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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층간 절연막 구조 및 그 형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스/드레인 영역과 게이트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질화물의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정지막 위에 TEOS: 1000mgm±10%, O3: 4500sccm±10%, N2: 4000sccm, He: 2000sccm, 온도: 480℃, 압력:

500Torr의 증착 조건에서 O3-TEOS로 이루어지는 제1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을 평탄화하

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 위에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력: 550±25W, LF 전력: 125±10W의 증착 조건에서 PE-TEOS로 이루어지는 제2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2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여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 층간 절연막으로 사용되는 O3-TEOS막과 PE-TEOS막은 각각 압축 응력을 완화하고 접착력을 향

상시켜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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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스/드레인 영역과 게이트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질화물의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정지막 위에 TEOS: 1000mgm±10%, O3: 4500sccm±10%, N2: 4000sccm, He: 2000sccm, 온도: 480℃, 압

력: 500Torr의 증착 조건에서 O3-TEOS로 이루어지는 제1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을 평탄화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 위에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력: 550±25W, LF 전력: 125±10W의 증착 조건에서 PE-TEOS로 이루어지는 제2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2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여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소스/드레인 영역과 게이트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질화물의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정지막 위에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

력: 550±25W, LF 전력: 125±10W의 증착 조건에서 PE-TEOS로 이루어지는 제1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 위에 Ar: 110sccm±10%(side), 16sccm±10%(top), O2: 100~140sccm(side), 15~20sccm(top),

SiH4: 45~65sccm(side), 8~11sccm(top), 압력: 스로틀 밸브 완전 개방, RF 전력: 1300W±10%(top), 3100W±10%

(side), 2400~3100W(bias)의 증착 조건에서 HDP-CVD로 이루어지는 제2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2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여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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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셀 크기가 줄어들면서 컨택(contact) 공정에서의 오정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진

(margin)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계없는 컨택(borderless contact; BLC) 기술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기술은 실리콘 기판의

소스/드레인 영역과 연결하기 위하여 층간 절연막(interlayer dielectric; ILD) 안에 컨택을 형성할 때, 게이트의 측벽 스페

이서(sidewall spacer)에 의하여 컨택이 자기 정렬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경계없는 컨택 기술은 자기 정렬 컨택

(self-aligned contact; SAC) 기술로도 불린다.

그런데 컨택은 마스크 오정렬(mask misalignment)로 인하여 소자 분리막 위에 일부 겹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계없는 컨

택 기술은 컨택 홀을 형성하는 이방성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서 소자 분리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식각 정지막

(etch stop layer)을 필요로 한다. 컨택 홀 식각 공정에 의하여 소자 분리막이 물리적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누설 전류

를 유발하여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소자 분리막(11)이 형성된 실리콘 기판(10)에 게이트 절연막(12)과 게이트(13)가 형성된다. 게이트(13)

의 양쪽 측벽에 측벽 스페이서(14)가 형성되고, 실리콘 기판(10)에 소스/드레인 영역(15)이 형성된다. 소스/드레인 영역

(15)과 게이트(13)의 상부에는 각각 실리사이드(silicide, 도시되지 않음)가 형성된다. 이어서, 전체 구조를 덮는 식각 정지

막(16)이 형성되고, 그 위에 층간 절연막(17)이 형성된다. 이후, 층간 절연막을 식각하여 컨택 홀이 형성되고, 컨택 홀 안에

도전성 물질(예컨대, 텅스텐)을 증착하여 컨택(18)이 형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구조에서 식각 정지막(16)은 실리콘 질화물로 이루어지고, 층간 절연막(17)은 갭필(gap fill) 특성이 우수한

고밀도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high-density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HDP-CVD) 산화막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이들 두 막(16, 17)은 접착력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층간 박리(delamination)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또

한, 식각 정지막(16)의 압축 응력과 그 위에 적층되는 층간 절연막(17)의 압축 응력이 누적되면서 층간 박리 현상을 유발한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후속 공정인 컨택 물질 증착 공정에서 컨택 물질이 박리된 부위로 침투하여 전기적 단락을 유

발하고 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고 응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층간 절연막 형성 방

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컨택 물질 증착 공정에서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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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을 제

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의 하나는, 소스/드레인 영역과 게이트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질화

물의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정지막 위에 TEOS: 1000mgm±10%, O3: 4500sccm±10%, N2:

4000sccm, He: 2000sccm, 온도: 480℃, 압력: 500Torr의 증착 조건에서 O3-TEOS로 이루어지는 제1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을 평탄화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 위에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력: 550±25W, LF 전력: 125±10W의 증착 조건에서

PE-TEOS로 이루어지는 제2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2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

로 식각하고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여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의 다른 하나는, 소스/드레인 영역과 게이트가 형성된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질화물의 식각 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정지막 위에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력: 550±25W, LF 전력: 125±10W의 증착 조건에서 PE-TEOS로 이루

어지는 제1 층간 절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 절연막 위에 Ar: 110sccm±10%(side), 16sccm±10%(top), O2:

100~140sccm(side), 15~20sccm(top), SiH4: 45~65sccm(side), 8~11sccm(top), 압력: 스로틀 밸브 완전 개방, RF 전

력: 1300W±10%(top), 3100W±10%(side), 2400~3100W(bias)의 증착 조건에서 HDP-CVD로 이루어지는 제2 층간 절

연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2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여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구성한다.

삭제

삭제

실시예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개략적으로 도시되었으며,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실리콘 기판(20)에는 STI(shallow trench isolation)과 같은 소자 분리막(21)이 형성되어 활성 영역

(active region)이 정의된다. 실리콘 기판(20) 위에 게이트 산화막(22)과 게이트(23)가 형성되고, 게이트(23)의 양쪽 측벽

에는 측벽 스페이서(24)가 형성된다. 실리콘 기판(20)의 활성 영역에 소스/드레인 영역(25)이 형성되며, 소스/드레인 영역

(25)과 게이트(23)의 상부에는 각각 실리사이드(도시되지 않음)가 형성된다.

이어서, 전체 구조를 덮는 식각 정지막(26)이 형성되고, 그 위에 이층 구조의 층간 절연막(27a, 27b)이 형성된다. 이후, 층

간 절연막(27a, 27b)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컨택 홀이 형성되고, 컨택 홀 안에 도전성 물질(예컨대, 텅스텐)을 증착하여

컨택(28)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식각 정지막(26)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실리콘 질화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27a, 27b)은 각

각 오존 테트라에톡시실란(27a, ozone tetraethoxysilane; 이하, O3-TEOS막)과 플라즈마 강화 테트라에톡시실란(27b,

plasma-enhanced tetraethoxysilane; 이하, PE-TEOS막)으로 이루어진다.

등록특허 10-0681677

- 4 -



식각 정지막(26)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O3-TEOS막(27a)은 갭필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압축 응력(compressive

stress)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O3-TEOS막(27a)은 신장 응력(tensile stress)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각 정지막(26)의

압축 응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따라서 식각 정지막(26)과의 박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이중 층간 절연막(27a, 27b)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먼저, 식각 정지막(26)이 증착된 구조 위에 O3-TEOS막(27a)을 증착한다. 증착 조건은 다음과 같다.

TEOS: 1000mgm±10%, O3: 4500sccm±10%, N2: 4000sccm, He: 2000sccm, 온도: 480℃, 압력: 500Torr

이어서,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 공정을 이용하여 O3-TEOS막(27a)을 평탄화하고, 그 위에 PE-TEOS막(27b)을 증착

한다. PE-TEOS막(27b)의 증착 조건은 다음과 같다.

TEOS: 950±100mgm, O2: 840±50sccm, He: 560±50sccm, 온도: 400℃, 압력: 5Torr, HF 전력: 550±25W, LF 전력:

125±10W

본 발명의 이중 층간 절연막은 다른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층간 절연막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는 전술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식각 정지막(26) 위에 형성되는 이층 구조의 층간 절연막(37a,

37b)은 각각 PE-TEOS막(37a)과 HDP-CVD막(37b)으로 이루어진다.

HDP-CVD막(37b)을 증착하기 전에 PE-TEOS막(37a)을 식각 정지막(26) 위에 얇게 증착하면, PE-TEOS막(37a)이 접착

층의 역할을 하면서 식각 정지막(26)과 HDP-CVD막(37b) 사이의 박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이중 층간 절연막(37a, 37b)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먼저, 식각 정지막(26)이 증착된 구조 위에 PE-TEOS막(37a)을 증착한다. PE-TEOS막(37a)의 증착 조건은 전술한 제1

실시예의 PE-TEOS막(27b)의 경우와 같다. 다만, 증착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하여 증착 시간만 조절한다.

이어서, 증착된 PE-TEOS막(37a) 위에 HDP-CVD막(37b)을 증착한다. HDP-CVD막(37b)의 증착 조건은 다음과 같다.

Ar: 110sccm±10%(side), 16sccm±10%(top), O2: 100~140sccm(side), 15~20sccm(top), SiH4: 45~65sccm(side),

8~11sccm(top), 압력: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 완전 개방, RF 전력: 1300W±10%(top), 3100W±10%(side),

2400~3100W(bias)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중 층간 절연막 형성 방법은 갭필 특성이 우수하고 압축 응력을 완화하는 O3-

TEOS막을 식각 정지막 위에 형성함으로써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하고 후속 공정인 컨

택 물질 증착 공정에서 컨택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접착층의 역할을 하는 얇은 PE-TEOS막을 식각 정지막 위에 형성함으로써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

이의 접착력을 향상시켜 식각 정지막과 층간 절연막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와 도면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개시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능하

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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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이중 층간 절연막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면에 사용된 참조 번호의 설명>

10, 20: 실리콘 기판 11, 21: 소자 분리막

12, 22: 게이트 절연막 13, 23: 게이트

14, 24: 측벽 스페이서 15, 25: 소스/드레인 영역

16, 26: 식각 정지막 18: 컨택

17, 27a, 27b, 37a, 37b: 층간 절연막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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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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