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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판 내에 매립된 패러데이 차폐와 유전체 웰을 갖는 높은Ｑ 값의 인덕터

요약

기판 내의 웰을 기판을 피복하는 절연층 아래로 에칭하고 상기 웰의 바닥에 긴 세그먼트 모양의 접지 패러데이 차폐

를 제작함으로써 IC 구조 내의 반도체 기판에 대한 인덕터 손실이 제거된다. 상기 웰은 인덕터 바로 아래에 놓이고, 

필요에 따라서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경화 유기 유전체 또는 공기로 채워진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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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인덕터, Q 값, 웰, 도전성 접지 차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주파 집적 회로내의 높은 Q 값을 갖는 인덕터들의 설계 및 구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의 환경은 무선 통신과 모뎀, 페이저, 쌍방향 라디오, 발진기(ocillator) 및 이동 전화(cell phone)와 같은 무선 제

품들의 빠른 확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고주파에서 작동하는 인덕터를 갖는 집적 회로(IC; intergrate

d circuit)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더욱더 효율적이면서, 콤팩트하고, 가벼우며,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 주파수

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단일 IC 내에서 인덕터를 포함하여 필요한 장치와 소자를 최대 숫자로 제

조하고, IC 제조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IC들에 대한 처리 단계의 수 및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

적이며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종래의 집적 회로들을 고주파 범위에서 실시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

되어야 하는 한계들이 드러나게 된다. 인덕터는 최적화를 위해 검토되어 온 영역의 하나이다.

양호도 Q는 일반적으로 IC에 있어서의 인덕터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Q는 도 1에 도시되는 식으로 표현

되는 바와 같이 인덕터에서의 전력 소비와 에너지 저장사이의 관계의 비이다. Q 값은 낮은 인덕터 및 기판 손실, 낮은

직렬 저항과 높은 인덕턴스에 따라 정해진다. 고 주파수는 대략 500MHz보다는 클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주파수 

범위에 대해 Q를 약 10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리콘 기판 위에 IC를 제조하는 기술은 잘 

개발되어 있다. 운이 나쁘게도 무선 주파수에서의 통상적인 높은 손실 및 그 결과 낮은 Q 값을 갖는 실리콘 기판을 구

비한 IC 내에 평면 나선형의 인덕터가 제작된다. 발생하는 손실은 몇몇 인자들에 따른 결과이다. 인덕터에 의해 발생

하는 전자기장은 IC를 구성하는 장치들 및 도전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실리콘 기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결합(coupling), 누화 노이즈(cross talk noise), 저항, 기생 용량(parasitic noise), 감소된 

인덕턴스 및 Q 값의 저하 등에 기인한 손실이 된다. 실리콘 기판 위의 특정 나선형의 도체에 관련된 Q 값의 요소들은 

미국 특허 제5,760,456, 컬럼 1의 제55행 이하에 개시된다.

Q 값의 개선에 대한 한가지 접근법은 IC를 구성하는 물질을 변경하는 것이다.갈륨-비소(GaAs) 및 사파이어와 같은, 

실리콘 이외의 기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의 변화를 도입하거나 실리콘이 아닌 기판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잘 개발되어 있는 현존하는 실리콘 기술에 따른 가능한 한 일관된 제조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iao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046,109호는 실리콘 기판 상의 IC의 Q 값 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덕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다른 영역이나 장치로부터 인덕터를 분리시키기 위한 분리

영역을 생성하는 것이다. 분리 영역은 예를 들어, X선 또는 감마선과 같은 고에너지를 갖는 빔으로 선택된 실리콘 반

도체 영역을 방사(radiation)하거나, 방사된 영역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양자(proton) 및 중양자(deuteron)와 같은 

입자에 의해 생성된다. 방사의 침투 깊이는 노이즈 및 선 손실(line loss)을 감소시키고 장치의 분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정도로 깊을 수 있다.

Q 값의 개선에 대한 다른 접근법은 평판 나선형 인덕터의 고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덕터 자체의 형상과 치

수(dimensionality)를 변경하는 것이다. Alford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008,102호는 토로이덜(toroidal) 및 나

선형(helical)의 두 가지 모양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기 모양을 갖는 인덕터 내에 무선 주파수 전류에 의해 발

생되는 자기장을 정렬시키는 방법으로 형성되고, 이에 의해 유전손(dielectric loss), 누화 및 Q 값의 증가를 최소화한

다.

Burghartz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114,937, 5,884,990, 5,793,272 및 6,054,329호는 고주파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리콘 기판을 갖는 높은 Q 값의 토로이덜(toroidal) 및 나선형의 인덕터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특허들에는 인

덕턴스를 증가시킴으로써 Q 값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몇몇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 Q 값을 올리기 위해 IC 

내에 결합되어 있는 개시된 장치들은 나선형 인덕터에 쌓이는 강자성 물질로 캡핑되고 채워진 나선형 트랜치(trench)

를 갖는 유전체 층으로 피복되며, 비어(via)에 의해 언더패스(underpass)로 콘택에 접속된 기판; 및/또는 제1 나선형 

인덕터의 위나 그에 인접한 제2 나선형 인덕터 - 두 코일은 강자성 브리지에 의해 또는 외부로, 만약 적층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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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패스(overpass)로 서로 접속됨 - 을 포함한다. 상기 토로이덜 인덕터는 강자성 물질로 채워진 유전체 트렌치 내

에 유사하게 형성되며, 상기 코일들은 와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그먼트화 되고, 상기 분할된 세그먼트들은 유전체

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그 결과 Q 값이 증가된다. 스터드(stud)는 반대편 단부를 연결한다. 상기 강자성 브리지 및 더

미 중심 구조 또는 공심(air core)은 기판으로의 플럭스 투과(flux penetration)를 감소시켜 인덕턴스를 증가시킴으로

써 Q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낮은 저항 물질인 구리의 두꺼운 상호 연결에서의 사용은 기생 저항

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Q 값을 증가시킨다(알루미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상기 특허는 1.4nH 인덕터에 대해

5.8GHz에서 Q = 40, 및 80nH 인덕터에 대해 600MHz에서 Q = 13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실리콘을

기초로 한 집적된 인덕터들 보다 2배 또는 3배의 Q 값을 보여주고 있다.

Liou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037,649호는 필요에 따라서 차폐 고리(shielding ring)를 포함하는 3차원 코일 인

덕터 구조를 개시하고 있으며, 상기 인덕터 구조는 3 레벨로 N 회 감은 코일선을 포함하며, 이 코일선의 각각과 기판

은 절연 층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비어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개시되어 있는 본 발명의 구조에 따르면, 자기장은 기

판에 수직이며, 평판 구조보다 낮은 직렬의 저항을 제공하고, IC의 다른 요소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며, 기생 용량이 낮

아질수록 고주파 및 마이크로파(microwave) 주파수에서의 Q 값이 높아진다.

Chiu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559,360호는 평행 도전 요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다중 레벨의 다중 

소자 구조(multilevel multielement structure)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요소의 저항을 균등하게 한다. 상기 해결

안은 특히 15미크론 이내의 도체의 폭에서 전류 집중(current crowding)을 최소화하고 도전 요소 사이의 자기 인덕

턴스(self-inductance)를 최대로 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의해 실리콘 기판 상의 알루미늄 도체에 대해 Q 값을 가능한

한 15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Ewen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446,311호는 절연 산화물 층을 갖는 실리콘 기판 

상에 구성된 다중 레벨 인덕터를 개시하고 있다. 인덕터들은 직렬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병렬로 접속되고, 금속 레벨

들은 비어에 의해 분로(shunt)로 된다. Q 값은 2.4GHz에서 7로 보고된다.

Van Roosemalen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124,624호는 브리징 크로스오버(bridging crossover) 및/또는 크로

스/언더(cross/under)를 방지할 수 있는, 평행하게 연결되어 뻗은 직사각형 조각을 조밀하게 적층하여 형성한 인덕터

를 개시하고 있다. 레벨들은 이산화 규소(silicon dioxide)에 의해 분리된다. 상기 구조는 적층된 조각으로 인해 상호 

인덕턴스가 증가되고 비어를 통해 다양한 직렬 및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 직렬 저항이 감소됨으로써 2GHz에서 가능한

한 25이상으로 Q 값을 증가시키도록 나타내어진다. 엇갈리는 스태킹(staggered stacking)은 기생 용량을 감소시킴

으로써 높은 Q 값에 기여하도록 나타내어진다.

Zhao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146,958호는 연속적인 비어에 의해 낮은 레벨의 나선형 인덕터를 더 높은 레벨의

인덕터로 연결함으로써 직렬 저항이 저감 하고 따라서 Q 값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Q 값의 개선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물질들을 포함하는 IC 내에 차폐 또는 영역을 생성하거나, 또는 IC를 투과할 수

있는 전자기선의 범위로 제어 또는 제한하는 개방 공간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기판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Wen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6,169,008 B1호는 IC의 유전체 기판 내에 3~5 미크론 깊이의 트렌치를 형성하고, 몇 차

수의 크기에 의해 기판보다 낮은 불순물 농도를 갖고 유전체로서 작용하는 높은 감도의 에피택시 층을 갖도록 상기 

트렌치를 채우는 것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상기 에피택시 층은 에치 백 되며, 절연층은 전체 및 절연층 상의 인덕터 

권선에 걸쳐서 퇴적되고, 이에 따라 기판 및 권선 사이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Q 값을 증가시킨다.

Chang 등이 발명자인 IEEE 전자 장치 논문, Vol. 14, No. 5의 '실리콘 상의 거대한 현수된 인덕터(suspended induct

or) 및 2 미크론 CMOS RF 증폭기에서의 이들의 사용'이라는 간행물은 기판 손실을 최소화하고 Q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나선형 인덕터 하부에 200~500 미크론 깊이의 공동(cavity)을 선택적으로 에칭함으로써 높은 Q 값을 갖는 나

선형 인덕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Andrews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959,522호는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이 약 1.1 보다 큰, 높은 투자율

의 상부 및 하부 차폐 층을 가지며, 그 층들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서 환형 고리(annular ring)를 포함하는 나선형 유도

코일을 포함하는 층이 있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직렬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된 개방 중심 영역(open centra

l area)을 통해, 차폐층의 와전류 및 손실 저항 전류는 서로 결합되고, 전류에 의해 유도되는 자속을 집중시킨다. 상기

자속의 집중은 보다 작은 영역에 인덕턴스가 증가되도록 한다. 차폐층의 방사 투영(radial projection)의 패턴은 유효 

컨덕턴스를 증가시킨다. 낮은 차폐 레벨이 비도전성이면, 이는 또한 기판에 대해 전기적인 차폐로 기능하고, Q 값을 

증가시킨다.

Grzegorek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760,456호는 기판 레벨과 나선형 인덕터 레벨 사이의 정전기 차폐로 기능

하는 상부면과 바닥면을 덮는 산화 절연층을 구비한 패터닝되고 세그먼트화 된 도전면의 삽입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고정된 낮은 임피던스 기준 전압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도전면은 금속, 폴리 실리콘 또는 

기판의 불순물이 많이 첨가된 영역을 포함한다. 인덕터로부터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할 때, 도전면의 설계와 위치는 

기생 용량과 와전류의 흐름을 최소화하고, 기판에 대한 전기장의 흐름을 억제하도록 설정함으로써 Q 값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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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편 인덕터의 표면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도 직렬 저항을 최소화하게 됨으로써 Q 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발명

은 약 2GHz의 주파수에서 약 6까지의 Q 값을 제공하는 것이 나타내어진다.

Wen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918,121호는 실리콘 기판 상의 편평 나선형 인덕터의 개념을 유지하며, 비소 및 

인과 같은 물질을 약간의 불순물로 갖는 실리콘과 같은 수천 ohm-cm의 저항성을 갖는 에피택셜 영역을 형성함으로

써 인덕터 와 기판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기 에피택셜 영역은 산화 절연체에 의해 상

부 및 측면이 둘러싸여 있으며, 기판의 상부는 약 10~20 ohm-cm의 저항성을 갖는다. 상기 편평 인덕터는 상부와 측

면이 에피택셜 영역의 상부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산화층의 부분에 직접 매립되어있는 금속간 유전체(intermetalic 

dielectric)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나타내어지는 결과는 기판으로의 유도 전류 손실의 감소이며, 개선된 Q 값이 된다.

Park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 6,153,489 호는 고저항 물질인 절연성 다공성 실리콘으로 충전된 실리콘 기판 내

의 트랜치를 형성하고, 유전체 층으로 피복하며, 그 위에 하부 금속선과 제2 유전체 층을 형성하고, 그 후 비어에 의해

금속선에 접속되는 나선형 인덕터 패턴을 형성한다. 이와 달리, 상기 나선형은 투과성 실리콘 층 내에서 형성될 수 있

다. 다른 예에서는, 기판과는 도전형이 반대인 고농도의 도펀트를 트랜치에 주입한 후, 다공성 실리콘으로 트랜치를 

충전하며, 다공성 실리콘에 인접하고 접속된 곳에서 폴리실리콘 트랜치 전극을 형성한다. 도전성 불순물 층을 형성하

기 위한 이온 주입 대신에 불순물이 많이 첨가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될 수 있다. 기판과 불순물 층 사이에 역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면 기판 내에 PN 접합 공핍층이 생성된다. 이러한 결과의 구조는 기생 용량을 감소시키고, 기판에 대한

금속 레벨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Q 값을 증가시킨다.

Q 값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은 IC 지형(real estate)의 재설계이다. Cornett 등이 발명자인 미국 특허 제5,959,

515호는 느슨하게 감싼 나선형 인덕터의 권수 주위의 중심이 개방되도록 함으로써, 예를 들어 외측 연결에 대한 나선

형 인덕터의 내측 권수 사이의 도전선의 길이인 인덕터의 크로스언더(cross-under) 길이가 효율적으로 감소되는 것

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상기 특허는 크로스언더 및 공진기 내의 기생 상호 교차 저항을 제거하기 위한 L-C 탱크 회

로로부터 장치의 원격 배치 및 Q 값의 증가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구조 및 공정은 상기 관련 기술에 개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웰은 기판 내에 깊이 생성된다. 하부에 절연

층을 갖고 상부에 낮은 k 유전체를 채우는 깊은 웰을 갖는 기판 내의 차폐의 위치는 기판 및 장치에 대한 기생 도전성 

결합(parasitic capacitive coupling)을 최소화한다. 기생 용량의 감소는 나선형 인덕터의 자기 공진 주파수(self-res

onating frequency)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Q 값이 증가된다. 본 발명의 절연층은 전체에 걸쳐 두꺼울 필요는 없으며,

기판에 대한 도전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어를 연결하는 높은 가로 세로비(aspect ratio)를 강제할 필요도 없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인덕터와 기판 사이의 도전성 결합은 인덕터 아래 및 인덕터의 각 권수로부터 균일한 거리에서 직

접적으로 단지 유전체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소된다. 본 발명에서 유전체가 채워져 있는 웰의 바닥에 차폐를 위

치시키는 것은 인덕터와 차폐 사이의 기생 용량을 낮게하고, 인덕터 나선의 자기 공진 주파수를 증가시킨다. 인덕터 

코일과 순수 유기 유전체를 사용하는 기판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생 용량을 감소시키며, 웰 바닥의 기판 

상에 패턴을 갖는 도전성 차폐(바닥 면)를 위치시키는 것은 기생 필드가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어떠한 기생 필드도 차

단시킨다. 두 기여는 함께 Q 값을 증가시킨다. 다른 이점들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IC 구조 내에 고주파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높은 Q 값을 갖는 인덕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덕터로부터 기판으로 발산하는 기생 전기장의 투과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집

적 인덕터의 Q 값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IC 제조에서 종래로부터 사용되는 양립할 수 있는 공정 및 물질들을 사용하는 상기 목적들

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들 목적 및 추가적인 목적들은 인덕터로부터 기판에 대한 도전성 결합이 인덕터 아래의 유기적인

낮은 유전 상수(k) 물질로 채워진 웰을 제공하고, 낮은 k를 갖는 웰의 바닥에 접지 패턴된 패러데이 차폐를 제공함으

로써 제거되어 달성된다. 본 발명은 실리콘 나기판(bare silicon substrate), FEOL 또는 SiGe, HRS(고 저항성 실리

콘; High Resistivity Silicon), CMOS 또는 BiCMOS 등과 같은 장치 웨이퍼 상에서 제작된다. 갈륨-비소, 석영 등과 

같은 기판 물질들은 웰의 에칭 방법이 적절히 변경된다면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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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Q 값을 정의하는 식을 보여주는 도면.

도 2a는 웰 단면의 문맥을 보여주는 도면.

도 2b는 위치되는 웰(1)을 90도 회전하여 보여주는 도면.

도 3a는 바닥면(패러데이 차폐; 2)을 퇴적하기에 앞서 도체(9) 및 마스크(7)를 패터닝하는 포토레지스트 마스크(7), 

도체(9) 및 절연체(8)를 인가한 후인 도 2b에 보여지는 웰의 단면도.

도 3b는 바닥면(패러데이 차폐; 2)을 퇴적하기에 앞서 도체(9) 및 마스크(7) 를 패터닝하는 포토레지스트 마스크(7), 

도체(9) 및 절연체(8)를 인가한 후인 도 2B에 보여지는 웰을 90도 회전한 도면.

도 3c는 바닥면(2)을 증착하고 포토레지스트 마스크(7)를 제거한 후의 도 3a를 보여주는 도면.

도 4a는 양 측면 및 바닥은 차폐 위치의 이해를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전체 웰을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유기 유전체(

4)로 채운 후의 도 3b의 바닥면 및 웰을 보여주는 도면.

도 4b는 평면화 후에 90도 회전한 단면도.

도 5는 표준 BEOL에서 집적된 나선형 인덕터(5)와 관련된 도 4a의 채워진 웰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7에 도시된 대체 실시예를 위한 준비로 개방 비어(6)를 추가한 후의 도 5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공기 유전체를 남기는 오픈 비어(6)를 통해 유기적 절연체가 웰로부터 제거된 후의 도 6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FEOL(front-end-of-line) 제조 공정이, 즉 도 2a에 도시된 실리콘 기판과 능동 소자의 상부에서 바람직하게 최초 종

료되면, BEOL을 위한 구조 내의 웰을 충전하는 물질을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웰 구조는 연

속되는 400℃ 이상의 공정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 우선, SiO 2 , Si 3 N 4 , 또는 BPSG(boron- phosphorous doped

silicate glass)와 같은 패시베이션/절연층으로 코팅된 FEOL 실리콘 기판으로, 여유있게 목적 인덕터의 그것보다 큰 

바로 아래의 영역에 대응하도록 웰이 패터닝된다. 웰을 위한 패턴은 반응성 이온 식각(RIE)이나 TMAH(테트라메틸암

모늄 수산화물;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KOH(potassium hydroxide), EDP(ethylenediaminepyrochat

echol) 또는 특정 기판 화합물에 대해 선택적인 다른 식각액을 용매로 하는 습식 식각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식각

액이 실리콘 기판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마스크의 구멍을 통해 약 20미크론 깊이의 웰이 형성될 때까지 식각된

다. 웰의 양 측벽은 충분한 경사를 가져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체(8), 도전체(9) 및 포토레지스트(7)에 의한 

벽 적용 범위와 도 3b 및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지 차폐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웰의 바닥 및 측면은 그 후 SiO 2 , Si 3 N 4 , BPSG 또는 다른 재료의 제2 패시베이션/절연층(8)으로 코팅되고, 금

속, 도핑된 a-실리콘, 도핑된 폴리실리콘 또는 실리사이드와 같은 도전 물질층(9)이 뒤따른다. AZ-4611과 같은 포토

레지스트(7)가 도전 물질 위로 도포되고 패러데이 접지 차폐(2)를 위한 연장되고 분리된 패턴은 아래의 절연체(8) 쪽

으로 개방된다. 패턴은 차폐 내의 소용돌이 전류의 발생을 방지한다. 웰 측면 위로의 접지(3) 연결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한 노출되고, 현상되고 식각된다. 또는, 접지 차폐는 마스크된 패턴을 통해 웰의 바닥에 실리콘을 도핑시

켜 기판에 대해 더욱 저항이 높은 도핑된 영역을 만들어 형성될 수 있다. 폴리이미드 2560 또는 SiLK(4)와 같은 낮은

유전 상수(k) 물질이 도포되어 웰을 완전히 채운다. 웰을 채운 것이 도 4a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도면에서 두 웰과 접지 차폐는 개방된 상태로 남겨진다. 도 4b에 충전된 웰의 절단면이 회전되어 도시된다. 약 20미

크론 깊이의 웰을 위해, 웰을 채우고 웰 밖의 웨이퍼 표면을 코팅하기 위해 25미크론의 폴리이미드가 적당하다. 유전

체는 그 후, 폴리이미드면 400℃로 처리되고, 웨이퍼를 가로지르는 표면과 채워진 웰이 평탄하지 않으면 알루미나 슬

러리(alumina slurry)를 사용한 연마 등의 CMP로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웰 밖의 표면 상의 패시베이션/절연층에

서 멈추어 평탄하게 한다. 공정 중의 이러한 단계는 채워진 웰의 표면과 주위의 패시베이션/절연층 표면을 동일 평면

화하기 위해 반복해야 될 수도 있다. 평판 인덕터 코일(5)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채워진 웰 위에 형성된다. 추가 

공정 단계가 바람직한 완전한 IC 구조를 위해 행해진다.

엄청나게 두꺼운 유전체층을 부가하지 않고 나선과 기판 사이의 기생 용량을 줄이고, 와전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형

상에 부가하여, 어떠한 잔류 기생 용량도 제거하는 패러데이 차폐 접지 평면을 제공하여 무선 주파수와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높은 Q 값을 갖는 저손실 나선형 인덕터를 포함하는 IC 구조는 견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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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인덕터 코일의 형성 후에 인덕터의 코일 사이에서 패턴이 식각되어 인덕터 아래의 웰 안

에 빈 공간을 형성한다. RIE를 사용하여,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웰 안의 유전체를 인덕터의 아래로부터 개

방 비어를 통해 제거하여, 공기 유전체를 웰 안에 남긴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로 설명되고 도시되었지만, 공정 단계, 물질 및 구조 에서의 변형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 회로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과,

바닥을 갖는 상기 기판 내의 웰과,

상기 웰 바닥 상에 평판하게 배치되는 도전성 접지 차폐와,

상기 차폐에 평행하고 상기 웰 위에 배치된 인덕터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FEOL, CMOS 또는 BiCMOS 기판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실리콘, 갈륨-비소, HRS, 석영, 사파이어 및 SiGe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웰은 깊이가 약 20미크론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웰은 경사진 벽으로 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진 벽으로 된 웰은 낮은 유전 상수 물질로 채워지 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낮은 유전 상수 물질은 폴리이미드, SiLK 또는 공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접지 차폐는 각각 뻗은 동일 평면상의 세그먼트로 되며, 상기 세그먼트는 공통으로 연결

되고 일단이 접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용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접지 차폐는 금속, 불순물이 첨가된 실리콘, 불순물이 첨가된 폴리실리콘 또는 규소 화

합물로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접지 차폐는 패시베이션(passivation)/절연 물질에 의해 기판으로부터 분리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절연 물질은 SiO 2 , Si 3 N 4 또는 BPSG인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덕터는 나선형의 평판 인덕터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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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덕터는 패시베이션/절연 물질에 의해 상기 도전성 접지 차폐로부터 분리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절연 물질은 SiO 2 , Si 3 N 4 또는 BPSG인 장치.

청구항 15.
집적 회로에서 인덕터에 사용하기 위한 도전성 접지 차폐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패시베이션/절연층으로 피복된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패시베이션/절연층을 패터닝하고, 벽과 바닥을 가지는 웰을 상기 기판 상의 영역까지 식각하는 단계 - 상기

영역은 상기 웰 바로 위에 형성할 인덕터보다 약간 더 크게 설정됨 - 와,

제2 패시베이션/절연층, 도체 및 마스크에 의해 교대로 웰의 벽 및 바닥을 피복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를 통해 상기 웰 외측에 연결되는 접지 차폐를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웰 및 식각된 접지 차폐의 벽에 대해 제3 패시베이션/절연층을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웰 레벨을 낮은 유전 상수 물질로 채우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는 실리콘, 갈륨-비소, HRS, 석영, 사파이어 및 SiGe을 포함하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는, 기판으로서 FEOL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절연층은 SiO 2 , Si 3 N 4 또는 BPSG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벽과 바닥을 갖는 웰을 식각하는 단계는 기판 물질에 선택적인 식각액을 통해 습식 식각(wet etchi

ng)을 사용하는 경사진 벽 및 바닥을 갖는 웰을 식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 식각을 사용하는 단계는 실리콘 기판에 TMAH(테트라메틸암모늄 수산화물; tetrameth

ylammonium hydroxide)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도체로 상기 웰의 벽 및 바닥을 피복하는 단계는 상기 웰의 벽 및 바닥을 금속, 불순물이 첨가된 실

리콘, 불순물이 첨가된 폴리실리콘 또는 규소 화합물로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마스크로 상기 웰의 벽 및 바닥을 피복하는 단계는 상기 웰의 외측에 연속성을 갖는 경화된 포토레

지스트로 상기 웰의 벽 및 바닥을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웰을 낮은 유전 상수 물질로 채우는 단계는 상기 웰을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 경화 폴리이미드

(cure polyimide)로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저손실의 IC용 집적 인덕터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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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기재된 공정 단계들을 수행하는 단계와,

그 후, 상기 웰 위에 수직으로 인덕터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IC를 완성하기 위한 공정 단계를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웰은 유기적 유전체로 채워지며, IC를 완성하기 위해 공정 단계를 계속하는 상기 단계 및 인덕

터를 제작하는 단계는, 웰로 뻗어있는 인 덕터 개구의 권수 사이를 식각하는 단계 및 반응성 이온 에칭에 의해 유기 

유전체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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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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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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