성 탄소막(102a)이 적층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 상에는 텅스텐막/질화막이 적층된 희

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7)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7) 상에는 반사방지막(104a)이 적층되어 있

으며, 반사방지막(104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05a)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7) 중 텅스텐막은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로도

충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7) 중 텅스텐막 하부에 위치한 질화막은 상부의 텅스텐막이 충분히 마스크 역할을 하므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 식각이 가능하도록 200Å 이상의 두께로 형성한다.

질화막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함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

를 확보한다.

도 13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이다.

여기서, 제5 내지 제7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사용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기판(100) 상에 피식각층인 절연막(101)이 형성되어 있고, 절연막(101)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

결정성 탄소막(102a)이 적층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 상에는 폴리실리콘막/질화막이 적층된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8)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8) 상에는 반사방지막(104a)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104a)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05a)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8) 중 폴리실리콘막은 200Å ∼ 1000Å의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포토레지스트의 낮은 두께

로도 충분히 식각될 수 있도록 한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08) 중 폴리실리콘막 하부에 위치한 질화막은 상부의 폴리실리콘막이 충분히 마스크 역할을

하므로,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 식각이 가능하도록 200Å 이상의 두께로 형성한다.

질화막은 산화막, 질화막, 산화질화막의 단독 또는 조합된 구조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02a)은 1000Å 이상 보통, 2000Å 이상으로 충분히 두껍게 증착함으로써, 하부의 피식각층에 대한 식각선택비

를 확보한다.

이하에서는 실제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공정의 예를 통해 홀 패턴 형성을 위한 구조를 살펴 본다.

도 14는 금속배선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반도체소자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게이트전극(G)이 형성되어 있고, 게이트전극(G) 상부에서 게이트전극(G)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비트라

인(B/L)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전극(G)의 측면에 얼라인되어 형성된 셀콘택 플러그(도시하지 않음)와, 셀콘택 플러그에

콘택된 스토리지노드용 콘택 플러그(도시하지 않음)와, 스토리지노드용 콘택 플러그 접속된 스토리지노드(도시하지 않음)

와, 스토리지노드 상부의 유전체막(도시하지 않음)과, 유전체막 상의 플레이트전극(P)이 일련의 공정을 통해 형성되어 있

다.

플레이트전극(P) 상부에는 금속배선 콘택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M)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게이트전극(G)을 포함한 비트라인(B/L)과 플레이트전극(P) 등은 모두 신호 또는 전원 라인과의 접속을 위해 금속배

선과 접속되어야 한다.

마스크 패턴(M)은 플레이트 전극(P)의 금속배선을 위한 콘택(A)과 비트라인(B/L)의 금속배선을 위한 콘택(B) 형성을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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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도 14를 a-a' 방향으로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기판(150) 상에 게이트전극(G)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전극(G)은 게이트 산화막(151)과 게이트 전도

막(152)과 게이트 하드마스크(153)의 적층 구조와 그 측면의 스페이서(154)를 구비한다. 게이트전극(G)은 제1층간절연

막(155)에 의해 둘러 쌓여 있으며, 제1층간절연막(155)을 관통하여 기판(150)의 불순물 확산영역과 콘택되며 게이트 하

드마스크(153)와 평탄화되어 아이솔레이션(Isolation)이 이루어진 셀콘택 플러그(156)가 형성되어 있다.

셀콘택 플러그(156) 상에는 제2층간절연막(157)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2층간절연막(157) 상에는 제2층간절연막(157)을

관통하여 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은 셀콘택 플러그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비트라인(B/L)이 형성되어 있다.

비트라인(B/L)은 비트라인 전도막(158)과 비트라인 하드마스크(159)의 적층 구조와 그 측면의 스페이서(도시하지 않음)

를 구비한다.

비트라인(B/L) 상에는 제3층간절연막(160)이 형성되어 있다. 제3층간절연막(160) 상에는 제3층간절연막(160)과 제2층

간절연막(157)을 관통하여 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은 셀콘택 플러그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스토리지노드용 콘택 플러그가

형성되어 있다.

스토리지노드용 콘택 플러그 상에는 스토리지노드(161)와 유전체막(162) 및 플레이트전극(163)이 차례로 형성되어 셀 캐

패시터를 이룬다. 한편, 셀 캐패시터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4층간절연막(164)이 형성되어 있다.

캐패시터 및 제4층간절연막(164) 상에는 제5층간절연막(165)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5층간절연막(165) 상에는 희생 하드

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66)이 형성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66)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

질막(167)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167) 상에는 반사방지막(168)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

(168)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턴(169)이 형성되어 있다.

플레이트전극(163)의 금속배선 형성을 위한 식각 부위는 도면부호 '170'과 같이 제5층간절연막(170) 만을 포함하므로 별

다른 상관이 없으나, 비트라인(B/L) 금속배선을 형성을 위한 식각 부위는 도면부호 '171'과 같이 제5층간절연막(165)과

제4층간절연막(164) 및 비트라인 하드마스크(159)를 포함하므로 식각 타겟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층간절연막(164)의 경우 캐패시터의 수직 높이에 달하므로 그 두께만으로 20,000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도면부호 '171'의 식각 타겟은 30,000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희생 하드마스크 만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특히, 80nm 이하의 디자인 룰이 적용되는 반도체소자 제조 공

정시 원하는 콘택홀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10,000Å 이상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166)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깊은

콘택홀 형성시에도 패턴 변형이 거의 없이 원하는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도 16은 스토리지노드 콘택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반도체소자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게이트전극 G1과 G2가 일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갖고 배열되어 있고, 게이트전극(G1, G2) 상부에서 게

이트전극(G1, G2)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비트라인(B/L1, B/L2)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전극(G1, G2)의 측면에 얼라인되

어 셀콘택 플러그(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으며, 비트라인(B/L1, B/L2) 상부에는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

한 마스크 패턴(M)이 형성되어 있다.

마스크 패턴(M)은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을 위해 비트라인(B/L1, B/L2)의 측면에 각각 얼라인되어 도면부호 'C'와

같은 부분에서 셀콘택 플러그를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 17은 도 16을 b-b' 방향으로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기판(200) 상에 게이트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바, 도 16을 b-b' 방향으로 절취한 단면에서는 게이트전

극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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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전극은 제1층간절연막(201)에 의해 둘러 쌓여 있으며, 제1층간절연막(201)을 관통하여 기판(200)의 불순물 확산

영역과 콘택되며 게이트 하드마스크(도시하지 않음)와 평탄화되어 아이솔레이션이 이루어진 셀콘택 플러그(202)가 형성

되어 있다.

셀콘택 플러그(202) 상에는 제2층간절연막(203)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2층간절연막(203) 상에는 제2층간절연막(203)을

관통하여 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은 셀콘택 플러그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비트라인(B/L)이 형성되어 있다.

비트라인(B/L)은 비트라인 전도막(204)과 비트라인 하드마스크(205)의 적층 구조와 그 측면의 스페이서(S)를 구비한다.

비트라인(B/L) 상에는 제3층간절연막(206)이 형성되어 있다. 제3층간절연막(160) 상에는 스토리지노드 형성시 하부의

어택 방지를 위한 스토리지노드용 하드마스크(207)와 PE-TEOS(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PECVD라 함) 방식으로 TEOS(Tetra Ethyl Ortho SIlicate) 소스를 사용하여 형성한 산화막)이

적층되어 있다. PE_TEOS막(208) 상에는 식각정지막(209)이 형성되어 있으며, 식각정지막(209) 상에는 질화막 또는 산

화막을 이용한 희생 하드마스크용 절연막(210)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절연막(210)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211)이 형성되어 있고,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

결정성 탄소막(211)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실리콘산화질화막(212)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실리콘산화

질화막(212) 상에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텅스텐막(213)이 형성되어 있다.

희생 하드마스크용 텅스텐막(213) 상에는 반사방지막(214)이 적층되어 있으며, 반사방지막(214) 상에는 포토레지스트 패

턴(215)이 형성되어 있다.

스토리지노드용 콘택홀 형성 공정의 경우 오버랩 마진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식각 타겟 또한 크므로 10,000Å 이상의 두

께를 확보할 수 있는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212)를 사용하게 되면, 패턴 변형이 거의 없이 원하는 패턴 형성

이 가능하다.

도 18은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콘택홀 형성 후의 종래기술과 본발명의 차이점을 비교 도시한 평면 사진이다.

도 18의 (a)는 종래의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하여 형성한 콘택홀을 나타내며, 'D'와 같이 콘택홀 패턴의 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도 18의 (b)의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고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

정을 적용하여 형성한 콘택홀을 나타내며, 'E'와 같이 콘택홀 패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기존의 희생 하드마스크 물질과는 다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

용하며, 여기에 산화막/질화막 또는/및 폴리실리콘/텅스텐 등의 희생 하드마스크와 적층 구조로 사용함으로써, 포토레지

스트의 낮은 식각선택비로 인한 ArF 또는 F2 등의 노광원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에 의한 패턴 형성시, 패턴 변형

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실시예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은, F2 또는 ArF 등의 노광원을 사용하는 사진식각 공정에 따른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변형과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어, 반도체소자의 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마스크 패턴과 K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라인 타입의 마스크 패턴을

비교 도시한 평면 사진.

도 2는 도 1의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식각 공정을 진행한 후의 평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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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도 3d는 종래기술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비결정성 탄소막을 하드마스크로 사용하여 콘택홀을 형성한 예를 도시한 단면 사진.

도 5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경우의 콘택

홀 패턴을 비교 도시한 사진.

도 6a 내지 도 6f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

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도전패턴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F2 또는 ArF 노광원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패턴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

도 12은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

도 13는 본 발명의 제8실시예에 따른 비결정성 탄소막을 희생 하드마스크로 사용하는 콘택홀 형성을 위한 적층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

도 14는 금속배선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반도체소자를 도시한 평면도.

도 15는 도 14를 a-a' 방향으로 절취한 단면도.

도 16은 스토리지노드 콘택 형성을 위한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반도체소자를 도시한 평면도.

도 17은 도 16을 b-b' 방향으로 절취한 단면도.

도 18은 ArF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적용한 콘택홀 형성 후의 종래기술과 본발명의 차이점을 비교 도시한 평면 사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0 : 기판 61a : 전도층

62a : 하드마스크용 절연막 63a : 희생 하드마스크용 비결정성 탄소막

65a : 반사방지막 64a : 희생 하드마스크용 물질막

66a : 포토레지스트 패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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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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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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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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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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