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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Al2 O3 )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산소 원료 
물질을 번갈아 가면서 웨이퍼 표면에 분사하는 단원자 증착법으로 Al2 O3 박막을 형성할 때,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 
단계에서 별도의 공급 라인을 통해 NH3 가스를 공급하거나, 산소 원료 물질 공급 단계에서 동일 공급 라인을 통해 NH

3 가스를 공급하거나,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 단계에서 별도의 공급 라인을 통해 NH 3 가스를 공급하고, 산소 원료 물
질 공급 단계에서 동일 공급 라인을 통해 NH3 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Al2 O3 박막을 증착하여 Al2 O3 박막의 성장 비
를 보다 증가시키고, Al2 O3 박막 증착 후에 후처리를 실시하여 Al2 O3 박막 내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막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Al2 O3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하여 기술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Al2O3 박막, 단원자 증착법, NH3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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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단원자 증착법으로 Al2 O3 박막 형성시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 형성시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 형성시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 형성시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Al2 O3 )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집적 메모리 소자 제조 공
정중 게이트의 유전체, 캐패시터의 유전체, 각종 소자의 수소(H 2 ) 투과 방지막으로 사용되는 질소-도프트 Al2 O3 (N
-doped Al 2 O3 ) 박막의 성장 비(growth rate)를 보다 증가시키면서 막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Al 2 O3

박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가 고집적화 및 소형화 되어감에 따라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면서 동작 속도가 빠른 고속 고밀도 소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
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소자의 동작에 필요한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증대시켜야 하고, 
디램(DRAM) 소자 및 논리(Logic) 소자와 같이 게이트 유전체막이 적용되는 소자에 있어서는 게이트 유전체막의 막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패시터의 유전체막 및 게이트 유
전체막으로 고유전율을 갖는 유전체 물질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고유전체 물질중 Al2 O3 는 산화 저항성 및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막질이 치밀하기 때문에 캐패시터의 유전
체막 및 게이트 유전체막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소자의 수소(H2 ) 투과 방지막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Al2 O3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데, 최근 단원자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단원자 증착법에 의한 Al2 O3 박막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웨이퍼를 200 내지 450℃의 온도로 유지시킨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을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N 2 가스를 0.1 내지 3
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
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배출이 완료되면, 산소 원료 물질을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한다.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N2 가스를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
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Al 2 O3 박막 증착의 1주
기(1 cycle)이며, 반도체 소자에서 원하는 두께의 Al 2 O3 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주기(cycle)만큼 반복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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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Tri-Methyl Aluminum; TMA; Al(CH 3 )3 }, 변형 트리메틸 알
루미늄{Modified Tri-Methyl Aluminum; MTMA; Al(CH 3 )3 N(CH2 )5 CH3 } 등을 사용하며, 산소 원료 물질은 증
기(vapor) 상태의 H 2 O를 주로 사용한다.

상기한 기존의 단원자 증착법에 의해 형성된 Al2 O3 박막은 알루미늄 원료 물질로 TMA 또는 MTMA와 같은 금속-유
기(metal-organic)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막 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박막의 전기적 특성 열화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

한편, 도 1은 종래 단원자 증착법으로 증착 주기를 50 주기동안 실시하여 Al 2 O3 박막을 형성할 때, 웨이퍼의 노출 시간
(exposure time)에 따른 Al 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Al2 O3 박막의 성장 비(growth rate)가 1 주기
당 1Å 이하로 낮은 성장 비를 나타냄을 알수 있다. 이러한 성장 비는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보다 증가시키면서 막질을 개선시켜 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을 향상
시키면서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Al2 O3 박막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은 증착 챔버에 웨이퍼
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3 가스를 증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
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1 퍼지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을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2 퍼지를 실시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
주기로 다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 2 O3 박막을 
후처리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은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을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
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1 퍼지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버 내
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상기 산소 원료 물질
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2 퍼지를 실시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주기로 다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 2 O3 박막을 후처리하는 제 6 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은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3 가스를 증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1 퍼지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증
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상
기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2 퍼지를 실시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주기로 다
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 2 O3 박막을 후처리하
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서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단에 공급하는 단원자 증착
법으로 증착 주기를 50 주기 동안 실시하여 Al 2 O3 박막 형성할 때,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 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도이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얻어진 그래프를 기존의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 형성시 웨
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도 1의 그래프와 비교할 때,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Al2 O3 박막의 성장 비(growth rate)가 1 주기당 1Å 이상으로 훨씬 높음을 알수 있으며,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의 공급 시간 즉, 노출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Al2 O3 박막의 성장 비가 점점 증가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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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Al 2 O3 박막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증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
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 1 퍼지 단계를 거친다. 제 1 퍼지 단계를 거친 후, 산소 원료 물질을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한다.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
단한 후,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 2 퍼지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Al2 O3 박막 증착의 1주기(1 cycle)이며, 반도체 소자에서 원하는 두께의 Al 2 O3 박막을 얻기 위해 원하
는 주기(cycle)만큼 반복하여 Al 2 O3 박막을 증착한다. 이렇게 증착된 Al2 O3 박막의 막질을 개선시키면서 결정화시키
기 위해 후처리를 실시하여 본 발명의 Al2 O3 박막 형성을 완료한다.

상기에서, Al2 O3 박막의 증착 온도는 200 내지 450℃의 범위로 하여 웨이퍼 자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증착 
압력은 50 내지 300mTorr로 유지시킨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Tri-Methyl Aluminum; TMA
; Al(CH 3 )3 },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Modified Tri-Methyl Aluminum; MTMA; Al(CH 3 )3 N(CH2 )5 CH3 } 등을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관을 통해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
과 동시에 공급되는 NH3 가스는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유량 비(flow rate)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NH3 가스를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공급할 경우 NH3 와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공
급관 내에서 반응하여 파티클(particle)을 생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관으로 증착 챔버내로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제 1 퍼지 단계는 N2 가스를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
(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vap
or) 상태의 H2 O를 주로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제 2 퍼지 단계는 N 2 가스를 0.1 내
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
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Al2 O3 박막은 알루미늄 원료 물질로 TMA 또는 MTMA와 같은 금
속-유기(metal-organic)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막 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박막의 전기적 특성 열화의 원인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 열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Al 2 O3 박막을 증착한 후에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2 나 N2 O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 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
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 2 어닐링(annealing)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서 산소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단에 공급하는 단원자 증착법으
로 증착 주기를 50 주기 동안 실시하여 Al 2 O3 박막 형성할 때,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 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
타낸 그래프도이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얻어진 그래프를 기존의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 형성시 웨이
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도 1의 그래프와 비교할 때,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Al

2 O3 박막의 성장 비(growth rate)가 1 주기당 1Å 이상으로 훨씬 높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Al 2 O3 박막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을 증착 챔버 내로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
이 흡착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
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 1 퍼지 단계를 거친다. 퍼지 단계을 거친 후, 산소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한다.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제 2 퍼지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Al 2 O3 박막 증착의 1주기(1 cycle)이며, 반도체 소자에서 원하는 
두께의 Al2 O3 박막을 얻기 위해 원하는 주기(cycle)만큼 반복하여 Al 2 O3 박막을 증착한다. 이렇게 증착된 Al2 O3 박막
의 막질을 개선시키면서 결정화시키기 위해 후처리를 실시하여 본 발명의 Al2 O3 박막 형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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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Al2 O3 박막의 증착 온도는 200 내지 450℃의 범위로 하여 웨이퍼 자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증착 
압력은 50 내지 300mTorr로 유지시킨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Tri-Methyl Aluminum; TMA
; Al(CH 3 )3 },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Modified Tri-Methyl Aluminum; MTMA; Al(CH 3 )3 N(CH2 )5 CH3 } 등을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관을 통해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제 1 퍼지 단계는 N 2 가스
를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해 증착 챔
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vapor) 상태의 H 2 O를 주로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산소 원료 물질 공급과 동시에 공급되는 NH 3 가스는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유량 비(flow rate)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NH 3 가스를 산소 원료 물
질과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공급할 경우 NH3 와 산소 원료 물질이 증착 챔버 내에서 반응하여 파티클(particle)을 생성
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급관으로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제 2 퍼지 단계는 N 2 가스를 0.1 내지 3sec 동
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Al 2 O3 박막은 알루미늄 원료 물질로 TMA 또는 MTMA와 같은 금속-유기(me
tal-organic)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막 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박막의 전기적 특성 열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 열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Al2 O3 박막을 증착한 후에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 2 나 N2 O 플라
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 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2 어닐링(annealing)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서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단에 공급하고, 산소 원료 물
질과 NH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단에 공급하는 단원자 증착법으로 증착 주기를 50 주기 동안 실시하여 Al 2 O3 박막 형
성할 때,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 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그래프도이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얻어
진 그래프를 기존의 단원자 증착법으로 Al2 O3 박막 형성시 웨이퍼의 노출 시간에 따른 Al2 O3 박막의 성장 비를 나타낸 
도 1의 그래프와 비교할 때,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Al 2 O3 박막의 성장 비(growth rate)가 1 주기당 1Å 이상
으로 훨씬 높음을 알수 있으며,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의 공급 시간 즉, 노출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Al2 O3

박막의 성장 비가 점점 증가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Al 2 O3 박막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증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
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 1 퍼지 단계를 거친다. 제 1 퍼지 단계를 거친 후, 산소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한다. 산소 원
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 2 퍼지 단계
를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Al2 O3 박막 증착의 1주기(1 cycle)이며, 반도체 소자에서 원하는 두께의 Al 2 O3 박막
을 얻기 위해 원하는 주기(cycle)만큼 반복하여 Al 2 O3 박막을 증착한다. 이렇게 증착된 Al2 O3 박막의 막질을 개선시키
면서 결정화시키기 위해 후처리를 실시하여 본 발명의 Al2 O3 박막 형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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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Al2 O3 박막의 증착 온도는 200 내지 450℃의 범위로 하여 웨이퍼 자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증착 
압력은 50 내지 300mTorr로 유지시킨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Tri-Methyl Aluminum; TMA
; Al(CH 3 )3 },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Modified Tri-Methyl Aluminum; MTMA; Al(CH 3 )3 N(CH2 )5 CH3 } 등을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관을 통해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
과 동시에 공급되는 NH3 가스는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유량 비(flow rate)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NH3 가스를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공급할 경우 NH3 와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공
급관 내에서 반응하여 파티클(particle)을 생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관으로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제 1 퍼지 단계는 N2 가스를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
(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vap
or) 상태의 H2 O를 주로 사용하며,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산소 원료 물질 공급과 동시에 공급
되는 NH3 가스는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유량 비(flow rate)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한다. 
NH3 가스를 산소 원료 물질과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공급할 경우 NH3 와 산소 원료 물질이 증착 챔버 내에서 반응하여 
파티클(particle)을 생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급관으로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제 2 퍼지 단계는 N 2

가스를 0.1 내지 3sec 동안 증착 챔버 내에 흘려주든가 진공 퍼지(vacuum purge)하여 배출 펌프(pump)를 통해 증착 
챔버 내의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한다. Al 2 O3 박막은 알루미늄 원료 물질로 TMA 또는 MTM
A와 같은 금속-유기(metal-organic)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막 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박막의 전기적 특성 
열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 열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Al 2 O3 박막을 증착한 후에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2 나 N2 O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 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
하고, 결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 2 어닐링(annealing)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에서는 Al 2 O3 박막을 단원자 증착법으로 증착할 때, 증착 속도를 증대시키
기 위하여 알루미늄 원료 물질 공급 단계 및/또는 산소 원료 물질 공급 단계에 활성화 가스로 NH 3 가스를 공급시킨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원료물질과 산소 원료물질의 유입량은 각각 50scc
m 정도로 하고, 각 실시예에 기재된 공정조건과, NH 3 가스의 공급 시간(즉, 노출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
이겠지만, 각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50주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출 시간이 0.5초 일 때, 각 실시예에 따른 Al 2

O3 박막은 49 내지 53Å의 두께로 증착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제 2 및 제 3 실시예에서는 단원자 증착법으로 Al

2 O3 박막을 증착한 후, 증착된 Al2 O3 박막의 막질을 개선시키면서 결정화를 위해 후처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되는 Al2 O3 박막은 캐패시터의 유전체막, 디램(DRAM) 소자 및 논리(Logic) 소자와 같은 소자
의 게이트 유전체막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또한 BST 캐패시터, Y1 캐패시터, PZT 캐패시터, Ru/Ta 2 O5 /Ru 캐패시
터, TiN/Ta2 O5 /Ru 캐패시터 등과 같이 수소(H2 )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자의 수소 보호막(H2 barrier layer)으
로 적용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Al2 O3 박막의 성장 비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막질 또한 개선시키므로 
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탄소 리간드를 갖는 알킬기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증착 챔
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1 퍼지
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을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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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2 퍼지를 실시
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주기로 다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 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을 후처리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l2 O3 박막은 200 내지 450℃의 증착 온도와 50 내지 300mTorr의 증착 압력에서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유기(metal-organic)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상기 NH3 가스는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H3 가스는 유량 비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 상태의 H2 O 이며,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의 후처리는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 2 나 N2 O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 2 어닐링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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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탄소 리간드를 갖는 알킬기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원료 물질을 상기 증착 챔버에 공
급하여 웨이퍼 표면에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1 퍼지
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과 NH3 가스를 동시에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
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2 퍼지를 실시
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주기로 다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 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을 후처리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Al2 O3 박막은 200 내지 450℃의 증착 온도와 50 내지 300mTorr의 증착 압력에서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유기(metal-organic) 물질이며,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원료 물질과 상기 NH3 가스는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NH3 가스는 유량 비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3.

 - 8 -



등록특허 10-035647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 상태의 H2 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의 후처리는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 2 나 N2 O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 2 어닐링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5.

증착 챔버에 웨이퍼를 장착시킨 후, 탄소 리간드를 갖는 알킬기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NH 3 가스를 증착 챔
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상기 웨이퍼 표면에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되도록 하는 제 1 단계;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알루미늄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1 퍼지
를 실시하는 제 2 단계;

산소 원료 물질과 NH3 가스를 증착 챔버 내로 동시에 공급하여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이 흡착된 웨이퍼 표면에 산소
가 흡착되도록 하는 제 3 단계;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의 공급을 중단한 후, 미반응된 산소 원료 물질 및 반응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제 2 퍼지를 실시
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1 단계 내지 제 4 단계를 1주기로 다수의 주기를 반복 수행하여 Al 2 O3 박막을 상기 웨이퍼상에 증착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을 후처리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Al2 O3 박막은 200 내지 450℃의 증착 온도와 50 내지 300mTorr의 증착 압력에서 증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은 트리메틸 알루미늄, 변형 트리메틸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유기(metal-organic)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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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알루미늄 원료 물질과 상기 NH3 가스는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NH3 가스는 유량 비를 20 내지 1000sccm으로하여 증착 챔버 내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원료 물질은 증기 상태의 H2 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 원료 물질과 상기 NH3 가스는 동일한 공급관을 통해 0.1 내지 3sec 동안 상기 증착 챔버에 공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증착된 Al2 O3 박막의 후처리는 300 내지 450℃의 온도에서 O 2 나 N2 O 플라즈마를 처리하거나, Ex-PNT 또는 
UV/O3 처리를 하여 박막 내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정화를 위해 650 내지 850℃에서 N 2 어닐링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박막 형성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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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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