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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널부의 전류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및 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이 개
시된다.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반도체 층, 제1 반도체 층과 다른 격자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이들을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을 형성한 후, 제1 반도체 패턴에 제1 반도체 층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는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고, 이를 식각하여 제2 반도체 패턴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2 반도체 패턴 상에 게이트를 형성한다. 제2 반도체
패턴과 게이트 패턴의 접촉 면적을 증대시켜 전류의 손실을 줄이고, 반도체 층의 격자 특성을 변화시켜 전자 이동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소자에 변형 실리콘을 적용하여 전자 이동도가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2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들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한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면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0은 도 8에 도시한 채널 내부의 전자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11은 종래의 변형 실리콘을 이용한 2차원적인 채널을 3차원적인 개념으로 확장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반도체 기판 110：제1 반도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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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제2 반도체 층 130：제3 반도체 층

200：제1 반도체 패턴 300：제2 반도체 패턴

400：게이트 510：제1 구조물

511, 512, 513：게이트 접촉면 520：제2 구조물

520：제2 구조물 601：일반 실리콘 래티스

602：변형 실리콘 래티스 710：제1 실리콘 패턴

720：실리콘-게르마늄 패턴 730：제2 실리콘 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채널(channel)부와 게이트 패턴의 접촉면을 증
대시켜 전류의 손실을 줄이고, 채널부를 구성하는 반도체 층의 격자(lattice) 특성을 변화시켜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반도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기술적/산업적으로 양적 및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왔다. 그 핵심 기술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및 집적화 기술이다.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및 집적화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구조물
들의 소형화에 의해 달성된다. 반도체 소자가 소형화됨에 따라 단위 칩 내에 더 많은 소자를 집적할 수 있으며, 소자를 통
과하는 전자의 통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자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자 내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양을 감소시켜 소자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자의 고직접화, 고속화, 저전력화는 곧 반도체의 성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1971년 최소 선폭이 10㎛
정도인 트랜지스터에서, 1997년에는 최소 선폭이 0.25㎛ 정도인 트랜지스터, 2003년에는 최소 선폭이 90㎚ 정도인 트랜
지스터 시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 전자 소자의 소형화 기술은 지난 30년 동안 그 크기에 있어서 약 50배 정
도, 그 집적도에 있어서는 약 10,000배 정도, 그리고 칩의 속도에 있어서는 약 1,000 배 정도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현재, 약 90nm의 선폭을 갖는 트랜지스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아가 약 65nm 정도의 선폭을 갖는 트랜지스
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0.13㎛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200㎜의 웨이퍼에 70㎚ 정도의 폭을 갖는 게이트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90nm
의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300㎜의 웨이퍼에 50㎚ 정도의 선폭을 갖는 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65nm
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300㎜이상의 웨이퍼에 35㎚정도의 선폭을 갖는 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상기 90nm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종래의 0.13㎛ 반도체 공정에 비하여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다. 1.2㎚ 게이트 산화
막, 50㎚의 게이트 및 변형 실리콘 기술 등이 기반이 되어 고속 및 저 전력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300㎜
의 웨이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무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칩을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트랜지스터 구조
는 일관되게 MOSFET(Metal Oxide 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전자를 고전적 입자로
취급하여 표류 확산(drift diffusion)에 의한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기본 동작 원리는 반도체 소자가 50배 이상 계속 축
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즉, MOSFET 기술은 소자의 축소화 기술에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
다.

상기 MOSFET 기술은 최소 선폭 0.1㎛ 세대까지는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0.1㎛ 이하의 나노급
MOSFET 기술에 있어서는 극복하여야할 많은 제조 공정 기술의 장애가 있다. 또한, 최소 선폭 10 nm 수준의 공간에서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전자가 양자역학적 원리에 의한 운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를 단순히 독립적인 전하 입
자로 취급하였던 과거의 원리에 바탕을 둔 트랜지스터는 동작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노급 소자의 제작 공정기술 확립을 바탕으로 시간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그 해
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현재의 MOSFET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단 채널 효과나 양자 효과에 의한 부작용을 극소화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전적 MOSFET 동작을 탈피한 양자역학적 동작원리를 가지는 나노 신소자로
대체하려는 방법이다.

0.1㎛ 이하 스케일의 CMOS 기술은 1) 유한한 공핍층(space charge layer), 2) 터널링 및, 3) 도핑의 불균일성 문제들로
인하여 그 유용성이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소자 제조 기술상의 장애 요인으로는 1) lithography, 2) gate oxide film, 3)
shallow source/drain extension 및 4) halo pocket/retrograde well 형성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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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유전율이 크고 SiO2를 대체할 수 있는 게이트 산화막, 2) 게이트 지연(gate

dela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게이트 산화막과 채널간의 표면 산란을 축소시켜 전자 이동도(electron mobility)를
증가시켜 높은 구동전류를 유지시키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결과를 나타내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90nm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상기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도체 소자에 변형 실리콘 기술(strained
silico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소자에 변형 실리콘을 적용하여 전자 이동도가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1은
인텔(Intel)사가 실시한 변형 실리콘(strained Si) 반도체의 시험 결과 그래프이다. 도 1에 있어서, 세로축은 전자의 유효
이동도(effective mobility)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수직 유효 영역(vertical effective field)을 의미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경우(10), 15% 정도의 실리콘-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변형한
경우(15), 20% 정도의 실리콘-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변형한 경우(16)가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는 500~600K(V/Cm)영역에서 사용된다. 이 때, 일반 실리콘 반도체(10)는 약 270(㎠/V°s )의 전
자 이동 수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15% 정도의 실리콘-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변형한 경우(15)에는 약
450(㎠/V°s )의 전자 이동 수치를 나타내고, 20% 정도의 실리콘-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변형한 경우(15)에는
480(㎠/V°s )의 전자 이동 수치를 나타낸다.

도 1에 도시한 바에 따르면, 약 17% 정도의 게르마늄 원자 농도를 가진 실리콘-게르마늄 에피층을 사용해 활성 실리콘 층
상에 변형(strain)을 도입하면 전자 이동도를 70%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도 1은 2차원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소자를 시험한 그래프이며, 아직 트랜지스터에 변형 실리콘(strained Si)을 3차원적으로 정합(match)하는 제조 기술은 개
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2차원적으로 반도체 소자에 변형 실리콘(strained Si)을 사용하여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공
지된 정도이다. 궁극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케일을 줄이거나 3차원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100 nm 이하에서 집적회로 공정용 형상묘사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자의 스케
일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스케일을 줄이는 것보다 3차원적인 소자를 적용하는 기술이 더 적합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채널 폭이 90 nm 이하에서는 단 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와 게이트 산화막을 통한 누
설 전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단 채널효과란 고온 열처리에 의해 소스 및 드레인층 내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원자는 채널 영역 내에서 확산하여 유효 채널의 길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 채널 길이가 감소되면, 특히, 극도로
작은 게이트 길이의 디바이스 내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단락 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CMOS 구조에서 채널(channel)의 3면에 폴리게이트(poly gates)가 형성된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Tri-Gate 소자라고 한다. 상기 Tri-Gate 소자를 이용하면 싱글 게이트를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실리
콘의 두께의 문제 및 단 채널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형 실리콘(strained Si)을 이용한 Tri-Gate 소자
가 향후 90㎚ 이하의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이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게이트와 채널부의 접촉면을
증대시켜 전류 손실을 줄이고, 채널을 형성하는 반도체 층의 격자 특성을 변화시켜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
체 소자를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게이트와 접촉하는 면적이 증대되며, 반도체 층의 격자 특성도 향상되어 채널부 내의 전자 흐름을
개선시키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반도체 층 및 상기 제1 반도체 층과 다른 격자(lattice)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층을 순차적으로 형
성한 다음, 상기 제2 반도체 층 및 상기 제1 반도체 층을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1 반도체
패턴 상에 상기 제1 반도체 층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가지는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한 후, 상기 제3 반도체 층을 식각하여
상기 제1 반도체 패턴을 감싸는 제2 반도체 패턴을 형성한다. 이 경우, 상기 제1 반도체 층은 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반도체 층은 실리콘-게르마늄을 포함하며, 상기 제3 반도체 층은 실리콘을 포함한다. 상기 제2 반도체 층은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2 반도체 패턴은 상기 제1 반도체 패턴의 측벽 및 상면 상에 형성된다.

전술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며 제1 반도체 패턴을 포함하는 제1 구조물과 상기 제1 구조물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상기 제1 반도체 패턴과 상이
한 격자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패턴을 포함하는 제2 구조물을 구비한다. 이 때, 상기 제1 구조물의 일측은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측에 형성된 소스 영역에 접촉되며, 상기 제1 구조물의 타측은 상기 반도체 기판의 타측에 형성된 드레인 영역에
접촉된다. 또한, 상기 제2 구조물의 하부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접촉되며, 상기 제2 구조물은 상기 제2 반도체 패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사이에 형성되어 제1 반도체 패턴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는 제3 반도체 패턴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채널과 게이트가 접촉하는 면적을 증대시켜 전류 손실을 줄이고 채널을 형성하는 반도체 층의 격자 특
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채널부 내의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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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
명하지만, 본 발명이 하기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도 2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먼저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제1 반도체
층(110)을 형성한 다음, 제1 반도체 층(110) 상에 제1 반도체 층(110)과 다른 격자(lattice)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층
(120)을 형성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 반도체 층(110, 120)을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제1 및 제2 반도체증 패턴(221,
222)으로 이루어진 제1 반도체 패턴(200)을 형성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제1 반도체 패턴(200) 상에 제1 반도체 층(110)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는 제3 반도체 층(130)을 형성
한다. 이 경우, 제3 반도체 층(130)은 제1 반도체 패턴(200)을 덮으면서 반도체 기판(100) 상에 형성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제3 반도체 층(130)을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200)의 상면 및 측벽을 감싸는 제2 반도체 패턴(300)
을 형성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제2 반도체 패턴(30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게이트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다음, 상기
게이트층을 식각하여 제2 반도체 패턴(300)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게이트(400)를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100)은 산화막을 포함하는 절연 기판이며,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층(110)이 형성된다. 이 때, 제1 반도체 층(110)은 약 10~30㎚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반도체 층(110) 상에 제1 반도체 층(110)의 결정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2 반도체 층(120)이 형성된다. 즉,
제1 반도체 층(110) 상에는 제1 반도체 층(110)과 상이한 격자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층(120)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제
2 반도체 층(120)은 제1 반도체 층(110)의 결정 구조를 완화시킨다. 이는, 제2 반도체 층(120)과 제1 반도체 층(110)을
서로 상이한 결정 구조를 갖는 재질로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 반도체 층(120)은 제1 반도체 층(110)을 결정 구조
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반도체 층(110)이 실리콘으로 형성될 경우, 제2 반도체 층(120)은 실리콘의 결정 구
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리콘-게르마늄 또는 실리콘-카바이드를 사용하여 형성한다. 상부의 실리콘-게르마늄 층 또는
실리콘-카바이드 층은 하부의 실리콘 내에 인장력을 유도하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반도체 층(110)이 실리콘으로 형성될 경우, 제2 반도체 층(120)을 실리콘-게르마늄으로 형성된다. 즉,
실리콘-게르마늄을 포함하는 제2 반도체 층(120)은 변형 유도층이 되고,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층(110)은 변형
층이 된다. 이 경우, 제1 반도체 층(110)을 변형 실리콘(strained silicon)층이라 한다.

상기 제1 반도체 층(110) 상에 제2 반도체 층(120)을 형성하는 방법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증
착 공정으로 제2 반도체 층(120)을 형성하거나 에피택셜(epitaxial) 성장 공정으로 제2 반도체 층(120)을 형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1 반도체 층(110) 상에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로 제2 반도체 층(120)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제2 반도체 층(120)은 약 10~ 90㎚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상기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제1 반도체 층(110) 및 제2 반도체 층(120)을 순차적으로 형성한 후, 제1 및 제2 반도체 층
(110, 120)을 사진 식각 공정으로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200)을 형성한다. 이 경우, 제1 반도체 패턴(200)은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제1 방향인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다.

상기 제1 반도체 패턴(200)을 형성한 후, 제1 반도체 패턴(200) 상에 제3 반도체 층(130)을 형성한 다음, 사진 식각 공정
으로 제3 반도체 층(130)을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200)의 상면 및 측면 상에 제3 반도체층 패턴(131)을 형성함으로
써, 제2 반도체 패턴(300)을 완성한다. 상기 제3 반도체층 패턴(131)은 제2 반도체 패턴(300)을 감싸는 구조를 가진다. 또
한, 제3 반도체 층(130)은 제1 반도체 층(110)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제1 반도체 층(110)을 실리콘으
로 형성한 경우, 제3 반도체 층(130)은 제1 반도체 층(110)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는 실리콘으로 형성한다. 즉, 제3 반도
체 층(130)은 제1 반도체 층(110)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재질로 형성한다. 그러나, 제3 반도체 층(130)이 제1 반도체
층(110)과 완전히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상기 제2 반도체 패턴(300)은 제3 반도체 층(130)을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형성한다. 일 예로 반도체 기판
(100) 상에 위치하는 제2 반도체 패턴(300) 상에 제3 반도체 층(130)을 증착 공정으로 형성하는 경우, 제2 반도체 패턴
(300)은 통상적인 사진 식각 공정으로 형성된다.

한편,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패턴(200)으로부터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로 제3 반도체 층(130)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제1 반도체 패턴(200)의 에피택셜 공정 전에는 프리 베이킹(pre-baking) 또는 프리 클리닝(pre-cleaning) 공정을
진행한다. 프리 베이킹 또는 프리 클리닝 공정은 실리콘이 외부에 노출될 때 자연 산화막이 성장하기 때문에 패시베이션
시킨 후 에피택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된다. 프리 베이킹 또는 프리 클리닝 공정에서는 반도체 기판(100)을 약
900℃ 정도의 온도에서 약 1분 동안 가열한다. 이 후에 에피택셜 성장 공정을 진행한다. 에피택셜 성장 공정에서는 약
900℃ 정도의 온도에서 약 2분 미만 동안 반도체 기판(100)을 가열한다. 이에 따라, 바람직하게는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
로 생성된 제3 반도체 층(130)은 약 10~100㎚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상기 에피택셜 성장 공정은 통상적인 사진 식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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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다 간단하게 수행된다.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1 반도체 패턴(200)에 에피택셜 성장 공정을 적용하면, 제1 반도체 패턴
(200)의 외부에는 실리콘 계열의 물질이 성장한다. 이 경우, 제1 반도체 패턴(200)에 성장된 실리콘계열의 물질은 실리콘
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반도체 층(100)은 산화막을 포함하는 절연 기판이며, 제1 반도체 층(110)은 실리콘 층이고, 제2 반도체 층
(120)은 제1 반도체 층(110)으로부터 에피택셜 성장된 실리콘 게르마늄 층이다. 또한, 제3 반도체 층(130)은 제1 반도체
패턴(200)으로부터 에피택셜 성장된 실리콘 층이 된다. 이 때, 제2 반도체 층(120)은 제1 반도체 층(110)으로부터 수직 방
향으로 성장시킨다. 실리콘-게르마늄에 포함된 게르마늄의 농도는 제1 반도체 층(110)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반도체 패턴(300)을 형성한 후, 제2 반도체 패턴(300) 상에 게이트 산화막이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 산화막 위에
게이트를 구성하는 물질을 연속적으로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물질을 평탄화한 후, 습식 또는 건식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소정의 두께를 갖는 게이트 물질을 식각하여 게이트(400)를 형성한다. 이 때, 제2 반도체 패턴(300)은 게이트(400)와 접
촉되는 채널이 된다. 이 후에, 게이트(400)에 통상적인 스페이서를 구성하는 층을 증착 및 식각하여 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400) 상에 금속 막을 증착하고 열처리를 진행하여 게이트(400) 상에 금속 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한다. 게이트
(400)에 증착되는 금속으로는 코발트(Co), 니켈(Ni) 또는 납(Pb) 등이 사용된다. 반도체 장치의 디자인 룰(design rule)이
감소할수록 반도체 장치에서의 금속 실리사이드층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상기 제2 반도체 패턴(300)의 일측 단부를 반도체 기판(100)의 소스(source) 영역에 접촉되게 형성하고, 제2 반도체 패턴
(300)의 타측 단부를 반도체 기판(100)의 드레인(drain) 영역에 접촉되게 형성한다. 즉, 음극에 해당하는 소스와 양극에
해당하는 드레인 사이에서 제2 반도체 패턴(300)은 채널이 된다. 상기 채널은 전기 전도도가 있는 실리콘으로 형성되어 전
류 통로의 역할을 한다. 제2 반도체 패턴(300)의 외부와 게이트(400)가 접촉하는 부위에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여, 이러
한 게이트 산화막을 매개로 채널과 게이트가 연통된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케일을 줄이거나 3차원 구조의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여야 한
다. 하지만, 3차원 구조의 반도체 소자에서 채널의 폭이 90nm 이하로 줄어들면 게이트 산화막을 통한 누설 전류가 발생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제2 반도체 패턴(300), 즉 채널은 3차원 구조물이고, 제2 반도체 패턴(300)의 외부를 둘러싸는 구조로 게
이트(400)를 형성하기 때문에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채널의 3면에 트리 게이트(Tri-Gate)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트리 게이트를 이용하면 싱글 게이트를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실리콘의 두께의 문제 및 전류 누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여기서, 제2 반도체 패턴(300), 게이트 산화막, 게이트(400), 스페이서,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및
금속 실리사이드층 등은 MOSFET(Metal Oxide Silicon Field Transistor)을 동작시키기 위한 구조물들이다.

일반적인 MOFET는 p형 실리콘 기판의 표면 가까이에 2개의 n형 층을 만들어 이를 소스와 드레인으로 하고, 소스와 드레
인의 전류의 통로가 되는 채널을 형성한 다음 채널의 표면에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구조를
가진다. 상기 게이트에 (－) 전압을 걸면 기판에 있는 양공이 한쪽 방향으로 끌려, 게이트 산화막 바로 채널에 모이게 되어
소스와 드레인 간을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반대로, 게이트에 (＋) 전압을 걸면 양공은 게이트보다 멀리 밀려나 전류가
감소한다. 그러나, 게이트의 전압을 더욱 올리면 반도체 내의 전자가 채널에 모이게 되어 반대로 전류가 증가한다. 즉,
MOFET는 게이트 전압의 상태에 따라 채널 내부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시켜 증폭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깊이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형화에 따라 작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극도로 미세한 디
바이스에서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저항 값이 증가하여 MOSFET 디바이스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제2 반도체 패턴(300), 즉, 채널이 3차원으로 수직하게 형성하여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연통되기 때
문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저항 값의 증가에 따른 MOSFET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
체 소자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반도체 층에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실시예2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한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면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고, 도 10은 도 8에 도시한 채널 내부의 전자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
며, 도 11은 종래의 변형 실리콘을 이용한 2차원적인 채널을 3차원 개념으로 확장한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기판(100)에 제1 반도체로 형성된 제1 구조물(510)과
제1 반도체와 다른 격자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로 형성되며, 상기 제1 구조물(510)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배치되는 제2
구조물(520)을 포함한다.

제1 구조물(510)의 외면에는 게이트 산화막이 형성되며, 제1 구조물(510)상에는 제1 구조물(510)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
향으로 게이트(400)가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400)의 측벽에는 스페이서(도시되지 않음)가 형성되며, 제1 구조물(510) 및
게이트(400)의 표면에는 금속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 구조물(510) 및 게이트(400)에 증착되는 금
속은 코발트, 니켈 또는 납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의 디자인 룰(design rule)이 감소할수록 반도체 장치
에서 금속 실리사이드층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상기 제1 구조물(510)의 일측은 반도체 기판(100)에 형성된 소스 영역에 접촉되고, 제1 구조물(510)의 타측은 반도체 기
판(100)에 형성된 드레인 영역에 접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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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100)은 산화막을 포함하는 절연 기판이며, 제1 구조물(510)은 실리콘을 포함한다. 이 때, 제1 구조물
(510)의 하부는 반도체 기판(100)으로부터 약 10~30㎚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고, 하부를 제외한 제1 구조물(510)의 나머
지 면은 약 10~100㎚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구조물(520)은 제1 구조물(510)의 결정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2 반도체로 형성된다. 따라서, 제2 구조물(520)과
제1 구조물(510)은 서로 상이한 격자(lattice) 특성을 갖는다.

상기 제2 구조물(520)은 실리콘의 결정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리콘-게르마늄 또는 실리콘-카바이드를 사용하여 형
성된다. 제1 구조물(510)이 실리콘으로 형성되면, 제2 구조물(520)은 실리콘-게르마늄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구조물(520)은 제1 구조물(510)의 중심부를 반도체 기판(100)에 대하여 제1 방향인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도록
배치된다. 즉, 제1 구조물(510)의 중심부에 제2 구조물(520)이 길이 방향으로 삽입된 구조로 형성된다. 이 때, 제2 구조물
(520)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1 구조물(510)로부터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2 구조물
(520)은 약 10~90㎚ 정도의 두께로 형성된다.

제1 구조물(510)과 게이트(400) 사이에는 게이트 산화막이 개재되며, 제1 구조물(510) 상에는 제1 구조물(510)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으로 게이트(400)가 형성된다. 여기서, 제1 구조물(510)은 게이트(400)와 연통되는 채널이 된다. 제1 구조
물(510), 즉, 채널은 전류 통로가 된다. 제1 구조물(510)은 게이트 산화막을 개재하여 게이트(400)에 연통된다. 여기서, 제
1 및 제2 구조물(510, 520), 게이트 산화막, 게이트(400), 스페이서,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금속 실리사이드 층 등은
MOSFET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형성되는 구조물이다. 상기 MOFET는 게이트 전압의 상태에 따라 채널 내부에 흐르는 전
류를 변화시켜 증폭하게 된다.

대체로, MOSFET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게이트(400)에 (－) 전압을 걸면, 반도체 기판(100)에 있는 양공이 한쪽 방향으로
끌려, 게이트 산화막 바로 상부의 채널에 모이게 되어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반대로, 게이트(400)
에 (＋) 전압을 걸면 양공은 게이트(400) 보다 멀리 밀려나 전류가 감소한다. 그러나, 게이트의 전압을 더욱 올리면 반도체
내의 전자가 채널에 모이게 되어 반대로 전류가 증가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구조물(510)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구조물이며, 게이트(400)에 대하여 세 개의 게이트 접촉면(5111, 512, 513)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소스 및 드레인 층의
깊이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형화에 따라 작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극도로 미세한 디바이스에서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의
저항 값이 증가하여 MOSFET 디바이스 성능의 저하시킨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기존의 2차원적인 구
조물에 비하여 채널과 게이트가 접촉하는 게이트 접촉면(5111, 512, 513)이 증대되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와 속도를 높
일 수 있다. 또한, 증대된 접촉면으로 게이트 산화막을 통한 누설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상기 제2 구조물(520)에 의하여 제1 구조물(510)의 결정 구조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2 구조물(520)이 포함
하는 실리콘-게르마늄에 의하여 제1 구조물(510)이 포함하는 실리콘에 인장력을 유도된다. 이는, 실리콘-게르마늄과 실
리콘의 격자 상수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와 같이 결정 구조가 완화된 실리콘을 변형 실리콘(strained
silicon)이라 한다. 상기 제1 구조물(510)의 결정 구조를 완화되면, 제1 구조물(510)을 통과하는 전류의 저항이 줄어들게
된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의 이동도 또는 홀의 이동도는 일반적인 실리콘 격자(601)에서 보다 변형 실리콘의
격자(602)에서 향상된다. 이것은 실리콘 내부의 결정 구조가 완화되어 전자에 발생하는 저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궁극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3차원적인 채널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채널의 폭이
계속 줄어듬에 따라 단 채널 효과, 게이트 산화막을 통한 누설전류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산화막을
줄이고, 전류의 흐름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변형 실리콘을 이용한 3차원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의 반도
체 채널은 두개의 실리콘 층 사이에 실리콘의 변형을 유발하는 실리콘-게르마늄을 적용한 2차원적인 채널 구조였다. 종래
의 실리콘-게르마늄 이용한 2차원적인 채널을 3차원적인 채널의 개념으로 확장하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게
르마늄 패턴(720)이 외부에 개방된다. 또한, 제1 실리콘 패턴(710)과 제2 실리콘 패턴(730)은 서로 이격되어 서로 연통되
지 못한다. 상기 채널의 외부에는 게이트 산화막이 형성된 후, 게이트와 접촉된다. 이 때, 게이트 산화막은 반드시 실리콘
상에 증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리콘-게르마늄 패턴(720)이 외부에 노출되면, 채널의 외부에는 게이트 산화막이 부분적
으로 형성되는 이상한 채널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실리콘-게르마늄 패턴(720)에 의한 실리콘 패턴들(710, 730)의 변형
은 불균일하게 발생된다. 상기 실리콘-게르마늄 패턴(720)은 실리콘 패턴들(710, 730)과 접촉하는 면 부위에서만 변형을
유발하여, 실리콘 패턴들(710, 730)내에는 불균일한 변형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채널은 3차원 실리콘 채널을 형성하여 단 채널 효과, 게이트 산화막을 통한 전류 누설을 개선
하였다. 또한, 실리콘 채널 내부에 패턴 내부에 실리콘-게르마늄 패턴이 길이 방향으로 관통되게 형성하여, 전자 이동도
및 전력 소비를 개선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명에 따르면, 실리콘 구조물 내부에 실리콘과 다른 격자 특성을 갖는 구조물을 관통되게 형성하여 채널과 게이트의 접
촉면을 증대함으로써 단 채널 문제 및 전류 누설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실리콘이 실리콘-게르마늄을 수용하는 구조의 반도체 소자를 채널에 적용하여 채널 내부의 전자 이동도 및 전류 손
실을 줄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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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 상에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1 반도체 층 및 상기 제1 반도체 층과 다른 격자(lattice) 특성을 갖는 제2 반도체
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 및 상기 제1 반도체 층을 식각하여 제1 반도체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패턴 상에 상기 제1 반도체 층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가지는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3 반도체 층을 식각하여 상기 제1 반도체 패턴의 측벽 및 상면을 감싸는 제2 반도체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패턴 상에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게이트 산화막이 형성된 제2 반도체 패턴 상에 상기 제1 반도체 패턴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층은 실리콘-게르마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층은 에피택셜 성장 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반도체 층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의 상면에 금속 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반도체 패턴에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일단이 상기 소스 영역에 접촉되고 타단이 상기 드레인 영역에 접촉
되며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1 반도체 패턴을 포함하는 제1 구조물;

상기 제1 구조물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제1 구조물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이트;

상기 제1 구조물과 상기 게이트 사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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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구조물을 관통하여 형성되고, 상기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반도체 패턴 및 제2 반도체 패턴
을 포함하는 제2 구조물을 구비하되,

상기 제3 반도체 패턴은 상기 제1 반도체 패턴과 동일한 격자 특성을 갖고, 상기 제2 반도체 패턴은 상기 제1 반도체 패턴
과 상이한 격자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의 상면에 형성된 금속 실리사이드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패턴은 실리콘을 포함하며, 상기 제2 반도체 패턴은 실리콘-게르마늄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반도체 패턴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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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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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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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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