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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일 기판 상에 바이폴라, CMOS 및 D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BiCDMOS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다.  먼저,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 상에 제2 도전형의 반도체 영역을 형성한다.  다음에 반도체 영역
의 선택된 영역에 제1 도전형의 웰 영역들과 제2 도전형의 웰 영역들을 형성한다.  그리고, 웰 영역이 형
성된 구조체 상에 패드 산화막 및 산화 방지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마스크막상에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산화 방지막을 식각하여 산화 방지막 
패턴을 형성하고,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그리고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고, 제
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다음에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1 및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확산시켜 제1 및 제2 
도전형의 필드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산화막을 성장시켜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24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DMOS 소자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2a 내지 도 24b는 본 발명에 따른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BiCDMOS 소자 내의 DMOS 소자를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트랜지스터 및 DMOS(Double Diffused Metal Oxide Semiconductor) 고전압 트
랜지스터가 동일한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BiCDMOS 기술은 바이폴라, CMOS 및 DMOS 기술의 조합이다.  즉, CMOS 기술의 낮은 소비 전력, 작은 노이
즈 마진 및 높은 집적 밀도와, 바이폴라 기술의 빠른 스위칭 및 입/출력 속도와, DMOS 기술의 고전압 특
성 등이 복합되어 있다.  따라서, 단일 칩에 전력 소자, 논리 소자 등을 집적 가능하게 하여 칩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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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그리고 고내압 및 고전류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BiCDMOS 소자의 제조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수의 마스크층이 사용되므로 그 공정 단가가 높다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적은 마스크층을 사용하여 BiCDMOS 소자를 제조함으로써 그 공정 단가를 낮추
면서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BiCDMOS 소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DMOS 소자는 기생 트랜지스터의 턴-온 현상 및 과다한 역방향 전
류에 의해 소자가 파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일반적인 수평형 DMOS 트랜지스터의 단면도로서, 소스 전극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셀을 나
타내었다.

도 1을 참조하면, p형으로 도핑된 반도체 기판(10) 상에 n형의 고농도 매몰층(11)이 형성되어 있으며, n
형 매몰층(11) 상에는 n형 저농도 에피택셜층(12)이 형성되어 있다.  n형 에피택셜층(12)의 상부에는 역
시 n형의 저농도 웰 영역(13)이 형성되어 있으며, n형 웰 영역(13)의 상부에는 p형의 저농도 베이스 영역
(14)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p형 베이스 영역(14)의 양쪽에는 일정 거리 이격되어 n형의 저농도 베이
스 영역(15a, 15b)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p형 베이스 영역 내에는 n형 고농도 소스 영역(16a, 16b)이 
이중 확산 공정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한편, n형 고농도 드레인 영역(17a,  17b)이 n형 베이스 영역
(15a, 15b)의 상부에 이중 확산 공정에 의해 각각 형성되어 있다.

소스 전극(18)은 n형 소스 영역(16a, 16b) 및 p형 베이스 영역(14)과 전기적으로 컨택되도록 형성되어 있
다.  소스 전극(18) 양쪽에는 게이트 전극(19a, 19b)이 소스 전극(18)과 일정 거리 이격되도록 형성되어 
있는데, n형 소스 영역(16a, 16b)과 p형 베이스 영역(15a, 15b)의 일부 영역에 산화막(20)을 통하여 연결
되어 있다.  그리고 드레인 전극(21a, 21b)은 n형 드레인 영역(17a, 17b)과 전기적으로 컨택되어 있다.  
한편, 소스 전극(18), 게이트 전극(19a, 19b) 및 드레인 전극(21a, 21b)은 절연막(22)에 의해 서로 절연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평형 DMOS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베이스 영역의 저항 성분(Rb)을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

하에 의해 소스 영역(16a, 16b), 베이스 영역(14) 및 드레인 영역(17a, 17b)으로 형성되는 기생 npn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가 턴-온 되면 게이트 전극(19a, 19b)에 의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소자가 파
괴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베이스 영역(14)의 저항 성분(Rb )을 흐르는 전류에는 제너 다이오드 전류

(Iz1)도 포함된다.  여기서 제너 다이오드 전류(Iz1)는, 소자 오프시에 부하의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 과전

류가 흘러서 베이스 영역(14)과 드레인 영역(17a, 17b) 사이에 일정 전압(제너 전압) 이상이 인가된 경우
에 제너 다이오드 성분(24a)을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p형 고농도 영역(23)을 베이스 영역(14)에 깊게 형성하여 베이스 영역
(14)의 저항값(Rb)을 줄여주는 한편, p형 고농도 영역(23)과 n형 매몰층(11) 사이에 또 하나의 제너 다이

오드 성분(24b)을 형성함으로써, 베이스 영역(14)의 저항 성분(Rb)을 통과하는 제너 다이오드 전류량이 적

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p형 고농도 영역(23)을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마스크층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므로 공정이 복잡해
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내압 공정에서는 p형 고농도 영역(23)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제너 다이오드 
성분(24a)의 제너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 성분(24b)의 제너 전압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 경우에 베이스 
영역(14)의 저항 성분(Rb)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제너 다이오드 전류가 베이스 영역(14)의 저항 성분(Rb)으

로 계속 흘러서 기생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턴-온 되기 쉬우며, 따라서 소자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되는 마스크층의 수를 줄임으로써 그 공정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BiCDMOS 소자 내에서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턴
-온을 억제시키는 구조를 갖는 DMOS 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은, 동일 기판 상에 바이
폴라, 모스 및 이중 확산 모스 소자가 형성된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 상에 제2 도전형의 반도체 영역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반도체 영역의 선택된 영역에 제1 
도전형의 웰 영역들과 제2 도전형의 웰 영역들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웰 영역이 형성된 구조체 상에 
패드 산화막 및 산화 방지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상기 마스크막상에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
한다.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산화 방지막을 식각하여 산화 방지막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그리고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
고,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다음에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확산시켜 제1 및 제2 도전형의 필드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산화막을 성장시켜 필드 산화막을 형
성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선택된 영역에 제1 도전형의 메몰층들과 제2 도전형의 매몰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매몰층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산화막을 형성하고, 상기 산화막 상에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
성한다.  그리고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제1 산화막 패턴을 형성하여 반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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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선택된 영역들을 노출시킨다.  다음에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제2 도
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하고,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한다.  다음에 상기 제2 도전형
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켜 제2 도전형의 매몰층을 형성하되, 확산 공정을 산소 분위기에서 수행하여 
상기 제2 도전형의 매몰층이 형성된 영역과 형성되지 않은 영역 사이의 반도체 기판 사이에 단차가 형성
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제1 산화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2 산화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제2 산화
막 상에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한다.  그리고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상기 제1 도전
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켜 제1 도전형의 매몰층을 형성하되,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에서는 제2 도전형의 매몰층과 중복되도록 형성한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더 포함한다.  즉, 상기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 후에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고, 제1 도전형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고,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형성한다.  다음에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
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및 컬렉터 영역을 형성한
다.  다음에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및 컬렉터 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DMOS 소자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 상에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매몰층이 형성되며, 상기 매몰층 상에는 제2 도전형의 저농도 반도체 영역이 형성된
다.  상기 반도체 영역의 상부에 제2 도전형의 저농도 웰 영역이 형성되고, 상기 웰 영역의 일정 영역에
는 제1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이 형성된다.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매몰층은 상기 매몰층의 하부 및 
상부에 형성되되, 상부에서는 상기 제1 도전형의 바디 영역과 중첩되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1 도
전형의 바디 영역 내에 제2 도전형의 고농도 소스 영역 및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드레인 영역이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은 상기 소스 영역 및 제1 도전형의 바디 영역의 일부와 절연되어 연결되도록 형성되고, 소스 
전극은 상기 소스 영역의 일부와 접촉되도록 형성되며, 그리고 드레인 전극은 상기 드레인 영역과 접촉되
도록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 사이의 웰 영역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필드 영역을 더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 내지 도 2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여기서, BiCDMOS 소자를 구성하는 각 소자들은 상보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단순화를 위해 도면에서는 
n형 또는 p형 소자 중 어느 하나의 소자만을 표시하였다.

먼저, 도 2a 내지 도 6b는 n형 매몰층들 및 p형 매몰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p형의 도전형을 갖는 반도체 기판(100)을 마련한다.  이 반도체 기판(100)에
는 BiCDMOS 소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들이 형성되는데, 도면에서 참조 부호 '100A'는 수평형 이중 확
산 p형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100B'는 게이트 폴리 레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100C'는 
고전압 p형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100D'는 n형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100E'는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100F'는 커패시터가 형성될 영역을, 그리고 '100G'는 수평형 
이중 확산 n형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을 각각 나타낸다.   다음에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제1 산
화막 패턴(101) 및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을 형성한다.  이를 위하여, 반도체 기판(100)상에 제1 산화
막 및 포토레지스트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그라피법에 따른 노광 및 현상을 수행
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을 형성한다.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은 n형 매몰층(buried layer) 형
성을 위한 n형 불순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된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제1 산화막 패턴(101)을 형성한다.  그러면, 제1 산화막 패턴(101) 및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에 
의해 n형 매몰층이 형성될 영역이 노출된다.  즉, 제1 산화막 패턴(101) 및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은 
LDPMOS(Lateral Double Diffused PMOS) 트랜지스터의 n형 매몰층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부(103A),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n형 매몰층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부(103B),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n형 매몰층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부(103C)  및  LDNMOS  트랜지스터의  n형  매몰층을  형성하기  위한  개구부(103D)를 
갖는다.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2)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n형 매몰층 형성을 위
한 n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이 때, n형 불순물 이온으로는 비소(As) 이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

도는 3×10
15
 - 5×10

15
 atoms/㎠가 되도록 한다.  n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 후에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

(102)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입된 n형 불순물 이온에 대한 드라이브-인 확산 공정을 수행한다.  상기 확
산 공정은 1200℃의 온도에서 200분 내지 400분 동안 열처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기
판(100)의 LD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A),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C),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영역(100E) 및 LD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G)의 상부에 n형 매몰층(105A, 105B, 105C, 105D)이 각각 형성
된다.  한편, 확산 공정을 수행하는 반응 챔버 내에 산소(O2) 가스를 공급하여 반도체 기판(100)의 노출면

(103A, 103B, 103C, 103D)에 제2 산화막(104)을 형성시킨다.  이 경우에, 제1 산화막 패턴(101)과 제2 산
화막(104)의 성장률 차이로 인하여 반도체 기판(100)의 표면에 단차(d)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단차(d)는 제1 산화막 패턴(101) 및 제2 산화막(104)을 제거한 후에 수행되는 후속 공정에서 얼라인 키
(align key)로 사용된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제1 산화막 패턴(101) 및 제2 산화막(104)을 제거한다.  그리고, 기판(100)
의 노출면에 제3 산화막(106)을 성장시킨다.  제3 산화막(106)은 이온 주입 완충막으로서 사용되며, 800
Å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한다.  다음에 제3 산화막(106)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하고, 통상의 리소
그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7)을 형성한다.  이 때, 앞선 공정에
서 형성된 단차를 이용하여 얼라인한다.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7)은 p형 매몰층 형성을 위한 불순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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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되는데, 이를 위하여 LDP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100A)을 노출시키는 개구부
(108A), 저항기가 형성될 영역(100B)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08B), N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영역(100D)
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08C), 커패시터가 형성될 영역(100F)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08D) 및 LDNMOS 트랜
지스터가 형성될 영역(100G)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08E)를 갖는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7)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고, 제3 산화막(106)을 이온 주입 완충막으로 하여 p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p형 불순물 이온으로는 붕소(B)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도는 1×10
14
 - 3×10

14
 atoms/㎠가 되도록 한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07)을 제거하고 p형 불순물 이온 드라이브-인 확산 공
정을 수행한다.  즉, 1200℃의 온도에서 100분 내지 300분 동안 열처리를 하여 주입된 p형 불순물 이온을 
확산시킨다.   그러면,  LD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A)  및  LD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G)의  n형 매몰층
(105A)(105D) 하부에 각각 p형 매몰층(109A)(109E)이 형성되며, 반도체 기판(100)의 저항기 영역(100B), 
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D)  및 커패시터 영역(100F)의 상부에도 p형 매몰층(109B)(109C)(109D)이 각각 
형성된다.

다음에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제3 산화막(106)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n형 저농도 에피택셜층(110)
을 성장시킨다.  n형 에피택셜층(110)의 두께는 5-7㎛가 되도록 하고, 비저항은 1.4-2.0Ω㎝가 되도록 한
다.  다음에 n형 에피택셜층(110) 상에 제4 산화막(111)을 성장시킨다.  제4 산화막(111)의 두께는 600-
800Å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제4 산화막(111)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열처리 공정 동안에 n형 
매몰층들(105A 내지 105D) 및 p형 매몰층들(109A 내지 109E)도 확장된다.  즉, n형 매몰층들은 기판(10
0)과 n형 에피택셜층(110) 사이의 경계면으로부터 주로 수직 방향으로 확장된다.  마찬가지로, p형 매몰
층들도 기판(100)과 n형 에피택셜층(110) 사이의 경계면으로부터 주로 수직 방향으로 확장된다.

한편, p형 매몰층(109A)은 n형 매몰층(105A) 위에서 주입된 p형 불순물 이온이 에피택셜층(110)의 성장과 
동시에 더 확산됨으로써 두 개로 분리되어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p형 매몰층(109E)은 n형 매몰층(105D) 
위에서 주입된 p형 불순물 이온이 에피택셜층(110)의 성장과 동시에 더 확산됨으로써 두 개로 분리되어 
형성된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p형 불순물 이온인 붕소의 확산 속도는 n형 불순물 이온인 비소
의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  따라서, n형 에피택셜층(110)을 성장시키는 동안에, p형 불순물 이온들은 고
농도의 n형 영역을 가로질러 n형 매몰층(105A, 105D)의 상부까지 확산한다.  또한, p형 불순물 이온을 주
입하기 위한 개구부(108A 내지 108E)가 n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기 위한 개구부(103A 내지 103D)보다 충
분히 작으므로, 주입된 p형 불순물 이온들의 수평 방향으로의 확산은 n형 매몰층(105A, 105D)을 넘지 못
할 정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n형의 매몰층(105A, 105D)으로 분리된 두 개의 p형 매몰층(109A, 109E)
이 각각 형성된다.

다음에, 도 7a 내지 도 10b는 싱크 영역 및 각종 웰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제4 산화막(111)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그
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일정 영역에 개구부(112)를 갖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3)을 
형성한다.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3)을 n형 고농도 싱크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된다.  즉, 상기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3)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전면에 n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

다.  n형 불순물 이온으로는 인(P)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도는 4×10
15
 - 7×10

15
 atoms/㎝

2
가 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13)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질화막 및 포토레지
스트막을 순차적으로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그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포토레
지스트막 패턴(115)을 형성한다.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5)은 n형 웰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이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5)을 식각 마스크로 질화막을 식
각하여 질화막 패턴(114)을 형성한다.  그러면, 질화막 패턴(114) 및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5)에 의해 n
형 웰 영역이 형성될 부분들이 노출된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5)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n형 
웰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n형 불순물 이온, 예컨대 인(P)을 주입한다.  이 경우에 n형 불순물 이온의 

농도는 3×10
12
 - 4×10

12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15)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질화막 패턴(114)을 
보호막으로 하여 필드 산화막(116)을 형성한다.  필드 산화막(116)을 형성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방법인 
LOCOS(local oxidation of silicon) 공정을 사용한다.  필드 산화막(116)을 형성한 후에는 질화막 패턴
(114)을 제거한다.  그리고 필드 산화막(116)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p형 웰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p

형 불순물 이온, 예컨대 붕소(B)를 주입한다.  이 경우에 p형 불순물 이온의 농도는 9×10
12
 - 10×10

12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a 및 도 10b를 참조하면, 고온에서 일정 시간 동안 드라이브-인 확산 공정을 수행하여, n형 고농도 
싱크 영역(117)을 형성하기 위한 n형 불순물 이온, n형 웰 영역(118A 내지 118D)을 형성하기 위한 n형 불
순물 이온 및 p형 웰 영역(119A 내지 119D)을 형성하기 위한 p형 불순물 이온을 확산시킨다.  여기서, 확
산 공정은 1150℃의 온도에서 300-500분 정도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확산 공정이 
수행되면, LD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A)에서 p형 웰 영역(119A)이 p형 매몰층(109A)의 상부와 접촉되도
록 형성되고, 저항기 영역(100B)에서 p형 웰 영역(119B)이 p형 매몰층(109B)의 상부와 접촉되도록 형성되
고, 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D)에서 p형 웰 영역(119C)이 p형 매몰층(109C)의 상부와 접촉되도록 형성되
고, 그리고 커패시터 영역(100F)에서 p형 웰 영역(119D)이 p형 매몰층(109D)의 상부와 접촉되도록 형성된
다.  LD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G)에서는 n형 웰 영역(118D)의 일부가 p형 매몰층(109E)과 접촉되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C)에서는 n형 웰 영역(118B)이 n형 매몰층(105B)의 
상부와 일정 거리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100E)에서는 n형 웰 영역(118C)이 n형 
매몰층(105C)의 상부와 일정 거리 이격되도록 형성된다.  또한, LD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A)과 저항기
가 형성될 영역(100B) 사이의 소자 분리 영역에도 n형 웰 영역(118A)이 n형 매몰층(105A)과 일정 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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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되도록 형성된다.

다음에, 도 11a 내지 도 15b는 소자 분리를 위한 필드 영역, 필드 산화막 및 D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 형성과 바디 영역 형성을 위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1a 및 도 11b를 참조하면, 표면상의 필드 산화막(116)을 포함한 모든 산화막을 제거한다.  그리고 패
드 산화막(120)을 성장시킨다.  패드 산화막(120)의 두께는 700-800Å이 되도록 한다.  패드 산화막(12
0)을 형성시킨 후에는, 패드 산화막(120) 상에 질화막 및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
소그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1)을 형성한다.  다음에, 포토레지
스트막 패턴(121)을 마스크로 질화막을 식각하여 질화막 패턴(122)을 형성한다.  이 질화막 패턴(122)은 
각 소자의 활성 영역을 한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활성 영역들을 분리하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1) 및 질화막 패턴(122)은 각 소자가 형성될 영역의 활성 영
역 이외의 부분의 패드 산화막(120)을 노출시킨다.  이와 같이 질화막 패턴(122)이 형성되면, 포토레지스
트막 패턴(122)을 제거하지 않고 소자 분리 및 웰 영역의 저항 감소용 p형 필드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
온 주입 마스크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2)을 사용한다.  즉, 별도의 필드 이온 주입용 마스크를 사용하
지 않고 질화막 패턴(122)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2)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p

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이 p형 불순물 이온으로는 붕소 이온을 사용하며, 농도는 3×10
13
 - 5×10

13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2a 및 도 12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1)을 완전히 제거하여 질화막 패턴(122)과 패드 산
화막(120)의 일부를 완전히 노출시킨다.  그리고 질화막 패턴(122) 및 패드 산화막(120)의 노출면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다시 도포한다.  다음에 통상의 리소그라피법을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3)을 
형성한다.  이 포토레지스트 패턴(123)은 소자 분리용 n형 필드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마스크
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3)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n형 필드 영역 형성

을 위한 n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n형 불순물 이온으로는 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도는 1×10
13
 - 

3×10
13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활성 영역 형성용 마스크인 질화막 패턴(122)을 형성하기 위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1)을 사
용하여 p형 필드 영역 형성을 위한 p형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므로, p형 필드 이온 주입 마스크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인 마스크층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도 13a 및 도 13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3)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통상의 LOCOS 공정
을 사용하여 필드 산화막(124)을 다시 형성한다.  이 때, 필드 산화막(124)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주입되
어 있는 p형 및 n형 필드 이온들이 확산되어 p형 필드 영역(125A 내지 125I) 및 n형 필드 영역(126A 내지 
126H)이 형성된다.  필드 산화막(124)을 형성한 후에는 패드 산화막(120)을 제거한다.  그리고 희생 산화
막(미도시)을 형성한 후에 다시 제거하여 노출 계면의 결함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기판의 노출면에 제5 
산화막(127)을 형성한다.  이 때, 제5 산화막(127)을 성장시키는 공정은 850-950℃의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 산화막(127)의 일부는 LDPMOS 트랜지스터 및 LD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
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필드 산화막(124) 및 제5 산화막(127)을 형성한 후에는, 전면에 폴리실리콘막
(128)을 증착한다.  폴리실리콘막(128)의 두께는 3000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실리콘막
(128)을 증착한 후에는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일정한 도전율을 갖도록 한다.  이 때 불순물 이온으로는 

비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도는 5×10
15
 - 8×10

15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4a 및 도 14b를 참조하면, 폴리실리콘막(128) 상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
그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미도시)을 형성한다.  다음에 형성된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폴리실리콘막 패턴(128A,  128B,  128C,  128D))을 형성한다.  
여기서, 폴리실리콘막 패턴(128A)은 LD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으로 사용되며, 폴리실리콘막 패
턴(128B)은 폴리실리콘 저항기로 사용되며, 폴리실리콘막 패턴(128C)은 커패시터의 폴리실리콘 하부 전극
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폴리실리콘막 패턴(128D)은  LD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으로 사용된다.   
다음에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미도시)을 제거한 후, 다시 포토레지스트막을 전면에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그라피 공정을 사용하여 p형 바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마스크로서의 포토레지스
트막 패턴(129)을 형성한다.  그러면, LD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0A), 고
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0B), N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
어스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0C)  및  LDNMOS  트랜지스터의  바디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
(130E)가 각각 형성된다.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9)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p형 불순물 이온, 예

컨대 붕소를 주입한다.  여기서, p형 불순물 이온의 농도는 2×10
13
 - 3×10

13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 15a 및 도 15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29)을 제거한 후, 다시 포토레지스트막을 전면에 도
포한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막을 패터닝하여 n형 바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마스크로서의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1)을 형성한다.  그러면, LDPMOS 트랜지스터의 n형 바디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
부(131A) 및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어스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1B)가 형성된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1)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n형 불순물 이온, 예컨대 인을 주입한다.  

여기서, n형 불순물 이온의 농도는 1×10
13
 - 2×10

13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 16a 내지 도 18b는 바디 영역을 형성하고, 채널 영역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고, 모스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6a 및 도 16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1)을 제거한 후에 p형 및 n형 불순물 이온에 대한 
드라이브-인 확산 공정을 수행한다.  확산 공정은 1100℃의 온도에서 60-100분 동안 수행한다.  그러면, 
p형 바디 영역(132A 내지 132E) 및 n형 바디 영역(133A, 133B)이 형성된다.  한편, 확산 공정이 수행되는 
동안에, p형 및 n형 바디 영역 형성을 위해 주입된 불순물 이온들 외에도, 이전 공정에서 형성된 p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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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형 필드 영역 형성을 위해 주입된 불순물 이온들도 완전히 확산된다.  다음에, 전면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 후, CGOX(channel gate oxide) 마스크를 사용한 패터닝을 수행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4)을 
형성한다.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4)은,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 영역(100C)의 채널 영역을 노출시키
는 개구부(135A), NMOS 트랜지스터 영역(100D)의 채널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5B) 및 커패시터 영역
(100F)의 하부 전극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35C)를 갖는다.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4)을 이온 주
입 마스크로 하여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과,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에서
의 불순물 농도 조절을 위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불순물 이온으로는 붕소를 사용하며, 주입 농도는 

6×10
11
 - 8×10

11
 atoms/㎝

2
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7a 및 도 17b를 참조하면, 불순물 이온 주입으로 인한 산화막 손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
막 패턴(134)에 의해 노출된 영역의 산화막, 즉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과, NMOS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산화막을 제거한 후에 다시 재성장시킨다.  재성장된 게이트 산화막(136A, 136B)의 두께는 
각각 250-300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커패시터의 하부 전극(128C) 상에도 유전체막으
로서의 산화막(136C)을 형성시킨다.

다음에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A),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B) 및 커패
시터의  상부  전극(137C)을  각각  형성하기  위하여,  전면에  폴리실리콘막을  3000-4000Å의  두께로 

도포한다.  그리고 불순물 이온을 고농도로 주입하거나 POCl3막을 침적하여 폴리실리콘막의 도전율을 조절

한다.  다음에 게이트 도전막 형성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폴리실리콘막 상에 포토레지스트막 패턴(미도
시)을 형성한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폴리실리콘막을 식각하여 고전압 PMOS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A),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B)  및  커패시터의  상부 전극
(137C)을 각각 한정한다.

다음에 전면에 일정 두께의 LTO(Low Temperature Oxide)막을 도포한 후에 LTO막을 식각한다.  이 때, 식
각법으로는 건식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LD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28A), 고전압 PMOS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A),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137B) 및 LD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
전막(128D)의 측벽에 스페이서(138A)(138C)(138D)(138F)가 각각 형성되고, 동시에 저항기(128B) 및 커패
시터의 상부 전극(137C)의 측벽에 스페이서(138B)(138E)가 각각 형성된다.

도 18a 및 도 18b를 참조하면,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이를 위하여, 전면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 후에, 패터닝을 수행하여 npn 바이폴라 트랜지
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0)를 갖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9)을 형성한다.  그리고 포
토레지스트막 패턴(139)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하여 p형 불순물 이온, 예컨대 붕소 이온들을 주입한다.  

p형 불순물 이온은 50-80KeV에서 5×10
13
 - 7×10

13
 atoms/㎝

2
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다음에 도 19a 내지 도 22b는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의 베이스, 에미터 및 컬렉터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먼저 도 19a 및 도 19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39)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일정 영역을 
노출시키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41)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41)은, LDPMOS 트
랜지스터의 소스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2A),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어스 컨택 영
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2B),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
(142C), npn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영역 및 컬렉터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2D, 142E) 및 LDNMOS 트랜
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2F, 142G)를 각각 갖는다.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
턴(141)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전면에 n형 불순물 이온을 동시에 주입한다.  이때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
스 및 드레인 영역을 DDD(Double Diffused Drain) 구조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농도의 비소 이

온과 인 이온을 동시에 주입시킨다.  상기 비소 이온의 농도는 6×10
15
 atoms/㎝

2
가 되도록 하고, 인 이온

의 농도는 1×10
14 
atoms/㎝

2
가 되도록 한다.

도 20a 및 도 20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41)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일
정 시간동안 열처리를 하는 드라이브-인 확산 공정을 수행한다.  즉, 950℃의 온도에서 20-30분 동안 열
처리를 수행하여 이전 단계에서 주입된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킨다.  이와 같은 확산 공정이 
이루어지면, LD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컨택 영역(143A)이 형성되며,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
어스  컨택  영역(143B)이  형성되며,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143C)  및  드레인  영역(143D)이 
형성되며,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영역(143E), 컬렉터 영역(143F) 및 베이스 영역(144)이 형
성되며, 그리고 LD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143G) 및 소스 영역(143H)이 각각 형성된다.

도 21a 및 도 21b를 참조하면, 전면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한다.  그리고 통상의 리소그라피법을 사용
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일정 영역을 노출시키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45)을 형성한다.  즉, 상기 
포토레지스트막  패턴(145)은,  LD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6A, 
146B),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6C, 146D), NMOS 트랜지스
터의 웰-바이어스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6E),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
구부(146F) 및 LD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컨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46G)를 각각 갖는다.  이 포토
레지스트 패턴(145)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전면에 p형 불순물 이온을 동시에 주입한다. p형 불순물 이온

으로는 붕소 또는 BF2 이온을 사용하며, 농도는 6×10
15
 atoms/㎝

2
가 되도록 한다.

도 22a 및 도 22b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145)을 완전히 제거하고, 850℃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LTO막을 밀집화한다.  이 때, 주입된 p형 불순물 이온은 드라이브-인하여 확산된다.  그러면 도시된 바와 
같이, LD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147A) 및 드레인 영역(147B)이 형성되며,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
의 소스 영역(147C) 및 드레인 영역(147D)이 형성되며, 그리고 N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어스 컨택 영역
(147E)이 형성된다.  또한,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144)이 약간 확장되며, LDNMOS 트랜
지스터의 소스 컨택 영역(147F)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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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23a 내지 도 23b는 각종 컨택을 형성하고, 금속화 공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
면도들이다.

도 23a  및  도  b를  참조하면,  전면에 절연막(148)을  도포한다.   여기서,  절연막(148)으로 BPSG(Boron-
Phosphorous Silicon Glass)막을 사용할 수 있다.  BPSG막을 사용할 경우에, 900℃의 온도에서 약 30분 
동안 BPSG를 리플로우시킨다.  다음에, 리소그라피법을 사용한 노광 및 현상을 수행하여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한 후에, 이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절연막(148)을 식각하여 컨택 홀을 형성한
다.

도 24a 및 도 24b를 참조하면, 전면에 금속막을 증착한다.  그리고 증착된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각 소자
의 전극을 형성한다.  즉, LD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극(149S) 및 드레인 전극(149D)과, 고전압 PMOS 
트랜지스터의 웰-바이어스 컨택 전극(150W), 소스 전극(150S) 및 드레인 전극(150D)과, NMOS 트랜지스터
의 웰-바이어스 컨택 전극(151W), 소스 전극(151S) 및 드레인 전극(151D)과,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전극(152E), 베이스 전극(152B) 및 컬렉터 전극(152C)과, 그리고 LD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
극(153D) 및 소스 전극(153S)을 각각 형성한다.  그러면 본 발명에 따른 BiCDMOS 소자가 완성된다.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BiCDMOS 소자 내에 포함된 DMOS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내 보인 단면도이다.  
여기서는 소스 전극을 공통으로 하는 두 개의 인접 셀만을 나타내었다.

도 25를 참조하면, p형으로 도핑된 반도체 기판(210) 상에 n형의 고농도 매몰층(211)이 형성되며, n형 매
몰층(211) 상에는 n형 저농도 에피택셜층(212)이 형성된다.  n형 에피택셜층(212)의 상부에는 역시 n형의 
저농도  웰  영역(213)이  형성되며,  n형  웰  영역(213)의  상부에는  p형의  저농도  바디  영역(214)이 
형성된다.  그리고 n형 웰 영역(213)의 일정 영역에는 n형의 저농도 바디 영역(215a, 215b)이 p형 바디 
영역(214)과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형성된다.  p형 바디 영역 (214) 내에는 n형 소스 영역(216a, 216
b)이  이중 확산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n형  드레인 영역(217a,  217b)이  n형  바디 영역(215a, 
215b)의 상부에 이중 확산 공정에 의해 각각 형성된다.

한편, n형 바디 영역(215a, 215b) 및 p형의 바디 영역(214) 사이의 웰 영역(213)에는 n형의 필드 영역
(400)이 형성되어 있으며, n형의 필드 영역의 불순물 농도는 웰 영역(213)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다.  따
라서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전류의 이동 경로 상에 저항값이 감소되므로 전류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소스 전극(218)은 n형 소스 영역(216a, 216b) 및 p형 바디 영역(214)의 일부와 전기적으로 컨택되도록 형
성된다.  소스 전극(218) 양쪽에는 게이트 전극(219a, 219b)이 소스 전극(218)과 일정 거리 이격되도록 
형성되는데, n형 소스 영역(216a, 216b)과 p형 바디 영역(215a, 215b)의 일부 영역에 게이트 산화막(22
0)을 통하여 연결된다.  그리고 드레인 전극(221a, 221b)은 n형 드레인 영역(217a, 217b)과 전기적으로 
컨택된다.  소스 전극(218), 게이트 전극(219a, 219b) 및 드레인 전극(221a, 221b)은 절연막(222)에 의해 
상호간에 절연된다.

한편, 소자 격리에 사용되는 p형 매몰층(300a, 300b)이 n형 매몰층(211)의 상하부에 각각 형성되는데, 특
히 상부의 p형 매몰층(300a)은 p형 바디 영역(214)과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n형 매몰
층(211)과 상부의 p형 매몰층(300a)의 접촉 부분은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제너다이오드(224b)를 구성하므
로, 제너 다이오드 전류의 대부분이 p형 베이스 영역(214)의 n형 소스 영역(216a, 216b) 하단의 저항 성
분(Rb)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소스 전극(218)을 통하여 접지로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이, 제너 다이오드 

성분(224b)을 통하여 저항(Rb)을 통과하는 제너 다이오드 전류(IZ1)의 양은 줄어들고 제너 다이오드 성분

(224a)을 통하여 저항(Rb)을 통과하지 않고 흐르는 제너 다이오드 전류(IZ2)의 양은 늘어나므로, 기생 바

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턴-온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사용되는 마스크층의 수가 
줄어든다.  예컨대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된 마스크층의 수는 대략 18개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BiCDMOS 
소자 내의 수평형 DMOS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p형 상부 매몰층이 바디 영역의 하부에 중첩된 구조를 갖도
록 함으로써 제너 다이오드 전류의 대부분을 이 중첩된 영역을 통하여 흐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스 
영역 하단부를 흐르는 제너 다이오드 전류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턴 온도 
억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 기판 상에 바이폴라, 모스 및 이중 확산 모스 소자가 형성된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A) 제1 도전형(p)의 반도체 기판 상에 제2 도전형(n)의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반도체 영역의 선택된 영역에 제1 도전형의 웰 영역들과 제2 도전형의 웰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
계;

(C) 상기 웰 영역이 형성된 구조체 상에 패드 산화막 및 산화 방지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D) 상기 마스크막상에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산화 방지막을 식각하여 산화 방지막 패턴을 형
성하는 단계;

(F)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58-7

1019980041067



주입하는 단계;

(G) 상기 제1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H)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소자 분리를 위한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

(I) 상기 제2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

(J)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을 확산시켜 제1 및 제2 도전형의 필드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K) 상기 산화막을 성장시켜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
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영역은 에피택셜 성장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영역은 두께가 5-7㎛가 되도록 하고, 비저항이 1.4-2.0 Ω㎝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드 산화막은 700-800Å의 두께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방지막으로서 질화막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은 붕소 이온이며, 주입 농도는 3×10
13
-5×10

13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은 인 이온이며, 주입 농도는 1×10
13
-3×10

13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선택된 영역에 제1 도전형의 메몰층들과 제2 도전형의 매몰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매몰층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산화막 상에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제1 산화막 패턴을 형성하여 반도체 기판의 선택된 영역
들을 노출시키는 단계;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하는 단계;

상기 제3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켜 제2 도전형의 매몰층을 형성하되, 확산 공정을 산소 분위기
에서 수행하여 상기 제2 도전형의 매몰층이 형성된 영역과 형성되지 않은 영역 사이의 반도체 기판 사이
에 단차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

상기 제1 산화막 패턴을 제거하고 제2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산화막 상에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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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하는 단계;

상기 제4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켜 제1 도전형의 매몰층을 형성하되,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
터가 형성될 영역에서는 제2 도전형의 매몰층과 중복되도록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은 비소 이온이며, 주입 농도는 3×10
15
-5×10

15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은 붕소 이온이며, 주입 농도는 1×10
14
-3×10

14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L) 상기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 후에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M) 제1 도전형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N)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O)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P)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및 컬렉터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Q)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전극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및 컬렉터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L)는,

상기 필드 산화막이 형성된 구조체 전면에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폴리실리콘막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이중 확산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이온은  붕소  이온이며  농도는 5×10
15
 - 8×10

15
/㎝

2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P)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 형성을 위한 제1 이온 주입 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서로 다른 농도로 동시에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키는 단계;

소스 및 드레인 영역 형성을 위한 제2 이온 주입 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확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
조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은 비소 이온과 인 이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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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소 이온의 불순물 농도는 6×10
15
/㎝

2
가 되도록 하고, 인 이온의 농도는 1×10

14
/㎝

2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 영역들을 형성한 후에 포토레지스트막을 도포하는 단계;

소정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고전압 모스 트랜지스터 및 상보형 모스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노출시키는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포토레지스트막 패턴을 이온 주입 마스크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이온은  붕소이고  주입  농도는 6×10
11
 - 8×10

11
/㎝

2
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CGOX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항 내지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은 p형이고, 상기 제2 도전형은 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CDMOS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매몰층;

상기 매몰층 상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저농도 반도체 영역;

상기 반도체 영역의 상부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저농도 웰 영역;

상기 웰 영역의 일정 영역에 형성된 제1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

상기 매몰층의 하부 및 상부에 형성되되, 상부에서는 상기 제1 도전형의 바디 영역과 중첩되도록 형성된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매몰층;

상기 제1 도전형의 바디 영역 내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고농도 소스 영역;

상기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 내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고농도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 및 제1 도전형의 바디 영역의 일부와 절연되어 연결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 영역의 일부와 접촉되도록 형성된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영역과 접촉되도록 형성된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바디 영역 사이의 웰 영역에 형성된 제2 도전형의 필드 영역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D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 영역에서의 불순물 농도는 상기 웰 영역에서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OS 
트랜지스터.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은 p형이고, 상기 제2 도전형은 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OS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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