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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은 기판과,기판 상에 배치된 유전체 층과,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및 제 2 스택을 포함

한다. 상기 제 1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실리콘 게르마늄 층,

상기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층 상에 배치된 제 2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2 실리콘 층 상에 배치된 제 3 실리콘 층을 포함한다.

상기 제 2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제 2 실리콘 층을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은 붕소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등록특허 10-0551417

- 1 -



반도체 디바이스, PFET, CMO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13은 본발명에 따른 방법의 단계와 그 결과의 중간 및 최종 구조물의 측면구조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MOS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동일한 기판상에 형성된 고성능의 NFET 및 PFET에 관한 것

이다. 고성능 로직 회로에 있어서 성능 이득은 오프(off) 전류의 감소 없이 온(on) 전류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존한다. 디바

이스의 크기(dimension)를 스케일링함에 따라, 성능이득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스케일링(scaling)의 하

나의 특정한 측면은 게이트 산화물의 물리적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주어진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전기장은 게

이트 산화물을 가로질러 확립된다. 게이트 산화물이 감소되면 전기장의 크기는 동일한 게이트 전압에 대해 증가한다.

PFET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음의 전압이 게이트에 인가되어 디바이스를 켜게 된다(turn on). 디바이스가 온 상태에

있을 때 채널은 그의 다수 캐리어 타입에 대해 반전된다. 채널에서 음의 전하가 증가함에 따라 게이트는 그의 다수 캐리어

가 공핍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게이트 공핍 효과로서 언급되고 게이트 산화물을 사실상 두껍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

한 효과는 특히 얇은 게이트 산화물의 경우에 뚜렷하다. 따라서, 고성능 디바이스의 경우에 게이트 공핍은 문제가 된다.

연구자들은 게이트 물질 내 SiGe를 사용하여 게이트 공핍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SiGe를 사용하는 주된 이

점은 폴리 SiGe내의 붕소의 고체 용해도가 폴리 SiGe에 비하여 더 높다는 점이다. SiGe 게이트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PFET 디바이스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SiGe 게이트 스택을 사용하면 NFET 성능은 저하된다. 예

를 들어, 전체가 본 명세서의 일부로 참조되며 2001년 8월 23일에 공개된 Marion et al.의 특허 공개 제 2001/

0015922A1 "실리콘-게르마늄(Si1-XGeX) 게이트 전극을 가진 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집적 CMOS 회로를 가진 반도

체 디바이스 및 이의 제조방법"을 참조한다. 또한 전체가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참조된 1999년 12월 7일에 특허된

Sagnes의 미국 특허 제 5,998,289 "실리콘-게르마늄 게이트를 구비한 트랜지스터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참조한다.

본발명의 발명자는 PFET 디바이스의 게이트 물질로 SiGe를 갖는 PFET 및 NFET 디바이스 구조물을 더욱 개선할 수 있

다고 믿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발명의 주요한 목적은 동일한 기판상에 배치된 NFET 디바이스의 성능을 저하(degrade)시키지 않고 개선된 PFET 디

바이스를 구비한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러한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은 선택적인 폴리 SiGe 증착 공정을 이용한 신규한 집적 설계로 NFET 성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한다. 본발명은

NFET 성능 저하 없이 PFET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CMOS 디바이스에 대한 성능개선을 달성한다. 본발명은 동일한 기판

상에 폴리-Si 만으로 NFET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한편 SiGe 또는 Ge 층을 가진 PFET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PFET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 SiGe 또는 Ge 층은 원위치에서(in-situ) 붕소로 도핑될 수 있다. 본 발명

의 설계는 최종 디바이스 구조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성장 공정을 사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결과적인 반도체

NFET 및 PFET 디바이스 구조물을 포함한다.

본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은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배치된 유전체 층과,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및 제 2 스택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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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게르마늄 층,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층 상에 배치된 제 2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2 실리콘 층 상에 배치된 제 3 실리콘

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제 2 실리

콘 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다른 목적은 후술되는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도면을 결합하면 더욱 명확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발명의 최상의 실시예를 아래에 기재하였지만, 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가 본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하

고, 이해하기에 필요한 정도로만 기재되었다. 종래의 소스/드레인 도핑, 다양한 불순물 주입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황

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나 당업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기능을 하는(functional) PFET 및 NFET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Si 기판(1)이 제공된다.

상기 기판(1)은 SOI(silicon-on-insulator) 웨이퍼 또는 종래의 벌크 타입 Si 웨이퍼 또는 기판이다.

종래의 격리부 구조는 웨이퍼 상에 활성 영역(도시되지 않음)을 패터닝하고 계획된 NFET 영역으로부터 계획된 PFET 영

역을 격리(도식적으로 점선 및 파선으로 표시됨)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격리 방법에는 예를들면, 얕은 트렌치 격리부(STI)

또는 실리콘 LOCOS 방법의 로컬 격리부의 임의의 변형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방법은 당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다.

상기 격리부가 형성되어진 후에,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희생 산화 과정이 수행되어, 공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임

의의 오염이나 손상이 제거될 수 있다.

웰 주입(well implantation)이 문턱 전압을 조절하도록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희생 산화물 층(도시되지 않음)이 스크린

(screen)으로 사용되어 웰 주입동안(도시되지 않음) 채널링을 방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웰 주입이 사용되는 공정 통합

플로우에서, 종래의 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여 웨이퍼의 선택된 영역을 포토레지스트로 차단(block)하고, 레지스트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영역이 주입되도록 한다. 이 단계는 서로 다른 웰 주입물(implant)을 필요로하는 디바이스가 제조될

수 있도록 상이한 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희생 산화물 층이 건식 또는 습식 화학에 의해 제거된다. 예를 들어, 묽은 플루오르화 수소산 혼합물이 사용

되어 상기 희생 산화물 층을 제거한다.

희생 산화물 층을 제거한 후에, 약 0.8nm 내지 약 8.0nm의 두께를 갖는 게이트 유전체(2)가 예를들어 상기 실리콘 기판의

열 산화에 의해 기판(1) 상에 종래의 방법으로 형성된다. 최신의 고성능 로직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통상적이지만, 상당한

양의 질소를 포함하도록(incorporating) 게이트 산화물(2)을 일반적으로 형성하여 누설을 감소시키고 게이트 유전체 물질

의 유전 상수를 증가시킨다. 질소를 포함할 수 있는 공지된 공정 기술에는 실리콘 기판의 열산화가 수반되는 질소 원자의

이온 주입 및 SIO2의 플라즈마 질화(Plasma Nitridation)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게이트 유전

체는 열(thermal) SiO2, 질화된(nitrided) SiO2, 또는 옥시니트라이드이다. 대안적으로, 게이트 유전체는 TaO2, HfO2 또는

임의의 다른 게이트 유전체 물질과 같은 높은 K 물질이다.

현재 및 이후에 도 2-13을 참조하면, 다음으로, 비정질-Si 또는 폴리-Si의 박층(3)이 전체 웨이퍼 구조물 위에 증착된다.

이 층은 약 1nm에서 약 8nm의 범위로 실제적으로 균일한 두께(높이) T를 가지며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플라즈마

보강 화학 기상 증착(PECVD), 급속 열 화학 기상 증착(RTCVD)과 같은 다양한 종래기술에 의해 증착된다.

다음으로 유전체 물질(4)은 전체 웨이퍼 구조물위에 증착된다. 상기 유전체(4)는 예를들면 SiN, SiO2 또는 SiON 등이다.

상기 유전체 필름(4)은 두께에 있어서 약 5nm에서 약 70nm의 범위로 실제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가지며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하여 증착된다. 예를들면 상기 필름(4)은 LPCVD, PECVD, RTCVD에 의해 증착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

기 필름(4)는 테트라에틸옥시실란(TEOS)이고 화학 기상 증착법에 의해서 증착된다.

이 단계 이후에 종래의 리소그래피 기술이 사용되어 계획된 NFET 영역을 패터닝한다.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5)가 사용되어 유전체 필름(4)가 계획된 NFET 영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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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발명 방법에서는 이 시점에서(도 5), 공지된 건식 또는 습식 에칭 공정이 사용되어 계획된 PFET영역으로부터 상기 유전

체 필름(4)을 제거한다. 이것은 상기 NFET 영역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5)에 의해 마스킹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들

면, 유전체 필름층(4)이 SiO2라면, 플루오르화 수소산 용액이 사용되어 유전체 필름(4)을 제거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C4F8

화학과 같은 건식 에칭이 사용되어 상기 SiO2층(4)을 선택적으로 에칭할 수 있다. 상기 층(4)이 SiN 유전체 필름이라면, 글

리세롤 및 플루로르화 수소산을 포함하는 습식 에칭이나 고온의 인산 에칭이 필름 제거 단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대안

적으로 CHF3 및 CF4 화학을 포함하는 건식, 플라즈마 에칭이 사용되어 SiN 필름(4)을 제거한다.

상기 유전체 필름(4)을 제거한 후에, 당업계에 공지된 습식 용매 또는 건식 O2 플라즈마 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상

기 레지스트 마스크(5)를 제거한다. 도 6을 참조한다.

본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다음 단계(도 7)는 선택적 실리콘 게르마늄(SiGe)의 성장이다. 상기 선택적인 실리콘 게르마늄 성

장은 종래의 방법에 따라 초-고 진공 성능(ultra-high vacuum capability)을 가진 급속 열 화학 기상 증착 반응로(도시되

지 않음) 또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 반응로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첫째로, 초-고 진공 환경에서 선-세정 처리(pre-clean

treatment)가 행하여져 성장 표면으로부터 오염을 제거한다. 이 처리에는 850℃ 에서 약 3분동안 고온 어닐(anneal) 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안적으로, 초-고 진공 챔버내에 웨이퍼를 도입하기 전에 원 위치에서 벗어난(ex-situ) 습식 선 세정이 수

행된다. 습식 선 세정에는 예를들어, 성장 표면으로부터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묽은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담그는 것

이 포함된다. 선택적인 실리콘-게르마늄 성장 공정은 본 명세서의 일부로 참조되는, 미국 특허 제 5,242,847호 및/또는 응

용 물리학(Applied Physics Letters) Vol. 57, No. 20, 1990년 11월 12일, pp. 2092-2094에 "디클로로실란 및 유사물을

이용한 급속 열 프로세서에서 Si1-XGeX합금의 선택적 저압 화학 기상 증착"이라는 제목의 Zhong 등의 출판물에 기재되어

있다. 이 참조 문헌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5Torr 공정 압력, 500-800℃ 온도 범위에서 GeH4:SiH2Cl2의 비를

0.025 내지 1로 사용하여, 수소 캐리어 가스 내 GeH4 및 SiH2Cl2 가스가 사용되어 SiO2에 대하여 폴리-실리콘 상에 실리

콘-게르마늄을 선택적으로 증착한다. 본 명세서의 일부로 참조되는, 미국 특허 제 5,242,847호 및/또는 전자 재료 정기 간

행물 Vol. 21, No. 1, pp61-64, 1994에 공표된 "원위치에서 붕소 도핑된 폴리실리콘 SiXGe1-X"라는 제목의 Sanganeria

등의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붕소는 선택적인 SiGe 필름내로 포함될 수 있다. 이 참조문헌에서 기재된 바와 같

이, GeH4 및 B2H6는 희석도 7.8% 및 40ppm으로 각각 수소와 미리 혼합될 수 있으며 10 내지 12.5 sccm 범위의 플로우

의 SiH2Cl2 가스는 5sccm의 GeH4 플로우와 미리 혼합되어 30% 게르마늄 농도와 큐빅 센티미터당 1020-1021 붕소 원자

의 붕소 농도의 필름을 생성한다. 필름(6)의 두께는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약 0.2 내지 약 50nm의 범위이다.

본발명에서 선택적인 단계가 사용되어 선택적인 SiGe 층(6)의 최상부상에 진성 실리콘 층(7)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상기 층(7)은 예를들어, SiXGe1-X에서 X가 0에 가까운 경우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은 공정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이

용함으로써 성장된다. HCl가스가 또한 CVD 반응로내로 도입되어 NFET 영역을 덮는 유전체 필름에 대한 실리콘 성장의

선택성을 개선할 수 있다. 양호한 선택성을 달성하기 위한 SiH2Cl2:HCl 가스 혼합물의 바람직한 비율은 3.5:1 내지 4.75:1

이다. 도 8을 참조하라. 층(7)의 두께는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약 0.2 내지 약 50nm의 범위에 있다.

다음으로, 유전체 필름(4)는 계획된 NFET 영역으로부터 제거된다. 예를들어, 층(4)이 SiO2라면 플루오르화 수소산 용액

이 사용되어 유전체 필름(4)을 제거한다. 당분야에 공지된 C4F8 화학으로 구성된 건식 에칭이 사용되어 상기 SiO2 층을 선

택적으로 에칭할 수 있다. 상기 층(4)가 SiN 유전체 필름이라면, 필름(4)의 제거 공정을 위하여 글리세롤과 플루오르화 수

소산을 포함하는 습식 에칭 또는 고온의 인산 에칭이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CHF3 및 CF4 화학을 포함하는 건식 플라

즈마 에칭이 사용되어 SiN 필름(4)을 제거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한다.

본 발명 공정의 이 단계에서 종래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웨이퍼 구조물 위에서 20nm 내지 200nm 범위의 사실상 균일한

두께로 비결정질 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 필름(8)을 증착한다. 이 필름(8)은 저압 CVD, RTCVD, PECVD 또는 다른 임의

의 적절한 증착 기술에 의하여 증착된다. 어떤 경우에는, 필름(8)을 증착하기 전에 건식 원 위치 세정 또는 습식 원 위치를

벗어난(ex-situ) 세정이 이용될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한다.

층(3) 및 층(6)에 대한 필름 두께의 선택에 따라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토포그라피(도시되지 않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CMP) 공정이 사용되어 다음에 사용될 리소그라피 단계 전에 토포그라피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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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공정 단계 시리즈(도 12의 블록 A)가 사용되어 게이트 전극 패터닝을 완결하여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은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이 제조된다. 먼저, 저온 SiO2(도시되지 않음)가 증착되어 하드 마스크로 사용된다. 상기 필름은 화학 기상

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증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먼저 항반사성 코팅을 도포하고 나서 광감성 레지스트 물질을 도포함으

로써 당업계에 공지된 깊은(deep) 자외선 리소그라피 공정이 기판상에 수행된다. 이후에 마스크를 사용하여 레지스트가

노출되고 레지스트 이미지가 현상된다. 다음으로 레지스트 이미지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게이트 스택 에칭으로부터 영역

을 차단한다. 상기 항-반사성 코팅 및 하드 마스크는 높은 웨이퍼 바이어스 상태로 비-선택적 플라즈마 에칭을 사용하여

에칭될 수 있다. 상기 항 반사성 코팅 및 하드 마스크 에칭 이후에, 상기 레지스트 및 항 반사성 코팅은 O2 에슁(ashing) 공

정 또는 용매 스트립에 의해 제거된다. 다음으로 상기 하드 마스크(도시되지 않음)가 사용되어 상기 게이트 전극을 규정

(define)한다. 수소 브롬(hydrogen bromine)으로 건식 플라즈마 에칭하는 것이 사용되어 하드 마스크에 선택적인 폴리-

Si 및 폴리-SiGe 영역을 에칭할 수 있다. 플루오르화 수소산 화학이 이용되어 상기 하드마스크가 습식 에칭에 의해 제거된

다. 공정 플로우의 이 시점에서, 계획된 PFET 영역에 대한 게이트 전극(3,6,7,8), 계획된 NFET 영역에 대한 게이트 전극

(3, 8)이 도 11에 도식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난다. 상기 PFFT의 층(3,6,7)에 대한 바람직한 사실상 균일한 두께는

약 (±10) 2nm, 5nm 및 7nm이며 상기 NFFT의 층(3,8)에 대한 바람직한 사실상 균일한 두께는 약 2nm 및 8nm이다.

게이트 재산화(10), NFET 확장(11) 및 할로(halo) 주입(12), 스페이서 형성(13), PFET 확장(14) 및 할로 주입(15), 소스-

드레인 스페이서 형성(16), NFET 소스-드레인 주입(17), PFET 소스-드레인 주입(18), 활성화 어닐, 실리사이드(19), 배

리어 니트라이드 증착(20), 프리-메탈 유전체 증착(21), 소스-드레인(22) 및 게이트 콘택(23)을 위한 리소그래피, 콘택 에

칭, CMP에 의해 수반되는 금속 및 라이너 증착 및, 예를들어 Cu와 같은 금속 배선 물질 및 라이너의 최신 증착 기술뿐만

아니라 낮은 K 물질 응용 및 에칭을 포함하는 종래의 BEOL(Back End of the Line) 공정 단계가 수행되어 PFET 디바이

스 및 NFET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구조물이 완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상기 주입물(implant) 및 확장

(extension)이 종래의 방법으로 기판(1)상에 제공된다. 격리부(9)가 또한 도 13에 나타나 있다.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로서 현재 고려되는 것이 기재되고 도시되었지만, 당업자라면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본발명의 범주 및 정신

을 일탈함이 없이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발명에 의하면 동일한 기판상에 배치된 NFET 디바이스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degrade) 개선된 PFET 디바이스를

구비한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과 이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에 있어서,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배치된 유전체 층과,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및 제 2 스택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실리콘 게르마늄 층,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층 상에 배치된 제 2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2 실리콘 층 상에 배치된 제 3 실리콘 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택은 상기 유전체 층상에 배치된 제 1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1 실리콘 층상에 배치된 제 2 실리콘 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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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스택의 제 1 실리콘 층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택의 제 1 실리콘 층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하는 반

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택의 제 1 실리콘 층은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스택의 제 1 실리콘 층은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

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SOI(silicon-on-insulator) 기판인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은 0.1 내지 100% 범위의 게르마늄 농도를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은 5nm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8.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에 있어서,

기판상에 배치된 NFET 디바이스 및 PFET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PFET 디바이스는 제 1 게이트 스택을 포함하며 상

기 NFET 스택은 제 2 게이트 스택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게이트 스택은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게이

트 스택은 실리콘 및 유전체 층으로 구성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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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게이트 스택은 실리콘 및 실리콘 게르마늄 층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 2 게이트 스택은 실리콘 층으로 구성되는 반

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11.

제 1항, 제 8항 또는 제 1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은 붕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구조물.

청구항 12.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상에 제 1 유전체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제 1 유전체 층상에 제 1 폴리실리콘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폴리실리콘 층 상에 제 2 유전체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유전체 층의 한 영역 위에 마스크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유전체 층의 다른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와,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폴리실리콘 층의 제 1 영역 상에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 상에 실리콘 층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유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실리콘 층 및 상기 제 1 폴리실리콘 층 상에 제 2 폴리실리콘 층을 제공하고 나서 그 결과의 구조물을 패터닝하여 상

기 제 1 유전체 층상의 제 2 스택에 인접한 제 1 스택-상기 제 1 스택만이 실리콘 게르마늄 층의 일부를 포함함-을 형성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제공하는 단계는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

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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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제공하는 단계는 실리콘 게르마늄 층을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단계와 실리콘 게르마늄 층내

로 붕소를 포함시키는(incorporating)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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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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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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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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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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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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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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