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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스택 구조체들이 국소 연결 물질인 포위층(enveloping layer)으로 선택적으로 절연되어
지는 제조 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반도체 구조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조 방법은 하부의 게이트와 
동시에 오버패스 절연체를 형성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스택 구조체를 포함하는 영역
의 전도물질층 상에 비부식성의 절연 물질층을 피착시킨다. 다음에 동시성 에칭을 행하여 나타난 절연체 
부분은 하부의 전도 물질과 자기-정렬되어진다. 절연체 부분은 스택을 후속 공정에서 피착하고 평탄화되
는 국소 절연층으로부터 절연시킨다. 다른 선택적 처리로서는 선택된 스택 구조체 상의 규화물을 감결합
시키고, 이용가능한 여러 기술들을 이용한 여러 평탄화 및 에칭을 포함한다. 제조 방법과 이 방법으로 제
조된 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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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a)  내지 제1도(g)는 본 발명에 따른 제1제조 방법의 여러 처리 단계에서 얻어진 반도체 구조물
(semiconductor structure)에 대한 횡단면도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여러 처리 단계에서 얻어진 두 개의 
트랜지스터 게이트 스택(two transistor gate stacks)과 관련되어진 확산층(diffusions)을 도시.

제1도(h)는 제1도(a) 내지 제1도(g)의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구조물의 횡
단면도.

제2도(a) 내지 제2도(e)는 본 발명에 따른 제2제조 방법에 여러 처리 단계에서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의 
횡단면도.

제3도(a) 내지 제3도(c)는 본 발명에 따른 제3제조 방법의 여러 처리 단계에서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의 
횡단면도.

제4도(a) 내지 제4도(g)는 본 발명에 따른 제4제조 방법의 여러 처리 단계에서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의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판                                   31, 33 : 스택 구조체

36 : 게이트                                57 : 전도 물질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치(semiconductor devices)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본  발명은  국소  연결(local  interconnects)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스택  구조체(stack 
structures), 특히 M0 배선 레벨(the M0 wiring level)에서 오버패스 도체(overpass conductor)와 게이트 
스택(a  gate  stack)을  절연시키는  이중  기능의  오버패스  마스크/절연체(a  dual  functioning  overpass 
mask/insulator)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스택 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과 이러한 이중 기
능의 오버패스 마스크/절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 배경]

동일의  실리콘  웨이퍼(same  silicon  wafer)  상에  고밀도  집적  회로들(closely-spaced  integrated 
circuits)을 형성시키는 기술은, 이들 회로의 전도성 연결 기술과 같이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요구되는 연결로서,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게이트를 인접한 FET
의 확산층(diffusion)에 연결하는 배선(wiring)이 있다. 일반적이지만, 좀더 복잡한 다른 연결은 개재하
는 게이트(intervening gate)와의 전도성 접촉 없이 FET의 인접한 확산층 사이의 연결이다.

종래의 연결 기술들의 경우, 접촉 구멍들(contact holes)과 와이어 야금술(wire metallurgy)을 이용하여 
희망의  배선  레벨(wiring  levels)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형적으로는  장치와  기판(devices 
and/or substrates)상에 동일 형상의 금속층(들)(a conformal metal layer(s))을 피착시키고(deposited), 
다음에 전기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들(areas)로부터 상기 금속층(들)을 에칭하는 공정을 수반한
다.  이러한  연결  기술에  대해서는  발명의  명칭이  High  performance  interconnect  system  for  an 
integrated circuit인 미국 특허 제3,933,743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상기 특
허에는 절연층으로부터 접촉 구멍들을 에칭하여 장치의 접촉 영역을 노출(expose)시키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노출된 접촉 영역 상에 동일 형상의 금속층을 형성하고, 패턴화시킨 후 에칭을 행하여 연결 
레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기 동일 형상의 금속층의 에칭에 의해 형성된 비평면(non-
planar)의 표면들 때문에 다른 층이나 장치를 형성하기가 복잡해진다.

국소 연결로서 불리는 최근의 다른 방식에서는, 기판과 이 기판 상에 형성된 임의의 장치들 상에 절연체
를 블랭킷 피착하는(blanket-deposite) 것으로 시작된다. 이 블랭킷 절연체를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희망
의 장치 콘택트(device contact)들을 노출시킨다. 상기 노출된 장치 콘택트들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해 상기 에칭된 영역에 상감 금속 구조체(inlaid metal structure)를 피착시킨다. 다음에 이 금속 구조
체를 남아 있는 절연체와 함께 평탄화시킨다. 국소 연결 기술은 상기와 같이 형성된 제1배선 레벨 아래에
서 장치들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다수의 배선층에 관련된 문제점
들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상감 금속 구조체는 저저항을 가지며, 매우 짧은 길이의 연결을 지원해 주며, 
일반적으로 동일 형상의 배선(conformal wiring)보다 강하다. 국소 연결 기술에 대한 특정의 실시예가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Method for producing coplanar muti-level 
metal/insulator  films  on  a  substrate  and  for  forming  patterned  conductive  lines  simultaneously 
with stud vias인 미국 특허 제4,789,648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미국 특허 제4,789,648호에 기재된 에
칭 및 마스크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상감 기술(damascene techniques)로서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
고 때로는 본 명세서에서 대머시닝(damascening)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현재, 이러한 기술의 필연적인 결과로서는 상감 금속 구조제, 즉 스터드(stud)가 절연체 에칭에 의해 노
출된 장치들의 모든 게이트 스택들을 전기적으로 접촉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게이트나 확산층들이 
노출되어 접촉될 수 있다. 선택적인 에칭에 의해서 게이트와 인접한 확산층간의 효과적인 연결은 가능하
다. 그러나, 개재하는 게이트와 절연되어 있는 확산층들 사이의 국소 연결은 달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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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감의 국소 연결 물질이 소정의 게이트 스택들과 선택적으로 접촉되고 나머지 스택들과는 절연 
상태로  되어지도록  하는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은  회로  설계자에게 유연성
(flexibility)을 제공하며 이용가능한 처리 기술들에 따라 옵션(options)을 제공할 것이다. 최종 제조된 
구조체들은 정확하게 형성된 예측가능항 형상들과 전기적 특성들(precisely-formed, predictable shapes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제조 기술은 기존 회로 설계에서의 전기적 
응답(electrical response)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제조 단계들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반도체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전기 전도 물질 
내에 전기 절연 물질의 제1마스크(a first mast)를 대머시닝(damascening)하는 단계와, 상기 전기 전도 
물질 상에 제2 마스크(a second mask)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마스크 및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오
버패스 도체의 도체 이미지(conductor image)를 한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마스크를 상기 전기 전도 물
질 중 일부분을 상기 오버패스 도체와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오버패스 절연체로서 계속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게이트 스택(gate stack)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전기 전도 
물질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전도 전도 물질층 내에 전기 절연층을 대머시닝하는 단계와,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과 상기 전기 절연층을 에칭하여 상기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의 일부분과 상기 전기 절연층의 일부분은 상기 게이트 스택의 구조 요소가 되며 자기-정렬
(self-aligned)되어지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높이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조성(different 
composition)의 두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기판 중 제1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제1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중 제2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2층의 물질층을 
형성하여,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다층(mutiple  layers)을  갖는  중간  반도체  구조물(interim 
semiconductor structure)을 형성하는 단계와, 또한 상기 중간 반도체 구조물의 상부 표면을 평탄화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1 영역에 제1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고 상기 제2 영역에 제2 게이트 스택을 
형성시킴으로써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는 높이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두 게이트 스택
이 형성되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스택과 오버패스 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은 도체층 내에 절연체층을 대머시닝함으로써 기판 상에 상기 게이트 스택을 부분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 중의 상기 절연체층의 일부분을 상기 오버패스 도체의 도체 이미지를 부분적으
로 한정시키기 위한 오버패스 마스크(overpass mask)로서 사용하는 단계와, 상기 오버패스 도체가 상기 
게이트 스택 중의 상기 절연체층에 의해 상기 게이트 스택 중의 상기 도체층의 일부분과 절연되어지도록 
상기 게이트 스택 상에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구조적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기판 상에 배치되며, 전도층과 이 전도 층상에 배치된 절연층을 
포함한 스택 구조체를 포함한다. 상기 스택 구조체는 오버패스 도체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으며, 상기 절
연층에 의해 상기 전도층과 상기 오버패스 도체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도층
과 절연층은 자기-정렬되어진다. 이와 같은 반도체 구조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본 명세서에 기술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제1 게이트 스택 및 제2 게이트 스택을 포함한 반도체 구조물을 제공한
다.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은 제1 조성과,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서 거리 'X'만큼 이격된 상부 표면을 갖
고 있다,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 상의 거리 'X'만큼 이격된 상부 표면을 갖고 있
다.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은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거리 'X'만큼 이격된 상부 표면을 가지며, 또한 
상부층과 하부층을 포함하는 제2 조성을 갖고 있다.

요약을 하자면, 본 발명은 국소 연결의 효용성(utility)을 상당히 향상시킨 새로운 방법 및 구조체를 포
함한다. 이러한 방법 및 구조체에서는 상감의 국소 연결물질들은 노출된 일부 장치들과는 선택적으로 접
촉되지만 나머지 장치들과는 전기 절연되어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기술들에 근거하여 설계자들에게 옵션
을 제공하는 다른 처리 단계들도 제공된다. 더욱이, 최종 제조된 구조체들은 진보된 반도체 시스템에서 
개선된 장치의 성능 및 기능성(improved device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을 갖도록 정확하게 형상
되어 있다.

본원의 요지는 특히 본 명세서의 결론 부분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명백하게 청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
명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과 함께 실시 구성 및 방법에 대해서도 소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
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부분 및 첨부된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

본 발명을 광범위하게 기술하자면, 본 발명은 반도체 연결 구조체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스
택 구성 요소들을 상감의 국소 연결 물질의 포위층과 전기적으로 절연시킨 반도체 구조물을 제공한다. 절
연  기능은  부분적으로는  금속  연결  물질  아래에  선택적으로  매설되어진(embeded) 자기-정렬된(self-
aligned) 오배패스 절연체들에 의해 달성된다.

후술된 바와 같이, 국소 연결 구조체의 제조 방법은 스택 구조체 상에 절연체의 블랭킷층을 피착시킨 후 
상기 층을 에칭시켜서 도체 이미지를 한정시키는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국소 연결 물질과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이트 상에 절연체들을 남겨 놓는 에칭 패턴의 변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형
된  이러한  에칭  기술은  게이트와,  상감  도체와,  노출된  다른  장치들  간에서의  정렬  문제(alignment 
problelms)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전형적인  제조  공정시에,  폴리  실리콘  게이트 스택
(polysilicon gate stacks)은 그룹(group)으로 형성되며 일반적인 에칭 단계에 의해 노출되어진다. 그룹
으로서의 이들 게이트 스택들 상에는 절연체들이 배치될 수 있다. 다음에 에칭시에 상감 금속의 도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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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한정하는 경계 물질(boundary material)로서 사용되는 추가의 절연체 물질로 장치들을 완전히 에
워싼다. 기판 상에서의 이 절연층의 높이는 임의의 장치들 또는 콘택트들의 높이를 초과한다. 이러한 에
칭 동안 전기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게이트 스택들에서 이전에 형성된 절연체들을 제거시키려면 현재 함
몰되어 있는 게이트 스택(now-submerged gate stack)과 완전하게 정렬되어진 마스크를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정확한 마스크의 정렬(mask alignment)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연체 중 남은 부분들은 후속의 형성 
공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후속하여 피착된 도체는 하부의 장치들과 잘못 정렬되어 장치
의 전체적인 전기적 특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하부의 장치 영역들을 선택하려면 반응성 이온 에칭(RIE)이 불가능하며, 절연체 자체에 대한 습
식 에칭(wet etch)의 온도 및 화학적 상반(chemical incompatibilities)과 생성된 바이어스로 인해 습식 
에칭이 불가능하다.

처리를 속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진다. 상감 금속을 부가시키고 평탄화시키는 동안, 
노출될 수 있으며 전기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다른 게이트 스택들은 절연된 스택들의 높이와는 다른 스택 
높이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여러 스택의 표면들 상에는 동일 형상으로 피착되어진 스페이서층들이 불규
칙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인접한 게이트들 상의 지점들(points) 사이에서 측정된 측방향 거리들
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게이트들 사이에서 일정한 장치 길이를 요구하는 응용 분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수화된 회로 설계의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
제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에칭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의 모든 문제점들은 다음의 실시예에서 기술된 새로운 방법 및 구조체에 의해 극복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이중 기능을 가지며 자기-정렬되어진 오버패스 마스크/절연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방법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물리적이며 전기적인 특성들을 갖는 구조체들을 형성하기 위해 제1 실
시예를 변형 및 개선시킨 것이 제2, 제3 및 제4 제조 방법 실시예들이다.

처음에 제1도(h)를 참조해 보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구조물이 두 개의 스택 구
조체(31 및 33)와, 이들 구조체를 둘러싸고 있는 전도 물질의 상감층(57)을 포함하여 도시되어 있다. 상
기 전도 물질은 티타늄 질화물과 같은 장벽(barriers)을 갖는 텅스텐 등의 금속이나, 구리 또는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다른 물질이다. 기판(10)상에 존재하는 스택 구조체들은 게이트 산화물(44a 및 44b)을 포함
한다. 이러한 특정의 구조체에서, 스택들은 기판(10) 내의 확산층(49)을 공유하고 있다. 스택 구조체(3
3)를 상세히 참조해 보면, 게이트 산화물(44b)상에 게이트(36)가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농도로 도
핑된 다결정 실리콘층(heavily-doped polycrystalline silicon layer)으로 구성된 게이트(36)는 기판(10) 
내의 공핍 영역, 즉 게이트 산화물(44b)을 가로지르는 공핍 영역을 전기적으로 제어한다. 게이트(36)의 
상부 표면(38)상에 오버패스 절연체(34)가 배치되어 있다. 산화물 스페이서(42c 및 42d)가 오버패스 절연
체(34)에서부터 게이트(36)의 측벽을 따라 기판(10)까지 연장되어 있다. 동일하게, 질화물 장벽(59c 및 
59d)이 산화물 스페이서(42c 및 42d)의 외측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게이트(36)는 국소 연결을 형
성하는 상감 전도물질(57)과 전체적으로 전기 절연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연 구조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오버패스 절연체(34)를 포함한다. 게이트(36)와 동시에 형성되어진 이 절연체는 게이트와 자
기-정렬되어지며 스택 구조체(33)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절연된 스택 구조체(33)와는 반대로, 스택 구조체(31) 및 확산층(49) 각각은 상감의 전도 물질(57)과 전
기적으로 접촉되어 있다. 스택 구조체(31)를 상세히 참조해 보면, 산화물 스페이서(42a 및 42b)와 남은 
질화물 장벽(59a 및 59b)은 게이트(40)의 측벽을 따라 연장되어 있다. 구조체(31)의 상부층(48)은 예를 
들어 게이트 규화물로 구성된 전도층을 포함한다. 이 층은 상감의 전도물질(57)과 게이트(40) 사이에서 
옴 접촉(ohmic contact)으로서 소용된다. 동일하게, 확산층(49)은 확산 규화물(50)을 통해 전도 물질(5
7)가 전기적으로 접촉한다.

요약을 하자면, 본 발명에 의하면, 게이트(36)는 전도 물질(57)과 완전하게 절연되는 반면에, 다른 국소 
연결 구조체 예를 들어 게이트(40) 및 확산층(49)은 전도 물질(57)과 전기적으로 접촉된다. 또한, 스택 
구조체(31)(규화전)와 스택 구조체(33)의 높이는 사용된 마스크와 에칭 시퀀스로 인해 동일하다(후술됨). 
이러한 동일한 높이에 의해 동일한 폭의 스페이서가 스택 구조체들의 외측면들을 따라 형성되어진다.

제2도(e)를 참조해 보면, 본 발명의 제2 및 제3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구조물이 제공되어 있다. 
제2도(e)에서는 두 개 스택 구조체(71 및 73)가 도시되어 있다. 스택 구조체(71)는 자기 정렬된 게이트
(40)와 게이트 규화물(75)을 포함하며, 이 게이트 규화물(75)은 확산층(77)상의 선택된 규화물(optional 
silicide)(79)과 임의 두께로 감결합(decouple)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개의 규화물을 따로 따로 형성함으
로써 달성된다. 또한, 기판 상의 두 스택 구조체의 높이는 동일하다. 도시된 구조체들 둘레에 형성된 상
감의 전도층(도시되지 않음)은 게이트 규화물(75) 및 규화물(79)과는 전기적으로 접촉되지만 게이트(36)
와는 접촉되지 않는다.

제4도(g)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 구조물을 도시하고 있다. 스택 구조체(91 및 9
3)는 제2도(e)에 관련하여 상술된 구조체와 동일하지만, 제4 실시예에서는 에칭 시퀀스를 개선하여 복잡
한 에칭 시퀀스 없이 규화물(116) 및 오버패스 절연체(102)를 매설 형성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여러 제
조 시퀀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광범위하게 기술하자면, 제1제조 실시예는 게이트 스택을 상감의 국소 연결 물질과 절연시키는 이중 기능
의 오버패스 마스크/절연체를 게이트 스택 상에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상기 마스크/절연체는 상기 게이트 
스택과 동시에 형성되어 게이트 스택과는 자기 정렬되어진다. 비부식성 물질(non-erodible  material)로 
구성된 마스크/절연체는 국소 연결 물질의 도체 이미지를 한정하도록 행해지는 에칭으로부터 게이트를 보
호한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절연체는 회로의 동작 중에는 오버패스 절연체로서 작용하도록 계속 유지
된다.

제1도(a)에서는 CMOS 제조 공정을 도시하고 있다. 초기의 지형(topography)은 박막의 산화물층(25)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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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는 기판(10)을 포함하며, 이 층(25)은 최종에는 게이트 산화물로서 작용한다. 또한 절연 영역들
로서 작용하며 박막 산화물층(25)에 선택적으로 성장되어진 리세스된(recessed)  산화물층들(22,  22a)을 
포함한다. 상기 절연 영역들은 선택적으로는 기판 내에 홈(groove)들을 형성시켜 산화물로 충진시키는 얕
은 트렌치 절연(shallow trench isolation)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다음에 산화물을 다시 평탄화시킴
으로써 제1도(b)에서 도시된 분리 산화물들(24, 24a)이 형성된다.

산화물  중에  폴리실리콘과  같은  전도층(20)을  블랭킷  피착시켜,  예를  들어  플라인드  연마(blind 
polishing)나 다른 유사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평탄화를 행한다. 다음에는 마스크 및 에칭 단계가 행해진
다. 제1도(b)에서는 총(20)에서 에칭 영역(28)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마스크(26)를 형성시켜 사용한다(제1
도(c) 참조) 다음에 절연층(30)을 동일 형상으로 피착시켜 화학-기계적 연마(chem-mech polishing)(CMP)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시 평탄화시킨다. 공지된 바와 같이, 화학-기계적 연마 기술은 서로 
다른 에칭비를 갖는 물질들에 대하여 제거비가 서로 다른 선택적 슬러리(selective slurries)를 사용하여 
동일 평면의 막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반영된 발명의 명칭이 chem-mech 
polishing method for producing coplanar metal/insulator films on a substrate인 Beyer씨와 그 외 공
동인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4,944,836호에 기재되어 있다. 절연층(30)은 실리콘 질화물 Si3N4와 같은 비

부식성 절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오버패스 절연체(34)가 형성되어 전도층(20)의 상부 표면과 
동평면을 이루게 된다.(제1도(d)) 다음에 제2 마스크(32)를 사용하여 게이트 스택 구조체들을 
형성시킨다.(제1도(e)) 이들 구조체들은 제1도(d)의 중간(interim)구조물을 에칭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
다.

다른 에칭 기술들을 이용하여 제2 마스크(32)를 이용한 스택 구조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먼저, 오버패스 
절연체(34) 중 노출된 영역들을 에칭시킨 후 박막 산화물층(25)을 에칭 저지대(etch stop)로서 사용하면
서 전도층(20)을 에칭시킨다. 폴리실리콘 대 박막 산화물 에칭 저지대의 에칭비가 양호하다면, 제1 질화
물 에칭에 의한 폴리실리콘층의 두께가 다르게 되어도 박막 산화물층이 너무 이르게 제거되지는 않게 된
다. 또 다른 에칭 기술로서는 전도층(20) 및 박막 산화물층(25)을 동일비로 에칭시킬 수 있다. 또한 선택
적으로는 전도층(20)을 오버패스 절연체(34)의 하측 레벨까지 에칭시킨 후, 오버패스 절연체(34)의 노출
된 영역들을 에칭시키고, 이어서 나머지 전도층(20)을 박막 산화물층(25)까지 에칭시킬 수 있다. 방금 기
술한 에칭 기술은 복잡은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는데, 즉 게이트(40)의 상부 표면에서 예비 에
칭(preliminary etch)을 행함으로써 게이트(40)는 폴리실리콘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갖게 되며 에칭 저
지대에서 후속 에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에칭에 의해서, 제1도(e)에서 도시된 반도체 구조물이 형성된다. 마스크(32)는 적당한 수단에 의해 스트
립(strip)되었다. 마스크(34)의 절연특성에 의해 게이트(36)와 후속하여 피착되는 국소 연결 물질의 전기
적 접촉이 방지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게이트(36)와  동시에 에칭되어진 오버패스 마스크/절연체
(34)는  게이트(36)와  자기-정렬되어진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오버패스  절연체(34)의  노출된 측엣지들
(29a 및 29b)과 게이트(36)의 측면들(27a 및 27b)들이 정렬되어진다. 이와 같은 정렬은 중요한 의미를 지
니며, 후술되는 바와 같이, 장치의 전기적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킨다. 마스크가 게이트의 형성 다
음에 형성될 때는 이러한 정렬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이트의 형성 다음에 형
성되는 마스크들은 표면(27a 및 27b)을 지나 연장하려는 성향을 가지므로, 기판 중의 확산층으로의 주입
(implantation)과 연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1도(f)에서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 단계에서 형성된 반도체 구조물이 도시되어 
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구조물 전체에는 스페이서 물질(예를 들어, 실리콘 산화물)이 피착된다. 이온 
주입에 의해 확산층(49)의  형성이 개시된다.  스페이서 물질과 박막 산화물층(25)을  에칭시켜 스페이서
(42a 내지 42d)와 게이트 산화물(44a 및 44b)을 형성한다. 어닐 단계(anneal step)를 추가로 행하여 이온 
주입을 촉진(drive in)시킴으로써 확산층(49)의 형성이 완료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스택 구조체들 상에 산화물 스페이서들을 정확하게 형성시키는 이 단계에서 나타
난다. 이들 스페이서들은 동일 형상으로 피착된 산화물층으로 형성되어지고 이 공정 시점에서의 두 스택
들의 높이가 동일(제1도(e))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스페이서를 정확하게 형성시킬 수 있다. 동일 형상의 
스페이서들(conformal spacers)의 피착 및 에칭과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수치들은 하부의 스택 구조
체의 높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동일 형상의 스페이서의 두께가 스
택 구조체들의 높이의 50%에 근사 또는 초과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강조되어진다. 다음으로, 스페이서
들의 폭은 장치의 길이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회로 설계자들에게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처리 단계에서 조성은 서로 다르지만 높이는 동일한 스택 구조체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구조체는 확산층(49)과 게이트(40) 사이에 국소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
므로, 게이트 규화물(48)과 확산 규화물(50)이 연결을 촉진시키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규
화물들은 예를 들어,  티타늄으로 구성된 금속층(도시되지 않음)을 피착시킨 후 열적 사이클링(thermal 
cycling)을 행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규화물은 실리콘이 금속층에 노출되는 곳에서만, 즉 게이트(40)의 상
부 표면과 확산층(49)상에서 형성된다. 다음에는 반도체 구조물 전체 상에 예를 들어, 질화물 장벽(46)을 
동일 형상으로 피착시켜 후속 처리 동안 장치들을 이온 오염(ionic contamination)으로부터 보호한다.

다음에는 국소 연결 물질을 포함하는 전도 물질(즉, M0 배선 레벨)을 피착시키고 대머신(damascene)기술
에 따라 평탄화시키는데, 이 대머신 기술에 대해서는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고로 반영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  for  producing  coplanar  muti-level  metal/insulator  films  on  a 
substrate and for forming patterned conductive lines simultaneously with stud vias인 chow씨와 그 
외 공동인의 미국특허 제4,789,648호에 기재되어 있다. 간략히 기술하자면, 대머시닝은 일례로서 전기적 
접촉이 형성되어야 하는 전도 물질 상에 평탄화된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에칭을 행한 후 
하부의 전도 물질이 노출되어지는 에칭 채널들이 형성됨으로써 도체 이미지가 한정되어진다. 다음에 이들 
채널들을 금속화로 과충진시키고(overfilled with metalization) 나머지 절연체와 함께 
평탄화시킴으로써, 국소 연결이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게이트(36)가 이러한 채널 내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소 연결 물질과는 절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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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시닝에 대해서는 또한 제1도(g) 및 제1도(h)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퍼터된 석영
(sputtered quartz) 또는 (CVD에 의해 피착되어진) 조성 Si3N4/SiO2층으로 구성된 절연층(52)을 반도체 구

조물 전체 상에 피착시켜 평탄화시킨다. 이 층의 높이는 국소 연결에 필요한 두께에 상당한다. 절연층
(52)의 평탄의 상부 표면 상에 형성된 제3 마스크(54)는 층(52) 및 장벽(46)의 수직 에칭을 촉진시킨다. 
나머지 장벽 스페이서들(59a 내지 59d)은 스택 구조체 상에 남아 있고 스택 주위에는 공동(cavity)이 형
성된다. 오버패스 절연체(34)의 비부식성 특성에 의해 게이트(36)에서 오버패스 절연체 및 물질이 제거되
는 것이 방지된다. 마스크(54)를 스트립한 후에 공동은 티타늄 질화물(TiN)을 포함할 수 있으며, CVD 텅
스텐이 후속하며 오버패스 도체로서 작용하는 전동 물질(57)로 충진된다. 마지막으로, 전도 물질(57)과 
절연층(52)에 대해 CMP 또는 다른 적합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평탄화를 행한다.

요약을 하자면, 제1도(h)에서 도시되며 본 발명의 제1 처리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최종 형성된 반도체 구
조물은 게이트(36)는 지나가지만(overpass) 게이트(40) 및 확산층(49)과 같은 다른 도시된 장치들과는 전
기적으로 접촉하는 국소 연결 물질(57)을 포함한다. 게이트(36)와 동시에 형성된 오버패스 절연체(34)는 
게이트(36)와 자기 정렬되어, 회로는 게이트와 확산층 상에서 이미지 바이어스(image bias)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제2 실시예]

소정의 단계들을 제2도(a) 내지 제2도(e)에서 도시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제1 처리 실시예를 변형시
킨 것으로 스택 구조체들의 치수 및 기능성이 개선되었다. 이 제2 실시예에서는 전체적으로 스택 구조체
를 형성하기 전에 스택 구조체의 상부 내에 전도 마스크와 절연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형성시켜 절연 마스
크와 전도 마스크가 자기 정렬되어진다.

제2도(a)는 전도층(60)이 전도층(20)상에 피착되고 마스크(62)가 형성되어 이층의 일부분을 제거시킴으로
써 층(60)에 공동(66)이 형성(제2도(b) 참조)되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된 제1도(b)와 동일하다. 다음
에는 절연층(64)을 동일 형상으로 피착시키고 CMP  또는 다른 적당한 수준을 사용하여 다시 평탄화시킨
다.(제2도(c)) 적어도 한 부분(80)과 층(60)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는 결합층(70)이 형성된다.

일례로서, 전도층(60)은 텅스텐(W), 코발트(Co) 또는 티타늄(Ti)을 포함할 수 있다. 절연층(64)은 바람직
하게는 비부식성 산화물이나 질화물이다. 절연층(64)의 물질과 전도층(60)의 물질에 대한 선택은 연관되
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층(60)의 물질로서 텅스텐을 사용하면, 층의 
나머지 부분들은 낮은 연마비 때문에 산화물에 대하여 우수한 연마 저지대로서 작용한다. 결합층(70)의 
두께는 다음 단계에서 형성되는 전도 게이트 상의 희망의 규화물 두께에 적합하도록 선택되어진다.

제2도(c)에서는 평탄화에 따른 구조체와 마스크(68)의 한정을 도시하고 있다. 다음에 에칭을 행하여 제2
도(d)에서 도시된 스택 구조체들이 형성된다.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관련된 물질들의 서로 다른 에칭비
를 고려하여 다수의 에칭 시퀀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실시예의 경우 전도층(60), 절연층(64) 및 전
도층(20)의 물질들은 마스크(68)에 의해 한정된 개방 영역들에서 에칭된다. 제2도(d)에서는 최종 형성된 
스택 구조체(71 및 73)가 도시되어 있다. 전도 마스크(74)와 오버패스 절연 마스크(72)는 이들 스택 구조
체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된다.

이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구조물의 여러 특징들은 제2도(d)로부터 명백해진다. 첫째로, 스택 구조체들(71 
및 73)은 동일한 높이 X를 갖는다. 상술된 바와 같이, 스페이서를 정확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있는 장치들의 높이는 동일해야 한다. 둘째로, 전도 마스크(74) 및 절연 마스크(72) 모두
는 그들 각각의 하부 게이트와 동시에 형성되므로 게이트와 자기-정렬되어진다. 반면에, 제1도(f)의 스택 
구조체(31)는 비정렬된 게이트 규화물(48)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제1도(h)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엣지
(56a 및 56b)는, 절연체(34)의 주변 영역에서의 엣지(56c 및 56d)의 형성과 대조적으로, 게이트 산화물
(48)의 바로 주변 영역에서 불규칙하게 형성된다. 열적으로 사이클링될 때 또한, 사전 형성된 전도 마스
크(74)는 제2도(e)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규화물(75)을 형성한다. 규화물(75)은 또한 게이트와 자
기 정렬되며, 규화물(75)과 규화물(79)은 본질적으로 감결합되어 있으며, 규화물(79)은 확산층(77)에 대
한 옴 접촉으로서 작용한다. 만일 접촉이 게이트(40)에서만 필요하다면, 규화물(79)의 형성을 완전히 피
할 수 있다. 감결합된 규화물들은 회로 설계자들이 확산층 부분에서 규화물 반응으로 손실되는 실리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제2도(e)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회로의 처리는 제
1도(h)에 관련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상감 국소 연결 물질의 블랭킷 절연, 에칭 및 형성의 준비로 스페이
서와 장벽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계속되어진다.

[제3 실시예]

제3 처리 실시예는 결합층(70)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제2 실시예와 다르다. 어느 처리 실시예를 사
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용가능한 에칭 및 평탄화 기술들에 근거할 것이다. 제3도(a) 내지 제3도
(c)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피착된 마스크의 극성이 변경되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제
3도(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층(78)을 도체(20)상에 형성시키고 절연층(78)상에 마스크(76)를 형성
시켜 절연층(78)의 일부분을 스택 구조체를 둘러싸는 기판 상의 영역에서 보존시킨다. 다음에 제3도(b)의 
전도층(82)을 동일형상으로 피착시켜 평탄화시킨다. 이 실시예에서 동일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전도층(82)에 대해서는 W, Ti 또는 Co를, 절연층(78)에 대해서는 질화물 또는 산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 평탄화 단계 이후, 제3도(c)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84)가 한정된다. 이 시점 이후의 제
조 단계들은 제2 실시예의 제조 단계들과 동일할 것이다. 제2도(c)와 제3도(c)에서 도시된 최종 형성된 
구조체들 사이의 일치(ident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 실시예는 다른 에칭 및 평탄화 기술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제4 실시예]

제4도(a) 내지 제4도(g)에서 도시된 본 발명의 제4 처리 실시예에서는 부가적인 세공(refinements)과 처
리 옵션들을 포함한다. 광의적을 기술하자면, 오버패스 마스크를 여전히 사용하며, 선택된 게이트 상에 
절연(또는 전도) 마스크를 제공하여 상감의 선택된 게이트를 국소 연결 물질과 절연(또는 전도)시킨다. 
그러나, 전도 마스크를 형성해야 하는 게이트 상에서 예를 들어, 산화물 또는 질화물인 대체 물질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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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 시퀀스에서 사용하여 상기 에칭 시퀀스에 관련된 복잡성들이 감소되어진다. 게이트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시킨  후에  상기  대체  물질을  게이트로부터  선택적으로  습식  에칭시켜  희망의  금속/규화물로 
대체한다. 대체 물질로서 실리콘 기재(silicon-based material)를 사용하면, 평탄화, 에칭 및 스페이서 
형성을 보다 쉽사리 처리할 수 있다.

제4도(a)를 참조해 보면, 적합하게는 실리콘 질화물로 구성된 절연층(88)이 전도층(20)상에 형성된다. 다
음에 마스크(90)가 한정되어지며 에칭 후에 층(88)에 공동(92)이 형성된다.(제4도(b) 참조) 동일 형상으
로 피착되어진 절연층(94)은 적합하게는 실리콘 산화물로 구성된다. 다시 CMP나 다른 적당한 수단을 이용
하여 평탄화를 행한다. 절연층(88)의 남은 부분들은 산화물 대 질화물의 우수한 연마비로 인하여 절연층
(94)의 적합한 연마 저지대로서 사용된다. 결합층(98)은 평탄화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이며 마스크(96)가 
제4도(c)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한정된다.

계속하여 제4도(c) 및 제4도(d)를 참조해 보면, 마스크(96)를 사용하여 스택 구조체(91 및 93)가 형성되
고, 절연 마스크(100 및 102)가 남아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보다 단순한 에칭 시퀀스를 사용한다. 결
합층(98)의 부분들은 전도층(20)까지 하향으로 동시에 에칭될 수 있는데, 이것은 에칭이 동일비로 행해질 
수 있으며 층(20) 중 어떠한 부분도 에칭되지 않거나 층(20)의 두께가 동일하게 에칭될 수 있도록 물질들
을 적합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물질들과 에칭제는 폴리실리콘과 후속의 선택적 습식 에칭
과 유사한 에칭비를 지원하도록 선택되어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택된 질화물 및 산화물은 두 요건
들을 지원한다. 특히, 선택된 물질인 산화물과 질화물은 알곤 이온 봄바드먼트(argon ion bombardment)와 
결합된 산소 중에서 CF4 에칭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산화물과 질화물 대 폴리실리콘의 

에칭비는 거의 같아지게 된다. 다음에 에칭 저지대로서 박막 산화물층(25)을 사용하여 단지 전도층(20)만
의 제2 에칭을 행한다. 에칭시에 두께를 서로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제4도(e)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 형성된 스택 구조체(91 및 93)의 측벽을 따라 산화물 스페이서(106a 
내지 106d)가 형성된다. 실리콘 마스크(100 및 102) 때문에 스페이서의 형성은 상기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속행된다. 최종 형성된 스택 구조체들은 유리하게도 스페이서 형성 전에 동일한 높이를 가진다. 상술된 
바와 같이, 마스크(100)는 선택적으로 습식 에칭되어지며, 이 선택적 에칭을 위한 물질들이 초기에 선택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 또는 구조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는다. 공동(104)이 형성되며, 스
페이서(106a 및 106b)의 상부 엣지들은 제4도(f)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규화물(116)을 형성시키기 위한 
장벽으로서 소용된다. 규화물(116)은 스페이서 장벽들 때문에 하부의 게이트와 정렬된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확산층(120)을 위해 규화물(118)이 형성된다.

제4도(f)에서 도시된 스페이서 폭(108a 내지 108d)은 산화물 스페이서(106a 내지 106b)의 최종 폭을 나타
낸다. 장치 길이(114)는 스페이서 폭(108a 내지 108d)에 크게 좌우된다. 소정의 응용에서 일정한 장치 길
이(114)를  필요로  한다면,  스페이서  폭(108a  내지  108d)은  같아야  한다.  산화물  스페이서(106a  내지 
106d)를 형성하는 동안 동일한 높이를 갖는 게이트 스택의 존재에 의해 스페이서 폭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와 같이 마스크(100)를 제거시키고 스페이서(106a 및 106b)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와 같은 자기 정렬된 규화물 콘택트의 규화물(116)이 가능하다.

본 명세서에서는 비록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예들에 대해서만 도시 및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
련자들은 다음의 청구 범위에서 한정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의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전기 절연 물질의 제1 마스크를 전기 전도 물질 내에 대머
시닝(damascening)하는 단계와, (b) 상기 전기 전도 물질 상에 제2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제1 마스크 및 상기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오버패스 도체(overpass conductor)의 도체 이미지를 한정하
는 단계와, (d) 상기 제1 마스크를, 상기 전기 전도 물질 중 일부분을 상기 오버패스 도체와 전기 절연시
키는  오버패스  절연체(overpass  insulator)로서  계속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머시닝 단계 (a)는, (ⅰ) 상기 전기 전도 물질의 층을 기판 상에 형성하는 단계
와, (ⅱ) 상기 전도 물질층 중 부분적으로 에칭된 영역에 상기 제1 마스크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갖는 자기-정렬된(self-aligned) 스택 구조체가 
형성되도록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상기 제1 마스크와 상기 전기 전도 물질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ⅰ) 상기 스택 구조체를 둘러싸는 전기 절연 물질의 블랭킷을 형성하
는 단계와, (ⅱ) 상기 스택 구조체 내의 상기 제1 마스크를 부식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스택 구조체의 상
부를 노출시키도록 상기 제1 마스크 및 상기 제2 마스크에 의해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블랭킷을 부분적
으로 제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 구조체 상에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a conformal layer of oxide)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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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상기 스택 구조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자기 정렬된 
스택 구조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으로부터 공지의 측방향 두께를 가짐-가 형성되도록 상기 동일 형
상의 산화물층을 이방성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에칭 단계에 의해 형성되어진 상기 자기 정렬된 스택 구조체를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용 게이트 스택을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구조물 중의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제1 마스크가 상기 반도체 구조물 중의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을 상기 오버패스 도체와 절연시키도록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는 티타늄 질화물 또는 텅스텐으로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ⅰ)는 폴리실리콘으로 상기 전기 전도 물질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단계 (ⅱ)는 실리콘 질화물로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제1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11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기판 상부 표면 상에 전기 전도 물질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 내에 전기 절연층을 대머시닝하는 단계와, (c)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의 일부
분과 상기 전기 절연층의 일부분이 상기 게이트 스택을 구성하고 자기-정렬되어지도록 상기 전기 전도 물
질층과 상기 전기 절연층을 에칭시켜서 상기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대머시닝 단계 (b)는 (ⅰ)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 상에 또한 상기 전기 전도 물질
층 중 부분적으로 에칭된 영역에 절연 물질의 블랭킷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ⅱ) 상기 절연 물질의 블랭
킷층이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 중 상기 부분적으로 에칭된 영역에만 잔류하도록 상기 블랭킷층을 상기 전
기 전도 물질층까지 평탄화(planarizing)시킴으로써 상기 전기 절연층을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 중에 형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 중의 상기 전기 절연층은 오버패스 마스크를 포함하며, 상기 게
이트 스택을 부분적으로 둘러싸는 전기 절연 물질의 제2 블랭킷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기 절연 물질
의 제2 블랭킷 상에 제2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오버패스 마스크를 부식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게
이트 스택의 상부를 노출시키도록 상기 오버패스 마스크와 상기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전기 절연물
질의 제2 블랭킷을 부분적으로 제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 중 상기 노출된 상부 상에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오버패스 마스크는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상기 게이트 스택 중의 상기 전기 전도 물질층과 전
기 절연시키게 되어 있는 게이트 스택 형성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은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가지며, 상기 게이트 스택 상에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의 적어도 하나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상기 스페이서는 상
기 자기 정렬된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에서부터 공지의 측방향 두께를 가짐-가 형성되도
록 상기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을 이방성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형성 방법.

청구항 16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높이는 동일하지만 조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기판 중 제1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제1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기판 중 제2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2층의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형성 단계 (a) 및 (b)는 상기 기
판의 상부표면 상에 다층(mutiple layers)이 갖는 중간(interim) 반도체구조물을 형성함-와, (c) 상기 중
간 반도체 구조물의 상부 표면을 평탄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제1 영역에 제1 게이트 스택을 형성
하고 상기 제2 영역에 제2 게이트 스택을 형성할 경우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 상에 높이는 동일하지만 조
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이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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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b)는 전기 전도 물질층 내에 전기 절연 물질층을 대머시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에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고 제2 영역에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중간 반도체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은 단일 
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은 제1 물질과 제2 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물질 및 상기 
제2 물질은 자기 정렬되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a)는 상기 기판 중 상기 제1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제2 물질층을 형
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제1 물질층과 상기 제2 물질층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기판 중 상기 제2 영역의 상부 표면 상에 상기 단계 (b)에 의해 형성된 상기 2층의 물질층과는 다른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에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고 상기 제2 영역에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중간 반도체 구조물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게이트 스택 
및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각각은 자기 정렬된 층들을 갖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
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상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크와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상부 및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의 상부를 사용하여 오버패스 도체의 도
체 이미지를 한정하는 단계와,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한 후 상기 제1 게이트 스택 및 상기 제2 게이
트 스택의 상기 상부들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물질층은 상기 제1 물질층 상에 형성되며, 상기 형성 단계 (a)는 제1 절연 물
질로 상기 제2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형성 단계(b)는 상기 2층의 물질층 중 하나를 
상부 물질층으로 하여 상기 제2 영역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상부 물질층은 
제2 절연 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제2 물질층과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상부 물질층은 선
택적으로 에칭 가능하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으로부터 상기 제2 물질층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물질층을 에칭한 후 상기 제1 게이트 스택 상에 규화물층(a layer of silicide)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a)는 전도 물질로 상기 제1 영역의 상기 제2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형성 단계 (b)는 상기 2층의 물질층 중 하나를 상부 물질층으로 하여 상기 제2 영역에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영역의 상기 상부 물질층은 절연 물질을 포함하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상에 동일 형성이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제1 측벽 상에 제1 스페이서가 잔류하고,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의 측벽 
상에 제2 스페이서가 잔류하며,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상기 제2 스페이서가 동일한 폭을 갖도록 상기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을 이방성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두 개의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기 위한 제조 
방법.

청구항 26 

게이트 스택 및 오버패스 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기판 상에 상기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게이트 스택 형성 단계는 절연체층을 도체층 내에 대머시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게이트 
스택이 상기 도체층의 일부분과 상기 절연체층의 일부분을 포함하도록 함-와, (b) 상기 게이트 스택 내의 
상기 절연체층의 상기 일부분을 오버패스 마스크로서 사용하여 상기 오버패스 도체의 이미지를 부분적으
로 한정하는 단계와, (c) 상기 오버패스 도체가 상기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절연체층의 상기 일부분에 의해 
상기 게이트 스택의 상기 도체층의 상기 일부분과 절연되어지도록 상기 게이트 스택 상에 상기 오버패스 
도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및 오버패스 도체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a)는, (ⅰ) 상기 기판 상에 상기 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ⅱ) 상
기 도체층 중 부분적으로 에칭된 영역에 상기 절연체층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및 오버
패스 도체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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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단계 (a)는 상기 게이트 스택을 구성하는 상기 도체층의 상기 일부분과 상기 
절연체층의 상기 일부분이 자기-정렬되어지도록 상기 게이트 스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이트 스
택 및 오버패스 도체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ⅰ) 상기 게이트 스택 상에 전기 절연 물질의 블랭킷을 형성하는 단계와, (ⅱ)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블랭킷 상에 제2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ⅲ) 상기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절연체층 중 
상기 일부분을 부식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게이트 스택의 상부를 노출시키도록 상기 오버패스 마스크와 상
기 제2 마스크에 의해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블랭킷을 부분적으로 제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게이
트 스택 및 오버패스 도체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스택 상에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스택의 
적어도 하나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으로부
터 공지의 측방향 두께를 가짐-가 형성되도록 상기 동일 형상의 산화물층을 이방성으로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게이트 스택 및 오버패스 도체 제조 방법.

청구항 31 

반도체 구조물에 있어서, 제1 조성을 갖고 기판의 평탄한 상부 표면에서 거리 'X'만큼 위에 평탄한 상부 
표면을 갖는 제1 게이트 스택-상기 제1 조성은 제1층과 제2층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층은 제1 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층은 제2 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조성의 상기 평탄한 상부 표면은 상기 제2 물
질의 상부 표면으로 이루어짐-과, 제2 조성을 갖고 상기 기판의 상부 표면에서 거리 'X'만큼 위에 평탄한 
상부 표면을 갖는 제2 게이트 스택-상기 제2 조성은 상부층과 하부층을 포함하고, 상기 하부층은 상기 제
1 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부층은 제3 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3 물질은 상기 제2 물질과 상이함-을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의 상부층의 상기 제3 물질은 전기 절연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각각의 일부분을 둘러싸는 전기 전도 물
질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전기 전도 물질은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제1층과는 전기적으로 접촉하며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의 상기 하부층과는 상기 상부층에 의해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제2층은 상부 전도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 및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은 인접한 게이트 스택들을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구조물은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사이에 상기 기관 내에 확산층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제1 조성의 상기 제2층은 두께 'A'를 갖는 규화물을 포함
하며, 상기 반도체 구조물은 상기 기관 중의 상기 확산층 상에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사이에 배치된 규화물층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게이트 스택과 상기 제2 게이트 스택 간의 상기 
규화물층은 두께 'B'를 가지며, 'A'≠'B'인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측벽을 따라 연장하는 제1 산화물 스페이서와 상기 제2 산화물 
스택의 측벽을 따라 연장하는 제2 산화물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산화물 스페이서와 상기 제2 
산화물 스페이서는 두께가 같은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게이트 스택의 상기 상부층과 하부층은 자기 정렬된 반도체 구조물.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게이트 스택의 상기 제1층과 제2층은 자기 정렬된 반도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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