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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임계 전압 설정 노치를 갖는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 방법

(57) 요 약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은 CMOS 기반 장치가 종래의 벌크 CMOS와 비교하여 감소된 σVT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깊
게 공핍된 채널(Deeply Depleted Channel, DDC)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채널 영역에 도펀트를 갖는 FET의 임계
전압 VT가 훨씬 더 정밀하게 설정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독특한 노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도펀트 프로파일은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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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범위 내에서 VT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이 상에서 아주 넓은 범위의 VT 설정들이 수용

되도록 금속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이 VT 설정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DDC 설계는 또한 종래의 벌크 CMOS 트랜

지스터와 비교하여 강한 보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DDC 트랜지스터에서의 전력 소비의 상당한 동적 제어
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 결과, VT(낮은 σVT를 가짐) 및 VDD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장치에 대해 보디 바이어스가 VT와 분리되어 조정될 수 있다.
(72)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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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장치 유형을 포함하는 집적 회로 다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도핑된 우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도핑된 우물보다 고농도로 도핑된 차폐층(screening layer)들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도핑된
우물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 탄소 및 붕소를 2차적으로 동시 주입하는(co-implanting) 단계;
상기 차폐층들 상에, 상기 차폐층들보다 저농도로 도핑된 임계 전압 설정층(threshold voltage setting layer)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임계 전압 설정층을 형성하는 단계 후에, 상기 복수의 도핑된 우물 상에 에피택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복수의 도핑된 우물 중 적어도 일부를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얕은 트렌치 분리(shallow trench isolatio
n)를 사용하는 단계; 및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 상에 복수의 게이트 스택(gate stack)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다수의 장치 유형을 허용하기 위해, 적어도 일부 게이트 스택들은 제1 조성을 가지며 상기 게이트 스택들과 상
기 차폐층 사이에 뻗어 있는 공핍 구역을 갖도록 동작가능하고, 다른 게이트 스택들은 상기 제1 조성과 상이한
제2 조성을 갖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도핑된 우물 중 적어도 일부를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얕은 트렌치 분리를 사용하
는 단계는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일어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전압 설정층 상의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은 채널층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의 적어도 일부분은 5 x 10

17

3

원자/cm 미만의 농도를 갖는

채널층으로서 상기 복수의 게이트 스택 아래에 유지되는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도펀트 주입 동안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의 적어도 일부를 마스킹하여 상기 마스킹된 에피택
셜 실리콘층을 비도핑된 채로 유지함으로써 상이한 장치 유형들이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택셜 실리콘층 및 채널층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를 도핑함으로써
상이한 장치 유형들이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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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임계 전압 설정 노치(threshold voltage set notch)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임계 전압 설정층이
도핑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게이트 스택 중 적어도 일부는 게이트-나중 공정(gate last process)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열 산화물을 패드 산화물(PAD oxide)로 대체함으로써 열 비용(600 ℃ 미만 및 120 초 미만)이
유지되는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장치 유형은 DDC 디지털 논리 장치, 레거시 디지털 논리 장치, DDC 아날로그 장치, 레
거시 아날로그 장치, 레거시 입출력(I/O) 아날로그 회로 및 시스템, 높은 VT의 장치, 및 낮은 VT의 장치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선택되는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 및 그와 연관된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임계 전압 설
정 노치(threshold voltage set notch)를 갖는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얼마 동안, 반도체 산업은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벌크 CMOS 웨이퍼 기술을 사용해오고 있다.

웨이퍼가 다

이 또는 칩 - 각각의 칩이 전자 장치 내에 패키징됨 -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개개의 섹션으로 다이싱된다.
벌크 CMOS 기술은 특히 "스케일링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만족스러운 생산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의 제조 공정 및 장비를 최적화하여 재사용하면서 벌크 CMOS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작게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벌크 CMOS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그의 전력 소비도 감소되었으며, 이는 업계

가 증가된 트랜지스터 밀도를 제공하고 동작 전력을 낮추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는 벌크

CMOS 트랜지스터의 전력 소비를 그의 크기에 따라 스케일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트랜지스터 및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비용을 줄였다.
[0003]

그렇지만, 최근에, 벌크 CMOS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그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트랜지스터 전력 소비는 칩 전력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는 차례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비용

및, 어떤 경우에, 시스템의 효용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당 전력 소비가 동일한 채로 있거나

증가하면서 동일한 칩 면적 내의 트랜지스터의 수가 배로 되는 경우, 칩의 전력 소비는 2배보다 많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얻어진 칩을 냉각시킬 필요성 - 이는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함 - 으로

인한 것이다.

그 결과, 이것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가 칩을 동작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이 2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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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될 것이다.

이러한 증가된 전력 소비는 또한,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전 제품의 유용성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또한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 및 열 소산을 필요로 하

는 것, 어쩌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 그리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다른 효과도 가
질 수 있다.
[0004]

부분적으로는 트랜지스터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동작 전압 VDD가 더 이상 감소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벌크 CMOS의 전력 소비를 계속 감소시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도체 엔지니어
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CMOS 트랜지스터는 온 또는 오프이다.

CMOS 트랜지스터의 상태는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 VT에 대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트랜지스터가 온으로 스위칭

되어 있는 동안, 트랜지스터는 하기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동적 전력(dynamic power)을 소비하며,
2

[0005]

Pdynamic = CVDD f

[0006]

여기서 VDD는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동작 전압이고, C는 온으로 스위칭될 때의 트랜지스터의 부하 커패시턴스
(load capacitance)이며, f는 트랜지스터가 동작되는 주파수이다.

트랜지스터가 오프로 스위칭되어 있는 동안,

트랜지스터는 하기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적 전력(static power)을 소비하며,
[0007]

Pstatic = IOFF VDD

[0008]

여기서 IOFF는 트랜지스터가 오프로 스위칭되어 있을 때의 누설 전류이다.

과거에, 업계는 주로 동작 전압 VDD를

감소시킴으로써 - 이는 동적 전력 및 정적 전력 둘 다를 감소시킴 - 트랜지스터 전력 소비를 감소시켰다.
[0009]

동작 전압 VDD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임계 전압 VT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만, 트랜지스터 치수가 감소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벌크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트

랜지스터의 경우, 임계 전압 VT를 설정하는 주된 파라미터 중 하나는 채널 내의 도펀트의 양이다.

VT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는 할로 주입(halo implantation), 저농도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확장, 및 채널 두께이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칩 상의 동일한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VT를 가지도록 트랜지스터 VT를 정합시키는 것이 정
밀하게 행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핑 농도 및 배치에서의 공정 및 통계적 변동은 임계 전압이 상당히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합된 트랜지스터는 모두가 동일한 게이트 전압에 응답하여 동시에 온

으로 스위칭되지는 않을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일부가 결코 온으로 스위칭되지 않을 수 있다.

훨씬 더 걱

정이 되는 것은, 부정합된 트랜지스터로 인해, 트랜지스터가 능동적으로 스위칭하지 않을 때에도, 전력을 낭비
하는 누설 손실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0010]

100 nm 이하의 채널 길이를 가지는 트랜지스터의 경우, 공칭 도펀트 농도 레벨에서 겨우 30개 내지 50개의 도펀
트 원자가 채널에 배치될 수 있다.

이것은 약 100 나노미터 초과의 채널 길이를 가지는 이전 세대의 트랜지스

터에 대한 채널에 배치되는 수천 또는 수만개의 원자와 비교된다.

나노미터 스케일 트랜지스터의 경우, 이러한

적은 수의 도펀트 원자의 개수 및 배치의 내재적인 통계적 변동으로 인해 RDF(random dopant fluctuation, 랜덤
한 도펀트 변동)라고 알려져 있는 검출가능한 VT의 변동이 생긴다.

공정 및 물질 변동과 함께, 도핑된 채널을

갖는 나노미터 스케일 벌크 CMOS 트랜지스터의 경우, RDF는 VT (통상적으로 시그마 VT 또는 σVT라고 함)의 변동
의 주된 결정요인이고, RDF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σVT의 양은 채널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0011]

크게 감소된 σVT를 가지는 새로운 트랜지스터에 대한 공정 및 설계가 업계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비도핑된 채널 FINFET 등의 많은 제안된 해결책은 트랜지스터 공정 제조 및 레이아웃의 상당한 변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채택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업계가 종래의 널리 사용되는 집적 회로 제조 공정

및 트랜지스터 레이아웃의 상당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재설계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회로(I/O), 디지털 회로, 및 기타 유형의 회로 등의 아주 다양한 회로 유형을 포함하는 시스템 온 칩
(SoC) 또는 다른 고도로 집적된 장치에서 특히 그렇다.

게다가, 이러한 고도로 집적된 시스템에 상이한 유형의

회로가 주어지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형의 회로가 개선될 수 있고 임의의 필요한 종래의 회로가 그대로
있다면, 제조 공정에서의 추가의 단계를 피하기 위해 전체적인 SoC가 여전히 함께 생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회로에 대한 개선이 달성될 수 있고 아날로그 회로에 개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가의 처리 단
계를 부가함이 없이 회로들이 함께 동시에 제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을 수용하기 전체 집적 회로가 재설계될 수 있다.

감소된 전압 전원에서의 동작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재설계"라는 용어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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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조 이전에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적절히 크기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지만, 재설계를 시도할

부가의 공정 및 마스킹 단계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0012]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과 연관된 비용 및 위험이 상당하여, 반도체 및 전자 시스템의 제조업체는 벌크 CMOS의 사
용을 연장할 방안을 오랫동안 찾아왔다.

VDD가 실질적으로 1 볼트 미만으로 감소될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 트랜

지스터 그룹에서의 σVT 변동을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벌크 CMOS에서의 전력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점점 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게 되었다.

발명의 내용
[0013]

저전력 트랜지스터가 표준 트랜지스터를 대체할 때에도 온다이 아날로그 I/O 트랜지스터를 그대로 둘 수 있게
해주는 저전력 디지털 트랜지스터 공정 및 구조를 가지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은 변경되

고 다른 것은 변경되지 않은 종래의 회로인 회로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이들을 제조하는 공정이 실질적으로 변경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집적 회로 전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의 제조 단계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0014]

따라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상보적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
랜지스터 및 집적 회로에 대한 개선된 구조 및 제조 방법, 및 또한 종래의 및 새로운 디지털 및 아날로그 트랜
지스터 둘 다를 단일 집적 회로 다이 상에 제조하는 것과 호환되는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

잘 알

것인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실시예는 종래 기술에서의 단점을 멋지게 해결하는 이러한 구조 및
공정을 제공한다.
[0015]

각종의 전자 장치 및 시스템에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련의 새롭고 다양한 구조 및 방법이 제공된다.
이들 새롭고 다양한 구조는 공통의 실리콘 기판 상에 종래의 장치를 포함하는 다른 장치와 함께 구현될 수
있다.

이들 구조 및 방법 중 일부는 대체로 기존의 벌크 CMOS 공정 흐름 및 제조 기술을 재사용함으로써 구현

될 수 있고, 이는 반도체 업계는 물론 광범위한 전자장치 업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대안의 기술로의 전
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구조 및 방법은 CMOS 기반 장치가 종래의 벌크 CMOS와 비교하여 감소된 σVT

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깊게 공핍된 채널(Deeply Depleted Channel, DDC)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채널 영역에
도펀트를 갖는 FET의 임계 전압 VT가 훨씬 더 정밀하게 설정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상이한 이점을 달성하도

록 DDC를 구성하는 많은 방식이 있고,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부가의 구조 및 방법이 부가의 이점을 달성하기 위
해 단독으로 또는 DDC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0016]

본 개시 내용은 종래의 반도체 제조 공정보다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한가지 기술적 이점은 정

밀한 범위 내에서 VT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독특한 노치를 나타내는 도펀트 프로파일을 제
공하는 것이다.

다른 기술적 이점은 다이 상에서 아주 넓은 범위의 VT 설정들이 수용되도록 금속의 적절한 선택

에 의해 VT 설정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술적 이점은 DDC 트랜지스터에서의 전력 소비의

상당한 동적 제어를 제공하는 보디 바이어스의 사용을 포함한다.

그 결과, VT(낮은 σVT를 가짐) 및 VDD를 독립

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장치에 대해 보디 바이어스가 VT와 분리되어 조정될 수 있다.
[0017]

본 개시 내용의 특정의 실시예는 이들 장점 중 일부, 전부를 가지거나, 전혀 갖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기술적

이점은 이하의 도면,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부터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쉽게 명백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8]

본 개시 내용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사한 참조 번호가 유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첨부 도면과 관련
하여 기술된 이하의 설명을 참조한다.
도 1은 DDC 디지털 트랜지스터, 종래의 디지털 트랜지스터, DDC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종래의 아날로그 트랜지
스터, 높은 VT의(high VT) 장치, 낮은 VT의(low VT) 장치, 및 기타 장치의 그룹을, 예시적인 프로파일과 함께,
개략적으로 나타낸 대표적인 SoC를 나타낸 도면.
도 2a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이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장치를 처리하는 것에 관련된 상이한 공정 단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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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전반적인 플로우차트.
도 2b는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가능한 도펀트 프로파일을 나타낸 도면.
도 2c 및 도 2d는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도펀트 프로파일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정 단계를 나타낸 트랜지스터 공정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3a는 서로 다른 실시예에 따른 2개의 장치 특징부 표를 포함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l은 집적 회로 공정 흐름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5a 내지 도 5j는 집적 회로 공정 흐름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6a 내지 도 6m은 집적 회로 공정 흐름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7a 내지 도 7j는 집적 회로 공정 흐름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아주 많은 전자 장치 및 시스템에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구조 및 방법이 제공되
고, 이들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장치 둘 다를 비롯한 각종의 상이한 구성요소와 함께 그리고 또한 동일한 회로
내의 종래의 장치와 함께 생성될 수 있다.

정밀하고 넓은 범위의 VT 제어 및 개선된 σVT를 갖는 광범위한 트랜

지스터를 동일한 다이 상에 구축하는 공정에 친숙한 기법이 제공된다.

게다가, 보디 바이어스 계수 및 VT를 개

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일 SoC 상에 구성될 수 있는 구조가 제공된다.

이들 2개의 설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설계자가 단일 SoC 상에 광범위하게 이질적인 트랜지스터 장치 유형을 혼재시키고 이들을 정합시킬 수 있게 해
준다.
[0020]

VT의 값은 DDC 구조를 사용하여 (낮은 σVT로) 정밀하게 설정될 수 있고, 독특한 노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도펀트
프로파일은 VT 설정을 정밀한 범위 내에서, 한 일례에서, 약 +/- 0.2V로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이

상에서 아주 넓은 범위의 VT 설정이 수용되도록 금속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이 VT 설정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대해 다수의 개별적인 마스킹 단계를 꼭 필요로 하는 일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
정적 및/또는 동적 바이어스 둘 다의 정확한 설정을 부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확한 범위 내에서 넓은 범위의
VT를 갖는 상이한 유형의 트랜지스터가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0.9와 + 0.9 볼트 사이의 VT(1.0 VDD 트

랜지스터의 경우)를 갖는 거의 모든 유형의 트랜지스터가 구성될 수 있고, 동일한 다이 상에 구성될 수 있다.
[0021]

기능적으로, 이것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가 복합적인 높은 및 낮은 VT의 또는 혼합 신호 회로의 비용 효과
적인 제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널리 적용가능한 트랜지스터 공정 단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

정으로부터 형성된 트랜지스터들은 잘 정합되고 및/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종래의 또는 다양한 저전력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0022]

이들 새로운 구조 및 방법 중 일부는 대체로 기존의 벌크 CMOS 공정 흐름 및 현재의 인프라 제조 기술을 재사용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고, 이는 반도체 업계는 물론 광범위한 전자장치 업계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대안의
기술로의 전환(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공정 및 장비의 변경을 필요로 함)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향상된 전력

절감 및 성능 이득을 위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트랜지스터 둘 다 및 종래의 구조와 혁신적인 구조의 혼재를 포
함하는 상이한 트랜지스터 설계들이 단일 집적 회로 또는 시스템 온 칩(SoC)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 종래의 모드 또는 저전력 모드를 비롯한 상이한 전력 모드가 달성될 수 있다.

원하는 바에

게다가, 이들 새로운 구조

가 종래의 트랜지스터 및 레이아웃 구조와 함께 공정 흐름 내에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추가의 공정 단계를 피함
으로써 제조업체가 집적 회로의 공정 흐름에 새로운 구조를 포함시키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새로운

전력 절감 트랜지스터 구조를 포함하는 SoC 등의 집적 회로의 생산 비용의 증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0023]

또한, 저전력 동작의 결과로서 종래의 장치보다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 기술된 혁신을 전자
제품 등의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사용하는 방법 및 구조가 제공된다.

이러한 이점은 본 명세서에 기술되고 예시

된 실시예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될 수 있는 저전력 쿨러 시스템의 결과로서 시스템 레벨에서의 저전력 소모, 향
상된 시스템 성능, 향상된 시스템 비용, 향상된 시스템 제조성 및/또는 향상된 시스템 신뢰성을 포함한다.

설

명할 것인 바와 같이, 이들 혁신은 유익하게도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폰, 텔레비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셋
톱 박스, 랩톱 및 팜톱 컴퓨팅 장치, 전자책 리더, 디지털 카메라, GPS 시스템,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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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장치 및 태블릿은 물론, 각종의 기타 전자 장치와 같은 소비자 장치를 비롯한 광범위한 전자 시스
템에서 이용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트랜지스터 및 집적 회로는 전체적으로 전자 시스템의 동작, 그에

따라 상업적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혁신적인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및

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또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안의 접근 방법보다 더 친환경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0024]

이들 및 기타 이점은 설계자, 생산자 및 소비자의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디지털 회로에서의 진보를 제공
한다.

이들 이점은 집적 회로의 계속되는 추가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구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 개선된 성능을 갖는 장치 및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실시예 및 일례는 본 명세서에서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전자 시스템, 및 관련 방법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며, 새로운 구조 및 방법이 전자 제
품의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제조 공정 및 유통망의 다양한 레벨에서 제공하는 특징 및 이점을 강조할 것이
다.

이들 일례에 내재된 개념을 집적 회로 및 전자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 및 구조에 적용하는 것은 확장적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에 따라,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가 이들 실시예 및 일례로 제한되지 않고 본 명세서

에 그리고 또한 공동 양도된 관련 출원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0025]

일 실시예에서, 동일한 채널 길이를 갖는 종래의 도핑된 채널 장치와 비교하여 정밀하게 제어되는 임계 전압을
갖는 새로운 나노스케일 FET(Field Effect Transistor) 구조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밀하게 제어되는

임계 전압은 σVT의 상당한 개선 또는 감소를 제공하는 VT 값을 설정하고 아마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은 종래의 장치와 비교하여 낮은 동작 전압을 가지는 FET 트랜지스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일 실시예는 게이트로부터 게이트 아래로 어떤 깊이에 설정되어 있는 고농도로 도핑된 차폐층(highly

doped screening layer)까지 뻗어 있는 공핍 구역 또는 영역[즉, 깊게 공핍된 채널(DDC)]을 가지도록 동작하는
나노스케일 FET 구조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게이트 근방의 채널 영역은 게이트 아래로 적어도 게이트 길

이의 1/2의 거리에 위치하는 고농도의 차폐 영역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비도핑되어 있다.

이것은 고농도로 도

핑된 차폐 영역 또는 층과 짝을 이루는 실질적으로 비도핑된 채널 영역 또는 층(농도가 5 x 10
이고 통상적으로 에피택셜 성장된 실리콘층으로서 형성됨)을 제공한다.

17

3

원자/cm 미만

이와 함께, 동작 시, 이들 구조는 임계

전압보다 대략 크거나 같은 전압이 게이트에 인가될 때 게이트로부터 방출되는 전계를 종단시키는 깊게 공핍된
구역 또는 영역을 정의하는 기능을 한다.
[0026]

특정의 실시예에서, 소스 및 드레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차폐층이 배치되어 있다.

특정의 다른

실시예에서, 차폐층은 다수의 소스/드레인/채널/차폐 영역 아래에 뻗어 있는 시트로서 형성될 수 있다.
영역 두께는 통상적으로 5 내지 50 나노미터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제공되어 있는 경우) 및 P-우물에 비해 고농도로 도핑되어 있다.
3

원자/cm 의 농도를 갖도록 도핑된다.

차폐

차폐 영역은 채널, 임계 전압 조정 영역

실제로, 차폐 영역은 1 x 10

18

내지 1 x 10

20

특정의 실시예에서, 비도핑된 채널 및 게이트 쪽으로의 도펀트 이동을 방

지하기 위해 탄소, 게르마늄 등의 도펀트 이동 저지층이 차폐 영역 위에 도포될 수 있다.
[0027]

임계 전압이 주로 게이트 일함수, 보디 바이어스, 채널 두께, 및 차폐층의

깊이와 도펀트 농도의 조합에 의해

설정되지만, 선택적으로 차폐 영역에 인접하여 별도의 에피택셜 성장된 실리콘층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임계 전
압에 대한 작은 조정이 가능하다.
를 가진다.

이러한 임계 전압 조정 영역은 차폐 영역의 도펀트 농도 미만의 도펀트 농도
17

통상적인 응용에서, 임계 전압 조정 영역은 5 x 10 와 2 x 10

를 갖도록 도핑된다.
있을 수 있다.

19

3

원자/cm 사이의 범위의 평균 농도

존재하는 경우, 임계값 조정 영역 두께는 통상적으로 2 내지 50 나노미터 두께의 범위에

특정의 실시예에서, 채널 영역 내로의 또는, 다른 대안으로서, 차폐 영역으로부터 임계 전압 조

정 영역 내로의 도펀트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게르마늄 등의 도펀트 이동 저지층이 임계 전압 조정 영역
위에 및/또는 아래에 도포될 수 있다.
[0028]

잘 알 것인 바와 같이, 100nm 미만의 논리 장치의 경우, DDC 깊이(Xd)는 게이트 아래에 있는 차폐층의 깊이에
의해 확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게이트 길이의 1/2(즉, 1/2 LG)이거나, 어쩌면 게이트 길이(즉, LG)나 그 근방
의 중간 부분(예컨대, 3/4 LG)과 같다.

한 일례에서, DDC 깊이는 채널 길이의 1/2보다 크게 또는 그와 대략 같

도록 설정될 수 있고, 이는 동작 중에 심지어 1 볼트 미만의 낮은 동작 전압에서도 임계 전압의 정밀한 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정의 응용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이한 깊이는 상이한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개시 내용이 주어지면, 상이한 응용, 상이한 장치 기하 형태, 및 특정의 설계의 다양한 파라미터에서 상이한
DDC 깊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특정의 응용의 파라미터에 따라, DDC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데 사

-8-

등록특허 10-1771278
용되는 상이한 영역 두께, 도펀트 농도, 및 동작 조건이 상이한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0029]

논의할 것인 바와 같이, 일부 구조 및 방법은 동일한 웨이퍼 및 다이 상에 배치되어 있는 모놀리딕 회로에 종래
의 트랜지스터 장치와 함께 생성될 수 있는 DDC 설계에 관한 것이다.

DDC는 고농도로 도핑된 채널을 갖는 종래

의 벌크 CMOS와 비교하여 감소된 CMOS 장치가 σVT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이는 VT의 증가된 변동성을 허
용한다.

DDC 설계는 또한 종래의 벌크 CMOS 트랜지스터와 비교하여 강한 보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보

디 바이어스의 도움을 받아 향상된 트랜지스터 임계 전압 설정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상이한 이점

을 달성하도록 DDC를 구성하는 많은 방식이 있고,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부가의 구조 및 방법이 부가의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DDC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0030]

이들 구조 및 구조 제조 방법은 FET 트랜지스터가 종래의 나노스케일 장치와 비교하여 낮은 동작 전압 및 낮은
임계 전압 둘다를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DDC 트랜지스터는 전압 보디 바이어스 발생기의 도움

을 받아 임계 전압이 정적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해주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임계 전압이 심지

어 동적으로 제어될 수 있고, 이는 트랜지스터 누설 전류가 크게 감소(누설이 적은 저속 동작을 위해 VT를 상향
조정하도록 전압 바이어스를 설정하는 것에 의함), 또는 증가(누설이 많은 고속 동작을 위해 VT를 하향 조정하는
것에 의함)될 수 있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이들 구조 및 구조 제조 방법은 회로가 동작 중인 동안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FET 장치를 갖는 집적 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제공한다.

따라서, 집적 회로 내의 트랜지스터는

공칭상 동일한 구조로 설계될 수 있고, 상이한 바이어스 전압에 응답하여 상이한 동작 전압에서 동작하거나 상
이한 바이어스 전압 및 동작 전압에 응답하여 상이한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제어, 변조 또는 프로그램될 수
있다.
[0031]

그에 부가하여, 이들은 회로 내에서의 상이한 응용을 위해 제조 후에 구성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 및 일례가 트랜지스터를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고, 새로운 구조 및 방법이 트랜지스터
에 제공하는 특징 및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일례에 내재된 개념의 집적 회로를 생성하는 방법

및 구조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확장적이며 트랜지스터 또는 벌크 CMOS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술 분

야에서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가 이들 실시예 및 일례로 또는 본 명세서에 또한 공동 양도된 관련 출원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유익하게도 다른 디지털 회로 문맥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
다.
[0032]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들 중 일부에 대한 다수의 구체적인 상세가 주어져
있다.

본 발명이 이들 구체적인 상세 없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즉각 명백하다.

다른 경우에, 불필요한 상

세로 본 발명을 불명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공지된 회로, 구성요소, 알고리즘 및 공정이 상세히 도시되어 있
지 않거나 개략도 또는 블록도 형태로 예시되어 있다.

그에 부가하여 대부분의 경우, 물질, 가공, 공정

타이밍, 회로 레이아웃, 및 다이 설계에 관한 상세가, 관련 기술 분야의 당업자의 이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발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세가 생략되어 있다.

이하의 설

명 및 특허청구범위 전체에 걸쳐 특정의 시스템 구성요소를 지칭하기 위해 특정의 용어가 사용된다.

이와 유사

하게, 구성요소가 다른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고 본 명세서에서의 설명이 기능이 아니라 이름이 상이한 구성요
소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포함하는"

및 "구비하는"이라는 용어는 개방형(open-ended) 방식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예를 들어, "~를 포함하지만 이들
로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0033]

앞서 언급한 방법 및 구조의 다양한 실시예 및 일례가 본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다.
시적인 것이고 결코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보는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안출될 것이다.
언급할 것이다.

이 상세한 설명이 단지 예

다른 실시예가 본 개시 내용의 혜택을

첨부 도면에 예시되어 있는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도면 및 이하의 상세한 설명 전체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 동일한 참

조 표시자가 사용될 것이다.
[0034]

명확함을 위해, 본 명세서에 기술된 구현예 및 실시예의 일상적인 특징 전부가 도시되고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본 명세서에서의 본 개시 내용의 임의의 이러한 실제 구현예의 개발에서, 개발자의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다수의 구현-관련 결정이 통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개발 노력이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혜택을 보는 당업자에게는 일상적인 엔지니
어링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0035]

또한, 반도체의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을 수정하기 위해 반도체의 기판 또는 결정층에 주입되거나 다른 방식으
로 존재하는 원자의 농도가 물리적 및 기능적 영역 또는 층과 관련하여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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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농도 평균을 가지는 3차원 물질 질량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농도를 갖는 서브영역 또는 서브층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는, 이들은 상이한 또는 공간적으로 변

이들은 또한 도펀트 원자의 작은 그룹, 실질적

으로 유사한 도펀트 원자 등의 영역, 또는 다른 물리적 구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의 설명이 형상, 정확한 위치 또는 배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특성에 기초한 영역

이들은 또한 이들 영역 또는 층을 임의

의 특정의 유형 또는 수의 공정 단계, 임의의 특정의 유형 또는 수의 층(예컨대, 복합층 또는 단일층), 이용되
는 반도체 증착, 에칭 기법, 또는 성장 기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 공정은 에피택셜적으로 형

성된 영역 또는 원자층 증착, 도펀트 주입 방법 또는 특정의 수직 또는 측방 도펀트 프로파일(선형, 단조 증가,
역행 또는 다른 적당한 공간적으로 변하는 도펀트 농도를 포함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포함된 실시

예 및 일례는 이하에서 기술되고 이하의 도면에 예시된 에피택셜 및 기타 공정과 같은 사용되는 특정의 처리 기
법 또는 물질을 나타낼 수 있다.
석되어서는 안된다.
농도의

변동

및

이들 일례는 단지 예시적인 일례로서 보아야 하고, 결코 제한하는 것으로 해

도펀트 프로파일은 상이한 도펀트 농도를 갖는 하나 이상의 영역 또는 층을 가질 수 있고,
영역

또는

층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공정에

상관없이,

적외선

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 RBS(Rutherford Back Scattering),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를 비롯한 기법,
또는 다른 정성적 또는 정량적 도펀트 농도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기타 도펀트 분석 도구를 통해 검출가능하거
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0036]

일 실시예에서, 저전력 회로에 대한 구축 블록은, 예를 들어, 1.0 볼트 이하의 전압 VDD에서 동작가능한 본 명세
서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저전력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등의 저전력 트랜지스터로 구성될 수 있다.

한 일례

에서, 트랜지스터는 100 나노미터 미만의 게이트 길이를 갖는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게
이트는 폴리실리콘층 및 유전체층을 포함하고 있다.

장치는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유전체층과 접촉하는 저농도

로 도핑된 에피택셜 채널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고농도로 도핑된 차폐층이 저농도로 도핑된 에피택셜 채널

아래에 그리고 트랜지스터 보디 위에 뻗어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

저농도로 도핑된 에피택셜

채널로의 도펀트 확산을 감소시키도록 차폐층이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더 상세히
논의한다.

장치는 소스 및 드레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농도로 도핑된 에피택셜 채널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뻗어 있다.
[0037]

특정의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 보디에 보디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보디 탭
(body tap)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보디 바이어싱은 MOSFET의 VT를 변조시키기 위해 보디 효과 현상에 의존하

고, 통상 보디 효과 계수로서 정량화된다.

잘 알 것인 바와 같이, 소스에 대해 보디를 순방향 보디 바이어싱

(forward body biasing, FBB)시키는 것은 VT를 감소시켜, 트랜지스터 속도를 증가시킨다.
에 지수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인해, FBB는 또한 전력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누설이 VT

이와 유사하게, 역방향 보

디 바이어싱(reverse body biasing, RBB)은 속도의 감소 및 지연의 증가의 대가로 누설을 감소시킨다.

특정의

실시예에서, 보디 바이어스의 인가는 임계 전압 VT를, 예를 들어, 0.3 볼트 초과의 값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0038]

응용에 따라 주어진 집적 회로 상의 개개의 장치, 장치의 그룹, 또는 전체 회로 또는 서브회로에 보디 탭 - 보
디 바이어스 발생기와 트랜지스터 보디 사이의 연결부로서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음 -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들 실시예에 따르면, 향상된 σVT는 보다 강한 보디 바이어스 계수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는 차례로 향상된 VT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종래 기술의 시스템에서, 보디 바이어스 계수는 채널을 고농도로 도핑함으로써 향상

되었으며, 그 결과 σVT의 범위가 넓고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가 보디 바이어스 매개 제

어(body bias mediated control)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계 전압이 필요하였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

예에 따르면, 낮은 σVT 및 고도로 조정가능한 VT 값을 갖는 장치가 구성될 수 있다.

게다가, 보디 바이어스 및

VT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설정 및/또는 조정될 수 있어, 단일의 SoC 상에 다양한 구성요소를 혼재시키
고 이들을 정합시킬 수 있는 고유 능력을 설계자에게 제공한다.
[0039]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구조 및 방법이 아주 많은 전자 장치 및 시스템에서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도록 구성되
어 있고, 이들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장치 둘 다를 비롯한 각종의 상이한 구성요소와 함께 또한 동일한 회로 내
에 종래의 장치와 함께 생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에 따르면, 크게 향상된(보다 낮은) σVT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한 향상되고 강한 보디 바이어스 계수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따라서, 강

한 보디 바이어스에 의해 광범위한 조정가능한 VT가 가능하고, 그 결과 보다 낮은 전력에서 동작하는 더 나은 성
능의 장치 및 시스템이 얻어진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밀하고 넓은 범위의 VT 제어 및 개선된 σVT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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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트랜지스터를 동일한 다이 상에 구축하는 공정에 친숙한 기법이 제공된다.

게다가, 보디 바이어스 계

수 및 VT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일 SoC 상에 구성될 수 있는 구조가 제공된다.

이들 2개의 설정을 분

리시키는 것은 설계자가 단일 SoC 상에 아주 다른 트랜지스터 장치를 혼재시키고 이들을 정합시킬 수 있게 해준
다.
[0040]

도 1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장치에 포함될 수 있는 실리콘(115) 상의 몇개의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시적인 SoC(100)를 나타낸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방법

및 공정에 따르면, 새로운 및 종래의 트랜지스터 장치 및 구조의 다양한 조합을 가지는 시스템이 벌크 CMOS를
사용하여

실리콘

structure)(10),

상에

생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칩이

동적

바이어스

구조(dynamic

bias

정적 바이어스 구조(static bias structure)(12) 또는 바이어스가 없는 구조(no-bias

structure)(14)가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조합으로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동적 바이어스 섹션(10)에는, 동적으로 조절가능한 장치(16)가 높은 및 낮은 VT의 장치(18, 20) 및 어쩌면
DDC 논리 장치(21)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적 바이어스 섹션(12)에는, DDC 논리 장치(102)가 종

래의 논리 장치(104)와 함께 그리고 또한 높은 및 낮은 VT의 장치(22, 24)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바이어스가

없는 섹션(14)에는, DDC 아날로그 장치(106), 종래의 아날로그 장치(108), 및 I/O 통신 채널(112)을 가지는 종
래의 I/O 아날로그 시스템(110)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0041]

이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단일 SoC(100) 상에는 각종의 상이한 장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섹션에
대해 요망되는 바이어스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섹션으로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SoC(100)는 DDC 디지털 논

리 장치(102), 종래의 디지털 논리 장치(104), DDC 아날로그 장치(106), 종래의 아날로그 장치(108), 및 종래의
입출력(I/O) 아날로그 회로 및 시스템(110), 높은 및 낮은 VT의 장치(18, 20, 22, 24), 그리고 어쩌면 다른 장
치를 포함하며, 이는 공통 버스(114), 와이어 배선(도시되어 있지 않음) 또는 기타 상호연결부를 통해 회로 내
에서 서로 상호연결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공통 기판(115)(통상적으로 실리콘 또는 기타 유사한 기판) 상에

벌크 CMOS로서 형성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0042]

SoC(100)는 DDC 단면 프로파일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106)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일례가 여기에
서 각종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트랜지스터(120, 130, 140, 150)로서 도시되어 있고, 이들 모두가 기판(115) 상
에 함께 형성될 수 있다.

제1 장치(120)는 게이트 스택(122) 및 스페이서, 소스 및 드레인(124/126), 깊게 공

핍된 채널(128) 아래에 있는 얕은 우물(127)(또는 트랜지스터의 보디), 및 얕은 트렌치 분리(shallow trench
isolated, STI) 구조들(117) 사이에 뻗어 있는 차폐층(129)을 가지는 디지털 트랜지스터이다.

이 프로파일의

의의는 깊게 공핍된 채널 및 차폐층의 덕분으로 이 장치 및 다른 장치에 의해 가능한 저전력 특성이다.

다른

디지털 장치(130)는 게이트 스택(132) 및 스페이서, 소스 및 드레인(134/136), 그리고 깊게 공핍된 채널(138)
아래에 있는 얕은 우물(137)을 가진다.

장치(120)와 달리, 이 디지털 장치(130)는, DDC(138)와 함께, 소스와

드레인(134/136) 사이에 뻗어 있는 차폐층(139)을 가진다.

장치(120)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파일의 의의는 깊

게 공핍된 채널 및 차폐층의 덕분으로 이 장치 및 다른 장치에 의해 가능한 저전력 특성이다.
[0043]

좌측으로부터 제3 및 제4 장치는 그의 채널 영역에 있는 디지털 장치의 물리적 특성들 중 일부를 공유하는 아날
로그 장치이며, 그로써 이들 및 기타 유사한 아날로그 장치에 전력 절감 특징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장치(14

0)는 게이트 스택(142) 및 스페이서, 소스 및 드레인(144/146), 깊게 공핍된 채널(148) 아래에 있는 얕은 우물
(147), 그리고 STI 구조들(117) 사이에 뻗어 있는 차폐층(149)을 가지는 디지털 트랜지스터이다.

앞서 기술한

디지털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 아날로그 장치 프로파일의 의의는 깊게 공핍된 채널 및 차폐층의 덕분으로 이 아
날로그 장치 및 다른 아날로그 장치에 의해 가능한 저전력 특성이다.

다른 아날로그 장치(150)는 게이트 스택

(152) 및 스페이서, 소스 및 드레인(154/156), 그리고 깊게 공핍된 채널(158) 아래에 있는 얕은 우물(157)을 가
진다.

장치(140)와 달리, 이 디지털 장치(150)는, DDC(158)와 함께, 소스와 드레인(154/156) 사이에 뻗어 있는

차폐층(159)을 가진다.

장치(140)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파일의 의의는 깊게 공핍된 채널 및 차폐층의 덕분으

로 이 장치 및 다른 장치에 의해 가능한 저전력 특성이다.

이들 및 기타 장치가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예시되고

기술될 것이다.
[0044]

일부 응용에서, 도 1에 도시된 바이어스 전압원(160)과 같이, 트랜지스터의 보디(127)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
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주어진 장치 또는 다수의 장치의 VT가 바이어스 전압을 보디에

인가함으로써 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응용에 따라 주어진 집적 회로 상의 개개의 장

치, 장치의 그룹, 또는 전체 회로 또는 서브회로에 보디 탭 - 바이어스 전압원(160)과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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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서 개략적으로 예시되어 있음 - 이 적용될 수 있다.
[0045]

이들 실시예에 따르면, 향상된 σVT는 향상된 VT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다 강한 보디 바이어스 계수를 허
용한다.

이들 장치는 높은 또는 낮은 VT를 가질 수 있고, 상이한 파라미터로 구성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장치는 보디 바이어스 계수 및 VT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단일 SoC 상에 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2개의 설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설계자가 단일 SoC 상에 아주 다른 트랜지스터 장치

를 혼재시키고 이들을 정합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긴 및 짧은 채널 장치 등의 이질적인 장

치의 VT 설정들이 상이한 장치 간의 전력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절될 수 있고 정합될 수 있다.
조절이 어느 한 장치의 총 VT와 비교하여 비교적 작을 수 있다(예를 들어, 0.2V).

실제로, VT의

보다 큰 VT의 변경이 금속 게

이트의 구성, 게이트 일함수, 선택적 EPI 증착, 이온 주입, 어닐링과 같은 기타 공정 및 보다 확장적인 VT의 변
경을 제공하는 다른 공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0046]

도 2를 참조하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장치에 대한 상이한 유형의 DDC 구조를 생성하는 간략한 공정 플로우차트
(200)가 예시되어 있다.

여기에 예시된 공정은 본 발명의 개념을 불명료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설명에서 일

반적이고 광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다 상세한 실시예 및 일례는 이하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공정 단계와 함께, DDC 구조의 장치를 종래의 장치와 함께 포함하는 집적 회로의 처리 및 제조를 가능하게 해주
며, 따라서 설계자가 향상된 성능 및 보다 낮은 전력을 갖는 폭넓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장치를 망라할 수 있게
해준다.
[0047]

게다가, VT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이질적인 트랜지스터가 정합될 수 있고, 그로써 아주 다른 장치가 동일
한 실리콘 웨이퍼 상에 생성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지의 처리 기법 및 설계 규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것은 보디 바이어스 계수의 설정을 VT의 설정과 분리시킴으로써

구조가 종래의 장치와 함께 형성될 수 있다.
가능하게 된다.
[0048]

단계(202)에서, 다른 실시예 및 일례에 따른 많은 상이한 공정들 중 하나일 수 있는 공정이 우물 형성으로 시작
된다.

2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물 형성은, 요구된 응용 및 결과에 따라, STI(얕은 트렌치 분리) 형성(204)

이전 또는 그 이후일 수 있다.

붕소(B), 인듐(I) 또는 다른 P-형 물질이 P-형 주입물로 사용될 수 있고, 비소

(As) 또는 인(P) 및 다른 N-형 물질이 N-형 주입물로 사용될 수 있다.
10 내지 80 keV의 범위 내에서 1 x 10
범위 내에서 1 x 10

13

13

13

13

내지 8 x 10 /cm 의 농도로 주입될 수 있다.

2

내지 8 x 10 /cm 의 농도로 주입될 수 있다.

가 0.5 내지 5 keV의 범위 내에 있고 1 x 10

13

C+가 0.5 내지 5 keV의 범위에서 1 x 10
[0049]

13

As+가 5 내지 60 keV의

NMOS 우물 주입물의 경우, 붕소 주입물 B+

2

내지 8 x 10 /cm 의 농도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입물 Ge+가 10 내지 60 keV의 범위 내에서 1 x 10
13

PMOS 우물 주입물의 경우, P+ 주입물이

2

14

14

2

내지 5 x 10 /cm 의 농도로 수행될 수 있다.
13

게르마늄 주
탄소 주입물

2

내지 8 x 10 /cm 의 농도로 수행될 수 있다.

웨이퍼 상의 어떤 장치는 DDC 유형의 장치이고, 다른 장치는 비DDC 유형의 장치이며, 공정은 본 명세서에 기술
된 것과 동일한 공정 흐름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주입물은 DDC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정의 장치
상에서 선택적으로 마스킹될 수 있다.

[0050]

우물 형성(202)은 Ge/B(N), As(P)의 빔 라인 주입(beam line implant), 그에 뒤이은 에피택셜(EPI) 사전 세정
공정(pre-clean process), 그리고 그에 뒤이은 최종적인 비선택적 블랭킷 EPI 증착(202A로 도시되어 있음)을 포
함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B(N), As(P)의 플라즈마 주입, 그에 뒤이은 EPI 사전 세정, 이어서 마지막으

로 비선택적(블랭킷) EPI 증착(202B)을 사용하여, 우물이 형성될 수 있다.

우물 형성은, 다른 대안으로서,

B(N), As(P)의 고체 소스 확산(solid-source diffusion), 그에 뒤이은 EPI 사전 세정, 이어서 마지막으로 비선
택적(블랭킷) EPI 증착(202C)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우물 형성은 단순히 우물 주입, 그에 뒤

이은 B(N), P(P)의 현지 내 도핑된(in-situ doped) 선택적 EPI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에서 더 기술할 것인 바

와 같이, 우물 형성은 새로운 DDC 구조, 종래의 구조, 높은 VT의 구조, 낮은 VT의 구조, 향상된 σVT, 표준의 또
는 종래의 σVT를 비롯한 염두에 두고 있는 상이한 유형의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

는 상이한 우물 구조를 갖고 상이한 파라미터에 따라 공통 기판 상에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장치 중 임의의 장
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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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STI 형성(204) - 다시 말하지만, 우물 형성(202)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음 - 은, 900℃ 미만의 온
도에서의, 도 6a 내지 도 6h와 함께 이하에서 더 상세히 논의되는, 저온 트렌치 희생 산화물(low temperature
trench sacrificial oxide, TSOX) 라이너를 포함할 수 있다.

[0052]

게이트 스택(206)이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상이한 물질로, 그리고 상이한 일함수를 갖게 형성되거나 다른 방식
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가지 옵션은 폴리/SiON 게이트 스택(206A)이다.

다른 옵션은 SiON/금속/폴리 및/또는

SiON/폴리, 뒤이어서 고-K(High-K)/금속 게이트를 포함하는 게이트-우선(gate-first) 공정(206B)이다.

다른

옵션인 게이트-나중(gate-last) 공정(206C)은 고-K/금속 게이트 스택을 포함하고, 여기서 게이트 스택은 "고-K
우선-금속 게이트 나중(Hi-K first-Metal gate last)" 흐름 및/또는 "고-K 나중-금속 게이트 나중(Hi-K lastMetal gate last)" 흐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옵션(206D)은 장치 구성에 따라 조정가

능한 범위의 일함수 - N(NMOS) /P(PMOS) /N(PMOS) /P(NMOS) /중간 갭, 또는 이들 사이의 임의의 곳 - 를 포함
하는 금속 게이트이다.

한 일례에서, N은 4.05 V ± 200 mV의 일함수(WF)를 갖고, P는 5.01 V ± 200 mV의 WF

를 가진다.
[0053]

그 다음에, 단계(208)에서, 소스/드레인 선단이 주입될 수 있거나, 선택적으로 응용에 따라 주입되지 않을 수
있다.
것이다.

[0054]

선단의 치수가 필요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게이트 스페이서(SPCR)가 사용되는지에 부분적으로 의존할
한 옵션에서, 208A에서 선단 주입이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인 단계(210, 212)에서, PMOS 또는 NMOS EPI 층이 변형된 채널에 대한 성능 향상기
(performance enhancer)로서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형성될 수 있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변형된 채널의

분야에 폭넓은 문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0055]

게이트-나중 게이트 스택(gate-last gate stack) 옵션의 경우, 단계(214)에서, 게이트-나중 모듈(Gate-last
module)이 형성된다.

게이트-나중 공정(214A)에 대해서만 이러할 수 있다.

[0056]

이들 및 기타 특징이 이하의 일례를 사용하여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0057]

도 2b를 참조하면, 트랜지스터 장치에서의 상이한 채널 층의 상이한 범위를 나타내는 그래프(203)가 도시되어
있다.

이들 범위는 채널, 임계 전압 설정층 및 차폐층을 비롯한 장치의 상이한 층들을 정의하는 깊이 및 농도

의 측정치이다.
성된다.

이들 상이한 층이 본 명세서에 기술된 그 일례를 비롯한 다양한 공정을 사용하여 채널 내에 형

이들 깊이 및 농도의 범위는 보디 바이어스(VBB) 및 임계 전압(VT)의 가능한 일례의 범위를 정의한다.

[0058]

X = 10 내지 50nm, 이상적으로는 30nm(채널)

[0059]

Y = 1 내지 30nm, 이상적으로는 20nm(VTA층)

[0060]

Z = 10 내지 40nm, 이상적으로는 30nm(차폐층)

[0061]

A ≤ 5e17 at/cm , 이상적으로는 ≤ 1e17 at/cm

[0062]

5e17 at/cm ≤ B ≤ 5e18 at/cm , 이상적으로는 1e18 at/cm

[0063]

5e18 at/cm ≤ B ≤ 1e20 at/cm , 이상적으로는 1e19 at/cm

[0064]

m = 1 내지 10 nm/decade, 이상적으로는 <5nm/decade

[0065]

n1 = 1 내지 15 nm/decade, 이상적으로는 <5nm/decade

[0066]

n2 = 1 내지 10 nm/decade, 이상적으로는 <5nm/decade

[0067]

n3 >10 nm/decade, 이상적으로는 >20 nm/decade

3

3

3

3

3

3

3

3

[0068]

예:

[0069]

B가 5e18이라고 가정한다.

[0070]

B가 1e19로 증가함에 따라, VT가 (최대 0.5V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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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1]

B가 0으로 감소함에 따라, VT가 (최대 - 0.5V만큼) 감소한다.

[0072]

X가 30 nm라고 가정한다.

[0073]

X가 50 nm로 증가함에 따라, VT가 (최대 - 0.5V만큼) 감소한다.

[0074]

X가 10 nm로 감소함에 따라, VT가 (최대 0.5V만큼) 증가한다.

[0075]

C가 1e19라고 가정한다.

[0076]

C가 2e19로 증가함에 따라, 보디 계수가 40%만큼 증가한다.

[0077]

C가 5e19로 감소함에 따라, 보디 계수가 40%만큼 감소한다.

[0078]

Y가 15 nm라고 가정한다.

[0079]

Y가 30 nm로 증가함에 따라, VT가 (최대 - 0.5V만큼) 감소한다.

[0080]

Y가 1 nm로 감소함에 따라, VT가 (최대 0.5V만큼) 증가한다.

[0081]

도 2c 및 도 2d를 참조하면, 상기 범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도핑 프로파일이 도시되어 있다.

프로파

일(220-A, 220-B, 220-C)은 EPI층 없이 수행될 수 있는 SSRW 또는 역행 주입(retrograde implant), 볼록 및 오
목 프로파일 - 각각, 역시 EPI층 없이 외부 확산만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을 포함하는 종래 기술의 프로파일 곡
선을 나타낸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에 따르면, 노치가 있는 곡선(notched curve)은 고유 특성을

제공하는 채널 영역, VT 설정층 및 차폐층을 정의하는 상이한 층들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트랜지스터에서 VT 및 VBB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랜지스터의 상이한 특성이 달성될 수 있다.
다.

이들 특성은 개개의

노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트

상이한 구성들이 도 2c 및 도 2d(220-D 내지 220-P)에 예시되어 있

일례(220-D)는 90° 이상인 중간 변곡점을 갖는 노치를 포함하고,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단일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역방향 노치(reverse notch)(220-E)는 90° 미만인 중간 변곡점을 가지며 - VT 설

정층과 차폐층 사이에서의 도펀트 농도의 상대적 강하를 나타냄 -,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등급이 나
뉜 단일 EPI 층으로 또는 이중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얕은 노치(shallow notch)(220-F)는 120° 초과의

노치 각도를 가지며 - VT 설정층 및 차폐층으로부터 비교적 더 매끄러운 농도 대비를 나타냄 -,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등급이 나뉜 단일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저레벨 노치(low level notch)(220-G)는 VT

설정층에서의 더 낮은 도펀트 농도를 나타내고,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단일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깊은 역방향 노치(deep reverse notch)(220-H)는 얕은 역방향 노치와 비교하여 VT 설정층과 차폐층 사이

에서 더 깊은 중간 농도 강하를 나타내고,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등급이 나뉜 단일 EPI 층으로 또는
이중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고레벨 노치(high level notch)(220-J)는 VT 설정층에서의 비교적 높은 도펀

트 농도 및 차폐층 이전의 수평화(leveling off)의 일례를 나타내고,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단일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높은 역방향 노치(high reverse notch)(220-K)는 VT 설정층에서의 비교적 높은 도

펀트 레벨, 그에 뒤이은 차폐층 이전의 도펀트 레벨의 중간 강하의 일례를 나타내고,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
성할 때 등급이 나뉜 단일 EPI 층으로 또는 이중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실시예가 주어진 경

우,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이중 또는 다중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는 다중 노치 프로파일(220-L),
및 장치의 우물 및 채널을 형성할 때 등급이 나뉜 단일 또는 다중 EPI 층으로 생성될 수 있는 다중 역방향 노치
(220-M)를 포함하는 다른 변형이 가능하다.

단일 또는 다중 EPI 층, 등급이 나뉜 EPI 층 또는 층들, 및 채널의

상이한 깊이에서 도펀트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 기술되고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공정
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는 복합 프로파일(complex profile)(220-N), 복합 역방향 프로파일(complex reverse
profile)(220-O), 매립된 채널(buried channel)(220-P), 및 채널 프로파일의 다른 변형 등의 다른 변형도 역시
가능하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개시 내용이 주어진 경우 다른 프로파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

다.
[0082]

도 3을 참조하면, 구조에 대한 다양한 옵션의 일례(300)가 예시되어 있고, 그의 공정 흐름이 도 4a 내지 도 4l
에 예시되어 있다.

옵션 A(302)는 얕은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이트 스택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를 포함

하는, 예를 들어, 논리 회로, SRAM 장치, 또는 아날로그 장치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본 트랜지스터
구조(baseline novel transistor structure)를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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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례에서, 옵션 A는 금속/폴리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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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스택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금속은 TaN, TiN, TiAlN, Mo 또는 Ni, 또는 다른 금속을

포함할 수 있고, 얻어지는 일함수가 중간 갭으로부터 P+ 또는 N+ 폴리 일함수까지 조정될 수 있다.
를 들어, 증착 기법으로서 ALD(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예

증착 방법은 선택적

으로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물리적 기상 증착) 또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적 기상
증착)를 포함할 수 있다.

옵션 B(304)는 새로운 기본 트랜지스터 구조, 얕은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

이트 스택을 포함하고, POR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이트 스택을 가지는 아날로그 트랜지스터와 함께 POR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이트 스택을 가지는 얕지 않은 우물(non-shallow well) 옵션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옵션 C(306)는 얕은 우물, DDC 채널 및 POR 게이트 스택을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POR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이트 스택을 갖는 얕지 않은 우물을 포함한다.
[0083]

상이한 옵션은 상이한 장치 특성을 제공하고, PMOS 아날로그 장치 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게이트에서 N-형 일함
수를 적응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표 2를 참조하면, NMOS 및 PMOS 구조와의 호환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열거되어 있고, 표 3은 얕은 우물, 얕지 않은 우물, 종래의 장치에 대한 3가지 옵션의 적용가능성 및 각
각의 옵션의 흐름에 대해 몇개의 마스크가 추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스크 개수는 각각의 트랜지스터 조

합에 따라 변하고,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필요한 부가의 마스크는 어느 옵션이 요망되는지에 따라 겨우 1개
일 수 있거나 무려 3개일 수 있다.
[0084]

도 4a 내지 도 4l은 얕은 우물, DDC 채널 및 TiN/폴리 게이트 스택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예를
들어, 논리 회로, SRAM 장치, 또는 아날로그 장치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의 기본을 예
시한 것이다.
한다.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 통상적으로 그 위에 다수의 집적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됨 - 로 시작

도 4a 내지 도 4l은 실리콘 웨이퍼의 일련의 점진적인 단면들에 의해 몇가지 상이한 회로 구성요소의 처

리의 한 일례를 나타낼 것이다.

도 5a 내지 도 5j 및 도 6a 내지 도 6m은 대안의 실시예를 나타낼 것이다.

공

정이 진행함에 따라 상이한 구조의 교차 및 제거가 있고, 여기서 구조들 중 일부가 대체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거된다.

그에 따라, 점진적인 도면에서의 도면 부호가 필요에 따라 제거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숫자 도면

부호가 모든 도면에서 끝까지 계속 도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례는 단일 SoC 상에서 PMOS DDC 논리 트랜지

스터, NMOS DDC 논리 트랜지스터, PMOS DDC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NMOS DDC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종래의 PMOS
논리 트랜지스터, 종래의 NMOS 논리 트랜지스터, 종래의 PMOS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종래의 NMOS 논리 트랜지스
터, 높은 VT의 장치, 낮은 VT의 장치 및 다른 장치를 비롯한 구성요소 장치를 처리하는 공정을 나타낼 것이다.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기술된 일례가 주어진 경우, 이들 및 기타 장치의 상이한 조합 및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이하의 일례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임을 잘 알 것이다.
[0085]

도 4a에서, 장치(400)는 P-형 기판(402)을 포함한다.

STI가 먼저 정렬되고, 이어서 P-형 우물(PWL)(410)을 형

성하기 위한 PWL 패턴화 및 주입 그리고 N-형 우물(NWL)(412)을 형성하기 위한 NWL 패턴화가 뒤따른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도시된 것과 동일한 기본 구조를 사용하여 얕지 않은 우물(404)과 아날로그 및 입/출력 회로
(I/O)(406)가 형성될 수 있다.

한 일례에서, N-우물 = As(50 내지 150 keV, 1e13 내지 1e14)이고, P-우물 =

B(10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다.
는 종래의 공지된 흐름과 반대이다.
을 가질 수 있다.
에 형성된다.
[0086]

일 실시예에 따르면, 우물 패턴화는 STI 패턴화 이전에 행해지며, 이

또한, 일부 장치는 부가의 트랜지스터 및 회로 기능을 제공하는 얕은 우물

얕은 우물 장치의 경우에, N-우물이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고, P-우물은 PMOS 트랜지스터

얕지 않은 우물 장치의 경우에, N-우물이 P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도 4b를 참조하면, 얕은 우물(414: 얕은 N-형 우물 및 416: 얕은 P-형 우물)은 한쪽이 주입되고 있는 동안 다른
쪽을 마스킹하기 위해 개별적인 패턴화를 사용하여 주입된다.

얕지 않은 우물 장치(404) 그리고 또한 아날로그

및 I/O 장치(406)의 경우, 이 일례에 대해 얕은 우물이 주입되지 않는다.

한 일례에서, SN-우물 = As(15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고, SP-우물 = B(5 내지 30 keV, 1e13 내지 1e14)이다.

이 일례에서, 얕은 우물은

선택적이고, 동일한 웨이퍼 상에 양 유형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기 위해 리소그라피 마스킹(litho masking)을
사용하여 형성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0087]

도 4c에서, 얕은 N-우물 상에 As(420)를 주입하기 위해 N-형 차폐(N-type screening)가 수행되고, 얕은 P-우물
상에 Ge, B 또는 C(424)를 주입하기 위해 P-형 차폐(P-type screening)가 수행된다.

또한, 얕은 N-우물 상에

VT 설정층을 설정하기 위해 논리 VTP(P-형 장치에 대한 VT 설정층) 패턴화(418) L/S/H 주입이 수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얕은 P-우물 상에 VT 설정층을 설정하기 위해 논리 VTN(N-형 장치에 대한 VT 설정층) 패턴화(422)
L/H/S 주입이 수행된다.

얕지 않은 우물 장치에 대해 동일한 층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지만, 이

일례에서, 아날로그 및 I/O 장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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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례에서, P-형 차폐는 Ge, B 및 C 주입[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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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Ge(30 내지 70 keV, 5e14 내지 1e15), B(0.5 내지 2.5 keV, 1e13 내지 5e14), C(2 내지 8 keV, 5e13 내지
5e14)] 중 임의의 것 또는 그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

N-형 차폐는 As 또는 P[예를 들어, As(3k 내지 8k,

2e13 내지 2e14), P(2k 내지 5k, 2e13 내지 2e14)] 중 임의의 것 또는 그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

NVTA는 B

및/또는 BF2[예시적인 도즈, 에너지 = B(0.1k 내지 5k, 1e12 내지 5e14, BF2(0.5k 내지 20 keV, 1e12 내지
5e14)]의 조합일 수 있다.

PVTA는 As 및/또는 P[예시적인 도즈, 에너지 = As(1k 내지 20k, 1e12 내지 5e14,

Phos(0.5k 내지 12 keV, 1e12 내지 5e14)]의 조합일 수 있다.
[0088]

도 4d를 참조하면, EPI 층(426)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유형의 장치에 대해 2개의 단계 - 먼저 DDC 채널 EPI
사전 세정, 그에 뒤이은 DDC 채널 EPI 증착 - 가 수행된다.

한 일례에서, DDC 및 비DDC 우물을 포함하는 전체

웨이퍼 상에 Si의 진성층(10 내지 80 nm)이 에피택셜적으로 증착될 수 있다.

증착 이전에, EPI 층에 낮은 결함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EPI와 기판 사이의 깨끗한 계면(pristine interface)을 보장하여 최적의 표면 처리를 제
공하도록 표면 처리들의 조합이 수행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DDC 트랜지스터가 요망되는 우물에 차폐층이 형성되기만 하면

다른 영역들은 리소그라피를 사용하여 마스킹될 수 있다.

또한, VTA 층 도즈/에너지는 장치에서

요망되는 VT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높은 VT 또는 낮은 VT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각각,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도즈를 필요로 할 것이다 -.
[0089]

도 4e를 참조하면, 아날로그 장치의 P-우물 및 N-우물에 대해, 각각, 높은 VT의 패턴화 및 주입(430, 432)이 형
성된다.

이 일례에서, DDC 및 비DDC 우물을 포함하는 전체 웨이퍼 상에 Si의 진성층(10 내지 80 nm)이 에피택

셜적으로 증착된다.

한 일례에서, 증착 이전에, EPI와 기판 사이의 깨끗한 계면을 보장해주도록 표면 처리들의

조합이 수행될 수 있다.

EPI 층에 낮은 결함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표면 처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0090]

도 4f를 참조하면, STI(434)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장치에 대해 STI 패턴화 및 에칭 그리고 그에 뒤이은 STI 충
진/연마(Fill/polish) 및 희생 산화(sacrificial oxidation)가 수행된다.
해 종래의 얕은 트렌치 분리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실리콘에 활성 영역을 정의하기 위

실제로, STI 형성 동안의 온도 사이클은 우물-스택(well-

stack)과 호환되기 위해 900℃ 미만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0091]

도 4g에서, 각각의 장치에 대한 게이트 유전체층(436)을 형성하기 위해, 예를 들어, SiO2, 고-K 또는 SiON 등의
게이트 유전체 형성이 수행된다.
장치 상에 형성된다.

고-K 또는 SiO2일 수 있는 두꺼운 게이트 유전체층(436)이 아날로그 및 I/O

그 다음에, 층(438, 440)을 제공하기 위해, 얕은 우물, 얕지 않은 우물 및 아날로그 I/O

장치 각각에 대해 ALD TiN 증착(이 일례에서, 2 내지 4 nm)(438) 그리고 그에 뒤이은 폴리-실리콘 증착(이 일례
의 경우, 5 내지 10 nm)(440)이 수행된다.

여기서, 게이트 유전체로서 역할하도록 종래의 기법을 사용하여 노

출된 Si 영역 상에 SiON의 얇은 층이 성장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SiON이 고-K 유전체로 대체될 수 있다.

유전체는 TiN 등의 ALD 중간 갭 금속의 얇은 층(2 내지 5 nm)으로 캡핑될 수 있다.
층(5 nm)으로 캡핑될 수 있다.

금속층은 폴리-Si의 얇은

일부 실시예에서, 간단한 SiO2/폴리-Si 더미 게이트 스택 - 나중에 대체 게이트

흐름(replacement gate flow)에서 고-K 금속 게이트로 대체될 수 있음 - 이 사용될 수 있다.
[0092]

도 4h에서, TiN 층(438)이 아날로그 및 I/O 장치로부터 박리된다.

여기서, 금속 게이트가 요망되지 않는 아날

로그 및 I/O 장치 등의 장치는 이어서 리소그라피를 사용하여 노출된다.
리된다.

폴리-Si 및 TiN이 그 영역들로부터 박

다수의 장치가 회로 상에 있는 경우, 금속을 갖는 어떤 장치 및 금속을 갖지 않는 어떤 장치를 남겨두

기 위해, 레지스트가 이어서 웨이퍼로부터 제거된다.
[0093]

도 4i에서, 폴리-Si 층 증착이 수행되고(442), 여기서 폴리-Si는 이어서 전체 웨이퍼 상에, 이 일례에서, 80 내
지 100 nm의 두께로 증착된다.

이 이후에, 이전의 5 nm 폴리-Si 증착에 의해 야기된 임의의 토포그라피를 제거

하기 위해 평탄화가 뒤따를 수 있다.

이 이후에, 이어서 종래의 리소그라피를 사용한 폴리 패턴화를 돕기 위해

HM 증착이 뒤따르며, 층(444)을 제공한다.
[0094]

도 4j를 참조하면, 웨이퍼 상에 게이트[446A, 446B(얕지 않은 우물 장치의 경우, 448A, 448B)]를 형성하기 위해
폴리가 패턴화된다.
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 폴리-Si 게이트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장치에서, TiN/폴리-Si 적층 게이

다른 장치에서, 아날로그 및 I/O 장치, 게이트(450A, 450B) 등의 DDC 우물-스택을 갖거나

갖지 않는 얕은 우물이 있을 것이다.
[0095]

도 4k를 참조하면, 선단 및 스페이서가 각각의 장치에 부가된다[얕은 우물 장치의 경우 S/D(452A, 452B, 456A,
456B) 및 스페이서(454A, 454B, 458A, 458B); 얕지 않은 우물 장치의 경우 S/D(462A, 462B, 466A, 466B)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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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서(460A, 460B, 464A, 464B); 그리고 아날로그 및 I/O 장치의 경우 S/D(470A, 470B, 474A, 474B) 및 스페
이서(468A, 468B, 472A, 472B)].

한 일례에서, N 및 P 연장 접합부(extension junction)를 주입하고 폴리-Si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하기 위해 종래의 처리가 사용될 수 있다.
[0096]

도 4l을 참조하면, 스페이서가 형성된 경우, 각각의 장치에서 종래의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NMOS 및 PMOS 장
치에 깊은 S/D 접합부(476A, 476B, 478A, 478B)가 형성된다.

어떤 경우에, PMOS 장치의 S/D 영역에 SiGe를 집

적시키는 것이 가능한 반면, Si 또는 SiC EPI가 NMOS 장치에 집적될 수 있다.
처리와 유사할 수 있다.

스페이서들 사이에 게이트 물질(475, 477)이 얻어진다.

후속 단계들은 잘 확립된 CMOS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공정

흐름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웨이퍼 상에 얕은 우물을 갖거나 갖지 않는 그리고 폴리 게이트 또는 금속 게이트
스택을 갖는 NMOS 및 PMOS 장치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0097]

도 5a 내지 도 5j는 게이트-나중 구성(Gate-Last configuration)을 갖는 대안의 실시예를 예시한 것이다.
5a에서, 장치(500)는 P-형 기판(502)을 포함한다.

도

STI가 먼저 정렬되고, 이어서 P-형 우물(PWL)(504)을 형성하

기 위한 PWL 패턴화 및 주입 그리고 N-형 우물(NWL)(506)을 형성하기 위한 NWL 패턴화가 뒤따른다.

상기와 유

사하게, 한 일례에서, N-우물 = As(50 내지 150 keV, 1e13 내지 1e14)이고, P-우물 = B(10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다.

이상의 논의와 유사하게, 우물 패턴화는 STI 패턴화 이전에 행해질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공지된 흐름과 반대이다.
[0098]

도 5b를 참조하면, 얕은 우물(508: 얕은 N-형 우물 및 510: 얕은 P-형 우물)은 한쪽이 주입되고 있는 동안 다른
쪽을 마스킹하기 위해 개별적인 패턴화를 사용하여 주입된다.

상기와 유사하게, 한 일례에서, SN-우물 = As(15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고, SP-우물 = B(5 내지 30 keV, 1e13 내지 1e14)이다.

이 일례에서, 얕은 우

물은 선택적이고, 동일한 웨이퍼 상에 양 유형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기 위해 리소그라피 마스킹을 사용하여 형
성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랜지스터에 형성된다.

얕은 우물 장치의 경우에, N-우물이 N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고, P-우물은 PMOS 트

얕지 않은 우물 장치의 경우에, N-우물이 PMOS 트랜지스터에 형성되고, 그 반대도 마찬

가지이다.
[0099]

도 5c에서, 얕은 N-우물 상에 As(512)를 주입하기 위해 N-형 차폐가 수행되고, 얕은 P-우물 상에 Ge/B/C의 조합
(514)을 주입하기 위해 P-형 차폐가 수행된다.

또한, P-우물 상에 VT 설정층을 설정하기 위해 논리 VTP(PMOS

장치에 대한 VT 설정층) 패턴화(516) L/S/H 주입이 수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N-우물 상에 VT 설정층을 설정하

기 위해 논리 VTN(NMOS 장치에 대한 VT 설정층) 패턴화(518) L/H/S 주입이 수행된다.
(P-screen)은 Ge, B 및 C 주입물 중 임의의 것 또는 그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
또는 P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의 조합일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일례에서, P-차폐물

N-차폐물의 경우, 공정은 As

DDC 트랜지스터가 요망되는 우물에 차폐층이 형성되기만

다른 영역들은 선택적으로 리소그라피를 사용하여 마스킹오프될 수 있다.

또한, VTA 층 도즈/에너

지는 장치에서 요망되는 VT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높은 VT 또는 낮은 VT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서는, 각각,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도즈를 필요로 할 것이다 -.
[0100]

도 5d를 참조하면, EPI 층(520)을 제공하기 위해 EPI 증착을 위한 2개의 단계 - 먼저 DDC 채널 EPI 사전 세정,
그에 뒤이은 DDC 채널 EPI 증착 - 가 수행된다.

[0101]

도 5e를 참조하면, STI(522)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장치에 대해 STI 패턴화 및 에칭 그리고 그에 뒤이은 STI 충
진/연마 및 희생 산화가 수행된다.
될 수 있다.

실리콘에 활성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종래의 얕은 트렌치 분리 공정이 사용

실제로, STI 형성 동안의 온도 사이클은 우물-스택과 호환되기 위해 900℃ 미만으로 제한될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0102]

도 5f에서, 각자의 장치 각각에 대한 층(524, 526)을 형성하기 위해 게이트 유전체 형성이 수행된다.
리 실리콘 층(528)이 양 장치 상에 형성된다(예를 들어, 80 nm의 더미 폴리 실리콘 증착).

더미 폴

층(530)이 그 후에

부가된다.
[0103]

도 5g에서, 웨이퍼 상에 게이트(532, 534)를 형성하기 위해 폴리가 패턴화된다.

이것은 HM/폴리 패턴화 및 그

에 뒤이은 사후-폴리 에칭 세정(post-poly etch cleaning) 공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0104]

도 5h에서, 소스/드레인 구조 및 스페이서가 각각의 장치에 부가된다[S/D(536, 538 및 540, 542), 스페이서
(542, 544 및 546, 548)]. 한 일례에서, N 및 P 연장 접합부를 주입하고 폴리-Si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하기 위
해 종래의 처리가 사용될 수 있다.

얕은 N-우물 상에 소스 및 드레인에 대한 제1 NTP 패턴화 및 주입, 그리고

얕은 P-우물 상에 소스 및 드레인을 형성하기 위한 PTP 패턴화 및 주입을 사용하여 선단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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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정 및 증착 그리고 그에 뒤이은 스페이서 에칭 및 세정 공정에 의해 스페이서가 형성될 수 있다.
[0105]

그 다음에, 도 5i에 도시된 바와 같이, PMOS 장치 상의 소스 및 드레인이, NMOS 장치가 마스킹오프된 상태에서,
PSD 패턴화 및 주입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NMOS 장치의 소스 및 드레인은, PMOS 장치가 마스킹오프된 상태에

서, NSD 패턴화 및 주입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양 장치의 각각의 소스 및 드레인은 이어서 각각의 장치에 대

한 소스 및 드레인을 제공하기 위해 어닐링 공정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0106]

다시 말하지만, 이 대안의 공정은 종래의 공정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게이트-나중 공정(Gate- Last process)이라
고 한다.

도 5j에 도시된 마지막 단계에서, 몇개의 단계를 사용하여 게이트 형성이 수행된다.

먼저, ILD 증착

및 연마가 있고, 이어서 공간(564)에서의 더미 게이트 제거가 있으며, 이어서 마스크 패턴화를 사용하여 각자의
장치 각각에서 고-K/금속 게이트 증착 및 NMOS 금속 증착(558) 그리고 PMOS 금속 증착(562)이 있다.

마지막으

로, 충진 금속(fill metal)이 형성되고, 이어서 금속 연마(metal polish)가 있다.
[0107]

도 6a 내지 도 6m은 다른 대안의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선택적 현지 내 EPI 공정(selective in-situ
EPI process)이 사용된다.

도 6a에서, 장치(600)는 P-형 기판(602)을 포함한다.

STI가 먼저 정렬되고, 이어

서 P-형 우물(PWL)(604)을 형성하기 위한 PWL 패턴화 및 주입 그리고 N-형 우물(NWL)(606)을 형성하기 위한 NWL
패턴화가 뒤따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안의 실시예에서, 도시된 것과 동일한 기본 구조를 사용하여 얕

지 않은 우물(604)과 아날로그 및 입/출력 회로(I/O)가 형성될 수 있다.

한 일례에서, N-우물 = As(50 내지

150 keV, 1e13 내지 1e14)이고, P-우물 = B(10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우물

패턴화는 STI 패턴화 이전에 행해지며, 이는 종래의 공지된 흐름과 반대이다.
[0108]

도 6b를 참조하면, 얕은 우물(608: 얕은 N-형 우물 및 610: 얕은 P-형 우물)은 한쪽이 주입되고 있는 동안 다른
쪽을 마스킹하기 위해 개별적인 패턴화를 사용하여 주입된다.

한 일례에서, SN-우물 = As(15 내지 80 keV,

1e13 내지 1e14)이고, SP-우물 = B(5 내지 30 keV, 1e13 내지 1e14)이다.

이 일례에서, 얕은 우물은 선택적이

고, 동일한 웨이퍼 상에 양 유형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기 위해 리소그라피 마스킹을 사용하여 형성되거나 차단
될 수 있다.
[0109]

도 6c를 참조하면, SNWL(608)을 노출시키기 위해 SPWL 상에 산화물 층(612)의 산화물 증착이 수행된다.
음에, 도 6d를 참조하면, 현지 내 As 계단-도핑된(step-doped) EPI 막이 증착된다.
시되어 있고, 선택적인 제3 층이 있을 수 있다.

그 다

2개의 층(614, 616)이 예

하나의 공정에서, 단일 EPI 막이 계단 도핑(step doping)을 사

용하여 증착되고, 여기서 초기층은 10 내지 30nm, As= 1e19이고, 중간층은 2 nm 내지 10 nm, As = 5e18이며,
상부층은 5nm 내지 20 nm, As ≤ 5e17이다.

다른 일례에서, 먼저 10 내지 30nm, As= 5e19에서 초기층을 증착

하고, 이어서 5nm 내지 20nm, As ≤ 5e17에서 상부층을 증착함으로써 계단 도핑을 사용하여 단일 EPI 막을 형성
하기 위해 단지 2개의 층이 증착된다.

한 일례에서, 패싯(facet)이 STI 폭 내에 포함되고 - 즉, WidthFacet <

0.5X WidthSTI이고, 패싯 폭(facet width)이 매 10nm의 막 두께마다 대략 7 nm이다.
[0110]

도 6e를 참조하면, 산화물(612)이 박리되고, 도 6f에서, 산화물층(618)이 SNWL(608) 상의 새로운 구조 상에 증
착된다.

[0111]

도 6g에서, 새로운 층(620, 622)이 도 6e의 구조(614, 616)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재에 형성되지만, 비소 대신
에 붕소로 도핑된다.

하나의 공정에서, 단일 EPI 막이 계단 도핑을 사용하여 증착되고, 여기서 초기층은 10 내

지 30nm, B= 1e19이고, 중간층은 2 nm 내지 10 nm, B = 5e18이며, 상부층은 5nm 내지 20 nm, B ≤ 5e17이다.
다른 일례에서, 먼저 10 내지 30nm, B= 5e19에서 초기층을 증착하고, 이어서 5nm 내지 20nm, B ≤ 5e17에서 상
부층을 증착함으로써 계단 도핑을 사용하여 단일 EPI 막을 형성하기 위해 단지 2개의 층이 증착된다.

도 6h에

서 산화물(618)이 박리되고, SNWL(608) 및 SPWL(610) 각각 상에 2개의 정합하는 구조를 남겨둔다.
[0112]

도 6i에서, STI 패드 산화물(저온 열 증착) 및 질화물 증착(저온 CVD)은 새로운 패드 산화물층(624)을
제공한다.

[0113]

실제로, 상이한 패싯이 도핑될 수 있고, 따라서 상이한 산화 속도(oxidation rate)를 가질 수 있다.

도 6j에서, STI 공정의 준비로 개별적인 트랜지스터를 마스킹하기 위해 STI 리소그라피층(626, 628)이 각자의 N
및 P 우물 상에 증착된다.

실제로, 최대 패싯 폭의 2배 초과인 STI 폭 등의 최소 STI 폭이 바람직하다.

에서, STI 공간(630)을 제공하기 위해 STI 공간이 에칭되고 세정된다.

도 6k

도 6l에서, 레지스트층(626, 628)이 제

거되고 세정되며, STI(632)를 형성하고 이어서 산화물 CMP가 질화물 상에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 STI 트렌치 희
생 산화물 및 HDP, CVD 또는 SOD 충진이 수행될 수 있다.

도 6m에서, 예를 들어, 고온 과산화물 습식 에칭(hot

peroxide wet etch)에 의해 질화물이 제거되고, 이어서 우물 형성(634)을 제공하기 위해 (예를 들어, HF 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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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에 의한) 계단 높이 조정이 있게 된다.
[0114]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전의 섹션에서 기술한 장치 규격에 채널 및 우물에서의 도펀트 열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낮은 열 비용(thermal budget)의 STI(Shallow Trench Isolation, 얕은 트렌치 분리) 공정이 제공된다.
서, 특정의 흐름의 열 비용은 시간 및 온도의 함수이다.

처리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이

는 공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및 장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가의 배경 기술로서, 최근의 IC 기술은 STI를

개개의 트랜지스터를 서로 전기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용한다.
공정을 위한 새로운 낮은 열 비용의 분리 공정이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다.
제조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높은 열 비용의 단계들을 제거한다.
열 비용(900 ℃ 초과/ 15 분 초과)의 열 산화물을 대체한다.

진보된 CMOS

이 공정 흐름은 통상적인 집적 회로

적층 성장된/증착된 패드 산화물이 종래의 높은
새로운 낮은 열 비용의 적층 공정은 초박형의 성

장된 버퍼 산화물(ultra-thin grown buffer oxide)로 시작할 수 있다.

버퍼 산화물의 목적은, 그에 뒤이어서

더 낮은 막 품질을 갖는 낮은 열 비용의 증착된 산화물이 오기 때문에, 실리콘의 원자적으로 평탄한 초기 표면
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장된 버퍼 산화물의 열 비용은 600 ℃ 미만 및 120 초 미만일 수 있다.

원자적으로 초

기의 버퍼 산화물의 전체 열 비용이, 그의 두께를 2 nm 미만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낮게 유지된다.

버퍼 산화물

은 들어오는 웨이퍼의 표면으로부터 금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염소화 산화물(chlorinated oxide)일
수 있다.

패드 산화물의 최종 스택을 대략 11 nm의 최종 두께로 완성하기 위해, 낮은 열 비용의 증착된 산화물

이 이용된다.

패드 산화물의 최종 두께에 도달하기 위해 500℃ 미만에서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증착된 산화물이 증착될 수 있다.
초기의 성장된 버퍼 산화물은 또한 들어오는 실리콘 표면, 결함 및 불순물의 일부를 소비할 수 있다.

공정의

나중에서 이 산화물의 차후의 습식 에칭 제거는 게이트 유전체 형성을 위한 원자적으로 평탄한 실리콘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이 실리콘의 상부 표면은 또한 NMOS 및 PMOS 장치 둘 다에 대한 CMOS 장치의 채널로서 역할한

수직 확산 노(vertical diffusion furnace)에서의 고속 스팀 산화(fast steam oxidation)에서 대안의 낮

은 열 비용의 패드 산화가 이용될 수 있다.
[0115]

다시 말하지만, 일 실시예에 따르면, 낮은 열 비용의 처리를 위한 공정이 제공된다.
nitride)은 패드 산화물 처리를 따른다.

분리 질화물(isolation

분리 질화물은 CMP 정지층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 질화물의 밀도

및 두께는 사후 간극-채움 트렌치 프로파일(post gap-fill trench profile), 디싱(dishing) 및 오버행(overhang)을 결정한다.

통상적인 분리 질화물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수직 확산 노에서 행해진다.

열이 일반적으로 200 MPa 내지 1 GPa 범위의 인장 응력을 갖도록 형성된다.
조정가능 응력을 갖는 PECVD 질화물층이 증착될 수 있다.

이러한 질화물 계

3 GPa 인장 및 -3 GPa 압축 성질의

굴절률, 응력, 밀도 및 연마 속도 등의 기본적인 질

화물 막 특성이 주어진 제품에 필요한 특정의 공정 조건과 정합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0116]

이 공정에 뒤이어서 STI 리소그라피 및 패턴화가 오게 된다.
치 및 깊이를 사용한다.

통상적인 45 nm 노드 STI는 대략 200/200 nm의 피

32 nm 노드에서, 피치 및 깊이는 대략 150/200 nm로 감소될 수 있다.

그에 뒤이은 산화물 에칭은 최종적인 분리 실리콘 에칭을 위해 실리콘 표면을 노출시킨다.
렌치 프로파일로 실리콘을 에칭하기 위해 염소 기반 화학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질화물 에칭 및

이어서, 원하는 트

실리콘 표면을 세정하여 에

칭 잔류물을 없애기 위해 사후 실리콘 에칭, 습식 에칭 화학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실리콘 모서리 및 측벽의

비대칭 산화(둥근 모서리가 얻어지고, 이는 얻어진 트랜지스터에서의 누설을 감소시킬 수 있음)를 위해 낮은 열
비용의 2단계 산화가 이용될 수 있다.

이어서, 트렌치가 고밀도 플라즈마(High Density Plasma), 스핀-온 유전

체(Spin-On-Dielectric) 또는 준상압 화학적 기상 증착(Sub Atmospher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의 산
화물 간극-채움 공정에 의해 채워진다.

증착 공정이 처리 온도의 상당한 감소인 500℃ 미만에서 수행될 수 있

다.
[0117]

에칭 속도를 감소시키고 차후의 화학 기계적 연마 단계 동안 산화물을 경화시키기 위해, 이 증착된 간극-채움
산화물의 높은 열 비용의 고밀도화(900 ℃ 초과/ 15 분 초과)가 필요하다.

높은 열 비용의 고밀도화 단계가

RTP(Rapid Thermal Processing, 고속 열처리) 기법 또는 다른 고속 열 어닐링 기법(레이저 펄스에의 노출 등)으
로 대체된다.

간극-채움 산화물에 의한 열의 최대 흡수 또는 주변의 실리콘에 의한 최대 흡수에 대해 레이저의

주파수 및 펄스 범위가 최적화될 수 있다.
로 전달할 것이다.

주변의 실리콘은 이어서 열을 트렌치 내의 인접한 간극-채움 산화물

이 공정에 뒤이어서 질화물을 에칭 정지층으로서 이용하는 화학 기계적 연마가 오게 되고,

뒤이어서 에칭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산화물의 건식 또는 제어된 습식 에칭이 오게 된다.

증착된 간극-채움

산화물의 습식 에칭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먼저 산화물을 NH3 등의 질화제 가스 또는 N2O 등의 듀얼 질화/산화
제 가스 중에서 질화시킴으로써 에칭 속도를 최소화하도록 화학 물질이 선택된다.

질화된 간극-채움 산화물의

에칭 속도가 상당히 감소되고, 따라서 고밀도화 단계의 열 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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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도 7a 내지 도 7h는 이 대안의 방식의 한 일례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조 공정에서의 열 비용을 감소시켜 제조
비용을 절감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공정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도 7a에서 장치(700)를 형성하는 공정은 P+ 기

판(702)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P- 기판 EPI 층(704)이 오며, 이어서 버퍼 산화물 층(705), 이어서 패드 산화물
층(706),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 질화물 층(708)이 온다.
형 EPI를 갖도록 생성될 수 있다.
물일 수 있다.

+

일 실시예에서, 들어오는 웨이퍼는 P 기판 상에 P

패드 산화물은 VDF 공정에서 대략 900 ℃에서 생성된, 대략 10 nm의 열 산화

패드 산화물은 버퍼 산화물이고, 증착된 PECVD 산화물일 수 있다.

대략 500 ℃에서 생성된, 대략 100 nm의 CVD 질화물일 수 있다.
[0119]

-

도 7b에서, 레지스트층(710)이 분리 질화물 상에 증착된다.
기판의 일부를 비롯한 층들(712)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분리 질화물은 VDF 공정에서

분리 질화물은 PECVD 분리 질화물일 수 있다.
-

이것은 분리 질화물, 패드 산화물, P 기판, 및 P

+

먼저 질화물 건식 에칭을 수행하고, 이어서 패드

산화물 건식 에칭, 이어서 특정의 깊이까지의 실리콘 에칭을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수행될 수 있다.

이 실시예

+

-

에 따르면, 층들을 제거함으로써 P 기판 아래에 있고 P 기판의 일부 내로 파고 들어가는 STI 트렌치가 얻어지
며, 그로써 다양한 다른 장치와 함께 형성되는 DDC 구조에 대한 우물 구조를 적절히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0120]

도 7c에서, 결과는 STI 구조 형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얕은 트렌치(714)를 보여주고 있다.

도 7d에서, 고

온 산화 및 그에 뒤이은 고온 질화에 의해 측벽 준비층(716)이 형성되고, 패드 산화물층(706) 및 측벽 준비층
(716) 모두를 갖는 연장된 패드 산화물층을 효과적으로 남기게 된다.

이 측벽 준비층의 이점들 중 하나는 측벽
-

-

준비층이 P 기판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얕은 트렌치 분리(STI) 채움이 도 7e에서와 같이 수행될 때, P 기판
(719) 주위의 모서리가 둥글게 된다는 것이다.
킨다.

이 둥근 모서리는 얻어진 트랜지스터 장치에서의 누설을 감소시

한 일례에서, 도 7e의 STI 채움은 최대 32 nm 노드 설계에서 HDP 압축 산화물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SACVD(sub-atom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인장 산화물 기둥이 32 nm 노드 설계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SOD(spin on dielectric)는 32 nm 노드에 대해 사용될 수 있고, 고온 어닐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도

7f에서,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가 수행될 수 있고, 여기서 분리 질화물층(708) 상의 상부층(720)이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해 감소된다.
단된다.

실제로, 본 처리 장치에 의해, 층이 분리 질화물층에 못미쳐 자동으로 중

도 7g에서, 패드 산화물층은 HF 패드 산화물 에칭 공정에 의해 에칭 제거되고, 분리 질화물은 인 에칭

공정(phosphoric etch process)에 의해 에칭 제거된다.
+

채움(722)을 갖는 P 기판이다.

-

결과는 P 기판 EPI를 갖고 고품질의 얕은 트렌치 분리

도 7h는 도시된 2개의 부분 장치 - 하나는 어쩌면 P-형 트랜지스터에 대한 P
-

+

-

-

기판(726)을 갖고 다른 하나(728)는 P 기판 상의 N 기판 상의 P 기판일 수 있음 - 또는 다른 구성된 장치 등
의 다수의 장치를 위해 생성될 수 있고 STI(724)에 의해 다른 장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결과로서 생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0121]

-

도 7i 및 도 7j는 대안의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STI 트렌치 분리 채움(722)은 아래로 P 기판에 도달
+

하지만 P 기판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비DDC 구성된 장치 등의 장치에서, 이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STI의 더 깊은 분리가 어떤 장치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0122]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이한 도펀트 프로파일이 특정의 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 있다.
예시된 이들 범위 및 설정된 파라미터가 예로서 의도된 것이고,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기술되고
예시된 실시예의 이점이 일반적으로 그 범위 근방에 또는 그 범위 내에서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0123]

실제로, 설계자 및 제조업체는 수학적 모델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회로로부터 샘플 측정치를 수집
하여, 회로 설계의 임계 전압의 변동을 결정한다.

제조 변동으로부터 도출되든 RDF로부터 도출되든 간에, 트랜

지스터들 간의 전압차 불일치가 σVT로서 결정된다.
여 선택되어야만 한다.

회로 전체가 동작하기 위해, 동작 전압 VDD가 σVT를 고려하

일반적으로, 변동이 클수록, σVT가 더 높으며, 따라서 동작 전압 VDD는 트랜지스터가

적절히 동작하도록 더 높게 설정되어야만 한다.

회로에 다수의 디바이스가 구현되는 경우, 회로가 적절히 동작

하기 위해 VDD는 가장 높은 전체 값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0124]

σVT를 감소시켜, 집적 회로에 걸쳐 있는 트랜지스터들의 임계 전압의 변동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구조 및 그 제
조 방법이 제공된다.

σVT가 감소되면, VT의 정적 값이 더 정밀하게 설정될 수 있고, 심지어 변하는 바이어스

전압에 응답하여 변화될 수 있다.

회로에 걸쳐 있는 공칭상 동일한 장치들에 대한 임계 전압은 감소된 σV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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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다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따라서 장치가 보다 낮은 동작 전압 VDD를 사용하여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보다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

게다가, 주어진 트랜지스터 또는 트랜지스터 그룹에 대해 VT를 변화시키기

위한 더 많은 여지가 있는 경우, 장치는 특정의 모드에 대한 상이한 바이어스 전압에 대응하는 상이한 모드에서
동작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장치 및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장치 전력 모드의 미세한 제어가 유용

한 경우 장치에 특히 유익할 수 있다.
[0125]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공정에서, 에피택셜 성장 동안 도펀트가 주입되거나 동시 증착(co-deposit)될 수 있
는 반면, 추가의 고온 처리가 실리콘 격자를 통한 도펀트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형성하

는 데 필요한 고온 공정 단계로 인해, 도펀트 원자가 차폐층으로부터 이전에 비도핑된 채널 내로 이동할 수 있
거나, 심지어 게이트 산화물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상이한 공정 흐름에서(예를 들어, 공정에서 열 어닐링 절차

가 수행될 때 등) 도펀트 확산의 방지를 해결하는 몇가지 방법이 본 명세서에 제공되어 있다.
[0126]

한 방법에서, 탄소가 주입 또는 탄화실리콘(SiC) 에피택셜층의 성장을 통해 차폐층에 유입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어닐링 동안, 치환형 탄소는 붕소 또는 인 등의 임의의 이동 캐리어를 [킥아웃(kick-out) 메커니즘을 통해]
포획한다.

탄소의 부가는 폴리실리콘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고온 열 사이클 동안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
[0127]

인듐은 이동하지 않는 붕소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펀트 활성화를 야기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붕소의 낮은

따라서, 높은 활성화 및 낮은 확산 둘 다를 달성하는 방법은 인듐 및 붕소의 동시

주입(co-implantation)을 포함한다.

몇가지 일례가 본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고, 본 개시 내용이 주어지면, 다

른 조합으로 함께 사용되는 이들 일례 및 다른 공정을 비롯한 다른 것이 가능하다.
듐 및 붕소의 동시 주입은 그들의 피크가 정렬되도록 수행될 수 있다.

한 예시적인 공정에서, 인

플래시 및 레이저 등의 어닐링 옵션과

함께 인듐 피크와 붕소 피크 사이의 상이한 비율로 인해 고농도 및 예리한 프로파일이 얻어질 것이다.
례에서, 인듐과 붕소의 동시 주입은 인듐의 피크가 붕소보다 표면에 더 가깝도록 수행될 수 있다.

다른 일

표면으로의

붕소 확산이 인듐에 의해 느려지게 되는 반면, 차폐 및 VT 층은 높은 활성화를 달성할 것이다.

또 다른 일례에

서, 인듐과 붕소의 동시 주입은 인듐의 피크가 붕소보다 기판에 더 가깝도록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인듐이

기판 내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고, 그로써 차폐층에 고농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다른

일례에서, 분자 형태의 붕소 및 탄소가 사용될 수 있다.
[0128]

탄소가 붕소 또는 다른 도펀트의 이동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탄소 자체가 비도핑된 채널 내로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산란을 증가시키고 채널 이동도를 감소시킨다.
용할 수 있다.

탄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유

탄소 및 붕소가 비정질 실리콘에 동시 주입되는 경우, 실리콘층을 재성장시키기 위해 저온 어닐

링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저온 어닐링 동안, 탄소가 치환적으로 재성장된다.

이러한 이유는, 공정이 실리콘

결정(crystal on silicon)으로 시작할 때, 더 이상 결정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 비정질로 되거나
비정질화될 필요가 있다.
다.

이는 그 후에 결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또는 재결정화하기 위해 어닐링되어야만 한

그러면, 비정질 상태로부터 실리콘 결정을 재성장시키는 것이 달성될 수 있다.

자간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 탄소는 격자 내의 실리콘 원자를 대체할 것이다.

탄소가 결정 격자에서 격
따라서, 탄소가 치환적으로

재성장한다.
[0129]

이 재성장의 결과, 실리콘 격자간 원자(silicon interstitial)의 농도가 높아진다.

차후의 어닐링에 의해, 이

들 격자간 원자가 표면쪽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붕소를 차폐 영역으로부터 채널 영역으로 끌어당긴다.
가하여, 치환형 탄소는 붕소 확산을 지연시키는 킥아웃 메커니즘을 통해 격자간 원자로 된다.

그에 부

이 격자간 탄소

도 역시 표면쪽으로 확산하고, 보통 채널의 이동도 열화를 야기시키고 원하지 않는 표면 상태를 생성할 것이다.
[0130]

그렇지만, 이 공정 실시예에서, 붕소, 과도한 격자간 원자 및 탄소가 표면쪽으로 이동할 때, 고온 어닐링 및 그
에 뒤이은 산화 또는 고온 산화는 표면쪽으로 이동한 붕소, 탄소 및 격자간 원자 농도를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
산화 공정은 부가의 격자간 원자를 생성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산화는 얇을 필요가 있다(대략 2 nm).
산화물이 박리되고, 비도핑된 실리콘 채널이 오염 없는 표면 상에 에피택셜 성장된다.

비도핑된 EPI는 산화물

성장 및 박리를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된 이동 탄소 및 붕소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켰다.
EPI 성장 이후 게이트 산화 이전에, 유사한 산화가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그에 부가하여,

이 부가의 산화는 제1 산화에 부가된 것이

거나 제1 산화를 대신한 것일 수 있다.
[0131]

주입 동안, 상당한 손상이 실리콘에 유입된다.

얻어진 격자간 원자는 붕소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돕는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주입 손상을 제거함으로써, 격자간 원자가 제거될 수 있고, 그로써 보다 적은 확산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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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격한 접합부를 가능하게 해준다.
(doped spin on glass)이다.
여진다.

이것을 달성하는 2가지 방법은 플라즈마 주입 및 도핑된 스핀 온 글라스

스핀 온 글라스 공정에서, 높은 도즈의 이산화실리콘이 이 실리콘의 표면 상에 놓

플라즈마 주입의 경우, 높은 도즈의 고농도로 도핑된 플라즈마가 표면 상에 증착된다.

으로의 침투 또는 증착이 없고, 주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기판

어닐링될 때, 도펀트가 고체 용해도(solid

solubility)에서 끌어내어지고, 여기서 더 높은 온도는 더 높은 고체 용해도를 야기한다.

도펀트는 이어서 실

리콘 구조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더 많은 도펀트를 끌어내기 위해 열적 어닐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더 높은 도핑이 급격한 접합부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고, 실리콘에 대한 손상이 크게 감소된다.
[0132]

일 실시예에서, 차폐층으로부터 채널로의 붕소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SiGe가 사용될 수 있다.
에 증착될 수 있다.

도펀트가 기판에 주입되거나 SiGe 층의 에피택셜 성장 동안 직접 동시 증착될 수 있다.

Si 층이 여전히 채널로서 증착된다.
[0133]

SiGe가 기판 상

SiGe는 이들 도핑된 층으로부터 Si 채널로의 확산을 방지한다.

차폐층과 EPI 층 사이의 계면에서 C/N/Ge/Cl/F의 델타 도핑이 사용될 수 있다.
트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층은 층을 가로지르는 도펀

이 층은 또한 시스템에서 장치의 채널 내로 확산되거나 게이트 내로 격리될

수 있는 도펀트의 양을 최소화한다.
[0134]

소스/드레인 및 소스/드레인 연장부는 DDC 채널 영역의 형성으로부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폴리실리콘이 폴리

공핍을 방지하기 위해 깊은 주입 및 고온 열 어닐링 둘 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상 및 횡방향 산재(lateral
straggle)를 통해 채널 영역에 유입된 도펀트는 [격자간 원자 또는 동시 확산(co-diffusion) 효과를 통해] DDC
채널 스택으로부터 채널 내로의 큰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
너지/도즈 또는 어닐링 기준을 낮출 방법이 없다.

폴리 공핍 효과가 희생될 수 없기 때문에, 주입 에

채널 도핑이 DDC 채널 스택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2가지

방법은 RSD 및 2차 스페이서(secondary spacer)의 사용이다.
[0135]

도펀트를 주입할 때 SD 주입으로부터의 횡방향 거리 및 DDC 채널 도즈를 증가시켜 실리콘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제2 스페이서가 사용될 수 있다.
거되거나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스페이서는 SD 주입 이후 실리사이드화(salicidation) 이전에 제

Si와 DDC 채널 사이의 횡방향 Si가 증가함에 따라, 횡방향 산재의 효과가 감

소된다.
[0136]

특정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기술되고 첨부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만, 다양한 다른 수정이 당업자에게 안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예가 광의의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적인 것이고 본 발명이 도시되고
기술된 특정의 구성 및 배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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