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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장치의 질화산화막 형성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질화산화막 형성 방법은 질화막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질화산화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제2 기판을 함께

보트에 장착하는 단계, 보트를 로에 투입하고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2 기판 위에 질화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반도체, 질화산화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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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다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나타낸 공정 단면도

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기판이 장착된 보트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게이트 절연막에 관한 것으로 특히, 듀얼 게이트 소자의 질화산화막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가 다양화되면서 소자 특성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직(logic), CPU(central processing unit)에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이나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를 융합(merge)한 소자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자의 경우 각각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 칩(Chip)내에 서로 다른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DRAM 또는 SRAM 등의 소자만으로 융합되지 않고 동일한 소자만으로 구성된 소자에서도 동

작 전압을 달리하기 위해서 단일 칩 내에 서로 다른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은 열 산화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 기술이 발전할수록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는 얇아지고 있다. 그러나 p형 불순물로 붕소(boron)를 주입한 게이트 전극을 사용할 경우에 붕소가 얇은 게이트 산화

막을 뚫고 채널에 침투하여 문턱전압을 변화시켜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P형 게이트에 주입된 붕소가 채널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화산화막(nitrided oxide 또는

oxynitride)을 형성한다. 질화산화막은 NO, N2O, NH3 기체 분위기의 로(furnace)에서 성장시키거나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으로 증착한다.

  이러한 방법 중 PECVD 방법은 PECVD 장치를 추가 구입해야 하므로 생산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로에서 성장시키는 방

법은 산화막을 먼저 형성한 후 질소 기체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여 질화산화막을 형성하므로 공정 시간이 늘어난다.

또한, 로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질소 기체를 주입하기 위한 장치, 기체를 중화시키는 장치 및 다수의 안정 장치 등이 필

요하며 이를 개조하기 위한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기존의 로(furnace)를 개조하지 않으면서 질화산화막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질화산화막 형성 방법은 질화막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질화산화막을 형성

하고자 하는 제2 기판을 함께 보트에 장착하는 단계, 보트를 로에 투입하고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2 기판 위에 질

화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질화막은 제1 기판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1 및 제2 기판은 교대로 보트의 슬롯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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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여

러 층 및 영역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두께를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리콘 등의 반도체 기판(10)에 반도체 소자 등이 배치되는 활성 영역을 정의하며, 반도체 소자

간의 절연을 위한 소자 분리 영역(12)이 형성되어 있다. 소자 분리 영역(12)은 STI 또는 LOCOS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으

며 소자 분리 영역(12)에 의해 정의되는 활성 영역은 서로 다른 전압이 인가되는 제1 영역(A) 및 제2 영역(B)으로 구분된

다.

  제1 영역(A)은 제2 영역(B)보다 저전압이 인가되는 영역으로 제1 영역(A) 위에는 질화산화막(16)이 형성되어 있고, 제2

영역(B) 위에는 산화막(14)이 형성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다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나타낸 공정 단면도

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기판이 장착된 보트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리콘 등의 반도체 기판(10)의 소정 영역에 STI 또는 LOCOS 방식으로 소자 분리 영역

(12)을 형성하여 제1 및 제2 영역(A, B)으로 구분되는 활성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각각의 활성 영역에 각각 N형 및 P형 Vth조절용 이온, 채널 정지용 이온, 웰 형성용 이온, 펀치 쓰루 방지용 이

온 등을 주입하여 NMOS 및 PMOS를 형성한다.

  이후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10)을 열산화한 후 선택적 식각 공정으로 제거하여 제2 영역(B)에 열산화막(14)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영역(A)에 질화산화막(16)을 형성한다.

  질화산화막(16)을 형성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질화산화막(16)을 형성하기 위한 제1 기판(10)과

질화막이 형성되어 있는 제2 기판(200)을 준비한다. 그리고 준비된 제1 및 제2 기판(10, 200)을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에 장착하기 위한 보트(boat, 202)의 슬롯에 교대로 장착한다.

  다음 기판(10, 200)이 장착된 보트(202)를 로에 넣은 다음 산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2 기판(200)의 제1 영역(B)에

질화산화막(16)을 형성한다.

  여기서 로 내부에는 산소 기체가 주입되어 제2 기판(200)을 산화시키고, 제1 기판(10)의 제1 영역(A) 위에 산화막을 형

성하게 된다. 이때 제2 기판(200) 위에 형성되어 있는 질화규소막의 규소가 주입되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규소로 되며,

떨어져 나온 질소는 라디칼(radical)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라디칼은 반응성이 우수하여 제1 기판(10)에 형성되는

산화막에 쉽게 침투함으로 질화산화막(16)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본 발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화막을 가지는 기판을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 공정이 없어도 용이하게 질화산화막

을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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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화막을 포함하는 제1 기판과 질화산화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제2 기판을 함께 보트에 장착하는 단계,

  상기 보트를 로에 투입하고 산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2 기판 위에 질화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질화산화막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질화막은 상기 제1 기판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의 질화산화막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제1 및 제2 기판은 교대로 보트의 슬롯에 장착되는 반도체 소자의 질화산화막 형성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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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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