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6015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1L 27/108
H01L 21/824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3월06일
10-0360150
2002년10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5-0018912 (65) 공개번호 특1997-0003997
(22) 출원일자 1995년06월30일 (43) 공개일자 1997년01월29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최경근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서동184-266

(74) 대리인 이후동
이정훈

심사관 : 조지은

(54) 반도체소자의캐패시터형성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하부절연층이 형성된 반도체기판의 예정된 부분에 접속되는 
콘택플러그를 형성하고 전체표면 상부에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을 형성한 다음, 그 상부에 루테늄막을 형성하고 저장
전극 마스크를 이용한 식각공정으로 상기 루테늄산화막과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적층구조를 식각한 다음, 전체표면상
부에 산소가 함유된 절연막을 일정두께 고온 어닐링공정으로 상기 루테늄막의 표면에 루테늄산화막을 일정두께 형성하
고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여 저장전극인 하부전극을 형성한 다음, 상기 하부전극의 표면에 유전체막과 상부전극을 형성
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에 충분한 정전용량을 갖는 캐패시터를 형성하여 반도체소자의 특성 및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그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 도 내지 제 1G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을 도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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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명칭 >

11 : 반도체기판 13 : 하부절연층

15 : 콘택홀 17 : 질화막 스페이서

19 : 저장전극 콘택플러그 21 :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23 : 루테늄막 25 : 감광막패턴

27 : SOG 산화막 29 : 루테늄산화막

31 : 유전체막 33 : 상부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초고집적화 된 반도체소자에 충분한 정전용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부전극, 유전체막 및 상부전극의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소자가 고집적화되어 셀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저장전극의 표면적에 비례하는 정전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
려워지고 있다.

특히, 단위 셀이 하나의 모스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되는 디램 소자는 칩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캐패시터의 
정전용량을 크게 하면서, 면적을 줄이는 것이 디램 소자의 고집적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 εo X εr XA ) / T ( 단, 상기 εo 는 진공유전율, 상기 εr 은 유전막의 유전율, 상기 A 는 캐패시터의 면
적 그리고 상기 T 는 유전막의 두께 )로 표시되는 캐패시터의 정전용량 C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전상수 εr 이 높은, 
즉 고유전율을 갖는 물질로 상기 T 를 얇게 형성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종래기술에서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하부전극 표면에 발생되는 힐록( hillock ) 및 핀홀( pin hole )로 인해 전
기적 소자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적 특성의 불안정성 및 재현성의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기 단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상기 하부전극와 상부전극을 루데늄산화막 ( RuO 2 )으로 형성하고 이를 열공정으로 안정화시켜 사용하였
다.

여기서, 상기 루테늄산화막은 루테늄 타겟과 산소기체를 이용하여 형성하거나, 루테늄을 CVD 방법으로 증착하고, 튜브
에서 어닐링공정으로 산화시켜 형성하였다. 이때, 전자는 루테늄의 낮은 산화속도 때문에 안정된 루테늄산화막을 형성
하기가 어려우며 상기 산소기체의 분압이 높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한 RuO3 가스나 RuO4 가스가 발생되어 박막이 휘발
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후자는 튜브에서 산화시킬 때 루테늄산화막보다 휘발성이 강한 RuO 3 가스나 RuO4 가스가 발
생되어 박막이 휘발하는 현상이 있다.

상기 현상으로 인하여 예정된 캐패시터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특성을 저하시켜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극으로 사용되는 루테늄산화막을 안정되게 형성함으로써 
반도체소자의 신뢰성 및 특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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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인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의 특징은,

반도체기판 상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구비되는 하부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적층구조와 루테늄막을 일정 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저장전극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루테늄막과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적층구조를 식각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산소가 함유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어닐링공정으로 상기 루테늄막과 절연막을 반응시켜 상기 루테늄막 표면에 저장전극으로 사용되는 루테늄산화막을 일
정 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유전체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데 있다.

또한, 상기 저장전극 콘택플러그는 다결정실리콘으로 형성된 것과,

상기 티타늄막은 100 내지 3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티타늄질화막은 2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루테늄막은 3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루테늄막은 루테늄 타겟을 이용한 스퍼터링방법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루테늄막은 화학기상증착 ( CVD :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에서 CVD 라 함 )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CVD 방법은 Ru(C5 H5 )2 , Ru(NO)NO 3 )3 , RuO 4 , RuF 5 또는 H3 Ru(SO3 )2 OH등을 사용하여 200 내지 500 ℃ 
온도에서 실시되는 것과,

상기 절연막은 SOG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절연막은 1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어닐링공정은 400 내지 900 ℃ 의 온도에서 30 분 내지 2 시간 동안 실시되는 것과,

상기 루테늄산화막은 3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과,

상기 절연막 제거공정은 비.오.이. ( BOE : Buffered Oxide Etchant, 이하에서 BOE 라 함 ) 용액이 사용되는 것과,

상기 BOE 용액은 순수에 대하여 100 : 1 의 비율로 혼합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실명하기로 한다.

제1A도 내지 제1G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공정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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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A도를 참조하면, 반도체기판(11) 상부에 하부절연층(13)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하부절연층(13)은 소자분리절연
막(도시안됨), 게이트전극(도시안됨) 또는 비트라인(도시안됨) 등의 구조물이 형성하고 절연물질로 평탄화시켜 형성
된 것이다.

그 다음, 캐패시터 콘택마스크(도시안됨)를 이용한 식각공정으로 상기 반도체 기판(11)의 예정된 부분을 노출시키는 
콘택홀(15)을 형성한다. 상기 콘택홀(15)의 측벽에 질화막 스페이서(17)를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콘택홀(15)을 통하여 상기 반도체기판(11)에 접속되는 다결정실리콘막(도시안됨)을 일정 두께 전면증착
한다.

다음, 상기 다결정실리콘막을 전면식각하여 상기 콘택홀(15)의 내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19)를 형성한다.

제1B도를 참조하면, 전체표면 상부에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21)과 RuO 2 막(23)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이때, 상기 
티타늄막은 100 내지 300 Å 두께로 형성되고, 상기 티타늄질화막은 2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기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21) 상부에 루테늄막(23)을 일정 두께 형성한다. 이때, 상기 루테늄막(23)은 
3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루테늄막(23)은 루테늄 타겟을 사용하는 스피터링방법으로 
증착되거나, Ru(C5 H5 )2 , Ru(NO)NO 3 )3 , RuO 4 , RuF 5 또는 H3 Ru(SO3 )2 OH 등을 사용하여 200 내지 500 ℃ 온도
에서 CVD 방법으로 증착된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기 루테늄막(23) 상부에 감광막패턴(25)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감광막패턴(25)은 저장전극마스크(도
시안됨)를 이용한 사진공정으로 형성된 것이다.

제1C도를 참조하면, 상기 감광막패턴(25)을 식각마스크로하여 상기 루테늄막(23)과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21)을 
식각한다. 이때, 상기 루테늄막(23)과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21) 식각공정은 상기 하부절연층(13)을 식각장벽으로 
하여 실시된 것이다.

다음, 상기 감광막패턴(25)을 제거한다.

제1D도를 참조하면, 전체표면상부에 SOG 산화막(27)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SOG 산화막(27)은 1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된 것이다.

제1E도를 참조하면, 400 내지 900 ℃ 온도의 튜브(도시안됨)에서 30 분 내지 2 시간 동안 어닐링공정을 실시함으로
써 루테늄산화막(29)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루테늄산화막(29)은 상기 SOG 산화막(27)의 산소가 상기 루테늄막(2
3)으로 확산되어 발생되는 산화공정으로 인하여 상기 루테늄막(23) 표면에 3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1D도와 제1E도의 공정에서 형성된 상기 루테늄산화막(29)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상기 SOG 산화막(2
7)의 두께를 500 Å 이하로 형성하고 불순물인 산소를 주입하고 어닐링공정을 실시하여 충분한 루테늄산호막을 형성할 
수 있다.

제1F도를 참조하면, 상기 SOC 산화막(27)을 제거한다. 이때, 상기 제거공정은 BOE 용액에 대하여 순수를 1:100 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1 내지 10 분 동안 담구어 실시된 것이다.

제1G도를 참조하면, 전체표면 상부에 유전체막(31)과 상부전극(33)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유전체막(31)은 BST 나 
PZT 의 고유전율을 갖는 박막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은, 안정된 루테늄산화막을 형성함으로써 누
설전류밀도를 감소시키고 반도체소자의 특성을 향상시켜 반도체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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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 상부에 저장전극 콘택플러그가 구비되는 하부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적층구조와 루테늄막을 일정 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저장전극마스크를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루테늄막과 티타늄막/티타늄질화막 적층구조를 식각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산소가 함유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어닐링공정으로 상기 루테늄막과 절연막을 반응시켜 상기 루테늄막 표면에 저장전극으로 사용되는 루테늄산화막을 일
정 두께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공정과,

전체표면 상부에 유전체막과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전극 콘택플러그는 다결정실리콘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타늄막은 100 내지 3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개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타늄질화막은 2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막은 3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막은 루테늄 타겟을 이용한 스퍼터링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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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막은 CVD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막은 200 내지 500 ℃ 온도에서 Ru(C 5 H5 )2 , Ru(NO)NO 3 )3 , RuO 4 , RuF 5 또는 H3 Ru(SO3 )2 OH을 소
오스로 사용하는 CVD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SOG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을 1000 내지 50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공정은400 내지 900 ℃ 의 온도에서 30 분 내지 2 시간 동안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산화막은 300 내지 500 Å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BOE 용액을 식각용액으로 사용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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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BOE 용액은 순수에 대하여 100 : 1 의 비율로 혼합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캐패시터 형
성방법.

도면
도면 1a

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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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c

도면 1d

도면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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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f

도면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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