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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마신 공정에서 캐패시터를 동시에 형성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마신 배선 공정에서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마신 패턴 상에서 3차원 구조의 캐패시터를 형성함으로써, 캐패시터 제조를 위

한 별도의 추가적인 층수의 증가가 없으며, 또한 로직 소자에서 필요한 대용량의 캐패시턴스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세퍼타인, 캐패시터, 다마신, 구리, 비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구리 배선과 캐패시터가 동일 층에 형성된 반도체소자,

도 2a 내지 도 2g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 형성 단면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 형성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소자 형성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1 절연막 115 : 제2 절연막

125 : 제3 절연막 135 : 배선홈

140 : 비아홀 145 : 제1 장벽금속층

150 : 제1 구리선 160 : 제1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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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유전체막 170 : 제2 전극

175 : 제2 장벽금속층 180 : 제2 구리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마신(damascene) 공정에 의해 형성된 캐패시터 및 금속배선

을 가지는 반도체소자에 관한 것이다.

로직 소자의 고속화, 고집적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트랜지스터의 미세화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트랜

지스터의 집적도 향상에 대응하여 배선이 미세화되고, 배선 층수의 증가도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고속, 고집

적 소자에 있어서는 미세화에 따른 배선 지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자의 고속화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부터 LSI(Large Scale Integration)의 배선재료로 일반적으로 이용해 왔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에 보다 비저항이 작고, 높은 EM(Electro-migration) 내성을 갖는 재료인 구리(Cu)를 이용한 배선이 활발히 개발되

고 있다.

그런데 구리는 종래의 알루미늄 배선공정에서 사용되어 온 건식식각 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공정 중에 산화되는 문제

점으로 인하여 구리 배선 형성을 위해서는 다마신(damascene) 공정을 사용한다.

다마신 공정은 종래의 알루미늄을 이용한 배선공정인 ① 알루미늄 증착, ② 반응성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 

RIE)법에 의한 식각, ③ 절연물 증착과 평탄화라는 일련의 순서와는 상이하다. 즉, 다마신 공정은 절연막 상에 배선 

홈(trench)과 비아홀(via hole)을 형성하고, 구리를 채운 후에 화학적 기계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이

하 CMP라 한다)로 평탄화하는 채움공정이다.

다마신 공정에는 비아 플러그(via plug)와 배선홈을 별도로 형성하는 싱글 다마신 공정과 비아 플러그(via plug)와 배

선홈을 동시에 만드는 듀얼 다마신 공정이 있다. 듀얼 다마신은 비아 플러그(via plug)와 배선홈을 한 번에 만들기 때

문에 싱글 다마신에 비해 애스펙트비(aspect ratio)가 높지만, 공정 비용(process cost) 관점에서 듀얼 다마신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듀얼 다마신 공정 순서는, ① 비아홀과 배선홈 형성, ② 장벽금속층(barrier metal) 형성, ③ 비아홀과 배선홈에 구리 

채우기, ④ CMP에 의하여 구리 및 금속장벽층 연마의 일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편 다양한 로직(logic) 소자의 구성을 위하여 수동 소자인 캐패시터가 소자 제조 공정 중에 제조된다. 그 예로서, M

PU(Micro Processor Unit) 소자에서는 디커플링 캐패시터(decoupling capacitor), SOC(System On a Chip) 소자 

및 고주파(Radio Frequency, RF) 소자에서는 각 블럭(block) 간의 임피던스 정합(impedance matching)을 위한 커

플링(coupling) 및 바이패스(bypass) 캐패시터, AD(Analog to Digital) 또는 DA(Digital to Analog) 컨버터에서는 캐

패시터 어레이 등이다.

이러한 캐패시터의 구현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실리콘 접합(junction)을 이용한 접합 캐패시터 또는 통상적인 알루미

늄(Al) 배선기술에서는 플라즈마 강화 화학기상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하 PECVD

라 한다) 법으로 증착한 실리콘 질화(SiN) 막을 유전체막으로 하여 알루미늄/실리콘 질화막/알루미늄(Al/SiN/Al)의 

MIM(Metal/Insulator/Metal) 캐패시터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동작 주파수 증가 및 컨버터의 비트(bit) 증가에 따라 점점 대용량의 캐패시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GHz에서 동작하는 CPU(Centural Processing Unit)의 경우 디커플링(decoupling)을 위하여는 400nF의 캐패시터 

용량이 필요하다. 이 때 유효산화막 두께(Toxeq)가 1nm라면 얻어질 수 있는 캐패시터는 34.5 nF/mm 2 이며, 결국 

400nF을 위하여는 11.6mm 2 의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PECVD법으로 증착한 1000Å SiN 막의 유

전률을 7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유효 산화막 두께(Toxeq)는 56nm, 캐패시턴스는 0.62nF/mm 2 이므로 400nF을 

위하여는 645mm 2 면적의 캐패시터가 제조되어야 한다는 결과이며, 이는 종래의 반도체 칩(chip) 제조에서는 실장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다마신 공정에서 동일층 레벨에서 고유전율을 가지

는 캐패시터 및 금속배선을 가지는 반도체소자 및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는, 기판; 상기 기판 상의 금속배선 영역 및 캐패시터 영역에 형성된

절연막; 상기 금속배선 영역의 상기 절연막 내에 형성된 금속 배선; 및 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상기 절연막 내에 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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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구조로서 상기 금속배선과 동일층 레벨에 형성된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소자 제조방법은, 캐패시터 영역 및 금속배선 영역이 정의된 기판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

계, 듀얼다마신공정을 통해 상기 절연막의 상기 금속배선영역에 금속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상

기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세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세퍼타인 홈내에 상기 금속배선과 동일층 

레벨이 되는 세퍼타인 구조의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다마신 배선 공정에서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마신 패턴 상에서 3차원 구조의 캐패시터를 형

성하는 것이다. 즉, 다마신 배선 공정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캐패시터 제조방법으로써, 캐패시터 제조를 위한 별도

의 추가적인 층수의 증가가 없는 것이다.

본 발명은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금속 배선이 형성되는 영역과 캐패시터가 형성되는 영역으로 분리하고, 캐패시터가 

형성되는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하여 금속배선과 캐패시터를 동일층 레벨에서 형성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첨부된 도면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해 다마신 공정에서 구리 배선과 캐패시터를 동시에 형성한 상태의 반

도체소자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며, 도 3a 는 도 1의 개략적인 평면 예시도이다. 도 1은 도 3a의 k-k′는에 따른 단면

도를 나타낸다.

하부 절연막(100)과 하부 배선(105)이 있고, 그 위로 구리 확산 방지 절연막(110), 비아가 형성되어 있는 제1 절연막(

115), 식각저지층(120), 제2 절연막(125), 하드마스크막(130)이 적층되어 있다.

상기 제2 절연막(125) 내에는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캐패시터 영역(A)에 형성된 세퍼타인 구조를 가지는 캐패시터와

금속배선 영역(B)에 형성된 금속배선이 동일층에 형성되어져 있다.

캐패시터 영역(A)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면적으로는 제1 구리선(150), 상기 제1 구리선(150) 사이에 형성된 

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160), 유전체막(165), 제2 전극(170)으로 구성된 캐패시터(172), 및 상기 제2 전극(1

70)과 연결되는 제2 구리선(18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제1 전극(160)과 제1 구리선(150) 

사이에 제1 장벽금속층(145)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2 전극(170)과 제2 구리선(180) 사이에 제2 장벽금속층(175)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배선 영역(B)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듀얼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제2 층간절연막

(125) 사이에 금속배선(152)이 이루어져 있다.

한편, 캐패시터 영역(A)의 캐패시터의 평면도를 첨부된 도면 도 3a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세퍼타인 구조로 형성된 제

1 구리선(150) 및 제2 구리선(180)의 사이 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이루어진 캐패시터(172)가 형성되어

있다. 캐패시터(172)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의 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도시되

어 있지 않지만 캐패시터와 제1 및 제2 구리선 사이에는 제1 및 제2 장벽금속층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배선 영역(B)에서는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구리로 이루어진 구리배선(152)이 절연막(125b)을 사이에 두

고 일정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 3a의 평면도에서는 배선간 연결되는 비아콘택을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다.

상기 제1 및 제2 절연막(115,125)은 SiO 2 , SiOC, SiOH, SiOCH, 및 유전률 3.0 이하의 저유전율 절연막 중에서 선

택된 적어도 하나을 사용한다. 저유전률(low-k) 절연막은 구리배선과 더불어 배선간 기생용량 및 배선저항을 감소시

켜 디바이스의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고, 디바이스의 상호간섭(crosstalk)을 저감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 저유전률(low-k) 절연막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크게 SiO 2 계(Si-O계)와 카본계(C계) 폴리머로 나뉘

어 진다. SiO 2 계는 FSG(Fluorine-doped Silicate Glass), HSQ(Hydrogen Silsesquioxane), 무기 SOG(Spin On G

lass), 유기 SOG 등이 있으며, 카본계 폴리머는 F를 함유하는가 함유하지 않는가로 분류할 수 있다.

상기 확산 방지막(110), 식각저지층(120) 및 하드마스크(130)는 SiN, SiC, SiCN 막이 사용되며, 100Å 내지 1000Å

범위의 두께로 사용한다. 여기서 듀얼 다마신 패터닝 방식에 따라 또는 사용되는 막의 종류에 따라 식각저지층과 하

드마스 크막은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하드마스크(130)는 이중으로 형성하는 듀얼 탑 하드마스크(dual top hard

mask)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장벽금속층(145,175)은 Ta, TaN, TiN, WN, TaC, WC, TiSiN, 및 TaSiN 중의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상기 캐패시터의 유전체막(165)으로는 Ta 산화물, Ba-Sr-Ti 산화물, Zr 산화물, Hf 산화물, Pb-Zn-Ti 산화물, 및 S

r-Bi-Ta 산화물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한다.

상기 캐패시터의 제1, 2 전극(160,170)으로는 Pt, Ru, Ir, W 등의 금속을 사용한다. 바람직하게는 하부전극 도전층을

형성할 때, 하부의 절연막과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TiN, TiAlN, TiSiN 등의 접착층을 형성한 후 하부전극 도

전층을 증착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구리 다마신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구리 외에 다른 도전성 금속, 산화물 금속 또는 도전성 합성

물에서도 동일하게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배선과 캐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도 2a 내지 도 2g는 도 1의 구조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준다.

도 2a은 본 발명에 따른 하부배선(105)이 형성된 하부 절연막(100) 상에 일련의 절연막 층 형성 단면도이다.

하부 절연막(100)과 하부 배선(105)이 있고, 그 위로 구리 확산방지 절연막(110), 제1 절연막(115), 식각저지층(120)

, 제2 절연막(125), 하드마스크막(130)을 순서대로 적층한다. 제1 절연막(115)은 이후에 상하부 구리 배선이 연결되

는 비아(via)가 형성되는 부분이며, 제2 절연막(125)은 이후에 구리배선 및 캐패시터가 동일층에 형성되는 부분이다.

제1 절연막(115) 및 제2 절연막(125)은 SiO 2 , SiOC, SiOH, SiOCH, 및 유전률(k) 3.0 이하의 저유전율 절연막 중에

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증착방법은 450℃ 이하의 공정온도가 가능한 PECVD, HDP-CVD(High De

nsity Plasma CVD), APCVD(Atmospheric Pressure CVD), 스핀코팅(spin coating)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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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확산 방지막(110), 식각저지층(120) 및 하드마스크(130)는 PECVD 방식으로 증착되는 SiN, SiC, SiCN 막이 사

용되며, 100Å 내지 1000Å 범위의 두께로 사용한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배선홈(135), 제1 세퍼타인 구조홈(136) 및 비아홀(140) 형성 단면도이다.

듀얼 다미신 형성 방법은 비아홀을 먼저 형성하고 배선 홈(trench) 형성하는 비아 퍼스트(via first)방법, 배선 홈(tre

nch)을 먼저 형성하고 비아홀을 형성하는 트렌치 퍼스트(trench first)방법 등 다양한 형성 방법이 사용된다.

배선홈(135)과 제1 세퍼타인 구조홈(136)은 동시에 동일층에서 형성되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 즉, 배선홈(135)에는 

이후에 구리 배선이 형성되는데 반하여 제1 세퍼타인 구조홈(136)에서는 캐패시터의 일전극과 연결될 제1 구리선이 

동일 레벨의 절연막상에 형성된다.

첨부된 도면 도 3b은 평면적인 예시도로서, 도 2b는 도 3b의 t-t′에 따른 단면도이다. 금속배선 영역(B)에서 이후에

구리 배선이 형성될 배선홈(135)은 제2 절연막(125b) 사이에 일정간격의 직선이지만, 캐패시터 영역(A)에서 캐패시

터의 일전극과 연결될 제1 구리선이 형성될 제1 세퍼타인(serpentine) 구조홈(136)은 평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

는 상태이다. 절연막은 편의상 캐패시터 영역의 절연막(125b)과 금속배선 영역(125a)로 구분하였다. 세퍼타인 구조

는 도 3b의 구조 외에도 다양한 굴곡과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도 2c은 본 발명에 따른 다마신 공정에 의한 구리 배선(152) 및 세퍼타인 구조의 제1 구리선(150)을 형성한 단면도이

다.

먼저, 상기 배선홈(135), 제1 세퍼타인 구조홈(136) 및 비아홀(140)이 형성된 기판 전면에 제1 장벽금속층(barrier 

metal, 145)을 형성한다. 제1 장벽금속층(145)은 추후 형성되는 구리 도전물질의 확산에 의하여 캐패시터 전기적 특

성 열화 및 층간절연막의 절연 특성 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1 장벽금속층(145)의 재료로는 Ta, TaN

, TiN, WN, TaC, WC, TiSiN, 및 TaSiN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증착 방법으

로는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이하 PVD법이라 한다)법,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

on, 이하 CVD법이라 한다)법, 원자막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이하 ALD법이라 한다)법 등을 사용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장벽금속층(145) 증착 전에는 원하는 저저항화를 위해서는 하부 배선과 비아 바닥의 계면, 혹은 금

속면과 층간 절연막과의 계면 상태를 양호 하게 하기 위하여 세정(cleaning)을 실시한다. 이는 비아 바닥에 구리 산화

물 등이 잔류하게 되면, 비아 저항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층간절연막 상에 구리 산화물이 잔류하면, 산화막 중

에 구리가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세정은 먼저 증착장비에 웨이퍼를 장입 후 고진공하에서 디가스(degas)처리하

고 아르곤(Ar) 스퍼터 세정 또는 H 2 , NH 3 등의 수소를 포함한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세정(reactive cleaning)

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판 전면에 제1 구리층을 형성하며, 이 때 제1 구리층은 상기 배선홈(135), 세퍼타인 구조홈(136) 및 비아

홀(140)을 충분히 채우게 형성한다. 제1 구리층은 스퍼터법으로 막을 형성하고 리플로우(reflow) 하는 방법, 화학기

상증착(CVD)법으로 형성하는 방법,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시에 전류를 흘리기 위하여 시드층(seed layer)을 제1 장벽금속층(l45)막 위에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전기도금법을 이용한 제1 구리도전층은 PVD법 또는 CVD법에 의한 구리 시드층 형성 후에 

전기도금법에 의하여 형성할 수도 있고, 무전해 증착법(electroless deposition)에 의한 시드층 형성 후에 전기도금법

에 의하여 형성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이들 전체의 조합 방법에 의하여 제1 구리도전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제1 도전층을 형성한 다음에는 CMP를 이용하여 절연막이 드러날 때까지 평탄화 공정을 진행하여, 절연막 위의 제1 

구리도전층과 제1 장벽금속층을 제거한다. 따라서, 캐패시터 영역(A)에는 세퍼타인 구조의 제1 구리선(150)이 형성

되며, 금속 배선 영역에는 구리 배선(152)이 형성된다.

도 2d는 본 발명에 따른 캐패시터 지역(A)이 개방되도록 감광막 패턴(155)을 형성한 단면도이다.

개방되는 지역은 앞으로 형성될 세퍼타인(serpentine) 구조의 캐패시터가 형성되는 캐패시터 영역(A)이며, 금속배선

지역(B)은 개방되지 않는다.

도 2e는 본 발명에 따른 캐패시터 영역(A)의 상기 제2 절연막(125)을 선택적 식각하여 제2 세퍼타인 구조홈(154) 형

성 단면도이다.

상기 형성된 감광막 패턴(155)을 이용하여 캐패시터 영역(A)의 상기 제2 절연막(125)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앞으로

캐패시터가 형성될 제2 세퍼타인 구조홈(154)을 형성한다. 평면적으로는 도 3b을 참조하면 도면부호 '125a'의 제2 

절연막이 제거되어 그 부분에 제2 세퍼타인 구조홈(154)이 형성된다.

상기 제2 절연막(125) 상부에 하드마스크막(130)을 사용한 경우는 우선 불소를 포함한 가스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건

식식각을 실시하여 하드마스크막(130)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제2 절연막(125)이 SiO 2 , FSG, SiOC, SiOH, SiOCH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HF를 포함한 용액을 

사용하여 제2 절연막을 제거한다. 제2 절연막이 폴리머로 이루어진 저유전율(low-k) 절연막인 경우에는 O 2 플라즈

마를 이용하여 제2 절연막을 제거한다. 제2 절연막 식각시에는 절연막 중간에 식각저지층(120)이 있으므로 제1 절연

막(115)은 손상받지 않게 된다.

도 2f은 본 발명에 따른 캐패시터를 이룰 박막을 형성하고, 제2 장벽금속층을 형성한 단면도이다.

기판 전면에 캐패시터를 이룰 제1 전극(160), 유전체막(165) 및 제2 전극(17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

2 장벽금속층(175)을 형성한다.

제1, 2 전극(160,170)으로는 Pt, Ru, Ir, W 등의 금속을 사용한다. 증착방식은 CVD, PVD, ALD 법 등을 사용한다. 

바람직하게는 하부전극 도전층을 형성할 때, 하부의 절연막과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TiN, TiAlN, TiSiN 등의

접착층을 형성한 후 제1 전극(160)을 증착한다.

캐패시터의 유전체막(165)으로는 Ta 산화물, Ba-Sr-Ti 산화물, Zr 산화물, Hf 산화물, Pb-Zn-Ti 산화물, Sr-Bi-T

a 산화물을 사용한다. 증착방법으로는 CVD, PVD, ALD 법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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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벽금속층(175)은 이후 형성되는 구리 도전 물질의 확산에 의하여 캐패시터 전기적 특성 열화, 층간절연막의 절

연 특성 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 장벽금속층(175)을 증착하기 전에는 먼저 증착 장비에 웨이퍼를 장입 후 고진공하에서 디가스(degas)처리하고 

아르곤(Ar) 스퍼터 세정 또는 H 2 , NH 3 등의 수소를 포함한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세정(reactive cleaning)을 

실시한다. 제2 장벽금속층(175)의 재료 및 세정 방법은 상술한 제1 장벽금속층에서와 동일하다.

도 2g은 본 발명에 따른 제2 구리층(180) 형성 단면도이다.

기판 전면에 제2 구리층(180)을 형성하며, 이 때 상기 제2 구리층(180)은 상기 기판을 완전히 채우게 된다. 제2 구리

층(180)의 형성방법은 상술한 제1 구리층 형성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제2 구리층을 평탄화하면 상술한 도 1 및 도 3a와 같이 캐패시터 및 구리 배선이 형성된 반도체소자가 된다

.

평탄화는 CMP를 이용하며 제1 구리선(150) 및 구리 배선(152)이 드러날 때까지 평탄화 공정을 진행한다. 즉, 제1 구

리선(150) 및 구리배선(152) 위의 제2 구리층, 제2 장벽금속층,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을 제거하여 캐패시터 

영역(A)에는 측벽과 바닥면이 캐패시터의 유효면적이 되는 캐패시터를 형성하고, 금속 배선 영역(B)에는 구리배선이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패시터와 구리 배선 공정이 완료된 후, 또 다른 다층 배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구

리 확산방지 절연막, 제2 절연막, 식각저지층, 제3 절연막, 하드마스크막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층간절연막을 순서대

로 적층한다. 이 후 비아홀 및 배선홈 또는 필요시에는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여 다층 배선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2 실시예는 제1 실시예의 도 2a 내지 도 2e까지는 동일하다.

다만 도 2e 까지의 공정을 진행한 후, 도 4의 공정을 진행한다.

간략히 다시 설명하면, 구리 하부배선(405)이 형성된 하부 절연막(400) 상에 구리 확산 방지막(410), 제1 절연막(41

5), 식각저지층(420), 제2 절연막(425), 하드마스크(430)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연막 층을 형성하고, 배선홈, 제1 세퍼

타인 구조홈 및 비아홀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1 장벽금속층(445)을 증착하고, 제1 구리도전층 매립 및 CMP 공정 

진행 하여 배선홈 내에는 구리배선(452), 제1 세퍼타인 구조홈 내에는 제1 구리선, 및 비아 콘택 플러그를 형성시킨

다. 다음으로 캐패시터가 형성되는 영역을 개방한 감광막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감광막 패턴을 이용하여 노출된 제2 

절연막을 제거하여 제2 세퍼타인 구조홈(454)을 형성한다.

이 후의 공정은 제1 실시예와는 다르게 캐패시터 영역(A)의 제1 구리선을 제거하여 제1 장벽금속층(445) 내에 제3 

세퍼타인 구조홈(456)을 형성한다.

첨부된 도면 도 4는 캐패시터 영역(A)의 제2 절연막(425) 및 제1 구리선을 제거한 단면도이다. 제2 절연막이 제거된 

지역에는 제2 세퍼타인 구조홈(454)이 형성되어져 있고, 제1 구리선이 제거된 지역에는 제3 세퍼타인 구조홈(456)이

형성되어 있다.

캐패시터 영역(A)만 제1 구리선을 식각하여야 하므로, 금속배선 영역(B)의 구리 배선(452)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진

공정을 실시하고 식각한다. 제2 절연막과 제1 구리선을 제거함으로써, 도 4와 같은 제1 장벽금속층(445)으로만 형성

된 3차원 구조가 형성된다. 제1 장벽금속층(445)의 손상없이 제1 구리선만을 식각하기 위해서는 HCl, H 2 SO 4 의 

산성 용액을 사용한다.

제1 장벽금속층(445)으로만 이루어진 3차원 구조 형성 후에는 제1 실시예의 도 2f 및 도 2g에서 설명한 공정순서와 

동일한 절차를 행한다. 즉, 이 후 캐패시터 형성를 위하여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을 형성시킨다. 계속하여 제2 

장벽금속층을 증착하고, 제2 구리도전층을 매립한 후 CMP공정을 실시하여 캐패시터를 구리배선과 동일한 층에 형성

한다.

따라서 제2 실시예는 공정순서로는 제1 실시예와 비교하여 도 2a내지 도 2e의 공정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HCl 또는 

H 2 SO 4 용액에서 제1 구리도전층을 제거하는 도 4의 공정이 추가된 것이다.

제2 실시예에 의한 캐패시터는 제1 장벽금속층이 세퍼타인 구조로 되어있고, 기존에 절연막인 부분과 제1 구리선 부

분에 제2 구리선과 캐패시터가 형성되어져 있다. 즉, 제1 금속장벽층을 중심으로 양 측벽과 바닥에 제1 전극, 유전체

막, 제2 전극, 제2 장벽금속층, 제2 구리선으로 이루어지는 캐패시터가 된다.

다시말하면, 상기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는, 세퍼타인 구조로 내부에 제1 홈(상기의 제3 세퍼타인 구조홈)

을 가진 장벽금속층; 상기 장벽금속층 사이에 형성된 제2 홈(상기의 제2 세퍼타인 구조홈); 상기 제1 및 제2 홈의 측

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구성된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제2 실시예는 제1 실시예와 비교하여 캐패시터의 면적이 더욱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구리 다마신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구리 외에 다른 도전성 금속, 산화물 금속 또는 도전성 합성

물에서도 동일하게 배선 공정과 캐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기존의 구리 다마신 배선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속 배선과 동일 층에 캐패시

터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로직 소자에서 필요한 대용량의 캐패시턴스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등록특허  10-0422597

- 6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캐패시터 영역 및 금속배선 영역이 정의된 기판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듀얼다마신공정을 통해 상기 절연막의 상기 금속배선영역에 금속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상기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세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세퍼타인 홈내에 상기 금속배선과 동일층 레벨이 되는 세퍼타인 구조의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절연막을 듀얼다마신공정에 의해 식각하여 직선구조의 배선홈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캐패시터 영역에 제1세

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홈에 상기 금속배선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제1세퍼타인 홈에 제1금속선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캐패시터영역을 오픈시키는 감광막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감광막패턴에 의해 오픈된 상기 캐패시터영역의 절연막을 식각하여 캐패시터가 형성될 제2세퍼타인 홈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세퍼타인 홈 내에 상기 제1금속선에 연결되면서 상기 금속배선과 동일층 레벨을 갖는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절연막을 듀얼다마신공정에 의해 식각하여 직선구조의 배선홈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캐패시터 영역에 제1세

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홈에 상기 금속배선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제1세퍼타인 홈에 제1장벽금속층과 제1금속선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 장벽금속층 주위의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여 제2 세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금속선을 제거하여 상기 제1 장벽금속층 내에 제3 세퍼타인 홈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및 제3 세퍼타인 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이루어지는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의 제2 전극과 연결되는 제2 금속선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선은 구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은 Pt, Ru, Ir, 및 W 그룹 중에서 선택된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막은 Ta 산화물, Ba-Sr-Ti 산화물, Zr 산화물, Hf 산화물, Pb-Zn-Ti 산화물, 및 Sr-Bi-Ta 산화물 그룹 

중에서 선택된 산화물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8.
하부 도전층이 형성된 기판 상의 캐패시터 영역 및 금속배선 영역에 제1 절연막 및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절연막층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막층을 선택적 식각하여 상기 금속배선 영역에 배선홈, 상기 캐패시터 영역에 제1 세퍼타인 구조홈, 및 하부

도전층과 연결되는 비아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홈, 상기 비아홀 및 상기 제1 세퍼타인 구조홈에 제1 구리층을 형성하고 평탄화하여 구리 배선, 제1 구리선,

및 비아 콘택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상기 제2 절연막을 선택적 식각하여 제2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세퍼타인 구조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이루어진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단계

; 및

상기 캐패시터 상에 제2 구리층을 형성하고 평탄화하여 제2 구리선을 형성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422597

- 7 -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9.
하부 도전층이 형성된 기판 상의 금속배선 영역 및 캐패시터 영역에 제1 절연막 및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절연막층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막층을 선택적 식각하여 상기 금속배선 영역에 배선홈, 상기 캐패시터 영역에 제1 세퍼타인 구조홈 및 비아

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홈, 상기 비아홀 및 상기 제1 세퍼타인 구조홈에 제1 장벽금속층 및 제1 구리층을 형성하고 평탄화하여 구

리배선, 비아 콘택 플러그, 및 세퍼타인 구조의 제1 구리선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제1 구리선 주위의 제2 절연막을 선택적 식각하여 제2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세퍼타인 구조의 제1 구리선을 선택적 식각하여 상기 제1 장벽금속층 내에 제3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2 및 제3 세퍼타인 구조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이루어진 캐패시터를 형성하

는 단계; 및

상기 캐패시터 상에 제2 구리층을 형성하고 평탄화하여 제2 구리선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층은 상기 제1 절연막과 제2 절연막 사이에 식각저지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

조방법.

청구항 11.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하드마스크막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층을 선택적 식각하여 배선홈, 비아홀 및 제1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단계는,

배선홈 및 제1 세퍼타인 구조홈을 동시에 먼저 형성하고, 비아홀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

법.

청구항 13.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층을 선택적 식각하여 배선홈, 비아홀 및 제1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단계는,

비아홀을 먼저 형성하고, 동시에 배선홈 및 제1 세퍼타인 구조홈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

법.

청구항 14.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구리도전층은 스퍼터법으로 막을 형성하고 리플로우(reflow) 하는 방법, CVD법으로 형성하는 방법,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도금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드층을 형성하며, 상기 시드층은 PVD법, CVD법, 무전해 증착법 중에서 선

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 또는 이들 전체의 조합 방법에 의하여 시드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

조방법.

청구항 16.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리층을 형성하기 전에 제1 장벽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구리층을 형성하기 전에 제2 장벽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리층을 형성하기 전에 제2 장벽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18.
제 9 항, 제 16 항 또는 제 1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장벽금속층은 Ta, TaN, TiN, WN, TaC, WC, TiSiN, 및 TaSiN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9.
기판;

상기 기판 상의 금속배선 영역 및 캐패시터 영역에 형성된 절연막;

상기 금속배선 영역의 상기 절연막 내에 형성된 금속 배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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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캐패시터 영역의 상기 절연막 내에 세퍼타인 구조로서 상기 금속배선과 동일층 레벨에서 형성된 캐패시터

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는,

세퍼타인 구조로 형성된 제1 금속선;

상기 제1 금속 사이에 형성된 세퍼타인 구조홈; 및

상기 세퍼타인 구조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구성된 캐패시터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는,

세퍼타인 구조로 내부에 제1 홈을 가진 장벽금속층;

상기 장벽금속층 사이에 형성된 제2 홈; 및

상기 제1 및 제2 홈의 측벽과 바닥면에 제1 전극, 유전체막, 제2 전극으로 구성된 캐패시터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2.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캐패시터의 제2 전극과 연결되는 제2 금속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금속선은 구리 및 장벽금속층의 적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패시터.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SiO 2 , SiOC, SiOH, SiOCH 또는 유전률 3.0 이하의 저유전율 절연막의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

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5.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막은 유전체막은 Ta 산화물, Ba-Sr-Ti 산화물, Zr 산화물, Hf 산화물, Pb-Zn-Ti 산화물, 및 Sr-Bi-Ta 

산화물 그룹중에서 선택된 산화물 또는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26.
제 20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은 Pt, Ru, Ir, 및 W 그룹 중에서 선택된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장벽금속층은 은 Ta, TaN, TiN, WN, TaC, WC, TiSiN, 및 TaSiN 그룹중 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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