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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차원 밴드갭 공법에 의해 구현된 고속 측면이형접합ＭＩＳＦＥＴ 및 그 방법

(57) 요약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변형된 측면 채널(strained lateral channel),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및 CMOS회로의 구조물 및 그

형성 방법은 단결정 반도체 기판 상에서 드레인, 본체 및 소스 영역을 포함하여 설명되며,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본체 사이

에 이형접합(hetro-junction)이 형성되며, 소스 영역과 채널은 본체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격자변형된다. 본 발명은 이

형접합 및 격자변형을 통해 소스 영역으로부터의 누설 전류에 대한 문제를 줄이며, 게다가 반도체 물질과 합금 혼합(alloy

composition)의 선택을 통해 증가된 이동도에 대해 채널 영역내에서의 독립적인 격자 변형을 허용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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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위한 측면 변형된 실리콘 채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완화된 Si1-zGez에피택셜 영역을 구비하는 기판을 제공하고 상기 제1 영역에 p-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완화된 Si1-zGez 영역내에 상호 이격된 제2 및 제3 변형된 실리콘 영역을 형성하고, 1X1019 atoms/㎤보다 큰 농

도 레벨로 상기 제2 및 제3 변형된 실리콘 영역에 n-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및 제3 변형된 실리콘 영역 사이에 놓여진 상기 제1 완화된 Si1-zGez 영역 위에 제4 변형된 실리콘영역을 형성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변형된 실리콘 영역 위에 게이트 유전체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체 영역 위에 게이트 도전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체 영역과 상기 게이트 도전 영역을 둘 다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게

이트 스택은 상기 제2 변형된 실리콘 영역과 제3 실리콘 영역 사이의 상기 제1 완화된 Si1-zGez에피택셜 영역을 오버래핑

하는(overlap)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등록특허 10-0734820

- 2 -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위한 측면 채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p-형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 영역(31)을 갖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p-형 실리콘층(31)내에 상호 이격된 변형된 Si1-yCy에피택셜 영역(32, 33)을 형성하고, 상기 변형된 Si1-yCy 영역

(32, 33)을 1X1019㎝-3 보다 큰 농도레벨로 n-형으로 도핑하는 단계, 및

상기 n-형 변형된 Si1-yCy에피택셜 영역(32, 33)과, 이들 사이에 있는 p-형 실리콘(31)의 위에 실리콘 영역(34)을 형성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영역(34) 위에 게이트 유전 영역(35)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영역(35)위에 도전 영역(36)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층(35)과 상기 도전영역(36)을 모두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888)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스택(888)은 상기 변형된 Si1-yCy(32, 33) 사이의 상기 실리콘(31)을 오버래핑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888)위에 블랭킷 유전층(37)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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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888')상에 유전층(38)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체 구조물 위에 블랙킷 유전층(39)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 영역(33)의 상부의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 비아

(conducting via:40)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 영역(32)의 상부의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 비아

(42)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스택위에서 상기 도전 영역(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 비아(41)를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측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인버터를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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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실리콘층(31)을 형성하고, 상기 실리콘층

(31)에 p-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p-형 실리콘층(31) 위에 변형된 Si1-yCy에픽택셜영역(32, 33)을 형

성하고, 상기 변형된 Si1-yCy층(32, 33)에 1X1019㎝-3보다 큰 농도 레벨

로 n-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n-형 변형된 Si1-yCy에픽택셜층(32, 33)과 p-형 실리콘(31) 위에

얇은 실리콘 층(34)을 형성하는 단계와,

디바이스 절연부로 작용하는 유전층(50)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층(34)위에 얇은 유전층(35)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35)위에 도전층(36)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35) 및 상기 도전층(36) 모두를 포함하며, 실리콘(31)과

상기 변형된 Si1-yCy(32, 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888)

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스택(888)위에 블랭킷유전층(37)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스택(888)의 측벽상에 유전층(38)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2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실리콘층(131)을 형성하고, 상기 실리콘층

(131)을 n-형으로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p-형 실리콘층(31)내에 가압 변형된 Si1-xGex 에픽택셜 영역

(132,133)를 형성하며, 상기 변형된 Si1-xGex층(32, 33)에 1X1019㎝-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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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농도 레벨로 p-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p-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층(132,133)과 n-형 실리콘(131)위에

걸쳐 얇은 실리콘 또는 가압변형된 Si1-wGew층(134)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층(134)위에 얇은 유전층(135)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135)위에 도전층(136)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135)과 도전층(13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131)

과 영역(132, 1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666)위에 블랭킷 유전층(137)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666')상에 유전층(138)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체 구조물 위에 블랙킷 유전층(39)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층(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0)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층(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2)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에서 상기 도전층(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37)을 통하는 도전층(41)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층(1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여 도전층(142)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층(1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여 도전층(140)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666) 위에서 상기 도전층(1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137)을 통하여 도전층(41)을 형성하

는 단계, 및

디바이스 절연부로 작용하기 위해 상기 영역(31)과 (131) 사이의 층(30 또는 30')상에 유전 영역(50)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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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측면 채널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인버터를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완화된 SiGe층(531)을 형성하고, 상기 SiGe

층(531)에 p-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p-형 SiGe층(531)위에 변형된 실리콘 에픽택셜 영역(532,533)를

형성하고, 상기 변형된 실리콘층(532,533)에 1X1019㎝-3보다 큰 농도 레

벨로 n-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n-형 변형된 실리콘 에픽택셜층(532,533)과 p-형 SiGe층(531)위

에 걸쳐 얇은 변형된 실리콘 층(534)을 형성하는 단계와,

디바이스 절연으로 작용하는 유전층(50)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층(534)위에 얇은 유전층(35)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35)위에 도전층(36)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35)과 상기 도전층(3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SiGe층(531)과 상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532, 533)의 일부를 오버래핑

하는 게이트 스택(888)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스택(888)위에 블랭킷유전층(37)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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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스택의 측벽(888')상에 유전층(38)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제2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실리콘층(131)을 형성하고, 상기 실리

콘층(131)에 n-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n-형 실리콘층(131) 위에 가압변형된 Si1-xGex 에픽택셜 영역

(132,133)을 형성하고, 상기 변형된 Si1-xGex층(132,133)에 1X1019㎝-3 보

다 큰 농도 레벨로 p-형을 도핑하는 단계와,

상기 p-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층(132,133)과 상기 n-형 실리콘

(131)위에 얇은 실리콘 또는 가압 변형된 Si1-wGew층(134)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층(134)위에 얇은 유전층(135)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135)위에 도전층(136)을 형성하는 단계와,

성가 유전층(135)과 상기 도전층(13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

(131)과 영역(132, 1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666)위에 블랭킷 유전층(137)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666')상에 유전층(138)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체 구조물 위에 블랙킷 유전층(39)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533)의 상부영역에서 상기 실리콘층(5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0)을 형성하

는 단계와,

상기 n-형(532)의 상부영역에서 상기 실리콘층(5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2)을 형성하

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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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에서 상기 도전층(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37)을 통하는 도전층(41)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층(1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2)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n-형층(1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0)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666)의 상부에서 상기 도전층(1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137)을 통하는 도전층(141)을

형성하는 단계와,

디바이스 절연으로 작용하기 위해 영역(531, 131) 사이에 층(30) 위에 유전영역(50)을 형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P-형으로 도핑된 완화된 Si1-zGez 에피택셜 영역(81)을 구비하는 기판과,

상기 완화된 Si1-zGez 영역(81)내에 상호 이격된 변형된 실리콘 영역(82, 83) -상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82, 83)은

1X1019 atoms/㎤보다 큰 농도 레벨로 n-형으로 도핑됨- 과,

상기 완화된 Si1-zGez영역(81)과 상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82, 83) 위의 변형된 실리콘 영역(84)과,

상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84)위의 게이트 유전 영역(85), 및

상기 게이트 유전 영역(85) 위의 도전 영역(86)

을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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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유전 영역(85)과 상기 도전 영역(8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82, 83) 사이의 상기 완화된

Si1-zGez영역(81)을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111)을 더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완화된 Si1-zGez영역(81)하부의 Si1-xGex 에피택셜층(94)을 더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p-형 도핑된 단결정 실리콘 영역(31)을 갖는 기판과,

상기 p-형 실리콘층(31)내에 상호 이격된 변형된 Si1-yCy에피택셜 영역(32, 33) -상기 변형된 Si1-yCy 영역(32, 33)은

1X1019㎝-3보다 큰 농도레벨로 n-형으로 도핑됨- 과,

상기 n-형 변형된 Si1-yCy에피택셜 영역(32, 33)과, 이들 사이의 p-형 실리콘(31) 위의 실리콘 영역(34)과,

상기 실리콘 영역(34) 위의 게이트 유전 영역(35)과,

상기 게이트 유전층(35)위의 도전 영역(36)

을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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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층(35)과 상기 도전층(3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변형된 Si1-yCy(32, 33) 사이의 상기 실리콘

(31)을 오버랩핑하는 게이트 스택(888)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의 블랭킷 유전층(37)과,

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888')상의 유전층(38)과,

상기 전체 구조물 위의 블랙킷 유전층(39)과,

상기 n-형 영역(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 비아(40)

와,

상기 n-형 영역(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 비아(42),

및

상기 게이트 스택 위에서 상기 도전영역(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 (39)을 통하는 도전 비아(41)

를 더 포함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측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인버터에 있어서,

제1 트랜지스터와,

제2 트랜지스터

등록특허 10-0734820

- 11 -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p-형으로 도핑된 실리콘층(31)과,

상기 p-형 실리콘층(31) 내의 변형된 Si1-yCy에픽택셜영역(32, 33) -상

기 변형된 Si1-yCy층(32, 33)은 1X1019㎝-3보다 큰 농도 레벨로 n-형으로

도핑됨- 과,

상기 n-형 변형된 Si1-yCy에픽택셜층(32, 33)과 p-형 실리콘(31)의 위의

얇은 실리콘 층(34)과,

디바이스 절연을 제공하기 위한 유전층(50)과,

상기 실리콘층(34)위의 얇은 유전층(35)과,

상기 유전층(35)위의 도전층(36)과,

상기 유전층(35) 및 상기 도전층(36) 모두를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31)과 상기 변형된 Si1-yCy(32, 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

트 스택(888)과,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의 블랭킷 유전층(37)과,,

상기 게이트스택의 측벽(888')상의 유전층(38),

을 포함하며,

상기 제2 트랜지스터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n-형으로 도핑된 실리콘층(131)과,

상기 n-형 실리콘층(131) 위에 가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영역

(132,133) -

상기 변형된 Si1-xGex층(132, 133)은 1X1019㎝-3보다 큰 농도 레벨로 p-

형으로 도핑됨-과,

상기 p-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층(132,133)과 n-형 실리콘(31)위의

얇은 실리콘 또는 가압 변형된 Si1-wGew층(13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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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층(134)위의 게이트 유전층(135)과,

상기 게이트 유전층(135)위의 도전층(136), 및

상기 유전층(135)과 도전층(136)을 모두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131)

및 상기 영역(132, 1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

을 포함하는 인버터.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666)위의 블랭킷 유전층(137)과,

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666')상의 유전층(138)과,

상기 전체 구조물 위의 블랙킷 유전층(39)과,

상기 n-형(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0)과,

상기 n-형(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2)과,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에서 상기 도전층(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37)을 통하는 도전층(41)과,

상기 n-형층(1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2)과,

상기 n-형층(1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0)과,

상기 게이트 스택(666) 상부에 상기 도전층(1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137)을 통하는 도전층(141)과,

절연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영역 (31, 131) 사이의 층(30 또는 30')상의 유전영역(50)

을 더 포함하는 인버터.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측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인버터에 있어서,

제1 트랜지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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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트랜지스터

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p-형으로 도핑된 완화된 SiGe층(531)과,

상기 p-형 SiGe층(531)내에 변형된 실리콘 에픽택셜영역(532,533)-상

기 변형된 실리콘층(532,533)은 1X1019㎝-3보다 큰 농도 레벨로 n-형으

로 도핑됨-과,

상기 n-형 변형된 실리콘 에픽택셜층(532,533) 및 p-형 SiGe(531)위의

얇은 실리콘 층(34)과,

디바이스 절연을 제공하기 위한 유전층(50)과,

상기 실리콘층(534)위의 얇은 유전층(35)과,

상기 유전층(35)위의 도전층(36)과,

상기 유전층(35)과 상기 도전층(36) 모두를 포함하며 SiGe(531)과 상

기 변형된 실리콘 영역(532,5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스택(888)과,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의 블랭킷 유전층(37)과,

상기 게이트스택의 측벽(888')상의 유전층(38)

을 포함하며,

상기 제2 트랜지스터는

제1 단결정 기판(30)상에 n-형으로 도핑된 실리콘층(131)과,

상기 n-형 실리콘층(131)내에 가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영역

(132,133) -상기 변형된 Si1-xGex층(132,133)은 1X1019㎝-3보다 큰 농도

레벨로 p-형으로 도핑됨- 과,

상기 n-형 변형된 Si1-xGex에픽택셜층(132,133) 및 p-형 실리콘(131)위

의 얇은 실리콘 또는 가압 변형된 Si1-wGew층(134)과,

상기 층(134)위의 게이트 유전층(13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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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전층(135)위의 도전층(136)과,

상기 유전층(135)과 도전층(136) 모두를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131)과

상기 영역(132, 133)의 일부를 오버래핑하는 게이트 스택

을 포함하는 인버터.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666) 위의 블랭킷 유전층(137)과,

상기 게이트 스택의 측벽(666')상의 유전층(138)과,

상기 전체 구조물 위의 블랙킷 유전층(39)과,

상기 n-형(5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5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0)과,

상기 n-형(5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실리콘 영역(5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42)과,

상기 게이트 스택(888) 위에서 상기 도전층(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37)을 통하는 도전층(41)과,

상기 n-형층(133)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2)과,

상기 n-형층(132)의 상부 영역에서 상기 층(134)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을 통하는 도전층(140)과,

상기 게이트 스택(666) 위에서 상기 도전층(136)에 접촉하는 상기 블랭킷 유전층(39, 137)을 통하는 도전층(141)과,

디바이스 절연을 제공하기 위해 영역(531)과 (131) 사이의 상기 층(30)위의유전층(50)

을 더 포함하는 인버터.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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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수직 p-채널 MOSFET에 관한 "저누설 이형접합 수직 트랜지스터 및 그 고성능 디바이스" 라는 제목으로 발명

자 Q. Ouyang 및 Jack O. Chu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번호 제10/463,039호(Attorney docket

YOR920010723US1)(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포함되며 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와 상호 참조된다.

본 출원은 수직 n-채널 MOSFET에 관한 "초 확장형 고속 이형 접합 수직 n-채널 MISFET 및 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

명자 Q.Ouyang 및 Jack O.Chu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번호 제10/463,038호(Attorney docket

YOR920030140US1)(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통합되며 본 출원인에게 양도됨)와 상호 참조된다.

본 발명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전류 흐름 방향으로 이형-장벽(hetero-barrier)을 갖지 않

는 도전 채널과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및 본체(벌크) 사이의 이형접합으로 이루어진 금속 절연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

지스터(metal insulator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MISFET)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 MOSFET 스케일링(scaling)은 중요한 과제이다. 종래 기술(들)은 디바이스 치수가 나노미터 설

계이하로 줄어들때의 특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물리적 효과를 줄이는데 실패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단채널 효과

(short-channel effect)를 줄이기 위해 안티-펀치스루 주입법(anti- punchthrough implantation; APT) 또는 할로 주입

법(halo implantation)이 이용된다. 그러나, 온도 강화형 확산으로 인해 계단상 도핑 프로파일(abrupt doping profile)은

달성하기 어려우며, 높게 도핑된 이러한 채널들 또는 포켓 주입 영역들(pocket implant regions)이 접합 용량(junction

capacitance) 및 대역대 대역 터널링(band-to-band tunneling)을 증가시킨다. 채널 공법(channel engineering)은 소정

의 기술에 대해 회로 게이트 지연을 ~10%까지만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게이트 산화물 및 소스/드레인 접합 깊이 스케일링

이 제공되는 채널 길이 스케일링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S.톰슨 등에 의해 "MOS스케일링: 21세기를 위한 트랜

지스터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1998년 인텔 테크널로지 저널 Q3에 발표되어 있다.

밴드갭 공법(engineering)에 따라, 중요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디바이스 설계에 제공될 수 있다. 분자 빔 에피

택시(MBE), 다양한 형태의 화학 기상 증착 (CVD), 및/또는 이온 주입에 의한 고-품질 인장 변형된(tensile strained) Si/

SiGe 및 압축 변형된 SiGe/Si 이형구조의 성장은 발달한 실리콘 기술에 밴드갭 공법 개념의 결합을 허용한다.

밴드갭 공법은 다양한 유형의 이형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트를 구현하는데 이용되었다.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변조 도핑

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dulation doped field effect transistor : MODFETs)인데, 변조 도핑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의 양자우물(quantum well)은 얕게 도핑된 반도체내의 캐리어를 한정하는데 이용된다(1995년 IDEM, 테크. Dig., p509-

512 K.Ismail의 "Si/SiGe 고속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참조). 높은 캐리어 이동도는, 이용되는 이형 물질 시스템에 따라,

감소된 불순물 스캐터링(scattering), 매설 채널내의 감소된 표면 러프니스 스캐터링(roughness scattering), 및 변형에

따른(strained-induced) 이동도 강화로 인해 달성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용된 헤테로 물질 시스템에 의존한다. 또

한, 동일한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이형 구조물 CMOS디바이스가 제안되어 연구되었다(M.A.암스트롱 등에

의해 1995년 IDEM, 테크. Dig., p761-764에 개재된 "Si/SiGe이형접합 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 S.Imai

에 의해 "Si-SiGe반도체 디바이스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된 미국 특허번호 제5,847,419호; M.Kubo등에

의해 "실리콘-게르마늄-카보 조합물 반도체 층을 갖는 HCMOS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2월

20일에 특허된 미국특허번호 제6,190,975호 참조). 이 디바이스들의 장점은 캐리어 이동도가 더 높으므로, 구동 전류가

높으며 고속이다. 그러나, 이 평면 디바이스들에는, 디바이스 스케일링 및 단채널 효과의 조절이라는 두개의 현저한 문제

점이 있다.

단-채널 효과에 관하여, 매우 가파르게 후퇴된 채널 프로파일(ultra-steep retrograded profile)과 가장-얕은 소스/드레

인 정합과는 달리, 단-채널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on-insulator :SOI)가 이용된다. 그러

나, SOI단독으로는 단-채널 효과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더욱이 SOI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플로팅 본체 효과

(floating body effect)이다. 단-채널 효과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소스/본체 정합에 내장 에너지 장벽(built-in

energy barrier), 구체적으로, 장벽높이가 적용된 바이어스에 의존하지 않는 장벽을 갖는 것이다. 이형접합에 의해 제공된

밴드 옵셋이 이 경우에 아주 적합하다. S.Hareland 등에 의해 1993년 10월 IEEE 전자 논문, vol 29, no21, p1894-1896

에 개재된 "깊은 서브마이크로미터 MOSFET에서 펀치스루 전류를 줄이고 MOSFET스케일링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구

조물 접근법"과, 2000년 6월 덴버에서의 디바이스 리서치 회의에서 X.D. 쉔에 의해 설명된 "소스/드레인 및 채널 서이의

이형접합을 구비한 수직 P-MOSFETs"에 이형 접합 MOSFET (HJMOSFET)이 제안되고 연구되었다.

최근, Q. Ouyang에 의한 미국 특허번호 제6,319,799호에는 측면의 고이동도 p-채널 이형접합 트랜지스터(HMHJT)가 제

안되었다. Q. Ouyang 등에 의해 전자 디바이스의 IEEE트랜잭션, 2000년 47(10)에 개재된 "감소된 단-채널 효과 및 강화

된 구동 전류를 갖는 신규한 Si/SiGe 이형접합 pMOSFET"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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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SFET를 이용하여 상보성 MISFET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성능 nMISFET가 요구된다. 본 발명에서는 측면

의 고성능 이형접합 nMISFET가 제안되고, 두개의 실시예가 도시된다. 상보성 MOSFET에 대한 두개의 실시예가 개시된

다. 또한 그 방법이 설명된다.

미국 특허 5,285,088호는 "고 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를 설명한다. 이 디바이스는 활성 영역위에 부분적으로 투영된 "도

출-형태(overhanging-shape)"를 형성하기 위해, 폴리 SiGe층과 폴리 Si층으로 이루어진 소스/드레인 전극에 대한 한쌍

의 반도체 층을 갖는다. 이 경우,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가 자체-정렬된다 (self-align). 그러나, 그것은 평면 구조물이며

여전히 단-채널 효과문제를 겪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scalability)을 갖는 디바이스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2-차원 밴드갭 공법(2-

dimensinal bandgap engineering)을 이용함으로써, 종래 Si 기술에서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회피될 수 있으며, 구

동 전류와 누설 전류가 독립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구동 전류 특성 및 뛰어난 턴-오프 특성이 동

시에 달성될 수 있다. 게다가, 또한 이러한 디바이스에서 단-채널 효과의 억제는 MOSFET기술에 대해 지속적이며 가장

진보적인 스케일링을 허용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실시예를 통해 이러한 장점들을 갖는 측면 n-채널 및 상보성 MISFET구조물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다

른 측면은 이러한 디바이스를 위한 프로세스 집적 설계이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디바이스들은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본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이형-장벽을 갖지만, 채널내에서 전류 흐름 방향으로의 이형 -장벽은 없다. 드레인-유발형 장벽 저

하는 소스 정합에서의 이형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소되므로, 서브쓰레스홀드 스윙(subthreshold swing) 및 오프-상

태 누설(off-state leakage)이 감소된다. 한편, 채널내에서의 이형-장벽이 없기 때문에, 구동 전류가 양자 메커니컬 터널

링 (quantum mechanical tunneling)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아주 높은 온/오프 비율이 달

성될 수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DRAM, 랩탑컴퓨터, 및 무선통신과 같은 고속, 저누설 및 저 전력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다.

실리콘-기반형 또는 Ⅲ-Ⅴ족 물질 시스템과 같은 적당한 밴드 옵셋을 갖는 임의의 이형-물질 시스템은 상기 디바이스 개

념을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실리콘 기술이 최고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하고 관심을 끄는 것은

실리콘 기반형 물질들이다. nMISFET에서 전자에 대한 적절한 밴드 옵셋을 갖는 두가지 유형의 Si-기반형 이형 구조물이

있다. 하나는 완화된 SiGe버퍼층상에서 인장 변형된 Si 또는 SiGe이고, 다른 하나는 Si상에서 인장 변형된 Si1-x-yGexC y

이다. 한편, 상보성 MISFET를 형성하기 위해, 실리콘상에서 압축 변형된 SiGe 또는 SiGeC는 pMISFET에 이용될 수 있는

데, 그것은 홀(hole)에 대해 적절한 밴드 옵셋을 갖기 때문이다. 각각의 물질 시스템으로, 채널은 표면 채널 또는 매설된 양

자 우물 채널일 수 있으며, 디바이스는 벌크 실리콘, 실리콘-온-인슐레이터, SiGe-온-인슐레이터 또는 실리콘-온-사파

이어 기판(silicon-on-sapphire substrate)과 같은 다양한 기판상에서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측면 n-채널 트랜지스터에 대한 세개의 실시예가 도시된다. 그 다음, 측면 CMOS에 대한 두개의 실시예가

더 설명된다. 또한, 제조방법이 설명된다.

발명의 구성

카본, 실리콘, 게르마늄의 격자 간격은 각각 3.567A, 5.431A, 및 5.646A이다. 이축 인장 변형(biaxial tensile strain)은

완화된 Si상의 슈도몰픽(psedomorphic) SiC 또는 완화된 SiGe 또는 Ge 기판상의 슈도몰픽 (psedomorphic) Si에 존재한

다. 이축 인장 변형은 슈도몰픽물질의 성장면(표면)에서 더 큰 격자 간격과 성장 방향(표면에 수직)에서 더 작은 격자 간격

을 의미한다. 한편, 가압 이축 변형(compressive biaxial strain)은 완화된 Si상의 슈도몰픽 SiGe, 완화된 Si위의 슈도몰픽

SiGeC, 또는 완화된 SiGe상의 슈도몰픽 Ge으로 존재한다. 가압 이축 변형은 슈도몰픽물질의 성장면(표면)에서 더 작은

격자간격과 성장방향(표면에 수직)에서 더 큰 격자 간격을 의미한다. 완화된 Si상의 압축 변형된 SiGe에 적은 양의 카본

(<1%)을 가함으로써 SiGe의 변형을 보상하고 줄일 수 있다. 변형은 변형된 물질의 밴드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변

형은 에너지 밴드 옵셋, 유효 질량(effective mass) 및 상태 밀도(density of state)에 영향을 줄 것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실리콘상에서 가압 변형된 SiGe(C)의 전도대(conduction band) 및 가전자대(valence band)를 각각 그래프 2 및 3

으로 각각 도시한다. 홀은 높은 홀 이동도를 구비하는 가압 변형된 SiGe(C)내에 제한되고, 이 물질시스템은 pMOSFET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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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완화된 Si상에서 인장 변형된 Si1-yCy의 전도대 및 가전자대를 각각 그래프 4 및 5로 도시한다. 이 경우, 전자

(electron)는 잠재적으로 높은 전자이동도를 갖는 인장 변형된 Si1-yCy내에 제한되는데, 이 물질시스템은 nMOSFETs에

적합하다. 더욱이, 도 3은 완화된 실리콘 게르마늄상에서 인장 변형된 실리콘의 전도대 및 가전자대를 각각 그래프 6 및 7

로 도시한다. 전자는 높은 전자이동도를 갖는 인장 변형된 실리콘내에 제한되는데, 이 물질시스템은 nMOSFETs에 적합하

다. 이러한 3개 물질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널은 표면채널이거나 매설 양자우물채널 일 수 있다. 도 1 내지 3에서, 수직좌

표(ordinate)는 에너지를 나타내며, 가로좌표(abscissa)는 심도를 나타낸다.

SiGe기반형 측면 nMOSFET(78)의 제1 실시예에 대한 측단면 개략도가 도 4에도시된다. 디바이스는 이하 구조물 특성을

갖는다.

1) 드레인은 n+-형 인장 변형된 실리콘(82)이다;

2) 본체는 p-형 완화된 SiGe(81)이며, 바람직한 쓰레스홀드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 도핑 레벨(doping level)이 조정된다;

3) 소스는 n+-형 인장 변형된 실리콘(83)이다;

4) 채널은 인장 변형된 Si(84)이고, 화살표(93)로 도시된 전류방향을 따른 이형-장벽은 없다. 채널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밴드 옵셋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하는 인터페이스(805)에서 본체와 이형 접합을 형성하여, Si채널(84)내에 전자를 제

한한다. 채널은 전형적으로 층하부까지 자동도핑된다. 이에 의해, 본체(81)의 위에 있는 채널 영역이 p-형으로 자동도핑되

는 동안, 소스(83) 및 드레인(82)의 위에 있는 채널 영역은 n-형으로 도핑된다. 채널층과 소스/드레인내에 원하는 도핑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

5) 변형된 Si/SiGe이형 접합은 인터페이스(800)에서 소스 및 본체 사이에 형성되며, 바람직하게, 소스/본체 금속

(metallugical) p/n접합과 정렬된다. 전자가 본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이형접합이 작용하므로, 크기순대로 오프-

상태 전류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이형 접합에서 변형이 클수록, 에너지 장벽은 더 높아지고, 이 경우 디바이스가 턴오프

될 때, 소스에서부터 본체, 그 다음, 드레인까지의 누설전류가 더 감소될 수 있다.

6) 변형된 Si/SiGe 이형접합은 인터페이스(810)에서 드레인과 본체 사이에 형성되며, 바람직하게는, 드레인/본체 금속 p/

n접합과 정렬된다.

7) 게이트는 전체 변형된 실리콘 채널(84)과 소스(83) 및 드레인(82)의 일부분을 그 사이에 있는 절연체(85)로 오버래핑하

는 도전층(86)이다.

8) 소스, 게이트 및 드레인 전극(90, 91, 92)은 소스(83), 게이트(86) 및 드레인(82)과 각각 쌍을 이룬다.

9) 디바이스 절연은 절연층(89)에 의해 제공된다.

10) 버퍼층(94)은 완화된 SiGe 격자 템플릿을 층(81)에 제공한다. 층(80)은 벌크 실리콘, SOI기판, 벌크 Ge, Ge-온 인슐

레이터, SiGe-온-인슐레이터 또는 실리콘-온-사파이어일 수 있다.

11) 절연층(87)은 게이트 스택(85,86)을 보호한다.

12) 절연층(88)은 층(89)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인장 변형된 Si층을 생성하기 위해 가상 기판으로서 완화된 SiGe를 이용하는 것외에도, 실리콘상의 인장 변형된 SiC이

nMOSFET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콘-기반형 측면 nMOSFET(112)의 제2 실시예에 대한 측단면 개략도가 도

5에 도시된다.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구조물 특성을 갖는다.

1) 드레인은 n+-형 인장 변형된 SiC(32)이다;

2) 본체는 p-형 실리콘(31)이며, 바람직한 쓰레스홀드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 도핑 레벨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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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스는 n+-형 인장 변형된 SiC(33)이다;

4) 채널은 실리콘 또는 인장 변형된 SiC(34)이고, 전류방향에 따른 이형-장벽은 없다.

5) 변형된 SiC/Si 이형 접합은 인터페이스(820)에서 소스와 본체 사이에 형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소스/본체 금속

(metallugical) p/n접합과 정렬된다.

6) 변형된 Si/SiGe 이형접합은 인터페이스(830)에서 드레인과 본체 사이에 형성되며, 바람직하게는, 드레인/본체 금속 p/

n접합과 정렬된다.

7) 게이트는 전체 채널(34)과 소스(33) 및 드레인(32)의 일부분을 그 사이의 절연체(35)로 오버래핑하는 도전층(36)이다.

8)소스, 게이트 및 드레인 전극(40,41,42)은 소스(33), 게이트(36), 및 드레인(32)과 각각 쌍을 이룬다.

9) 디바이스 절연은 절연층(39)에 의해 제공된다.

10) 층(30)은 벌크 실리콘 또는 SOI기판일 수 있다.

11) 절연층(37)은 게이트 스택(35,36)을 보호한다.

12) 절연층(38)은 층(39)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도 6은 측면 CMOS인버터(282)의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이는 측면 대칭 nMOSFET(112)와 측면 대칭 pMOSFET(280)의

조합이다. 디바이스 절연은 절연 영역 (39, 50)에 의해 제공된다. nMOSFET(112)가 인장 변형된 SiC소스/드레인(32,33)

과 실리콘 또는 변형된 SiC채널(34)를 갖는반면, pMOSFET(280)는 압축 변형된 SiGeC소스/드레인(132,133)과 실리콘

또는 변형된 SiGeC 채널(134)를 갖는다. 게이트 절연체(35, 135)는 산화물, 산화질화물, 다른 고-유전율 유전체, 또는 그

들의 조합일 수 있다. 게이트 전극(36,136)은 각각 중간-갭 일함수(mid-gap work function), 또는 nMOSFET를 위한 n-

형 폴리실리콘 또는 폴리 SiGe 및 pMOSFET를 위한 p-형 폴리 실리콘 또는 폴리 SiGe와 동일한 종류의 금속일 수 있다.

도 7은 측면 CMOS 인버터(382)에 대한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이는 nMOSFET(312)를 제외하고 도 6과 동일하다. 이

경우, nMOSFET(312)는 인장 변형된 실리콘 소스/드레인(532,533)과 인장 변형된 실리콘 채널(534)을 이용한다. 게이트

절연체(35,135)는 산화물, 산화질화물, 다른 고-유전율 유전체, 또는 그들의 조합일 수 있다. 게이트 전극(36,136)은 각각

중간-갭 일함수, 또는 nMOS를 위한 n-형 폴리실리콘 또는 폴리 SiGe 및 pMOS를 위한 p-형 폴리 실리콘 또는 폴리 SiGe

와 동일한 종류의 금속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은 측면 이형접합 nMISFET에 대한 프로세스 집적화를 위한 설계를 더 포함한다.

a) 활성 영역을 정의하고, 실리콘, 완화된 SiGe벌크, SOI, SGOI 또는 GOI 기판내에 우물을 형성한다.

b) 바람직한 선택적 프로세싱을 한해 마스크로서 유전체 스택을 갖는 게이트 영역을 정의하고 형성한다.

c) 개구를 에칭하여 리세스된 소스와 드레인을 형성하는데, 이는 상기 게이트 스택에 자체-정렬된다.

d) 바람직하게, 인-시튜 도핑(in-situ doping)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인장 또는 압축 변형된 소스/드레인 영역을 형

성하기 위해,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을 수행한다.

e) 게이트 스택을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평탄화한다.

f) 원한다면 웰 영역 및 소스/드레인 영역에 걸쳐 균일한 방법으로 매설된 채널 디바이스를 위한 캡층을 추가한 채널층의

에피택셜 성장;

g) 산화물, 산화질화물, 다른 고-유전체층, 하나 또는 그들의 조합일 수 있는 게이트 절연층의 성장 또는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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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폴리 실리콘, 폴리 SiGe 또는 금속일 수 있는 게이트 전극층의 성장 또는 증착;

i) 게이트 패터닝 및 형성;

j) 소스, 드레인이 인-시튜 도핑되지 않은 경우에, 이온 주입하고 어닐링함;

k) 필드 산화물의 증착;

l) 컨택트에 대한 개구;

m)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실리시데이션;

n) 금속화 및 금속 신터링(sintering).

도면에서 같은 (종류)의 엘리먼트 또는 구성요소는 같거나 대응하는 참조번호로 참조될 수 있다. 고이동도 채널과 바람직

하게 소스 및/또는 드레인의 정합과 일치하는 이형접합을 포함하는 측면 반도체 디바이스가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지만, 첨

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본 발명의 광범위한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들에 의해 변경 및 개량이 가능

하다.

발명의 효과

본원 발명은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scalability)을 갖는 디바이스 구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2-차원 밴드

갭 공법을 이용함으로써, 종래 Si 기술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회피될 수 있으며, 구동 전류와 누설 전류가 독립적으

로 최적화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구동 전류 특성 및 뛰어난 턴-오프 특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들 및 다른 특징, 목적과 본 발명의 장점은 이하의 도면과 함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은 입방체 Si상에서 가압 변형된 SiGe 또는 SiGe(C)의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이다.

도 2는 입방체 Si상에서 인장 변형된 SiC의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이다.

도 3은 완화된 SiGe버퍼상에서 인장 변형된 Si의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측면의 인장 변형된 Si 표면 채널 nMOSFET의 측단면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소스/드레인 영역에서 인장 변형된 SiC를 갖는 측면 채널 nMOSFET의 측단면 개략

도이다.

도 6은 nMOSFET에 대한 인장 변형된 SiC 소스/드레인과 pMOSFET에 대해 가압 변형된 Si1-x-yGexCy 소스/드레인을

갖는 측면 CMOS의 측단면도이다.

도 7은 nMOSFET에 대해 인장 변형된 Si1-yCy 소스/드레인과 pMOSFET에 대해 가압 변형된 Si1-x-yGexCy 소스/드레인

을 갖는 측면 CMOS의 측단면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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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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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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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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