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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관련 출원>

본 발명은 2002년 1월 23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351,114, 2002년 1월 25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319,098, 2

002년 3월 16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381,320의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모두는 전체가 여기에 참고로 포

함된다.

본 발명은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소자에 관련된 것이며, 집적 회로('IC')의 문맥에서 이러한 장치들의 제조에 

대해 구체적인 응용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쇼트키 배리어(Schottky-barrier) 소스 및/또는 드레인을 

갖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에 공지된 FET(field effect transistor) 중 한 형태로,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

istor)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MOSFET 소자(100)은 전형적으로 실리콘 기판(110), 불순물이

도핑된 소스(120), 및 불순물이 도핑된 드레인(130)이 채널 영역(140)에 의해 분리된 구조를 포함한다. 채널 영역(14

0) 위는 전형적으로 실리콘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절연층(150)이다. 전기적 도전성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이트 

전극(160)이 절연층(150)의 상부에 위치한다. 절연층(170)이 일반적으로 이 게이트 전극(160)을 둘러싼다. 필드 산

화물(180)가 소자들(100)을 서로 전기적으로 고립시킨다. 적절한 전압 Vg가 게이트 전극(160)에 인가되면, 소스(12

0)와 드레인(130) 간에 전기가 채널 영역(140)을 통해 흐른다. 이 전류를 드레인 전류, 즉 Id라고 한다.

전류 조절 소자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고려할 점은 전하 캐리어의 이동도(mobility) 즉, 전하 캐리어(즉, 전자나

정공)가 채널 영역(140)의 기판 격자를 통해 움직이기 쉬운 정도이다. 종래의 MOSFET 이론에 의하면, 구동 전류는 

캐리어의 이동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높은 전하 캐리어 이동도를 갖는 채널 영역(140)은 적은 시간에 전하 캐리

어들이 보다 소스(120)와 드레인(130) 간에 이동하도록 하고, 또한 보다 캐리어 수동 프로세스에서 적은 전력을 방출

하도록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자가 보다 높은 속도와 보다 적은 전력으로 동작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채널 영역(14

0)의 전하 캐리어의 이동도를 증가시키는 한가지 공지의 기술은 변형 기판(strained substrate)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변형된 실리콘에서 전자와 정공의 이동도는 변형되지 않은 실리콘과 비교할 때 각각 약 2와 10 단위 정도 향

상될 수 있다(M. V. Fischetti, S. E. Laux,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80 no. 4, 15 August 1996, pp. 2234-

52.) 그 결과, 변형된 실리콘 채널 영역(140)을 갖는 MOSFET 소자는 종래의, 비변형 실리콘 소자보다 우수한 전 력 

및 속도 성능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MOSFET 소자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공지의 기판으로 SOI(silicon- on-insulator) 기판이 있다. 이 반도체 

기판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의 누설 전류와 기생 용량을 줄이기 위해 매립 산화물 층을 포함한다. 종래의 기술은 변형

SOI 층을 갖는 반도체 기판 상에 MOSFET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B. Metzger, 'Silicon Takes the Strain

for RF Applications, ' Compound Semiconductor, vol. 7, no. 7, August 2001; T. Mizuno, 'Design for Scaled T

hin Film Strained-SOI CMOS Devices with Higher Carrier Mobility,' IEDM Proceedings, December 2002, p. 3

1.)

그러나, 실험 결과, 불순물이 도핑된 소스와 드레인 및 변형된 실리콘 채널을 갖는 MOSFET에 있어서, 소자는 캐리어

이동도의 향상으로부터 완전히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전자의 이동도리

가 70% 향상되면 구동 전류는 35%만 향상되었다. (K, Rim, S. Koester, M, Hargrove, J. Chu, P.M. Mooney, J. Ott

, T. Kanarsky, P. Ronsheim, M. Ieong, A. Grill, H.-S.P. Wong, Proceedings of the 2001 IEEE VLSI Symposiu

m, Kyoto, Japan(2001).) 구동 전류가 이동도에 직선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구동 전류의 총 35%의 증가는 이 예에

서 전자의 유효 이동도가 35%만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유효 이동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따라서 캐리어 이동도의 것과 가깝게 구동 전류가 증가하는, 변형 

기판을 갖는 FET가 요구된다.

<요약>

본 발명은, 일실시예에서, 쇼트키 배리어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변형 반도체 기판을 갖는 FET이다. 이 실시예에서, 

장치는 변형된 반도체 기판을 포함한다.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이 이 변형 기판과 접촉되어 있고, 상기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는 기판과 쇼트키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한다. 소스와 드레인 전극은 채널로 분리된

다. 이 채널 위 변형 기판 상에 절연층이 배치된다. 이 절연층 상에 게이트 전극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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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다른 실시예에서,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 쇼트키 배리어 FET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실시예에서, 이 방

법은 변형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변형 기판과 접촉하는 전기적 절연층을 제공하는 단계도 포함된다. 이 방법은 또한 게이트 전극과 가까운 하나 

이상의 영역 상의 기판이 노출되도록 절연층 상에 게이트 전극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 방법은 또한 금속 

박막을 성막하는 단계와 쇼트키나 쇼트키와 같은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이 이 기판 상에 형성되도록, 금속과 노출된 

변형 기판을 반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다수의 실시예들이 개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도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기술하는 이하의 상세

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그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명백한 형태들로 변형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본질이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은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의 단면이

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에에 따른, 변형 기판을 갖는 쇼트키 배리어 FET(Schottky-barrier field effect transistor)

의 단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변형 쇼트키 배리어 FET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2는 쇼트키 배리어 FET 소자(200)를 도시한다. 이 소자(200)는 소스(200)와 드레인(225)이 채널(240)에 의해 분

리되어 형성된 반도체 기판(210)을 포함한다. 이 기판(210)은 변형되어 있다. 일실시예에서, 이 기판은 변형 실리콘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변형 반도체 재료들이 사용된다. 예컨대, 일실시예에서, 이 소자는 변형

SOI 기판 상에 제조된다. 이 실시예는 캐리어의 이동도 향상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의 누설 전류 및 기생 용량성 커

플링 감소라는 두 효과를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소스(200)나 드레인(225)(혹은 모두)가 금속 실리사이드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성된다. 소

스(200) 및/또는 드레인(225)이 금속로 구성되므로, 이들은 기판과 쇼트키 콘택트나 쇼트키와 같은 영역들(230, 235

)을 형성한다. '쇼트키 콘택트(Schottky contact)'는 금속과 반도체 간의 콘택트로 정의되고 '쇼트키와 같은 영역(Sch

ottky-like region)'은 반도체와 금속의 근접한 인접성 으로 형성된 영역이다. 쇼트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와 같은 영

역들(230, 235)은 금속 실리사이드로 소스(200) 또는 드레인(225)을 형성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

시예에서, 소스(200) 또는 드레인(225(혹은 모두)는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플래티늄 실리사이드, 팔라듐 실리사

이드, 이리듐 실리사이드, 혹은 휘토족 금속 실리사이드로 구성된다.

쇼트키 콘택트나 쇼트키와 같은 영역들(230, 235)은 소스(200)와 드레인(225) 간에 형성된 채널 영역(240)에 인접한

영역에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채널 영역(240)은 할로 임플란트(halo implant) 등의 종래의 불균일한 도핑 프

로파일을 이용하여 불순물이 도핑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핑 프로파일은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하며, 이는 같이 양도된 미국 특허 6,303,479 Bl(''479 특허'), 및 미국 특허 6,495,882(''

882 특허')에 기술된 바와 같고, 이들은 본 명세서에 그 전체가 참조로 포함된다. 이 소자에서 사용되는 특정 도핑 프

로파일은 본 발명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절연층(250)이 채널 영역(240) 위에 위치한다. 이 절연층(250)은 실리콘 다이산화물나 임의의 다른 절연 재료와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고유전 상수(즉, 하이 K)를 갖는 재료가 절연층(250)으로서 사용된다. 

하이 K 재료의 예는 유전 상수가 실리콘 다이산화물의 것 보다 큰 재료들이고, 예컨대, Ti02와 같은 금속 산화물을 포

함한다. 하이 K 게이트 절연층을 쇼트키 배리어 장치와 함께 사용하면 구동 전류가 추가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2001년 8월 10일 출원된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9/928,124 및 09/928,163에 설명되어 

있고, 둘 다 본 명세서에 전체가 포함된다. 다른 실시예는 변형 SOI 기판 상에 제조되고 하이 K 게이트 절연층을 포함

하는 쇼트키 배리어 FET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변형 실리콘, 쇼트키 배리어 소자의 조합으로, 하이 K 게이트

절연층과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평 도핑 프로파일을 모두 포함한다('479 특허에 제시된 바와 같음). 또다른 실시예는 '

479 특허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이 K 게이트 절연층과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평 도핑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변형 SOI 

기판 상에 제조된 쇼트키 배리어 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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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극(260)이 절연층(250) 위에 위치하고 절연 박막층(270)이 게이트 전극(260)의 하나 이상의 게이트 측벽들

상에 제공된다. 게이트 전극(260)은 도핑된 폴리 실리콘, 금속, 또는 임의의 전기적 도전성 재료가 될 수 있다. 필드 

산화물(280)가 소자들을 서로 전기적으로 고립시킨다.

본 발명의 원리들은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임의의 다양한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서 구현되는 소자에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변형 반도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실리콘과 같은 제1 변형 반도

체층(210)이 실리콘 게르마늄과 같은 제2층(250) 상에 성막되어, 제1 변형 반도체층(210)과 제2층(205)간의 격자 불

일치가 제1층(210)에 변형을 야기한다. 일실시예에서, 제2층(205)는 박막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 박막(205)은 실

리콘과 같은 기판(215) 상에 성막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공지의 변형 실리콘 기판에서 구현되는 쇼트키 배

리어 소자들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FET는 필연적으로, 표면 전도 소자(suface conduction device)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리어들(165

)은 소스(120)를 떠나 채널 영역(140)을 가로지르며, 그 동안 캐리어들(165)은 기판(110)과 게이트 절연층(150) 간

의 콘택트 면에 의해 정의되는 계면(155)에 강하게 이끌리게 된다. 이 캐리어들(165)은 통상적으로 계면(155)의 거칠

기로 인해 많은 표면 산란(scattering) 효과를 겪게 된다. 이 표면 산란 효과는 채널 영역(140)의 캐리어의 이동도를 

실질적으로 낮추어, 보다 낮은 유효 캐리어 이동도를 갖게 한다. 계면(155)에서의 전하 캐리어(165)의 표면 산란에 

의해서 변형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는 종래의 FET에 대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반면, 쇼트키 배리어 FET 소자(200)에 있어서, 캐리어들(290)은 금속 소스(220)의 표면에 수직인 초기 방향으로 소

스(220)로부터 필드 방출된다. 이 캐리어들은 변형 기판(210)과 절연 산화물(250) 간의 콘택트 면으로 정의되는 계면

(255)를 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벌크 실리콘에서 채널(240)을 가로지른다. 따라서, 캐리어들(290)은 계면(255)에

서 계면 거칠기로 유발되는 산란 효과를 덜 겪게 되고, 그 결과 유효 캐리어 이동도가 벌크 실리콘에서 관찰되는 것보

다 전자와 정공 각각에 대해 2배 및 10배 가까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소스(200)와 드레인(225) 간의 거리를 

채널 길이(245)라고 한다. 소자(220)의 채널 길이(245)가 감소됨에 따라 유효 캐리어 이동도가 증가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쇼트키 배리어 FET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변형 실리콘 기판으로 시작한다(블록 302). 스크린 산화물 박막이 성장하여(일실시예에서, 약 200Å) 임플란트 마스

크 로서 작용한다(블록 304). 적절한 채널 도펀트 종(예컨대 P형과 N형 대해 각각 비소 및 보론)이 그 다음 스크린 산

화물을 통해 실리콘에 소정의 두께로 이온 임플란트된다(블록 306).

스크린 산화물이 그 다음 제거되고, 게이트 산화물 박막이 성장한다(일실시예에서 약 35Å)(블록 308). 이 게이트 산

화물 성장 직후 동일 공정 내에서(in-situ) 실리콘막이 도핑된다(블록 310). 이 막은 예컨대, N형 소자에 대해서는 인

이고 P형 소자에 대해서는 붕소로 강하게 도핑된다. 리소그래픽 기술과 산화물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실리콘 에칭 기

술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이 패터닝된다(블록 312). 그 다음, 산화물 박막(일실시예에서 약 100Å)이 실리콘 게이트

전극의 최상부 표면과 측벽들 상에 열적으로 성장한다(블록 314). 그 다음 이방성 에칭을 이용하여 수직면에서는 산

화물층들을 유지하면서 수평면 상의 산화물층들을 제거한다(그리고 그 결과 실리콘이 노출된다)(블록 316). 이러한 

단계들 이후, 측벽 산화물이 형성되고, 소자의 게이트 전극과 채널 영역 모두에서 도펀트들이 전기적으로 활성화된다.

그 다음, 적절한 금속(예컨대, P형 소자에 대해서는 플래티늄 및 N형 소자에 대해서는 이르븀)이 블랭킷막(blanket fil

m)으로서 노출된 모든 면 상에 (일실시예에서 약 400Å) 성막된다(블록 318). 그 다음 특정 온도에서 특정 시간 동안

웨이퍼를 어닐링하여, 금속이 실리콘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금속을 금속 실리사이드로 변환시키는 화학 작용

이 일어나게 한다(블록 320).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약 400℃에서 약 500℃ 사이에서 최대 온도에서 약 60분 이

하 동안 플래티늄 실리사이드가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약 400℃에서 약 600℃ 사이에서 최대 온도에서 약 1분 

이하 동안 이르븀 실리사이드가 형성된다. 실리콘 표면이 아닌 곳과 직접 접촉하는 금속은 영향을 받지 않고 남는다. 

그 다음 웨트 화학적 에칭(플래티늄에 대해 왕수, 이르븀에 대하여 HN03)을 사용하여 금속-실리사이드를 그대로 남

기고 미반응 금속을 제거한다(블록 322). 변형 쇼트키 배리어 FET 소자가 이제 완성되었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전기적 접촉을 할 준비가 되었다.

종래의 FET의 소스와 드레인 전극들은 반드시 800℃를 넘는 온도의 공정으로 형성된다. 이 기술에서는 고온 제조 공

정 - 즉, 800℃를 넘는 온도를 사용하는 공정들 - 이 FET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신재료들의 속성

들을 수정 및/또는 퇴화시킬 수 있다. 신재료의 예로는 변형 반도체 기판 및 하이 K 게이트 절연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변형 반도체 기판을 처리하는 것은 변형층을 이완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변형 반도체 기판에서 전하 

캐리어 이동도의 증가를 줄일 것이다.

반면, 쇼트키 배리어 FET 제조 공정 동안,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이 종래의 불순물이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MOSFET 

소자 공정 동안 사용된 것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로 실리사이드 반응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는 2002년 5월 16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381,320에 기술된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쇼트키 또는 쇼트키와 같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실리사이드 반응 단계는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800℃이하일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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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형 실리콘 기판과 하이 K 게이트 절연체는 변형 실리콘 및/또는 하이 K 게이트 절연체의 속성을 퇴화 시키지 않

고 쇼트키 배리어 FET 제조 공정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공정은 변형된, 금속 소스/드레인 쇼트키 FET 소자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다른 변형예들과 대체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된 공정의 다양한 단계들은 본 기술분

야의 공지의 균등한 단계들로 대체될 수 있다. 유사하게, 하나 이상의 다양한 단계들이 제조 공정에서 빠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이 제조 방법은 변형 실리콘 기판의 제조를 포함한다. 이상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일실시

예에서, 이는 보다 큰 격자 구조를 갖는 재료(실리콘 게르마늄 등)의 층 위에 실리콘 층을 성막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변형 실리콘 기판은 그 다음 이상 제시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변형 실리콘 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많은 기타의 기술들

이 본 기술 분야에서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의 교시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변형 실리콘 기

판은 산화물 절연층 상에 제조되어, 화합물 반도체 제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형 SOI 기판을 만들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FET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전력 및 속도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다. 본 발명이 바람

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형태와 

세부 사항에서 변경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실시예들이 FET 소자에 관해 기

술되었지만, 다른 트랜지스터 형의 소자들도 본 발명의 기술들을 채용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된 모든 참조 문헌들은 그 전체가 참조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

여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형태와 세부 사항에서 변경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소자에 있어서,

변형 반도체 기판(strained semiconductor substrate);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상의 게이트 전극; 및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접촉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고,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쇼트키 콘택트(Schottky contact) 또

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Schottky-like contact)를 형성하고, 상기 소스 및 상기 드레인은 채널에 의해 분

리된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은 플래티늄 실리사이드(Platinum Silicide), 팔라듐 실리사이드(Palladium Silici

de), 및 이리듐 실리사이드(Iridium Silicide)를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 형성되는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은 희토류 실리사이드(rare-earth silicide)를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 형성되는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상기 채널에 인접한 영역들에서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쇼트

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하는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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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상기 드레인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간의 전체 계면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과 쇼트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하는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은 채널 도펀트들을 갖는 소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채널 도펀트 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소자.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도펀트들은 비소, 인, 안티몬, 보론, 인듐, 갈륨을 포함하는 그룹 에서 선택되는 소자.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길이는 약 100 nm보다 작거나 같은 소자.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 성막된 전기적 절연층을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체; 및

상기 절연층 상의 도전막

을 포함하는 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게이트 전극의 적어도 하나의 측벽 상에 적어도 하나의 측벽 절연층을 포함하는 게이트 측

벽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소자.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체는 유전 상수가 4.0보다 큰 소자.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체는 금속 산화물들을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 형성되는 소자.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은 채널 도펀트들을 갖는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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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채널 도펀트 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소자.

청구항 16.
제1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은 변형 SOI 기판인 소자.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MOSFET인 소자.

청구항 18.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변형 반도체 기판(strained semiconductor substrate)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접촉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제공하는 단 계

를 포함하고,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쇼트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하고, 상기 소스 및 상기 드레인은 채널에 의해 분리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은 플래티늄 실리사이드(Platinum Silicide), 팔라듐 실리사이드(Palladium Silici

de), 및 이리듐 실리사이드(Iridium Silicide)를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은 희토류 실리사이드(rare-earth silicide)를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 중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상기 채널에 인접한 영역들에서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쇼트

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상기 드레인 전극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간의 전체 계면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과 

쇼트키 콘택트 또는 쇼트키 콘택트와 유사한 콘택트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채널 도펀트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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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도펀트 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채널 도펀트들을 제공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도펀트들는 비소, 인, 안티몬, 보론, 인듐, 갈륨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26.
제18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길이는 약 100 nm보다 작거나 같은 방법.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 절연층을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절연층 상에 도전막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도전막을 패터닝하고 에칭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의 적어도 하나의 측벽 상에 적어도 하나의 측벽 절연층을 제공함으로써 게이트 측벽 스페이서를 형

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단계들에 의해 제공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체는 유전 상수가 4.0보다 큰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체는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그룹의 멤버로부터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채널 도펀트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도펀트 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하도록 채널 도펀트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18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은 변형 SOI 기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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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MOSFET인 방법.

청구항 34.
제18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에 인접한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의 적어도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단계;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 상에 금속 박막을 성막하는 단계; 및

상기 변형 반도체 기판의 상기 노출된 부분에 쇼트키 또는 쇼트키와 유사한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이 형성되도록, 상

기 금속을 상기 노출된 부분과 반응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은 800℃보다 작은 최대 온도로 어닐링하여 형성 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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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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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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