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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이를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 및 콘택홀 매립방법

요약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 및 콘택홀의 오믹층 형성 및 매
립방법에 관해 개시한다. 본 발명은 절연막과 도전층이 적층된 반도체 기판에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
속 소스가스를 공급하여 희생금속층을 도전층 위에 선택적으로 증착시킨다. 그리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공급하여 희생금속 원자와 할로겐화합물을 형성시키면서 상기 
희생금속층을 티타늄 및 백금과 같은 증착금속층으로 치환시킨다. 이러한 공정을 커패시터 하부전극 및 콘택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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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믹층 형성공정에 이용하여 500℃ 이하의 저온에서 선택적으로 금속층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flowchart)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의 가스 공급 다이아그램(Gas Flow Diagram)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흐름도(Flowchart)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페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 흐름도(flowchart)
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
도들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0: 반도체 기판, 402: 절연막,

404: 콘택홀, 406: 도전층 패턴,

408: 증착금속층(하부전극), 410: 질화막,

412: 산화막, 414: 유전체막,

416: 상부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반도체 소
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및 콘택홀 매립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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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가 점차 고집적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제조공정에서 선택적으로 금속층을 형성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이중에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제조공정에서는 높은 커패시턴스(Capacitance)를 실현하기 위해 폴리실리콘(poly
silicon) 대신에 금속(metal)을 사용하여 하부전극을 형성함으로써 MIS(Metal Insulator Silicon) 또는 MIM(Met
al insulator metal) 커패시터를 구현하거나, 또는 콘택홀 매립공정에서는 크기가 작고 종횡비(Aspect ratio)가 높은 
콘택홀 바닥에 오믹층(Ohmic layer)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기 금속 재질의 하부전극을 갖는 커패시터 제조공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재질로 하는 반구형 그레인 모양(HSG: Hem
i Spherical Grain)의 하부전극에 패터닝을 진행하지 않고 금속층을 블랭캣(Blanket)이 아닌 선택적(Selective) 증착
하는 방법은 실현이 대단히 어렵고 현재로선 이러한 기술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커패시터의 고유전막으로 P
erovskite 구조를 갖는 PZT(Pb(Zr,Ti)O 3 ), BST((Ba,Sr)TiO 3 )등을 사용하려면 유전막을 증착할 때, 산화(oxidat
ion)가 일어나지 않고, 누설전류(leakage current) 특성이 뛰어난 백금(Pt)을 기존의 폴리실리콘 전극 대신에 사용하
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백금막과 같은 금속층을 선택적이 아닌 블랭캣(Blanket) 방식으로 증착하면 식각이 어려
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염소가스(Cl 2 gas)를 에천트(Etchant)로 사용하는 블랭캣으로 형성된 백금막의 건식식각에
서, 식각부산물(By-product)로 생성되는 PtClx가 비휘발성인 전도성 폴리머(Conductive polymer)이기 때문에, 이
를 습식식각으로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고 상기 습식식각 공정에서, 백금으로 된 하부전극의 일
부도 함께 식각되기 때문에 미세한 패터닝이 요구되는 디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제조공정에서 재현
성(repeatability)있는 공정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콘택홀의 바닥에 오믹층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티타늄과 같은 전도성이 뛰어난 고융점 금속을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PECVD'라 칭함) 또는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으로 형성한다. 그러나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으로 오믹층을 형성하면 단차도포성이 떨어지고, 플라즈마 화학
기상증착(PECVD) 방식은 600℃ 이상의 높은 증착온도로 말미암아 누설전류(leakage current)가 증가되어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악화됨으로써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외에도 티타늄층(Ti layer)과 같은 오믹층(Ohmic layer)을 스퍼터링 방식으로 형성하고, 그 위에 장벽층(Barrier 
layer), 예컨대 질화티타늄(TiN)을 화학기상증착(CVD) 방식으로 형성하면, 오믹층에 대한 부식 및 오믹층과 장벽층
의 계면에서 리프팅(lifting)과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 또한, 티타늄으로 된 오믹층(Ohmic layer)층 위에 스퍼터링 방
식으로 장벽층(TiN)을 형성하면 오믹층과 장벽층의 계면에서 리프팅(Lifting) 문제는 없으나, 후속공정에서 콘택을 
매립하는 플러그층(plug layer)을 텅스텐을 사용하여 화학기상증착(CVD) 방식으로 형성할 때, 역시 리프팅(Lifting)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 500℃ 이하의 온도에서 선택적으로 금속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지만 현재까지는 커패시터 하부전극 형성공정 및 콘택홀의 오믹층 형성공정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 이하의 저온에서 선택적으로 증착된 희
생금속층에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반응시켜, 희생금속층
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시키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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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은, 먼저 절연막 및 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챔버에 넣고 수소와 실란의 혼합가스인 퍼지(purge)가스를 공급한다. 이어서, 상기 챔버로 상기 절연막과 도전
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 예컨대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CH

3 )2 ALH) 또는 DMEAA(Dimethyl Ethylamine Alane, (CH 3 )2 C2 H5 N:AlH 3 )를 공급하여 상기 도전층 위에만 희생
금속층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겹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
스를 상기 챔버로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 공급하여 
퍼지하고 희생금속층의 형성 및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량씩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때 증착금속
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공급하는 퍼지가스는 공급시간 및 공급량이 다른 단계보다 더 많은 것이 적당하다.

상기 절연막은 산화막(SiO2 )또는 산화막을 포함하는 복합막을 사용하고, 상기 도전층은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 또는 
금속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증착금속층의 금속은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도
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
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상기 증착금속이 티타늄(Titanium)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TiCl 4 를 사용
하고, 상기 증착금속이 백금(Platinum)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Platinic Chloride(Cl 6 H6 Pt)나 PtCl2 를 
물(H2 O) 또는 알코올(Alcohol)에 녹여 증기화(vaporizing)시킨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
성방법은, 반도체 기판에 산화막 또는 산화막의 복합막과 같은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에 패터닝하여 반도체 기
판의 소오스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콘택홀을 매립하고 상기 절연막 위를 덮는 불순물이 도
핑(dopping)된 폴리실리콘이나 금속으로 구성된 도전층을 형성하고, 상기 도전층을 패터닝 또는 화학기계적 연마(CM
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로 가공하여 상기 콘택홀과 연결되는 도전층 패턴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반도
체 기판을 챔버에 넣고 수소와 실란가스의 혼합가스인 퍼지가스를 공급한다. 그리고 상기 챔버로 상기 절연막과 도전층
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 예컨대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CH 3 )

2 ALH) 또는 DMEAA(Dimethyl Ethylamine Alane, (CH 3 )2 C2 H5 N:AlH 3 )를 공급하여 상기 도전층 위에만 희생금
속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상기 챔버로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증착금속층 위에 유전체막을 형성
하고, 상기 유전체막 위에 상부전극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도전층 패턴을 형성한 후에, 상기 도전층 패턴의 표면에 반구형 그레인(He
mi Spherical Grain)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할 수 있다.

상기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을 공급하여 퍼지하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형성 
및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공급하는 퍼지가스는 다른 단계에서 공급하는 퍼지가스보다 공급시간이 더 길고, 공급량이 더 많은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증착금속층을 형성한 후에 상기 증착금속층을 실리사이드화(Silicid
ation)하는 공정을 더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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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에 산화막 또는 산화막의 복합막과 같은 절연막을 
형성하고 패터닝을 진행하여 하부막, 예컨대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TiN과 같은 금속을 재질로 하는 하부막
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상기 콘택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챔버에 넣고 수소와 실란의 혼합가스인 퍼지(Pu
rge)가스를 공급한다. 이어서, 상기 절연막과 하부막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 예
컨대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CH 3 )2 ALH) 또는 DMEAA(Dimethyl Ethylamine Alane, (CH 3 )2 C

2 H5 N:AlH 3 )를 공급하여 상기 하부막에만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희생금속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상기 챔버로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층을 증착
금속층으로 치환한다. 상기 콘택홀을 매립하는 도전층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을 공급하
여 퍼지하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형성 및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공급하는 퍼지가스는 다른 단계에서 공급하는 퍼지가스보다 공급시간이 더 길고, 
공급량이 더 많은 것이 적합하다.

또한, 상기 증착금속층을 치환한 후에 증착금속층 위에 장벽층(Barrier layer), 예컨대 TiN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소자의 제조공정에서 500℃ 이하의 저온에서 특정 금속을 선택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이를 커
패시터 하부전극 형성공정에 적용하여 공정상의 커다란 어려움 없이 금속으로 된 커패시터 하부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콘택홀 바닥의 오믹층을 형성할 때, 단차도포성(step coverage)을 증가시키면서 부식에 기인한 박막의 특성저하 
또는 리프팅과 같은 결함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flowchart)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절연막과 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반도체 설비의 챔버로 집어넣는다(100). 이때, 절연
막은 선택적 금속층 형성을 위해 증착되는 금속이 흡착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산화막(SiO 2 ) 및 그 복합막을 사용한다. 
그리고 도전층으로는 증착되는 금속인 알루미늄(Al)이 쉽게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수소말단기(Hydrogen 
termination)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polysilicon) 또는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
서 선택된 하나의 재질을 사용한다. 상기 백금족 금속으로는 Pt, Rh, Ru, Ir, Os, Pd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백금족 금
속 산화막인 경우에는 PtOx, RhOx, RuOx, IrOx, OsOx, PdOx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막
인 경우에는 CaRuO3 , SrRuO 3 , BaRuO3 , BaSrRuO 3 , CaIrO 3 , SrIrO 3 , BaIrO 3 및 (La, Sr)CoO 3 등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챔버에 퍼지가스(purge gas)인 수소(H 2 ), 실란(SiH4 ), 질소 및 아르곤가스중의 하나나 또는 
이들의 혼합된 가스를 공급(110)하여 챔버내부를 퍼지(Purge)시킨다. 여기서, 퍼지가스의 공급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
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퍼지가스를 처음부터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처음 희생금속 소스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먼저 공급하여 퍼지시킨 후, 희생금속의 증착(120) 및 증착금속의의 치환(140)이 이루어진 후
에 주기적으로 일정량씩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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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챔버로 희생금속(sacrificial metal) 소스가스인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CH 3 )2 ALH) 
또는 DMEAA(Dimethyl Ethylamine Alane, (CH 3 )2 C2 H5 N:AlH 3 )를 공급하여 상기 도전층의 표면에 알루미늄(Al)
으로 된 희생금속층을 형성(120)한다. 여기서, 알루미늄을 희생금속층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알루미늄이 Cl, Br, F, I와 
같은 할로겐족 원소와 가장 높은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를 가지면서 다양한 전구물질(precursor)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증착을 위한 전구물질(precursor)로는 Di-i-butylaluminum hydride((C 4

H9 )2 AlH), Tri-i-butylaluminum((C 4 H9 )3 Al), Triethylaluminuum((C 2 H5 )2 Al), Trimethylaluminum((Ch 3 )

3 Al), Trimethylamine(AlH 3 N(CH3 )3 ), Dimethyl Aluminum Hydride((CH 3 )2 ALH), Dimethyl Ethylamine A
lane((CH 3 )2 C2 H5 N:AlH 3 ) 등이 있다. 이중에서 Dimethyl Aluminum Hydride((CH 3 )2 ALH)(이하 'DMAH'라 칭
함)와 Dimethyl Ethylamine Alane((CH 3 )2 C2 H5 N:AlH 3 )(이하 'DMEAA'라 칭함)은 산화막(SiO 2 )과 같은 절연막
에는 증착되지 않고 수소(H2 ) 말단기(Hydrogen termination)의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이나 TiN과 같은 금속에만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챔버에 있는 반도체 기판의 절연막에는 증착이 되지 않고 도전층에만 선택
적으로 증착되게 된다. 이어서 희생금속층이 선택적으로 형성된 반도체 기판이 있는 챔버에 퍼지가스(Purge gas)를 
공급(130)해서 챔버내부의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퍼지(Purge)시킨다.

계속해서, 상기 챔버로 증착을 원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 예컨대 TiCl 4 를 공급하여 반도체 기판
과 반응시키면 TiCl4 는 AlClx로 바뀌고 희생금속층의 알루미늄은 티타늄의 증착금속층으로 치환된다. 여기서 금속 할
로겐화합물 가스의 금속은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할로겐 결합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가 금
속 할로겐화합물 가스와 반응하게 된다. 즉, 427℃(700K)에서 TiCl 4 의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가 6
78.3kJ/mol로 대부분의 금속 할로겐화합물(Metal Halide)보다 높은데 반하여, AlCl 6 의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
ee Energy)는 1121.9kJ/mol로 TiCl 4 의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생
금속층의 알루미늄 원자는 도전층의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결합력이 더 높은 염소가스와 반응하여 기체상태의 Al
Clx 로 되고 희생금속층의 알루미늄 원자가 떨어져 나온 자리에는 TiCl 4 로부터 분해된 티타늄(Ti)이 증착된다. 결국 희
생금속과 할로겐 원자의 결합력, 즉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가 더 작은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Meta
l Halide gas)를 희생금속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이 있는 챔버로 공급하면 금속층을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증착금속층으로는 티타늄(Titanium), 탄탈륨(Tantalum), 지르코늄(Zirconium), 하프늄(Hafnium), 
코발트(Cobalt), 몰리브덴(Molybdenum), 텅스텐(Tungsten), 니켈(Nickel) 및 백금(Platinum)이 있다.

여기서, 증착금속이 티타늄(Titanium)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TiCl 4 를 사용하고, 증착금속이 백금(Plat
inum)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Platinic Chloride(Cl 6 H6 Pt)나 PtCl2 를 물(H2 O) 또는 알코올(Alcohol)
에 녹여 증기화(vaporizing)시킨 것을 사용하고, 증착금속이 코발트(Co)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CoCl 2 (
Cobalt chloride), CoF 2 (Cobalt fluoride), CoI 2 (Cobalt iodide)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물질을 사용한다. 여기서, 백
금을 포함하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즉 Platinic Chloride(Cl 6 H6 Pt)나 PtCl2 가 기체가 아닌 고체이기 때문에 이를 솔
벤트(Solvent)와 같은 용재로 녹여서 증기화(Vaporizing)시켜 사용한다. 이때 백금은 다른 금속과 비교할 때 불활성
(Inert)이기 때문에 할로겐 원자와의 결합력이 작아서 알루미늄과 같은 희생금속층과 반응하면 쉽게 증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착금속이 몰리브덴(Mo)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C5 H5 )2 MoCl2 (Bis (cyclopentadienyl)mo
lybdenum dichloride), C 5 H5 MoCl4 (cyclopentadienylmolybdenum tetrachloride), MoF 6 (molybdenum), MoC
l3 /MoCl5 (Molybdenum fluoride) 및 MoI 2 (Molybdenum iodide)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증착금속
이 니켈(Ni)인 경우에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C6 H5 )2 PCH2 CH2 CH2 P(C6 H5 )2 ]NiCl2 (1,2-Bis(diphenylpho
sphineo)propane nickel), [(C 6 H5 )5 C5 ]2 NiBr2 (Bis(triphenylphosphin)nickel bromide), [(C 6 H5 )3 P]2 NiCl2
(Bis(triphenylphosphin)nickel chloride), [Ni(NH 3 )6 ]Cl2 (Hexaaminenickel chloride), [Ni(NH 3 )6 ]I2 (Hexa
amine iodide), NiBr/NiBr 2 (Nickel bromide), NiCl 2 (Nickel chloride), NiF 2 (Nickel Fluoride) 및 NiI 2 (Nickel 
iodide)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증착금속이 텅스텐(W)인 경우에 증착금속의 할로겐화합물 가스로 (
C5 H5 )2 WCl2 (Bis(cyclopentadienyl)tungsten dichloride), WB/W 2 B/W2 B5 (Tungsten bromide), WCl 4 /WCl6 (
Tungsten chloride) 및 WF 6 (Tungsten fluoride)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물질을 사용한다.

참고로 표 1 내지 표 5는 절대온도 700K(427℃)에서 여러 가지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의 깁스 자유 에너지를 나타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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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에서 염소를 함유하는 여러 가지의 기체 화합물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Al2 Cl6 -1121.9 HfCl3 -626.7 BeCl2 -373.1
ThCl4 -895.8 EuCl3 -621.6 BCl3 -367.7
UCl5 -811.9 YbCl3 -621.5 SiCl3 -365.7
HfCl4 -804.7 K2 Cl2 -609.8 SnCl4 -362.3
ZrCl4 -777.6 Rb2 Cl2 -607.6 InCl3 -335.8
LaCl3 -708.9 Li2 Cl2 -597.8 AlCl2 -305.5
PrCl3 -706.9 SiCl4 -569.6 TaCl3 -300.1
In2 Cl6 -703.7 AlCl3 -550.1 GeCl3 -299.8
CeCl3 -699.5 Fe2 Cl6 -526.8 MnCl2 -286.4
NdCl3 -696.6 BaCl2 -524.3 WCl5 -285.6
Be2 Cl4 -692.6 SrCl2 -498.1 CsCl -276.7
TiCl4 -678.3 TaCl4 -497.5 ZnCl2 -273.5
GdCl3 -674.3 CaCl2 -489.1 WCl4 -267.6
TbCl3 -668.1 PbCl4 -462.1 Ti2 Cl2 -259.8
HoCl3 -659.7 VaCl4 -447.2 GaCl2 -258.4
ErCl3 -651.7 GeCl4 -410.8 SbCl5 -249.9
Cs2 Cl2 -644.1 MgCl2 -407.8 Cu3 Cl3 -242.9
TmCl3 -641.5 Fe2 Cl4 -406.5 PCl3 -242.3
TaCl5 -636.6 GaCl3 -388.6 FeCl3 -240.6

427℃에서 이오다인(I)를 함유하는 여러 가지의 기체 화합물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ThI4 -512 ZrI4 -409 TiI4 -320
Al2 I6 -510 HfI4 -405 PbI4 -266
K2 I2 -480 DyI3 -402 MgI2 -239
LaI3 -457 TmI3 -399 CuI -237
PrI3 -448 GdI3 -388 CsI -220
CeI3 -442 BaI2 -380 TaI5 -202
NdI3 -438 UI4 -377 SiI4 -150
Li2 I2 -427 SrI2 -353 HI -11.8
ErI3 -410 CaI2 -338 - -

427℃에서 브로민(Br)을 함유하는 여러 가지의 기체 화합물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Al2 Br6 -860 HoBr3 -567 CaBr2 -435
Mg2 Br4 -764 ErBr3 -566 PbBr4 -428
ThBr4 -743 TmBr3 -563 TaBr5 -424
HfBr4 -639 TbBr3 -559 EuBr2 -413
ZrBr4 -627 DyBr3 -559 SiBr4 -387
LaBr3 -621 GdBr3 -551 Cu3 Br3 -187
CeBr3 -616 Li2 Br2 -534 WBr6 -139
PrBr3 -612 TiBr4 -527 HBr -58.6
UBr4 -602 Na2 Br2 -510 - -
NdBr3 -598 SrBr2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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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에서 불소(F)를 함유하는 여러 가지의 기체 화합물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Al2 F6 -2439 HfF4 -1592 Li3 F3 -1457
UF6 -1953 ZrF4 -1587 PrF3 -1231
TaF5 -1687 S2 F10 -1581 AsF5 -1080
ThF4 -1687 SiF4 -1515 CuF2 -287.3
Mg2 F4 -1624 WF6 -1513 HF -277.1
NbF5 -1607 TiF4 -1467 - -

427℃에서 백금(Pt)을 함유하는 여러 가지의 고체화합물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화합물 깁스자유에너지(kJ/mol)
PtCl2 -78.6 PtCl3 -105.9 PtCl4 -141.9
PtBr2 +29.2 PtBr3 +27.3 PtBr4 -38.2
PtI4 +62.8 - - - -

마지막으로 티타늄, 탄탈륨, 지르코늄, 하프늄, 코발트,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및 백금과 같은 금속층을 금속 할로겐화
합물 가스를 이용한 치환 방식으로 형성한 후, 퍼지가스(Purge gas)를 상기 챔버로 공급(150)한다. 이때 공급하는 퍼
지가스(Purge gas)는 희생금속층 형성 및 다른 단계에서 공급하는 퍼지가스(Purge gas)보다 공급량이 더 많고, 공급
시간을 더 길게 하여 희생금속층을 제외한 절연막과 같은 곳에 흡착된 TiClx 와 같은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탈착시
켜 퍼지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의 가스 공급 다이아그램(Gas Flow Diagram)이다. 여기서 Y축은 공급
가스의 공급상태를 나타내고 X축은 시간이다. 도 2a는 수소와 실란(H 2 /SiH4 )을 혼합시킨 퍼지가스(Purge gas)를 주
기적으로 공급할 때이고, 도 2b는 퍼지가스(Purge gas)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이다. 이러한 퍼지가스(pur
ge gas)는 수소와 실란을 혼합시킨 가스 대신에 수소(H 2 ), 실란(SiH4 ), 질소 및 아르곤가스 중의 하나나 또는 이들의 
혼합된 가스를 사용할수도 있다. 도 2a와 같이 주기적으로 퍼지가스(Purge gas)를 공급할 경우에는 금속 할로겐화합
물 가스를 공급한 직후에 공급하는 퍼지가스(150)의 공급시간 및 공급량을 늘려서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가 절연막에 
흡착되지 않고 충분히 탈착되도록 한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퍼지가스(110)를 먼저 공급하고, 희생금속 소소가스를 
공급(120)하여 희생금속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퍼지가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퍼지가스를 챔버로 공급(130)
하여 잔존하는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퍼지시키고, 증착하고자 하는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공급하여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한다. 이때, 챔버에는 희생금속인 알루미늄과 할로겐 원자의 화합물 가스가 남게되는
데, 이는 퍼지가스의 공급(150)에 의해 다시 챔버 외부로 퍼지(Purge)된다. 이러한 공정을 한 주기(1 cycle)로 설정
하여 이를 반복 진행하면 증착금속의 두께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단차도포성(step coverage)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퍼지가스는 수소와 실란등의 수소화합물 기체로 이루어질 경우 반도체 기판의 도전층 표면이 친수화되
어 반응기체의 증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질소와 아르곤등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퍼지가스로 사용하거나 불활성 기
체와 수소 화합물 기체의 혼합가스를 퍼지가스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도 3은 본 발명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흐름도(Flowchart)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트랜지스터와 같은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층간절연막(ILD: Inter Layer Dielectric)으로서의 절연
막을 산화막 또는 산화막의 복합막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상기 절연막에 사진 및 식각공정을 진행하여 트랜지스터의 소
오스(source) 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홀(contact hole)을 형성(300)한다. 상기 콘택홀과 매립물질간의 도전성을 향
상시키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믹층(Ohmic layer) 및 장벽층(Barrier layer)을 티타늄(Ti) 또는 질화티타늄(Ti
N)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하부전극용 도전물질, 예컨대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TiN과 같은 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콘택홀을 매립하면서 절연막의 표면을 덮는 도전층을 형성한다. 여기서 폴리실리콘에 
도핑된 불순물은 후속공정에서 희생금속층이 선택적으로 형성되도록 수소말단기(Hydrogen termination)를 갖는 것
이 적합하다. 또한 TiN과 같은 금속 대신에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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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택된 하나
의 물질을 사용할수도 있다.
    

이어서 상기 도전층을 패터닝하여 상기 콘택홀과 연결된 하부전극용 도전층 패턴을 형성(320)한다. 상기 도전층 패턴
을 형성하는 방법은 콘택홀 내부만을 매립하는 플러그층을 먼저 형성하고 도전층 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한번에 콘택
홀 내부를 매립하는 도전층을 적층하여 패터닝하여 형성할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도전층 패턴이 폴리실리콘이 경우에 
반구형 그레인(HSG)을 형성(330)하는 공정을 진행하여 하부전극의 표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어서 반구형 그레
인(HSG)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반도체 설비의 챔버에 넣고 퍼지가스를 도 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속적 또는 주
기적으로 공급(340)한다. 상기 챔버로 희생금속 소스가스인 DMAH(Dimethyl Aluminum Hydride, (CH 3 )2 ALH) 
또는 DMEAA(Dimethyl Ethylamine Alane, (CH 3 )2 C2 H5 N:AlH 3 )를 공급한다. 그러면, 도전층 위에만 선택적으로 
알루미늄층인 희생금속층이 형성(350)된다. 이어서 증착금속을 포함하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 예컨대 TiCl 4 나 P
latinic Chloride(Cl 6 H6 Pt)나 PtCl2 를 물(H2 O) 또는 알코올(Alcohol)에 녹여 증기화(vaporizing)시킨 것을 공급하
여 티타늄(Ti) 또는 백금으로 된 증착금속층을 치환방식으로 형성(360)한다. 이어서 필요에 따라 증착금속층에 열처
리를 하여 실리사이드층을 형성(365)하거나, 암모니아 플라즈마 또는 급속질화처리(RTN: Rapid Thermal Nitridat
ion)을 이용하여 질화막을 형성(370)하거나,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여 산화막을 형성(375)하여 이를 유전체막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처음 증착금속층으로 티타늄을 사용한 경우에 질화막으로 TiN을 형성하고 상기 도 1에 설명된 선택적 금속층 형
성공정을 다시 진행하여, 즉 2차 증착금속층(373)으로 백금을 다시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결과물 위에 유전체막을 증착한다. 이러한 유전체막은 산화막과 질화막의 복합막, 또는 Ta 2 O5, TiO2 , Z
rO2 , Al 2 O3 및 Nb2 O5 의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산화물 중의 어느 하나, 또는 AlN과 같은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질화물 중의 하나, 또는 SrTiO3 , PZT(Pb(Zr,Ti)O 3 ), BST((Ba,Sr)TiO 3 )와 같은 다원자금속 산화물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유전체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상부전극을 폴리실리콘이나 T
iN, TiAlN, TiSiN등의 금속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제1 실시예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400)에 트랜지스터와 같은 하부구조(미도시)를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절연막(ILD, 40
2)으로 산화막 또는 산화막의 복합막을 형성한다. 상기 절연막(402)을 패터닝하여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을 노출
시키는 콘택홀(404)을 형성한다. 상기 콘택홀(404)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수소말단기를 갖는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
실리콘을 적층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상기 콘택홀과 연결되는 하부전극용 도전층 패턴(406)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층 
패턴(406)을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
리사이드,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
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 결과물 상에 도 1에서 설명된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을 이용하여 티타늄(Ti) 및 백금(Pt)과 
같은 증착금속층(408)을 형성한다. 이때, 증착금속층을 형성하기 전에 도전층 패턴(406)이 폴리실리콘인 경우에 반구
형 그레인(HSG) 형성공정을 진행하여 커패시터 하부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HSG 
표면을 형성하고, 본 발명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증착을 수행하여 MIS(Metal Insulator Silicon) 구조의 커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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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c를 참조하면, 증착금속층(408)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암모니아 플라즈마(NH 3 plasma)를 이용한 질화처리 또
는 급속질화처리(RTN)를 진행하여 질화막(410)을 형성한다. 이러한 질화막(410)은 후속공정에서 유전체막을 증착
할 때, 하부전극과 유전체막 계면에 커패시턴스를 떨어뜨리는 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도 4d를 참조하면, 상기 결과물에 산소분위기의 열처리를 진행하여 산화막(412), 예컨대 산화티타늄(TiO 2 )을 형성하
여 상기 질화막(410)과 산화막(412)을 유전체막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 4e를 참조하면, 상기 결과물 위에 Ta 2 O5, TiO2 , ZrO 2 , Al 2 O3 및 Nb2 O5 의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산화물 중의 
어느 하나, 또는 AlN과 같은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질화물 중의 하나, 또는 SrTiO 3 , PZT(Pb(Zr,Ti)O 3 ), BST((
Ba,Sr)TiO 3 )와 같은 다원자금속 산화물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유전체막(414)을 형성한다.

도 4f를 참조하면, 상기 유전체막(414)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위에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을 이용한 상부전극(416)을 
형성하여 MIS(Metal Insulator Silicon) 또는 MIM(Metal Insulator Metal)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를 
형성한다.

상술한 발명으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를 형성하면, 하부전극을 형성한 후, 패터닝을 할 필요가 없어 포토공정(phot
o process)을 생략할 수 있다. 즉, 반구형 그레인(HSG)을 사용하는 하부전극에 대해 추가로 금속층을 형성하고 패터
닝을 할 필요가 없이, 본 발명과 같이 선택적으로 금속층을 증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
하면서 하부전극을 금속 재질로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2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커페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공정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서, 구
성부재중 참조부호는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술한 제1 실시예와 서로 대칭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도 5c를 참조하면, 상기 선택적 금속층인 증착금속층(508)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실리사이드 형성공정(Silicidatio
n)을 진행하여 증착금속층(508)을 TiSix와 같은 실리사이드층(Silicide layer, 510)으로 바꾼다.

도 5d를 참조하면, 상기 실리사이드층(51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암모니아 플라즈마를 이용하거나, 급속질화처리
(RTN)를 수행하여 질화막(512)을 형성한다.

도 5e를 참조하면, 상기 질화막(51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유전체막(514)을 산화막과 질화막의 복합막, Ta 2 O5, T
iO2 , ZrO 2 , Al 2 O3 및 Nb2 O5 의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산화물 중의 어느 하나, 또는 AlN과 같은 단일금속원자로 이
루어진 질화물 중의 하나, 또는 SrTiO 3 , PZT(Pb(Zr,Ti)O 3 ), BST((Ba,Sr)TiO 3 )와 같은 다원자금속 산화물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형성한다.

도 5f를 참조하면, 상기 유전체막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상부전극(516)을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을 이용하여 형성함
으로써 MIS 또는 MIM구조의 커패시터를 형성한다.

제3 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커패시터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
면도들이다.

본 실시예는 백금막을 커패시터 하부전극에 선택적으로 증착시, 높은 저항을 갖는 백금 실리사이드(PtSix)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예로서 선택적 금속층 증착공정을 2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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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600)에 트랜지스터와 같은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절연막(ILD, 602)으로 산화막 또는 
산화막의 복합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트랜지스터의 소오스(source) 영역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콘택
홀을 매립하는 플러그층(plug layer, 604)을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플러그층(604)과 연결
된 커패시터 하부전극용 도전층인 질화티타늄(TiN)을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물리
적 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블랭캣(Blanket) 방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커패시터 하
부전극용 도전막 패턴(606)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도 1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하여 TiN으로 구성된 도
전막 패턴(606)의 표면에 백금막(608)을 형성한다.
    

    
상기 백금막으로 된 커패시터 하부전극용 도전막 패턴은 다음과 같이 변형 된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트랜지스
터의 소오스 영역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하고, 이를 매립하는 플러그층(604)을 수소말단기를 갖는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도 1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따라서 노출된 플러그층(604)의 표면에 티타
늄을 선택적으로 증착하여 플래너(planar)형의 도전막 패턴(606)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티타늄을 재질로 하는 도
전막 패턴(606)에 암모니아 플라즈마를 이용한 질화처리나, 급속질화처리(RTN)를 수행하여 표면에 질화티타늄(TiN)
을 형성하고 상기 도 1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백금막(608)을 다시 형성하여 백금막을 재질로 하는 커패시
터 하부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도 6b를 참조하면, 상기 백금막(608)위에 유전체막(610)을 적층한다. 이러한 유전체막(610)으로는 산화막과 질화막
의 복합막, 또는 Ta2 O5, TiO2 , ZrO 2 , Al 2 O3 및 Nb2 O5 의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산화물 중의 어느 하나, 또는 AlN
과 같은 단일금속원자로 이루어진 질화물 중의 하나, 또는 SrTiO 3 , PZT(Pb(Zr,Ti)O 3 , BST(BaSrTiO 3 )와 같은 다
원자금속 산화물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도 6c를 참조하면, 상기 유전체막(610)이 형성된 결과물에 폴리실리콘 또는 백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여 커패시터 상
부전극(612)을 형성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
성공정을 완료한다.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

도 7은 본 발명의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공정 흐름도(flowchart)
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트랜지스터 비트라인과 같은 하부구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층간절연막(ILD)으로 절연막을 적층
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하부막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700)한다. 이때 절연막은 산화막 또는 그 복합막을 사용하여 
형성하고, 하부막은 질화티타늄(TiN), 또는 수소말단기(Hydrogen Termination)를 갖는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또한 상기 하부막으로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택된 하나
의 재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상기 콘택홀은 반도체 기판과 직접 연결된 커패시터 하부전극용 콘택홀(contact hole) 또는 금속 콘택홀(Me
tal Contact hole)일 수 있다. 이어서 도 1에서 설명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하여 콘택홀 바닥(bottom)에 
증착금속층을 티타늄(Ti)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형성(710, 720, 730)한다. 상기 티타늄과 같이 도전성이 뛰어난 물
질로 구성된 증착금속층은 콘택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오믹층(Ohmic layer)으로 사용된다. 이어서, 급속질화처리(R
TN) 또는 암모니아 플라즈마를 이용한 질화처리에 의해 증착금속층인 오믹층 상부에 질화티타늄(TiN)과 같은 장벽층
(Barrier layer)을 선택적으로 형성(740)한다. 마지막으로 장벽층위에 알루미늄(Al) 및 텅스텐(W)을 이용하여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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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층(plug layer)을 형성(750)하고, 상기 플러그층과 연결된 도전층을 형성(760)하여 콘택홀을 매립한다. 여기서, 플
러그층을 별도로 형성하지 않고, 상기 장벽층이나 오믹층 위에 곧바로 콘택홀을 매립하는 도전층을 형성할수도 있다.
    

여기서, 장벽층을 형성(740)하는 방법은 급속 질화처리(RTN)나 암모니아(NH 3 ) 플라즈마를 이용한 질화처리 대신에 
화학기상증착(CVD)이나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을 사용하여 블랭캣 방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할 수도 있다.

제4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공정을 이용한 콘택홀 매립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
도들이다.

도 8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800)에 절연막(802), 예컨대 산화막 또는 그 복합막을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하
부막을 노출시키는 콘택홀(804)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콘택홀(804)은 도면과 같이 반도체 기판과 연결된 커패시터 
하부전극용 콘택홀일 수 있고, 1차 콘택홀이 형성된 상태에서 다시 형성하는 금속콘택홀(Metal Contact hole)일 수 
있다.

도 8b를 참조하면, 상기 콘택홀(804)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상기 도 1에서 설명된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을 이용하
여 티타늄(Ti)과 같은 증착금속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증착금속층은 콘택홀을 매립하는 공정에서 하부막과 콘택홀을 
매립하는 도전물질간의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오믹층(806)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 8c를 참조하면, 상기 오믹층(806)이 선택적으로 증착된 반도체 기판에 불순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벽층(808), 예컨대 질화티타늄막(TiN layer)을 형성한다. 이러한 장벽층은 암모니아 플라즈마에 의한 질화처리, 급
속질화처리(RTN) 또는 블랭캣(blanket) 증착방식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도 8d를 참조하면, 상기 장벽층(808)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콘택홀을 매립(filling)하면서 반도체 기판 표면을 덮는 
도전층(810)을 적층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의한 선택적 금속층 형성에 의한 콘택홀 매립공정을 완료한다.

도 8e는 도 8d를 변형된 방법으로 형성하였을 때의 단면도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장벽층(808)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에 텅스텐(W) 또는 알루미늄(Al)을 사용하여 플러그층(812)을 1차 형성한다. 이어서 플러그층(812)을 에치백(Etc
hback) 또는 화학기계적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하여 플러그층(812)을 콘택홀 내부로 한정하
고, 2차로 플러그층(812)과 연결된 도전층(810)을 적층하여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종횡비(Aspect ratio)가 높은 콘택홀 내부에 500℃ 이하의 저온에서 리프팅(Lifting)이
나 부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비교적 얇은 두께를 갖는 오믹층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오믹층
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에치백(Etchback) 등의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500℃ 이하의 저온에서 티타늄(Ti) 및 백금(Pt)과 같은 금속층을 선택적으로 형성
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공정에서 손쉽게 하부전극을 폴리실리콘 대신에 금속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종래에 티타늄과 백금등으로 형성할 때 발생하는 공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콘택홀 바닥
(bottom)의 오믹층(ohmic layer) 형성공정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적합한 두께를 갖는 오믹층을 선택적으로 콘택 하부
(Bottom)에만 형성하여 리프팅(Lifting)이나 부식 등의 결함을 억제하면서 콘택홀을 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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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막 및 도전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과 도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도전층 위에만 희
생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겹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층
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퍼지가스(purge gas)를 공급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
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금속층을 형성후에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희생금속층이 금속증착층으로 치환된 후에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희생금속층을 형성후에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희생금속층을 금속증착층으로 치환하는 단계와,

상기 희생금속층이 금속증착층으로 치환한 후에 퍼지를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두께를 갖는 금
속증착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산화막(SiO2 )또는 산화막을 포함하는 복합막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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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층은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 또는 금속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은 말단기가 수소를 포함하는 것(Hydrogen termination)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
층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
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9.

제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가스는 수소, 실란, 질소, 아르곤 및 이들의 혼합가스중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가스의 공급방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을 공급하여 퍼지하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형성후 및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후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금속층은 알루미늄(Al)이고, 증착금속층은 티타늄 또는 백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

청구항 12.

① 반도체 기판에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에 패터닝을 진행하여 반도체 기판의 소오스영역을 노출시키는 콘택
홀을 형성하는 공정;

② 상기 콘택홀과 연결되는 도전층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③ 상기 절연막과 도전층 패턴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도전층 패
턴 위에만 희생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

④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
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

⑤ 상기 증착금속층 위에 유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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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 유전체막 위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
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③ 공정의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공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
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가스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을 공급하여 퍼지하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형성후 및 증착
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산화막(SiO2 ) 또는 산화막을 포함하는 복합막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④공정의 도전층 패턴은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금속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④공정의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후에 증착금속층을 실리사이드화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고융점금속, 고융점금속의 질화물, 고융점금속의 탄화물, 금속실리사이드, 도전성 페로브스카이트(Perov
skite)막, 백금족금속, 도전성 백금족금속 산화물 및 이들의 복합막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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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③공정의 희생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④ 공정의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을 반복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두께를 갖는 증착금속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형성방법에 의한 반도
체 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20.

ⓐ 반도체 기판에 절연막을 형성하고 패터닝을 진행하여 하부막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공정;

ⓑ 상기 절연막과 하부막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하부막에만 희
생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

ⓒ 상기 희생금속층의 금속원자보다 더 작은 할로겐 결합력을 갖는 금속 할로겐화합물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희생금속
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 및

ⓓ 상기 콘택홀을 매립하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
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 공정의 절연막은 산화막 또는 산화막을 포함하는 복합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
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 공정의 하부막은 고융점금속막, 고융점금속막의 질화물, 고융점금속막의 탄화물, 수소말단기(Hydrogen Ter
mination)를 갖는 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막중에서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을 희생금속층을 형성하기 전에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공정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
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퍼지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처음 일정량을 공급하여 퍼지하고 상기 희생금속층의 형성후 
및 증착금속층의 치환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5.

제 23항 또는 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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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퍼지가스(purge)는 수소(H2 ), 실란(SiH4 ), 질소, 아르곤 및 이들의 혼합가스중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
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6.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 공정의 희생금속층 형성 공정과 ⓒ 공정의 희생금속층을 증착금속층으로 치환하는 공정을 반복 수행하여 원하
는 두께를 갖는 금속증착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에 의한 콘택홀 매립방법.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과 도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착되는 특성을 지닌 희생금속 소스가스는 DMAH 및 DMEAA중에서 선택
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 금속층 증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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