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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로 자기-정렬되는 바이폴라트랜지스터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요약

상이한 도핑 농도를 갖는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을 포함하는 융기형(raised)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 구조물 및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에미터에 대한 외인성 베이스의 자

기-정렬은 외인성 베이스를 2개의 영역으로 형성함으로써 달성된다. 첫째, 제1 도핑 농도를 갖는 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

의 제1 물질이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더미 에미터 패디스털이 형성되

는 제1 개구가 리소그래피에 의해 제1 물질층에 형성되고, 이는 제1 개구의 측벽과 더미 패디스털 사이에 트랜치를 형성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제2 도핑 농도의 제2 물질이 트랜치 내부에 제공되어,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에지를 더미

패디스털 에지에 자기-정렬시키기 위해 별개의 내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형성한다. 더미 패디스털이 존재하였던 위치에

에미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외인성 베이스 또는 에미터에 자기-정렬된다.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형성하는 실리

콘 또는 폴리실리콘은 선택적 또는 비-선택적 에피택시를 이용하여 트랜치내에 성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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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방식으로 형성된 균일한 측면 도핑 농도를 갖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포함하는 종래 기술 트랜지스터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포함하는 트랜지스터를 도시한다.

도 3a 내지 3l은 도 2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도시한다.

도 4a 내지 4f는 도3a 내지 3l에 도시된 공정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을 도시한다.

도 5a 내지 5g는 도 3a 내지 3l에 도시된 공정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른 단계들을 도시한다.

도 6a 내지 6e는 본 발명의 장점을 예시하는 대안 공정 단계들을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원 발명은 일반적으로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raised extrinsic base)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성능 혼합 신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제조되는 집적 회로의 중심은 실리콘 게류마늄(SiGe) 진성 베이스 및 도핑된 폴리

실리콘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다.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의 성능은 도펀트의 측면확산에 의해 야기되는 진성 베이스 정의(definition)의 손실로 인해 에미터 치수가 줄어

듬에 따라 저하된다. 높은 전기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트랜지스터는 에피택시 성장형 진성 SiGe 베이스의 상부

상에서 에미터에 자기-정렬되는 폴리실리콘 외인성 베이스층, 즉,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

을 이용하여 제조된 트랜지스터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컷오프(cutoff) 주파수(Ft) 및 최대 진동 주파수(Fmax)를 입증하였

다.

도 1은 균일한 측면 도핑 프로파일을 갖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2)를 갖는 종래기술 트랜지스터를 도시한다. 트랜지스

터(10)의 핵심적 성능 특징은 베이스 도펀트의 진성 부분을 포함하는 에피택시 성장형 진성 SiGe 베이스(20)이다. 진성 베

이스의 막 두께, Ge/Si 비율 및 도핑 레벨은 에미터-콜렉터 이동 시간 및 대응 Ft에 주요 요소이다. 트랜지스터(10)의 또다

른 핵심적인 성능 특징은 자기-정렬, 즉, 외인성 베이스(12) 폴리실리콘과 에미터(14) 폴리실리콘사이의 간격이 리소그래

피에 의해 결정되는(즉, 비-자기-정렬되는) 대신에 측벽 스페이서(16)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높은 Fmax를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16) 아래의 베이스 저항 요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작은 간격이 필요하다.

융기형 폴리실리콘 외인성 베이스를 구비한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몇가지 상이한 방법들이 구

현되었다. 한가지 방법에 따르면, 미국특허 제5,128,271호 및 6,346,453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정된 희생 에미터 패디

스털(pedestal) 위에 외인성 베이스 폴리실리콘을 평탄화시키기 위해 화학-기계적 폴리싱(CMP)가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

에 의하면, 면적 A 및 깊이 D의 외인성 베이스는 낮은 종횡비(D/A <<1)를 갖고, 이는 CMP에 의해 야기되는 디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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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ing)에 의해 작은 소자 및 큰 소자들사이뿐만 아니라 격리형 소자 및 내포형(nested) 소자들사이의 외인성 베이스 층

두께에 심각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또다른 방법에서, 미국특허 제 5,494,836호, 제5,506,427호 및 5,962,880호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에미터 개구 내부에 선택적 에피택시를 이용하여 진성 베이스가 성장되고 언더커트(undercut)가 외인성 베

이스 폴리실리콘 아래에 형성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외인성 베이스의 자기 정렬은 언더컷 내부의 에피택시 성장에 의해

달성된다. 이 경우에, 진성 베이스와 외인성 베이스 사이에 양호한 링크-업 콘택트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 기법들이 필요하

다. 이들 방식 각각은 상당한 공정 및 제조 복잡성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개선된 자기-정렬 트랜지스터와 상기 관련 기술들의 문제점들을 겪

지 않는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발명은 상이한 도핑 농도를 갖는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

라 트랜지스터 및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에미터에 대한 외인성 베이스의 자기

정렬은 외인성 베이스를 2개의 영역에 형성함으로써 달성된다. 우선, 제1 도핑 농도의 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을 포함하

는 제1 물질이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더미 에미터 패디스털이 형성되

는 제1 개구가 리소그래피에 의해 제1 물질층에 형성되고, 이는 제1 개구의 측벽과 더미 패디스털 사이에 트랜치를 형성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제2 도핑 농도의 제2 물질이 트랜치 내부에 제공되어,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에지를 더미

패디스털 에지에 자기-정렬시키기 위해 별개의 내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형성한다. 더미 패디스털이 존재하였던 위치에

에미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외인성 베이스 또는 에미터에 자기-정렬된다.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형성하는 실리

콘 또는 폴리실리콘은 선택적 또는 비-선택적 에피택시를 이용하여 트랜치내에 성장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더미 패디스털은 제1 개구보다 작은 제2 개구를 형성하는 공형 희생층을 제1 개구내에 증착시킴으로써 형

성될 수 있다. 희생층의 두께 및 제1 개구의 치수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 치수(즉, 트랜치) 및 더미 패디스털(즉, 제2

개구) 치수 모두를 정의한다. 제2 개구는 충진 물질로 채워지고 희생층은 에칭되고 제1 개구내에 에미터 패디스털 및 인접

트랜치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우에, 희생층의 두께를 조정함으로써 리소그래피-이하(sub-lithographic)의 치수를 갖는 에

미터가 달성될 수 있다. 즉, 에미터 치수는 희생층 두께로 정의되고, 이는 리소그래피보다 더 미세한 치수 해상도를 갖는

다. 선택적인 대안 실시예에서, 제1 개구를 희생 물질로 증착 및 채우고 희생 물질위에 종래의 리소그래픽 기법을 이용하

여 에미터 패디스털을 정의함으로써 더미 패디스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1 개구내의 희생 물질로부터 더미

패디스털 및 내우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에미터 치수는 리

소그래피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경우에, 리소그래피에 의해 야기된 제1 개구 및 어미 패디스털간의 비정렬은 본 명세서

에 기재된 독특한 자기-정렬 기법에 의해 상쇄되어, 자기-정렬 트랜지스터 구조를 생성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더미 패

디스털은 에미터가 형성되는 에미터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이후에 제거된다.

본원 발명의 제1 특징은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으로

부터 에미터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되는 내부 확장 영역 -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기 외부 영역과 수평으로 중첩

하지 않음 -을 구비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와,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를 포함한다.

본원 발명의 제2 특징은 제1 위치에서 진성 베이스와 접촉하는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과 구별되는 내부 확장 영역 -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기 제1 위치로부터 떨어진 내부 측면의 제2 위치에서 상기 진성 베이스와 접촉함-을 구비하는 융

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포함하는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3 특징은, 제1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제1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와,상기 제1 개구내에 더미

패디스털 - 상기 더미 패디스털은 주위 트랜치를 구비함-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치 내에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

- 상기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은 상기 제1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이스에 연결시킴-을 형성하는 단계와, 에미터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더미 패디스털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에미터 개구내에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4 특징은,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제1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

와, 상기 제1 개구내에 희생층을 증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개구내에 주위 트랜치를 갖는 더미 패디스털을 상기 희생층

내에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이스에 연결시키는 내부 외인성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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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확장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트랜치 내에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중 하나를 형성하는 단계와, 에미터 개구를 형성

하기 위해 상기 더미 패디스털을 제거하는 단계와,상기 에미터 개구내에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5 특징은,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내에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

이스에 연결시키는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과 상기 내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은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형성함-와, 상기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내에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에

대한 자기-정렬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전술한 특징 및 기타 그밖의 특징들은 이하에 기재된 본원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에 의해 자명

해질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01)를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100, 이하"트랜지스

터(100)")가 도시되어 있다. 트랜지스터(100)는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102, 이하 "외부 영역")과 외부 영역(102)으로부

터 에미터(106)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되는 내부 외인성 베이스 내부 확장 영역(104, 이하" 내부 확장 영역")을 포함

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01)를 포함한다. 내부 확장 영역(104)은 외부 영역(102)과 상이한 시점에 형성되거나 단일층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영역(102)과 구별된다. 또한, 내부 확장 영역(104)은 외부 영역(102)과 수평적으

로 중첩하지 않는다. 진성 베이스(108)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01) 하부 및 에미터(106) 하부에 위치한다. 외부 영역

(102)은 제1 도핑 농도를 갖고 내부 확장 영역(104)은 제2 도핑 농도를 갖는다. 일 실시예에서, 내부 확장 영역(104) 폴리

실리콘(또는 실리콘)의 제1 도핑 농도는 외부 영역(102) 폴리실리콘(또는 실리콘)의 제2 도핑 농도와 상이하고, 바람직하

게는 외부 영역(102)보다 더 많은 도펀트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도핑 농도가 동일할 수 있지만, 상이한 도펀트 농도를

갖는 것이 디바이스 성능 개선에 유익하다. 내부 확장 영역(104)은 스페이서(110)에 의해 에미터(106)로부터 분리된다.

외부 영역(102)은, 유전층(111)에 의해, 쉘로우 트랜치 절연부(STI, 123)위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108)의 외부 영역(109)

로부터 분리된다. 트랜지스터(100)의 다른 특징들은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 3a 내지 3l을 참조하면, 트랜지스터(100)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의 제1 실시예가 설명된다. 도 3a를 참조하면, 결정성

실리콘 기판(120)이 우선적으로 마련된다. 기판(120)은 콜렉터 영역(122)과 콜렉터 영역(122)으로의 콘택트를 제공하기

위한 콜렉터 관통 영역(121)을 갖는다. 콜렉터 영역(122)의 상부에, 그것과 전기적으로 접촉하여, 실리콘 또는 실리콘 게

류마늄(SiGe) 진성 베이스층(108)이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동시성 에피택시 공정 또는 후속 주입에 의해 형성될 수 있

다. 도 3a에 도시된 다른 구조물에는 요구되는 트랜치 절연체, 쉘로우 트랜치 절연체(123), 서브-콜렉터 및 콜렉트 주입물

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종래의 방식에 따라 생성된다. 이들 구조물은 본 발명의 공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도 3b는 제1 유전층(124)을 증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정의 초기 단계를 도시한다. 후속 공정은 제1 유전층(124)로부터,

도2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유전층(111)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1 폴리실리콘(126)이 증착되는데, 이는 최종적으

로 외부 영역(102)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대안적으로, 실리콘층으로서 외부 영역(102)이 또한 제공될 수 있다. 어느 경우

이든, 상기 물질(즉, 제1 폴리실리콘(126) 또는 실리콘)이 도펀트 물질로서 바람직하게 형성(증착 또는 성장)되지만, 대안

적으로, 물질은 공지된 방식에 따라 형성되고 도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 유전층(128)이 증착되어 외인성 베이스(도

2의 101)와 에미터(도 2의 106) 사이의 분리를 제공한다. 각 층은 진성 베이스(108)위의 적어도 일부에 증착된다. 제1 유

전층(124)은 진성 베이스(108)를 보호하기 위해 에치 정지층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각 유전층(124,

128)은 이제까지 공지되거나 이후에 개발될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등과 같은 유전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3b

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진성 베이스(108)위에, 외부 영역(102), 즉, 제1 폴리실리콘(126)을 노출시키기 위해 제1 개구

(130)를 형성하는 단계를 또한 도시한다. 구체적으로, 기판(120)상에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되고, 노출 및 현상된 후에 제2

유전층(128) 및 제1 폴리실리콘층(126)을 통해 에칭되어, 제1 유전층(124)상에서 정지한다. 주입된 진성 베이스(108)의

도핑이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도 3c 내지 3e는 제1 개구(130)내에 더미 페디스털(도 3e의 140)과 더미 페디스털(140)을 둘러싸는 주위 트랜치(도 3e의

142)를 생성하기 위한 제1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3c는 제1 개구(130)보다 작은 제2 개구(136)를 형성하기 위해 제1 개구

(130)내에 희생층(134)을 공형(conformally) 증착시키는 것을 도시한다. 희생층(134)은 실리콘 질화물 등과 같은 희생층

으로서 사용되기 위해 이미 공지되거나 이후에 개발될 임이의 공형 유전막일 수 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희생

층(134)은 제2 개구(136)의 크기를 정의하고, 이는 더미 페디스털(140)의 크기를 정의하게 된다. 더미 페디스털(140)이

존재하는 곳에 결국 에미터(도 2의 106)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페디스털은 또한 에미터의 크기를 정의하게 된다. 또한,

희생층(134)은 트랜치(142)의 크기를 정의하므로, 이에 따라 내부 확장 영역(104)의 크기가 정의된다. 희생층(134)의 두

께가 리소그래픽-이하의 치수(sub-lithographic dimensions)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에미터(106)의 크기는 리소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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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산출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크기(<0.1 미크론)로 설정될 수 있다.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필터 물질(138)이 제2 개구(136)내에 증착되고 에치 백된다(etch back). 대안적으로, 실리콘 이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폴

리실리콘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공형 유전막 형태의 다른 필터 물질들이 증착되고 에치백되거나 CMP를 통해 평탄화되

어 제2 개구(136) 내부의 하드 마스크를 획득할 수 있다.

도 3e는, 예를 들어, 에치 마스크로서 충진 물질(138)로 이방성 에칭하는 것에 의하여, 희생층(134)과 충진 물질(138)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 더미 패디스털(140)(아래쪽에 제2 개구(136)이 존재함)과 더미 패디스털(138) 주위의 트랜치(142)

를 도시한다.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칭은 제1 유전층(124)상에서 정지한다.

도 3f는 진성 베이스(108)를 노출시키기 위해 습식 또는 RIE로 트랜치(142) 하부의 제1 유전층(124)의 노출 부분을 제거

한 이후에 트랜치(142)내에 제2 폴리실리콘(150)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확장 영역(104)의 형성의 제1 실시예

를 도시한다. 제2 폴리실리콘(150)은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 백(recess back)되어 내부 확장 영역(104)을 형성

하는데, 이는 외부 영역(102) 및 진성 베이스(108)와 전기적으로 접촉한다. 제2 폴리실리콘(150)은 바람직하게는 도핑된

폴리실리콘으로 증착되지만, 대안적으로, 폴리실리콘은 증착 및 리세스된 후에 공지된 방법으로 도핑될 수도 있다. 제2 폴

리실리콘(150)은 트랜치(142)를 채우고 에치-백 또는 CMP 및 에치-백에 의해 폴리실리콘 평탄화를 허용할만큼 충분한

두께로 증착된다. 트랜치(142)의 종횡비가 높기 때문에(즉, D/A >>1), 제2 폴리실리콘(150)을 평탄화하기 위해 CMP를

이용하는 것이 소형 및 대형 소자들 사이에 또는 격리 및 내포형 소자들 사이의 외인성 베이스 폴리실리콘 두께 차이를 크

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부 확장 영역(104)은 외부 영역(102)을 내부 베이스(108)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외인성 베

이스(101)의 에지를 에미터(106)의 에지에 자기-정렬시키기 위해 형성된다. 내부 확장 영역(104)을 형성하는 제2 폴리실

리콘(150)은 소자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제1 폴리실리콘(126)(외부 영역(102))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도핑 농도를 가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내부 확장 영역(104)은 외부 영역(102)보다 높은 도펀트 농도를 갖는다. 도 3g는,

각각의 내부 확장 영역(104)이 캐핑될(capped) 수 있도록, 어떻게 내부 확장 영역(104)의 상부가 더미 패디스털(140)의

상부면(163) 아래에 바람직하게 제공되는지, 즉, 어떻게 트랜치(142)의 일부가 더미 패디스털(140)에 연속적으로 인접하

여 존재하는지를 도시한다.

도 3h는 내부 확장 영역(104)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도시한다. 이 경우에, 내부 확장 영역(104)은 선택적 에피

택시 성장을 통해 실리콘으로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실리콘이 트랜치(142) 내부에 선택적으로 성장되어, 진성 베이스

(108)를 외부 영역(102)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전체적인 외인성 베이스를 더미 패디스털(140)에 자기-정렬시키는 내

부 확장 영역(104)을 형성한다. 이 경우에, 내부 확장 영역(104)을 형성하기 위해 CMP 또는 에치-백이 필요없다. 내부 확

장 영역(104)은 성정 또는 성장 이후에 주입되는 동안 인-시튜(in-situ) 도핑되어 외부 영역(102)과 상이한 도핑 농도를

갖는다. 간결함을 위해, 도면중에서 도 3h 이외에 다른 도면은 실리콘 내부 확장 영역(104)을 도시하지 않는다.

도 3i는 내부 확장 영역(104)과 에미터(106)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확장 영역(104)을 위한 캡(158),

즉, 유전층 확장부의 형성을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3 유전층(미도시)을 증착한 후에, 내부 확장 영역(104)을 위한 캡

(158)을 형성하기 위해 더미 패디스털(140)의 상부면(162) 및 제2 유전층(128)의 상부면까지 평탄화 또는 에치백함으로

써 캡(158)이 형성된다. 또한, 내부 확장 영역(104)을 트랜치(142)를 통해 선택적으로 산화시키는 것에 의해 캡(158)이 제

공될 수도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유전층은 제2 유전층(128)과 단일 유전층을 형성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제2 유전

층(128)은 습식 또는 RIE 에칭을 이용하여 제고될 수 있으며, 내부 확장 영역(104) 및 외부 영역(102)의 상부면을 산화시

킴으로써, 내부 확장 영역(104) 및 외부 영역(102) 모두 위에 단일 유전 절연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도 3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물은 외인성 베이스 영역(102)의 상부면에만 형성될 것이고 더미 패디스털(140)의 상부면(162) 상

에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도3j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제1 유전층(124)의 일부에 대한 선택적인 선택적 RIE 또는 습식 에칭에 의

해, 더미 패디스털(140)이 제거되어, 제3의 에미터 개구(166)를 형성한다. 내부 확장 영역(104)을 제공함으로써 외인성

베이스(영역(102) 및 영역(104))와 제3의 에미터 개구(166)내에 형성될 에미터(106)의 미세 제어 자기-정렬이 가능해진

다.

도 3k는 제3의 에미터 개구(166)의 측벽상에 스페이서(110)의 형성을 도시한다. 스페이서(110)는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이미 공지된거나 이후에 개발될 스페이스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스페이서(110)는 에미터와 외인성 베이스간의 전기적

절연을 제공한다. 또한, 스페이서(110)의 폭은 최종 에미터 크기를 결정하고 에미터 에지와 외인성 베이스 에지간의 최종

간격은 소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스페이서(110)의 폭은 트랜지스터의 Fmax를 더욱 증

가시키기 위해 스페이서 아래의 베이스 저항 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얇게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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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l은 제3의 에미터 개구(166)내에 에미터(106)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들 이후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시한다. 도 3k의

스페이서(110) 형성 이후에, 제1 유전층(124)의 노출 부분이 습식 또는 RIE 에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되어 진성 베이

스(108))가 에미터(106)와 진성 베이스(108)간의 전기적 접촉을 보장하기 위해 노출된다. 도3l은 제3의 에미터 개구(166)

내에 에미터(106)를 형성하기 위해 제3 도핑형 폴리실리콘(172)을 증착하고 패터닝한 결과를 도시한다. 에미터(106)는

현재 리소그래픽 능력보다 작은 최소 폭(예, <0.1 미크론)을 갖는다. 도 3l은 외부 영역(102) 및 내부 확장 영역(104)을 포

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영역(도 2의 101)을 정의하기 위한 부가 단계들 이후의 결과를 도시한다. 도 3l에 도시된 처

리는 단지 예시적인 것이고 에미터(106)를 정의하고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영역(도 2의 101) 또는 트랜지스터(도 2의

100)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처리들이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기타 그밖의 마무리 단계에는, 도펀트에서 도출하

기 위한 고온 어닐링 및 실리사이드, 유전층, 금속 콘택트 등의 형성이 포함되며, 그 결과물은 도 2의 트랜지스터(100)이

다.

도 3a 내지 3l에 도시된 구조의 특정 형태 및 위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여전히 본 발명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임을 이해하

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 4a 내지 4f를 참조하면, 전술한 공정의 단계 일부에 대한 대안적인 실시예가 설명된다. 도

4a 내지 4f에 도시된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블랭킷 제1 유전층(124)을 제공하기 보다는, (도 4a의 포토레지스트

PR을 통한) 종래의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상기 층이 패터닝되고 진성 베이스(108) 위에 에치 정지 패드(도 4b의 180)를

형성하기 위해 에칭된다. 에치 정지 패드(180)는 진성 베이스(108)의 노출 영역182)을 남긴다.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폴리실리콘(126) 및 제2 유전층(128)의 증착이 진행되어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180)이 에지 정지 패드(180)와

STI(123) 사이의 영역에서 진성 베이스(108)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의 처리는 도 3b 내지 3l에 도시된 실

시예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에, 제1 개구(130)는 에치 정지 패드(180)에 그보다 작게 정렬되도록 에치 정지 패드(180)

위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더미 패디스털(140) 및 트랜치(142)가 도 3c 내지 3e와 관련하여 전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

는 도 4d에 도시되어 있다.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치(142)내의 에치 정지 패드(180)의 제거 이후에, 에치 정지 패

드(180)의 일부(186)가 남는다. 도 4e는 또한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188)을 형성하는 제2 폴리실리콘(150)을 도

시하는데, 이는 진성 베이스(108)에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184)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높아진 외인성 베이스를 에

미터에 자기-정렬시킨다.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186)은 외부 외인성 확장 베이스 영역(184)과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188) 사이에 위치

하여 확장 영역(188)이 진성 베이스(108)와 접촉하는 위치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외부 영역(184)이 진성 베이스(108)와

접촉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 2에 도시된 외부 영역(102)에 비교할 때,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184)은 부분(186)의 외측

에지와 STI(123) 사이의 구역에서 진성 베이스(108)와 직접 접촉한다. 즉, 외부 영역(184)과 확장 영역(188)은 각각 진성

베이스(108)에 접촉한다.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84, 188)와 진성 베이스(108) 사이의 접촉 면적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낮은 베이스 저항을 발생시킨다. 외부 확장 베이스 영역(184)과 STI(123)의 에지 근처의 진성 베이스(108) 사이의 접촉

면적이 커질수록 높은 기생 베이스-콜렉터 커패시턴스(Ccb)를 발생시킨다. 이는 외부 확장 영역(184)에서 STI(123)의 에

지 근처의 베이스/콜렉터 접합으로의 도펀트 확산에 의해 야기된다. 그러나, 외부 확장 베이스 영역(184)의 도핑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외인성 베이스(184, 188)와 진성 베이스(108) 사이에 넓은 접촉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생 커패시턴스

가 낮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독특한 트랜지스터(200) 제조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도 5a 내지 5g를 참조하면, 전술한 공정중 일부 단계들에 대한 대안적인 실시예가 설명된다.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예에는,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유전층(124)을 증착시키기 이전에 열적 산화물층(190)을 열적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에 처리 공정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행하는데,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진성 베이스(108) 위에 적어도 제1 폴리

실리콘(126)을 통하여 제1 개구(130)가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미도시된) 포토레지스트가 기판(120) 위에 증착되고, 노

출 및 현상된다. 대안 실시예의 경우에, 도 5a 내지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유전층(128), 제1 폴리실리콘(126) 및 제1

유전층(124)을 에칭하고 열적 성장층(190)상에서 선택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제1 개구(130)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미도

시된) 희생층이 제1 개구(130)내에 증착되어 제1 개구(130)보다 작은 제2 개구(도 3c의 136)를 형성한다. 희생층은 소정

의 에미터(도 2의 106)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음에, 필러 물질(도 3d의 138)이 제2 개구(도 3의 136)내에 증

착된다. 도 5c는 그 결과의 더미 패디스털(140)(제2 개구가 존재하는 부분의 아래에 있음)과 더미 패디스털(140) 주위의

트랜치(142)를 도시하는데, 이는 이방성 RIE 에칭에 의해 희생층을 제거하고 습식 또는 RIE 에칭을 이용하여 필러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트랜치(142)는 제1 유전층(124)으로 바로 확장되기 보다는 열적 산화물층(190)으로 확장된다.

도 5d는, 제1 폴리실리콘(126) 아래에 레지(ledge 또는 캐비티(cavity), 194)를 형성하기 위해, 습식 에칭을 이용하여 열

적 산화물층(190)에 등방성으로(isotropically)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1 유전층(124)을 리세스하는 것을 도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에칭 화학작용은 (예를 들면, 실리콘 이산화물의) 제1 유전층(124)이 열적 산화물층(190)보다 빠르게 에칭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 5c 및 5d의 에칭은 원하면 연속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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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e는 레지(194) 아래에서 제1 유전층(124)의 에지에 대해 등방성 및 선택적으로 열적 산화물층(190)을 제거하고 트랜

치(142)를 진성 베이스(108)로 확장시킨 것을 도시한다. 이러한 공저의 결과는 L-형 횡단면을 갖는 트랜치(142)이다. 이

러한 경우에, 에칭 화학 작용(예, 증기 단계 플루오르 수산화)은 열적산화물층(190)이 제1 유전층(124)보다 빨리 에칭되도

록 하는 것이다. 열적산화물층(190)은 더미 패디스털(140)의 아래에 남는다. 도 5f는 도 5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외인

성 베이스 확장 영역(204)을 형성하기 위해 트랜치(142)내에 제2 폴리실리콘(150)을 증착하는 것을 도시한다. 이러한 경

우에, 확장 영역(204)은 L-형 횡단면을 갖고 외부 영역(102) 아래로 확장되어 외부 영역(102)과 부가적인 접촉 면적을 제

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102, 204)의 전체 저항을 낮추고 디바이스 성능을 개선시킨다. 후속 처리는,

도 5g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300)를 생성하기 위해, 도 3g-3l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도 6a-6e를 참조하면, 전형적인 리소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더미 패디스털 및 관련 트랜치를 생성하기 위한 대안 단계들

이 도시되어 있다. 이들 단계들 또한 본 발명의 장점을 설명한다. 도 6a는 (예를 들어, 질화물의) 희생층(334)을 제1 개구

(330)내에 증착한 이후의 제1 개구(330)를 도시한다. 이러한 단계는, 제1 개구(330)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희생층(334)이

충분한 두께로 증착되고 제2 개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3c에 도시된 단계와 유사하다. 도 6b는 희생

층(334)이 제1 개구(330) 외부의 제2 유전층(128)까지 에치백된 후에 종래의 리소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포토레지스트

마스크(308)를 형성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308)는 제1 개구(330)과 정렬되지 않는

다(misaligned). 포토레지스트(308)와 제1 개구(330)간의 비정렬은 제1 개구(330)와 포토레지스트(308)를 패터닝하고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2개의 상이한 마스크간의 제한된 정렬 허용 오차 때문이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렬된 포

토레지스트 마스크(308)가 더미 패디스털(도 6의 340)이 될 영역(370)을 마스크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도 6b의 370) 외부 및 제1 개구(330) 내부의 희생층(도 6b의 334)을 제거함으로써 더미 패

디스털(340) 및 주위의 트랜치(342)가 형성된다. 더미 패디스털(340)과 제1 개구(330)간의 비정렬은 비대칭 트랜치(342)

를 발생시킨다. 즉, 더미 패디스털(340)과 트랜치(342)의 중심이 같지 않다. 그러나, 내부의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도

6e의 304)을 생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가르침을 구현함으로써 비정렬을 이론상의 문제로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소그래픽 기술이 제1 개구(330)에 대하여 비정렬된 더미 패디스털( 및 에미터)를 생성하겠지만, 제2

폴리실리콘(도 6d의 350)의 증착이 비대칭 트랜치(342)를 완전하게 채움으로써 전체적인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및 에미

터 구조는 여전히 자기-정렬된다. 구체적으로, 도 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304)과 에미터

(306) 사이의 간격은 스페이서(310)에 의해 결정되고 리소그래피에 의해 야기된 비정렬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에미터(306)는 리소그래픽 이하의 크기로 생성되지 않고 리소그래픽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304)은 균일하지 않은 폭을 갖는다.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대안, 수정 및 변형은 본 기술분야의 당업

자들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껏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이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이하

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정의된 발명의 정신 및 범주를 벗어남없이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발명에 따르면,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갖는 개선된 자기-정렬 트랜지스터와 전술한 종래 기술들의 문제점들을 겪지

않고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개선된 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에 있어서,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에미터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불균일한 폭을 가지며 상기 외부 영역과 수평으로 중첩하지 않음-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extrinsic base)와,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intrinsic base) -상기 진성 베이스는 상기 진성 베이스 위에 위치

한 유전층에 의해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분리됨-

를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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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영역은 유전층에 의해 진성 베이스 외부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개구 -상기 개구 내부의 에미터가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에 자기 정렬됨- 를 정의하는, 자기-

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확장 영역과 상기 에미터 사이에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미터는 0.1 미크론보다 작은 폭을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확장 영역만이 상기 진성 베이스와 접촉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영역은 제1 도핑 농도를 가지며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제2 도핑 농도를 가지며, 상기 제2 도핑 농도는 상기 제1

도핑 농도와 다른,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8.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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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위치에서 진성 베이스와 접촉하는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과 구별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

기 외부 영역과 접촉하고 분리 부분에 의해 상기 제1 위치로부터 분리된 안쪽 측면의 제2 위치에서 상기 진성 베이스와 접

촉함-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영역은 제1 도핑 농도를 가지고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제2 도핑 농도를 가지며, 상기 제2 도핑 농도가 상기 제1

도핑 농도보다 큰, 트랜지스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영역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실리콘과 폴리실리콘중 하나를 포함하는, 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에 있어서,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에미터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불균일한 폭을 가지며 상기 외부 영역과 수평으로 중첩하지 않음-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와,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영역 및 상기 내부 확장 영역 각각은 상기 진성 베이스에 접촉하고, 또한 상기 외부 영역은 쉘로우 트렌치 절연

부 위에 그리고 상기 외부 영역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 외부 영역(intrinsic base outer region)과 접촉하는, 자기-정

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영역은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이 상기 진성 베이스에 접촉하는 제2 위치와는 분리된 제1 위치에서 상기 진성 베이

스와 접촉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개구 -상기 개구 내부의 에미터가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에 자기 정렬됨- 를 정의하는, 자기-

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확장 영역과 상기 에미터 사이에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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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에미터는 0.1 미크론보다 작은 폭을 갖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15.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개구내에 더미 패디스털 -상기 더미 패디스털은 주위 트랜치를 구비함-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치 내에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 -상기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은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이스에 연결시킴- 을 형성하는 단계와,

에미터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더미 패디스털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에미터 개구내에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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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래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개구내에 희생층을 증착시키는 단계와,

상기 개구내에 주위 트랜치를 갖는 더미 패디스털을 상기 희생층내에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이스에 연결시키는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트랜치

내에 실리콘 및 폴리실리콘중 하나를 형성하는 단계와,

에미터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더미 패디스털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에미터 개구내에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내에 개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을 진성 베이스에 연결시키는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외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과 상기 내부 외인성 베이스 영역은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형성함-와,

상기 내부 외인성 베이스 확장 영역내에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에 대한 자기-정렬 에미터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에 있어서,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에미터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기 외부 영역과 수평으로 중첩하지 않음-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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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 -상기 진성 베이스는 상기 진성 베이스 위에 위치한 유전층에 의해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분리됨-

를 포함하며,

상기 내부 확장 영역만이 상기 진성 베이스와 접촉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청구항 30.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제1 위치에서 진성 베이스와 접촉하는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과 구별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

기 외부 영역과 접촉하고 절연성 분리 부분에 의해 상기 제1 위치로부터 분리된 안쪽 측면의 제2 위치에서 상기 진성 베이

스와 접촉함-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를 포함하는, 트랜지스터.

청구항 31.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에 있어서,

외부 영역과, 상기 외부 영역으로부터 에미터를 향하는 안쪽 측면으로 확장하는 내부 확장 영역 -상기 내부 확장 영역은

상기 외부 영역과 수평으로 중첩하지 않음- 을 포함하는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와,

상기 융기형 외인성 베이스 아래에 위치한 진성 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영역 및 상기 내부 확장 영역 각각은 상기 진성 베이스에 접촉하고, 또한 상기 외부 영역은 상기 외부 영역 아래

에서 쉘로우 트렌치 절연부와 수평적으로 중첩하는 진성 베이스 외부 영역과 접촉하는, 자기-정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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