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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교홍

(54) 거친 루테늄-함유 층 및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 및 그의 사용 방법

요약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 상에 거친 루테늄-함유층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반응 챔버 내로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거친 루테늄층은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사용하여 약 100Å/분 내지 약 500Å/분의 속도로 상기 기

판 어셈블리의 표면 상에 증착될 수 있다. 더욱이, 거친 루테늄 산화물 층은 약 100Å/분 내지 약 1200Å/분의 속도로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 상에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증착시키기 위해 반응 챔버에 루테늄-함유 전구물질과 산소-함유 전구물

질을 제공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층들의 어닐링은 그 층들의 조도를 더욱 증가시키도록 수행될 수 있다. 게다가, 거친

루테늄층 또는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물이 제공된다. 층들은 전도성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거칠

지 않은 루테늄 및/또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 층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구조물은 커패시터의 바

닥 전극과 같은, 커패시터 구조물의 일부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및 그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물의 거친

(rough) 전도성층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집적 회로의 제조시, 다양한 전도성층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DRAM과 같은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동안, 저장 셀 커

패시터의 형성에는 전도성 재료가 사용되며, 예를 들어, 콘택 홀, 비아(vias) 등의 전도성층과 같은 상호 접속 구조물에서

도 전도성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장치의 밀도가 보다 높아질수록, 상기 장치를 형성하는 회로 소자들의 크기가 감소될 필요가 있다. 메모리 장치의

저장 셀 커패시터의 저장 용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기 메모리 장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저장 셀 커패

시터의 유전체층의 유전 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2개 전극 사이에 삽입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유전 상수

를 갖는 재료가 사용된다. 1개 이상의 다양한 전도성 재료의 층들이 전극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저장 셀 커패시터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메모리 장치의 저장 셀 커패시터의 정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반구형 그레인

(hemispherical grains, HSG)이 메모리 장치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의 표면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하나의 예로서의 HSG 기술에서, HSG 실리콘 표면은 증가된 표면적을 갖는 하부 전극을 형성하도록 금속층에 대한 하부

층(underlayer)으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반구형 그레인 실리콘 표면의 상에 형성된 동일공간의 전도성층은 티타늄 질

화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하부 전극의 표면적을 강화시키기 위한 HSG의 사용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HSG 실리콘

표면이 컨테이너 커패시터 (container capacitor)(예를 들면, 1993년 12월 14일에 등록된 Dennison 등의, 미국 특허 제

5,270,241호 "Optimized Container Stack Capacitor DRAM Cell Utilizing Sacrificial Oxide Deposition an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컨테이너 커패시터) 내의 금속에 대한 하부층으로서 사용될 때, HSG 실리

콘 표면과, 유전체층이 금속층을 통한 산소의 확산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 전극이 형성되는 금속층 사이에는 실리콘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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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속층과 상기 금속층을 통한 실리콘의 확산으로 인해 형성된 유전체 사이에 실리콘

이산화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 이산화물의 형성은 하부 전극 상에, 예를 들면, Ta2O5 또는 BaSrTiO3와 같은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재료의 형성에 요구되는 산소 어닐링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전극 접속이 필수적이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실리콘 이산화물의 형성은 전극 접속의 신뢰성을 감

소시킨다. 더욱이, 실리콘 이산화물의 형성은 직렬 정전용량의 감소로 인한 셀 커패시터의 저장 용량의 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

HSG 실리콘 표면으로의 산소의 확산, 또는 금속층을 통한 실리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 질화물과 같은 확산 장

벽이 하부 전극을 형성하도록 HSG 실리콘 표면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HSG 실리콘 표면상에 확산 장벽의 사용

은 또한 그에 연관된 문제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커패시터의 컨테이너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HSG 실리콘 표

면과 같은 다층, 확산 장벽, 및 하부 금속 전극층의 사용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큰 크기를 갖는 컨테이너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HSG 실리콘 표면의 증가된 표면적상의 확산 장벽층 및 상기 확산 장벽층 상의 하부 금속 전극층의 형성은 하부 전극

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HSG 층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HSG 실리콘 표면의 표면적은 확산 장벽

층의 도포에 의해 감소되고, 더욱이 하부 전극층의 도포에 의해 감소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HSG의 사용으로 하부 전극 표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한 효율성이 감소된다.

더욱이, HSG 실리콘 표면의 그레인 크기는 다소 제한된다. 예를 들면, 상기 그레인 크기는 대개는 공칭 직경으로 200Å 이

하이다. 따라서, HSG의 사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표면적의 증가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금속 및 금속 화합물들, 예를 들면, 루테늄 및 백금과 같은 금속, 및 루테늄 산화물과 같은 전도성 금속

산화물은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재료와의 사용을 위해 전극 스택층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극으로서 제안되어 왔다.

루테늄 산화물 및 루테늄 전극이 상기 재료를 쉽게 에칭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전극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Jpn. J. Appl. Phys., Vol.35(1996), Part 1, No 9B(1996년 9월), pp 4880-4885의, 가와하라 등의, "(Ba,Sr)TiO3 Films

Prepared by Liquid Source Chemical Vapor Deposition on Ru Electrodes,"이란 명칭의 논문은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재료와 함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루테늄 및 루테늄 산화물의 사용을 설명한다. 상기 논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재료

의 표면 거칠기(roughening)는 형성될 구조물의 열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또한, 상기 논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루테늄 및 루테늄 산화물 재료는 예를 들면, 반응성 RF 스퍼터링 공정과 같은 물리적

기상 증착(PVD) 공정에 의해 증착된다. 작은 고종횡비의 개구부에 전도성 재료로 형성되는 전극층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저장 셀 커패시터들이 제조된다. 대개는, 스퍼터링은 작은 고종횡비의 개구부 내의 전극층 형성에 적합하게 충분히 컨포멀

한(conformal) 층을 제공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커패시터 구조물의 점유 영역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부 전극 구조물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표면적의 증가가 HSG의 사용과 연관된 상기 1가지 이상의 문제점들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설명된 문제점들

및 아래의 설명으로부터 곧 명백해질 다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물의 거친 전도성층이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다. 예를 들면, 루테늄을 포함하는 거친 전도성층이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HSG 실리콘 형성

의 조건 없이 하부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커패시터 구조물의 하부 전극(lower or bottom electrode)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HSG 실리콘이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실리콘 이산화물 형성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

물의 거친 전도성층의 사용은 HSG 실리콘 형성 및 확산 장벽을 형성할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공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예를 들면, 약 50Å 내지 약 600Å의 범위의 RMS(root-mean-

square) 표면 조도(roughness)를 갖는 층)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반응 챔버 내의 기판 어셈블리에 표면을 포함하는 기

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판 어셈블리 표면은 약 100℃ 내지 약 400℃의 범위의 온도로 유지되고, 반응

챔버의 압력은 약 0.4 torr 내지 약 10 torr의 범위의 압력으로 유지된다.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거친 루테늄층을 증착

하기 위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의 캐리어 가스가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로 유지되는 루테

늄 함유 전구물질(precursor)을 통하여 반응 챔버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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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의 다양한 실시예에서, 본 방법은 반응 챔버에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희석 가스를 제공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기판 어셈블리 표면은 약 150℃ 내지 약 250℃의 범위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으며, 상기 거친 루

테늄층은 약 100Å/분 내지 약 500Å/분의 속도로 증착될 수 있고, 상기 방법은 약 30초 내지 약 30분의 범위의 시간 주기

동안 약 300℃ 내지 약 900℃의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어닐링은

가스 혼합물에 대해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글로우 방전(glow discharge) 하에 놓이는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

될 수 있다.

집적 회로의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방법에 있어서,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

리가 반응 챔버 내에서 제공된다.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이 반응 챔버내에 제공되고 거친 루테늄층이 약 100Å/분 내지 약

500Å/분의 속도로, 바람직하게는 약 200Å/분 내지 약 300Å/분의 속도로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증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의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예를 들면, 약 50Å 내지 약 600Å의 범위의 RMS 표면 조도를 갖는

층)을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반응 챔버 내로 표면을 갖는 기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루테늄-함

유 전구물질은 산소-함유 전구물질과 함께 반응 챔버에 제공된다.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약 100Å/분 내지 약 1200Å/

분의 속도로, 바람직하게는 약 300Å/분 내지 약 600Å/분의 속도로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증착된다.

본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은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로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

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캐리어 가스를 반응 챔버에 제공함으로써 반응 챔버에 제공된다. 더욱

이, 산소-함유 전구물질은 약 100 sccm 내지 약 2000 sccm의 흐름 속도로 반응 챔버로 제공된다.

본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 어셈블리 표면은 약 100℃ 내지 약 400℃의 범위의 온도로 유지되고, 반응 챔버의 압력

은 약 0.4 torr 내지 약 100 torr의 범위로 유지될 수 있으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약 300℃ 내지 약 900℃의 범위의

온도로 약 30초 내지 약 30분 범위의 시간 주기 동안 어닐링될 수 있다. 더욱이, 어닐링은 상기 가스 혼합물에 대해 전자기

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생된 글로우 방전하의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도성 구조물은 적어도 거친 루테늄층을 포함한다. 거친 루테늄층 표면은 그 표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2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표면적은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5배 이상이다.

전도성 구조물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전도성 구조물은 거친 루테늄이 상부에 형성되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을 포함한다. 마

찬가지로, 전도성 구조물은 거친 루테늄이 상부에 형성되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전도성 구조물은 적어도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한다.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은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2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다. 바람직하게는, 표면적은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5배 이상이다.

전도성 구조물의 다른 실시예에서, 전도성 구조물은 거친 루테늄이 상부에 형성되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방법과 전도성 구조물은 커패시터 구조물의 일부로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도성 구

조물은 커패시터의 제 1 전극 또는 하부 전극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예로서의 실시예의 하기의 설명에 의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에 따라 기판 어셈블리 상에 형성된 루테늄 또는 루테늄 산화물의 거친 전도성층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B는 도 1A의 거친 전도성층의 표면의 일부의 상세도이다.

도 2A 내지 도 2D는 커패시터 구조물에서의 사용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거친 하부 전극을 형성하는 다중 단계의 방법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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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저장 셀 커패시터 응용시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거친 하부 전극을 사용하는 컨테이너 커패시터 구조물의 예시도이

다.

도 4 내지 도 5는 거친 그리고 거칠지 않은 루테늄층의 비교를 도시하기 위한 루테늄층의 예시도이다.

도 6 내지 도 7은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층과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비교를 도시하기 위한 루테늄 산화물층의 예시

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도 1 내지 도 2를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이후에, 본 발명의 커패시터 구조물의 응용의 예가 도 3

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고 거친 루테늄 및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예들이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주어진다.

도 1A는 기판 어셈블리(12) 및 거친 전도성층(14), 예를 들면, 거친 표면(19)을 갖는 층을 포함하는 구조물(10)을 도시한

다. 본 발명은 화학적 기상 증착(CVD) 및 어닐링에 의해 거친 전도성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거친 전

도성층(14)은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전도성 재료의 거친 표면은 DRAM과 같은 메모리 장치를 위한 커패시터 구조물의 하부 전극으로서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거친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하는 거친 전도성층을 제공하는 방법은 거친 전도성층

이 유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응용이나 구조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기판 어셈블리는 기부 반도체층, 예를 들면, 웨이퍼 상의 실리콘 재료의 최하부층과 같은

반도체 기판, 또는 실리콘 온 사파이어(silicon on sapphire)와 같이 다른 재료 상에 증착된 실리콘층, 또는 상부에 1개 이

상의 층 또는 구조물이 형성된 또는 내부에 영역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나타낸다. 하기의 설명에서 기판 어셈블리를 참

조하면, 다양한 공정 단계들이 영역, 접합부, 다양한 구조물 또는 피쳐, 및 비아와 같은 개구부, 콘택 개구부, 고종횡비 개구

부와 같은 개구부들을 형성하거나 한정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기판 어셈블리는 상부에 커패시터 구조물의 하부 전극이 형성되는 구조물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층 증착을 위해 임의의 장비 및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반도체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형태의 화학적 기상 증착(CVD) 챔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명세서

에서 설명되는 CVD 공정은 Genus, Inc.(Sunnyvale, CA)의 거래 상표(trade designation) 7000 하에서 입수가능한 반응

챔버, Applied Materials, Inc.(Santa Clara, CA)의 거래 상표 5000 하에서 입수가능한 반응 챔버, 또는 Novelus, Inc.

(San Jose, CA)의 거래 상표 Prism 하에서 입수가능한 반응 챔버와 같은, 화학적 기상 증착 반응기 내에서 수행될 수 있

다. 그러나 CVD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임의의 반응 챔버도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기상 증착은 기상 반응제(vapor phase reactants), 즉, 원하는 성분들을 함유하는 반응 가스의 반응에 의해 기판상

에 비휘발성 고체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반응 가스는 반응 챔버속으로 유입된다. 가스는 원하는 층을 형성하기

위해 가열된 웨이퍼 표면에서 분해되고 반응된다. 화학적 기상 증착은 예를 들어 백금, 루테늄, 루테늄 산화물 등과 같은

금속 원소 또는 화합물의 막과 같이 반도체 웨이퍼 상의 박층을 제공하는 하나의 공정이다. 화학적 기상 증착 공정은 깊은

콘택, 컨테이너 개구부, 및 다른 개구부들 내에 고도로 컨포멀한 층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면들을 참조하여 하기

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CVD 공정은 바람직하게는 컨테이너 커패시터와 같은 저장 셀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을 위한 개구

부 내에서 매우 컨포멀한 층을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CVD가 바람직한 공정이지만, CVD 공정은 플라즈마 보조

(assistance), 광 보조, 레이저 보조와 같은 다른 다양한 관련 기술들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

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증착 온도"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상부에 재료가 증착되는 기판 어셈블리 또는 층 표면 온도를

나타내며; 가스 흐름 속도와 함께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흐름 속도"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CVD 반응 챔버 속으로의

가스 흐름 속도를 나타내며; "증착 압력"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CVD 챔버 내의 압력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과 연관하여 사용되는 "어닐링"이라는 용어는 CVD 챔버 내에서 수행될 수 있고, 증착되는 거친 전도성층의

표면적을 강화시킬 예정된 시간 동안 온도와 압력의 임의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구조물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러한 어닐링은 플라즈마 강화(plasma enhancement)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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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전도성층(14)을 형성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은 CVD에 의해 루테늄층을 증착시키는 것이다. CVD 공정은 반응 챔

버로 전달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로 수행된다. 희석 가스 또한 반응 챔버에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은 실온에서 액체 또는 고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구물질은 액체이다. 만약 전구물질이

고체라면, 플래시 기화, 버블링, 미세방울(microdroplet) 형성 기술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분해 온도 이하의 용융점을

갖거나 또는 유기 용매에서 충분히 용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충분한 휘발성 있어 공지된 화학적 기상 증착을 사

용하여 고체 상태로부터 승화되거나 기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전구물질의 조성은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일 수 있

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액체"는 용액 또는 순수한 액체(실온에서의 액체 또는 상승된 온도에서 용융되는 실온에서의

고체)를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액"은 고체의 완전한 용해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액은 어느 정도

의 용해되지 않은 물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화학적 기상 증착 공정을 위해 기상(vapor phase)속에 유기 용매에 의해 보

유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물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은 일반적으로 액체 전구물질이다.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은 예를 들면, 트리카르보

닐(1,3-씨클로헥사디엔) Ru, (C11H19O2)2(C8H12)Ru, 또는 다른 적절한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일 수 있다.

만약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이 액체라면, 이들은 버블링 기술의 사용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체 전구물질은

헬륨 또는 임의의 다른 불활성 가스, 즉, 공정 중에 다른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캐리어 가스(예를 들면, 질소, 아르곤, 네온,

및 제논)가 지나는 버블러 저장소 내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캐리어 가스는 반응 챔버로 전구물질을 전달하기 위해 전구

물질을 담는 저장소를 통해 기포화된다.

당업자라면 가스가 상기 반응 챔버 내로 유입되는 방식이 다양한 기술들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버블러 기술에 의한 공급 외에, 주입은 실온에서 가스상태인 화합물을 사용하여 또는 휘발성 화합물을 가열하

고 캐리어 가스를 사용하여 반응 챔버로 상기 휘발성 화합물을 전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고체 전구물질 및 이러

한 고체 전구물질을 기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챔버 내로 반응제 화합물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본 발

명은 임의의 특정 기술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으로, 개별 인입 포트에서 반응 가스가 주입된다. 반응 챔버에 제공되는 다른 가스 외에, 선택적인 희석 가스,

즉, 반응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가 또한 내부 가스의 부분압을 변화시키도록 챔버 내에 주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

르곤 또는 질소가 다양한 흐름 속도로 챔버 내로 주입될 수 있다.

루테늄으로 형성된 거친 전도성층(14)에 대해 요구되는 조도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빠른 증착 속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빠른 증착 속도에서 스텝 커버리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스텝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반응 챔버에 고농도의 루테늄-함

유 전구물질이 제공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스텝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거친 루테늄층(14)을 형성하기 위한 증착 속도는 약 100Å/분 내지 500Å/분

의 범위의 증착 속도이다. 더욱 바람직하게, 증착 속도는 약 200Å/분 내지 약 300Å/분의 범위에 있다. 또한, 약 15℃ 내

지 약 100℃의 온도에서 버블러 저장소 내에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해 반응 챔버에 제공되는 고농도의 루테

늄-함유 전구물질로, 상기 단계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는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

의 캐리어 가스(예를 들면, He, O2, 또는 전구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어떠한 다른 가스)가 챔버에 제공된다. 더욱 바람직하

게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한 챔버 속으로의 캐리어 가스의 흐름 속도는 약 150 sccm 내지 약 250 sccm의 범위이

다.

또한,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원하는 높은 증착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CVD 공정의 다양한 다른 변수들이 가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CVD 공정의 증착 압력은 약 0.4 torr 내지 약 10 torr의 범위 내에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압력은 약 2

torr 내지 약 4 torr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CVD 공정의 증착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400℃의 범위 내에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증착 온도는 약 150℃ 내지 약 250℃의 범위 내에 있다.

바람직하게는, CVD 공정은 어떠한 플라즈마 강화 없이도 수행된다. 더욱이, 바람직하게는 희석 가스는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속도로 반응 챔버내에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희석 가스는 질소 또는 아르곤 중의 하나이다.

반응 챔버로의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의 흐름 속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루테늄-함유 전구물질

이 기포의 사용을 통해 반응 챔버로 제공될 때 보다 높은 버블 온도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루테늄-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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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물질은 실온으로 유지된다. 더욱이, 보다 짧은 및/또는 보다 큰 가스선이 반응 챔버 내의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의 농

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보다 짧은 가스선은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유지하는 챔버내 압력을

낮게 허용하여 캐리어 가스 내의 전구물질의 양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 루테늄층(14)의 조도는 상기 설명된 범위 내의 증가된 증착 압력에서 보다 크다. 또한, 루테늄층(14)의 조

도는 증가된 증착 온도에서 보다 크다. CVD 변수들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상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도를

달성하도록 가변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유용한 거친 루테늄층(14)의 표면 조도는 하기에 설명되는 1개 이상의 상이한 방식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거친 루테늄층을 특징화시키는 방법중 하나는 거친 루테늄층의 RMS 표면 조도에 기초한다. 바람직하게, 거친 루테늄층은

약 50Å 내지 약 600Å의 범위인 RMS 표면 조도를 갖는다. RMS 표면 조도는 예를 들면, AFM(Atomic Force

Microscopy),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또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고, R-범위의 통계적 평균에 기초하는데, 여기서 R-범위는 그레인 크기의 반경(R)(도 1B에 도시됨)의 범위이다.

RMS 표면 조도의 측정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거친층을 특징화시키는 다른 방식들 외에, 거친 루테늄층은 증착되는 층 그레인의 단면 그레인 크기에

기초하여 특징화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공칭 단면 그레인 크기는 그레인의 중심을 통한 공칭 직경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거친 루테늄층에 대한 공칭 직경은 약 100Å 내지 약 800Å의 범위 내에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중심을 통한 단면 공칭

직경은 약 200Å 내지 약 500Å의 범위 내에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거친층을 특징화시키는 다른 방식들 외에, 거친 루테늄 표면이 그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 예를 들면,

거친층이 그 위에 증착되는 구조물의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즉, 예를 들면, 골, 피크 등과 같은 그레인 구조물이

없는 표면)의 표면적에 대해 거친 루테늄 표면의 표면적의 비교에 기초하여 특징화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거친 표면이

바람직하게는 일반적으로 균질한 표면(즉, 예를 들면, 깊은 함몰부, 큰 스파이ㅡ, 상기 층의 다른 그레인에 비해 비정상적

으로 큰 그레인 등과 같은, 표면의 다른 부분에 대해 그 표면의 일부로부터 거의 불규칙성이 없는 표면 구조물)인, 거친 표

면(예를 들면, 전도성층의 전부 또는 일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즉, 기부 크기가 동일한 특징을 갖는 실질적으로 동

일한 형태, 예를 들면, 완전히 평탄한 표면과 거친 표면의 점유 면적이 동등한 평면의 경우)를 갖는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

의 표면적의 약 1.2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다. 상기 표면 형태는 평면 형태, 곡면 형태, 컨테이너 커패시터와 같은 컨테이

너 형태의 구조물,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표면 조도는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갖는 완전히 평

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5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다.

예를 들면, 도 1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성층(14)의 거친 표면(19)은 일반적으로 평면 형태를 갖는다. 전도성층(14)

의 거친 표면(19)의 표면적은 평면 형태, 즉, 거친 표면(19)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

의 표면적에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게 전도성층(14)의 거친 표면(19)의 표면적은 약 1.2(XY)보다 크다.

도 1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거친 표면(19)은 층(14)으로부터 돌출되는 영역(21), 즉, 그레인을 포함한다. 이처럼, 피크와

골, 예를 들면, 피크(23)와 골(25)이 형성된다. 당업자라면 HSG 실리콘이 형성된 거친 표면(19)과 유사한 피크와 골을 갖

는 그레인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골(25)이 HSG 기술에서 확산 장벽 층으로 커버될 때, 골(25)은 HSG 실리콘을

사용하는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골이 확산 장벽 재료에 의해 채워짐에 따라,

골은 효율성 있는 증가된 표면적을 제공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거친 루테늄층(14)이 표면(19) 상에 어떠한

다른 층 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골은 커패시터 구조물 내의 증가된 정전 용량을 위한 증가된 표면적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하다. 루테늄의 그레인 크기는 대개는 공칭 직경으로 약 800Å 이하이다.

거친 루테늄층(14)의 증착 후에, 구조물의 선택적인 어닐링이 거친 루테늄층(14)의 거친 표면(19)에서 표면 강화 및/또는

증가를 위해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착된 루테늄의 단면 그레인 크기는 어닐링 공정의 사용으로 인해 약 100

퍼센트로 성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구조물은 약 0.1 millitorr 내지 약 5 기압의 압력으로 어닐링된다. 바람직하게는,

어닐링은 약 0.1 millitorr 내지 약 5 기압의 범위인 압력으로 수행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어닐링은 약 1 torr 내지 약

800 torr의 압력으로 수행된다. 또한, 어닐링은 약 300℃ 내지 약 900℃ 범위의 온도로 수행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어

닐링은 약 500℃ 내지 약 700℃ 범위의 온도로 수행된다. 어닐링은 바람직하게는 30초 내지 30분 사이의 시간 주기 동안

수행된다.

또한, 어닐링은 구조물이 가스 환경 내에 존재하는 동안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가스 환경은 산소, 오존, 아르곤, 질

소 등, 또는 예를 들면, 산소 및 질소, 또는 산소 및 아르곤과 같은 상기 가스들의 혼합 가스 분위기이다. 어닐링은 플라즈마

강화 어닐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스 분위기는 가스에 대해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성되는 글로우 방전처리된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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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공정의 이용으로, 어닐링 동안 구조물을 다소 낮은 온도로 유지하면서도, 증가된 그레인 크기를 달성할 수 있다. 임

의의 적절한 전력원이 반응 챔버 내에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전력원으로는 RF 발

생기, 마이크로파 발생기(2.5 GHz 마이크로파 소스), 또는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lectron cyclotron resonance, ECR)

소스를 예로서 들 수 있다. 바람직한 전력원은 표준 13.56 MHz 소스로서 작동하는 RF 발생기이다. 바람직하게, 가스는 가

스에 대해 5 kW/cm2 또는 그 이하의 전력 밀도로 13.56 MHz의 RF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생성되는 글로우 방전 또는

플라즈마 처리된다. 플라즈마 강화는 루테늄- 함유층 및 하부층, 즉, 실리콘층 사이의 교차가 최소화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플라즈마 강화는 선택적인 어닐링 기술이다.

어닐링은 노 어닐링(furnace anneal)으로 수행되거나 급속 열 처리(RTP) 어닐링이 사용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어

닐링은 상술한 시간 주기, 온도 범위, 및 다른 변수들 내에서의 하나 이상의 어닐링 단계들로 수행될 수 있다.

거친 전도성층(14)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방법은 CVD에 의해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증착하는 것이다. CVD 공

정은 반응 챔버로 전달되는 산소-함유 전구물질과 함께 반응 챔버로 전달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로 수행된다. 또한,

희석 가스가 상기 반응 챔버에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산소-함유 전구물질은 산소, 오존, N2O, CO,

CO2, 또는 다른 적절한 산소 함유 전구물질이다.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되는 거친 전도성층(14)을 위해 요구되는 조도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증착 속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높은 증착 속도에서 스텝 커버리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스텝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농도의 루테늄-

함유 전구물질 및 산소-함유 전구물질이 반응 챔버에 제공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스텝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14)을 형성하기 위한 증착 속도는 약 100Å/분 내지 약

1200Å/분의 범위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증착 속도는 약 300Å/분 내지 약 600Å/분의 범위이다. 또한, 반응 챔버에 제

공되는 높은 농도의 루테늄-함유 전구물질로 스텝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100℃의 온

도에서 버블러 저장소 내에서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의 캐

리어 가스(예를 들면, He, O2, 또는 상기 전구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어떤 다른 가스)가 챔버에 제공된다. 더욱 바람직하게

는, 캐리어 가스의 흐름 속도는 약 200 sccm 내지 약 300 sccm의 범위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0 sccm 내지 약

2000 sccm의 흐름 속도의 산소 함유 전구물질이 챔버에 제공된다. 보다더 바람직하게는, 반응 챔버의 산소-함유 전구물

질의 흐름 속도는 약 500 sccm 내지 약 1000 sccm의 범위이다.

또한,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루테늄 산화물을 위해 요구되는 높은 증착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CVD 공정의 다양한 다른

변수들이 가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CVD 공정의 증착 압력은 약 0.4 torr 내지 약 100 torr의 범위이다. 더욱 바람직

하게는, 압력은 약 1 torr 내지 약 10 torr의 범위이다. 또한, CVD 공정의 증착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400℃의 범위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증착 온도는 약 100℃ 내지 약 250℃의 범위 내에 있다.

바람직하게는, CVD 공정은 임의의 플라즈마 강화 없이 수행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약 100 sccm 내지 약 1000 sccm

속도의 희석 가스가 반응 챔버에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희석 가스는 질소 또는 아르곤 중 하나이다.

본 발명에 따라, 루테늄 산화물층(14)의 조도는 상기 설명된 범위 내의 증가된 증착 압력에서 더 크다. 또한, 루테늄 산화물

층(14)의 조도는 증가된 증착 온도에서 더 크다. 이러한 CVD 변수들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은 범위 내에서 원

하는 조도를 달성하도록 가변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유용한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조도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거친 루테늄층과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루테늄층에 대해 상기 개시된 동일한 조도 특성을 위한 동일한 범위가 루테늄 산화물층

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14)의 증착 후에, 구조물의 선택적인 어닐링은 거친 루테늄층(14)의 거친 표면(19)에서의 표면적을

보다 강화 및/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루테늄층에 대해 상기 개시된 거의 동일한 변수들과 범위가 루테늄 산

화물층의 형성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거친 루테늄 또는 루테늄 산화물층이 커패시터 구조물의 하부 전극으로서 형성될 때, 거친 루테늄 하부 전극 또는 거친 루

테늄 산화물 하부 전극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약 100Å 내지 약 600Å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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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라면, 상기 설명된 거친 루테늄 산화물 및/또는 루테늄층이 구조물의 다른 층에 부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극은 거친 루테늄층 또는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으로 형성되는 상부층을 갖는 다른 금속으로

형성되는 다중층 전극일 수 있다. 더욱이, 예를 들면, 거친 루테늄층 또는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과 함께 사용되는 층은 도 3

을 참조하여 아래에서 설명되는 장벽층일 수 있다.

상기 설명된 거친 루테늄층 및/또는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하나 이상의 분야, 예를 들어, 상호접속 분야, 커패시터 분야

등에 대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발명은 작은 고종횡비 개구부내에 층을 형성할 때 유용하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것처럼,

작은 고종횡비 개구부는 약 1 미크론 이하의 피쳐 사이즈 또는 최소 선폭(critical dimension)(예를 들어, 약 1 미크론 이하

인 개구부 직경 또는 폭) 및 약 1 이상의 종횡비를 갖는다. 이러한 종횡비는 콘택홀, 비아, 트렌치, 및 커패시터 구조의 형성

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트렌치 개구부와 같은 임의의 다른 개구부에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미크론의 개구부 및 3 미

크론의 깊이를 갖는 트렌치는 3의 종횡비를 갖는다.

도 2A 내지 도 2D는 본 발명의 다단계의 방법에 따른 컨테이너 구조물을 위한 하부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2D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은, 커패시터 구조물(37)의 하부 전극(33)은 예를 들어,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거친 전도성층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하부 전극(33)은 바람직하게는 2 단계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나 추가층

이 요구된다면 2단계 이상의 단계가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2 단계는 상부에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 또는 거친 루테늄

층이 형성되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하게는 2 단계는 상부에 거친 루테늄

층 또는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이 형성되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간략화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방법은 컨테이너 커패시터 구조의 형성으로 도 2A-2D를 참조로 설명되며, 먼저, 거칠지 않은 루테

늄층이 형성되고, 이후 본 명세서의 상기 설명에 따라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된다. 층 및 그 형성에 대한 다른 가능한 조합

은 거칠지 않은 루테늄층과 거친 루테늄층을 사용하여 상기 간단한 설명을 통하여 자명해질 것이다.

다중 루테늄-함유층은 다중층과 상반되게, 예를 들어 거칠지 않은 루테늄 위에 형성되는 거친 루테늄과 같은 그레인 크기

면에서 변화된(graded) 단일층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다른 말로, 예를 들어, 층들을 형성하는 것과

반대로, 거칠지 않은 루테늄이 형성되고, 그 위에 거친 루테늄이 특정한 층 변이(transition) 없이 증착된다. 이처럼, 전체

분류된 층은 예를 들면, 공정 변수들의 변화와 함께, 단일 연속 단계로 형성될 수 있다.

도 2A는 제 1 기판부(32)와 제 2 기판부(34)를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도시한다. 기판부(34)는 기판부(32) 상에 형성

되고, 제 1 기판부(32)의 바닥면(42)과 제 2 기판부(34)의 하나 이상의 측벽들(40)에 의해 내부에 형성되는 개구부(36)를

포함한다. 기판 어셈블리(30)의 제 2 부분(34)은 커패시터 구조물(37)의 하부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영역을 포함한

다. 기판 어셈블리(30)의 제 2 부분(34)은 예를 들면, 실리콘 이산화물, BPSG, PSG 등의 산화물층과 같은 절연층이다. 이

처럼, 바닥면(42) 및 하나 이상의 측벽들(40)에 의해 기판 어셈블리(30) 내에 형성되는 개구부(36)는 메모리 셀 내에서의

사용을 위해, 저장 셀 커패시터를 위한 바닥 하부 전극이 그 위에 형성되는 표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컨테이너 커패시터는

또한 도 3을 참조하여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삭제

커패시터 구조물(37)은 형성된 개구부(36) 내에 그리고 상부면(39)과 같은 표면 상에 선택적 장벽층(38)을 먼저 형성함으

로써 도 2A 내지 도 2D에서 도시되는 거친 하부 전극(33)으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벽층은 약 50Å 내지 약

30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장벽층의 일예로서 약 100Å 내지 약 200Å의 두께를 갖는 티타늄 질화물층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라, 명세서내의 장벽층 및 다른층들은 CVD 공정을 사용하여 증착되어 형성된 개구부

(36) 및 코너(43)와 같은 구조물의 다양한 다른 부분들에서 컨포멀한 커버리지 또는 스텝커버리지가 증착되는 재료로 컨

포멀하게 커버된다.

장벽층(38)의 형성 후에, 루테늄층(46)은 도 2B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증착된다. 루테늄층(46)은 거칠지 않은 층을 형성

하기 위한 요구 조건하에서 CVD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조건은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거친 루테늄층

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과 다른 한가지 이상의 조건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라, 거칠지 않은 루테

늄층이 다음의 범위 내의 조건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에서 버블러 저장소 내에서 유지

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한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의 캐리어 가스(예를 들면, He, O2, 또는

전구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른 가스); 약 0.4 torr 내지 약 10 torr 범위의 증착 압력; 약 100℃ 내지 약 400℃ 범위의 증

착 온도; 및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 속도로 반응 챔버에 제공되는 희석 가스(예를 들면, 질소 및/또는 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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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증착 공정의 하나 이상의 조건만을 변화시킴으로써(어떠한 추가 전구물질을 요구되지 않음), 거친 루테늄층(50)이

도 2C에서 도시되는 루테늄층(46) 상에 증착된다. 예를 들면, 루테늄층(46)은 약 50Å 내지 약 300Å 범위 두께를 가질 수

있고, 거친 루테늄층(50)은 약 100Å 내지 약 500Å 범위 두께를 가질 수 있다. 거친 루테늄층(50)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다.

거친 하부 전극층(33)의 조합이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할 때,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층은 일반적으로 다

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증착된다: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로 버블러 저장소 내에서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

을 통한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의 캐리어 가스(예를 들면, He, O2, 또는 상기 전구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른 가스); 산소-함유 전구물질의 약 100sccm 내지 약 2000sccm의 흐름 속도; 약 0.4 torr 내지 약 100 torr 범위

의 증착 압력; 약 100℃ 내지 약 400℃ 범위의 증착 온도; 및 약 100 sccm 내지 약 1000 sccm의 속도인 희석 가스(예를

들면, 질소 및/또는 아르곤).

거친 루테늄층(50)을 위한 선택적 어닐링 후, 최종 구조물은 도 2C에 도시된다. 하부 전극(33)을 형성하기 위한 층들은 기

판 어셈블리(30)의 제 2 부분(34)의 상부면(39)에 대해 평탄화되어 개구부(36)는 거친 전도성 전극(33)에 따라 정렬된다.

이후에, 도 2D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유전체층(52)이 거친 전도성 전극(33)에 대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유전체층은

적절한 유전 상수를 갖는 어떠한 적절한 재료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절한 유전 상수는 약 25 이상의 유전 상수를 갖

는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재료이다. 예를 들면, 유전체층(52)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유전 상수 재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

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탄탈륨 5산화물 (Ta2O5), BaxSr(1-x)TiO3[BST], BaTiO3, SrTiO3, PbTiO3, Pb(Zr,Ti)O3

[PZT], (Pb,La)(Zr,Ti)O3[PLZT], (Pb,La)TiO3[PLT], KNO3, 및 LiNbO3.

또한, 유전체층(52) 형성 후, 제 2 전극(54)이 유전체 재료(52)에 대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제 2 전극(54)은 텅스텐 질

화물, 티타늄 질화물, 탄탈륨 질화물, 백금 금속 및 이들의 합금, 또는 루테늄 및/또는 루테늄 산화물을 포함하는 다른 어떠

한 적절한 전극 재료와 같은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유전체층(52)과 상부 전극 재료(54)는 원하는 커패시터 구조물

(37)을 형성하기 위해 에칭된다.

상기 설명된 공정을 사용하는 보다 특정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되는데, 여기서 거친 전도성 하부 전극

(187)은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저장 셀 커패시터에 대해 개시된 공정 중 하나에 따라 형성된다. 본 발명으로부터 이점을

갖는 다양한 장치들, 예를 들면, CMOS 장치, 메모리 장치 등을 위한 다른 반도체 공정 및 구조물이 있지만, 본 발명이 어떠

한 식으로든 여기에 설명된 실시예, 예를 들면, 전극 구조물과 같은 실시예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 구조물(100)은 개구부(184)의 형성을 통해 종래의 공정 기술에 따라 제조된다. 이러한

공정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 개구부(184)를 형성하는 표면상에 바닥 전극 구조물(187)을 증착하기 전에 수행

된다. 이전에 설명된 방법들 중 하나가 상기 개구부(184)를 형성하는 표면들 상에 바닥 전극 구조물(187)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쉽게 이해되도록, 이러한 특정 실시예는 단일의 거친 루테늄 층의 사용예로서만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본원에 설명된 단일 또는 다단계 전극 형성 중 어떠한 것이라도 바닥 전극 구조물(187)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로서, 그리고 1995년 2월 21일에 등록된 Fazan 등의, 미국 특허 제 5,392,189호의

"Capacitor Compatible with High Dielectric Constant Materials Having Two Independent Insultive Layers and the

Method for Forming same"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장치 구조물(100)은 필드 산화물 영역(105) 및 기판(107)의 필드 산

화물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영역과 같은 액티브 영역을 포함한다. 워드선(121) 및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122)가 필

드 산화물(105)에 대하여 형성된다. 적절한 소스/드레인 영역(125, 130)이 실리콘 기판(107) 내에서 형성된다. 산화물 재

료(140)의 컨포멀한 절연층이 FET(122) 및 워드 선(121)의 영역들 위에서 형성된다. 폴리실리콘 플러그(165)가 기판

(107) 및 그 위에 형성될 저장 셀 커패시터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도록 형성된다. 예를 들면, 층들(167 및 175)과 같

은 다양한 장벽층들이 폴리실리콘 플러그(165) 위에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층들은 티타늄 질화물, 텅스텐 질화물,

또는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어떠한 다른 금속 질화물일 수 있다. 이후에, 다른 절연층(183)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개구부

(184)가 형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에 따라 바닥면(185) 및 개구부(184)를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측벽들(186)을 포함하는

구조물 상에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거친 루테늄층이 평탄화되거나 에칭되어 개구부(184)를 정렬시키는 거

친 루테늄 층(187)이 된다. 다음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재료로 형성되는 유전체층(191)이 거친 루테늄층(187)에 대하여

형성된다. 또한, 이후에, 유전체 재료(191)에 대하여 제 2 전극(192)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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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들의 각각에서, 형성된 막 상에서 어떠한 어닐링도 수행되지 않았다.

실시예 1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거친 루테늄층이 다음의 조건 하의 단일 웨이퍼 반응 챔버 내에서 HF 세정된 실리콘 웨이퍼 상

에 형성되었다:

- 실온(즉, 약 25℃)의 버블러 저장소 내에 유지되는 트리카르보닐(1,3-씨클로헥사디엔) Ru 전구물질을 통한 약 200

sccm의 흐름 속도의 헬륨 캐리어 가스;

- 3.0 torr의 증착 압력; 및

- 225℃의 증착 온도.

실시예 2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거칠지 않은 루테늄층이 다음의 조건 하의 단일 웨이퍼 반응 챔버 내에서 HF 세정된 BPSG의

실리콘 웨이퍼 상에 형성되었다:

- 실온(즉, 약 25℃)의 버블러 저장소 내에 유지되는 트리카르보닐(1,3-씨클로헥사디엔) Ru 전구물질을 통한 약 200

sccm의 흐름 속도의 헬륨 캐리어 가스;

- 1.5 torr의 증착 압력; 및

- 250℃의 증착 온도.

실시예 3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층이 다음의 조건 하의 단일 웨이퍼 반응 챔버 내에서 HF 세정된 실

리콘 웨이퍼 상에 형성되었다:

- 실온(즉, 약 25℃)의 버블러 저장소 내에 유지되는 트리카르보닐(1,3-씨클로헥사디엔) Ru 전구물질을 통한 약 225

sccm의 흐름 속도의 헬륨 캐리어 가스;

- 약 250 sccm의 흐름 속도의 산소 가스;

- 2.5 torr의 증착 압력; 및

- 210℃의 증착 온도.

실시예 4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이 다음의 조건 하의 단일 웨이퍼 반응 챔버 내에서 HF 세정된 실리콘 웨

이퍼 상에 형성되었다:

- 실온(즉, 약 25℃)의 버블러 저장소 내에 유지되는 트리카르보닐(1,3-씨클로헥사디엔) Ru 전구물질을 통한 약 200

sccm의 흐름 속도의 헬륨 캐리어 가스;

- 약 100 sccm의 흐름 속도의 산소 가스;

- 3 torr의 증착 압력; 및

- 200℃의 증착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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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모든 특허 등록과 인용예들이 각각이 개별적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전체로서 통합된다. 이 발명은 실시예를 참조

하여 설명되었지만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업자라면 다양한 다른 응용 예

들이 여기서 설명된 바와 같은 거친 루테늄-함유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실시예들

과 같은, 본 실시예들의 다양한 변형들이 이 설명을 참조하는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된 청구범위는

하기의 부가된 청구항들로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의 상기 변형들과 실시예들을 커버할 것으로 생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 회로의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반응 챔버에 제공하는 단계;

약 100℃ 내지 약 40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 표면을 유지하는 단계;

약 0.4 torr 내지 약 10 torr 범위에서 상기 반응 챔버의 압력을 유지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거친 루테늄층을 증착하기 위해,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에서 유지되는 루테늄-함

유 전구물질을 통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캐리어 가스를 상기 반응 챔버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희석 가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

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에서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을 유지하는 단계는 약 150℃ 내지 약 25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 표

면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은 약 100Å/분 내지 약 500Å/분의 속도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은 약 200Å/분 내지 약 300Å/분의 속도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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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RMS 조도(roughness)는 약 50Å 내지 약 6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에서 그레인의 공칭 중심 단면 영역은 약 100Å 내지 약 800Å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약 30초 내지 약 30분 범위의 시간 주기 동안 약 300℃ 내지 약 900℃ 범위의 온도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는 상기 가스 혼합물에 대해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글로우 방전하에

놓이는 가스 분위기에서 약 0.1 millitorr 내지 약 5 기압 범위 압력에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 분위기는 산소, 오존, 질소, 아르곤 또는 이들의 조합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글로우 방전은 상기 가스

분위기에 대해 0 내지 약 5kW/cm2의 전력 밀도에서 13.56 MHz의 RF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1.

집적 회로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반응 챔버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응 챔버에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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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Å/분 내지 약 500Å/분의 속도로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 상에 거친 루테늄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은 약 200Å/분 내지 약 300Å/분의 속도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에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증착시

키기 위해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에서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통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캐리어 가스를 상기 반응 챔버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약 100℃ 내지 약 40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 표면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약 0.4 torr 내지 약 10 torr 범위에서 상기 반응 챔버의 압력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약 30초 내지 약 30분 범위의 시간 주기 동안 약 300℃ 내지 약 90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는 가스 혼합물에 대해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글로우 방전하에 놓이는

가스 분위기에서 약 0.1 millitorr 내지 약 5 기압 범위의 압력에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어닐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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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거칠지 않

은 루테늄 상에는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거

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 상에는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 내지 제 1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은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커패시터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

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 내부에는 개구부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는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바닥면과 상기 바닥면으로부터 연

장되는 하나 이상의 측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2.

집적 회로 제조시에 거친 전도성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반응 챔버 내에 표면을 포함하는 기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응 챔버에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응 챔버에 산소-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약 100Å/분 내지 약 1200Å/분의 속도로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 상에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RMS 조도는 약 50Å 내지 약 600Å 범위에 있거나 또는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

에서 그레인의 공칭 중심 단면 영역은 약 100Å 내지 약 800Å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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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표면상에 커패시터의 전극을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내부에는 개구부가 형성되며, 상기 개구부는 상기 기판 어셈블리의 바닥면과 상기 바닥면으로부터

연장되는 하나 이상의 측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약 300Å/분 내지 약 600Å분의 속도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에 루테늄-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는 약 15℃ 내지 약 100℃의 온도에서 유지되는 루테늄-함유 전

구물질을 통해 약 100 sccm 내지 약 500 sccm의 흐름 속도로 캐리어 가스를 상기 반응 챔버내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

며, 상기 반응 챔버에 산소-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는 약 100 sccm 내지 약 2000 sccm의 흐름 속도에서 상기 반

응 챔버 속에 산소-함유 전구물질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약 100℃ 내지 약 40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 표면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8.

제 22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가스에 대해 전자기장을 인가함으로써 발생된 글로우 방전하에 놓이는 가스 분위기에서 약 30 초 내지

약 30 분 범위의 시간 주기 동안 약 300℃ 내지 약 900℃ 범위의 온도에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어닐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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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은 약 0.4 torr 내지 약 100 torr 범위에서 상기 반응 챔버의 압력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30.

제 22 항 내지 제 2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단계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은 상

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 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친 전도성층 형성 방법.

청구항 31.

거친 루테늄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물로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은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2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커패시터의 제 1 전극이 상기 거친 루테늄층을 포함하고, 상기 커패시터의 유전체층은 상기 제 1 전극의 일부분 상에 형성

되며, 상기 커패시터의 제 2 전도성층이 상기 유전체층 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33.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은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5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34.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의 RMS 조도는 약 50Å 내지 약 600Å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35.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층의 표면에서 그레인의 공칭 중심 단면 영역은 약 100Å 내지 약 800Å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등록특허 10-0644454

- 17 -



청구항 36.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상부에 상기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된 표면 영역을 갖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

조물.

청구항 37.

제 31 항 또는 제 32 항에 있어서,

상부에 상기 거친 루테늄층이 형성된 표면 영역을 갖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 산화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도성 구조물.

청구항 38.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하는 전도성 구조물로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은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

의 약 1.2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커패시터의 제 1 전극은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을 포함하며, 상기 커패시터의 유전체층은 상기 제 1 전극의 일부분 상

에 형성되며, 상기 커패시터의 제 2 전도성층이 상기 유전체층상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40.

제 38 항 또는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은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는 완전히 평탄한 표면의

표면적의 약 1.5배 이상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41.

제 38 항 또는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 RMS 조도는 약 50Å 내지 약 600Å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42.

제 38 항 또는 제 3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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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의 표면에서 그레인의 공칭 단면 그레인 크기는 약 100Å 내지 약 800Å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43.

제 38 항 또는 제 39 항에 있어서,

상부에 상기 거친 루테늄 산화물층이 형성된 표면 영역을 갖는 거칠지 않은 루테늄-함유 재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청구항 44.

전도성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제 1 증착 속도로 거칠지 않은 루테늄-함유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함유 재료 상에 제 2 증착 속도로 거친 루테늄 함유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증착 속도는 상기 제 1 증착 속도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으로 형성되고 상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 함유 재료는 루테늄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6.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되고 상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으로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7.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으로 형성되고 상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 함유-재료는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8.

제 4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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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친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되고 상기 거칠지 않은 루테늄-함유 재료는 루테늄 산화물로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구조물 형성 방법.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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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5.
삭제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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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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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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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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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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