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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  내지  1d도는  LOCOS형  필드  산화막과,  다결정막에  매입된  U-트렌치  절연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에 대한 형성 단계를 도시하는 반도체 장치의 종래의 소자 절연 영역의 횡단면도.

제2a  내지  2c도는  배치를  도시하는  BSPG막으로  매입된  U-트렌치  절연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의 또다른 종래의 소자 절연 영역의 횡단면도.

제3a  및  3b도는  LOCOS형  필드  산화막의  합성물과  BSPG막으로  매입된  종래의  U-트렌치  절연  영역을 
포함하며, 그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소자 절연 영역의 횡단면도.

제4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평면도.

제4b도는 제4a도에서 라인 X-Y을 따라 취해진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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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a 내지 5g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설명하기 위한 횡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  기생  캐패시턴스  대  U-트렌치  폭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
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  인가  전압  대  누설  전류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8a  내지  8h도는  BiC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반도체  장치의  제조에  대해  제1실시예의  응용을 설명
하는 횡단면도.

제9a도 내지 9d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제조 단계를 도시하는 횡단면도.

제10도는 제2실시예의 제조에 있어서 SF 에칭 가스의 흐름을 대 에칭물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제11a 내지 11c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제조 단계를 도시하는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a : P형 실리콘 기판                202 : N
+
형 매클층

203 : N형 에피택셜층                  208a : 질화 규소막

214 : 채널 스타퍼                        241 : 산화규소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LOCOS형  전계  산화물막으로  구성된  반도체  장치의  소자 
절연 영역 및 U-트렌치 절연 영역에 관한 것이다.

실리콘  기판상의  반도체  장치의  LSI는  인접한  다수의  트랜지스터간에  소자  절연  영역을 제공함으로
써  실현되어져  왔다.  반도체  장치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소자  절연  영역은  P-N  접합  절연  영역과,   
LOCOS  전계  산화물막등의  전계  산화물막과  U-트렌치  절연  영역등을  포함하고  있다.  P-N  접합  절연 
영역  및  U-트렌치  절연  영역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영역에서와  같이  깊은(deep)  P-N 접합
을  갖는  소자에  대한  절연  영역이다.  반면에,  전계  산화물막은  실리콘  기판  표면상에  형성된  소자와 
기판상에  형성된  배선이나  또는  MOS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간에서와  같이  얇은  PN  접합을 갖
는 소자에 대한 절연 영역이다.

이와  같이,  MOS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의  소자  절연  영역에서는  전계  산화물막이 사용되
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의  소자  절연  영역에서는  P-N  접합  또는  U-트렌치 
절연과  전계  산화물막의  조합이  사용된다.  소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MOS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에서는  자기  어라인먼트와  소자  절연 
영역의  축소의  관점으로  보아  LOCOS형  전계  산화물과  LOCOS형  전계  산화물막  및  U-트렌치  절연 영역
의 조합이 주로 사용된다.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에서,  MOS트랜지스터는  처음에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를 사용
하였으며,  다음에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MOS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초기에는  N웰  또는  P웰을  사용한  C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반도체  장치  C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반
도체  장치는  초기에는  N웰  또는  P웰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N웰  및  P웰은  사용한다.  그러므로,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반도체  장치에서는,  모두  깊은  P-N  접합을  갖는  N웰을  P웰에서  분리시키는 소
자  절연영역을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서는  래치  업(latch-up)  문제에  대하여,  U-트렌치  절연  영역의 
사용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CMOS트랜지스터와,  대중화되기  시작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BiCMOS트랜지스터에  대하여,  LOCOS형  전계  산화물막을  포함하는  소자  절연  영역과  U-트렌치 
절연 영역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LOCOS형  전계  산화물막을  종래의  소자  절연  영역과  U-트렌치  절연  영역에  대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상기 이러한 소자 절연 영역은 LOCOS  처리에 의해 실리콘 기판 표면상에 형성된 전계 산
화물막과,  실리콘  기판내로  전계  산화물막이  관통되는  U-트렌치와,  U-트렌치의  하단면인  실리콘 기
판의  표면부상에  제공된  채널  스토퍼와,  U-트렌치의  벽을  형성하는  실리콘  기판부의  표면을 커버하
는  절연막과,  U-트렌치내의  충전재와  U-트렌치의  상단까지  U-트렌치를  충전시키는  절연막을 구비한
다.  충전재는  통상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U-트렌치의  상단을  폐쇄시키기 위
해  U-트렌치를  매립시키는  절연막은  전계  산화물막에  연결된  폴리실리콘막의  열적산화로 형성되어진
다.  이들  산화물막의  연결로  인하여,  소자  절연  영역의  표면  평편화는  후술된  바와  같은  정도까지 
유지되어진다.  U-트렌치의  벽을  커버하는  절연막은  예를  들어,  실리콘  기판의  표면을 산화시킴으로
써  얻어진  산화실리콘막을  구비한다.  채널  스토퍼는  실리콘  기판의  도전형과  같은  동일한  불순물 이
온을 U-트렌치의 하단면까지 주입시킴으로써,나중에는 에칭함으로써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소자  절연  영역의  제조에는  통상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일례로서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대한 소자 절연 영역을 택함으로써 기술하고자 한다.

제1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데,  즉 N
+
 매립층이  P형  실리콘  기판의  표면상에서  형성되고  N형 

에피택셜층이 N
+
형  매립층을  포함한  P형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LOCOS형의 전

계  산화물막은  에피택셜층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다음에  전계  산화물막과,  N+형  에피택셜층  및  N형 
매립층을  관통하는  U-트렌치는  에칭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N형  에피택셜층  및  N-형  매립층의  부분을 
커버하는  산화  실리콘막  및  U-트렌치의  벽에서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의  표면부는  열적  산화에 의
해  형성되어진다.  P형  채널  스토퍼는  붕소의  이온주입에  의해,  U-트렌치  하부면  위에  노출되어  P형 
실리콘 기판의 표면 부분 상에서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의 표면 부분에 형성된다.   이  웨이퍼의 전
체면에서,  비도프된  폴리실리콘  막은  CVD  공정에  의해  증착된다.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백  에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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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트렌치내의  부분에   남아있는다.  폴리실리콘  막의  상부면에서,   실리콘  산화물막이  U-트렌치의 상
부단이 클로우즈되는 것에 의해 열적산화에 의해 형성된다.

제2방법에  따르면,  배리된 N
+
형  층은  P형  실리콘  기판의  면에  형성되며,  N형  에피택셜  층은 N

+
형 배

리층을  포함하는  P형  실리콘  기판의  면에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은  CVD  공정에  의해  N형 에피택
셜층의  면에  형성된다.  U-트렌치가  형성되는  영역상의  실리콘  산화물막의  부분제거되며,   에치 마스

크로서  실리콘  산화물막을  사용하여,   N형  에피택셜층,   N
+
형  배리층  및  P형  실리콘  기판은 순서적

으로  에치되며,  U-트렌치를  발생한다.  P형  채널  스토퍼는  붕소의  이온  주입에  의해  U-트렌치의 하부
면  상에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에서  형성된다.  에칭  단계에서  마스크로서  사용된  실리콘 산화물막

은  제거되며,  실리콘  산화물막은 N
+
형  배리층에  형성되고,   P형  실리콘  기판  및  N형  에피택셜층은 

U-트렌치  벽상에서  열적  산화에  의해  노출된다.  전체면상에서,   비  도프된  폴리실키논  막은  CVD 공
정에  의해  증착된다.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에치백되며,  U-트렌치내에  2의  부분으로  남아있는다. 전
체면  위에서는,  패드  산화물막과  실리콘  질화막이  형성된다.  필드  산화물막이  형성되는  영역에서 실
리콘  질화물막의  부분이  제거된다,  필드  산화물막은  LOCOS  공정에  의해  N형  에피택셜층상에 형성되
며,   실리콘  산화물막은  폴리실리콘막  표면의  열적  산화에  의해  U-트렌치의  상부단에  형성되며, 나
머지 실리콘 질화물막과 패드 산화물막이 제거된다.

첫번째  방법에서,  폴리실리콘막의  열적  산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물막의  상부면은  U-트렌치를 
버닝하며  U-트렌치의  상부단을  클로우징하며,  필드  산화물막의  상부면과  함께  공면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며  그사이의  접합  부분의  단계에서  발생한다.  두번째  방법에서,  리세스는  U-트렌치의 상부
단에  클로우징된  실리콘  산화물막과  필드산화물막  사이의  접합부에서  형성된다.  즉,  이  방법에서는, 
이들  산화물막의  접합부에서  완전한  평면은  얻기가  어렵다.  이  경우,  접합  영역에  형성된 와이어링
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번째  방법이  J.Elecytochem.  Soc,  137권  6호  1942페이지  내지 1950
페이지(1990)에  Y.-C.  Simonm  Yu,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제안에  따라,  LOCOS  필드  산화물막은 2
개의  단계에서  형성된다.  첫째로,  제1의  필드  산화물막은  U-트렌치를  버닝하는  폴리실리콘  막의 상
부면에 형성된다. 따라서, 제2필드 산화물막은 제1필드 산화물막에 인접한 영역에서 형성된다.

상세하게,  3번째  방법에서는, N
+
 배리층이  P형  실리콘  기판에  형성되며  N형  에피택셜층은 N

+
형 배리

층을  포함하는  P형  실리콘  기판면에  형성된다.  패드  산화물막과  실리콘  질화물막은  N형  에피택셜 층
의  면에  형성된다.  U-트렌치가  형성되는  영역에서  실리콘  질화물막과  패드  산화물막의  부분은 에칭

에 의해  제거되며,  따라서,  N형  에피택셜층,  같은  영역내의 N
+
형  배리층  및  P형  실리콘  기판은 순차

척으로  에치되며,  U-트렌치를  발생한다.  이  일련의  에칭  단계에서,  상기  패드  산화물막은  언더 컷이
다.  채널  스토퍼는  붕소의  이온  주입에  의해  U-트렌치의  하부  면상에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의 면
에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은  N형  에피택셜층의  면,  열적  산화에  의해  U-트렌치의  벽에  노출된 

N
+
형  배리층과  P형  실리콘  기판상에서  형성된다.  이  실리콘  산화물막은  U-트렌치의  상부단의 공간에

서  패드  산화물막에  접속된다.  전체  면에서,  비도프된  폴리실리콘  막은  CVD  공정에  의해  증착된다. 
폴리실리콘  막은  U-트렌치내의  부분이  말하자면  좌측에  있도록  에치백된다.  상기  제1의  필드 산화물
막은  마스크로서  실리콘  질화물막을  사용하는  LOCOS  공정에  의해  폴리실리콘막의  표면상에서 형성된
다. 제2필드 산화물막이 형성되는 영역에서 실리콘질화물막의 부분은 에칭에 의해 제거되며, 
따라서,  다시  LOCOS  공정을  사용하여,  제1산화물막에  접속된  제2필드  산화물  막은  N형  에피택셜층에 
형성된다.  제1  및  제2필드  산화물막  사이의  접합시에는,  단계  또는  형성된  리세트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접합 영역에서 거의 완전한 평면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LOCOS  타입  필드  산화막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소자  절연  영역  및  폴리실리콘막으로  매립된  U-트렌치 
절연  영역에  있어,  상기  두  절연  영역의  접합  지역을  포함한  소자  절연  영역의  표면의  평탄성은 유
지된다.  그런데,  필드  절연막의  구조  및  형성에  관계없이  폴리실리콘  막으로  매립된  U-트렌치  절연 
영역에는  문제점이  있다.  즉,  문제는  U-트렌치를  매립하는  폴리실리콘막의  최상층면의  열산화에 의
해  U-트렌치의  상층단부상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데  있다.  열산화에  있어,  폴리실리콘막은 주
변  실리콘보다  약  1.5배의  팽창계수를  가져  용적이  팽창하므로,  폴리실리콘막을  둘러싼  실리콘 결정
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결정  결함이  생겨서,  누설  전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U-트렌치를 매립하
는  폴리실리콘막이  존재함으로  U-트렌치를  통해  서로  인접한  영역간의  기생  캐패시턴스가  감소되지 
않는다.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이 도전성 불순물로 도프되면 기생 캐패시턴스는 증가된다.

스기야마(N.  Suglyama)능은  1989년  심포지움에서  VLSI  테크놀러지  다이제스트  논문,  페이지  59  내지 
60에,  U-트렌치  절연  영역에서  폴리실리콘의  용적  팽창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상기  논문에서는,  LOCOS  타입  필드  산화막이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에,  U-트렌치가 
형성된  후  CVD  공정에  의해  필드  절연막이  실리콘기판상에  형성되었다.  U-트렌치는  BPSG막으로 매립
되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BPSG  막으로  매립된  U-트렌치  절연  영역을  사용하여  형성되었으며, 
에미터-콜렉터  누설  전류가  측정되었다.  그  결과  폴리실리콘막으로  채워진  U-트렌치  절연  영역을 가
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된 누설 전류가 관찰되었다.

BPSG막으로  매립된  U-트렌치  절연  영역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U-트렌치는  에칭에  의해 
실리콘기판의  소정의  영역에  형성된다.  U-트렌치의  벽으로  노출된  실리콘  기판을  포함하는  실리콘 
표면은  열산화되어  실톤  산화막을  형성한다.  실리콘  질화막의  그  위에  침착된다.  CVD  공법에  의해 
BPSG막이,  그위에  침착하며,  BPSG막의  표면은  가열  처리에  의해  평탄하게  된다.  BPSG막은  에칭되어 
그  최상층면과  U-트렌치  코플래너의  상층  단부를  만든다.  실리콘  산화막은  실리콘  질화막의  양호한 
접촉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리콘  질화막은  BSPG막의  에칭에  대해  실리콘  기판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실리콘  산화막  및  실리콘  질화막은  BSPG막의  가열  처리중에  붕소  및  인이 BSPG막으로부
터  실리콘  기판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형성은  BPSG막의  가열  유동 특성
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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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야마등에  의해  제안된  소자  절연법은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축소시키는데  있어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될때,  콜렉터  플러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필드 절
연막의  홀과에미터  영역  및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필드  산화막의  홀을  분리하여  형성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셀프-어라인먼트  체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포토리토그래픽 
단계의 수자 증가되며, 포토마스크의 어라인먼트 마진이 증가된다.

이러한 문제는 반도체가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할 경우 심각한 것이 된다.

스기야마  등에  마른  U-트렌치  절연  영역과  LOCOS  필드  산화막을  단순히  조합시키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말하자면,  이러한  조합이  이용될  경우,  패드  산화막  및  실리콘  질화막이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되며 그러면, 필드 산화막이 형성될 기판 표면 영역상의 실리콘 질화막의 부분은 에칭 
제거된다.  LOCOS  공정에  의해  필드  산화막이  그위에  형성된  후,  U-트렌치가  형성될  영역의  필드 산
화막  및  실리콘  기판의  영역이  에칭되어,  U-트렌치가  형성된다.  그러면,  열산화에  의해  U-트렌치의 
벽상에  노출된  실리콘  기판의  부분상에  실리콘  산화막이  형성되고,  그후  BPSG막이  CVD  공정에  의해 
전  표면상에  침착되며  그  표면은  가열처리에  의해  평탄화  된다.  그후,   BPSG막의  최상층면이 형성되
고  패드  산화막상에  BPSG막을  남긴다.  에칭에  의해  패드  산화막상의  BPSG막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BPSG막의  최상층면은  U-트렌치의  상층  단부보다  낮게  된다.   이렇게  하여,  BPSG막의   최상층
면을  덮는  절연막이  형성된다해도,  필드  산화막과  BPSG막  사이에는  계단이  생겨,  U-트렌치  절연 영
역상의 와이어링 패싱은 쉽게 단절된다.

본  발명의  한  목적은  소자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자  고립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누실 전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자 고립 영역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기생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소자  고립  영역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권선  파손율이  최소인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하기에  구조적으로 충분
히 편평한 소자 고립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LOCOS  필드  산화막  및  U-트렌치  고립  영역을  포함하는  소자  고립 영역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LOCOS  필드  산화막  및  U-트렌치  고립  영역을  제공하므로써,  자체의 크
기를 줄이는데 적합한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LOCOS  필드  산화막  및  U-트렌치  고립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소자 분리
영역을 제공하므로써, 누설 전류가 최소인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  LOCOS  필드  산화막  및  U-트렌치  고립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소자
분리 영역을 제공하므로써, 기생 용량이 최소인 반도체 디바이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실리콘  기판  표면상에  형성되는  LOCOS  필드  산화막과,  상기  필드  산화막을  관통함과  아울러  적어도 
하부  기판에  이르는  하부면을  갖는  U-트렌치와,  하부면에  노출된  실리콘  기판부상에  제공된  채널 스
토퍼와,  U-트렌치의  벽상에  노출된  실리콘  기판부상에  제공되는  절연막  형태의  제1막과  그리고 U-트
렌치의  내부를  매몰하고  있는  제2막을  포함하고  있는  소자  분리  영역을  구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서,  본  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U-트렌치의  노출부에  대한  열산화로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막인 제
1막과,   열적  흐름특성을  가짐과  아울러  U-트렌치를  매몰하는  절연막인  제2막과,  상부면이  필드 산
화막의  상부면과  거의  평면을  이루고  하부면이  제2산화막의  상부면에  접촉된  막을  구비하고, U-트렌
치를  매몰함과  아울러  비-열적  흐름  특성을  갖는  제3막과,  그리고  U-트렌치의  상단부에서  제3막의 
상부면에 접촉되는 절연막으로써, U-트렌치의 상단부를 덮은 제4막을 구비한다.

제2막은  PSG  혹은  BPSG막으로써,   제2막의  상부면은  필드  산화물막의   상부면과  하부면  사이에 놓인
다.  제3막은  실리콘  산화물막  혹은  CVD  공정으로  형성되는  비-도우프  폴리실리콘  막이다.  제4막은 
CVD  공정으로  형성되는  실리콘  질화물막  혹은  고온  CVD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막이다. 
제3막이  비-도우프  폴리실리콘  막일경우,  CVD  공정으로  형성되는  실리콘  질화물로된  제5막을 제공하
여,  필드  산화물막과  U-트렌치의  벽에  노출된  제1막의  표면  부분을  덮거나  혹은  CVD  공정으로 형성
되는  실리콘  질화물로된  제6막을  제공하여,  제2막이  없는  U-트렌치의  벽  부분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실리콘  기판은  일  도전형의  실리콘  기판  및  타  도전형  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U-트렌치 
벽의 측면을 관통하며, U-트렌치의 하부면은 벽의 하부면보다 낮게 위치한다.

택일적으로,  실리콘 기판은 일 도전형 실리콘 기판,  타도전형 벽 및 일 도전형 벽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이  경우에,  U-트렌치는  상기  양  벽의  측면을  관통하며,  U-트렌치는  상기  양벽의  하부면보다 낮
게 위치한다.

택일적으로,  실리콘  기판은  일도전형의  실리콘  기판,  타도전형의  매몰층  및  타도전형의 에피택셜층
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U-트렌치는 매몰층을 관통한다.

또한,  실리콘  기판은  하나의  도전형의  실리콘  기판,  나머지  하나의  도전형의  매립층,  전자의 도전형
의  매립층  및  후자의  도전형의  에피택셜층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U-트렌치는  두가지 도전형
의 매립층을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리콘  기판은  하나의  도전형의  실리콘기판,  나머지  하나의  도전형의  매립층,  전자의 도전형
의  매립층,  후자의  도전형의  에피택셜층  및  전자의  도전형의  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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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은  전자의  도전형의  매립층에  접속되고  에피택셜층상에  형성된다.  U-트렌치는  전자의  도전형의  웰 
및 두가지 도전형의 매립층 측면을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리콘  기판은  하나의  도전형의  실리콘  기판,  나머지  하나의  도전형의  매립층,  전자의 도전형
의  매립층,   후자의  도전형의  에피택셜,  전자의  도전형의  매립층에  접속되고  후자의  도전형의 에피
택셜층상에  형성된  전자의  도전형의  웰  및  후자의  도전형의  매립층  일부분에  접속되고  후자의 도전
형의  에피택셜층상에  형성된  후자의  도전형의  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U-트렌
치는 웰 및 매립층의 측면을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OCOS형  필드 산화물막으로 이루어진 소사 격리 영역 및  U-트렌치 격리 영역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  반도체  소자의  크기  감소가  쉽게  실현된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에서, 
제2막으로부터  실리콘  기판으로의  불순물  화산은  열산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물의  제1막으로 
인해  방지된다.  비열  재흐름  특성을  갖는  제2막에  따라서,  평활화하기  위한  열처리  동안  변형력 발
생은  완화되고  U-트-렌치에  인접한  실리콘  기판의  일부분에서  결정  결합의  발생이  억제된다. 그러므
로,   누설  전류의  발생은  다결정막으로  매립된  종래의  U-트렌치  격리  영역과  비교하여  감소된다. 더
우기,   제2박막으로서  절연박막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는  U-트렌치와  서로  다르게 
페이싱하는  영역간에  감소된  기생  캐패시턴스를  가지며,  종래의  U-트렌치  영역과  대조된다.  또한, 
제2박막상에  제3박막이  제공되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는  U-트렌치  절연  영역의  톱  페이스가  거의 
필드  산화막의  톱  페이스와  같은  평면에  있으므로  평탄한  면을  갖는다.  제3박막은  제2박막으로부터 
아웃 확산을 방지하고 그  이후의 여러 에칭 단계에 대해 제2박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본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제4박막은  그  이후의  여러  에칭  및  확산  단계에  대해  제3박막을  보흐한다. 
비록  제4박막이  자체의  형태로  샤프  단계를  제공할지라도,  그러한  샤프  딘계는  그  이후의  에칭  및 
층간 절연박막 등의 침전에 의해 거의 평탄하게 되고,  그  상에 제공된 배선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다.

본  발명의 상기에서 언급한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취해진 본  발명의 이하 
상세힌 설명에 의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종래 기술이 설명된다.

반도체  장치의  소자  절연  영역이  LOCOS형  필드  산화박막과  다결정  박막으로  매입된  U-트렌치로 구성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자 절연 영역의 표면의 평탄함이 고려되어져 있는 최신 기술은 Y.C.  시몬  유 
등에  의해  제안된  것이며,  이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상기  제의의  내용은  제1a  내지  10도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P형 실리콘 기판(20la)상에,  N+형 매립층(202)이 형성된다. LOCOS 필드 산화막은 2단계로 
형성된다.  N형  에피택셜층(203)은  N+형  매립층(202)을  구비하는  P형  실리콘  기판  표면(201a)의 표면
상에  형성된다.  N형  에피택셜충(203)의  표면상에  패드  산화박막(207)과  실리콘  질화물  박막(208a)이 
형성된다.  U-트렌치가  형성되어질  영역상에  실리콘  질화물  박막(208a)과  패드  산화  박막(207)의 부

분이  차례로  에칭에  의해  제거된  다음,  동일  영역내의  N형  에피택셜층(203),   N
+
형  매립층(202)  및 

P형 실리콘 기판(201a)이 차례로 에칭되고, U-트렌치(212)로 된다. 에칭 단계의 상기 일련에 
있어서,  패드  산화박막(207)이  잘라진다.  채널  스토퍼(214)는  붕소의   이온  주입에  의해  U-트렌치의 
하부  페이스에  확장된  P형  실리콘  기판(210a)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213)은  열적 

산화에  의해  U-트렌치(trench)(212)의  월  위에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203)  및 N
+
형  메몰층(202), 

N형  성장층(203)의  표면위에  형성된다.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213)은  U-트렌치(212)의   상단 근처에
서   패드(pad)   산화물막(207)에   접속된다.   모든  표면상에서,  비-도핑된  폴리실리콘막은  CVD 공정
에  의해  적층된다.  폴리실리콘막은  후에  에치되고  그럼으로써  U-트렌치내의  그  부분(252)은  제1a도 
처럼  남겨진다.  필드  산화물막(210a)은  실러큰  질화뭍막(208a)을  마스크(제1b도)로써  사용한  LOCOS 
공정에  의해  폴리실리콘막(252)의  표면위에  형성된다.  필드  산화물막(210a)에  인접한  영역위에 실리
콘  질화물막(208a)  부분은  실리콘  질화물막(208b)(제1c도)를  남겨놓기  위해  에칭에  의해  제거된다. 
실리콘  질화물막(208b)을  갖는  LOCOS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마스크가  되고,   필드  산화물막(210b)은 
N형  성장층(제1d도)의  표면을  포함하는  영역위에  형성된다.  필드  산화물막(210b)은  필드 산화물막
(210a)을  포함하고  필드  산화물막(210b)의  표면위에  형성된  스텝1  부분  또는  리세스  부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소자 격리 지대는 대체적으로 평평한 표면을 갖는다.

두개의  중요한  단점이  폴리실리콘막으로  매몰된  U-트렌치  격리  지대에서  존재한다.  그들중  하나는 
폴리실리콘  매몰층의  상부  표면의  열적  산화  매문이다.  즉,  누출  전류는  열적  산화동안  매몰층의 크
기  팽창  때문에  증가된다.   다른  문제는  폴리실리콘막  자체  때문에  기생  캐패시턴스의  증가이다.   
이미  말했돗이,  N.Suglyama  등은 U-트렌치  격리 지대에서 크기 괭창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목적으로  한다(Suglyaman,  등에서,  LOCOS형  필드  산화물막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에, U-
트렌치가 형성된 후 필드  절연막은  CVD에  의해  실리콘  기판  표면위에서  형성된다).   U-트렌
치는  BPSG막으로  매몰된다.  Suglyama  등의  방법은 제2a  내지 2c도를 참고로 하여 간략하게 설명될 
것이다.

U-트렌치(212)는  실리콘  기판(201)의   설정된  영역을  에칭함으로써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
(241)은  열적  산화에  의한  U-트렌치(212)에서  노출된  그  부분을  포함하는  실리콘  기판(201)의 표면
위에  형성된다.  실리콘  질화물막(242)은  실리콘  산화물막(241)의   표면위에   적층된다,   모든 표면
위에서   BPSG막(215a)은CVD공정(제2a도)에  의해  적층된다.  평평한  표면을  갖는  BPSG막(215b)은 열처
리(제2b도)에  의해  형성된다.  BPSG막(215b)은  U-트롄치(212)에서  BPSG막(215c)만을  남겨놓기  위해 
뒤로  에칭된다.  그때,   BPSG막(215c)의   상부  표면은  U-트렌치(212)(제2c도)의   상단과  같은  평면에   
있게   제조된다.   실리콘  산화물막(241)의  목적은  실리콘  질화물막(242)의  양호한  접촉을  얻기  위한 
것이다.  실리콘  질화물막(242)는  BPSG막(215b)의  뒤에  에칭에  대해  실리콘  기판(201)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더우기  실리콘  산화물막(24)  및  실리콘  질화물막(242)은  BPSG막(215a)의  열처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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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G막(215a)으로부터  실리콘  기판(201)까지의  붕소  및  인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상기 형성
은 BPSG막의 열적 재흐름 특성을 이용한다.

Suglyamam  등은  그  에미터  및  콜렉터간에  측정된  누출  전류  및  BPSG막으로  매몰된  U-트렌치를 사용
하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형성했다.  폴리실리콘  막으로  매몰된  U-트렌치  격리  지대를  갖는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와  비교된  누출  전류에서  대체적인  개선을  보인  졀과가,  Suglyama  등에  의해 언급되
진  많았지만,  그의  구조는  기생  캐패시턴스  증가의  억제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Sugliya  등에 의
해  의도된  소자  격리  지대는  반도체  소자의  크기의  축소에  충분한  기여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들
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될때,  콜렉터  플러그  지대를  형성하는  필드  산하물막의  호올,   에
미터  지대를  형성하는  그  호올은  분리적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자체-배열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포토리소그라피  스텝  수는  증가되고  포트  마스크의  배열  마진은  증가된다. 상
기 문제는 반도체가 M0S 트랜지스터를 포함할 때 심하다.

Suglyama  등에  따른  U-트렌치  격리  지대와  LOCOS  필드  산화물을  단지  결합하는  것이  비실제적이다. 
그것은 제3a 밋 3b도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패드  산화물(207)  및  실리콘  질화물막(도시안된)은  실리콘  기판(201)의  표면에서  형성된다.  필드 산
화물막이  형성되는  영역위의  실리콘  질화물막  부분은  에치되어  떨어져  나간다.  필드 산화물막(210)
은  LOCOS공정에  의해   그  위에서  형성되고,   U-트렌치가 형성되는 영역에서  필드  산화물막(210)   
및   실리콘  기판(201)부분은  에치되어  떨어져  나가고,   U-트렌치(212)는  그  위에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214)은  열적산화에  의한  U-트렌치(212)의  웰  위에  노출된  실리콘  기판(201)부분위에 형성
되고,  BPSG막은  CVD  공정에  의한  모든  표면위에  적층되고  그  표면온  열처리에  의해  평평해진다. 그
런후  BPSG막은  U-트렌치(212)에서  BPSG막(215c)만을  남겨놓기  위해  뒤로  에치되고,   상기 스톄이지
에서,   BPSG막(215c)의  상부  표면은패드  산화물막(207)(제3a도)위에  BPSG막(215d)을  남겨두고,   U-
트렌치(212)의  상단과  같은  평면에서  대체적으로  제조된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패드 산화
물막(207)위에서  BPSG막(215d)을  뒤로  에칭함으로써,   BPSG막(215e)의  상부  표면은 U-트렌치(212)
(제3b도)의  상단보다  더   낮게  된다.  상기  경우에,  BPSG막(215e)의  상부  표면을  덮는  절연막이 형성
된다  할지라도,   쉽게  부러지는  U-트렌치  격리  지지대를  지나는  배선을  이유로  해서,  필드 산화물막
(210) 및 BPSG막(215e)간에 스텝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N.  Suglyama  등의  상기  언급된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열적  재흐름  특성이  사용되는 BPSG
막과  같은  절연막으로  매몰된  LOCOS형  필드  산화물막  및  U-트렌치  격리  지대의  결합에서의  소자 격
리 지대에 존재한다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평면도 및 단면도인 제4a도 및 제4b도를 각기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반
도체  장치는  N형  에피택셜층(103)에  형성된  LOCOS형  필드  산화물막(110)으로  각각  구성된  소자  절연 
영역을  포함하는데,   상기  N형  에피택셜층(103)은  P형  실리콘  기판(101)과  U-트롄치  절연  영역상에 

형성된 N
+
형 매립층(102)상에 형성된다.

상기  LOCOS형  필드  산화물막(110)은  N형  에피택셜층(103)의  표면상에  선댁적으로  형성되는네,  상기 
N형 에피택설층(103)의 표면 일부에 필드 산화물막(110)은 형성되지  않으며,  패드 산화물막

(107a,107b  및107c등)이  형성된다.  P형  실리콘  기판(101)의  불순물  농도는 1×10
15
 내지 l×10

16
cm

-3
이

다. N
+
형  매립층(102)의  불순물  농도는 1×10

20
 내지 1×10

21
cm

-3
이다.  N형  에피택셜층(103)의  불순물 

농도는 1×10
15
 내지 1×10

17
cm

-3
이고  상기  에피택셜층(103)의  두꼐는  0.5  내지  2.0μm이고  필드 산화

물막(11O)의 두께는 40O 내지 800μm이다.

U-트렌치  절연  영역은  U-트렌치(112)와,   제1막이고  열산화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막
(113)과,  P형  채널  스토퍼(114)와,  제2막이고  CVD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BPSG막(115c)과,  제3막이고 
CVD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막(116c)  및  제4막이고  CVD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실리콘 
질화물막(l17)으로 구성된다.

상기  U-트렌치(112)는  상기  필드  산화물막(110)과,  상기  N형  에피택셜층(1036)  및  상기 N
+
형 매립층

(102)을  관통하여,  상기  U-트렌치의  바닥면이  P형  실리콘  기판(101)에  존재한다,  상기  트렌치는  0.6 
내지1.2μm폭과 3 내지 6μm 깊이이다.

상기  제1막,  즉,  상기  U-트렌치의  벽의  실리콘  산화물막(113)은  실리콘  기판(l01)과,  N형 에피택설

층(103)  및 N
+
형  매립층(102)의  노출된  표면부분의  열산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물막

(113)의  두께는  20  내지  200μm이다.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113)은  붕소  및/또는  인이  상기 BPSG막
의  침착  이후의  다양한  열처리  동안  상기  BPSG막으로부터  상기  실리콘  기판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는데  따라서,  상기실리콘  산화물막(113)의  두께는  20n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두께가 
200nm를  초과하면,  열팽창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커지기  때문에,  상기  두께의  최대  한도는  실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2막,  즉,  BPSG막(115c)의  바닥  및  측면은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113)과  직접  접촉된다.  상기 BPSG
막(115c)의  상부면은  상기  필드  산화물막(110)의  상부면과  바닥면간에  위치된다.  이  경우,  상기 U-
트렌치(112)와  접촉되어  있는  실리콘  기판의  표면은  열팽창  계수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응력에 종속
되는 것을 방지하여,  누설 전류가 또한 감소된다.  BPSG막(115c)에서  인  및  붕소의 농도는 각기 3 내
지  7몰과  7  내지  15몰%이다,  상기  BPSG막(115c)은  약  800  내지  950℃  온도에서  열재유동  특성을 나
타낸다. 제2막으로서, PSG막이 BPSG막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제3막인  실리콘  산화물막(116a)의  바닥면이  BPSG막(115c)의  상부면과  직접  접촉되며,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116a)의 측면은 U-트렌치(112)의 벽에 노출된 필드 산화물막(110)의 표면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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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되고,  상기  산화물막(116a)의  상부면은  U-트렌치(112)의  상단부,  즉,  필드  산화물막(l10)의 상
부면과  실제로  같은  평면에  있다.  실리콘  산화물막(116a)의  존재에  의해,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
(110)의  상부면과  U-트렌치  절연영역의  상단부는  동일  평면에  있게  된다.  상기  실리콘 산화물막
(116a)은  후속의  다양한  열처리  동안  BPSG막(115c)으로부터  인  및  붕소의  확산을  방지하고  후속의 
다양한  에칭  단계에  대해  상기  BPSG막(115c)용  보호막으로서  작용한다.  실리콘  산화물막(116a)은 열
재유동  특성을   갖지못하기  때문에,   상기  막은  후속의  다양한  열처리동안  BPSG막(115c)의  재유동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제4막인  실리콘  질화물막(117)의  두께는  50  내지  200nm이다.  상기  실리콘  질화물막(117)은  후속의 
다양한  에칭  및  이온  주입에  대해  제3막인  실리콘  산화물막(116a)을  보호한다   상기  실리콘 산화물
막(117)이  상기  스테이지에서  날카로운  단계를  제공하는데,   상기  단계는  후속의  다양한  막  및 에칭
백 단계의 형성에의해 실제로 평평해진다.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U-트렌치  절연  영역을  형성하는  가열이  열재유동  특성을  가진  BPSG막에 
주로 수랭된다.  그러므로,   볼륨 팽창도 없고 열 층력에 의한 누설 전류도 회피된다.  또한,   실리콘 
기판의  U-트렌치에  매립된  막이  절연막이기  때문에,   기생  캐패시턴스의  증가에  기연하는  요소가 제
거된다. 상기 소자 절연 영역의 평평성과 반도체 소자 크기의 감소 가능성은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도시한  세5a도  내지  제5g도를  참조하면, N
+
형  매립층(102)이  P형 실

리콘  기판(101)의  표면에  형성된다.  비록,   상기  실시예에서,   상기 N
+
형  매립층(102)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용  실리콘  기판(101)의  전체  표면에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섬의 

헝태로 상기 N
+
형  매립층(102)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N

+
 형  매립층(102)상에,   N형 에피택

셜층(103)이  형성된다.  N형  에피택셜층(103)의  표면은  실리콘  질화물막(도시되지  않음)이  CVD에 의
해  형성되는  곳  위에  패드  산화물막을  형성하도록  열적으로  산화된다.  실리콘  질화물막이  LOCOS 공
정용  마스크로서  사용된다.  펄드  산화물막이  형성될  영역상의  실리콘  질화물막의  부분이  에칭에 의
해  제거되고  필드  산화물막(110)이  LOCOS에  의해  그위에  형성된다.   실리콘  질화물막은  에칭에  의해 
제거되어  패드  산화물막(107a  및  107b등)을  남긴다.  100  내지  200nm  두께의  실리콘  질화물막(111)은 
CVD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침착된다(제5a도).

U-트렌치가  형성될  영역에  대응하는  개구를  가진  광  레지스터막(도시되지  않음)이  그위에  형성된다. 
실리콘  질화물막(111)과  전계  산화물막(ll0)은 마스크로써 ,포토 레지스트막을  이용하여,  

CHF3+O 2  또는 CF4+O2 를  이용한  RIE에  의해  에칭된다.  이후에,   N형  에피택셜층(103)과, N
+
형 매립층

(102)  및  P형  실리콘  기판(101)이  순차적으로  에칭된다.  일련의  에칭  단계에  의해  U-트렌치(112)가 

형성된다.  포토  레지스트막이  제거된  후에,   N
+
형  매립층(102)내의  N  에피택셜층(103)과 U-트렌치

(112)에  의해  노출된  P형  실리콘  기판(101)은  제1막이  되는  실리콘  산화물막(113)을  형성하도록 열

적으로  산화된다.   BF 2  이온은  30-50KeV의  주입  에너지와 1×10
13
 내지 1×10

14
cm

2
의  도스트 U-트렌치

의 바닥면에 주입되어, P형 채널스토퍼(114)(제5b도)를 생성시킨다.

다음에는,  1  내지  2μm의  두께를  가진  BPSG막(115a)이  700  내지  800。c의  온도와  0.8  내지 1.5토르
의  압력  상태하에서  LPCVD에  의해  전체  표면에  침착된다.  이  단계에서,  공동(153)이  U-트렌치에 형
성될 수도있다(제5c도).

다음에, 800   내지  950℃에서  질소 대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BPSG막(115a)이 재유동되어  평
평한  BPSG막(115b)을  생성시킨다.  이  단계에서,  공동(153)  이  없어진다(제5d도).  이와  같은 열처리
에서,  BPSG막의  열적  재유동  특성에  의해  응력  발생이  낮은  레벨로  제한된다,  이  단계에서, 예를들
어  전계  산화물막이  500nm의  두께가  되면,   전계  산화물막(110)상의  BPSG막(115b)과  패드 산화물막
(107)상의 BPSG막(115b)의 두께사이의 차는 270nm가 된다.

다음에,  BPSG막(115e)  이  다시  에칭되어,   오직  U-트렌치(112)에서만  BPSG막(115c)을  남겨두게 된다
(제5e도).  이와  같은 에칭은 CF4+O2 (200W,  0.35토르)를  이용한 완화된 HF  또는  RIE로  습식  에칭에 의

해  수행된다.  이  경우에,  실리콘  질화물막(l11)은  이와  같은  에칭에  대한  스토퍼로서  작용하는데, 
즉  전계산화물막(110)과  패드  산화물막(107e)등에  대한  보호막으로서  작용한다.  전계  산화물막이 
500nm  두께이면,  BPSG막(115c)의  상부면은  약  200nm  만큼  전계  산화물막(110)의  바닥면  보다  높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점  없이  전계  산화물막(110)의  바닥면  보다  낮게될 
수도 있다.

다음에는,  CVD에  의해  전체  표면에  실리콘  산화물막(116)이  침착된다   이  실리콘  산화물막(116)의 
두께는  U-트렌치(112)의  폭의  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U-트렌치의  폭이 
1.0μm가  되면,  실리콘  산화물막(116)의  두께는  0.5μm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실리콘 산화
물막(116)  대신에  실리콘  질화물막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약  0.5μm  또는  그 이
상의 두께를 가진 실리콘 질화물막은 열처리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  실리콘  산화물막(116)이  원상태로  에칭되고,  그  상부면이  전계  산화물막의  상부면과  동일 
평면상에  있는  실리콘  산화물막(116)이  U-트렌치(112)를  매립시킨다,  이  단계에서,   실리콘 질화물
막(111)은  또한  에칭에  대한  스토퍼로서  또한  전계  산화물막(110)  및  패드  산화물막(107b)등에  대한 
보호막으로서  작용한다.  다음에,  실리콘  질화물막(111)이  예를들어  핫  인산으로의  습식  에칭에  의해 
제거된다(제5b도).

다음에는,  50  내지  200nm  두께의  실리콘  질화물이  CVD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침착된다.  실리콘 질화
물막은  실리콘  질화물막(117)을  형성하도록  에칭된다(제4a도,제4b.도).  제4막은  실리콘 질화물막
(117)  대신에 고온 CVD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물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실리콘 산화
물막의 두께는 200nm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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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본  실시예의 효과가 설명되게 된다.  본  실시예에 따라 소자 분리 영역을 이용하여 쌍극성 트

랜지스터가  형성되었다.  제4a도  및  제4b도에서,   N
+
형  클렉터  플러그  영역은  패드  산학물막(107c)의 

위치에서  N형  에피택셜층(103)에  형성되었으며,   P형   베이스  영역과,   P
+
형  그래프트  베이스  영역 

및 N
+
형  에미터영역은  패드  산화물막(107b)의  위치에서  N형  에피택셜층(103)에  형성되었다.  에미터 

영역은 1×5μm
2
이고,hF2 =100이며,  U-트렌치(1l2)의  주변  길이는  50μm이었다.  측정  목적을  위해,   N

+

형  확산층(l03)이  또한패드  산화물막(107a)의  위치에  형성되었다.  whd  소자  분리  영역과의  비교를 
위해,   본  발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쌍극성  트랜지스터는,   제4a도  및  제4b도에서  BPSG막(l15c)과 
실리콘  산화물막(116a)  및  실리콘  질화물막(l17)이  제1a도  및  제1b도에서  각각  폴리실리콘막(252)과 
전계 산화물막(210a)에 대응하는 폴리실리콘막과 실리콘 산화물막으로 대치되었다.

제6도는  U-트렌치의  폭이  가변적인  U-트렌치  분리  영역에  의해  분리된  콜렉터  영역사이의  기생 캐패
시턴스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상세하게   말하면,   전술한  쌍극성  트랜지스터에서,   패드 산학물

막(107c)의  위치에서의 N
+
형  콜렉터  플러그  영역과  패드  산화물막(107a)의  위치에서의 N

+
형  확산 영

역사이의  캐패시턴스가  측정되었다.  제6도에서,   라인  A1은  본  실시예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라인  B1은  종래  구조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의  기생  캐패시턴스가  종래  구조와 비교
할 때  상당히  감소된다는 것은제6도로부터 분명하다.  라인 B1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기생 패괘시
턴스는  종래  구조에서  트렌치  폭의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  이런  현상은  U-트렌치의  폭이  증가될  때 
트렌치를 매립하고 있는 폴리실리콘막이 우성이 된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제7도는 N
+
형  콜렉터  플러그  영역에  정극성  전압이  인가될  때  콜렉터  영역과  P형  실리콘 기판(101)

사이의  누설  전류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제7도에서,   라인  A2는  본  실시예의  측정  결과를 나티내
고,   라인B2는  종래  구조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종래의  구조와  비교하여  본  발명의  구조에  의해 
누설  전류가  상당히  감소된다는  것은  제7도로부터  분명하다.  11볼트  주위의  라인  A2상의  누설 전류

의 급속한 증가는 N
+
형 매립층(102)과 P형 실리콘 기판(101) 사이의 접합 파괴에 대응한다.

접합  파괴  전압  보다  낮은  전압에서  종래  구조에  따라  얻어진  누설  전류의  증가는  폴리실리콘막의 

열산화에  의해  발생된  크리스탈  결점이 N
+
형  매설된  층까지  연장하는  것을  가르킨다.  체적  팽창에 

따른  이러한  크리스탈  결점은  U-트렌츠절연  영역과  베이스  영역  등등에서   샬로우  P-N접합을 포함하
는 확산 층과 U-트렌츠 절연-영역 사이에서 거리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종래  구조에  따른  거리는  2.5μm  또는  그  이상이며,  본  발명에  따른  거리는 
1.0μm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소자 절연 영역은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제8a도  내지  8h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제조단계를  도시하며,  BICMOS트랜지스터  아래와  같이 형
성된다.

첫째로,   N
+
형  매설된  층(l02a;   102b)와  P형  매설된  층(104)은  아일런드처렁  P형  실리콘 기판(10

1)의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P
+
형  매설된  층(104)의  블순물밀도는 1×10

15
 내지 5×10

15
cm

-3
이

다. N형 에피택설 층(103)은 N
+
형  매설된 층(102a,  102b)   및 P

+
형  매설된 층(104)을 포함하는 P형  

실리콘  기판(101)의  전체  표면에  형성된다. N
+
형  에피택셜(103)의  표면은 N

+
 매설된  층(102b)까지 측

정된  깊이를  갖는 N
+
형  웰(105)은  100-150eV의  에너지와 5×10

12
 내지 4×10

13
cm

-13
의  모우스에서  형광 

이온  접합에  의해  형성된다. N
+
형  웰(105)의  형성  이전  또는  이후에, N

+
형  에피택셜  층(103)의 거리

로부터 P
+
형  매설된층(l04)까지의  깊이를  갖는 P

+
형  웰(106)은  100-150KeV의  에너지와 5×10

12
 내지 1

×10
13
cm

-3
의 도우스에서 붕소 이온 접합에 의해 형성된다.

N+웰(105)  및 P
+
웸(106)을  포함하는 N

+
형  에피택셜층(103)의  표면은  패드  산화물  막(107)를 형성하도

록  열적으로  산화된다.  패드  산화물  막(107)의  표면에서  실리콘질화물  막(108)은  CVD에  의해 침전된
다.  그때,   필드  산화물막이  형성되는  영역에  대응하는  개구를  갖는  포토  레지스트막(151)은  실리콘 
질화물 막(108)의 표면에 형성된다(제8a도).

그때,  실리콘  질화물  막(108)은  마스크로써  포토레지스트막(151)을  사용하여  에칭된다. P
+
형 웰

(106)을에워싸는  영역에  대응하는  개구를  갖는  포토  레지스트막(도시되지  않음)은  포토 레지스트막

(151)에  형성된다.  붕소는 P
+
형  채널  스톱퍼(109)를  형성하도록 약  150KeV의  에너지  및  약 1×10

13
cm

-

2
의  붕소  도우스에서  마스크로써  포토  레지스트막(151)과  도시되지  않은  막에서  포토  레지스트막을 
통해  웨이퍼로  이온  주입된다.  이러한  포토  레지스트막이  제거된후,  필드  산화물막(110)은 LOCOS공
정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단계에서  패드  산화물  막(107b,107c,107d,107e등)은  아일런드처럼 된다
(제8b도).

그때,  실리콘  질화물  막(109)은  에칭하여  제거된다.  그다음,  U-트렌츠(112)은  앞에서  언급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U-트렌츠(112),  실리콘  산화물  막(113),  P채널  스톱퍼(114), BPSG막
(115c),실리콘  산화물  막(116a)  및  실리콘  질화물막(117)을  포함하는  U-트렌츠  절연  영역이 형성된

다(제8c도).상기 U-형 절연 영역에서, N
+
형 층(103), N

+
웰(105) 및 P

+
웰(106)은 상호 절연된다.

그때,  패드  산화물막(I07b,107c,107d,1073등등)은  에칭되여  제거되며,  8-15nm두께를  갖는 게이트산
화물막(118)은  열  산화에  의해  패드  산화물  막에  이미  점유된  영역상에  형성된다.  형광  이온  주입은 

N
+
형  에피택셜  층(103)의  거리로부터 N

+
형  매설된  층(102a)까지의  깊이를  갖는 N

+
형  콜렉터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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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19)을  위해  약  70KeV의  에너지와 1×10
16
 내지 3×10

16
cm

-2
의  형광  도우스에서  패드산화물 막

(107c)에  의해  이전에  점유된  영역에서  수행된다. N
+
형  콜렉터  플러그  영역(119)에서의  게이트 산화

물막(118)의  한  부분만에제거된  후, N
+
형  폴리실리콘막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  막은  전체  표면상에 

침전된다.  텅스텐  실리사이드  막및  N+형  폴러실리콘  막은 N
+
형  폴리실리콘막(120a)  텅스텐 실리사이

드  막(121a)을  포함하는  게이트전극(122a)과, N
+
형  폴리실리콘  막(120e)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막

(121a)을  포함하는  게이트전극(122h)과, N
+
폴리실리콘막(l20c)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막(121c)을 포

함하는 콜렉터 리드전극(l23)을 형성하도록 순차적으로 에칭된다.

그후,  마스크와  같은  게이트  전극(122b)를  통하여  1회에 1×10
13
∼5×10

13
/cm

2
개의  인원자가 15∼

40KeV의  에너지로  P벽(106)에  주입되어서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124)를  형성한다.  N형의 소오스

-드레인영역(124)의  형성을  전후하여,  마스크와  같은  게이트  전극(122a)를  통하여 1×10
13
∼5×

10
13
/cm

2
개의  붕소원자가  15∼40KeV의  에너지로  N벽(105)에  주입되어서  P-형  소오스-드레인 영역

(125a)을  형성한다.  추후에  붕소  이온은 1×10
13
∼5×10

13
cm

2
의  농도로  10∼30KeV에너지로  N형 에피택

셜층(103)에  가해져서  P형  베이스영역(125b)를  형성한다.  그후,  실리콘  산화막은  두께가 100∼300nm
이며 CVD기법으로 전표면에 증착된다(제8e도 참조).

그후,   실리콘  산화막(126)은  에칭되어서  게이트  전극(122a),(122b)과  콜렉터  리드  전극(123)의 양
면에  표면(126a)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게이트  산화막(118)은  게이트전극(122c,122b)와 스
페이서(126a)의  하부에  남게되며,  잔유  게이트  산화막은  에칭으로  제거된다.  또한,  실리콘 질화막
(117)은  어느  정도  에칭되어  실리콘  질화막(117a)의  전체  두께가  감소되고  졔만  부분이  완만해진다. 
이러한 구조의 실리콘 질화막(117a)에 있어서 절연막간의 배선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후  두께가  약  20nm인  실리콘  산화막은  CVD기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 형  에미터는 에

칭함으로서  제거되고,   N+ 형  폴리실리콘막은  전표면상에  형성된다.  폴리실리콘  에미터   전극(131)내

이  비소는  이산화  분위기내의  열처리에  의하여  P형  베이스영역(125b)으로  확산된다.   이  단계에서 
수직 NPN쌍극 트랜지스터의 제조와, BICM0S트랜지스터의 형성이 완결된다.

제9a  내지  9d도는  제1실시예인  제5b도에  도시된  상태로부터  개시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단계별 
공정도이다.

제9a도에서는,   두께   20∼100nm인   실리콘   질화막(142)이  실리콘   질화막(111)상에   형성된다.   
그후,  BPSG막(115c)은  제5c내지  5e도(제9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U-트렌치(112)에 
형성된다.  순수  폴리실리콘막(154)은  CVD기법으로  전표면상에  증착된다.   순수  폴리실리콘막의   두
께는  U-트렌치(112)폭의  절반이상이다(제9c도).  그후,  폴리실리콘막(154)은 SF6드라이-에칭기법으로

에칭되어서,  순수  폴리실리콘막(154a)으로서  U-트렌치(112)에  매설된다.  그후,   실리콘 질화막
(142,111)은  예컨대  웨트에칭에  의하여  제거된다.  그후  실리콘  질화막(117a)은  제1실시예와  같이 형
성되어서(제4a,4b도  참조),   제2실시예인  소자  분리  영역이  만들어진다(제9d도).  제2실시예는 항복
전류면에서,  제1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

SF6 드라이  에칭에  관하여는,   SF6 가스의  유속에  대하여  순수  폴리실리콘막과  실리로  질학물과의  에칭 

속도에  관한  것을  그래프로  표시한  제10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에칭은  질화  가스  유속이  50sccm,   
전력  250W,   압력이  250m토르하에서  행해진다.  제10도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순수  폴리실리콘 
막의  에칭  속도는  실리콘  질화막보다  20-30배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상기의  에칭백은  정확하게 
행해진다.  에칭백의  정확성은  제1실시예에서  실리콘  산화막(116a)의  제조  정밀도보다  높다. 제2실시
예에서,   순수  폴리실리콘막(154a)의  사용하는  한  이유는  이러한  제조상의  정밀도  때문이다.  또 다
른  이유는  설명의  편의상  실리콘  표면에  증착된  실리콘  산화막(127)부분만을  도시힐  수  있기 때문이
다.  실리콘  산화막(127)은  실리콘  기판  표면상의  무결정으로되는  것과  이온  주입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P형벽(106)은  둘러싸는  영역과  대응하는  개구를  갖는  포토레지스트막이  형성된후에, 

1×10
15
∼5×10

15
/cm

2
의  농도로  30∼70KeV의  에너지로  비소가  주입되어,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124)을  형성한다.  그후에  N채널  MOS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막이  제거된  후에,   

개구를  갖는  프토레지스트  막이  형성되고,  N벽(105)를  둘러싸는  영역이  형성되고, P
+
형  그래프트 베

이스  영역(125b)와 P
+
형  소오스-드레인  영역(125a)를  형성하기  위해   1×10

15
∼5×10/cm

2
의   농도로 

30∼70KeV의   에너지를  받아 BF2 가  주입된다.   이러한  주입으로  P채널  MOS트랜지스터의  제조가 완성

된다(제8g도).  그후,   최종의  포토레지스트  막이  제거되고,   두께  약  200nm인  실리콘  산화막(130)은 
CVD에  의해  전표면에  증착된다.  다른  이유는  제1폴리실리콘  막이  불순물을  포함할때,  부동  배선이 
되고, 도프된 폴리실리콘 막이 이용될 수 없다.

그 실리콘 질화물 막(142)은 H2 및 O2에 의해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폴리실리콘막(154a)을 

방지하는데,예를들어,   이후의  단계에서  열적  산화동안  도포되지  않은  폴리실리콘  막(154a)으로 필
드산화막(110)을 통해 통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11a도  내지  제11c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제조  방법은  도시하는데,  그  상태의  시작은 제
5e도에  도시된  상태에서  시작한다.  20-100nm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질화물  막(143)은  SBPG막(115)의 
상부면을  포함하는  U-트렌치(U-trench)(112)의  표면과  CVD에  의해   실리콘 기질(Substrate)막(111)
의  표면상에  형성(제1la도)된다.  그후,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154)이  CVD에  의해  그  전체 표
면상에  침착된다.  도프되지  않은  실리콘막(154)의  두께는  U-트렌치(112)의  폭의  절반  혹은  그 이상
이  되는것(제11b도)이  바람직하다.  그후   제2실시예에서   처럼,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15
4)은  SP건식   에칭   공정에  의해  역으로  에칭되어,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154a)과  함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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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112)가  매몰된다.  그  실리콘질화막(143  및  111)은,   예를들어,   습식에칭에  의해   제거된다.   
그후,   제1실시예(제4a도-제4b도)에서   처럼,  실리콘  질화물  막(l17a)이  형성되므로   소자 아이소레
이션 영역을 얻는다(제11c도),  제3실시예에서는 제1  및  제  2  실시예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누설 전류
와 같은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는다.

실리콘  질화물막(143)을  사용하는  세3실시예에  있어서,   BPSG막(115c)으로부터  도프되지  않은 폴리
실리콘막(I54a)까지의 불순물 확산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다.

비록,  특정  실시예를  참조로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그  설명은  제한적인  견지에서  설명되지는 않
았다.  그  제시된  실시예의  여리  변경안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도  본  발멍의  설명을 참
조하여  종래  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명백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수정안과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형성된  LOCOS형  필드  산화막과,   상기  실리콘  기판에  제공된  U-트렌치로, 이
U-트렌치가  최소한  상기  실리콘  기판에  미치는  상기  U-트렌치의  하부면을  갖는  상기  필em산화막을 
관통하도륵  제공된  U-트렌치와,   상기  U-트렌치의  상기  하부면에  노출된  상기  실리콘  기판의  일부에 
제공된 채널 스톱퍼와,   상기 U-트렌치의 벽에 노출된 상기 실리콘 기판의 다른 부분에 제공된 절연
막  형태의  제1막과,  상기  U-트렌치에  매몰된  제2막을  포함하는  소자  분리  영역을  갖는  반도체 장치
로,   상기  실리콘  기판의  다른  일부의  열적  산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  되는  제1막과, 열
적  역류  특성을  갖는절연막이  되는  제2막과,  비-열적  역류  특성-을  갖는  제3막으로,   상기  제2막의 
상부면에  접속된  하부면과  상기  필드  산화막의  상부면과  실제로  상호  평면인  상부면을  갖는  상기  제 
3막과,  상기  U-트렌치의  상단부에서  상기  제3막의  상기  상부면에  접속된  절연막  형태로  상기 U-트렌
치를 커버하는 제4막을 포함하는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막은 PSG 혹은 BPSG인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막의  상기  상부면은  상기  필드  산화막의  하부면과  상부면  아래에  배치된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막은  CVD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  혹은  CVD에  의해  형성된  도프되지 
않은 폴리 실리콘 막인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막은 CVD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화물막 혹은 고우 CVD에  의해 형성된 실
리콘 산화막은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1항  및  제5항중  어느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막은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이고,  CVD에  의해 형
성된  실리콘  질화물  막의  형태로  제5막을  포함하며,  상기  제5막은  상기  제1막의  상부면과  상기 U-트
렌치에서 노출된 상기 필드 산화막의 일부를 커버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이서,  상기  제3막은  도프되지  않은  폴리실리콘막이고,  CVD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질화물 
막의  형태로  제6막을  포함하며,  상기  제6막은  상기  제2막이  존재하지  않는  상기  U-트렌치의  표면과 
상기 제2막의 상기 상부면을 커버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기판이  한  전도형과  다른  전도형의  웰의  실리콘  기판으로  구성되고, 상
기  U-트렌치를  다른  전도형의  상기  웰의  측면을  관통하고,  상기  U-트렌치의  상기  밑면은  다른 전도
형의 상기 웰의 밑면 아래에 위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은 한 전도형의 실리콘 기판과,   다른 전도형의 웰 및  한 전도
형의  웰로   구성되며,   상기  U-트렌치는  힌  전도형의  상기  웰의  상기면과  다른  전도형의  상기  웰의 
상기면을 관통하고,   상기 U-트렌치의 밑면은 한  전도형의 상기 웰과 다른 전도형의 상기 웰의 밑변 
아래에 위치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은  한  전도형의   실리콘  기판과,  다른  전도형의  매장층  및  다른 
전도형의  에피택셜층으로  구성되며,   상기  U-트렌치가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을  관통하는 반도
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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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기판은 한 전도형의 실리콘 기판과,   다른 전도형의 매장층과,   한 전
도형의  매장층  및  한  전도형의  에피택셜  층으로  구성되며,   상기  U-트렌치는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과 한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을 관통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은 한 전도형의 실리콘 기판과   다른 전도형의 매장층과  한 전
도형의  매장층  및  다른  전도형의  에피택셜  층과  한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에  연결되고  한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상에  형성된  다른  전도형의  상기  에피택셜층에  형성된  웰로  구성되며,   상기  U-트렌치가 
한 전도형의  상기 웰과,   다른 전도형와 상기 매장층 및 한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의 상기 면을 관
통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은  한  전도형의  실리콘  기판과,   다른  전도형의  매장층과, 한전
도형의   매장층과,   다른  전도형의  에피택셜   층과,   한  전도형의   상기  매상  층위에  형성되고  한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에  연결된  상기  다른  전도형의   상기  에피택셜층에  제공된  한  전도형의  웰과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상층위에  다른  전도형의  상기  에피택셜  층에  제공되며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
장층의 일부분에서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에  연결된 다른 전도형의 웰로 구성되고,   상기 U-트
렌치가  한  전도형과  다른  전도형의  상기  웰과  한  전도형과  다른  전도형의  상기  매장층의  측면을 관
통하는 반도체 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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