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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집적 회로 분리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하부에  제1패드  산화물층을  갖는  제1질화물층이  포토레지스트로  패턴화되고  질화물,  산화물 
및 실리콘의 노출부가 만입 에칭된 본 발명의 제1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2도는  제2열적  산화물층(thermal  oxide  layer)이  성장되고,  포토레지스터층이  제거된  본  발명의 
제2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3도는 제2질화물층 및 두꺼운 측벽 산화물층이 증착된 본 발명의 제3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4도는 측벽 산화물이 에칭된 본 발명의 제4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5도는  실리콘이  노출된  틈내  LOCOS  필드  산화물이  성장된  측벽  산화물층이  습식  에칭  처리  공정에 
의해 제거된 후에 본 발명의 제5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6도는  제1  및  제2질화실리콘층이  제거되고  두꺼운  평탄화된(planarized)  산화물층이  증착된  본 발
명의 제6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7도는  평탄화  플라즈마  에칭(planarization  plasma  etching)이  평탄화  필드산화물  상에서 수행되
고, 패드 산화물이 제거된 본 발명의 제7단계를 도시한 단면도.

제8도는 게이트 산화물이 구조물의 활성 영역상에 성장된 본 발명의 CMOS 실시예를 도시한 단면도.

제9도는  폴리실리콘층이  패드  산화물층과  제1질화실리콘층  사이에  배치된  제1도에  응하는  본 발명
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제2열적 산화물층이 성장된 후에 제9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0 : 실리콘 기판12 : 패드 산화물

14 : 제1질화실리콘층16 : 포토레지스트 패턴

18 : 모우드 영역20a-b,21a-b : 만입부

22,26 : 제2열적 산화물층28 : 측벽 산화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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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작은 함몰부32 : 깊은 함몰부

34,35 : 틈36 : 상부 모서리

38 : 주변 질화물층 40 : 열 필드 산화물

42 : 버드-비크44 :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

48 : 게이트 산화물 50 : 폴리실리콘층

52 : 폴리실리콘 루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서브미크론(submicron)  크기로  된  VLSI  회로에  응용하기 
위한 분리(isolation)기법에 관한 것이다.

집적  회로  기술에서는  활성  장치(active  device)의  활성  영역['모우트  영역(moat  region)']을  서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MOS  기술을  사용하는  LSI  및  VLSI  집적회로의  경우에,  활성  영역의  분리는 
통상적으로  LOCOS(Local  oxidation  of  silicon)(실리콘  국부  산화법)에  의해  달성된다.  LOCOS를 수
행하기  위해서,  모우드(moat)영역으로  되는  실리콘  기판  영역을  덮기  위해  얇은  산화물  스택의 상부
에  패턴화된  질화물이  사용된다.  고온  산화  환경에서  실리콘  기판  중  질화물로  피복되지  않은 영역
을 노출시킴으로써, 비교적 두꺼운 필드 산화물이 노출된 영역 내에서만 성장된다.

그러나,  LOCOS  기술은  필드  산화물을  노출된  실리콘  영역  내에서  수직  방향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
라,  질화물  마스크의  연부  하부에서  측방향으로  성장시킨다.  '버트-비크(birds-beak)'로  공지된 질
화물 하부의 측방향 산화물 잠식은 필드 산화물 두께의 약 1/2  정도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분리 
기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면적이  소모된다.  표준  LOCOS  방법에  의하면,  필드  산화물  두께는 버드-비
크를  제거하기  위해  적합하게  감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우트  영역은  활성  장치 제
조에  부적합하게  된다.  그러나,  필드  산화물  두께를  감소시키면  상호  접속  커패시턴스(interconnect 
capacitance)가  증가되어,  회로  성능이  저하된다.  또한,  필드  산화물  하부  및  인접  모우트  영역들 
사이의  누설  전류(leakage  current)가  필드산화물을  통과하는  도체에  인가된  소정  전압에  해 산화
물 두께가 감소되면서, 인접 모우트들 사이에 분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표준 LOCOS 방법에서 산화물 잠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수의 분리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SWAMI(Sidewall  Masked  Isolation)(측벽  마스크식  분리)로서  공지된  분리  기술은  필드  산화물의 측
방향  잠식을  억제시키기  위해  실리콘  에칭  및  측벽  질화물층(만입된  실리콘  영역의  측면에  형성된 
질화실리콘층)을  사용한다.  산화물  침식을  거의  제거하기  위한  주요  형태는  측벽  질화물이 존재하는
데,  이  측벽  질화물은  필드  산화물이  성장되는  동안  들어올려진다.  SWAMI  방법은  필드  산화물의 잠
식을  감소시키지만,  이  방법은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다.  한가지  제한은  제1질화물층과  측벽 질화물
층  사이의  버트(butt)  접합부에서  (측벽  질화물층  다음에  증착된)  산화  마스크가  자주  노출되는 것
이다.  이러한  노출은  주로  측벽  처리  공정중에서  통상적인  과  에칭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히  패턴 
모서리에서 필드 산화물의 국부 잠식에 의해 알 수 있게 된다.

종래의  SWAMI  방법의  또다른  제한은  측벽  산화물의  존재로  인한  실리콘  기판  내의  결함  발생(defect 
generation)에 한 감도의 증가이다. 또다른 제한은 충분한 채널 스톱 불순물(channel stop 
impurity)을  포함하지  않고,  비교적  얇은  산화물을  갖는  모우트에  인접한  영역으로  인하여 트랜지스
터  특성으로  발행하는  2중  임계치(double  threshold)이다.  SWAMI방법의  변형,  즉  완전히  프레임되고 

완전히  만입된(fully-framed-fully-recessed, MF
3
R)  분리의  변형된  형태는  SWAMI에  의한  제한을 감

소시킨다.  질화물,  산화물과  만입부  실리콘층이  패턴화되어  에칭된  후,  이  기법은  '언더컷트  및 백
필(undercut  and  backfill)'기법을  사용하며,  산화물층은  습식  에칭(wet-etching)에  의해  약  200Å 
내지  1,000Å  정도  측방향으로  언더컷트된다.  제2패드  산화물과  측벽  질화물의  후속되는  순응 증착
(conformable  deposition)으로  언더컷트된  공동(cavity)을  다시  채우고,  2개의  질화막들  사이에 증
가된  접합  영역을  형성한다.  이  증가된  영역은  산화물/질화물/산화물  측벽  에칭  및  후속  필드  산화 

중에  질화물   질화물  접합부를  그 로  유지한다. MF
3
R방법의  주요  제한은  실리콘이  약  2,000Å의 

깊이로만 만입 에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치를  분리시키는  다른  방법은  매입  산화물(buried  oxide  :  BOX)  처리이다.  BOX  처리에서는,  응력 
제거  산화물층(a  stress  relief  oxide  layer)이  성장된  다음  질화실리콘이  화학  증착(CVD)된다.  그 
다음에는 질화물  산화물 스택이 SWAMI 방법에서와 같이 표준 석판 인쇄 기법(standard 
lithography  techniques)을  사용하여  패턴화되고  에칭된다.  이  에칭  다음에는  두꺼운  산화물층이 증
착된다.

CVD  산화물층은  만입된  에칭  실리콘  영역을  가득  채우지만,  이  층은  산화물이  폭넓은  만입  에칭된 
영역내로 침하되어 CVD 산화물층 내에 함몰부(depressions)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평탄화
(planarized)되지  않는다.  평탄화된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  제2포토레지스트  패턴은  포토레지스트 물
질로  함몰부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제3포토레지스트는  모든  표면을  덮도록  사용되어,  완전한 평
탄화된  표면을  발생시키게  된다.  포토레지스트/산화물  에칭은  동일한  비율로  포토레지스트와 산화물
을  에칭-백(etch-back)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소정의  잔여  포토레지스트가  벗겨진  후  완전한  평탄화 
산화물 표면이 남게 된다.

BOX  방법은  2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갖는다.  제1문제점은  이  방법이  2가지  석판  인쇄  마스크  단계를 
필요로  하여  공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제2문제점은  BOX  방법은  중요한  레지스터 에칭-
백  공정(resist  etch-back  process)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펀-온(spun-on)  레지스터의 두
께는  패턴영역  밀도에  따라  변한다.  포토레지스터층은  밀도가  높게  팩킹(pack)된  영역  내에서  더 얇
게  된다.  결과적으로,  에칭  표면은  레지스트  에칭-백  후에  불균일하게  되고,  소정의  활성  영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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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에칭에 의해 손상 받을 수도 있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활성 영역 부근에서의 상당한 모우트 잠식 또는 결함을 유발하는 응력
(stress)없이  고  수율량으로  실질적으로  평탄화된  표면을  제공하는  분리  기법에  한  필요성이 발생
하게  되었다.  또한,  패턴화  목적을  위해  단지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평탄화된  표면을  제공할 
수  있는 분리 기법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개량된 분리 기술은 모우트들 사이의 좁고 광폭 만입부 
모두에 해 평탄화된 표면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분리 방법에 관련된 단점 및  문제점들을 거의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분리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좁고  광폭  만입부들에  의해  분리된  반도체기판  내의  모우트 사이
를  보다  바람직하게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제1필드  산화물은  광폭  만입부  내에서 성장
된다.  그  다음,  제2필드  산화물은  협폭  만입부와  광폭  만입부의  잔여  비-충전부를  채우기  위해  기판 
상에 증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 기판 내에 집적 회로용 분리 영역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이  제공된다.  기판의  소정의  부분이  패드  산화물층과  제1질화실리콘층으로  덮혀진다.  넓고  협폭 만
입부들은  만입부에  인접한  모우트를  형성하기  위해  패드  산화물  및  제1질화물층을  통해  기판까지 에
칭된다.  제2질화실리콘층은  기판  상에  증착된다.  광폭  만입부는  그  저부에서  제2질화실리콘층을 통
해  틈(gap)을  제거하기  위해  기판까지  에칭된다.  제1필드  산화물은  틈에  의해  노출된  기판  영역 상
의  광폭  만입부에서  성장된다.  제2필드  산화물층은  협폭  만입부  및  광폭  만입부의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증착된다.  이때,  제2필드  산화물은  모우트들  사이에  분리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만입부의  상단 
연부(top edge)에 근사한 레벨로 평탄화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해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겠다.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응용은  제1도  내지  제8도의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이해되고,  이들 
도면에서  유사  또는  응  부분에는  동일한  도면  부호가  사용된다.  제1도를  참조하면,  탱크(tank) 공
정을  거친  단결정(monocrystalline)  실리콘  기판(10)이  도시되어  있다.  활성  트랜지스터의  단채널 
관통  형상(short  channel  punchthrough)를  방지하기  위해  고  탱크  농도(high  tank  concentration)가 
사용되어야  한다.  제1열적  산화물층,  측  패드  산화물층(12)는  이산화 실리콘(SiO2 )가  실리콘 기판

(10)의  표면  상에  형성되게  하는  열적  공정(thermal  process)를  사용하여  기판(10)상에  성장된다. 
산화물의 두께는 200Å  내지 500Å으로 될  수  있는데,  보다 바람직한 두께는 약  350Å이다.  패드 산
화물(12)가  성장된  후에는  제1질화실리콘층(14)가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방법을  사용하여  패드 
산화물(12)에  증착되어진다.  제1질화실리콘층(14)의  두께는  전형적으로  1,000Å  내지  2,000Å으로 
되는데,  보다  바람직한  두께는  약  1,800Å이다.  제1질화실리콘층(14)의  증착  후에는,  모우트 영역
(18,  활성  영역)의  위치를  정하고  만입부(20a,20b  및  21a,21b)를  노출시키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패
턴(16)이  사용되며,  이  만입부에서  이후의  단계에서  필드  산화물이  성장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입부(20a,20b)는  비교적  좁고  만입부(21a,21b)는  비교적  넓으므로,  종래의  분리  방법으로 평탄화
된  산화물  표면을  제공하기가  어렵게  한다.  포토레지스트(16)이  종래의  방법으로  증착되고  패턴화된 
후,  제1질화실리콘층(14)와  패드  산화물층(12)가  포토레지스트  패턴에  따라  에칭된다.  보다 바람직
하게 사용된 에칭 화학물은 CHF2-C2F 6   화학물인데,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느린 에칭 속도룰 갖는다. 물론,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밖의 다른 에칭도 사용될 수 있다. 

제1질화물층(14)  및  패드  산화물층(12)의  노출  영역을  에칭시킨  후에는  이  모우트  영역(18)은  최종 
장치의  활성  영역으로  된다.  실리콘  기판(10)이  모우트  영역(18)을  형성하기  위해  실리콘 기판(10)
이  만입  에칭될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실리콘은  3,000Å  내지  7,500Å의  깊이로 에칭
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000Å의  깊이로  에칭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실리콘  에칭 
화합물로서  프레온  11,  아르곤  및  질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알고 있
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실리콘  에칭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만입  에칭후에, 포토레지스트
(16)은 보다 바람직하게는 공지된 석판인쇄 기법을 사용하여 제거된다.

제2도는  제2열적  산화물층(22)가  만입  에칭에  의해  노출된  실리콘  기판(10)의  영역과  패드 산화물
(12)의  측면  상에서  성장되어  실리콘  기판(10)상을  덮는  연속적인  산화물을  형성한  후의  반도체 장
치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제2열적  산화물층(22)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중 하
나는  모서리(24)에서의  응력량을  경감하기  위해  만입부의  모서리(24)를  약간  둥글게  하는  것이다. 
제2열적  산화물층(22)의  두께는  전형적으로  250Å  내지  1,000Å으로  될수  있는데,  보다  바람직한 두
께는  약  800Å이다.  제2열적  산화물층(22)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p-웰(well)로부터  성장된  열적 산
화물까지 n형 불순물(예를들면, 붕소)의 손실이 아주 적게 발생하게 된다.

실리콘  기판(10)상의  제2열적  산화물층(22)의  성장으로  인해  이산화  실리콘이  형성되어  실리콘을 소
모한다.  상기  실리콘의  소모는  활성  모우트  영역(18)의  폭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산화  실리콘의 
성장시에  소모된  실리콘의  양은  상기  성장된  산화물  두께의  4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800Å의 폭
을  갖는  제2열적  산화물층(22)가  성장되면,  모우트  영역(18)의  각  측면으로부터  유효폭(active 

width)의 360Å만이 손실된다.

제3도는  화학  증착  방법(CVD)을  사용하여  제2질화실리콘층(26)과  측벽  산화물층(28)을  증착한  후의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이다.  제2질화실리콘층(26)의  두께는  500Å  내지  1,000Å이  바람직하나, 전형
적으로는  약  800Å이다.  측벽  산화물층(28)의  두께는  4,000Å  내지  8,000Å이  바람직하나, 전형적으
로는  5,000Å이다.  측벽  산화물층(28)의  두께는  이전의  산화물층  보다  상당히  두껍다.  측벽 산화물
층(28)의  두께는  협폭  만입부(20a  및  20b)를  채우기에는  충분한  두께를  선택되어지나,  광폭 만입부
(21a  및  21b)를  채우기에는  불충분하다.  작은  함몰부(30)은  측벽  산화물층(28)로  채워지는  협폭 만
입부(20a  및  20b)  상에  형성된다.  향  측벽상의  측벽  산화물층과  맞닿지  않는  광폭  만입부(21a  및 
21b)  내에서는  함몰부(32)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광촉  만입부(21a,21b)의  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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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함몰부(32)의 기부 사이의 거리는 측벽 산화물층(28)의 두께와 략 같아야 된다.

제4도는  비등방성(anisotropic)  산화물/질화물  에칭이  측벽  산화물층(28),  제2질화실리콘층(26)  및 
제2열적  산화물층(22)를  수직으로  에칭시키도록  사용된  후의  반도체  장치의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이
다. 광폭 만입부(21a 및 21b)에서는, 에칭에 의해 깊은 함몰부(32) 이하의 3개층이 모두 
제거되므로,  틈(34  및  35)를  통해  실리콘기판(10)이  노출된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열적 
산화물층(22)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측벽  에칭이  제2질화실리콘층(26)만을  제거하도록 정
확하게  제어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  제거되어진다.  이러한  에칭의  비등방성  특성은  에칭된 층
(28,26  및  22)의  두께를  합친  80%  내지  100%와  동일한  폭의  광폭  만입부(21a,21b)의  측벽상에  측벽 
산화물층(28)을  남긴다.  제1질화물층(14)  및  패드  산화물층(12)에  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에칭 가
스 즉, CHF3 와 C2F6 의  혼합물이 측벽 에칭에 융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

자들에게 공지된 그 밖의 다른 에칭이 제안된 에칭을 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등방성  에칭은  모든  질화물이  틈(34)로부터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  제1질화실리콘층(14)의 
상부표면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제1질화실리콘층(14)는  측벽  에칭후에  약  1,000Å의  질화물을 남기
기에  충분한  두께로  되어야  한다.  에칭으로  만입부(20a,20b  및  21a,21b)의  측벽의  상부 모서리(36)
에서  질화물을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질화물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F
3
R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기술이 본 발명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측벽  에칭이  수행될때,  제2질화실리콘층(26)은  협폭  만입부(20a  및  20b)로부터  제거되지  않으며, 틈
(34  및  35)  주위의  주변  질화물층(38)도  에칭  제거되지  않는다.  측벽  산화물층(28)의  두께는  측벽 
에칭 후에 협폭 만입부(20a 및 20b)를 완전히 덮도록 선택된다.

제5도는  나머지  측벽  산화물층(28)이  습식  에칭으로  제거되어  제2질화실리콘층(26)이  나타나고, 두
꺼운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 영역(40  :  a  thick  wide  region  thermal  field  regions)이  광폭 만입부
(21a-21b)의  저부  내에서  성장된  후의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이다.  보다  바람직한  에칭  화합물로 희
석  HF  용액이  사용되는데,  10%  HF  용액이  양호하다.  습식  에칭은  질화실리콘층(14  및  26)  또는 틈
(34  및  35)에  의해  노출된  실리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습식  에칭  후에,  광역  열적필드 산화
물(40)은  LOCOS(실리콘  국부  산화  공정)을  사용하여  틈(34  및  35)내에서  성장된다.  열적  산화물은 
질화실리콘층(14  및  26)상에서  성장하지  못하므로,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  영역(40)은  틈(34  및 3
5)에  제한된다.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40)의  두께는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40)의  상부  표면이 실
리콘  기판(10)의  원래의  상부  표면과  거의  동일  평면(coplanar)이  되도록  선택되며,  전형적으로는 
약 10,000Å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광폭  만입부(21a)는  만입부(20b)와  만입부(21b)의  중간폭을  가지므로,  작은 
틈(34)만이  측벽  에칭  중에  개방된다.  이  경우에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
(40)의  두께는  보다  큰  폭을  갖는  광폭  만입부(21b)에서  얻어진  광역  필드  산화물(40)의  두께보다 
작게 된다.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역  열적  필드  산화물  영역(40)은  주변  질화물층(38)의  연부  하부에서 
성장되어,  '버드-비크(bird-beaks)'(42)를  발생시킨다.  측벽  산화물층(28)의  두께는  성장될  넓은  열 
필드  산화물  영역(40)의  두께와  비교하여  선택되어야  하므로,  모우트  영역(18)의  유효폭(active 

width)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버드-비크(42)는 상단 연부로 성장되지 않는다.

제6도는  질화물층(14  및  26)이  제거되고,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가  표면상에  증착한  후의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이다.  질화물층(14  및  26)은  고온  인산(160℃에서 H3PO4 )  또는  다른  적합한  화학 용액

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는  수직벽  상의  산화물  두께가 
수평 표면 상에서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되는 화학 기상 증착(CVD)방법에 의해 증착된다. 
전형적으로,  산화물  두께는  10,000Å이지만,  8,000  내지  15,000Å  범위로  될  수  있다.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의  두께는  만입부(20a-b  및  21a-b)의  측벽상의  산화물이  만입부(20a-b  및  21a-b)를 모
두 채우기 위해 성장하도록 충분히 크게 선택된다.

작은  함몰부(46)이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의  상부  표면  내에  남을  수  있다.  바람직한  경우에, 포
토레지스트층(도시하지  않음)은  표면을  더욱  평탄화하기  위해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의  상부에 
추가될 수 있다.

제7도는  플라즈마  에칭으로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  및  모우트  영역(18)  상부의  열적  패드 산화물
(12)를  에칭한  후의  반도체   장치의  횡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CHF3 와 C2F6 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

고,  그밖의  다른  적합한  식각제(etchants)로  체될  수  있다.  모든  패드  산화물층(12)를  확실히 제
거하기 위해, 매우 짧은 습식 또는 건식 에칭 단계가 이 단계의 종료시에 추가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이 속한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활성 장치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바이폴라 기
술과 같이 다른 기술에 해서는 본  발명에 따른 서로 상이한 단계가 사용되지만,  CMOS  게이트의 구
조에 해서는 한 실시예로서 후술될 것이다.

제8도는  게이트  산화물(48)이  CMOS  게이트를  형성하는  모우트  영역(18)상에  성장된  후의  반도체 장
치의  단면도이다.  게이트  산화물(48)의  두께는  50  내지  250Å이고,  전형적으로는  250Å이다.  게이트 
산화물(48)이  성장된  후에,  처리  공정은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물질(일반적으
로는  폴리실리콘)의  증착으로  진행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100Å  내지  500Å  두께의 프
리게이트(pregate)  산화물(도시하지  않음)이  성장된  다음,  쿠이(Kooi)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 
산화물(48)의 성장 전에 제거(strip)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입부(20a-b  및  21a-b)내의  평탄화  필드  산화물층(44)의  상부  표면이  비교적 평
탄하고  평탄화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평탄화는  후속  스텝에서  증착된  게이트  물질이  표면에서 깨어
지지  않도록  한다.  나아가,  평탄화된  표면은  고  비등방성  에칭이  게이트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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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게이트 물질에서 결함있는 필라멘트 발생(occurrence of shorting filaments)를 제거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주요  특징은  만입부(20a-b  또는  21a-b)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실리콘  결함에  관한 응
력의  형성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평탄화  산화물  필드  층(44)의  증착후에  고온  가열  처리는  단지 
게이트  산화물(48)의  성장과  소오스/드레인  이온  주입(implant)(도시하지  않음)에  한  후속 어니얼
링  과정(annealing)이다.  많은  결함이  만입부(20a-b  또는  21a-b)가  열적  산화에  의해  완전히  채워진 
경우에 발생해 왔다.

또한,  만입부(20a-b  및  21a-b)의  측벽에  필드  절연체  채널  스톱을  부가하는  것은  탱크  공정시에 사
용된  고농도  물질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다.  n-웰  및  p-웰의  고농도의  만입부(20a-b  또는  21a-b)의 
측벽상에  적합한  농도를  제공하고,  또한  활성  트랜지스터  채널과  평행한  기생  누설을  방지시킨다. 
제2도에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열적  산화물층(22)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p-웰로부터 성장
된  제2열적  산화물층(22)로의  붕소의  손실은  작게  된다.  그러나,  만입부  에칭후에  산화물의  두께가 
두꺼은  필드의  임계  전압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만입부(20a-b  및  21a-b)의  저부상과 측
벽을 따라 붕소 채널-스톱 이온 주입이 수행될 수 있다.

제9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인데,  여기서  임의의  폴리실리콘층(50)은  평탄화  에칭 
중에  실리콘  기판(10)을  보호하기  위해  패드  산화물층(12)와  제1질화실리콘층(14)  사이에  증착된다. 
폴리실리콘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것,  즉  폴리실리콘을  매우  낮은  에칭  비로  에칭하면,  평탄화 에
칭은 임의의 폴리실리콘층(50)상에서 정지되고, 실리콘 기판(10)을 부식시키지 않는다.

부수적인  폴리실리콘층(50)은  평탄화  에칭이  정확하게  제어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게  될  수  있다. 
폴리실리콘층(50)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도에  관련하여  설명된 제2열
적  산화물층(22)의  성장이  만입부(20a-b  및  21a-b)의  측벽뿐만  아니라  폴리실리콘층(50)의  측면까지 
자라난다.  폴리실리콘층(50)이  도핑되지  않고,  실리콘  기판(10)이  비교적  두껍게  도핑되기  때문에, 
산화조건은  폴리실리콘층(50)이  실리콘  기판(10)  보다  느린  속도로  에칭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이
것은  실리콘  모우트  영역(18)의  상단  연부로  확장될  폴리실리콘  루프(roof,  52)를  발생시키므로, 평
탄화  에칭으로부터  보호한다.  제2열적  산화물층(22)의  성장이  또한  확장된  폴리실리콘  루프(52)의 
확장  부분의  일부를  점유하기  때문에,  임의의  폴리실리콘층(50)의  두께는  확장된  폴리실리콘 루프
(52)의  연부에서  폴리실리콘층(50)의  분열(fracture)를  방지하도록  제2열적  산화물층(22)를 성장시
킨 후에 이 층의 연부에 충분한 폴리실리콘을 남길 수 있도록 선택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장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장점도 제공하
고 있다.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폭넓게 변형 및 변화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협폭  만입부(recess)와  광폭  만입부에  의해  격리된  반도체  기판  내의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폭  만입부에서만  제1필드  산화물(a  first  field  oxide)을  성장시키는  단계  ;  및 상
기  협폭  만입부를  채우고  상기  광폭  만입부의  나머지  비충전  부분(remaining  unfilled  portion)을 
채우도록 상기 기판상에 제2필드 산화물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패드  산화물층  및  질화실리콘층으로  덮여지고,  상기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기에  앞서  광폭  만입부의  기부에  틈(gap)을  제공하기  위해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패드  산화물층,  폴리실리콘층  및  질화실리콘층으로  덮여지고,  상기 제
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는 단계에 앞서 상기 광폭 만입부 내의 기판에 틈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층
들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이 비등방성(anisotropic)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이 비등방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실리콘 기판 내에 집적 회로용 분리 영역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소정의 부분
을  제1산화물층으로  덮는  단계  ;  제1산화물층을  제1질화실리콘층으로  덮는  단계  ;  상기 제1산화물층
과  상기  제1질화실리콘층을  통과하여  상기  기판에  이르도록  상기  광폭  만입부와  상기  협폭  만입부를 
에칭하여  상기  만입부에  인접하여  모우트(moats)를  형성하는  단계  ;  상기  기판에  하여 제2질화실
리콘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  상기  광폭  만입부의  기부에  상기  제2질화실리콘층을  통과하는  틈을 만
들기  위해  상기  광폭  만입부를  에칭하는  단계  ;  상기  광폭  만입부에서  상기  틈에  의해  노출된 영역
에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는 단계 ;  상기 협폭 만입부 및 상기 광폭 만입부의 나머지 부분을 채
우도돌  제2필드  산화물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  및  상기  모우트  사이에  분리  영역을  형성하도록  상기 
만입부의  상연부(top  edge)에  근사한  레벨로  제2필드  산화물층을  평탄화(planariz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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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산화물층과  상기  제1질화실리콘층  사이에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질화실리콘층을  증착시키기에  앞서  상기  만입부의  측벽을  덮도록 제2산화
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협폭  만입부를  채우고  상기  광폭  만입부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채우기  위해 상
기  제2질화실리콘층  상에  제2산화물층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산화물층이  나머지  부분이  상기  광폭  만입부  내에  상기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기에 앞서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층을  증착시키기에  앞서  상기  제1  및  제2질화실리콘층을 제거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만입부가 약 5,000Å의 깊이로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층이 약 10,0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필드 산화물층이 약 10,0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단결정성  실리콘  기판  내에  집적  회로용  분리  영역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드  산화물층으로 
상기  기판의  소정의  부분을  덮는  단계  ;  상기  패드  산화물층  상에  제1질화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패드  산화물층  및  상기  제1질화실리콘층을  통과하여  상기  기판에  이르도록  광폭  만입부와 협
폭  만입부을  에칭하여  상기  만입부에  인접하여  모우트를  형성하는  단계  ;  상기  만입부의  측벽을 덮
기  위해  제1측벽  산화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  상기  제1측벽  산화물층을  덮기  위해 제2질화실리콘
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  상기  협폭  만입부가  채워지도록  상기  제1  및  제2질화실리콘층상에  제2측벽 
산화물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  상기  광폭  만입부의  기부에서  상기  제2질화실리콘층을  통과하는  틈을 
제공하기  위해  광폭  만입부를  에칭하는  단계  ;  상기  틈에  의해  노출된  영역  상에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는  단계  ;  상기  제1  및  제2질화실리콘층을  제거하는  단계  ;  상기  협폭  만입부를  채우기 위
해  제2필드  산화물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  및  상기  모우트들  사이에  분리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
기  만입부의  상연부에  근사한  레벨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을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  단계  후에  상기  패드  산화물층을  제거하는  단계  ;  상기  실리콘 기판
의  노출부  위에  게이트  산화물층을  성장시키는  단계  ;  및  트랜지스터  게이트용으로  사용되도록  상기 
게이트 산화물층상에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측벽  산화물층의  나머지  부분이  상기  제1필드  산화물을  선장시키기기 전
에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산화물층과  상기  질화실리콘층  사이에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만입부가 약 5,000Å의 깊이로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층이 약 10,0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필드  산화물층이  약  10,000Å의  두께로  성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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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항 22 

협폭  만입부와  광폭  만입부에  의해  격리된  실리콘  기판  내의  활성영역(active  layer)을  분리하는 방
법에 있어서,  측벽 산화물로 모든 만입부를 채우는 단계 ;  상기 광폭 만입부 내의 상기 실리콘 기판
의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상기  측벽산화물을  통과하도록  측벽  에칭(sidewall  etch)을  수행하는 단
계 ;  상기 실리콘 기판의 상기 노출된 영역 상에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는 단계 ;  및 상기 협폭 
만입부를  채우고  상기  광폭  만입부의  나머지  비충전  부분을  채우도록  나머지  기판  상에  제2필드 산
화물층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측벽  산화물의  나머지  부분이  상기  제1필드  산화물을  성장시키기  전에 제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측벽  산화물로  상기  만입부를  채우기  전에  패드  산화물층  및 질화실
리콘층으로 덮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폴리실리콘층이  상기  패드  산화물층과  상기  질화실리콘층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이  평탄화된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드  산화물이  증착시키기  전에  질화실리콘을  제거하는  단계  ;  상기 제2
필드 산화물을 증착시킨 후  패드 산화물층을 제거하는 단계 ;  상기 실리콘 기판의 노출부 상에 게이
트  산화물을  형성하는  단계  ;  및  트랜지스터  게이트용으로  사용되도록  상기  게이트  산화물층  상에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의  활성  영역  상에  게이트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단계  ;  및 트랜
지스터  게이트용으로  사용되도록  상기  게이트  산화물층에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활성 영역이 제1항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형성된 분리 영역에 의해 분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30 

제6항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형성된 분리 영역에 의해 분리되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31 

제15항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형성된  분리  영역에  의해  분리된  활성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2 

제22항에  기술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분리  영역에  의해  분리된  활성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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