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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를 위한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와 반도체 기판 내에 이러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를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이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는 디보트가 없으며, 트렌치 충진 재료로서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재료를 
포함한다. 이 구조와 이 구조가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표면의 교차부에는 실리콘 질화물이 없지만, 격리 구조
는 트렌치 내부에 존재하며 반도체 표면 아래로 리세스되어 있는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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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2b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트렌치의 단면도,

도 1a는 다른 실시예의 질화물 박막의 풀백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2는 트렌치 내에 형성된 산화물 라이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은 유전체로 충진된 후의 트렌치의 단면도,

도 4는 평탄화 후의 트렌치의 단면도,

도 5는 질화물 및 산화물 박막이 제거된 후의 트렌치의 단면도,

도 6은 희생 산화물 성장 후의 트렌치의 단면도,

도 7은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8은 트렌치 내에 형성된 질화물 라이너를 포함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9는 유전체 박막 침착 후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0은 평탄화 후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1은 질화물 라이너 위에 형성된 디보트를 도시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2a는 충진된 디보트를 도시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2b는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3a는 생성된 디보트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또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3b는 산화물 박막을 제거한 후의 본 발명의 또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3c는 디보트가 충진된 후의 본 발명의 또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3d는 본 발명의 또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4a는 DRAM 구조에 결합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 14b는 완성된 DRAM 소자에 결합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기판 표면 5 :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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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트렌치 바닥면 10 : 반도체 기판

11 : 산화물 라이너 40 : 실리콘 질화물 박막

42 : 유전체 박막 49 :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

50 : 상부 표면 54 : 거리

57 : 플러그 60 : 교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소자와 이들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반도체 집적 회로 소자 내부에 얕은 트렌치에 의해 격리되는 낮은 누설 트
랜지스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공정, 구조에 관한 것이다.

    
누설을 최소화하고 높은 칩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턱 주입으로 높은 문턱 전압을 달성할 수 있는 DRAM 구
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반도체 업계에서, 집적도가 높아지고 소자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판의 주어진 영역 
내에 최대 숫자의 소자 피쳐를 내장하기 위해서는 격리 피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와 같은 격
리 피쳐가 DRAM과 같은 집적 회로 소자에 일반적으로 추가된다. 저장 트렌치 DRAM에 있어서의 주요 누설원은 어레
이 문턱 이온 주입으로부터 기인하는 매립 스트랩 누설(buried strap leakage)이다. 이러한 주입은 어레이 내의 부 문
턱(sub-threshold)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문턱 전압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들 누설은 주요 소자가 얕
은 트렌치 격리 피쳐들에 접하는 곳에서 형성되는 주요 소자의 모서리 또는 단차부에 위치하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소자
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는 전형적으로 반도체 기판 위로 연장되어 있는 얕은 트렌치 격리 충진 재료와 반도체 기판의 교
차부에서 전형적으로 단차 혹은 모서리를 갖는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형성하는 다결정 실리콘 박막이 이 단차 위로 
연장되는 위치에서 전기장이 생성된다.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와 반도체 기판의 교차부에 디보트(divot)가 형성되면, 
이 전기장은 강해진다. 디보트가 게이트의 모서리에서 강화된 전기장을 생성함에 따라, 표면 채널 MOSFET(metal ox
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소자, 예를 들어, DRAM 내의 n형 MOSFET의 모서리에서의 문턱 전압 
Vt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매립 스트랩 누설을 생성하는 추가적인 Vt 주입이 필요해진다. 디보트의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주입 및 연관된 누설이 증가한다.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가장자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디보
트가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이다.
    

    
디보트 형성 및 그 크기를 최소화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얕은 트렌치 격리부를 충진하는 데에 사용되는 산화물을 어닐링
하는 것이다. 산화물을 어닐링하면 불산(hydrofluoric acid : HF) 수용액 내에서의 에칭 속도가 감소되어, 디보트를 
생성하는 HF 부식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어닐링에 의해 깊고 얕은 트렌치 내의 실리콘이 산화될 수 있고 소자를 파괴
시킬 수 있는 결함이 생성될 수 있다. 얕은 트렌치 내의 질화물 라이너(liner)는 이러한 조건을 개선시키지만 다른 결함
을 생성한다. 심지어 이러한 질화물 라이너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얕은 트렌치의 어닐링은 보존 시간(retention time)
이 가변하는 것과 같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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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의 측벽을 따라 질화물 라이너가 존재함으로써 현재의 DRAM에 사용되는 p형 FET(p-FET)와 같은 매립 채널 
MOSFET 내에서 기생 가장자리(측벽) 도전(parasitic edge(sidewall) conduction)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기생 
가장자리 도전은 고 에너지 에칭 공정의 결과로서, 그리고 또한 정상 동작 중의 고온 캐리어(ho carrier) 주입에 의해 
질화물-산화물 경계면에 갇히게 되는 전자에 기인한다. 따라서, p-FET 모서리에 의해 질화물 라이너의 가장자리 영
역으로 이들 고온 캐리어가 주입됨에 따라 질화물 라이너는 p-FET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질화물 라이너는 패드 
질화물 제거 공정에 의해 리세스(recess)된다. 리세스에 의해 디보트가 깊어져서 감소된 Vt 및 인접하는 게이트를 단
락시키는 다결정 실리콘 스트링어(stringer)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얕은 트렌치 격리(shallow trench isolation : STI) 소자를 충진하는 데에 사용되는 산화물을 어닐링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단점이 존재한다. 어닐링은 고비용의 시간 소모적인 공정이다. 어닐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예를 들어, 첫 번째 
충진/어닐링 공정 순서 후에 STI에 두 번째 산화물을 침착시키는 것과 같은 몇몇 공정에 의해 배가된다. 소자가 후속 
공정에서 불산(HF) 수용액에 노출될 경우에는, HF 수용액이 어닐링되지 않은 산화물을 어닐링된 산화물보다 빠른 속
도로 에칭하여 공극(void)을 형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산화물 또한 두 번째 어닐링 공정에서 어닐링되어야만 한다. 새
로운 산화물 박막을 어닐링하기 위해 두 번째 어닐링 동작이 수행되면, 전체 어닐링 비용은 두 배가 된다.
    

    
누설에 의한 Vt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기판 표면 위로 연장되는 얕은 트렌치 격리 박막에 인접한 스페이
서를 형성하여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가 날카로운 모서리 위로 연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만델만(Mandelm
an) 등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521,422 호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본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 기존
의 공정을 통해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패드 질화물 풀백(pullback) 공정 단계를 수행하여 그 위에 스페이서가 형성
될 수 있는 영역을 STI 구조에 인접하게 제공해야 한다. 후속 공정에서 초기 (패드) 산화물 박막이 제거된 후에도, ST
I 구조와 기판의 교차부에 형성된 모서리 내에 STI 충진 재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은 충분해야 한다. 이 
방안에 사용된 STI가 질화물 라이너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스트립(strip) 공정에 의해 모서리로부터 떨어져서 질화물 
라이너의 리세스에 의해 형성된 측방향 공극이 추가적으로 생성된다. 이들 공극 혹은 디보트는 다결정 실리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되어야 한다. 질화물 라이너 리세스를 재충진하기 위해 질화물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전술한 p-FE
T 문제가 유발된다. STI에 인접하도록 생성된 스페이서를 수용하기 위해 활성 소자 영역을 대가로 패드 질화물 박막이 "
풀백"되기 때문에 최소 리소그래피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이 풀백된 질화물 STI 구조를 형성하기가 특히 어려워진다.
    

디보트 형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와 공정을 제공함으로써 노출된 질화물 라이너를 생성하지 않고 표면 채널 MOSFET 내
의 기생 모서리 도전을 감소시키는 얕은 트렌치 공정이 필요하다. 질화물 라이너의 어떠한 부분도 매립 채널 p-FET 
내의 기생 도전이 일어나기 쉬운 측벽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소자가 필요하다.

더욱이, 게이트의 가장자리가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모서리로부터 측방향으로 이격되어 있고, 저장 캐패시터, 특히 
매립 스트랩을 사용하는 저장 캐패시터와 결합되어 어떠한 노출된 질화물 라이너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낮은 누설 
트랜지스터를 생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어레이와 p-FET 모두에서 낮은 누설을 갖는 저 전력 통합된 로직 DR
AM 칩을 생성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기존의 질화물 라이닝된 STI 공정에서는, 캐치(Catch)-22가 생성되었다. 큰 디보트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p-FE
T 내의 질화물 라이너를 노출시키는 모서리 위로 단차를 갖는 곳에 갇힌 전하와 연관된 누설 문제를 제거하지만, 모서
리에서의 디보트에 의해 생성되는 강화된 전기장으로 인해 트랜지스터를 턴 오프시키는 데에 필요한 여분의 어레이 도
펀트를 통해 어레이 내의 누설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모서리를 갖고 질화물 라이
너를 포함하지 않는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가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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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들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본 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 공지된 얕은 트렌치 격리 
공정 및 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 기존의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 및 공정을 개선한다. 본 발명은 산화물 충진부에 의해 
활성 영역의 모서리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질화물 라이너를 구비할 
수 있는 얕은 트렌치 격리 피쳐에 의해 격리되는 낮은 누설 트랜지스터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재료, 공정, 구조를 
개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리세스된 질화물 라이너는 어닐링되지 않은 산화물에 의해 피복되거나 재충진된다. 다른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는 STI의 주요 충진부가 어닐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질화물 라이너가 필요없다. 이들 두 실시예에
서, p-FET 내에서 충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질화물 라이너도 소자의 모서리에 존재하지 않고 STI 소자에 의해 
형성된 모서리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디보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질화물 라이너 격리부 또한 질화물 박막의 풀백에 의해 활성 영역 위의 소자의 모서리로부터 측방
향으로 이격되어 연장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얕은 트렌치 격리 피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트렌치 충진 재료로서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투과성이 낮은 확산 제한 박막을 에칭되는 표면 상에 형성함으로 인하여 열적으로 
형성된 산화물 박막을 에칭하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을 에칭하는 에천트 종을 제공하는 
불산(HF)/암모니아(NH3 )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 따라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확산 제한 박막은 에칭되는 표면으로의 에천트 종의 확산을 제어한다. 불산(HF)/암모니아(NH3) 에칭 
공정은 (젱(Jen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82,925 호에 기술된 바와 같으며, 이 특허는 산화물을 벗겨 내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이러한 불산(HF)/암모니아(NH3) 혼합물을 응용하는 몇 가지 장점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공동 계류 중인 특허 출원(제 08/xxx,yyy 호)에 기술되었다.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으며 리세스된 질화물 라이너가 있거나 없는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본 발명의 한 측면은 공정 중에 생성될 수도 있는 디보트를 재충진하는 것
이다. 디보트를 재충진하는 이 공정은 디보트에 산화물 박막을 추가하는 단계와, 추가 디보트의 형성을 막거나 최소화
하는 공정을 사용하여 희생 산화물 박막을 균일하게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요구되는 어레이 문턱 전압 주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매립 스트랩 및 부 문턱 누설의 조합을 최소화하여 
어레이 누설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이 가장 잘 이해된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도면의 다양
한 피쳐가 실제 축척대로 도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다양한 피쳐의 치수는 명료함을 위해 
임의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본 발명의 구조 및 방법은 도면과 관련지어 가장 잘 기술될 수 있다. 다음의 특징에 본 발명의 장점이 나타나 있다.

1.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 내의 충진 재료로서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을 사용함.

2.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가장자리에서의 디보트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요구되는 어레이 도펀트가 감소되게 함.

3. 질화물 라이너를 리세스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의 모서리 내의 질화물 라이너를 제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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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와 소자 기판의 교차부에서의 가장자리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화물 박막을 "풀백"함.

5. 디보트를 유발하도록 어닐링되지 않은 박막을 과도하게 에칭함이 없이, 불산과 암모니아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산화물 박막을 제거함.

STI 내의 충진 재료로서 어닐링되지 않은 산화물을 사용하는 특징 1은 새로운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발명 전체를 
통한 공통적인 특징이다.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를 형성하는 것은 본 발명 전체를 통한 또다
른 공통적인 특징이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는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이 형성된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디보트는 질화물 라이너의 의도적인 리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이 실시예에서, 디보트는 재충진되고,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와 기판 표면 간의 교차부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이며 디보트가 없다. 본 발명 전체에 걸친 공통적인 다른 특징은 얕
은 트렌치 격리 구조와 기판 표면의 교차부에 질화물 박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렌치 라이너로서 질화물 박
막을 사용하는 실시예에서, 질화물 박막이 산화물 박막에 의해 모서리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질화물 박막이 이 모서리로
부터 리세스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특징은 후속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1. 어닐링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얕은 트렌치 및 깊은 트렌치 칼라에서 보다 적은 결함이 발생한다.

2. 낮은 Vt 혹은 너무 적은 어레이 주입에 의해 야기되는 부 문턱 누설과 너무 많은 어레이 주입에 의해 야기되는 매립 
스트랩 누설 사이의 공정 윈도우가 커지는데, 이는 Vt 주입이 얕은 트렌치 소자의 모서리에서의 질화물의 존재 혹은 모
서리에 형성되는 디보트를 보상하기 위한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모서리에서의 질화물 라이너에 의해 갇힌 고온 전자에 의해 야기되는 p-FET의 "모서리 발생(corner-off)" 전류는 
특히 소자 모서리에서 질화물 라이너를 제거함으로써 제거된다.

    
본 발명의 구조는 암모니아와 HF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을 에칭하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 공정의 주요 특징은 중간 반응 생성물이 표면 상에 형성되어 TEOS(tetraethyl orthos
ilicate)와 같은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의 에칭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스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닐링되지 않은 TEOS 박막은 어닐링된 TEOS 박막과 열적 산화물 박막보다 느린 에칭 속도를 갖는다. 종래 기술에 
따르면, 어닐링되지 않은 박막은 어닐링된 박막보다 훨씬 빨리 에칭되기 때문에, 어닐링되지 않은 박막을 본 발명에 적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을 사용하면, TEOS와 같은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이 얕은 트렌치 격
리 구조에 대한 바람직한 충진 유전체가 되는데, 이는 어닐링되지 않은 유전체 박막이 어닐링 공정과 관련된 결함을 제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는 깊은 트렌치 캐패시터에 연결시키기 위해 매립 스트랩 소자를 사용하는 DRAM 구
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트렌치 기반 0.25 ㎛ DRAM 칩에서, 메모리 비트의 깊은 트렌치 캐패시터는 활성 p형 
실리콘과 접촉하며, 캐패시터는 "매립 스트랩"으로 알려진 구조 옆에 위치한다. 매립 스트랩은 깊은 트렌치 내에 (도핑
되지 않은 혹은 n 도핑된) 실리콘을 증착시킴으로써 형성되며, 전형적으로 비정질 실리콘의 형태를 갖는다. 저장 트렌
치 캐패시터, 매립 스트랩, 리세스를 형성한 후, STI를 형성한다.
    

트렌치 캐패시터의 몸체는 캐패시터 전극으로 작용하는 n형 실리콘으로 충진된다. 스트랩이 활성 실리콘 메사(mesa)
에 전기적 접속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스트랩과 활성 실리콘 메사 사이에는 n-p 접합이 존재한다. 매립 스트랩 접합으
로부터의 누설이 트렌치 기반 DRAM 칩 내의 비트 오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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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립 스트랩 접합 누설은 매립 스트랩 영역 내부 혹은 주위의 p형 농도에 의해 조절된다. 매립 스트랩의 누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나의 공정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Vt 조절 주입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 채널 트랜지스
터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고 또한 깊은 트렌치 캐패시터로의 전하 전달을 조절하는 어레이 문턱 주입이다. 이 주입은 
어레이 트랜지스터의 온(on) 상태 및 오프(off) 상태 특성을 제어한다. 0.25 ㎛ 트렌치 기반 DRAM에서, 어레이 트랜
지스터는 n형 트랜지스터이며, 이에 따라, Vt 조절 주입은 p형(전형적으로 붕소) 주입이고 소자의 표면 가까이(즉, 매
립 스트랩의 깊이 정도)에 위치해야 한다. 어레이 트랜지스터의 오프 상태 누설은 표면 채널 소자에 대해 주입된 붕소
의 양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너무 적은 양의 붕소는 어레이 소자의 "오프 상태" 누설(즉, 부 문턱 누설)
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표면 붕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전술한 매립 스트랩 접합 누설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
라서, 매립 스트랩으로부터의 누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호한" 오프 상태 누설을 갖는 어레이 트랜지스터를 생성할 
표면 붕소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어레이 소자의 부 문턱 누설은 소자가 얕은 트렌치 격리 피쳐
에 접하는 단차부 및 모서리에서의 소자의 물리적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예시적인 실시예 1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반도체 소자 내에 형성된 트렌치(1)를 도시하고 있다. 반도체 기판(10)의 초기 기판 표
면(2) 상에 산화물 박막(3)을 형성한다. 산화물 박막(3)은 열적 성장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산화물 박막의 두께
는 30 내지 50Å 정도가 될 수 있다. 산화물 박막(3)의 상부 표면(7) 상에 질화물 박막(4)을 형성한다. 상부 표면(8)
과 두께(15)를 포함하는 질화물 박막(4)은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 혹은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다른 적절한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얕은 트렌치 격리 영역을 규정하
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여 트렌치(1)를 형성한다. 리소그래피 패턴(도시 안함)을 사용하여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를 규정한 후, 본 기술 분야에 적절한 임의의 에칭 공정을 사용하여 질화물 박막(4)과 산화물 박막(3)을 에칭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연속적인 반응성 이온 에칭(reactive ion etch : RIE) 플라즈마 에칭 공정을 사용할 수 있
다. 다음으로, 트렌치가 반도체 기판(10) 내로 에칭됨에 따라 트렌치 형성이 계속되며, 반도체 기판(10)은 바람직할 
실시예에서는 실리콘이 될 수 있다. 트렌치를 형성하는 데에 본 기술 분야에 적절한 임의의 실리콘 에칭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RIE 에칭이 사용될 수 있다. 형성된 트렌치(1)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4)과 산화물 박
막(3)을 통과해 연장되어 반도체 기판(10) 안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측벽(5)과 트렌치 바닥면(6)을 포함한다.
    

    
도 1a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의 "풀백"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에서, 질화물 박막
(4)은 트렌치(1)에 인접한 영역(60)으로부터 풀백되어 있다. 질화물 박막(4)은 본 기술 분야에 적절한 임의의 공정을 
사용하여 에칭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160 내지 165℃의 뜨거운 인산을 사용할 수 있다. 질화물 박막(4)이 도 1a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칭되거나 풀백된 후, 얕은 트렌치(1)에 인접하여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이 없는 영역(60)이 형
성된다. 또한,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이 풀백됨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줄어들어, 박막 두께(61)가 (도 1에 도시한 바
와 같은) 원래의 박막 두께(15)보다 작아진다. 트렌치(1)를 충진하기 전에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을 "풀백"하면 활성 
영역이 후속하는 트렌치 충진 공정에서 충진될 모서리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 2는 공정의 다음 단계 후의 도 1에 도시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는 측벽(5) 및 트렌치 바닥면(6)을 따라 열적 산
화물 라이너(11)를 형성한 후의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산화물 라이너 박막(
11)의 두께는 100 내지 200Å 정도가 될 수 있다.

    
도 3에서, 유전체 재료(13)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의 상부 표면(8)을 덮고 있으며 기판(10) 내에 형성된 트렌치(1)
를 충진하고 있다. 유전체 재료(13)의 상부 표면(18)은 질화물 박막(4)의 상부 표면(8) 위로 두께(17)만큼 덮여 있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유전체 재료(13)는 TEOS 박막이 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TEOS 박막을 증
착시키는 공정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공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얕은 트렌치 격리(shallow tren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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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tion : STI) 구조(16)가 트렌치(1) 내에 형성된다.
    

    
도 4는 평탄화된 후의 STI 구조(16)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원래 상부 표면(18)을 리세스함에 따
라, 실리콘 질화물 박막(4) 위의 영역의 유전체 박막(13)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어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의 상부 표면
(8)이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의 상부 표면(8)과 같은 높이로 평탄화된 유전체 박막(13)의 상부 
표면(19)이 생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구조를 평탄화하는 데에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
lishing : CMP)를 사용할 수 있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16)를 형성하는 유전체 재
료(13)는 원래 실리콘 기판의 표면(2) 위로 거리(22)만큼 연장된 상부 표면(19)을 갖는다.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1
6)와 질화물 박막(4) 사이의 교차부(14)는 비교적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4)과 산화물 박막(3) 모두를 제거한 후의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
(16)를 나타낸다.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은 기술 분야에서 적합한 임의의 공정을 사용해, 예컨대, 160 내지 165℃의 
뜨거운 인산 내에서 박막을 에칭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실리콘 질화물 박막(4)을 제거한 후, 산화물 박막(3)을 제거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산화물 박막(3)은 배치(batch) 반응기를 사용하여 7 내지 8.5 밀리토르(millitorr)의 압력으로 
불산과 암모니아의 2 : 1 가스 혼합물 내에서 박막을 에칭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30 내지 50Å 정도의 산화물 박막
을 제거하는 것과 연관된 전형적인 에칭 시간은 3 내지 10 분이 될 수 있다. 에칭 시간은 사용된 배치 반응기의 크기와 
반응 챔버 내에서 동시에 에칭되는 반도체 소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칭 공정은 가스 상태의 중성 혼합물만
을 사용하며 반응성 이온 에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와 실리콘 기판(2)의 교차
부(24)에 디보트를 생성함이 없이, 산화물 박막(3)을 제거하여 원래의 실리콘 기판(2)을 노출시킬 수 있다. 산화물 박
막(3)을 제거하여 실리콘 기판(2)을 노출시킴에 따라,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16)의 상부 표면(19) 또한 (아래와 같
이) 대략 동일한 속도로 리세스된다.
    

상부 표면(19) 또한 위에서와 같이 에칭 중에 리세스되기 때문에,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16)의 상부 표면(19)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은 거리(2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리(23)만큼 원래 실리콘 기판(2) 위로 연장되어 있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부 표면(19)이 후속하는 산화물 에칭이 완료된 후에 거의 기판 표면(2)에 맞추어 
평탄화되게 거리(23)를 선택한다.

본 발명의 구조를 에칭하기 위해 전술한 에칭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어닐링되지 않은 TEOS 박막의 에칭 속도는 열적 
산화물 박막과 어닐링된 TEOS 박막의 에칭 속도보다 느리다. (젱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82,925 호에 기술
된 바와 같은 에칭 공정은 진공 분위기 내에서 산화물과 HF를 반응시켜 SiF 4 를 형성하고 NH3 과 SiF4 를 반응시켜 암
모니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ammonia hexafluorosilicate), (NH 4 )2 SiF6 을 형성함으로써 산화물을 벗겨 내는 방
법을 기술한다. 암모니아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가 에칭되는 표면 상에 잔류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닐링되지 않은 TEOS 박막의 에칭 속도는 열적으로 성장된 산화물 박막의 에칭 속도에 비해 
느리고 또한 어닐링된 TEOS 박막의 에칭 속도에 비해서도 느리다. 이와 같이, 이 방법은 어닐링되지 않은 TEOS 박막
을 과도 에칭하여 디보트를 생성하지 않고도 열적 산화물 박막과 어닐링되지 않은 TEOS 박막을 동시에 에칭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어 본 발명을 가능케 한다.

도 6은 얇은 희생 산화물 박막(30)을 기판(10)의 표면(2) 상에 열적 성장한 후의 얕은 트렌치 격리(STI)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희생 산화물 박막(30)의 두께는 표면(2) 상에 60 내지 70Å이 될 수 있다. 희생 
산화물 박막(30)은 기판(10)의 표면(2) 내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도록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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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얇은 희생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본 발명의 제 1 예시적인 실시예의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16)를 생성한 후의 STI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배치 반응기를 사용하여 7 내지 8.5 
밀리토르의 압력의 불산과 암모니아의 2 : 1 가스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STI 구조(16)는 상부 표면(19)과 격리 소
자(16)가 표면(2)과 교차하는 디보트가 없는 모서리(24)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 2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트렌치 내로 도입된 후에 리세스되는 질화물 라이너를 사용하여, 도 8은 도 2에 후속하는 
공정 시퀀스(sequence) 내의 단계로 본 발명의 이러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공정 시퀀스를 계속한다. (도 1 및 도 
2는 다수의 실시예에서의 STI 구조에 공통되는 초기 공정 단계를 나타낸다.) 앞서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 
1a에서와 같은 질화물 "풀백" 공정을 도 8에 도시한 공정 시퀀스 내의 단계 이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도 8에서, 구조 위에 얇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을 형성한다. 얇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
4)의 양쪽 상부 표면(8)을 피복하고 트렌치 벽(5)과 트렌치 바닥면(6)을 따라 트렌치(1)를 충진하여 얇은 열적 산화
물 박막(11)을 피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LPCVD에 의해 증착된 50 내지 60Å의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업자에게 자명한 바와 같이, 얇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증착시키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얇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은 상부 표면(9)을 갖는다.
    

도 9는 공정의 다음 단계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TEOS 박막이 될 수 있는 유전체 박막(42)을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의 상부 표면(9) 위와 또한 트렌치(1) 내부에 침착하여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49)를 형성한다. TE
OS 박막(42)의 상부 표면(43)은 이제는 얕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의 상부 표면(9)인 하부에 위치하는 기판의 상
부 표면(9) 위로 거리(46)만큼 연장되어 있다.

    
도 10은 평탄화된 후의 얕은 트렌치 구조(49)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화학 기계적 연마를 사용할 수 
있다. 도 9의 원래 상부 표면(43)은 유전체 박막(42)의 상부 표면(50)까지 리세스되어, 상부 표면(50)은 실리콘 질화
물 박막(40)의 상부 표면(9)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평탄화되어 있다.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은 또한 이전에 질화물 
박막의 상부 표면(9)을 덮었던 부분의 유전체 박막(42)이 이 공정 중에 실질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평탄화 공정 중에 
노출된다.
    

    
도 11은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리콘 질화물 박막(4, 40)을 포함하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이 제거된 후의 얕은 
트렌치 구조(49)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제거하는 데에 160 내지 165℃의 뜨
거운 인산을 사용할 수 있다.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제거함에 따라, 트렌치 구조(49)의 모서리에 디보트(52)가 형성된
다. 트렌치의 측벽(5)을 라이닝했던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 박막(40)의 일부분이 트렌치의 측벽(5)이 실리콘 질화물 
박막(40, 4)과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모서리(55)로부터 제거된다. 디보트(52)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이 모서리(
55) 아래로 리세스되어 생성된다. 측벽(5)을 따라 위치하는 질화물 박막(40)은 원래의 실리콘 기판의 표면(2) 아래로 
거리(54)만큼 리세스된다. 후속하는 도면에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다음에 충진될 수 있도록 디보트(52)의 크기를 제
어하면서 모서리(52)로부터 질화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리세스 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공정에서 
후에 산화물 박막(3)이 제거된 후, 디보트(52)를 산화물 박막으로 충진하여 모서리(55)로부터 질화물 박막(40)이 리
세스된 것을 유지하면서 디보트(52)를 충진한다. 질화물 라이너의 이러한 리세스된 피쳐는 고온 캐리어 누설을 감소시
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질화물 박막(4, 40)을 뜨거운 인산에 의해 제거할 때, 질화물 라이너가 모서리(55)로부
터 리세스되게 의도적으로 제어 가능하게 과도 에칭하여 질화물 박막이 모서리(55)에 잔류함으로 인해 실리콘 측벽 영
역 내의 매립 채널 p-FET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진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12a 및 도 12b에 도시한 공정, 혹은 예시적인 또다른 실시예에서 도 13a 내지 도 13d에 
도시한 바와 같은 공정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생성된 디보트(52)를 실질적으로 충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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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에서, 이렇게 생성된 디보트(도 11의 피쳐(52))를 이어서 산화물 충진제일 수 있는 플러그(57)로 실질적으로 
충진한다. 디보트를 충진하고 플러그(57)를 생성하기 위해, 본 기술 분야에 적합한 많은 산화물 침착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산화물 침착 공정은 LPTEOS(저압 TEOS 증착)일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T
EOS 박막의 오존 지원 화학 증착(ozone-assisted chemical deposition)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디보트(도 11의 피쳐(52))를 부분적으로 충진하기 위해 얇은 다결정 실리콘층을 증착시킬 
수 있다. 다결정 실리콘 박막의 증착에 이어서, 이 구조를 열적 산화시켜 원래의 디보트 내의 다결정 실리콘 박막을 산
화시킨다. 형성된 산화물 박막은 원래의 다결정 실리콘 박막보다 더 두꺼우며, 디보트를 충진한다. 예를 들어, 60 Å 넓
이의 리세스에 대해, 20Å의 부합적(conformal) 다결정 실리콘 박막을 각각의 리세스면 상에 증착시킨다. 형성된 산화
물은 리세스의 남은 20 Å을 충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디보트를 충진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충진제로서 사용될 산화
물 박막을 증착시키기 전에 HF/암모니아 혼합물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디보트를 깊고 넓게 (에칭)할 수 있다. 디
보트를 깊게 하고 넓히는 것에 대한 결정은 후에 디보트를 충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산화물 증착 공정에 기초해서 이루
어질 것이다. 산화물 박막이 형성되어 디보트를 충진함에 따라, 희생 산화물 박막(도시 안함)이 또한 STI 소자 위에 형
성될 것이고 열적 산화물 박막(3)에 추가될 것이다.
    

    
도 12b는 산화물 박막(3) 및 디보트 충진 공정 중에 형성된 모든 추가 산화물 박막이 원래의 기판 표면(2)까지 제거된 
후의 완성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49)를 나타낸다.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기 위해, 7 내지 8.5 밀리토르 압력의 HF/
암모니아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산화물 박막(3)과 모든 희생 산화물을 제거한다. STI의 상부 표면(50) 또한 열적 
산화물 박막(3)의 원래 두께와 대략적으로 동일한 정도만큼 리세스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산화물 박막(3) 및 모든 희
생 산화물이 제거된 후에도 산화물 에칭은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부 표면(50)이 원래의 기판 표면(2)의 
레벨까지 더 리세스될 수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완성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49)는 상부 표면(2)을 갖는 실리콘 기판(10) 내에 형성된 측벽(5) 
및 트렌치 바닥면(6)에 의해 규정되는 트렌치를 포함한다. 얕은 트렌치 격리 피쳐는 얇은 산화물 라이너(11)를 포함한
다. 또한 얇은 실리콘 질화물 박막(40)을 포함한다. 이 실리콘 질화물 박막은 원래의 실리콘 기판의 상부 표면(2)으로
부터 소정 양(54)만큼 리세스되어 있다. 이 리세스된 영역은 산화물인 충진 박막(57)에 의해 충진되었다. STI 구조(
49)는 상부 표면(50) 및 STI 구조(49)와 기판 표면(2)의 교차부(60)에 형성된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모서리를 
포함한다. 산화물로 구성된 플러그(57)에 의해 교차부(60)는 연속적인 표면을 갖는다.
    

예시적인 실시예 3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원래의 산화물 박막(3)을 제거한 후 산화물 박막에 의해 디보트를 실질적으로 재충진할 수 
있다. 도 13a는 이러한 대체 실시예에 대한 도 11 이후 공정의 단계를 나타낸다. 도 13a는 산화물 박막(3)(도 11)을 
제거하여 기판 표면(2)을 노출시킨 후의 STI 구조(79)를 나타낸다. 질화물 박막(40)은 이전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와 같이 모서리(55)로부터 리세스되어 있다.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산과 암모니아의 가
스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산화물 라이너(11)와 유전체 박막(42)의 일부분이 산화물 
제거 단계 중에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물 박막(3)이 제거됨에 따라 디보트(52)가 커진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앞서의 상부 표면(50) 또한 산화물 제거 단계 중에 리세스되어 상부 표면(80)을 생성한다.
    

도 13b는 표면(2) 위와 디보트(52) 내부에 열적 성장된 희생 산화물 박막(64)을 추가로 형성한 후의 STI 구조(79)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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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c는 산화물 플러그(67)로 디보트(52)를 충진한 후의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산화물로 디보트(52)
를 실질적으로 충진하는 방법은 앞서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 12a를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3d는 희생 산화물 박막(64)을 제거한 후의 이 예시적인 대체 실시예의 완성된 STI 구조(79)를 나타낸다. 도 13
c에 도시한 바와 같은 희생 산화물 박막(64)을 제거하는 방법은 앞서의 산화물 제거 공정 단계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은 불산과 암모니아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완성된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
79)는 상부 표면(2)을 갖는 실리콘 기판(10) 내에 형성된 측벽(5)과 트렌치 바닥면(6)에 의해 규정된 트렌치를 포함
한다. STI 소자(79)는 상부 표면(80) 및 STI 구조(79)와 기판 표면(2)의 교차부(75)에 형성된 디보트가 없는 모서
리를 포함한다. 산화물로 구성된 플러그(67)에 의해 교차부(75)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표면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
에서, 도 12d를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산화물 에칭을 더 수행하여 기판 표면(2)까지 상부 표면(80)을 더 리세스
할 수 있다.
    

소자 응용예

전술한 격리 구조는 도 14a 및 도 14b에 나타낸 바와 같은 매립 스트랩을 구비하는 저장 트렌치 DRAM 회로에 결합될 
수 있다. 매립 스트랩과 부 문턱 누설의 조합은 어레이 문턱 주입을 조절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구조
에 비하여 감소된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의 디보트는 감소된 어레이 주입을 가능케 하므로 DRAM 어레이 내
의 매립 스트랩과 부 문턱 누설의 조합을 감소시킨다.

특허 청구된 구조의 트렌치의 측벽으로부터 질화물 라이너를 제거함으로써 매립 채널 p-FET 내의 기생적인 가장자리 
도전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낮은 누설 어레이와 지원 트랜지스터가 동시에 얻어진다.

    
도 14a는 DRAM 소자에 내장된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STI) 소자(90)를 나타낸다. STI 구조(90)는 리세스된 
질화물 라이너(91)를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STI 구조(90)는 (앞서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 기판(81) 내에만 형성되지도 않고,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도핑된 p 웰 영역(82) 내에만 형성
되지도 않는다. 반대로, STI 구조(90)는 부분적으로 p 웰 영역(82) 내에 형성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 구조(90)의 형성 이전에 기판(81) 내에 형성된 트렌치 캐패시터(96) 내에 형성된다. 트렌치 캐패시터(9
6)는 n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 충진 재료(88)와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88)을 기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칼라(collar) 
산화물(94)을 포함한다. 다결정 실리콘 박막 재료(88)의 상부 부분은 매립 스트랩 영역(89)을 포함한다. 외방 확산된 
매립 스트랩 영역(93)과 함께 매립 스트랩 영역(89)은 n형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 박막 재료(88)와 (도 14b에 도시한) 
트랜지스터 소자의 활성 영역 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제공한다. n형 매립 스트랩 영역(93)과 p 웰 영역(82) 사이에 접
합(99)이 형성된다.
    

    
이 구조의 상부 표면(61)에 어레이 문턱 주입(98)을 수행한다. 본 기술 분야에 적합한 어떠한 이온 주입 공정도 p형 
도펀트를 이 구조물 내로 주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어레이 문턱 주입은 붕소를 포함한다. 
어레이 문턱 주입(98)은 부 문턱 누설은 물론 n형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제어한다. 어레이 문턱 주입(98)은 (도 
14b에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후에 DRAM 트랜지스터의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에 의해 피복될 영역(97) 내의 기판으
로 주입되고, 주입된 불순물은 매립 스트랩 누설을 야기시키는 영역(62) 내의 기판으로 들어가고 또한 트랜지스터 소
자의 활성 영역이 될 영역(도시 안함) 내의 기판으로 들어간다.
    

    
도 14b는 완성된 후의 DRAM 소자(41)를 나타낸다. 완성된 소자(41)는 도 14a를 참조하여 기술한 바와 같은 피쳐를 
포함하고 또한 n형 트랜지스터(95)의 소스/드레인 영역(85, 86)을 포함한다. 트랜지스터(95)는 또한 게이트(83)를 
포함한다. 소스/드레인 영역(85, 86)은 트랜지스터(95)의 활성 영역으로서, 본 기술 분야에 적합한 소스/드레인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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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과 같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도 형성될 수 있다. 소스/드레인 영역은 n형 도펀트 불순물에 의해 형성된다. 마찬가지
로, 트랜지스터 게이트(83)는 본 기술 분야에 적합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 게이트(83)는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사용해 증착될 수 있는 다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성된 구조는 이 구조의 상부 표면을 덮고 있는 질화물 라이너(87)를 포함한다. 소자의 
인접한 피쳐들에 들어가 있는 상이한 도펀트 불순물과 소자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 상이한 재료로 인해, 이 구조물과 
관련된 많은 누설이 관찰되었다. 화살표(84)는 트랜지스터 소자와 관련된 부 문턱 누설 경로를 나타낸다. 화살표(92)
는 매립 스트랩 접합 누설을 나타낸다. 화살표(92)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이 누설은 p 웰 영역(82)과 n형 도핑된 
매립 스트랩 영역(93) 사이의 경계면에 생성된 p-n 접합(99)에서 발생한다. 본 발명의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90)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매립 스트랩 누설(화살표(92))과 부 문턱 누설(화살표(84))의 조합을 최소화하도록 어레이 문턱 
주입(도 14a의 피쳐(98))이 조절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요점과 개념을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범주 및 기
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도 박막을 침착하고 제거하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기술한 것과 다른 두께를 갖는 박막이 사용될 수도 있다. 구조를 평탄화하는 방법과 같은 다른 공정 세부 내용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격리 구조의 역할을 하는 구
조와 그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구조는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얕은 트렌치 격리 소자로서, 질화물 박
막은 격리 소자의 모서리 혹은 그 근처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트렌치 소자 내에는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주요한 이점은 전기적 측정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생성된 문턱 전압 및 연관된 Vt 주입에 대한 효과이다. 
주요한 특징은 디보트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문턱 전압이 낮아지지 않고, Vt 주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주사 전자 현미경과 같은 분석 장치에 의해 식별 가능한 작은 디보트를 갖는 구조를 생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전기적 특성은 산화물 및 유전체 박막을 제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불산/암모니아 가스 혼합
물 대신 불산 수용액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구조에 비해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것과 같
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고 기술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기술된 세부 내용에 한
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특허 청구 범위의 동등물의 범주 및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으
면서 상세 내용에 다양한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산화물 충진부에 의해 활성 영역의 모서리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보트
가 없는 질화물 라이너를 구비할 수 있는 얕은 트렌치 격리 피쳐에 의해 격리되는 낮은 누설 트랜지스터를 생성하는 데
에 사용되는 재료, 공정,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요구된 어레이 문턱 전압 주입을 감소시켜 어레이 누설을 최적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매립 스트랩 및 부 문턱 누설의 조합을 최소화시키는 이점을 갖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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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집적 회로 소자 내에 실질적으로 디보트(divot)가 없는 격리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반도체 기판의 반도체 표면 상에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산화물 박막 상에 상부 표면을 구비하는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증착하여 소자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소자 기판 내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 상기 트렌치는,

i)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과 상기 산화물 박막을 통해,

ii) 상기 반도체 기판 내부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트렌치는 트렌치 바닥면과 트렌치 벽을 구비함 — 와,

d) 적어도 상기 트렌치 벽 상에 산화물 라이너를 형성하는 단계와,

e) 적어도 상기 트렌치 벽 상의 상기 산화물 라이너 위에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를 형성하고,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 위에 상부 표면을 갖는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f) 유전체 박막으로 상기 트렌치를 충진하는 단계 — 상기 유전체 박막은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
면 위로 연장되어 있는 상부 표면을 구비하며 상기 격리 소자와 상기 반도체 표면 사이에 교차부를 형성함 — 와,

g)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에 의해 형성된 면 위에 연장되어 있는 상기 유전체 박막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상기 격리 소자를 실질적으로 평탄화시키는 단계 — 상기 유전체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 레벨은 상기 실
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 상에 있음 — 와,

h)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과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제거하고, 상기 반도체 표면 아래로 상기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 박막을 리세스하여 상기 트렌치 벽을 따라 디보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i) 상기 디보트를 절연 물질로 실질적으로 충진하는 단계와,

j) 상기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교차부에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표면이 생성되어 있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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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보트를 실질적으로 충진하는 단계 이전에 불산과 암모니아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상기 격리 소자를 에칭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i)가,

i1) 다결정 실리콘 박막으로 상기 디보트를 부분적으로 충진하는 단계와,

i2) 상기 다결정 실리콘 박막을 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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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5 항에 있어서,

c1) 상기 트렌치에 인접한 부분의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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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8.

집적 회로 소자 내에 실질적으로 디보트가 없는 격리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반도체 기판의 반도체 표면 위에 제 1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제 1 산화물 박막 위에 상부 표면을 구비하는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증착시켜 소자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와,

c) 상기 소자 기판 내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 상기 트렌치는,

i)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과 상기 제 1 산화물 박막을 통해,

ii) 상기 반도체 기판 내부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트렌치는 트렌치 바닥면과 트렌치 벽을 구비함 — 와,

d) 적어도 상기 트렌치 벽 상에 산화물 라이너를 형성하는 단계와,

e) 적어도 상기 트렌치 벽 상의 상기 산화물 라이너 위에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를 형성하고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 위에 상부 표면을 갖는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f) 유전체 박막으로 상기 트렌치를 충진하는 단계 — 상기 유전체 박막은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
면 위로 연장되어 있는 상부 표면을 구비하며 상기 격리 소자와 상기 반도체 표면 사이에 교차부를 형성함 — 와,

g)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에 의해 형성된 면 위에 연장되어 있는 상기 유전체 박막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상기 격리 소자를 실질적으로 평탄화시키는 단계 — 상기 유전체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 레벨은 상기 실
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의 상기 상부 표면과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 상에 있음 — 와,

h) 상기 실리콘 질화물 피복 박막과 상기 제 1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제거하고, 상기 반도체 표면 아래로 상기 실리콘 
질화물 라이너 박막을 리세스하여 상기 트렌치 벽을 따라 디보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i) 상기 제 1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j) 적어도 상기 반도체 표면 상에 제 2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k) 상기 디보트를 절연 물질로 실질적으로 충진하는 단계와,

l) 상기 제 2 산화물 박막을 제거하여 상기 반도체 표면을 실질적으로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교차부에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표면이 생성되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j)가 상기 반도체 표면을 열적 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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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3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가 상기 반도체 기판을 열적 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산화물 박막이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부분
을 소모하는

디보트 없는 격리 소자 형성 방법.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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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1a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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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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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도면 10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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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a

도면 12b

도면 13a

도면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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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c

도면 13d

도면 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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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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