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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SEG(Selective Epitaxial Growth of silicon)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 방법은 반도체기판에서 이후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예정 영역에 질화막을 형성하고 기판 전면에 플라즈마 
방식의 화학기상증착법으로 USG막을 형성하고, 상기 구조물에서 실리콘 표면이 드러나도록 USG막을 반응성 이온식각
법으로 식각한 후에 콘택홀에 의해 드러난 실리콘막에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법을 실시하면서 인-시튜 도핑 공정을 실
시하여 콘택 플러그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질화막 패턴 상부의 USG막에 의해 SEG 공정시 질화막의 선택
성을 크게 높여서 질화막의 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결함 및 페싯 형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콘택 플러그 공정 마진을 높
인다.
    

대표도
도 1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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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내지 도 1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콘택 플러그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실리콘기판 12: 필드산화막

14: 게이트전극 16: 하드 마스크

18: 스페이서 20: 층간 절연막

22: USG막 22': RIE법에 의해 식각된 USG막

24: SEG법에 의해 형성된 콘택 플러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집적 반도체소자에서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Selective Epi
taxial Growth of silicon : 이하 SEG라 함) 공정을 이용하여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SEG 기술은 반도체메모리 셀 사이즈의 축소와 공정 단순화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SAC(self-aligned contact) 방식의 콘택 플러그는 콘택홀에 도프트 실리콘을 증착하고 이를 연마, 예컨대 C
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으로 폴리실리콘을 분리해서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SAC 방식의 콘택 플러그 형성은 0.16㎛이하의 소자 기술에서는 높은 에스펙트 비율(aspect ratio)을 
갖는 콘택홀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즉, 콘택 플러그 제조 공정은 대개 층간절연막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를 진행하고 콘택홀을 형성한 후에 도프트 폴리실리콘을 증착하고 다시 실리콘 CMP 공정을 거치게 됨
으로써 공정 단가가 비싼 CMP를 두 번 실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CMP 공정과 콘택홀 식각시 게이트전극 상
측부에서 식각 장벽역할을 하는 하드 마스크(hard mask) 및 스페이서는 층간 절연막의 산화물과 식각 선택성을 갖는 
질화물질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질화막은 식각 장벽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 두께를 증가시켜야만 하지만, 콘택홀 제
조시 에스팩트 비율의 증가로 반응성 이온식각(reactive ion etching: 이하 RIE라 칭함)법에 의한 콘택 식각 균일도를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종래 SAC 콘택 플러그의 단점을 해소하면서 CMP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SEG를 이용한 콘택 플러그 
제조 방법이 연구/개발 진행중에 있다.

그래서, SEG를 적용한 콘택 플러그에 의해 장벽 역할을 하는 하드 마스크 질화막의 높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층간절연막 연마를 게이트전극 높이에서 진행함으로써 플러그용 콘택홀의 에스팩트 비율을 낮게 조정하여 SAC 
공정에서 콘택 플러그 형성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리콘 연마를 생략하므로 공정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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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SEG 제조시 저압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패턴 물질(즉, SEG가 성장하도록 창을 형성하는 물질)에 따르는 선택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SEG는 패턴 물질에 따라 선택성(selectivity), 열적 스트레스(thermal stress)에 기인한 결함(detect), 페싯(fa
cet) 형성 양상 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SEG 공정에서 패턴 물질로 질화막이 사용될 경우 800℃ 이하에
서는 실리콘에 대한 선택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질화막의 열팽창 계수(Thermal Coefficient of Expansion; TCE)가 실리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에 따른 SEG 결함의 생성을 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SEG 공정 중에 P과 같은 도핑을 인-시튜(in-situ)로 하는 경우 선택성 확보가 더 어려우며 설령 확보한다고 하더
라도 이에 따른 SEG 속도가 감소된다. 게다가, 콘택홀의 측벽이 질화물질로 형성될 경우 (111) 페싯(54°)이 발달하
여 코너 필링(corner filling)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SEG 공정을 이용하여 콘택 플러그를 형성할 때 식각 장벽 역할을 하는 질화막에 대한 선택성과 공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화막 위에 스텝커버리지가 양호한 플라즈마 방식의 산화막을 증착한 후에 RIE와 세정 공정
을 실시한 후에 SEG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SEG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줄일 수 있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
체 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를 제조함에 있어서, 반도체기판에서 이후 콘택 플러그가 형성
될 예정 영역에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질화막이 형성된 기판 전면에 플라즈마 방식의 화학기상증착법으로 USG막
을 형성하는 단계와, 구조물에서 실리콘 표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USG막을 반응성 이온식각법으로 식각하는 단계와, 구
조물의 콘택홀에 드러난 실리콘막에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법을 실시하면서 인-시튜 도핑 공정을 실시하여 콘택 플러그
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고집적 반도체소자에서 높은 어스펙트 비율을 갖는 콘택홀에서 하부 구조물의 패턴층이 질화막일 경
우 그 표면에 플라즈마 방식으로 얇은 USG막을 형성시켜 SEG 공정시 질화막의 선택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종래의 SE
G 공정상의 문제점들인 질화막의 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결함 및 페싯 형성을 줄여 콘택 플러그 공정 마진을 높인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a 내지 도 1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순서도로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기판으로서 실리콘기판(10)에서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예정 영역에 질화막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 질화막이 형성되는 부분은 게이트전극 상측부의 하드 마스크 및 스페이서이다.

그러면, 본 실시예는 필드산화막(12)이 형성된 실리콘기판(10)에 반도체소자로서 통상의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한다. 
이에, 기판 상부에 도전층으로 이루어진 게이트전극(14)과, 하드 마스크 패턴(16)을 순차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하
드 마스크 패턴(16)과 게이트전극(14) 측벽에 절연물, 예컨대 질화물로 스페이서(18)를 형성한다. 그 다음, 스페이서
(18) 사이의 기판에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미도시함)을 형성한다.

그리고, SAC 방식을 이용하여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기판에서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예정 부위를 제외하고 층간 
절연막(20)을 매립하고 그 표면을 CMP로 연마한다. 그러면, 모스 트랜지스터의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예정의 기판의 
스페이서(18) 사이에는 창(window) 또는 콘택홀이 형성된다.

 - 3 -



등록특허 10-0327596

 
이어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질화물질로된 하드 마스크(16) 및 스페이서(18)의 선택성을 높이
기 위해서 플라즈마 방식의 화학기상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 USG(Undoped Sil
icate Glass)막(22)을 형성한다. 여기서, USG막(22)의 형성은 실리콘 소스 가스로서 SiH 4 또는 Si(OC2 H5 )4 와 N2

O 또는 O2 가스를 사용하되, 실리콘 소스 가스는 10sccm∼50sccm를 공급하고 N 2 O 또는 O2 는 1000sccm∼5000sc
cm를 공급한다. 이때, 공정은 450℃∼550℃에서 1torr∼10torr의 압력과 100W∼500W의 RF 전력하에서 이루어진
다.

즉, 본 발명은 SAC 공정시 하드 마스크 및 스페이서와 같은 질화막(16,18) 상부에 SEG 공정 마진과 열적 결함을 줄이
기 위해서 플라즈마 방식의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해 산화막을 증착하는데, 이때 산화막은 스텝 커버리지가 나쁜 TEO
S를 사용하지 않고 스텝 커버리지가 약 30%∼50%정도로 높은 USG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USG막(22)은 높은 스텝 
커버리지 특성 때문에 이후 실시될 RIE, 엑스-시튜 세정 조건의 공정시 제거될 USG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또한, 0.16㎛이하의 소자 기술에서 에스팩트 비율이 4이상 되면 콘택홀 측벽에 증착되는 USG막은 콘택홀의 바닥에 증
착되는 USG막의 두께보다 더 작아진다. 이러한 두께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RIE 공정을 진행한다.

이에,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홀 부위의 실리콘기판 표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USG막(22)을 RIE법으로 식각한
다. 여기서, RIE은 플러그 형성용 콘택홀의 에스팩트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RIE 조건은 상온에서 100mtorr∼1
torr의 압력과, 400∼1000W의 RF 전력과, 300W∼600W의 바이어스 전력하에서 실시되며 반응 가스 CHF 3 , O2 , A
r을 각각 20sccm∼50sccm, 5sccm∼30sccm, 500sccm∼1000sccm로 공급한다. 또, RIE의 진행 시간은 콘택홀의 
바닥에 존재하는 USG막을 제거하는 시간이며, 이때 콘택홀의 측벽에 존재하는 USG막의 식각 비율은 20%이하가 되도
록 제어한다.

그 다음, SEG 공정을 실시하기전에 USG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콘택홀에 남은 USG막의 제거를 위해서 엑스-시튜(
ex-situ) 세정 공정을 추가 실시한다. 이때, 엑스-시튜 세정 공정은 1차 및 2차로 진행한다. 그러면, 1차 세정 공정은 
3:1∼4:1의 H2 SO4 와 H2 O2 의 혼합 수용액을 사용하며 100℃∼130℃에서 3분∼10분정도 실시하하여 탄소(carbon)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2차 세정공정은 50:1∼100:1 HF 용액을 사용하며 50℃∼100℃의 정도에서 실시하여 
기판 표면에 잔류하는 USG막을 제거한다. 이때, 2차 세정공정의 시간은 USG막의 식각 손실이 70∼80Å일때까지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그 이유는 RIE에 의한 스트레스와 패턴 형태에 따른 엑스 시튜 세정 식각 속도가 차이가 나므로 
USG 막의 위치에 따라 식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USG막이 70∼80Å로 식각 손실될 때 하드 마스크 상부의 USG가 
스페이서 부위의 USG보다 2배 정도 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IE 공정을 거치면 전면 식각된 USG막(22')은 평
면 부위(예컨대, 하드 마스크 부위)와 콘택홀 측면 부위(예컨대, 스페이서)에서 그 두께차가 크게 줄어든다.

그 다음,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조물의 콘택홀에 드러난 실리콘기판에 SEG 공정을 실시하면서 인-시튜(in-s
itu) 도핑 공정을 실시하여 실리콘이 선택 성장된 콘택 플러그(24)를 형성한다.

이때, SEG 공정은 저압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SEG 공정시 SiH 2 Cl2 -H2 -HCl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750℃∼850℃, 5torr∼100torr의 압력에서 진행하고 SiH 2 Cl2 를 0.1sccm∼1sccm, H 2 를 30slm∼150slm, HCl를 
0sccm∼1.0sccm로 공급한다. 반면에, SiH 4 -H2 -HCl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750℃∼850℃, 5torr∼100torr의 압력
에서 진행하고 SiH4 를 0.1sccm∼1sccm, H 2 를 30slm∼150slm, HCl를 0.5sccm∼5.0sccm로 공급한다.

그리고, 인-시튜 도핑 공정은 1%∼5% PH 3 /H2 를 0.1slm∼0.5slm로 공급하여 진행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SEG 공정 중에 P과 같은 도핑을 인-시튜로 하더라도 투입되는 HCl 가스량을 줄일 경우 SEG 공
정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USG막은 콘택홀의 측벽의 질화물질로 인한 페싯(54°)의 유발을 막아서 콘택홀
의 코너에도 SEG가 안정되게 채워지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콘택 플러그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이를 참조하면 참조 부호 a와 같이 게이트전극 사이에 SEG
를 이용한 콘택 플러그가 양호한 상태를 갖는다. 즉, 본 발명은 SEG 공정시 하드 마스크 및 스페이서의 질화막과 USG
막이 실리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열적 팽창계수를 갖고 있어 서로 열적 팽창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콘택홀내에 S
EG 공정이 안정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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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질화물로 이루어진 물질층 패턴을 게이트전극 상측면의 하드 마스크와 스페이서로 하고 반
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스페이서가 없이 물질막 패턴 자체가 질화막으로 형성되어 있
을 경우, 그리고 물질막 패턴 사이의 창이 상, 하부 배선층 또는 상부 배선층과 반도체기판을 접속시키기 위한 콘택홀일 
경우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SAC 패턴(질화물) 표면에 PE-CVD 막의 양호한 스텝 커버리지 특성을 이용하여 
그 표면에 얇은 USG막을 형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SEG 공정시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SEG 성장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선택성 증가에 투입되는 HCl을 줄일 수 있을 경우 SEG 성장속도
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EG 형성시 문제가 되는 결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즉, 질화막과 USG막은 실리콘에 비해 서로 상반되는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콘택홀의 측벽의 질화물질은 (111) 페싯(54°)을 일으키기 쉽지만 USG는 페싯 발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중막은 결과적으로 열적 팽창을 상쇄시킬 수 있어 콘택홀의 코너에도 SEG가 
안정되게 형성된다.

넷째, 종래 콘택 플러그 공정시 실리콘 연마 과정을 스킵하여 공정의 단순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하드 마스크용 질화
막의 높이를 낮추어 SAC 공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를 제조함에 있어서,

반도체기판에서 이후 콘택 플러그가 형성될 예정 영역에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질화막이 형성된 기판 전면에 플라즈마 방식의 화학기상증착법으로 USG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조물에서 실리콘 표면이 드러나도록 상기 USG막을 반응성 이온식각법으로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구조물의 콘택홀에 드러난 실리콘막에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법을 실시하면서 인-시튜 도핑 공정을 실시하여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USG막의 형성은 실리콘 소스 가스와 N 2 O 또는 O2 가스를 사용하되, 실리콘 소스는 10sccm∼
50sccm, N 2 O 또는 O2 는 1000sccm∼5000sccm 정도 주입하며 450℃∼550℃에서 1torr∼10torr의 압력과 100W
∼500W의 RF 전력하에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성 이온식각법의 조건은 상온에서 100mtorr∼1torr의 압력과, 400∼1000W의 RF 전력과, 
300W∼600W의 바이어스 전력하에서 실시되며 반응 가스 CHF3 , O2 , Ar을 각각 20sccm∼50sccm, 5sccm∼30sc
cm, 500sccm∼1000sccm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 5 -



등록특허 10-0327596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법을 실시하기전에 엑스-시튜 세정 공정을 추가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엑스-시튜 세정 공정은 1차 및 2차로 진행하되, 1차 세정 공정은 3:1∼4:1의 H 2 SO4 와 H2 O2

의 혼합 수용액을 사용하며 100℃∼130℃에서 3분∼10분정도 실시하고, 2차 세정공정은 50:1∼100:1 HF 용액을 사
용하며 50℃∼100℃의 정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
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세정공정의 시간은 상기 USG막의 식각 손실이 70∼80Å일때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플러그의 형성시 선택적 에피택셜 공정은 저압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플러그의 형성시 선택적 에피택셜 공정은 SiH 2 Cl2 -H2 -HCl 시스템을 이용하되, 750℃
∼850℃, 5torr∼100torr의 압력에서 진행하고 SiH 2 Cl2 를 0.1sccm∼1sccm, H 2 를 30slm∼150slm, HCl를 0sccm
∼1.0sccm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플러그의 형성시 선택적 에피택셜 공정은 SiH 4 -2 -HCl 시스템을 이용하되, 750℃∼850
℃, 5torr∼100torr의 압력에서 진행하고 SiH 4 를 0.1sccm∼1sccm, H 2 를 30slm∼150slm, HCl를 0.5sccm∼5.0s
ccm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플러그의 형성시 인-시튜 도핑 공정은 1%∼5% PH 3 /H2 를 0.1slm∼0.5slm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EG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콘택 플러그 제조방법.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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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1c

도면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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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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