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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도핑된 기판 위에 형성된 MOS 트랜지스터가 기술된다. 금속 게이트들이 저온 공정에서 사용되어 기판 도핑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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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고농도 도핑된 기판 위에 도핑되지 않거나 저농도 도핑된 실리콘 층을 성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층 위에 희생용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구조들 아래에 실리콘 보디들을 형성하도록 상기 실리콘 층을 에칭하고 상기 게이트 구조들을 언더커팅

(undercutting)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보디들에 인접한 상기 언더커팅된 부분 내로 연장하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성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을 대체하는 금속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은 상기 기판으로부터의 도펀트가 상기 실리콘 층 또는 실리콘 보디들을 실질적으로 도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비교적 저온들에서 수행되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층에 대한 상기 에칭은 상기 실리콘 층과 상기 실리콘 기판을 구별하는 습식 에천트(wet

etchant)에 의해 이뤄지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실리콘 또는 실리콘 게르마늄이 선택적으로 성장된 영역들인 반도체 공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고농도 도핑된 영역들인 반도체 공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1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n형 도펀트로 선택적으로 성장되고 고농도 도핑되고,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p형 도펀트로 선택적으로 성장되고 고농도 도핑되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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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금속 게이트들은 4.0 내지 4.6 eV 사이의 일 함수를 갖는 상기 제1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 형성되고,

제2 금속 게이트들은 4.6 내지 5.2 eV 사이의 일 함수를 갖는 상기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 형성되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서 상기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을 제거하는 단계와,

제1 금속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서 상기 제1 금속을 연마하여 없애는(polishing away) 단계와,

상기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서 상기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을 제거하는 단계와,

제2 금속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위에서 상기 제2 금속을 연마하여 없애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4.0 내지 4.6eV 사이의 일 함수를 갖고, 상기 제2 금속은 4.6 내지 5.2 eV 사이의 일 함

수를 갖는 반도체 공정.

청구항 10.

상보성 MOS 트랜지스터들을 형성하는 공정으로서,

고농도 도핑된 단결정질 기판 위에 고농도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단결정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층 위에 폴리실리콘 부재들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층을 에칭하여 상기 트랜지스터들 용의 채널 영역들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실리콘 부재들을 언더커팅하는 단계와,

n형 및 p형 도펀트로 도핑된 제1 및 제2 단결정질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성장시키는 단계 -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

들은 제각기 상기 채널 영역들의 대향하는 측으로부터 상기 폴리실리콘 부재들의 아래로부터 연장함 - 와,

상기 제1 및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에 대해서 상기 폴리실리콘 부재들을 제1 금속 및 제2 금속으로 각각 대체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상보성 MOS 트랜지스터 형성 공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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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제1측 스페이서들이 상기 층에 대한 에칭 전에 상기 폴리실리콘 부재들 위에 형성되는 상보성 MOS 트

랜지스터 형성 공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제2측 스페이서들이 상기 제1 및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형성에 뒤이어 상기 제1 스페이서들 위

에 형성되는 상보성 MOS 트랜지스터 형성 공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페이서들과 정렬하여 상기 제1 및 제2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과 상기 기판을 도핑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보성 MOS 트랜지스터 형성 공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4.0 내지 4.6eV 사이의 일 함수를 갖고, 상기 제2 금속은 4.6 내지 5.2 eV 사이의 일

함수를 갖는 상보성 MOS 트랜지스터 형성 공정.

청구항 15.

MOS 트랜지스터로서,

고농도 도핑된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배치된 도핑되지 않거나 저농도 도핑된 채널 영역과,

상기 기판 위에 배치되고 상승된 단결정질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상기 채널 영역의 대향

하는 측들로부터 연장함 - 과,

상기 채널 영역 및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중의 적어도 일부분으로부터 절연되고 이들 위에 배치된 금속 게이트

를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게이트 주위에 배치된 제1 측벽 스페이서들을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게이트 및 제1 측벽 스페이서들을 넘어서 연장하는,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부분들 위

에 있는 실리사이드 층을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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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내로 연장하는 소스 및 드레인 확산(diffusion)들을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은 실리콘 또는 실리콘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1019 atoms/㎤ 또는 그 이상의 피크 도핑 농도를 갖는 MOS 트랜지스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MOS 트랜지스터에 관계되는데, 더 특정하게는 에피택셜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갖도록 제조되는 MOS 트랜

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델타 도핑(Delta-doped) 트랜지스터가 「Noda et al. "0.1㎛ Delta-Doped MOSFET Using Post Low Energy

Implanting Selective Epitaxy," VLSI Technology 1994, Digest of Technical Papers」에 기술되었다. 델타 도핑된 트

랜지스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도핑되지 않은 또는 저농도 도핑된 채널을 가지고 더 높은 이동도(더 적은 불순물 산란)가 획

득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들은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수되고, 제목이 "Epitaxially Deposited Source/Drain"이고,

2003년 10월 24일 출원되고, 특허출원 일련 번호 10/692,696호인 문서에 또한 설명되었다.

이런 트랜지스터들의 제조는, 고농도 도핑된 기판과, 이 기판의 저농도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고 에피택셜하게 형성되는

표면 간의 도핑 레벨들의 차이에 주로 의존한다. 에천트(etchant)는 도핑 레벨들 간의 이런 차이로 인해 표면 영역과 기판

의 몸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생하는 한 문제점은 게이트 구조들이 형성될 때,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게이트에

서 도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온도의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판으로부터 채널 영역으로의 도펀트

(dopant)의 확산을 야기하여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열화시키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보성 금속 산화물 반도체(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공정과 결과로서 생기는 트랜지스터들이 설명된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도펀트 농도 레벨들, 특정 화학 물질 등과 같은 다수의

특정 상세 사항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런 특정 상세 사항들이 본 발명을 실시하는 데에 항상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당

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 세정 단계들과 같은 공지된 공정 단계들은 이하의 개시를 불필요하게 흐려 놓지

않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 1에서, 단결정질 실리콘 기판(10)의 상부의 대략 200㎚ 까지가 도시되었다. 도시된 대로, 이 기판의 상부 영역은 붕소

와 같은 도펀트로 고농도 도핑된다. 도핑 프로파일은 도핑 레벨이 표면 아래에서 1019 atoms/㎤ 을 초과하는 피크를 갖는

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핑 프로파일은 이온 주입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기판 도핑에 뒤이어, 단결정질 실리콘 층(12)으로 도시된 에피택셜 층(epitaxial layer)이 기판(10)의 상부 표면 위에 형성

된다. 예를 들어, 에피택셜 실리콘 층(12)의 퇴적은, ASM E3000 반응기와 같은 단일 웨이퍼 CVD 반응기 내에서 디클로

로-실레인 기재 화학(dichloro-silane based chemistry)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 막은 825℃에서 140-250 sccm 의 디

클로로 실레인(SiH2Cl2), 100-150 sccm의 HCl, 및 20 slm의 H2 의 가스 플로우들과 20 Torr의 처리 압력으로 퇴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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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리 조건 하에서, 스페이서 및 산화물 영역들에 대해 탁월한 선택성을 성취하면서 10-15 ㎚/min 의 퇴적율이 노출

된 기판상의 실리콘에 대해서 획득된다. 층(12)은 대략 85 ㎚의 두께를 가질 수 있고, 그 도핑 농도는 예를 들어 기판의 매

립된 피크 도핑 농도의 1/100 이하가 될 것이다.

층(12)의 형성에 뒤이어, 절연층(13)이 층(10) 위에 형성된다. 층(13)은 얇고 열적으로 성장된 산화물 층이거나 퇴적된 실

리콘 이산화물 층일 수 있다. 다음으로, 폴리실리콘 층(14)이 절연층(13) 위에 퇴적된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층(14)으로

부터 형성된 게이트들은 희생용이다. 이들은 그 다음에 제거되고, 이런 폴리실리콘 게이트들에 의해 점유된 영역들을 대체

하여 금속이 들어선다. 하드 마스크(hard mask)(15)가 폴리실리콘 층(14) 위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4에 도시된 대로, 희생용 게이트 구조가, 게이트들에 대한 마스킹 부재(masking member)들을 규정하는 통

상의 포토리소그래픽 처리를 사용하여 하드 마스크 층(15)을 마스킹하고 에칭하여 제조된다. 이제, 폴리실리콘 층(14)과

절연층(13)이 통상의 에천트를 사용하여 하드 마스크(15)와 정렬되어 에칭된다. 그 결과 생기는 구조는 도 4에 도시되었

다.

도 5에 도시된 대로, 이후에 측벽들(16)이 도 4의 게이트 위에 형성된다. 비교적 얇은 실리콘 질화물 측벽 부재들(16)이 통

상의 측벽 처리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측벽 스페이서들의 존재 목적은 다음 처리 동안에 폴리실리콘을 보호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폴리실리콘 게이트(14)의 모든 측면들이 도포된다. 측벽 스페이서들은 폴리실리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므로, 이들은 비교적 얇아도 된다.

이제, 층(12)이 채널 보디(12a)를 형성하기 위해 에칭된다. 이 에칭은 도 6의 언더컷들(20)로 도시된 것처럼 게이트 구조

를 언더커팅(undercut)한다.

층(12)은 다양한 수산화물 기재 용액(hydroxide-based solution)들로 에칭된다. 그러나, 고농도 도핑된 기판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기하기 위해, 비교적 마일드(mild)한 처리 조건 및 습식 에칭이 채택된다. 한 방법은 0.5 내지 5 W/㎠ 의 전력으

로 울트라소닉(ultrasonic) 에너지 또는 메가소닉(megasonic) 에너지를 방산(dissipate)하는 소니케이션 트랜스듀서

(sonication transducer)를 사용하여 25℃에서 체적당 농도 범위 2-10％인 수성 수산화 암모늄 용액(aqueous

ammonium hydroxide solution)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이 이후 성장되어, 게이트 에지 아래에서 채널 보디(12a)까지 그 거리를 횡으로 연장하는 얕고 고농

도 도핑된 소스/드레인 팁(연장부)을 확립하게 된다.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각각이 다른 처리 단계에서 성장함에 따라 p

채널 및 n 채널 트랜지스터에 대해 별개의 처리가 양자 모두 인 시투(in-situ) 도핑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는 소스 및 드레

인 영역들이 고농도 도핑되는 결과를 낳는데, 한 영역에서는 p 형 도펀트로 된 것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n 형 도펀트로 된

것이다.

PMOS 트랜지스터를 형성할 때에, 소스/드레인 연장부(팁)는 게르마늄 농도가 30％까지 되면서 에피택셜 붕소(B) 도핑된

실리콘 또는 SiGe를 선택적으로 퇴적함으로써 형성된 상승된 소스/드레인 영역(raised source/drain region)들이다. 100

sccm의 디클로로실레인(DCS), 20slm 의 H2 , 750-800 ℃, 20 Torr, 150-200 sccm 의 HCL, 150-200 sccm의 디보란

(B2H6) 플로우, 150-200sccm의 GeH4 플로우, 20 ㎚/min 퇴적율의 고농도 도핑된 SiGe 막, 1E20㎝-3 의 붕소(B) 농도,

및 20％ 의 게르마늄 농도의 처리 조건들이 획득된다. 막 내의 높은 B 농도로부터 생기는 0.7 - 0.9 mOhm-cm의 저 저항

이 팁 소스/드레인 영역에서의 높은 도전성과 이로 인한 감소된 Rexternal 의 이점을 제공한다. 소스/드레인 영역의 SiGe 는

채널에 대해서 압축 스트레인(compressive strain)을 가하며, 이는 향상된 이동도와 개선된 트랜지스터 성능을 가져오게

한다.

NMOS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소스/드레인 영역이, 100 sccm의 DCS, 25-50 sccm 의 HCL, 200-300 sccm의 1％ Ph3,

750℃ 및 20 Torr에서의 20slm의 캐리어 H2 가스 플로우라는 처리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퇴적된 인 시투 인 도핑된 실

리콘(in-situ phosphorous doped silicon)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0.4 - 0.6 mOhm-㎝의 저항을 갖는 2E20㎝-3 의 인 농

도가 퇴적된 막에서 획득된다.

소스/드레인 영역이 도 7에 도시된 대로 형성된 후에, 추가의 스페이서들(24)이 통상의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예로서,

스페이서들은 실리콘 질화물 또는 실리콘 이산화물 스페이서들이 될 수 있다. 스페이서들(24)은 도 8에 도시된 대로 스페

이서(16)의 두께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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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주입이 기판(10) 내의 소스/드레인 영역(26)에서 일어난다. 다시금, 별개의 이온 주입 공정들이 p형 도펀트 및 n형 도

펀트에 대해서 사용된다. 영역들(26)이 1020 atoms/㎤ 의 레벨로 주입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대로, 통상의 실리사이드 또는 살리사이드 공정이 살리사이드층(28)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어 소스/드레

인 영역의 상부 표면의 도전성이 더 커지도록 한다.

도 10에서, n채널 트랜지스터가 p채널 트랜지스터의 옆에 배치된 것으로 도시되었다. 이 채널 영역들은 n채널 트랜지스터

에 대해서는 (12b)로 도시되었고, p채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12c)로 도시되었다. 문자 "b"는 이하에서 n채널 트랜지

스터에 대한 층들 및 영역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문자 "c"는 p채널 트랜지스터에 대한 층들 및 영역들을 지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도 10에 도시된 구조는, ILD(30)가 웨이퍼 상에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9에 도시된 것과 동일하다. 실

리콘 이산화물, 탄소 도핑된 실리콘 이산화물, 또는 그 밖의 낮은 k 값의 유전체들과 같은 복수의 유전체 중의 임의의 것이

ILD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CMP가 평탄화된 표면을 제공하고 게이트들 (14b) 및 (14c)의 상부로부터 살리사이드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

결과로서 생기는 구조가 도 11에 도시되었다.

다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층(32)이 p채널 트랜지스터 상에 형성되고, 습식 에천트가 n채널 트랜지스터들로부터 폴리실리콘

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 하부에 깔린 절연층이 또한 제거되어 도 12에 도시된 개구부(34)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도 13에 도시된 대로, 절연층(37b)이, "n 금속"으로 지칭되는 금속층(38)과 함께 형성되는데, 이는 이 금속이 n채널

트랜지스터들에 대한 적합한 일 함수를 갖는 금속이기 때문이다. 게이트 유전체는 이상적으로는, 금속 산화물 유전체, 예

를 들어, HfO2 , ZrO2 ,또는 PZT 나 BST와 같은 그 밖의 높은 k 값의 유전체들과 같이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다. 높은 k 값

의 유전체 막은 CVD 등과 같은 임의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게이트 전극층(38)이 적합한 게이트 전극

재료에 의한 블랭킷 퇴적(blanket deposition)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게이트 전극 재료는 텅스텐, 탄탈륨,

및/또는 질화물들 및 이것의 합금들과 같은 금속막을 포함한다. n 채널 트랜지스터들에 대해서, 4.0 내지 4.6 eV 범위의

일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CMP가 다음으로 사용되어 표면을 평탄화하여, 폴리실리콘, 게이트에 의해 이미 점유된 영역들 내를 제외하고, 금속층(38)

을 제거하게 된다. 결과로서 생기는 게이트(38b) 및 그 아래에 깔린 절연층(37b)이 도 14에 도시되었다.

습식 에천트는 p채널 트랜지스터들에 관련된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 다시금, 그 아래에 깔린 절연

층이 또한 제거되어 더 적합한 절연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도 15의 개구부(42)가 폴리실리콘 게이트 및 그 아래에 깔

린 절연층이 제거된 후에 생긴다. 게이트 유전체(37c)가 노출된 실리콘 위에 형성된다. 이 유전체는 유전체(37b)와 동일할

수 있다.

금속층(44)이 도 15의 구조 및 게이트 유전체(37b) 위에 형성된다. 이는 도16에서 "p금속"으로 도시되었는데, 이는 이 금

속의 일 함수가 p채널 트랜지스터들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p금속은 일 함수가 양호하게는 4.6 내지 5.2eV 사이라는 점

을 제외하고는 n금속과 동일한 조성을 가질 수 있다.

p금속의 퇴적 후에, CMP가 사용되어 이 구조를 평탄화하여 도 17에 도시된 구조가 결과로서 생긴다. 게이트(37b) 및 채널

영역(12b)을 갖는 n채널 트랜지스터가 결과로서 생기고, 유사하게 게이트(44c)와 채널 영역(12c)을 갖는 p채널 트랜지스

터가 결과로서 생긴다.

종래 기술의 트랜지스터와 비교할 때, 도 17의 트랜지스터와 이들의 제조 방법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얕은 팁(연

장부) 접합 깊이들이 더 작은 트랜지스터 치수를 지원하는 데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입된 팁 기술을 사용

할 때는 최소 팁 접합 깊이들이 필요한 게이트 오우버랩에 의해 제한된다. 도17의 구조 및 기술된 공정에 따라서, 게이트

오우버랩 치수 및 접합부 깊이는 더 잘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식 에칭은 게이트 구조 아래의 언더커팅 정도를 결정

하도록 타이밍이 맞추어질 수 있다.

얕은 팁 접합 깊이들은 오프 상태 누설 전류를 증가시키지 않고서 더 짧은 게이트 길이들로 제조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팁

도핑이 게이트 아래의 반전층과 고농도 도핑된 소스/드레인 팁 영역 간에 저 저항 경로를 보장하도록 게이트 에지 아래에

필요하다. 저 저항은 회로 스위칭 속도에 중요한 더 높은 구동 전류들을 허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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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게이트의 이점은 공정이 더 낮은 온도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비교했을 때 금속 게

이트로 획득되는 추가의 성능 이점이 된다. 이상 설명한 공정에서, 더 낮은 온도 옵션은 전체적 열 노출을 줄이는데에 사용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도펀트가 기판으로부터 채널 영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금속 게이트를 구비한 델타 도핑된 트랜지스터와 이것의 제조 방법이 설명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판의 상부 영역에서의 도핑 프로파일을 도해하는 데에 사용된 실리콘 기판의 상부의 단면 입면도.

도 2는 도핑되지 않은 또는 저농도 도핑된 반도체 층이 기판 위에서 성장된 후의, 도1의 기판을 도해한 도면.

도 3은 도2의 기판 및 반도체층에 추가하여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외의 층들을 도시한 단면 입면도.

도 4는 게이트들의 형성 후의 도3의 기판을 도해한 도면.

도 5는 게이트들 상에서의 측벽 스페이서들의 형성 후의, 도4의 기판을 도해한 도면.

도 6은 반도체 층을 에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칭 단계 후의, 도5의 기판을 도해한 도면으로서, 이 도면은 게이트의 언더

커팅을 보여준다.

도 7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에피택셜 성장이 이뤄진 도6의 기판을 도해한 도면.

도 8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에 대한 추가 스페이서들의 형성 및 노출된 부분의 도핑 후의, 도7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9는 살리사이드 층의 형성이 이뤄진 도8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0은 두 개의 트랜지스터, 특히 n채널 트랜지스터와 p채널 트랜지스터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배치된, 도9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1은 층간 유전체(ILD)의 화학기계적 연마(CMP)가 이뤄진 도10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2는 p채널 트랜지스터 영역 상의 포토레지스트 층의 형성과 n채널 게이트로부터의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그 하부에 깔

린 절연층의 제거 이후의, 도11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3은 n 금속층의 형성이 이뤄진 도12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4는 CMP 공정이 수행된 도13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5는 p채널 게이트로부터의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그 아래에 깔린 절연층의 제거 이후의 도14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6은 p 금속의 퇴적이 이뤄진 도15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 17은 CMP 공정이 수행된 도16의 구조를 도해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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