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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판의 주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활성 영역의 측면을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 {110}면에

서 특히 열화되기 쉬운 NBTI 현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

명의 반도체 소자는 {100}면이 주표면인 상면과, 상기 상면과 직각을 이루고 {100}면이 주표면인 양 측면을 가지는 실리

콘 활성 영역을 가진다. 상기 활성 영역 내에서 채널 영역이 상기 상면 및 양 측면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 위에는 게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채널 영역에서는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된다.

대표도

도 3a

색인어

트리플 게이트, {100} 주표면, NBTI, Vth, 라운드 코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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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Ib - Ib'선 단면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b는 도 2a의 IIb - IIb'선 단면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b는 도 3a의 IIIb - IIIb'선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활성 영역에서 라운드 코너의 곡률 반경 변화에 따라 측정된 전계와,

통상의 평면 트랜지스터 (planar transistor)에서 측정된 전계를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로서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판에 형성된 노치(notch)의 결

정 방위와 활성 영역의 연장 방향에 따른 결정 방위와의 관계를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SOI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경우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부분 분해 사시도

(partial exploded schematic perspective view)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SOI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경우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부분 분해 사시

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가 벌크 반도체 기판상에 구현된 경우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8b는 도 8a의 Ⅷb - Ⅷb'선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0a 내지 도 10f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2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지스터에서 NBT (negative bias temperature)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임계 전압(Vth)의 시

프트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3은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지스터에서 NBT 스트레스 인가시 게이트 전압에 따른 Vth 시프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4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지스터에서 NBT 스트레스 인가시 스트레스 온도에 따른 Vth 시프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에 대하여 NBT 스트레스 인가시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Vth 시프트를 종래 기술과 비

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210: 활성 영역, 212: 상면, 214: 측면, 220: 채널 영역, 222: 제1 채널 영역, 224; 제2 채

널 영역, 226: 제3 채널 영역, 230: 게이트, 232: 제1 게이트, 234: 게2 게이트, 236: 제3 게이트, 240: 게이트 절연막,

300: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316: 라운드 코너, 400: 기판, 402: 노치, 510: 지지 기판, 512: 노치, 520: SOI층, 522:

노치, 610: 지지 기판, 612: 노치, 620: SOI층, 622: 노치, 700: 반도체 기판, 710: 활성 영역, 750: 절연막, 712: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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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측면, 716: 라운드 코너, 730: 게이트, 740: 게이트 절연막, 900: SOI 웨이퍼, 902: 지지 기판, 904: 매몰 산화막,

906: SOI층, 912: 버퍼 산화막, 912a: 버퍼 산화막 패턴, 914: 질화막, 914a: 질화막 패턴, 920: 표면 산화막, 922: 버즈비

크 형상의 산화막, 930: 활성 영역, 932: 상면, 934: 측면, 936: 라운드 코너, 940: 게이트 절연막, 950: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MOS (metal-oxide-semiconductor)형 트랜지스터의 채널로

서 기판의 주표면에 대하여 평행한 면과 수직인 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비평면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고속화, 고기능화 및 저소비 전력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집적 회로를 구성하는 개개의 트랜지스터의 우수한

구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즈를 축소시켜 집적회로에서의 소자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소자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반도체 소자의 피쳐 사이즈(feature size)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CMOS (complementary MOS)에서의 소자 밀도를 높이기 위한 FET (field effect transistor)의 스케일링(scailing) 기술

중 하나로서 SOI (silicon-on-insulator) 웨이퍼를 사용하여 핀(fin) 형상의 실리콘 바디(body)를 형성하고, 실리콘 핀 바

디의 표면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멀티-게이트 (multi-gate) 트랜지스터가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Fu-Liang Yang et

al., "35nm CMOS FinFETs",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 104-105, 2002; 및

B. S. Doyle et al., "High Performance Fully-Depleted Tri-Gate CMOS Transistor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Vol. 24, No. 4, April, 2003, pp. 263-365)

실리콘 핀 바디를 이용한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는 3차원의 채널을 이용함으로써 CMOS의 스케일링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완전 공핍형 SOI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게이트 길이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우수한 서브쓰레숄드 특성 및

전류 제어 능력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드레인 전압에 의해 채널 영역의 전위가 영향을 받는 SCE (short channel effect)

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트리플 게이트 (triple gate) CMOS는 3개

의 표면에 형성되는 채널을 이용하므로 FinFET에 비하여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활성 영역의 폭 및 높이에 있어서 설계상

의 허용 범위가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또는 FinFET과 같은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는 통상의 평면 트랜지스터와는 달

리 새로운 비평면 구조를 채용하는 데 따른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자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하여

게이트에 네가티브 바이어스(negative bias)를 가하는 동시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트랜지스터에서는 NBTI

(negative bias temperature instability) 현상이 발생되어 전기적 특성이 열화된다. NBTI 현상은 소자의 동작중에 활성

영역의 Si막과 게이트 절연막의 SiO2막과의 계면에서의 홀(정공) 트랩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서, 특히 p-채널 MOS 트

랜지스터의 경우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비하여 NBTI 열화에 따른 임계 전압(Vth)의 변동 폭이 더 커진

다.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또는 FinFET과 같은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다양한 결정면을 채널로 사용하므로 각 채

널면에서 활성 영역의 Si막과 게이트 절연막의 SiO2막과의 계면 특성이 서로 달라진다. 이는 NBTI의 열화를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1b는 도 1a의 Ib - Ib'선 단면

도이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기판(도시 생략)상에서 결정 방위 <110> 방향

에 따라 길게 연장되어 있는 활성 영역(10)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역(10)은 상기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상면(12)과, 상기 상면(12)과 직각을 이루면서 상기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연장되어

있는 양 측면(14)을 가진다. 상기 활성 영역(10)의 상면(12) 및 양 측면(14) 위에는 이들과 대향하고 있는 게이트(30)가 형

성되어 있고, 상기 활성 영역(10)의 상면(12) 및 양 측면(14)과 상기 게이트(30)와의 사이에는 각각 게이트 절연막(40)이

개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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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성을 가지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10) 내에서는 결정 방위 <110> 방향의 채

널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활성 영역(10)의 상면(12)은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고, 양 측면(14)은 {110}면을 주표면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활성 영역(10)의 양 측면(14)은 {110}면이 주표면을 구성하므로 NBTI 열화를 초래하는 댕

글링 결합 (dangling bond) 양이 {100}면인 상면(12)에 비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Vth 변동 폭이 커지게 되어 소자의 특

성이 열화된다.

또한, 도 1a 및 도 1b에 도시한 종래의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도 1b에 "A"로 표시한 부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

영역(10)의 상면(12)과 양 측면(14) 사이에 뾰족한 코너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기 활성 영역 중 채널을 구성하는 3

개 면의 모든 부분에서 전계(electric field)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상기 코너 부분에 전계가 집중된다. 이와 같이 코너 부

분에 전계가 집중되면 상기 코너 부분에서의 Vth가 낮아지고, 그 결과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보다 채널이 먼저 형성

되어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이 열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평면 구조를 채용하는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NBTI 현상 발생을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자의 특성 열화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평면 구조를 채용하는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NBTI 현상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정한

부분에서의 전계 집중을 방지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100}면이 주표면인 상면과, 상기 상면과 직각을

이루고 {100}면이 주표면인 양 측면을 가지는 실리콘 활성 영역을 가진다. 상기 활성 영역 내에서 채널 영역이 상기 상면

및 양 측면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 위에는 게이트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활성 영역의 상

면 및 양 측면과 게이트와의 사이에는 각각 게이트 절연막이 개재되어 있다. 상기 채널 영역에서는 결정 방위 <100> 방향

으로 채널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과 양 측면과의 사이에는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rounded corner)

가 형성된다.

상기 활성 영역은 SOI (silicon-on-insulator) 웨이퍼의 지지 기판상에 형성되어 있는 매몰 산화막 (buried oxide film) 위

에 형성될 수도 있고, 벌크(bulk)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서 {100}면을 주표

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의 주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면과, 상기 기판 위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의 주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을 가지는 활성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

역의 상면 및 측면 위에는 게이트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과 게이트와의 사이에는 각각 게이트 절

연막이 개재되어 있다.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며, 상기 채널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

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 또는 결정 방위 <110> 방향과 평행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을 준비한다. {100}면이 주표면인

상면과 {100}면이 주표면인 측면을 가지는 메사형 활성 영역을 상기 기판상에 형성한다. 상기 상면 및 측면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상면 및 측면에 대향하는 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상기 SOI층 위에 버퍼 산화막을 형성한다. 그 후, 상기 버퍼 산화막

위에 상기 활성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질화막 패턴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질화막 패턴의 주위에서 상기 SOI층의 표

면을 산화시켜 상기 SOI층 위에 소정 두께의 표면 산화막을 형성하는 동시에 상기 질화막 패턴의 에지 부분과 상기 SOI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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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사이에 버즈비크(bird's beak) 형상의 산화막을 형성한다. 상기 질화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표면 산화막

및 SOI층을 이방성 식각한다. 그 후, 상기 질화막 패턴, 버퍼 산화막 및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을 제거하여 상기 활성 영

역의 상면, 측면 및 라운드 코너를 노출시킨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1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장방형 활성 영역 패턴을

가지는 포토마스크를 형성한다. 상기 SOI층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제1 방향이 일치하도록 상기 기판과 포토마

스크를 정렬한다. 상기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한다. 여기서,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하기 위하

여, 상기 포토마스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기판을 그 중심점을 회전축으로 하여 노치 또는 오리엔테이션 플랫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되도록 회전시킨다. 또는,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하기

위하여 상기 기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포토마스크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

트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서, 노광 대상의 웨이퍼로서 그 노치 또는 오리엔테이션 플랫이 결정 방위 <100>

방향에 형성된 것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포토마스크에서 활성 영역 패턴을 SOI층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일치하는 방

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노광 장치 내에서 웨이퍼 또는 포토마스크를 시프트시킬 필

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활성 영역 중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상면 및 측면이 모두 {100}면을 그

주표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NBTI 열화에 의한 소자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활성 영역의 상면과 측면과의

사이에 라운드 코너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부분에서의 전계 집중에 따른 소자의 전기적 특성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200)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2b는 도 2a의 IIb - IIb'선 단면도이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200)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며 기판

(도시 생략)상에서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길게 연장되어 있는 활성 영역(210)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역(210)은

상기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상면(212)과, 상기 상면(212)과 직각을 이루면서 상기 기판의 주

표면 연장 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양 측면(214)을 가진다. 상기 상면(212) 및 양 측면(214)은 모두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고 있다.

상기 활성 영역(210)의 상면(212) 및 양 측면(214) 위에는 이들과 대향하고 있는 게이트(230)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활성

영역(210)의 상면(212) 및 양 측면(214)과 상기 게이트(230)와의 사이에는 각각 게이트 절연막(240)이 개재되어 있다.

상기 활성 영역(210) 내에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240)과 접해 있는 상면(212) 및 양 측면(214)에 인접한 부분에는 채널 영

역(220)이 존재한다. 상기 채널 영역(220)은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상면(212)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

1 채널 영역(222)과,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양 측면(214)에 각각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2 채널 영역

(224) 및 제3 채널 영역(226)을 포함한다. 즉, 상기 채널 영역(220)에서는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된다. 그

리고, 상기 게이트(230)는 상기 제1 채널 영역(222)에 대향하고 있는 제1 게이트(232)와, 상기 제2 채널 영역(224)에 대

향하고 있는 제2 게이트(234)와, 상기 제3 채널 영역(226)에 대향하고 있는 제3 게이트(236)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100}면이 주표면인 웨이퍼상에서 채널이 형성되는 방향을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선택하여 형성함으로써 상기 활성 영역(210)의 상면(212) 및 양 측면(214)이 모두 {100} 주표면을 가지게 된다.

즉,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에서는 댕글링 결합 양이 비교적 많아 NBTI 열화를 초래하게 되는 {110}면

을 채널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상기 활성 영역(210) 중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는 상면(212)과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는 양 측면(214)을 채널로 사용하므로, NBTI 현상에 의한 소자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NBTI 현상은 주로 p-채

널 트랜지스터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본 발명에 따른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상기 채널 영역

(220)에 p형 채널이 형성되는 p-채널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경우에 특히 유효하게 된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300)의 요부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3b는 도 3a의 IIIb - IIIb'선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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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300)는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트

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200)의 구성과 대체로 동일하나, 제1 실시예에서와 다른 점은 상기 활성 영역(210)에 라운드 코

너(rounded corner)(316)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 3a 및 도 3b에 있어서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

일 부재를 나타내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상기 활성 영역(210)에서 상기 상면(212)과 양 측면(214)과의 사이에는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316)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라운드 코너(316)를 형성한 이유는 상기 활성 영역(210)의 상면(212) 및

양 측면(214)을 모두 채널 영역(220)으로 이용하는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활성 영역(210)의 뾰족한 코너 부

분에 전계가 집중됨으로써 발생되는 소자의 전기적 특성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활성 영역(210)에서 상기 라운드 코너(316)의 곡률 반

경 변화에 따라 측정된 전계(ER)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에는 수평으로 편평한 게이트를 가지는 통상의 평면 트랜지스

터 (planar transistor)에서 측정된 전계(EP)를 함께 나타내었다. 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라운드 코너(316)에

서의 곡률 반경이 커질수록 전계(ER)는 통상의 평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값으로 측정되는 전계

(EP)에 근접하게 된다. 본 발명자들은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상기 게이트 절연막(240)의 두께가 약 1.3nm일 때 상기

라운드 코너(316)의 곡률 반경이 6nm 이상이면 상기 라운드 코너(316) 부분에서의 전계(ER)는 통상의 평면 트랜지스터에

서 얻어질 수 있는 균일한 전계(EP)의 약 10% 이내의 수준으로 되며, 이 정도의 수준이면 NBTI 열화를 억제하기에 충분하

다는 결론을 얻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라운드 코너(316)의 곡률 반경이 상기 게이트 절연막(240) 두께의 4.5 배 이상이

되도록 형성한다.

도 5는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200), 또는 제2 실시예에 따른 트

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300)를 기판(400)상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기 기판(400)의 결정 방위 표시 마크인 노치

(notch)(402)의 결정 방위와 활성 영역(210)의 연장 방향에 따른 결정 방위와의 관계를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5에는 결정

방위 표시 마크로서 노치(402)가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상기 노치(402) 대신 오리엔테이션 플랫 (orientation

flat)이 형성된 경우에도 본 발명의 구성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활성 영역(210)은 주표면이 {100}면인 기판(400)으로부터 메사(mesa)형 패턴으로 형성된다. 따라

서, 상기 활성 영역(210)의 상면(212)은 상기 기판(400)상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400)과 평행한 방

향으로 연장된다 (도 2a 및 도 2b, 도 3a 및 도 3b 참조). 그리고, 상기 기판(400)에는 결정 방위 <110> 방향인 노치(402)

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활성 영역(210)은 상기 노치(402)의 결정 방위인 <110>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shift)되어 있는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길게 연장되는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상기 활성 영역(210)에서는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된다. 상기 활성 영역(210)이 이와 같이 형성되므로 상

기 기판(400)의 주표면에 수직으로 각각 연장되어 있는 상기 활성 영역(210)의 양 측면(214)도 저절로 {100}면을 주표면

으로 가지게 된다 (도 2a 및 도 2b, 도 3a 및 도 3b 참조).

상기 기판(400)은 지지 기판, 매몰 산화막 (buried oxide film), 및 SOI(silicon-on-insulator)층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SOI 웨이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벌크(bulk) 반도체 기판,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SOI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경우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부분 분해 사시도

(partial exploded schematic perspective view)이다.

도 6에는 지지 기판(510), 매몰 산화막(도시 생략), 및 SOI층(520)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SOI 웨이퍼상에 활성 영역

(210)이 구현된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도 6에 있어서, 상기 지지 기판(510) 및 상기 SOI층(520)은 각각 {100}면을 주표

면으로 하고 결정 방위 <110> 방향에 노치(512, 522)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지지 기판(510) 및 상기 SOI층(520)은 각각

의 노치(512, 522)가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얼라인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지지 기판(510) 및 상기 SOI층(520)은 각각

의 결정 방위 <110> 및 <100> 방향이 각각 서로 평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활성 영역(210)은 상기 지지 기판(510) 및

SOI층(520) 각각에 대하여 상기 노치(512, 522)의 결정 방위인 <110>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길게 연장되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상기 활성 영역

(210)에서 결정 방위 <100> 방향인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SOI층(520) 및 지지 기판(510) 각각의 결정 방위 <100> 방향

과 평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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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SOI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경우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부분 분해 사시

도이다.

도 7에는 지지 기판(610), 매몰 산화막(도시 생략), 및 SOI층(620)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SOI 웨이퍼상에 활성 영역

(210)이 구현된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도 7에 있어서, 상기 지지 기판(610) 및 상기 SOI층(620)은 각각 {100}면을 주표

면으로 하고 결정 방위 <110> 방향에 노치(612, 622)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지지 기판(610) 및 상기 SOI층(620)은 각각

의 노치(612, 622)가 웨이퍼의 중심점을 회전축으로 하여 상호 45˚ 만큼 시프트되도록 어긋나게 얼라인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지지 기판(610)의 결정 방위 <110> 방향은 상기 SOI층(620)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

기 활성 영역(210)은 상기 SOI층(620)에 대하여 상기 노치(622)의 결정 방위인 <110>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길게 연장되는 형태를 가진다. 즉, 상

기 활성 영역(210)에서 결정 방위 <100> 방향인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SOI층(620)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

하고, 상기 지지 기판(610)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과 평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소자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웨이퍼를 벽개(劈開)하여 관찰 대상 영역에서의 단면 구조를 관

찰하는 검사 단계가 필수적이다. 실리콘 결정과 같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는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웨이퍼에서는

{100}면을 주표면으로 할 때 결정 방위 <110> 방향에 따르는 면이 그 벽개면(劈開面)이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

자는 활성 영역에서 채널이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에서는 결

정 방위 <100> 방향에서의 벽개면을 관찰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도 7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지지 기판(610)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이 상기 활성 영역(210)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인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면 검사를 위한 웨이퍼 벽개 작업이 매우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채널 형성 방향에 따라 게이트 길이 등과 같은 단면 구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제작된 소자의 평가 및 새로운 소

자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가 벌크 반도체 기판상에 구현된 경우의 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시도이고, 도

8b는 도 8a의 Ⅷb - Ⅷb'선 단면도이다.

도 8a 및 도 8b에 도시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슬랩(slab) 형상의 활성 영역(710)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역(710)을 형성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0}면을 주 표면으로 하는 반도체 기판

(700)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의 소정 영역을 식각하여 상기 활성 영역(710)을 한정하는 제1 깊이의 STI(shallow trench

isolation) 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STI 영역 내에 절연막(750)을 매립한 후, 다시 상기 활성 영역(710)의 상면 및 양 측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절연막(750)을 소정 깊이 만큼 리세스(recess)시킨다. 상기 STI 영역에서는 그 저면에 상기 제1 깊이 보

다 작은 두께의 절연막(750)이 채워지게 된다.

상기 활성 영역(710)은 도 2a 및 도 2b, 또는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활성 영역(210)의 특징적 구성

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즉, 상기 활성 영역(710)은 상기 반도체 기판(700) 위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반

도체 기판(700)의 주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면(712)과, 상기 반도체 기판(700) 위에서 {100}면을 주표

면으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700)의 주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연장되어 있는 양 측면(714)을 가진다. 상기 활성

영역(710)에서는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된다.

또한,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활성 영역(710)에서 상기 상면(712)과 양 측면(714)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716)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활성 영역(710)에 라운드 코너를 형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상기 활성 영역(710)의 상면(712) 및 양 측면(714) 위에는 이들과 대향하고 있는 게이트(730)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활성

영역(710)의 상면(712) 및 양 측면(714)과 상기 게이트(730)와의 사이에는 각각 게이트 절연막(740)이 개재되어 있다. 도

8a 및 도 8b에 있어서, 도 2a 및 도 2b, 또는 도 3a 및 도 3b에서와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2a 및 도 2b, 도 3a 및 도 3b, 및 도 8a 및 도 8b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로서, 활성 영역(210 또는 710)이 상

면(212 또는 712) 및 양 측면(214 또는 714)을 각각 가지고 이들 표면을 모두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실시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활성 영역의 상면과 그에 인접한 하나의 측면 만을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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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활성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과 그에 인접한 하나의 측면이 모두 {100} 주표면을 가지고, 상기 상면

및 상기 하나의 측면 만을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예로서,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활성 영역의 양 측면 만을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FinFET을 구현하는 데에도 본 발

명을 적용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9의 플

로차트에서의 각 단계들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단계 810에서, 기판을 준비한다. 상기 기판으로서 SOI 웨이퍼 또는 벌크 반도체 기판을 준비할 수 있다. 상기 기판은

{100}면이 주표면인 것으로 사용한다.

단계 820에서, 상기 기판상에 상면 및 그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측면을 가지는 활성 영역을 형성한다. 이 때, 트리플 게

이트 트랜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한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경우,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

는 슬랩(slab) 형상의 장방형 패턴으로 형성되며,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의 주표면이 각각 {100}면이 되도록 한

다.

단계 830에서, 주표면이 {100}면인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 위에 각각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단계 840에서, 상기 상면 및 측면에 대향하는 게이트를 형성한다.

도 10a 내지 도 10f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도시한

단면도들로서, 도 9에서 설명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SOI 웨이퍼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구현한다.

도 10a를 참조하면, 먼저 지지 기판(902), 매몰 산화막(904) 및 SOI층(906)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SOI 웨이퍼(900)를

준비한다. 상기 SOI층(906)은 주표면이 {100}면이다. 상기 SOI 기판(900)으로서 상기 지지 기판(902)의 결정 방위

<100> 방향이 상기 SOI층(906)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하게 되도록 얼라인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

기 지지 기판(902)의 결정 방위 <110> 방향이 상기 SOI층(906)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하게 되도록 얼라인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SOI층(906) 위에 버퍼 산화막(912)을 얇은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버퍼 산화막(912) 위에 마스크 형성용 질화막

(914)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상기 버퍼 산화막(912)은 약 5nm의 두께로 형성되고, 상기 질화막(914)은 약 100nm의 두

께로 형성될 수 있다.

도 10b를 참조하면, 상기 질화막(914)을 패터닝하여 상기 버퍼 산화막(912) 위에 활성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질화막 패

턴(914a)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버퍼 산화막(912) 중 상기 질화막 패턴(914a)의 주위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버퍼 산화막(912)의 노출 부분을 제거하면 도 10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SOI층(906)과

상기 질화막 패턴(914a)과의 사이에는 버퍼 산화막 패턴(912a)이 개재된다. 경우에 따라, 상기 질화막 패턴(914a) 형성

후 상기 버퍼 산화막(912)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을 수도 있다.

도 10c를 참조하면, 상기 질화막 패턴(914a)의 주위에서 상기 SOI층(906)의 표면을 산화시켜 상기 SOI층(906) 위에 소정

두께의 표면 산화막(920)을 형성한다. 이 때, 산화제가 상기 질화막 패턴(914a) 아래에 위치하는 버퍼 산화막 패턴(912a)

내로 소량 침투하여 상기 질화막 패턴(914a)의 에지 부분과 상기 SOI층(906)과의 사이에는 버즈비크(bird's beak) 형상의

산화막(922)이 형성된다. 상기 표면 산화막(920)은 예를 들면 약 10nm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도 10d를 참조하면, 상기 질화막 패턴(914a)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표면 산화막(920)을 제거하고 상기 SOI층(906)

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매몰 산화막(904) 위에 메사형 활성 영역(930)을 형성한다. 상기 활성 영역(930)은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도록 형성된다.

도 10e를 참조하면, 상기 질화막 패턴(914a), 버퍼 산화막 패턴(912a) 및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922)을 제거한다. 그 결

과, 상기 활성 영역(930)의 상면(932), 양 측면(934) 및 라운드 코너(936)가 노출된다. 상기 라운드 코너(936)는 상기 버

즈비크 형상의 산화막(922)의 형성에 기인하여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상기 활성 영역(930)의 상면(932) 및 양 측면(934)

은 각각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라운드 코너(936)가 약 6nm 이상의 곡률 반경을 가지도록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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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라운드 코너(936)가 원하는 곡률 반경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도 10c를 참조하여 설

명한 산화 공정에서 상기 SOI층(906)의 산화량 및 상기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922)의 형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0f를 참조하면, 상기 활성 영역(930)의 표면에 게이트 절연막(940)을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은 상기 활성

영역(930)의 표면으로부터 열산화 방법에 의하여 원하는 막질을 성장시켜 얻어질 수 있다. 또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

을 형성하기 위하여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은 SiO2, SiON, Si3N4, GexOyNz 또는 GexSiyOz 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HfO2, ZrO2,

Al2O3, TiO2, Ta2O5 와 같은 금속 산화물로 구성되는 고유전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

은 상기 예시된 막질들 중에서 선택되는 2종 이상의 물질을 복수 층으로 적층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은 예를 들면 1.3nm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활성 영역(930)에서 상기 라운

드 코너(936)의 곡률 반경이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 두께의 4.5 배 이상이 되도록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의 두께를 결

정한다.

도 10g를 참조하면, 상기 게이트 절연막(950) 위에 도전층을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게이트(950)를 형성한다. 상기 게

이트(950)는 예를 들면 도전성 폴리실리콘막, 금속막, 금속 질화물막 또는 금속 실리사이드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게이트(950)는 상기 활성 영역(930)의 상면(932) 및 양 측면(934)을 동시에 덮도록 형성된다.

그 후,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기 게이트(150)의 측벽에 절연 스페이서(도시 생략)를 형성하고, 소스/드레인 형성을 위한

이온 주입 공정 및 어닐링 공정을 행한다.

상기와 같이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결정 방위 <100>의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도록

상기 활성 영역(930)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게이트 절연막(940)과의 계면 부근에서 채널 형성면을 제공하는 상기 활성 영

역(930)의 상면 및 양 측면은 모두 {100}면을 주표면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에서는 NBTI 현상에 의한 소자 특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도 10a 내지 도 10g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법에서는 SOI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 8a 및 도 8b에 예시된 바와 같은 벌크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10a 내지 도 10e

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라운드 코너(936) 형성 공정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당 업자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

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1의 플로차트는 주표

면이 {100}면인 기판상에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고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활성 영

역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서, 도 9의 플로차트에서 단계 820을 실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단계 822에서, 소정의 제1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장방형 활성 영역 패턴을 가지는 포토마스크를 형성한다. 이 단계

는 통상의 활성 영역 예를 들면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활성 영역(10)을 형성하기 위한 포토마스크

준비 단계와 동일하게 행해질 수 있다.

단계 824에서, 도 9의 단계 810에서 준비된 기판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포토마스크의 제1 방향이 일치되어 상

호 평행하게 되도록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한다. 상기 준비된 기판은 활성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반도체층과, 식

각 마스크로 사용될 마스크층과, 포토레지스트막을 구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사진 공정에서는, 상면에 포토레지스트막이 형성되어 있는 웨이퍼가 노광 장치로 이

송된 후 노광 단계를 거치기 전에 웨이퍼 얼라인먼트 단계를 거친다. 웨이퍼 얼라인먼트 단계에서는 먼저 웨이퍼의 결정

방위 표시 마크인 노치 방향을 검출하고, 이어서 웨이퍼 스테이지에 웨이퍼를 로딩한 후 웨이퍼의 노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웨이퍼를 정렬하고, 웨이퍼의 중심 오차 및 회전 오차를 보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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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기판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포토마스크의 제1 방향이 일치되게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

를 정렬시키기 위하여, 먼저 통상의 웨이퍼 얼라인먼트 방법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에 상기 기판을 정확하게 정렬시킨

후, 상기 포토마스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웨이퍼 스테이지 위에서 상기 기판을 그 중심점을 회전축으로 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시킨다.

상기 기판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포토마스크의 제1 방향이 일치되게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시키기 위

한 다른 방법으로서, 먼저 통상의 웨이퍼 얼라인먼트 방법에 따라 웨이퍼 스테이지에 상기 기판을 정확하게 정렬시킨 후,

상기 기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포토마스크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시키

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상기 기판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포토마스크의 제1 방향이 일치되게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시키기 위

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노광 대상의 웨이퍼로서 그 노치 또는 오리엔테이션 플랫이 결정 방위 <100> 방향에 형성된 것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포토마스크에서 활성 영역 패턴을 SOI층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하다. 이들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노광 장치 내에서 웨이퍼 또는 포토마스크를 시프트시킬 필

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단계 826에서, 상기 기판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포토마스크의 제1 방향이 일치되도록 정렬된 상태에서 상기 포

토마스크를 이용한 노광 공정에 의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한다.

그 후,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상기 반도체층을 패터닝한다. 그 결과, 상기 기판상에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길게 연

장되는 활성 영역이 형성되며,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의 주표면이 각각 {100}면으로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활성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레이아웃을 설계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번거로

운 작업을 부가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활성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도 12는 종래 기술에 따른 트랜지스터에서 NBT(negative bias temperature)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임계 전압(Vth)의 시

프트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2의 평가를 위하여, 종래 기술에 따라 결정 방위 <110> 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p-채널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

터(이하, "종래 기술 1"이라 함)와, 결정 방위 <110> 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통상의 p-채널 평면 트랜지스터 (이하, "

종래 기술 2"라 함)에 대하여 각각 NBT 스트레스 시험을 행하였다. 도 12의 결과에서는 종래 기술 1의 경우가 종래 기술

2의 경우에 비하여 NBT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Vth 시프트가 더 크다.

도 13은 종래 기술 1 및 종래 기술 2에 대하여 NBT 스트레스 인가시 게이트 전압에 따른 Vth 시프트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도 14는 종래 기술 1 및 종래 기술 2에 대하여 NBT 스트레스 인가시 스트레스 온도에 따른 Vth 시프트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도 13 및 도 14에 있어서, 종래 기술 1의 트랜지스터에서 활성 영역의 상면을 채널로 이용하는 상면 트랜지스터 부분에서

의 특성이 종래 기술 2에서의 특성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종래 기술 1의 트랜지스터에서 활성 영역의 측면인 {110}면을

채널로 이용하는 측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Vth 시프트를 추산(推算)하여 이들 데이터를 함께 표시하였다.

도 13 및 도 14의 결과에서는 종래 기술 1의 경우가 종래 기술 2의 경우 보다 Vth 시프트가 더 크다. 종래 기술 1의 평가를

위하여 제작된 트랜지스터에서는 활성 영역의 상면과 측면과의 사이에 곡률 반경이 약 7nm인 라운드 코너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 1에서 비교적 큰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를 가지도록 형성한 점을 고려하면, 활성 영역 코너

에서의 곡률 반경이 NBTI 열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종래 기술 1에서의 Vth 시

프트가 종래 기술 2에서의 Vth 시프트 보다 커진 결과는 대부분 종래 기술 1에서의 활성 영역 측면인 {110}면을 채널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 13 및 도 14에 나타나 있는 종래 기술 1의 측면 트랜지스터에 대

하여 추산된 Vth 시프트 값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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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NBT 스트레스 인가시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Vth 시프트를

종래 기술 1 및 종래 기술 2와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 형성 방향이 결정 방위

<100> 방향이 되도록 활성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에서 모두 {100}면을 채널로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NBT 스트레스에 따른 Vth 시프트가 종래 기술에 비하여 작아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에서 {100}면을 채널 형성면으로 이용함으로써 NBTI의 열화를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상면과 측면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를 형성함으로써 소자의 특성 열화

방지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5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로서 p-채널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한 평가 결과 만을 나타내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사상을 n-채널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실제로, 본 발명자들은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의 주표면이 각각 {100}면인 n-채널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

를 제조하여 평가한 결과, 종래 기술에 따른 n-채널 트리플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비하여 구동 전류(drive current) 특성이

약 40%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활성 영역 내에서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고, 활성 영역 중 채널 형성면으

로 사용하는 상면 및 측면이 모두 {100}면을 그 주표면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댕글링 결합 양이 비

교적 많아 NBTI 열화를 초래하게 되는 {110}면을 채널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각각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는 상면 및

측면을 채널로 사용함으로써 NBTI 열화에 의한 소자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활성 영역의 상면과 측면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을 모두 채널 형성면으로 사용하는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활성 영역의 뾰족한 코너 부분에 전계가 집중됨

으로써 발생되는 소자의 전기적 특성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00}면이 주표면인 상면과, 상기 상면과 직각을 이루고 {100}면이 주표면인 양 측면을 가지는 실리콘 활성 영역과,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와,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과 게이트와의 사이에 각각 개재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과 인접한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양 측면에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채널 영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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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상기 상면과 양 측면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라운드 코너(rounded

corne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라운드 코너의 곡률 반경은 상기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적어도 4.5 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라운드 코너의 곡률 반경은 적어도 6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상면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1 채널 영역과,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양 측면에 각각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2 및 제3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는 상기 제1 채널 영역에 대향하고 있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2 및 제3 채널 영역에 각각 대향하고 있는 제2

및 제3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에는 p형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SOI (silicon-on-insulator) 웨이퍼의 지지 기판상에 형성되어 있는 매몰 산화막 (buried oxide film) 위

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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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성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고,

상기 활성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벌크(bulk)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2.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의 주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상면과, 상기 기판 위

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의 주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을 가지는 활

성 영역과,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와,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과 게이트와의 사이에 각각 개재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상면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1 채널 영역과,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측면에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2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는 상기 제1 채널 영역에 대향하고 있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2 채널 영역에 대향하고 있는 제2 게이트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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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에는 p형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상기 상면과 측면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라운드 코너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라운드 코너의 곡률 반경은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 보다 적어도 4.5 배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SOI 웨이퍼의 지지 기판이고,

상기 활성 영역은 상기 지지 기판상의 매몰 산화막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채널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채널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등록특허 10-0585131

- 14 -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벌크 반도체 기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2.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서 {100}면을 주표면으로 하여 상기 기판의 주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양 측면을 가지는 활

성 영역과,

상기 활성 영역의 양 측면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와,

상기 활성 영역의 양 측면과 상기 게이트와의 사이에 각각 개재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으로 채널이 형성되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은 결정 방위 <100> 방향에 따라 상기 양 측면에 각각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제1 채널 영역 및 제2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는 상기 제1 채널 영역에 대향하고 있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2 채널 영역에 대향하고 있는 제2 게이트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영역에는 p형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SOI 웨이퍼의 지지 기판이고,

상기 활성 영역은 상기 지지 기판상의 매몰 산화막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등록특허 10-0585131

- 15 -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채널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결정 방위 <100>의 채널 형성 방향을 가지는 채널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채널 영역에서의 채널 형성 방향은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과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벌크 반도체 기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30.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와,

{100}면이 주표면인 상면과 {100}면이 주표면인 측면을 가지는 메사형 활성 영역을 상기 기판상에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면 및 측면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면 및 측면에 대향하는 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으로서 지지 기판, 매몰 산화막 및 SOI층이 차례로 적층된 SOI 기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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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SOI층을 패터닝하여 결정 방위 <100>의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은 상기 상면과 상기 측면과의 사이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가 위치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라운드 코너의 곡률 반경은 상기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적어도 4.5 배가 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SOI층 위에 버퍼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버퍼 산화막 위에 상기 활성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질화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의 주위에서 상기 SOI층의 표면을 산화시켜 상기 SOI층 위에 소정 두께의 표면 산화막을 형성하는 동시

에 상기 질화막 패턴의 에지 부분과 상기 SOI층과의 사이에 버즈비크(bird's beak) 형상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표면 산화막 및 SOI층을 이방성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 버퍼 산화막 및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을 제거하여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측면 및 라운드 코너를 노

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SOI층의 주표면은 {100}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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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으로서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SOI층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이 상호 평행하

게 되도록 상기 지지 기판 및 SOI층이 얼라인되어 있는 SOI 기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으로서 상기 지지 기판에서의 결정 방위 <110> 방향과 상기 SOI층에서의 결정 방위 <100> 방향이 상호 평행하

게 되도록 상기 지지 기판 및 SOI층이 얼라인되어 있는 SOI 기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제1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장방형 활성 영역 패턴을 가지는 포토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SOI층의 결정 방위 <100> 방향과 상기 제1 방향이 일치하도록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하는 단계와,

상기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노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포토마스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기판을 그 중심점을 회

전축으로 하여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포토마스크를 정렬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기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포토마스크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45˚ 또는 135˚ 만큼 시프트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으로서 {100}면이 주표면인 벌크 반도체 기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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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벌크 반도체 기판에 제1 깊이의 STI(shallow trench isolation) 영역이 형성되도록 상기 벌크 반도체 기판을 식각하

여 상기 STI 영역에 의하여 상기 활성 영역을 한정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및 측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STI 영역의 저면에 상기 제1 깊이 보다 작은 두께의 절연막을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에 p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5.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위에 상면 및 양 측면을 가지는 메사형 활성 영역을 형성하되, 상기 상면과 양 측면과의 사이에 각각 소정의 곡

률 반경을 가지는 라운드 코너가 형성되도록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면 및 양 측면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면 및 양 측면에 대향하는 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의 양 측면의 주표면은 각각 {100}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으로서 지지 기판, 매몰 산화막 및 SOI층이 차례로 적층된 SOI 기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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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OI층 위에 버퍼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버퍼 산화막 위에 상기 활성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는 질화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의 주위에서 상기 SOI층의 표면을 산화시켜 상기 SOI층 위에 소정 두께의 표면 산화막을 형성하는 동시

에 상기 질화막 패턴의 에지 부분과 상기 SOI층과의 사이에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표면 산화막 및 SOI층을 이방성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질화막 패턴, 버퍼 산화막 및 버즈비크 형상의 산화막을 제거하여 상기 활성 영역의 상면, 양 측면 및 라운드 코너를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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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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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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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a

등록특허 10-0585131

- 23 -



도면8b

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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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0c

도면10d

등록특허 10-0585131

- 25 -



도면10e

도면10f

도면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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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585131

- 27 -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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