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9/78

(45) 공고일자   2001년01월15일

(11) 등록번호   10-0273291

(24) 등록일자   2000년09월02일
(21) 출원번호 10-1998-0014043 (65) 공개번호 특1999-0080646
(22) 출원일자 1998년04월20일 (43) 공개일자 1999년11월15일

(73) 특허권자 현대반도체주식회사    김영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번지
(72) 발명자 이계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14번지 69통 3반

손정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월평타운아파트 103동 601호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관 :    임동우

(54)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활성영역과 격리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상에 제 1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상의 활성영역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채널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영역에 대응하는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제 1 도전층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영역내의 중앙부에 그와 반대형의 불순물을 상기 제 1 도전층패턴을 통해 이온주입하여 
상기 채널영역내의 주변부에 비해 비교적 농도가 낮은 저농도의 채널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상에 제 2 도전층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과 상기 제 2 도전층패턴을 마
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내부에 저농도의 불순물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
과 상기 제 2 도전층패턴의 양측벽에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공정과; 그리고, 상기 도전층패턴들
과 상기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내부에 고농도의 불순물영역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최소선폭이 되는 임계치수의 게이트 크기에서도 쇼트채널효과에 의한 소자
의 불량 문제를 개선하고, 이온영역들의 접합영역에서의 접합누출(Junction Leakage)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f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 도 1(d)는 종래 기술에 따른 모스페트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차적인 종단면도.

도 2(a) - 도 2(f)는 본 발명에 따른 모스페트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차적인 종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 반도체 기판                  32 : 제 1 절연층(게이트절연층)

34 : 제 2 절연층패턴              36 : 채널영역

38 : 제 1 도전층                  38a : 제 1 도전층패턴

40 : 저농도 채널영역              42 : 제 2 도전층

42a : 제 2 도전층패턴             44 : 저농도불순물영역

46 : 사이드월 스페이서            48 : 고농도불순물영역

60 : 게이트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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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모스페트(MOSFET :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게이트의 임계 치수 감소에 따른 숏 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 : SCE)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온영역들 간의 접합영역에서의 접합 누출(Junction Leakage)을 방지하도록 된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a) - 도 1(d)는 종래 기술에 따른 모스페트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차적인 종단면도이
다.

먼저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의 상면에 완충 산화층(buffer oxide film)(11)을 형
성하고, 그 완충 산화층(11)의 상면에 질화층 패턴(13)을 형성한 후, 상기 반도체 기판(10)의 오픈(ope
n)된 영역내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채널영역(14)을 형성하도록 한다.

상기 반도체 기판(10)은  NMOSFET의  경우 P형  기판이고,  PMOSFET의  경우 N형  기판이며,  상기 불순물은 
NMOSFET의 경우 P형 불순물이고, PMOSFET의 경우 N형 불순물이다. 게다가, 상기 채널영역(14)은 문턱전압
을 정의하기 위해 형성된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질화층 패턴(13)과 완충 산화층(11)을 제거한 후, 상기 반도체 기판
(10)상에 게이트 산화층(15)과 폴리실리콘층(16)을 차례로 증착한다. 상기 폴리실리콘층(16)상에 감광층 
패턴(17)을  형성하고,  그  감광층 패턴(17)을  마스크로하여 상기 폴리실리콘층(16)내에  NMOSFET인  경우 
N+(또는 PMOSFET인 경우 P+)형 이온을 주입한다(폴리실리콘도핑). 상기 감광층 패턴(17)은 상기 채널영역
(14)상에 있는 폴리실리콘층(16)의 부분이 오픈되도록 형성한다.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감광층 패턴(17)을 제거하고, 상기 폴리실리콘층(16)을 패터닝하여 게
이트(18)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18)를 마스크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10)내에 저농도 이온(NMOS : n-
, PMOS : p-)을 주입함으로써, 그 반도체 기판(10)내의 상기 채널영역(10) 양측에 라이트리 도프드 드레
인(Lightly Doped Drain : LDD) 이온영역(19)을 형성한다.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게이트(18)의 양측에 사이드 월(Side Wall)(20)을 형성한 후, 마지막
으로, 상기 반도체 기판(10)내에 고농도 이온(NMOS : n+, PMOS : p+) 및 그 반대형의 이온(NMOS : p+, 
PMOS : n+)을 차례대로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21)과 할로형(Halo type) 이온주입영역(22)을 형성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따른 MOSFET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반도체 소자의 크기의 경박화 추세에 따라 게이트의 임계치수도 작아지기 때문에 숏 채널 효과에 
의해 소자의 불량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상기 숏 채널 효과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21)과 반대 형(type)
의 Halo 이온 영역(22)을 형성하지만,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21)과 Halo 이온 영역(22)과의 과도한 농
도차이로 인해, 그들(21)(22) 간의 접합 영역에서 접합 누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본 발명의 목적은, 숏 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 : SCE)에 의한 소자의 불량 문제를 개선하고, 이온영역들의 접합영역에서의 접합 누출(Junction 
Leakage)을 방지하도록 된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OSFET 제조 방법은 활성영역과 격리영역이 정의된 
반도체 기판상에 제 1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상의 활성영역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
여 채널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영역에 대응하는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제 1 도전층패턴을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영역내의 중앙부에 그와 반대형의 불순물을 상기 제 1 도전층패턴을 통해 이온
주입하여 상기 채널영역내의 주변부에 비해 비교적 농도가 낮은 저농도의 채널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상에 제 2 도전층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과 상기 제 2 도전
층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내부에 저농도의 불순물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과 상기 제 2 도전층패턴의 양측벽에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공정과; 그리고, 상기 도
전층패턴들과 상기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내부에 고농도의 불순물영역
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OSFET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도 2(a) - 도 2(f)는 본 발명에 따른 MOSFET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차적인 종단면도이다.

먼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0)(NMOS : P-type, PMOS : N-type)상에 완충 산화층
(Buffer Oxide)이 되는 제 1 절연층(32)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절연층(32) 상에 제 2 절연층 패턴(34)을 
형성한다.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은 게이트가 형성될 영역이 오픈되도록 형성한다.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을 마스크로하여 상기오픈 영역에 예를들어 NMOS의 경우 P+(또는 PMOS의 경우 N+)형 이온을 주입
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기판(30) 내에 P형 채널 이온 영역(36)을 형성한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오픈된 제 1 절연층(32) 부분의 상면을 포함하는 상기 제 2 절연층 패
턴(34)의 상면에 폴리실리콘과 같은 제 1 도전층(38)을 형성한다. 

이어,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의 상면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도전층(3
8)의 부위를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achanical Polishing : CMP)법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제 1 
도전층패턴(38a)을 형성한다.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은 중앙부에서 양측으로 갈수록 그의 두께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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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두꺼워지는 접시 모양 즉, 중앙부위가 움푹 패인 모양으로 형성된다.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채널 이온 영역(36)과 반대 형의 이온 즉, NMOS의 경우 N+(또는 PMOS
의 경우 P+)의 이온을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상면을 통하여 주입한다. 이와 같은 이온주입에 의해 
카운터 도핑(counter doping)되어 상기 채널영역(36) 내의 중앙부위에 그 채널영역의 이온 농도보다 저농
도의 P-형 채널영역(40)이 형성된다. 이때, 이온주입 에너지는 주입될 N+이온들이 상기 제 1 도전층패턴
(38a)의 중앙부는 관통할 수 있고 가상자리는 관통할 수 없는 에너지 크기를 갖도록 한다. 

도 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 및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 상에 폴리실리콘
과 같은 제 2 도전층(42)을 형성하고, 도 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2 도전층(42)을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achanical Polishing : CMP)법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의 상면이 노출될 
때 까지 그라인딩함으로써 제 2 도전층패턴(42a)을 형성한다. 상기 그라인딩으로 인해, 상기 제 2 도전층
패턴(42a)은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움푹패인 부분을 채우면서, 그의 상면은 평평하게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제 1, 2 도전층이 도핑된 폴리실리콘(in-situ polysilicon)이면, 별도의 폴리실리콘 도핑단
계가 필요없지만,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이라면, CMP공정 후, 제 2 도전층패턴을 형성한 다음, 이온주
입(NMOS : N형, PMOS : P형)을 실시한다.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과 제 2 도전층패턴(42a)을 합하여 
게이트(60)가 된다. 이어, 상기 제 2 절연층 패턴(34)을 제거한 후,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 양측의 
상기 반도체 기판(30) 내에 Lightly Doped Drain(LDD) 영역이 되는 저농도 불순물영역(44)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60)의 양측에 사이드월(46)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이드월(46)을 포함하는 상기 게
이트(60)의 양측에 소오스/드레인 영역이되는 고농도 불순물 영역(48)을 형성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MOSFET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상기 접시형태의 제 1 도전
층패턴을 통한 이온 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채널영역내의 중심부에 그 채널영역의 농도보다 저농도의 이온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최소선폭이  되는  임계치수의  게이트  크기에서도  숏  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 : SCE)에 의한 소자의 불량 문제를 개선하고, 이온영역들의 접합영역에서의 접합 누출(Junction 
Leakage)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30) 상에 제 1 절연층(32)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절연층(32) 상에 제 2 절연층패턴(34)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2 절연층패턴(34)을 마스크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30) 내에 채널영역(36)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30)의 채널영역(36)상에  제 1 도전층패턴(38a)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
패턴(38a)은 중앙부에서 양측으로 갈수록 그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접시모양(dishing shaped)으로 형성하
며;  

상기 채널영역(36) 내의 중앙부에 그 채널영역(36)의 이온 농도보다 저농도의 채널영역(40)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상면에 제 2 도전층패턴(42a)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2 절연층패턴(34)을 제거하는 공정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양측의 상기 반도체 기판(30)내에 저농도 불순물영역(44)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 및 제 2 도전층패턴(42a)의 양측에 사이드월 스페이서(46a)을 형성하는 공정
과; 그리고, 

상기 사이드월 스페이서(46a)을 포함하는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 및 제 2 도전층패턴(42a) 양측의 상
기 반도체 기판(30) 내에 고농도 불순물 영역(48)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형성은, 상기 제 2 절연층패턴(34)을 포함하는 상기 반
도체 기판(30) 상에 제 1 도전층(38)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 2 절연층패턴(34) 상에 있는 상기 제 1 
도전층(38)의 부위를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achanical Polishing : CMP)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공
정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농도의 채널영역(40)은 이온주입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며, 그 이온 주입시 에너
지의 크기는 주입될 이온들이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의 중앙부는 관통할 수 있고, 그의 가장자리는 
관통할 수 없는 에너지의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도전층패턴(42a)의 형성은, 상기 제 1 도전층패턴(38a) 및 상기 제 2 절연
층패턴(34)상에 제 2 도전층(42)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도전층(42)은 상기 제 2 절연층패턴(34)의 상면
이 노출될때까지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achanical Polishing : CMP)로 그라인딩하여 형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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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농도의 채널영역(40)은 상기 채널영역(36)에 그와 반대형의 이온을 주입하여 
그 영역에서의 전자와 정공의 쌍생성에 의해 다수캐리어인 전자 또는 정공 중 어느 한 쪽의 농도가 낮아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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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b

    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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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019980014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