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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inductor)가 집적된,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판에 형성

된 다공성 실리콘(porous silicon)의 영역상에 인덕터가 형성된다. 다공성 실리콘은 기판에 대한 인덕터의 용량성 및 유도

성 결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집적된 인덕터는 높은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즉, 2 GHz 이

상)에서 종래의 인덕터보다 높은 인덕턴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인덕터를 구비한 장치는 무선 응

용 분야에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양극 산화 기법(annodiz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다공성 실리콘을 형성하는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다공성 실리콘은 나머지 공정 동안 본질적으로 산화되지 않은 상태

(unoxidized state)로 유지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다공성 실리콘의 영역상에 형성된 인덕터를 구비한 본 발명의 장치의 해당 부분에 대한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d는 실리콘 기판상에 인덕터를 형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공정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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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서 이용된 예시적인 인덕터 구성의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실리콘 기판 12 : 장치

  15 : 다공성 실리콘 영역 20 : 절연 재료층

  25 : 인덕터 30 : 유전 재료층

  35 : 콘택트 홀 40 : 금속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덕터가 내장된,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인덕터가 내장된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는 소형 무선 통신(miniature wireless communications)과 같은 여러 응용 분야

에서 요구되고 있다. Chang, J.Y.C 등에 의해 "Large Suspended Inductors on Silicon and Their Use in a 2-㎛ CMOS

RF Amplifier"란 명칭으로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Vol. 14(5), pp. 246-248 (1993)의 문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덕터와 같은 수동 소자를 실리콘 기반 장치에 내장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덕터와 기판간에 기생 캐패

시턴스(parasitic capacitance)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덕터의 동작 주파수는 인덕터의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fr) 미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인덕터의 공진 주파수 fr는 다음의 수학식의 관계로 정의된다.

  

수학식 1

  여기서 L은 인덕터의 인덕턴스이며, C는 기생 캐패시턴스이다. 동작 주파수는 회로 응용을 위해 공진 주파수 미만으로

되어야 하므로, 수학식 1은 주어진 L에 대해 최대 C를 나타낸다.

  인덕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생 캐패시턴스의 문제점도 증가한다. 고주파 응용을 위해 때로는 큰 값을 갖는 인덕터

가 필요하므로, 실리콘 기판상에 회로와 함께 집적된 fr > 1 Ghz(현재의 셀룰라 폰(cellular telephone) 기술에 있어서의

동작 주파수)인 큰 값(예를 들면, 100 nH 정도의 인덕턴스)의 인덕터를 형성하기 전에 실리콘 기판에 대한 인덕터의 용량

성 결합은 감소되어야 한다.

  또한, 인덕터가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회로와 적절히 집적(integration)되려면 적어도 대략 10의 품질 계수(quality

factor)(Q)를 가져야만 한다. 낮은 Q 계수는 실리콘 기판에 대한 에디 전류 손실(eddy current loss)(유도성 결합)이 너무

높거나, 인덕터 스파이럴(spiral)을 형성하는 금속(전형적으로 알루미늄) 라인에서의 저항성 손실이 너무 높거나, 또는 두

가지가 조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로서, 10 nH의 인덕턴스와 Q 계수 2를 가지며, (예를 들어, ρ≤ 0.01Ω·cm의) (일반적으로 CMOS 기법에서 이용되는)

저저항성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인덕터의 자기 공진 주파수(self-resonance frequency)는 대략 2 GHz이다. 스파이럴

인덕터를 구성하는 금속 라인의 폭을 증가(따라서 저항은 감소)시켜 Q를 증가시키면 장치의 공진 주파수는 감소된다. 또

한, 이것은 장치의 동작 주파수를 감소시키므로, 인덕터의 공진 주파수가 동작 주파수보다 약간 크거나 작은 경우 금속 라

인 폭을 증가시켜 Q를 증가시키는 것은 실행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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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Chang 등의 해결책은, 실리콘을 선택적으로 에칭(etching) 제거하고, 실리콘 기반 집적 회로의 나

머지에 대해 에칭 제거된 영역의 4 개의 모서리에 부착된 서스펜딩(suspending)된 실리콘 이산화물(dioxide)(이후 산화물

(oxide)이라 지칭함)층에 싸여진 인덕터를 남겨둠으로써 인덕터 아래에 국부적인 절연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Chang 등에

의해 제안된 해결책은 2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인덕터가 둘러싸여 있는 산화물층 아래로부터 실리콘을

에칭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용된 에칭 공정은 종래의 실리콘 VLSI 공정과는 호환성이 없다. 두 번째는, 에칭 제

거된 영역은 그 위의 인버터에 대한 지지부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인 장치는 깨지기 쉽다. 따라서, 기판으로부터 적

절히 분리된 인덕터가 장치위에 형성된, 보다 강건하고 제조하기 쉬운 장치가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되어 기판위에

서 회로와 집적되는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를 갖는다. 인덕터는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본질적으로 산화되지 않은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된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인덕터와 실리콘 기판간의 용량성 및 유도성 결합을 감소시킨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인덕터와 기판간의 용량성 결합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 적어도 2 ㎛의 두께를 갖는다. 다공성 실리콘 영

역의 두께가 적어도 대략 200㎛인 경우 인덕터와 하부 기판간의 용량성 및 유도성 결합은 크게 감소된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의 두께는 적어도 대략 4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일실시예에서, 절연 재료층이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된다. 적절한 절연 재료의 예로는 실리콘

산화물 및 실리콘 질화물(silicon nitride)이 있다. 절연 재료층은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또는

플라즈마 증착(plasma deposition) 기법과 같은 종래 증착 기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된다. 절연 재료

는 대략 10 nm 내지 1000 nm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 재료층은 다공성 실리콘 영역에 대해 실링(seal)을 제

공하여 장치가 습식(wet) 화학 공정을 거칠 때 화학 용제의 수분이 다공층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장치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다. 제조 공정에서, 인덕터가 형성될 실리콘 기판상에 다공성 실리콘 영역

이 형성된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다공성 실리콘은 전해질 용

액(electrolytic solution)에 노출된 실리콘을 양극 산화하는 전기 분해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기법은 Unagami, T. 등에 의해 "An Isolation Technique Using Oxidized Porous Silicon,"이란 명칭으로 (OHMSHA

and North-Holland 출판사에 의해 1983년에 간행된) Semiconductor Technologies, Vol. 8, Chap. 11, pp. 139-154의

문헌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문헌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직경이 6 인치(inch)인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다공

성 실리콘 영역의 두께는 적어도 대략 4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웨이퍼의 직경이 증가하면 웨이퍼의 기계적 무결성

(integrity)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인덕터와 기판간의 다공성 실리콘의 두께는 400 ㎛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라

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공성 실리콘의 두께가 실리콘이 양극 산화 조건에 좌우되는 시간의 양을 제어함으로써 쉽게

제어될 수 있다. 웨이퍼상에 다공성 실리콘 영역이 형성된 후에는, 웨이퍼는 다공성 실리콘을 실질적으로 산화시키는 환경

에 처하지 않는다.

  다공성 실리콘을 형성하기 위해 원하는 기판 영역이 양극 산화된 후,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인덕터가 형성된다. 표준

리소그래픽 기법(lithographic techniques)을 이용해 원하는 치수를 갖는 스파이럴(spiral)을 형성하기 위해 다공성 실리

콘 영역상에 알루미늄과 같은 전도성 금속층을 증착하고, 알루미늄을 패터닝(patterning)하여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인

덕터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공정은 장치가 산화된 다공성 실리콘의 열 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및

벌크(bulk) 실리콘의 열 팽창 계수간의 차이로 인한 고레벨의 스트레스(stress)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고레벨의 스트레스는 실리콘 웨이퍼상에 형성된 장치에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힌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다공성 실리콘층상에 절연 재료층이 형성되어 다공성 실리콘층을 실링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절연 재료로는 실리콘 이산화물(SiO2) 및 실리콘 질화물(SiNx)이 있다. 이들 층은 CVD 및 플라즈마 증착과 같은

종래의 기법을 이용하여 기판상에 형성된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 SiO2의 층은 다공성 실리콘층상에 형성되지만, SiO2가 형

성되는 상태가 다공성 실리콘을 크게 산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다공성 실리콘층 자체는 실질적으로 산화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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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인덕터가 그 위에 형성된,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덕터와 실리

콘 기판간의 용량성 및 유도성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덕터는 장치와 집적되어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된다. 본 발명의 장치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서, 다공성 실리콘 영역(15)이 실리콘 기판(10)에 형성된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실질적으로 산화되지 않는다.

인덕터(25)와 기판(10)간의 용량성 결합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공성 실리콘층은 적어도 대략 2 ㎛의 두께를 가져

야 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절연 재료층(20)이 다공성 실리콘 영역(15)상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절연 재료로는 실리

콘 이산화물 및 실리콘 질화물이 있다. 절연층의 두께는 대략 10 nm 내지 1000 nm인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층(20)상에는

인덕터(25)가 형성된다. 인덕터(25)는 스파이럴과 같은 구성으로 패터닝된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층이다. 인덕터(25)상에

는 유전 재료층(dielectric material layer)(30)이 형성된다. 콘택트 홀(contact hole)(35)이 유전 캡층(dielectric cap

layer)(30)에 형성되어 인덕터(25)에 대한 전기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콘택트 홀(35)은 금속(40)으로 채워지며, 이것

에 의해 인덕터(25)와 장치(12)의 다른 부분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된다.

  본 발명의 공정에 대한 개략도가 도 2a 내지 도 2d에 도시되어 있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100)상에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재료의 마스킹층(masking layer)(110)을 형성한다. 상부에 인덕터가 형성될 실리콘 기판(100)의 일부분

(102)만이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도록 표준 리소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마스킹층(110)을 패터닝한다.

  도 2b를 참조하면, 노출된 실리콘(102)(도 2a)을 다공성 실리콘(103)(도 2b)으로 변환시킬 상태로 실리콘 기판(100)을

노출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루오르화 수소산(hydrofluoric acid)의 용액내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선택적인 양극 산화

를 이용하여 다공성 실리콘을 형성한다.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되는 Omura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 5,548,150 호

에 적절한 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기판(100)의 결과적인 다공성 실리콘 영역(103)의 깊이가 적어도 대략 200 ㎛로 되기 위

한 조건이 선택된다. 직경이 6 인치인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실리콘 기판의 다공성 실리콘 영역의 깊이는 적어도 대략

4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공성 실리콘 영역(103)이 형성된 후, 기판으로부터 마스크(110)(도 2a)를 선택적으로 제거

한다.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절연 재료층(115)을 형성한다. CVD 또는 플라즈마 증착과 같은 증착

기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실리콘상에 절연 재료(115)를 증착한다. 절연층의 두께는 대략 10 nm 내지 1000 nm인 것이 바람

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절연층을 형성하는 것은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이다.

  그 후, 다공성 실리콘상에 금속층을 선택적으로 형성한 후 종래의 리소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그 층을 패터닝함으로써

인덕터(130)를 형성한다. 전형적으로, 인덕터(130)는 스파이럴 형상의 연속적인 금속 스트립(strip)이다. 도 3에 예시적인

인덕터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인덕터(300)는 패드(310 및 320)를 갖는 스파이럴 형상의 금속 스트립(305)이다. 패드

(310 및 320)를 통하여 인덕터에 대한 전기적인 접속이 형성된다. 전형적인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구리,

구리 합금 등의 재료가 있다.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전 재료층(135)을 인덕터(130)상에 형성한다. 유전층(135)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표준

기법을 이용하여 인덕터(130)상에 형성된다. 그 후, 유전층에 비아들(vias)(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여 인덕터(130)가 다

른 회로와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게 한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를 기술한다.

  실시예

  0.008 내지 0.018 ohm·cm의 범위의 계측 저항을 갖는 직경 2 인치의 p 타입 <100> 실리콘 웨이퍼를 전기 화학 셀

(electrochemical cell)에 배치하였다. 웨이퍼를 2 개의 금속판 사이에 고정시켰다. 금속판 중의 하나에 있는 애퍼처

(aperture)를 통해 웨이퍼의 연마된 상부 표면과 전기 화학 셀의 전해질 용액(electrolyte solution)간에 액체를 전달하였

다. 전해질은 플루오르화 수소산과 알콜의 부피비가 1 : 1인 용액이다. 백금(platinum)의 음극을 용액내에 배치하였다. 주

변광(ambient light)에서 100 mA/㎠의 전류 밀도를 셀에 인가하였다. 이 전류 밀도는 노출된 실리콘에 대략 5 ㎛/min의

에칭율(etch rate) 및 대략 60 퍼센트의 다공성(porosity)을 제공하였다. 대략 10 분 후에, 전류를 차단하였으며, 셀로부터

웨이퍼를 제거하였다. 스캐닝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측정한 기판내 다공성 실리

콘 영역의 깊이는 5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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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플라즈마 강화(plasma enhanced) CVD 기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실리콘층상에 1000 Å 두께의 산화물층을 형성하

였다. 그 후, 1 ㎛ 두께의 알루미늄층을 산화물층 위로 스퍼터링(sputtering)하였으며, 표준 리소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층에 스파이럴 형상의 패턴을 형성하였다. 휴렛팩커드 네트워크 분석기(Hewlett Packard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인덕터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인덕터는 1.4 nH의 인덕턴스 및 0.03 pF의 캐패시턴스를 갖는다.

  만약 전술한 장치에 다공성 실리콘 영역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인덕터의 캐패시턴스는 적어도 대략 0.2 pF일 것이다. 다

공성 실리콘층을 사용하면 인덕터의 캐패시턴스가 확실히 낮아진다. 인덕터의 캐패시턴스는 다공성 실리콘층의 두께와 관

계가 있으므로, 다공성 실리콘의 두께가 50 ㎛보다 큰 경우 캐패시턴스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장치

내의 다공성 실리콘의 두께가 200 ㎛라면, 인덕터의 캐패시턴스는 0.01 pF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공성 실

리콘 두께를 4배 증가시키면 인덕터 캐패시턴스를 4배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인덕터가 집적된 집적 회로 장치에 따르면, 기판내에 형성된 다공성 실리콘의 영역상에 인덕터가 형성되

며, 다공성 실리콘은 기판에 대한 인덕터의 용량성 및 유도성 결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집적된 인덕터는 기존

의 인덕터보다 높은 공진 주파수(즉, 2 GHz 이상)에서 보다 높은 인덕턴스를 가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실리콘 기판과,

  상기 기판내에 형성된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본질적으로 산화되지 않음―과,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된 인덕터―상기 실리콘 기판상의 상기 인덕터의 위치는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의 경

계내에 존재함―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상기 기판내에서 적어도 대략 200 ㎛의 깊이를 갖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상기 기판내에서 적어도 대략 400 ㎛의 깊이를 갖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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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과 상기 인덕터간에 절연 재료층을 더 포함하되, 상기 절연 재료는 실리콘 이산화물 및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재료의 두께는 대략 10 nm 내지 1000 nm인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실리콘 기판에 다공성 실리콘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다공성 실리콘은 본질적으로 산화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산

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됨―와,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인덕터를 형성하는 단계―상기 인덕터는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의 경계내에 있도록 상기

기판상에 위치됨―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은, 상기 실리콘 기판상에 마스킹층(masking layer)을 형성하고, 상기 실리콘 기판중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만이 다공성 실리콘층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상기 기판 영역이 되도록 상기 마스크를 패터닝하고, 플루

오르화 수소산(hydrofluoric acid)을 포함하는 전해질 용액내에 상기 기판을 위치시키고, 캐소드(cathode)를 이용하여, 원

하는 두께의 다공성 실리콘 영역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전위(electrical potential)를 상기 용액에 인가함으로써,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실리콘층의 두께는 적어도 대략 200 ㎛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실리콘층의 두께는 적어도 대략 400 ㎛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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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항에 있어서,

  인덕터가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형성되기 전에 상기 다공성 실리콘 영역상에 절연 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절연 재료는 실리콘 이산화물 및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

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의 두께는 대략 10 nm 내지 1000 nm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은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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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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