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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장치에 사용되는 커패시터 전극 제조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 관점은, 반도체 기판 상에 지지용 절연막, 
산화 탄탈륨막을 포함하는 식각 종료막 및 몰드(mold)용 희생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몰드용 희생 절연막, 식
각 종료막 및 지지용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하여, 스토리지 전극이 3차원적인 형상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몰드를 
형성한다. 몰드 상에 몰드의 내측면을 덮는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한 후, 커패시터별로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한다. 잔
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산화 탄탈륨막을 식각 종료점으로 선택적으로 습식 식각하여 제거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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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
이다.

도 7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주사 전
자 현미경 사진들이다.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
도들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100; 반도체 기판, 200; 하부 절연막,

310; 도전성 플러그, 330; 확산 장벽막,

410; 지지용 절연막, 450; 몰드용 희생 절연막,

500; 식각 종료막, 510; 산화 탄탈륨막,

550; 건식 식각용 보조 식각 종료막,

650; 실린더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

700; 분리용 희생 절연막, 750; 유전막,

850; 스택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절연막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커패시터 전극을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가 고집적화됨에 따라 커패시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반면에 커패시터에 요구되는 정전 용량은 증
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장치와 같은 반도체 장치에 채용되는 스토리지 
전극(storage node)의 유전막에 대한 유효 표면적을 확장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스토리지 전극의 유효 표면적을 확장시키는 방안은 미합중국 특허 제5,162,248호('Optimized contained stacked c
apacitor DRAM cell utilizing sacrificial oxide deposition an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harles H. D
ennison et al.)에서와 같이 스토리지 전극의 형상을 3차원적인 형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희생 산화막을 도입하는 방
안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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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도체 장치가 보다 고집적화되며, 커패시터의 유전막으로 오산화 이탄탈륨(Ta2 O5 ) 또는 BST((Ba,Sr)TiO

3 ) 등과 같은 고유전율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안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유전율 물질을 유전막으로 이용할 경우, 커
패시터의 전극으로 도전성 폴리 실리콘(poly silicon) 대신에 질화 티타늄(TiN)막과 같은 금속막으로 이루어지는 전
극이 요구되고 있다. 즉, 커패시터의 구조로 MIM(Metal-Insulator-Metal) 구조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망하게 제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속 전극을 이용할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희생 산화막을 도입하여 스토리지 전극을, 실린더(cylinder) 또
는 콘테이너(container) 형상, 또는 스택(stack) 형상 등의 3차원적인 구조로 형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상기한 바와 같이 3차원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희생 산화막은, 스토리지 전극
의 형상을 3차원적인 형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몰드(mold)로 사용된다. 이때,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희생 산화막이 추가로 도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희생 산화막은, 스토리지 전극의 유효 표면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후
속 공정에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생 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은 통상적으로 습식 식각 공정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습식 식각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희생 산화막의 하부에 식각 종료막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식각 종료막으로 질화 실리콘막이 도입되고 있
다. 이러한 질화 실리콘막을 식각 종료막으로 도입할 경우에 상기한 희생 산화막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에 의해서 
식각 종료막 하부에 도입되는 하부 절연막이 손상되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습식 식각 공정에 이용되는 식각액이, 질화 실리콘막과 스토리지 전극의 계면을 따라 하부의 절연막으로 침습하여 
하부의 절연막을 녹여 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질화 실리콘막과 금속 전극간의 낮은 접착 특성에 크게 기인한다.

상기한 식각 종료막 하부의 절연막은 스토리지 전극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하부의 절연막이 녹
는 현상에 의해서 스토리지 전극이 쓰러지거나 기울어지는 전극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 전극을 커패시터
의 전극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식각 종료막 하부의 절연막이 식각액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식각 종료막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희생 절연막을 도입하여 3차원 형상의 커패시터 전극을 형성할 때, 잔류하는 
희생 절연막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에 의해서 하부의 절연막이 녹거나 형성된 전극이 쓰러지거나 함몰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식각 종료막을 도입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성 플러그를 에워싸는 하부 절연막을 형성한다. 이후에, 상기 하부 절연막 상에 지지용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지
지용 절연막 상에 산화 탄탈륨막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식각 종료막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 종료막 상에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기 식각 종료막 및 상기 지지용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하여 상기 도전성 플러그를 노
출하는 몰드를 형성한다. 상기 몰드를 형성하는 패터닝 공정은 건식 식각 방법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건식 식각의 식각 
종료를 제어하기 위한 보조 식각 종료막을 상기한 산화 탄탈륨막 상부 또는 하부에 더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보조 식각 
종료막으로는 산화 알루미늄막 또는 질화 탄탈륨막을 도입할 수 있다.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에 상기 몰드의 내측면을 덮어 상기 도전성 플러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지 전극막
을 형성한다.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분리하여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한다. 분리된 상기 스토리지 전극에 의해서 노출
되는 잔류하는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상기 식각 종료막을 식각 종료점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에 따라, 실린더 형상 또는 스택 형상 등과 같은 3차원 형상을 가지는 스토리지 전극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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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
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
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
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진 것이며, 도면 상
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막이 다른 막 또는 반도체 기판의 '상'에 있다라
고 기재되는 경우에, 상기 어떤 막은 상기 다른 막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제3의 막이 개재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희생 절연막을 도입하여 실린더 형상 또는 스택 형상 등의 3차원 형상의 커패시터 전극을 형성
할 때, 희생 절연막의 제거 공정을 제어하는 새로운 식각 종료막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식각 종료막은 희생 절연막을 제
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에서 식각 종료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커패시터 전극이 3차원 형상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몰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건식 식각 공정의 식각 종료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하, 구체적인 실시예를 묘사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
정되지 않으며 희생 절연막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의 3차원 형상을 가지는 커패시터 전극 제조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1은 반도체 기판(100) 상에 식각 종료막(500) 및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판(100) 상에 통상의 베리드 콘택(buried contact) 공정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전극에 전기적으
로 연결될 도전성 플러그(plug;310)를 형성한다. 이때, 도전성 플러그(310)는, 하부 절연막(200)에 의해서 에워싸여 
반도체 기판(100) 상에 형성된 게이트(gate) 등과 같은 다른 도전성 패턴(도시되지 않음)과 절연되며, 반도체 기판(
100)의 활성 영역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베리드 콘택으로 작용한다. 하부 절연막(200)은 필요에 따라 다른 두께
로 형성될 수 있으나, 도전성 플러그(310)의 두께에 따라 대략 4000Å 내지 5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도전성 플러그(310)는 여러 가지 도전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전성 폴리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도전성 플러그(310)의 상측을 덮는 확산 장벽막(diffusion barrier layer;330)을 더 도입할 수 있다. 이때, 확산 장벽
막(330)은 오믹 접촉(ohmic contact)을 위한 오믹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패턴들이 형성되어 토폴로지(topology)가 있는 반도체 기판(100) 상에 지지용 절연막(410)을 형성한
다. 지지용 절연막(410)은, 3차원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질 스토리지 전극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잡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절연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
화 실리콘(SiO2 )막을 하부 절연막(200) 상에 도전성 플러그(310) 등을 덮도록 증착하여 지지용 절연막(410)을 형성
한다. 또한 지지용 절연막(410)은 스토리지 전극을 지지할 최소한의 두께 이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략 
2000Å 내지 3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이후에, 지지용 절연막(410) 상에 후속 식각 공정에서 사용될 식각 종료막(500)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식각 종료막(500)이 산화 탄탈륨막(510)을 포함하도록 형성한다. 예를 들어, 상기한 지지용 절연막(410) 상
에 스퍼터링(sputtering)법 또는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법 등을 이용하여 오산화 이탄탈륨(Ta 2 O5 )으
로 이루어지는 산화 탄탈륨막(510)을 형성한다. 이러한 산화 탄탈륨막(510)은 식각 종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두께 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략 10Å 내지 9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으나, 후
속의 식각 공정에 따라 그 두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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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산화 탄탈륨막(510) 상에 별도의 보조 식각 종료막(550)을 더 형성할 수 있다. 보조 식각 종료막(550)은 
산화 탄탈륨막(510)의 상측 또는 아래에 형성될 수 있으며, 후속의 건식 식각 공정시 건식 식각 공정을 제어하는 건식 
식각용 식각 종료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식각 종료막(550)으로는 질화 실리콘막 또는 산화 알루미늄(A
l2 O3 )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화 실리콘막 또는 산화 알루미늄막은 스퍼터링법 또는 CVD법으로 형성될 수 있
다.

    
이러한 식각 종료막(500) 상에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형성한다.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은, 후속에 패터닝되
어 스토리지 전극을 3차원적인 형상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몰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몰드용 희생 절연막(45
0)의 두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스토리지 전극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두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어, 산화 실리콘막을 대략 10000Å 내지 12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여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 2는 도전성 플러그(310)를 노출하는 몰드(410, 500, 450)를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선택적인 건식 식각 방법을 사용하여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패터닝한다.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상에 사진 공정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 등과 같은 식각 마스크(도시되지 않음)를 형성한 후, 몰드용 희생 절연
막(450)으로 이용된 산화 실리콘을 식각하는 데 적절한 식각 가스를 사용하여 노출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식각한다. 예를 들어, C4 F8 가스 등과 같은 불화물계 가스에 산소 가스 및 아르곤(Ar)을 추가하여 상기한 식각 가스로 
이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건식 식각은 식각 종료막(500)에 의해서 식각 종료가 제어될 수 있다. 즉, 식각 종료막(500)에 포함
된 산화 탄탈륨막(510)은, 상기한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에 대해서 건식 식각 선택비를 가질 수 있어, 건식 식각 종
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4 F8 가스, 산소 가스 및 아르곤(Ar)을 포함하는 식각 가스를 사용할 경우, 다른 
식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산화 실리콘에 대해서 오산화 이탄탈륨은 대략 2:1정도의 식각 선택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산화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건식 식각할 때, 그 종료점으로 상기한 산화 탄탈륨
막(510)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식 식각의 종료를 보다 확실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 탄탈륨막(510)의 상부에 
별도의 보조 식각 종료막(550)을 도입할 수 있다. 보조 식각 종료막(550)은 상기한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에 대해
서 건식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은 C4 F8 가스, 산소 가스 및 아르곤(Ar)을 포함하는 식각 가스를 사용할 경우, 다른 식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산화 실리콘에 대해서 질화 실리콘은 대략 10:1정도의 식각 선택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산화 실
리콘에 대해서 산화 알루미늄은 대략 5:1 정도의 식각 선택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보조 식각 종료막(55
0)으로 산화 알루미늄막 또는 질화 실리콘막을 도입함으로써, 상기한 건식 식각의 종료를 보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
다.

건식 식각 공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산화 탄탈륨막(510) 또는 보조 식각 종료막(550)에 의해서 식각 종료점 검출이 
이루어진다. 식각 종료점 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기한 건식 식각 공정을 일정 시간 계속 진행함으로써, 즉, 타임 식
각(time etch) 방식으로 과도 식각(over etch)을 수행함으로써, 하부의 도전성 플러그(310), 실질적으로는 확산 장
벽막(330)이 노출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패터닝 공정에 의해서,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식각 종료막(500) 및 지지용 절연막(410)이 순차적으로 
패터닝되어 스토리지 전극을 3차원적인 형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몰드(410, 500, 450)가 형성된다.

한편, 도 1 및 도 2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보조 식각 종료막(550)이 산화 탄탈륨막(510) 상부에 형성되는 경우를 예
시하였으나, 공정의 필요에 따라, 보조 식각 종료막(550)이 산화 탄탈륨막(510)의 아래에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보조 
식각 종료막(550)과 산화 탄탈륨막(510)이 상호 이격되게 도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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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몰드(410, 500, 450) 상에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몰드(410, 500, 450)가 형성된 결과물 상에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형성한다. 이때, 스토리지 전극막(
600)은 필요에 따라 그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린더 형상으로 스토리지 전극을 유도할 경우에는 몰드(4
10, 500, 450)의 내측면을 따라 스토리지 전극막(600)이 증착되어, 결국, 몰드(410,500,450)의 형상에 의해서 오목
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토리지 전극막(600)은 하부의 도전성 플러그(31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스토리지 전극막(600)은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속막을 포함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질화 티타늄(TiN)막, 질화 알루미늄 티타늄(TiAlN)막, 질화 탄탈륨(TaN)막 또는 질화 텅스
텐(WN)막 등과 같은 질화 금속막으로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형성할 수 있다. 또는 플레티늄(Pt)막, 루테늄(Ru)막 
또는 이리듐(IR)막 등과 같은 플레티늄계 금속막으로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형성할 수 있다. 또는, 산화 루테늄(R
uO2 )막 또는 산화 스트론튬 루테늄(SrRuO3 )막 등과 같은 산화 금속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상용되는 도
전성 폴리 실리콘막으로도 상기한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형성할 수 있다.

도 4는 스토리지 전극막(600) 상에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스토리지 전극막(600) 상에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형성한다.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은 화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또는 에치 백(etch back) 등에 의한 평탄화를 위해서 도입된다. 이때,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은 스토리지 전극막(600) 상에 스토리지 전극막(600)이 형성된 결과물의 오목한 부위를 메
우도록 형성된다.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은 스토리지 전극막(600)을 분리하는 데 이용된 후 제거되어야 하므로, 다
양한 절연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화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5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 상에 평탄화 공정을 수행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스토리지 전극막(600)이 형성된 결과물의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 상에 평탄화 
공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이 형성된 결과물 상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한다. 또는 에치 백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 기계적 연마 또는 에치 백은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이 노
출될 때까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 하부의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의 상측
에 존재하는 스토리지 전극막(600)의 일부는 제거되어, 분리된 스토리지 전극(650)이 형성된다. 따라서, 분리된 스토
리지 전극(650)은 몰드(450, 500, 410)의 내측면을 따라 증착된 스토리지 전극막(600) 부분이 잔류하여 이루어진다.
    

도 6은 잔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및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제거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평탄화 공정으로 스토리지 전극(650)을 형성한 후, 잔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및 분리용 희생 절
연막(700)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스토리지 전극(650)은 잔류하여야 하므로,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및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습식 식각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습식 식각 방법에서 사용되는 식각액으로는 통상의 선택적 
습식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AL 용액 또는 HF 용액을 포함하는 식각액을 사용하
여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및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선택적으로 습식 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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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습식 식각 공정은 하부의 산화 탄탈륨막(510)을 포함하는 식각 종료막(500)에 의해서 식각 종료되어 제어된다. 
산화 탄탈륨막(510)이 습식 식각의 종료점으로 이용될 경우, 상기한 식각액이 산화 탄탈륨막(510)과 스토리지 전극(
650)과의 계면을 통해서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410) 또는 하부 절연막(200) 등으로 침습되는 것이 억제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도 7 내지 도 9의 SEM(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사진들에 의해서 입증된다.

도 7 및 도 8은 질화 실리콘막을 습식 식각의 식각 종료로 이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몰드용 희생 절연막 또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의 식각 종료를 
위해서 통상의 질화 실리콘막을 도입할 경우, 습식 식각에 사용되는 식각액에 의해서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 또는 하부 
절연막이 녹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도 7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용 절연막에 식각액이 침습하여 지지용 
절연막이 녹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토리지 전극이 쓰러
지거나 함몰하는 불량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상의 질화 실리콘막을 도입할 경우, 질화 실리콘막과 스토리지 전극간의 계면 특성이 상대적으로 열악
하여 이러한 계면을 통해서 식각액이 하부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산화 탄탈륨막을 습식 식각의 식각 종료로 이용한 경우에 대한 결과물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산화 탄탈륨막을 습식 식각의 식각 종료막에 이용한 경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 또는 하부 절연막에 대한 식각액의 침해 현상이 발생이 방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산화 탄탈륨막이,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 또는 하부 절연막으로 식각액이 스며들거나 또는 침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도 6을 다시 참조하면,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410) 또는 하부 절연막(200)이 식각액에 의해서 침해
되는 것을 억제하며, 습식 식각으로 잔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및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제거하여 실린
더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650)을 완성할 수 있다.

이후에, 스토리지 전극(650) 상에 통상의 커패시터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유전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플레이
트 전극(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여 반도체 장치의 커패시터를 완성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에서와 달리, 희생 절연막을 도입하는 커패시터 전극 제조 방법에 의해서 스택(
stack)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제2실시예로부터, 본 발명이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실린더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을 제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택 형상과 같은 다른 형태
의 3차원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 제조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제2실시예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
호는 동일한 부재를 의미한다.
    

먼저,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식각 종료막(500) 및 지지용 절연막(41
0)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하여 몰드(450, 500, 410)를 형성한다.

도 10은 몰드(450, 500, 410)의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스토리지 전극막(800)을 형성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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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형성된 몰드(450, 500, 410)의 오목한 부분, 즉, 하부의 도전성 플러그(310), 실질적으로는 확산 장벽막
(330)을 노출하는 개구(opening) 부분을 메우는 스토리지 전극막(800)을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상에 형성한다. 
이러한 스토리지 전극막(800)은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스토리지 전극막(도 3의 600)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단지, 제2실시예에서의 스토리지 전극막(800)은 상기한 개구 부분을 완전히 메우도록 형성
된다.
    

도 11은 스토리지 전극(850)이 분리되어 완성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스토리지 전극막(800)의 전면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 또는 에치 백하여 하부의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
이 노출되도록 평탄화하여 스토리지 전극(850)을 분리한다. 이후에,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잔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습식 식각 방법으로 제거한다. 이때,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 탄탈륨막(510)으로 습식 
식각 종료를 검출함으로써,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410)이 식각액에 의해서 녹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커패시터별로 분리된 스택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850)을 완성할 수 있다. 이후에, 유전막 및 플레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를 완성할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에서와 달리,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신, 별도의 유전막을 이용하여 실
린더 형태의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3실시예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의미한다.

    
먼저, 도 1 내지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토리지 전극막(도 3의 600)을 형성한다. 이후에, 스토리지 전극막의 오
목한 부분을 메우는 유전막(750)을 형성한다. 즉, 도 4에서는 스토리지 전극막(도 4의 600) 상에 오목한 부분을 메우
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700)을 도입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3실시예에서는 유전막(7
50)이 이러한 오목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후에, 유전막(750) 상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 또는 에치 백을 이용하여 평
탄화함으로써, 스토리지 전극(650)을 단위 커패시터별로 분리한다.
    

다음에,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잔류하는 몰드용 희생 절연막(450)을 습식 식각 방법으로 제거한다. 이때,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 탄탈륨막(510)으로 습식 식각 종료를 검출함으로써,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4
10)이 식각액에 의해서 녹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커패시터별로 분리된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650)
을 완성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
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몰드용 희생 절연막 또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 등과 같이 커패시터 전극이 3차원 형상을 가지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희생 절연막을 제거하는 습식 식각 공정의 식각 종료막으로 산화 탄탈륨막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산화 탄탈륨막은 상기한 습식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이 산화 탄탈륨막 하부의 지지용 절연막 또는 
하부 절연막 등을 녹여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성되는 실린더 형상 또는 스택 형상 등과 같은 3차원 
형상의 커패시터 전극이 쓰러지거나 함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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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성 플러그를 에워싸는 하부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절연막 상에 지지용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지지용 절연막 상에 산화 탄탈륨막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종료막 상에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기 식각 종료막 및 상기 지지용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패터닝하여 상기 도전성 플러그를 노
출하는 몰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몰드 상에 상기 몰드의 내측면을 덮어 상기 도전성 플러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분리하여 스토리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분리된 상기 스토리지 전극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상기 식각 종료막을 식각 종료점으
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몰드를 형성하는 단계는

건식 식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 탄탈륨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상기 건식 식각의 식각 종료를 위한 별도의 보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산화 알루미늄막 또는 질화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질화 티타늄막, 질화 알루미늄 티타늄막, 질화 탄탈륨막, 질화 텅스텐막, 플레티늄막, 루테늄막, 이리듐막, 산화 루테늄
막, 산화 스트론튬 루테늄막 및 도전성 폴리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도전막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도전막
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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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몰드의 상기 도전성 플러그를 노출하는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는 단계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전면을 평탄화하여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 하부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는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 상을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이 노출되도록 화학 기계적 연마 또는 에치 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몰드의 상기 도전성 플러그를 노출하는 오목한 부분의 형상을 따르는 오목한 부분을 가지도록 상기 몰드의 내측면
을 덮는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는 단계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 상에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 및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측을 덮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평탄화
하여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 하부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몰드의 상기 도전성 플러그를 노출하는 오목한 부분의 형상을 따르는 오목한 부분을 가지도록 상기 몰드의 내측면
을 덮는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는 단계는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 상에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막 및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측을 덮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평탄화하여 상기 스
토리지 전극막 하부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잔류하는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는

 - 10 -



등록특허 10-0311050

 
상기 산화 탄탈륨막에 의해서 식각 종료가 제어되는 습식 식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
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1.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성 플러그를 에워싸는 하부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절연막 상에 지지용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지지용 절연막 상에 산화 탄탈륨막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 종료막 상에 몰드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기 식각 종료막 및 상기 지지용 절연막을 순차적으로 선택적 패터닝하여 상기 도전성 플러
그를 노출하는 몰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몰드 상에 상기 도전성 플러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지 전극막을 상기 몰드의 내측면을 따라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 상에 상기 몰드의 형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목한 부분을 메우는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이 노출되도록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 및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의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상측을 덮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평탄화하여 실린더 형상의 스토리지 전극을 분리하는 단계; 및

분리된 상기 스토리지 전극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및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상기 
산화 탄탈륨막을 식각 종료점으로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
극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몰드를 형성하는 단계는

건식 식각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산화 탄탈륨막의 상부 또는 하부에 상기 건식 식각의 식각 종료를 위한 별도의 보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식각 종료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산화 알루미늄막 또는 질화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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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질화 티타늄막, 질화 알루미늄 티타늄막, 질화 탄탈륨막, 질화 텅스텐막, 플레티늄막, 루테늄막, 이리듐막, 산화 루테늄
막, 산화 스트론튬 루테늄막 및 도전성 폴리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도전막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도전막
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잔류하는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 및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는

습식 식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는

상기 분리용 희생 절연막 상을 상기 몰드용 희생 절연막이 노출되도록 화학 기계적 연마 또는 에치 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의 전극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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