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21/33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6월30일

10-0594327

2006년06월21일

(21) 출원번호 10-2005-0024543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03월24일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성영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현대홈타운 102동 1602호

신동석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현대홈타운 107동 1402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1008390 A

KR1020040094179 A

KR1020040029582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정회환

(54)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나노와이어를 구비한 반도체소자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나노와이어를 구비한 반도체 소자와, 상기 나노와이어를 저온 공정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기판 주표면의 위에 이격된 상태로 상

기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을 따라 연장되어 있는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을 포함한

다. 도전 패턴이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형성

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상에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포함

하는 활성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외부 표면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이를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공정 및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공정을 이용하여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가공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11m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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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채널, 나노와이어, MOS 트랜지스터, 라운드, 단면, 저온 어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요부 구성의 예시적인 레이아웃이다.

도 2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일 단면도로

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2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다른 단면도

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4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일 단면도로

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4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다른 단면도

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6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일 일 단면

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6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다른 단면도

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징적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

이다.

도 9a 내지 도 9d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징적 단계들을 도 8의 플로

차트에 따라 행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를

얻기 위한 실리콘 패턴의 표면 가공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11a 내지 도 11m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요부

(要部)를 도시한 부분사시도 (partial perspective view)들이다.

도 12a 내지 도 12k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요부를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12a 내지 도 12k 중 도 12a 내지 도 12f는 각각 도 11d의 XII - XII'선 단면에 대응되는 단면도들이

고, 도 12g 및 도 12k는 각각 도 11e 내지 도 11m 에서 설명하는 바와 유사한 공정을 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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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활성 영역, 12: 실린더형 활성 패턴, 14: 반도체층, 14a: 제1 SiGe층, 14b: Si층, 14c: 제2 SiGe층, 14d: Si층, 20: 게이

트, 30: 절연막, 100, 100A, 100B, 100C, 100D, 100E, 100F: 반도체 소자. 110: 반도체 기판, 112a, 112b: 실린더형 활

성 패턴, 114a: 제1 SiGe층, 114b: 제1 Si층, 114c: 제2 SiGe층, 114d: 제2 Si층, 114e: 제3 SiGe층, 114f: Si층, 116: 소

자분리 영역, 212a, 212b, 212c: 실린더형 활성 패턴, 214a: 제1 SiGe층, 214b: 제1 Si층, 214c: 제2 SiGe층, 214d: 제2

Si층, 214e: 제3 SiGe층, 214f: 제3 Si층, 214g: 제4 SiGe층, 214h: Si층, 402: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 402a: 사각형 단면,

402b: 외부 표면, 404: 실리콘 와이어, 404a: 라운드 형태의 단면, 406: 절연막, 408: 도전층, 500: 반도체 기판, 512: 제1

SiGe층, 514, 514a: 활성 Si층, 514b: Si 와이어, 516: 제2 SiGe층, 518: 캡핑층, 520: 제1 마스크 패턴, 522: STI 트렌치,

524: STI 절연막, 530: 제2 마스크 패턴, 532: 다마신 리세스 영역, 540: 게이트, 630: 제3 마스크 패턴, 632: 리세스 영역,

640: Si 에피택셜층, 642: 제4 마스크 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브릿지 채널형 (bridge channel type) MOS 트랜지스터로 이

루어지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고속화, 고기능화 및 저소비 전력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집적 회로를 구성하는 개개의 트랜지스터의 우수한

구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즈를 축소시켜 집적회로에서의 소자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소자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된 피쳐 사이즈(feature size)를 가지면서 3차원 구조를 갖는 트랜지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자의 다양한 스케일링 기술에 수반하여, 반도체 소자 내에서 활성 영역의 크기가 점차 감소

되고,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활성 영역의 축소 및 채널 길이의 감소로 인하여 수반되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열화 방지하기 위하여 다

양한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제안된 종래 기술들 중 하나로서 미국 특허 제6,495,403B1에는 GAA (gate all

around)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가 제안되었다. 상기 미국 특허에서는 기판의 주표면 위에 실리콘층으로 이루어

지는 브릿지 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브릿지 구조를 도전 물질로 덮는 방법으로 GAA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

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미국 특허에서는 상기 브릿지 구조를 구성하는 실리콘층이 사각형 단면을 갖는다.

그 결과, 상기 브릿지 구조를 채용하는 반도체 소자에서는 상기 브릿지 구조 내의 모든 부분에서 전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사각형 단면의 코너(corner)에 전계가 집중되어 서브쓰레숄드(subthreshold) 누설 전류가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

른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이 열화된다.

다른 종래 기술로서, 양 (Fu-Liang Yang) 등은 Si 핀(fin)을 이용하여 나노와이어(nanowire) FinFET을 구현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Fu-Liang Yang et al., "5nm-Gate Nanowire FinFET", 2004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196 참조) 상기 문헌에서는 Si 핀의 단면에서 볼 때, 상기 Si 핀의 주위가 게이트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있지 않다. 즉, 상기 Si 핀의 일부가 SOI 기판의 BOX (buried oxide)에 접해 있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이 구조

를 채용하는 트랜지스터에서는 BOX 위의 Si 핀은 게이트가 감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레인의 프린징 필드 (fringing

field)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기 BOX를 통해 드레인의 전계가 소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DIBL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 문헌에서는 상기 Si 핀을 형성하기 위하여

900℃ 이상의 고온 어닐링 공정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고온 어닐링 공정은 SOI (silicon on insulator)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벌크(bulk) Si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i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문제 때

문에 고온 어닐링 공정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벌크 Si 기판에서의 고온 어닐링은 소자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원하

는 형상의 와이어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에서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와이어 내에서의 전계 분포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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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트랜지스터 내에서 DIBL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나노와이어를 저온 조건하에서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나노와이어 내에서 균일한 전계 분포가 가능하고 DIBL을 효과적으로 막

을 수 있는 구조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GAA 구조의 나노와이어를 SOI 기판이 아닌 벌크 Si 기판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제조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주표면을 가지는 기판과, 상기 기판의 주표면의 위에서 상

기 기판으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상태로 상기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을 따라 연장되어 있고 상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제1 활성 패턴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의 주표면 위에서 상기 제1 활

성 패턴의 양 끝부로부터 제2 및 제3 활성 패턴이 각각 연장되어 있다. 또한, 도전 패턴이 상기 제1 활성 패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기 제1 활성 패턴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상기 제1 활성 패턴을 덮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이고, 상기 제2 및 제3 활성 패턴은 각각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이고, 상기 도전 패턴은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이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의 폭은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의 폭에 비해 작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상기 제1 활성 패턴과 상기 도전 패턴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절연막을 더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상기 기판의 주표면으로부터 각각 서로 다른 이격 거리를 가지도록 형성되고 각각 상기 소스/드레인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실린더형 채널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원형(圓形) 또는 타원형 단면을 가진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원

형 패턴을 가진다.

또한,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상에 상기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되고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포함하는 활성 영역을 형성

한다.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외부 표면을 완전히 노출시킨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가공

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한다.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절연막 위에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도전층을 형성한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가공하기 위하여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공정 및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그 일부를 HCl 함

유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한다. 그 후, 상기 표면이 일부 식각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H2 분위기에서 어닐링한다.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기 전에,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 후, 상기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미반응물 및 반응 잔류물을 제

거하기 위한 퍼징(purging)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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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와 상기 H2 분위기에서 어닐링 단계를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원하는 사이즈 및

형상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반도체 기판상에 제1 반도체층 및 제2 반도체층이 교대로 적

층된 반도체 적층 구조를 형성한다. 상기 반도체 기판의 활성 영역에만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가 남도록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를 식각한다. 상기 활성 영역의 일부인 제1 영역에서만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

출시킨다.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양 측

벽, 상면 및 저면을 완전히 노출시킨다.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표면을 가공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

지는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한다.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도전층을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한다.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는 복수개의 SiGe층 및 상기 SiGe층 사이에 개재되는 Si층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SiGe층 사이에

개재되는 Si층은 1개일 수도 있고, 복수개일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는 상기 복수개의 SiGe층 중 최상(最上)의 SiGe층을 덮는 캡핑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캡핑층은 Si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복수개의 SiGe층 중 최상의 SiGe층은 다른 나머지 SiGe층에

서 보다 낮은 Ge 농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제1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 대향하고 있는 제2 영역 및 제3 영역에서 상기 반도체 적

층 구조를 제거한 후, 상기 제2 영역 및 제3 영역에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가 제거된 영역을 제3 반도체층으로 다시 채우

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 반도체층은 상기 제2 반도체층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공정 및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공정을 이용하

여 행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출시킨 후,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을 제거하기 전에, CDE (chemical dry etch)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폭을 축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기판으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상태로 상기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을 따라 연장되어 있

는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나노와이어를 포함하는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

스터를 저온 공정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현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에서는 나노와이어 내에서의 전계 분포를 고

르게 할 수 있고, 게이트의 전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 내에서 DIBL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한, 나노와이어를 비교적 저온 조건하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와이어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끊어짐 현상 등을 억제

하면서 원하는 형상의 나노와이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에 예시하는 실시예들은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상술하는 실시예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첨부 도면에서 막 또는 영역들의 크기 또는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각 첨부 도면에 있어서, 상호 동일한 참조 부호는 각각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요부 구성의 예시적인 레이아웃이다.

도 1에는 수 나노미터(nanomoter) 수준의 직경을 가지는 와이어 (이하, "나노와이어"라 함)로 이루어지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을 포함하는 활성 영역(10) 위에 구현되는 브릿지 채널형 (bridge channel type) MOS 트랜지스터(100)의 레이

아웃이 예시되어 있다. 상기 MOS 트랜지스터(100)의 활성 영역(10)에서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상기 MOS 트랜

지스터(100)의 채널이 형성되는 채널 영역을 구성한다. 상기 활성 영역(10)은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의 양 끝부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층(14)을 포함한다. 상기 반도체층(14)은 각각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

인 영역을 구성한다. 게이트(20)는 상기 반도체층(14) 사이에서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는 형

태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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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A)의 일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2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A)의 다른 단면도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2a

및 도 2b에서는 1개의 나노와이어, 즉 1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이 채널 영역을 구성하는 단일 브릿지 채널형

(mono-bridge channel type)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A)는 주표면을 가지는 벌크(bulk) 반도체 기판

(110),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 위에 구현된다. 상기 반도체 기판(110)은 소자분리 영역(116)에 의하여 그 활성 영역이 한

정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상기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의 위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110)의 상면으

로부터 소정 거리(d) 만큼 이격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X)을 따라 연장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상기 중심축(X)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라운드 형태

의 단면을 가진다. 예를 들면,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

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원형 단면을 가진다.

상기 게이트(20)는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의 중심축(X)을 중심으로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을 덮고 있다. 상기 게이트(20)는 도핑된 반도체, 금속,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는 도전 패턴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게이트(20)는 도핑된 폴리실리콘, 도핑된 Si/Ge, 또는 금속, 예를

들면 TiN/W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상기 게이트(20)는 절연막(30)으로 포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과 상기 게이트(20)와의 사이, 상기 반도체 기판(110)과 상기 게이트(20)와의 사이, 그리고 상기 반도체층(14)과

상기 게이트(20)와의 사이에는 각각 상기 절연막(30)이 개재되는 구성을 가진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은 Si로 이루어진다. 소스/드레인 영역을 구성하는 상기 반도체층(14)은 제1 SiGe층(14a), Si

층(14b), 및 제2 SiGe층(14c)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3은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B)의 단면

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

(100B)는 상기 반도체층(14)이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2)과 동일한 물질인 Si층(14d)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외하고,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1 실시예예에서와 동일한 구성

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C)의 일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4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C)의 다른 단면도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복수의 나노와이어, 즉 복수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이 활성

영역을 구성하는 다중 브릿지 채널형 (multi-bridge channel type)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한 예에 관한 것이다. 도 4a

및 도 4b에는 2개의 나노와이어, 즉 2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을 포함하는 다중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

스터를 예시하였다. 도 4a 및 도 4b에 있어서, 1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12) 대신 2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

는 제1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C)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각각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은 각각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X1,

X2)을 따라 연장되어 있으며,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으로부터 서로 다른 이격 거리(d1, d2)를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

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은 각각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상에서 동일한 수직선(H)을 따라 일렬로 정

렬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은 Si로 이루어진다. 소스/드레인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층(114)은 도 2a 및 도 2b

에서의 반도체층(14)에 대응되는 부분이다. 상기 반도체층(114)은 제1 SiGe층(114a), 제1 Si층(114b), 제2 SiGe층

(114c), 제2 Si층(114d), 및 제3 SiGe층(114e)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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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D)의 단면

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

(100D)는 상기 반도체층(114)이 상기 실린더형 활성패턴(112a, 112b)과 동일한 물질인 Si층(114f)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

외하고,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3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3 실시예예에서와 동

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6a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E)의 일

단면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6b는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E)의 다른 단면도로서, 도 1의 B - B'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는 복수의 나노와이어, 즉 복수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이 활성

영역을 구성하는 다중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한 예에 관한 것이다. 도 6a 및 도 6b에는 3개의 나노와이어,

즉 3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212a, 212b, 212c)을 포함하는 다중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를 예시하였다. 도 6a

및 도 6b에 있어서, 1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12) 대신 3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212a, 212b, 212c)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1 실시예에서와 동

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E)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각각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212a, 212b, 212c)은 각각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

축(X3, X4, X5)을 따라 연장되어 있으며,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으로부터 서로 다른 이격 거리(d3, d4, d5)를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112a, 112b)은 각각 반도체 기판(110)의 주표면상에서 동일한 수직선(H)을 따

라 일렬로 정렬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형 활성 패턴(212a, 212b, 212c)은 Si로 이루어진다. 소스/드레인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층(214)은 도 2a 및

도 2b에서의 반도체층(14)에 대응되는 부분이다. 상기 반도체층(214)은 제1 SiGe층(214a), 제1 Si층(214b), 제2 SiGe층

(214c), 제2 Si층(214d), 제3 SiGe층(214e), 제3 Si층(214f), 및 제4 SiGe층(214g)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7은 도 1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100F)의 단면

도로서, 도 1의 A - A'선 단면에 대응되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

(100F)는 상기 반도체층(214)이 상기 실린더형 활성패턴(212a, 212b, 212c)과 동일한 물질인 Si층(214h)으로 구성된 것

으로 제외하고,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5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5 실시예예에

서와 동일한 구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징적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

이다.

도 9a 내지 도 9d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징적 단계들을 도 8의 플로

차트에 따라 행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8의 플로차트와 도 9a 내지 도 9d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징적 단계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410에서, 반도체 기판상에 활성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활성 영역은 적어도 그 일부에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포함하며,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은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되고 다각형 단면

(斷面)을 가지도록 형성된다. 도 9a에는 상기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일 예로서 사각형 단면(402a)

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일부가 예시되어 있다.

그 후, 단계 420에서,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외부 표면을 완전히 노출시킨다. 도 9a에 예시된 실

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경우에는 그 외부 표면(402b)이 완전히 노출된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

면(402b)을 완전히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외부 표면(402b) 위에 형성된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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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30에서, 표면 식각 공정 및 어닐링에 의하여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가공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한다. 도 9b에는 본 발명의 특징적 구성에 따른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의 일 예로서 라운

드 형태의 단면(404a)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404)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실리콘 와이어(404)는 도 8의 단계 430에 따

라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노출된 외부 표면(402b)의 표면 식각 및 어닐링에 의한 가공 공정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을 라운드 형태의 단면, 예를 들면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을 가지도록 가공하기 위

하여 상기 실리콘 패턴(402)의 노출된 외부 표면(402b)을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하는 공정과, 상기 실리콘 패턴

(402)을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하는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으로부터 상기 실리콘 와이

어(404)를 형성하기까지의 가공 과정은 약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단계 440에서, 상기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의 표면을 덮는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절연막은 도 2b,

도 4b 및 도 6b에서 절연막(30)으로서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의 표면 윤곽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덮도록 형성된다. 도 9c에는 상기 절연막(30)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상기 실리

콘 와이어(404)를 덮는 절연막(406)이 예시되어 있다.

단계 450에서, 상기 절연막 위에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도전층을 형성한다. 도 9d에는 상기 절연

막(406) 위에서 상기 실리콘 와이어(404)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도전층(408)이 예시되어 있다. 상기

도전층(408)은 도 2b, 도 4b 및 도 6b에 각각 도시된 게이트(20)에 대응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

어를 얻기 위한 실리콘 패턴의 가공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10은 도 8의 단계 430을 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 10의 플로차트에 따라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 9a에 도시된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으로부터 도 10의 플로차트에 따른 가공 과정을 거쳐 도 9b에 도

시된 실리콘 와이어(404)를 형성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본 발명의 기본 사상의 범위 내에서 이 기술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단계 431에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면(402b)으로부터 자연산화막 등과 같은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표면을 세정하여,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면(402b)을 완

전히 노출시킨다. 도 8의 단계 420에서 이미 자연산화막 제거를 위한 세정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단계 431은 생략 가능하

다.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면(402b)을 세정하는 공정은 H2 가스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정 공정은 세정 가스로서 100% H2 가스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상기 세정 공정을 행하기 위하여 상기 실린더형 실

리콘 패턴(40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을 진공 챔버(도시 생략) 내에 로딩한 후, 상기 진공 챔버 내부를 약 0,1 ∼ 10 Torr

의 압력 및 약 600 ∼ 900℃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H2 가스를 상기 챔버 내에 약 1 ∼ 500 sccm의 유량으로 약 1 ∼ 5분

동안 주입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정 공정은 약 700 ∼ 800℃의 온도하에서 행한다.

단계 432에서, 외부 표면이 완전히 노출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그 일부를 HCl 함유 가

스를 이용하여 식각한다. 이 단계는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외부 표면에 존재하는 비교

적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거하여 비교적 완만한 표면을 형성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 432는 단계

431의 세정 단계에 이어서 동일 챔버 내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약 600 ∼ 900℃의 온도 및 약 10 ∼ 10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질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식각 단계는 약 600 ∼ 850℃의 온도하에서 행한다.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약 1초 내지 1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행해진다. 상기 HCl 함유 가스는 HCl 가스와 H2 가스의 혼합 가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HCl 함유 가스에 포함되는 H2 가스는 상기 HCl 가스를 챔버 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캐리어 가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HCl 함유 가스는 약 100 ∼ 5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Cl 가스와 약 100 ∼ 2000 sccm

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2 가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HCl 가스 대 H2 가스와의 유량비는 5:5 내지 6:4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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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33에서, 상기 표면이 일부 식각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을 H2 분위기에서 어닐링한다. 이 단계 433은 상

기 표면이 일부 식각된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단면 형상이 라운드 형태, 예를 들면 원형 또는 타원형, 바람직하게는

원형으로 되도록 그 표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 내에서 실리콘 원자의 마이그레이션

(migration)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433은 단계 432의 식각 단계에 이어서 동일 챔버 내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는 약 600 ∼ 900℃의 온도 및 약 0.1 ∼ 1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어닐링 온도가 600℃ 보다 낮으면,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 내에서 실리콘 원자의 마이그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상기 어닐링 온도가 900℃를 초과하면,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 내에서 실리콘 원자의 마

이그레이션 정도가 너무 커서 실리콘 와이어가 끊어지기 쉬우며, 또한 동일한 기판상의 다른 소자 영역, 예를 들면 이온 주

입 영역 등이 고온에 의하여 열화될 염려가 있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어닐링은 약 600 ∼ 800℃의 온도하에서 행한

다. 여기서, 상기 어닐링시의 분위기 압력이 낮을수록 분위기 온도를 더욱 낮출 수 있으므로 압력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

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어닐링 단계는 10초 내지 5분 동안 행해질 수 있으며, 어닐링시 압력을 낮출수록 어닐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닐링시의 분위기 가스로서 H2 가스 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어닐링 단계를 거치면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 내에서는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의 표면적이 줄

어드는 방향으로 실리콘 원자가 마이그레이션된다.

단계 434에서, 상기 어닐링된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미반응물 및 반응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징(purging) 공

정을 행한다. 상기 퍼징 공정은 H2 가스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퍼징 공정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다.

단계 435에서, 단계 434의 퍼징 공정이 완료된 후, 또는 단계 433의 어닐링 공정이 완료된 후, 얻어진 실리콘 와이어가 원

하는 사이즈 및 형상으로 되었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원하는 형상 및 사이즈의 실리콘 와이어가 얻어지지 않았으면 도 9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404)가 원하는 사이즈로 형성될 때까지 상기 설명한 단

계 432의 식각 단계와 단계 433의 어닐링 단계를 반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계 432의 식각 단계와 단계 433의 어닐

링 단계를 각각 비교적 짧은 설정 시간 동안 교대로 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복수 회 행함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가지는

실리콘 와이어(404)를 얻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 433 후에는 필요에 따라 단계 434의 퍼징 공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

및 형상의 실리콘 와이어(404)가 얻어졌으면 도 8의 단계 440으로 진행하여 후속 공정을 행한다.

도 11a 내지 도 11m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요부

(要部)를 도시한 부분사시도들 (partial perspective views)이다. 도 11a 내지 도 11m을 참조하여 설명하는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도 8 및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특징적 단계들을 포함하면서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의 나노와이어, 즉 1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으로 채널 영역을 구성하는 단일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도 11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500),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상에 제1 SiGe층(512), 활성 Si층(514), 제2 SiGe층(516)

및 캡핑층(518)을 차례로 에피택셜 성장시켜, 상기 반도체 기판(500) 위에 반도체 적층 구조를 형성한다.

상기 활성 Si층(514)은 후속 공정을 거쳐 반도체 소자의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나노와이어가 형성될 부분을 포함한다.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은 상기 활성 Si층(514)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들을 선택적으

로 제거하기 위한 습식 식각시 상기 활성 Si층(514)에 대하여 충분한 식각 선택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기 제1 SiGe층

(512) 및 제2 SiGe층(516) 내에서의 Si 및 Ge의 조성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 내에서 Ge의 함량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상기 활성 Si층(514)에 대하여 충분한 식각 선택비를 제공할 수 없

으며, Ge 함량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과 상기 활성 Si층(514)과의 사이의 격자

상수 차이로 인하여 디스로케이션(dislocation)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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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부에 형성되는 상기 제1 SiGe층(512)에서는 Ge의 함량이 약 15 ∼ 20%로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부에 형성되

는 상기 제2 SiGe층(516)에서는 Ge 함량이 상기 제1 SiGe층(512)에서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 5 ∼

10%의 Ge 함량을 가질수 있다.

상기 캡핑층(518)은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상기 제2 SiGe층(516)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Si층으로 형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캡핑층(518)은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상기 캡핑층(518)을 형성하는 경우, 상기 캡핑

층(518)은 비교적 얇게, 예를 들면 약 5 ∼ 10 nm의 두께로 형성한다. 상기 캡핑층(518)을 이와 같이 비교적 얇게 형성함

으로써, 상기 캡핑층(518)이 후속 공정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소모되고, 따라서 상기 캡핑층(518)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되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상기 캡핑층(518)을 Si층으로 형성하면, 후속

의 산화 공정 등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들을 거치는 동안 상기 캡핑층(518)이 산화되는 결과로서 상기 제2

SiGe층(516) 내의 Ge 원자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2 SiGe층(516)에서의 Ge 함량을 예를 들면 약 5 ∼

10% 수준으로 낮게 형성하여도 열산화 공정등과 같은 열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기 제2 SiGe층(516) 내에서의 Ge 함량

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후속 공정에서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때 상기 활성

Si층(514)에 대하여 충분한 식각 선택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만일, 열산화 공정 등과 같은 열 공정을 거

치지 않아서, 상기 제2 SiGe층(516) 내에서의 Ge 함량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라도, 후속의 식각 공정을 거치면서 상기 제2

SiGe층(516)은 전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록 낮은 Ge 함량을 가지더라도 상기 제2 SiGe층(516)은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

다.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과 상기 활성 Si층(514)은 각각 5 ∼ 50 nm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이들 막

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각각의 막들의 격자상수 차이로 인하여 디스로케이션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형성하고자 하는 반도체 소자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상기 캡핑층(518) 위에 활성 영역을 한정하는 제1 마스크 패턴(520)을 형성한다.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은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1b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에피택셜 성장된 캡핑층(518), 제2 SiGe

층(516), 활성 Si층(514) 및 제1 SiGe층(512)과, 그 아래의 반도체 기판(500)을 건식 식각하여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트렌치(522)(도 11b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를 형성한다.

도 11c를 참조하면, 상기 STI 트렌치(522) 내에 절연 물질, 예를 들면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물을 채우고 연마

공정을 거쳐 STI 절연막(524)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STI 절연막(524)을 구성하는 산화막과 상기 마스크 패턴(520)을

구성하는 질화막과의 사이의 연마 속도 차이로 인하여 도 1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STI 절연막(524)의 상면의 높이가

상기 마스크 패턴(520)의 상면의 높이 보다 낮게 될 수 있다.

도 11d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을 제거한다.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은 예를 들면 습식 식각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 후, 형성하고자 하는 반도체 소자 구현에 필요한 이온 주입 공정을 거칠 수 있다. 이 때, 이온 주입 공정

및 그에 수반되는 세정 공정을 거치면서 상기 STI 절연막(524)은 그 상면으로부터 소정 두께 만큼 소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캡핑층(518)도 소모되어, 도 11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제2 SiGe층(516)이 상면에 노출된 상태로 될 수 있다.

도 11e를 참조하면, 다마신 공정에 의하여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먼저 게이트가 형성될 영역을 노출시

키는 제2 마스크 패턴(530)을 상기 제2 SiGe층(516) 및 상기 STI 절연막(524) 위에 형성한다. 상기 제2 마스크 패턴

(530)에 의하여 한정되는 게이트 영역은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 연장 방향 즉 상기 반도체 기판(500)의 활성 영역 연

장 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된다.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만일 이 단계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상기 캡

핑층(518)이 상기 제2 SiGe층(516)의 상부에 그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 마스크 패턴(530)은 상기 캡핑층

(518)의 위에 형성된다. 상기 제2 마스크 패턴(530)은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1f를 참조하면, 상기 제2 마스크 패턴(530)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STI 절연막(524)이 노출된 부분을 소정의

깊이로 건식 식각하여, 상기 STI 절연막(524) 내에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를 형성한다.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을 형성하기 위한 건식 식각시에는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서 상기 제1 SiGe층(512)의 저면 깊이까지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까지 식각한다. 도 11f에는 구성 요소들을 보다 상세히 도시하기 위하여 상기 제2 마스크 패턴(530)

중 일부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는 후속 공정에서 게이트가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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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g를 참조하면, 구현하고자 하는 반도체 소자의 채널 사이즈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CDE (chemical dry etch)를 이용

한 채널 트리밍 (channel trimming)을 행하여,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에 의하여 한정되는 게이트 영역 내에서 도

11f에서의 폭(W1) 보다 축소된 폭(W2)을 가지는 활성 Si층(514a)을 형성한다.

도 11h는 도 11g에서의 화살표 "A" 방향에서 본 도면이다.

도 11g 및 도 11h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CF4 및 O2 가스를 이용한 CDE 공정에 의하여 상기 활성 Si층(514a)

과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으로부터 Si를 선택적으로 등방성 건식 식각하여 축소된 폭(W2)을 가지는 활성

Si층(514a)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CF4 및 O2 가스를 각각 60 sccm 및 150 sccm의 유량으로 공급하면서 400W,

225mTorr, 및 250℃의 공정 조건 하에서 등방성 건식 식각 공정을 행한다. 이와 같은 공정 조건하에서, CF4 는 CF3 및 F

라디칼로 분해되고, O2에 의하여 CF3 가 제거되면 F 라디칼이 반응식, Si + 4F → SiF4 의 반응 과정에 따라 Si와 반응함

으로써 상기 활성 Si층(514a)과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의 식각이 진행된다.

만일, 상기 활성 Si층(514)이 충분한 소자 스케일링(scaling)의 결과에 따라 매우 좁은 선폭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도 11g

및 도 11h를 참조하여 설명한 채널 트리밍 공정은 생략 가능하다.

도 11i를 참조하면,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 중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서 노출된 부분을

습식 식각 공정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 결과,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서 상기 활성 Si층(514a)의 양

측벽과 상면 및 저면이 완전히 노출된다. 이 때, 상기 활성 Si층(514a)에 대하여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

(516)을 높은 선택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과초산(peracetic acid)을 포함하는 식각액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과초산(CH3COOOH), 불산(HF) 수용액 및 순수 (deionized water)로 이루어지는 식각액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활성

Si층(514a)에 대하여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을 높은 식각 선택비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식각액은 필요에 따라 아세트산(CH3COOH)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또한 과산화수소(H2O2)와 같은 산화제, 계면활성제,

폴리머 등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기 위한 식각액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본 출원인과 동일한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한국 특허출원 제2004-0024020호 (대응 미국 특허 출

원 제10/976,161호)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한다.

도 11j를 참조하면, 상기 활성 Si층(514a)의 표면 가공 및 어닐링에 의하여 상기 활성 Si층(514a)을 가공하여 라운트 형태

의 단면, 예를 들면 타원형 또는 원형 단면을 가지는 Si 와이어(514b)를 형성한다. 상기 Si 와이어(514b)를 형성하기 위한

상세한 공정은 도 8,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여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402)으로부터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404)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바를 참조한다.

도 11k를 참조하면, 열 산화 공정에 의하여 상기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Si 와이어(514b)의 표면, 상기 제1 SiGe층

(512) 및 제2 SiGe층(516)의 표면, 그리고 상기 반도체 기판(500)의 표면에 산화막(도시 생략)을 형성한다. 상기 산화막

은 예를 들면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절연막(30)에 대응되는 막으로서, 본 예에서 제조되는 단일 브릿지 채널형 MOS 트

랜지스터에서 게이트 절연막으로 사용된다.

그 후, 상기 산화막이 형성된 결과물에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을 채우도록 도전 물질을 증착하고, 상기 다마신 리세

스 영역(532) 내에만 상기 도전 물질이 남도록 에치백 (etchback) 또는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하여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 게이트(540)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540)는 도핑된 폴리실리콘, 도핑된 Si/Ge, 또는 금

속, 예를 들면 TiN/W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도 11l을 참조하면, 상기 제2 마스크 패턴(530)을 제거한다. 도 11l의 IIa - IIa'선 단면의 형상은 도 2a의 형상에 대응되고,

도 11l의 IIb - IIb'의 단면의 형상은 도 2b의 형상에 대응된다.

도 11m은 도 11l의 구성에서 상기 게이트(540)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기 Si 와이어(514b)가 나타나도록 도시하

기 위하여, 게이트 절연막은 도시 생략하고, 상기 게이트(540)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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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m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500)상의 활성 영역 중 상기 Si 와이어(514b)의 양 끝부로부터 각각 연장되어 있는 활성

패턴, 즉 상기 반도체 기판(500)상에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상기 제1 SiGe층(512), 활성 Si층(514a), 및 제2 SiGe층(516)

의 적증 구조는 본 예에서 제조되는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을 제공한다.

도 12a 내지 도 12k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요부

(要部)를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12a 내지 도 12k 중 도 12a 내지 도 12f는 각각 도 11d의 XII - XII'선 단면에 대응되는 단

면도들이고, 도 12g 및 도 12k는 각각 도 11e 내지 도 11m 에서 설명하는 바와 유사한 공정을 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

시도이다. 도 12a 내지 도 12k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도 8 및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특징적 단계들을 포함하면서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의 나노와이어,

즉 1개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으로 채널 영역을 구성하는 단일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예시한

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1a 내지 도 11m을 참조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와 다른 점은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이 Si층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이다. 도 12a 내지 도 12k에 있어서, 도 11a 내지 도 11m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

일 부재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도 11a 내지 도 11d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도 11d의 결과물을 얻는다. 도 11d의 결과물의 XII

- XII'선 단면도가 도 12a에 도시되어 있다.

도 12b를 참조하면, 상기 반도체 기판(500)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기 제2 SiGe층(516) 위에 게이트가 형성될 영역 즉 게

이트 영역 만을 덮는 제3 마스크 패턴(630)을 형성한다.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3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상기 제2 SiGe층(516) 상의 전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 후, 상기 게이

트 영역에만 상기 실리콘 산화막이 남도록 상기 실리콘 산화막을 패터닝할 수 있다.

도 12c를 참조하면,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2 SiGe층(516), 활성 Si층(514) 및 제1

SiGe층(512)을 차례로 이방성 건식 식각에 의해 제거하여, 상기 게이트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 대향하고 있는 소스/드레인

형성 예정 영역에 리세스 영역(632)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리세스 영역(632)을 형성하기 위한 건식 식각시에는 상기 리

세스 영역(632) 내에서 상기 제1 SiGe층(512)의 저면 깊이까지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까지 식각한다.

도 12d를 참조하면, 통상의 Si 에피택셜 성장 방법에 의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500), 상기 제1 SiGe층(512), 활성 Si층

(514) 및 제2 SiGe층(516)의 노출 표면으로부터 Si을 에피택셜 성장시켜 상기 리세스 영역(632)을 완전히 채우는 Si 에피

택셜층(640)을 형성한다.

도 12e를 참조하면, 상기 Si 에피택셜층(640) 및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 위에 새로운 마스크 패턴을 형성할 물질을 증

착한 후,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의 상면이 노출될 때 까지 에치백 또는 CMP하여,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 주위에

서 상기 Si 에피택셜층(640)을 덮는 제4 마스크 패턴(642)을 형성한다. 상기 제4 마스크 패턴(642)은 상기 제3 마스크 패

턴(630)과의 사이에 식각 선택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12f를 참조하면, 상기 제3 마스크 패턴(630)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2 SiGe층(516) 상의 게이트가 형성될 영역

을 노출시킨다. 상기 제 4 마스크 패턴(642)에 의하여 한정되는 게이트 영역은 상기 제1 마스크 패턴(520) (도 11a 참조)

의 연장 방향 즉 상기 반도체 기판(500)의 활성 영역 연장 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연장된다.

도 12g는 도 12f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12h를 참조하면, 도 12g의 결과물에 대하여 도 11f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제4 마스크 패턴(642)

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STI 절연막(524)이 노출된 부분을 소정의 깊이로 건식 식각하여 다마신 리세스 영역

(532)을 형성한다.

도 12i를 참조하면, 도 11g 및 도 11h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반도체 소자의 채널 사이즈를 축소하기 위한

채널 트리밍을 행한다.

도 12j를 참조하면, 도 11i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 내에 노출되어 있는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을 습식 식각 공정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 때, 상기 활성 Si층(514a)의

양 끝부에 연결되어 있는 활성 패턴으로서 상기 다마신 리세스 영역(532)의 측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상기 Si 에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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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층(640) 만으로 구성되고 SiGe층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제1 SiGe층(512) 및 제2 SiGe층(516)을 습식 식각

방법으로 제거할 때 식각액의 횡방향으로의 침투 현상이 방지되어 상기 활성 Si층(514a)의 양 끝부에 연결되어 있는 활성

패턴이 소모될 염려가 없다.

그 후, 도 12j의 결과물에 대하여 도 11j 내지 도 11l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공정을 거쳐, 도 12k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와이어(514b)와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514b)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형성

되는 게이트(540)를 구비하는 MOS 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 도 12k의 구성은 도 3에 도시된 구성에 대응한다.

도 11a 내지 도 11m을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와, 도 12a 내지 도 12k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제2 실

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1개의 나노와이어로 채널 영역을 구성하는 단일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

스터를 구현하는 방법 만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기본 사상을 일탈하지 않고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로부터 2개의 나노와이어, 3개의 나노와이어, 또는 그 이상의 복수개의

나노와이어로 채널 영역을 구성하는 다중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개 이

상의 나노와이어를 포함하는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 11a를 참조하여 설명한 SiGe층 및 활성 Si층으로 이

루어지는 반도체 적층 구조에서 상기 SiGe층 및 활성 Si층의 적층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하는 수의 나노와이어를 가지

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 4a 및 도 4b, 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나노와이어를 가지는 MOS 트

랜지스터, 또는 도 6a 및 도 6b, 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3개의 나노와이어를 가지는 MOS 트랜지스터, 또는 그 이상

의 복수개의 나노와이어를 가지는 MOS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음은 당 업자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기판으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상태로 상기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을 따라

연장되고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활성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나노와이어를 포함한다. 상기 나노와이어의

주위에는 게이트가 상기 나노와이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기 나노와이어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채용한 브릿지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 영역을 제공하는 나노와이어 내에서 전계가 고르게 분

포될 수 있다. 따라서, 나노와이어 내에서의 전계 집중에 따른 누설 전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나노와이어의

주위를 게이트가 완전히 감싸는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게이트의 전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 내에서 DIBL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서는 라운드 형태의 단면의 실린더형 활성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나노와이

어를 비교적 저온 조건하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와이어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끊어짐 현상 등과 같은 고온

공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억제하면서 원하는 형상의 나노와이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표면을 가지는 기판과,

상기 기판의 주표면의 위에서 상기 기판으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상태로 상기 주표면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중심축을 따

라 연장되어 있고 상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제1 활성 패턴과,

상기 기판의 주표면 위에서 상기 제1 활성 패턴의 양 끝부로부터 각각 연장되어 있는 제2 및 제3 활성 패턴과,

상기 제1 활성 패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상기 제1 활성 패턴의 주위를 완전히 감싸도록 상기 제1 활성 패턴을 덮고 있는

도전 패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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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이고,

상기 제2 및 제3 활성 패턴은 각각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이고,

상기 도전 패턴은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의 폭은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의 폭에 비해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활성 패턴 및 상기 기판은 Si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및 제3 활성 패턴은 각각 Si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활성 패턴과 상기 도전 패턴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절연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상기 기판의 주표면으로부터 각각 서로 다른 이격 거리를 가지도록 형성되고 각각 상기 소스/드레인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실린더형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활성 패턴은 원형(圓形) 또는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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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기판상에 상기 기판의 주표면 연장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되고 다각형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포함

하는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외부 표면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가공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 위에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가공하기 위하여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공정 및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공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그 일부를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여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이 일부 식각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을 H2 분위기에서 어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및 10 ∼ 10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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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1초 내지 1분 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는 HCl 가스와 H2 가스의 혼합 가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는 100 ∼ 5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Cl 가스와 100 ∼ 20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2

가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및 0.1 ∼ 1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는 10초 내지 5분 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에서는 분위기 가스로서 100% H2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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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H2 가스를 이용하는 세정 공정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공정은 세정 가스로서 100% H2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 후, 상기 실리콘 패턴의 표면으로부터 미반응물 및 반응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퍼징

(purging)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퍼징 단계에서는 H2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와 상기 H2 분위기에서 어닐링 단계를 상기 실리콘 와이어의 원하는 사이즈 및

형상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등록특허 10-0594327

- 17 -



청구항 2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실리콘 와이어는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반도체 기판상에 제1 반도체층 및 제2 반도체층이 교대로 적층된 반도체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기판의 활성 영역에만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가 남도록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를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영역의 일부인 제1 영역에서만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 상면

및 저면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표면을 가공하여 라운드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

와,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는 도전층을 상기 절연막 위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는 복수개의 SiGe층 및 상기 SiGe층 사이에 개재되는 Si층을 포함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SiGe층 사이에 개재되는 Si층은 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SiGe층 사이에 개재되는 Si층은 복수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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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는 상기 복수개의 SiGe층 중 최상(最上)의 SiGe층을 덮는 캡핑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캡핑층은 Si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캡핑층은 5 ∼ 10nm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SiGe층 중 최상의 SiGe층은 다른 나머지 SiGe층에서 보다 낮은 Ge 농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최상의 SiGe층은 약 5 ∼ 10%의 Ge 함량을 가지고,

상기 다른 나머지 SiGe층은 약 15 ∼ 20%의 Ge 함량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에서만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상기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먼저 상기 활성

영역에만 남아 있는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의 양 측벽을 완전히 덮는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상기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 영역에서만 상기 STI 절연막

을 소정 깊이로 식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층은 SiGe층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반도체층은 Si층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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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과초산 (peracetic acid)을 포함하는 식각액을 사

용하는 습식 식각 공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액은 과초산, 불산 수용액, 및 순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는 에피택셜 성장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영역 중 상기 제1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 대향하고 있는 제2 영역 및 제3 영역에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를 제거

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영역 및 제3 영역에서 상기 반도체 적층 구조가 제거된 영역을 제3 반도체층으로 다시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반도체층은 상기 제2 반도체층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반도체층은 에피택셜 성장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공정 및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공정을 이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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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영역에서 그 양 측벽, 상면 및 저면이 노출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표면으로부터 그 일부를 HCl 함유 가스를 이

용하여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이 일부 식각된 상기 제2 반도체층을 H2 분위기에서 어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및 10 ∼ 10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는 1초 내지 1분 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는 HCl 가스와 H2 가스의 혼합 가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0.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는 100 ∼ 5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Cl 가스와 100 ∼ 2000 sccm의 유량으로 공급되는 H2

가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1.

등록특허 10-0594327

- 21 -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및 0.1 ∼ 10 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2.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는 10초 내지 5분 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3.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에서는 분위기 가스로서 100% H2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4.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표면으로부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는 600 ∼ 900℃의 온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H2 가스를 이용하는 세정 공정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세정 공정은 세정 가스로서 100% H2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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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2 분위기에서의 어닐링 단계 후,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표면으로부터 미반응물 및 반응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퍼징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퍼징 단계에서는 H2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0.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HCl 함유 가스를 이용하는 식각 단계와 상기 H2 분위기에서 어닐링 단계를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의 원하는 사이즈

및 형상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의 양 측벽 및 제2 반도체층의 양 측벽을 노출시킨 후, 상기 제1 영역에서 상기 제1

반도체층을 제거하기 전에, CDE (chemical dry etch)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제2 반도체층의 폭을 축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CDE 공정은 CF4 및 O2 가스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열산화 공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4.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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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층은 도핑된 폴리실리콘, 도핑된 Si/Ge, 또는 금속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형 와이어는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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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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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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