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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장된 채널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요약

인장된 채널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반도체기판의 소정

영역에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구비한다.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는 상기 반도체기판에 형성되고 서로 이격

된(spaced apart) 소오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아울러서 상기 소오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의 채널 영역 

상부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갖는다.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한다.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여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

거나(convert) 상기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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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모스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정 순서도(process flow chart)이다.

도 2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모스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스트레스막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스트레스막의 역할(role)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작된 여러가지의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들 및 종래의 기술에 따라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1은 압축 스트레스(compressive stress)를 갖는 물질막을 사용하여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

류 특성들 및 종래의 기술에 따라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2는 스트레스막 및 층간절연막을 차례로 형성한 후에 열처리 공정이 적 용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

류 특성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장된 채널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소자

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는 모스 트랜지스터와 같은 개별소자(descrete device)를 스위칭 소자로 널리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반도체소자의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고성능 모스 트랜지스터(high performance MOS transistor)를 구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상기 고성능 모스 트랜지스터의 제조에 샐리사이드 기술(salicide technique)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상기 샐리사이드 기술에 따르면,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선택적으로 금속 실리

사이드막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의 전기적인 저항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상기 금속 실리사이드막으로 코발트 실리사이드막 또는 타이타늄 실리사이드막 등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특히,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막의 저항은 선폭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낮은 의존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상기 단채널 모스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상에 코발트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게이트 전극의

폭이 약 0.1 ㎛ 보다 작은 경우에, 응집(agglomeration)이라고 알려진 현상에 기인하여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막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 라, 최근에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이 고성능 모스 트랜지스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상기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에 따라 형성된 니켈 실리사이드막은 다양한 조성비(composition rate)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nickel silicide layer)은 다이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di-nickel mono-silicide 

layer; Ni 2 Si layer),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nickel mono-silicide layer; NiSi layer) 또는 니켈 다이 실리사이드

막(nickel di-silicide layer; NiSi 2  layer)일 수 있다. 이들 니켈 실리사이드막들중 상기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Ni

Si layer)이 가장 낮은 비저항(resistivity)을 갖는다. 그러나, 상기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NiSi layer)은 350℃ 내지

550℃의 저온에서 형성되는 반면에, 상기 니켈 다이 실리사이드막(NiSi 2 layer)은 약 550℃보다 높은 온도에서 형

성된다. 따라서, 저저항성의(low resistive)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의 형성

공정 및 그 후속 공정이 550℃보다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상기 고성능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인장된 채널(strained channel)을 형성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여기서, 상기 인장된 채널은 실리콘보다 큰 격자상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기 인장된 채널 내의 캐

리어들의 이동도(mobility)가 증가되어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속도를 향상시킨다. 상기 인장된 채널을 형성

하는 방법들은 미국특허 제6,358,806 B1 및 미국특 허 제5,683,934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미국특허 제6,35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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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및 미국특허 제5,683,934호에 따르면, 상기 인장된 채널은 실리콘 탄화층(silicon carbide layer) 및/또는 에피택

시얼 성장기술(epitaxial grow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리콘 탄화층(silicon carbide l

ayer) 및 에피택시얼 성장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밀한 공정들(complicate and accurate processes)

이 요구된다.

한편, 무경계 콘택(borderless contact)을 형성하는 방법이 미국특허 제6,265,271 B1호에 테이(Thei) 등에 의해 개

시된 바 있다. 테이 등에 따르면,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모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

에 식각저지막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저지막을 갖는 반도체기판을 열처리하여 상기 식각저지막을 치밀화시킨다(dens

ify). 상기 열처리 공정은 850℃ 내지 900℃의 온도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에, 상기 열처리 공정은 상기 식각저지막의

치밀화(densification)는 물론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형성된 코발트 모

노 실리사이드막들(CoSi layers; cobalt mono silicide layers) 또는 타이타늄 모노 실리사이드막들(TiSi layers)의 

상변이(phase transformation)를 위하여 실시된다. 상기 코발트 모노 실리사이드막(또는 상기 타이타늄 모노 실리사

이드막)은 니켈 실리사이드막과는 달리 코발트 다이 실리사이드막(또는 타이타늄 다이 실리사이드막)에 비하여 높은 

저항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열처리 공정은 상기 코발트 모노 실리사이드막들(또는 상기 타이타늄 모노 실리사이드

막들)을 상기 코발트 다이 실리사이드막들(또는 상 기 타이타늄 다이 실리사이드막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실시된다

.

그러나, 상기 샐리사이드 기술이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인 경우에, 상기 열처리 공정은 오히려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 전극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니켈 실리사이드막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상기 모스 트랜지

스터의 특성이 저하된다.

이에 더하여, 낮은 물리적인 스트레스(low physical stress) 및 낮은 수소량(low amount of hydrogen)을 갖는 반도

체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미국특허 제6,071, 784호에 메타(Mehta) 등에 의해 개시된 바 있다. 메타 등에 따르면, 모

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식각저지막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저지막은 725℃ 내지 775℃의 온도에서 열

처리되어 상기 식각저지막 내에 함유된 수소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특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가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경우에, 상기 식각

저지막의 열처리 공정은 상기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에 의해 형성된 니켈 실리사이드막의 상변이를 유발시킨다. 따라

서,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동작(switching operation)이 저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을 채택하는 고성능 모스 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을 최적화시키는(optimize) 

것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채널 내의 캐리어들의 이동도(mobility)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스 트랜지스

터를 구비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의 사용과 함께 스위칭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인장된 채널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모스 트랜지

스터는 상기 반도체기판에 형성되고 서로 이격된(spaced apart) 소오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아울러서 상기 소오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의 채널 영역 상부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갖는다.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

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한다.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여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p

hysical stress)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거나(convert) 상기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

시킨다. 이에 따라, 상기 열처리된 스트레스막과 접촉하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에 압축 스트레스(compressive

stress)가 가해진다. 그 결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상기 채널 영역에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가 

가해지므로, 상기 채널 영역은 증가된 격자상수(increased lattice constant)를 갖는 인장된 채널(strained channel)

로 변환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은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여 활

성영역을 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전극

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스페이서를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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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 옆에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한다. 상

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한

다.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한다.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여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거나(convert) 상기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상기 열처리된 스트레스막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은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여 

활성영역을 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전

극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스페이서를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 옆에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반도체기판에 N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이에 더하여, 상기 활성영역과 인접한 다른 활성영역

에 PMOS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 및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들 및 상기 소

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샐리사이드 기술 을 사용하여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한다.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갖

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하고, 상기 스트레스막 상에 하부 층간절연막(lower interlayer insulat

ing layer)을 형성한다.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NMOS 트랜지스터 영역 상부의 상기 스트레스막을 

선택적으로 노출시킨다. 다시 말해서, 상기 패터닝된 하부 층간절연막은 상기 PMOS 트랜지스터 영역을 덮도록 형성

된다.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exposed stress layer)을 열처리하여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거나(convert)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상기 NMOS 트랜지스터는 인장된 채널(strained channel)을 갖는다. 다음에, 상기 열처리된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상부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

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또한,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

들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될 수도 있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들을 설명하기 위 한 공정 순서도(process flow chart)이

고, 도 2 내지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반도체기판(51)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53)을 형성하여 활성영역을 한정한다. 상기 활성

영역 상에 게이트 절연막(55)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1). 상기 게이트 절연막(55)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게

이트 도전막(gate conductive layer)을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도전막은 N형의 불순물들로 도우핑된 실리콘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 도전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게이트 절연막(55)의 소정영역 상에 게이트 패턴(57), 즉 게

이트 전극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3). 상기 게이트 패턴(57)은 상기 활성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 패턴(57) 및 소자분리막(53)을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 내에 제1 불순물 이온들을 주입

하여 LDD 영역들(lightly doped drain regions; 59)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5). 상기 제1 불순물 이온들은 N형 불순

물 이온들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N형 불순물 이온들은 비소 이온들 또는 인 이온들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LDD 영역들(59)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절연성 스페이서막(insulating space

r layer)을 형성한다. 상기 스페이서막은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또는 이들의 조합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스페이서막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게이트 패턴(57)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61)를 형성한다(도 1의 단계 7). 이어서, 

상기 게이트 패턴(57), 스페이서(61) 및 소자분리막(53)을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 내에 제2 불

순물 이온들을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9). 그 결과, 상기 스페이서(61)의 하부에

상기 LDD 영역들(59)이 잔존한다. 상기 제1 불순물 이온들이 N형인 경우에, 상기 제2 불순물 이온들 역시 N형 불순

물 이온들에 해당한다. 다음에,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 내의 상기 제2 불순물 이온들을 열처리하여 활성화된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11). 상기 제2 불순물 이온들의 열처리 공정은 830℃ 내지 1150℃의 

온도에서 급속 열처리 공정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 전극(57)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은 

모스 트랜지스터를 구성한다.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이 N형인 경우에,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는 NMOS 트랜

지스터에 해당한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활성화된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갖는 반도체기판에 금속 샐리사이드 공정, 즉 니켈 

샐리사이드 공정을 적용한다(도 1의 단계 13). 좀 더 구체적으로, 상기 활성화된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의 표면을 세정하여 상기 게이트 패턴(57) 및 상기 활성화된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의 표면들 상에 잔존하는 

자연산화막(native oxide layer) 및 오염입자들(contaminated particles)을 제거한다. 상기 세정된 반도체기판의 전

면 상에 니켈막을 형성한다. 상기 니켈막은 순수 니켈막(pure nickel layer) 또는 니켈 합금막(nickel alloy layer)으

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니켈 합금막은 탄탈륨(Ta), 지르코늄(Zr), 타이타늄(Ti), 하프니움(Hf), 텅스텐(W), 코발트(C

o), 백금(Pt), 몰리브데늄(Mo), 팔라디움(Pd), 바나디움(V) 및 니오비움(Nb)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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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contain).

계속해서, 상기 니켈막을 갖는 반도체기판을 350℃ 내지 550℃의 저온에서 열처리한다. 그 결과, 상기 니켈막이 상기

게이트 패턴(57)의 실리콘 원자들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의 실리콘 원자들과 반응하여 상기 게이트 패턴(

57)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의 표면들에 각각 선택적으로 제1 및 제2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들(NiSi laye

rs; 65a, 65b)을 생성시킨다. 상기 실리사이화 열처리 온도(silicidation annealing temperature)가 550℃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기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들(NiSi layers) 대신에 상기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보다 높은 저항을 갖는 

니켈 다이 실리사이드막(NiSi 2 layer)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상기 실리사이드화 온도(silicidation temperature)는 

350℃ 내지 550℃의 저온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상기 스페이서(61) 및 소자분리막(53) 상의 미반응된 니켈막(

unreacted nickel layer)을 제거하여 상기 제1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65a)을 상기 제2 니켈 모노 실리사이드막(65

b)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시킨다(disconnect). 상기 미반응된 니켈막은 황산용액(H 2 SO 4 ) 및 과산화수소(H 2

O 2 )의 혼합용액(mixture)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도 1 및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미반응된 니켈막이 제거된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stress layer; 67)을 

형성한다(도 1의 단계 15). 상기 스트레스막(67)은 실리콘 질화막(SiN),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SiON), 저압 화

학기상증착 산화막(LPCVD oxide layer), 원자층 증착(ALD; atomic layer deposition) 산화막 및 에스오지막(SOG; 

spin on glass)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의 층 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스트레스막(67)은 50Å

내지 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스트레스막(67)은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들(65a, 65b

)의 상변이(phase transform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550℃ 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 및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550℃보다 낮은 온도에서 플라즈마 CVD 기술 또는 원자층 증

착(ALD)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저압 화학기상증착 산화막은 저온산화막(LTO layer; low

temperature oxide layer)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상기 스트레스막(67) 상에 하부 층간절연막(lower interlayer insulating layer; 69)을 형성한다(도 1의 단

계 17).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69)은 통상의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한다.

한편, 상기 반도체기판(51)에 상기 NMOS 트랜지스터와 아울러서 PMOS 트랜지스터(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된 경우

에,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69)을 패터닝하여 상기 NMOS 트랜지스터 영역 내의 상기 스트레스막(67)을 선택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1의 단계 19). 즉, 상기 PMOS 트랜지스터 영역 내의 상기 스트레스막(67)은 상기 패

터닝된 하부 층간절연막(69)으로 덮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패터닝된 하부 층간절연막(69)을 갖는 반도체기판을 열처리하여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67)의 물리적인 스트

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거나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67)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도 1의 단계 21). 예를 들면, 상기 초기의(initial) 스트레스막(67)이 약한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를 갖는 경우

에, 상기 열처리 공정은 상기 초기의 스트레스막(67)이 더욱 강한 인장 스트레스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 

경우에, 도 5의 화살표 'M'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67)과 접촉하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

역들(63)에 강한 압축 스트레스(compressive stress)가 가해진다. 그 결과, 도 5의 화살표 'N'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

이,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63) 사이의 채널 영역에 상대적으로 인장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다시 말해서, 상기 채

널 영역은 인장된 채널(strained channel)로 변환되어(converted) 증가된 격자상수(increased lattice constant)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기 인장된 채널 영역 내에 반전 채널(inversion channel)이 형성된 경우에, 상기 반전 채널 내의

캐리어들(예를 들면, 자유전자들)의 이동도(mobility)가 증가되어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을 향상시킨다.

상기 스트레스막(67)의 열처리 공정 역시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들(65a, 65b)의 상변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400℃ 

내지 550℃의 저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스트레스막(67)의 열처리 공정은 질소 가스를 분위기 가스

로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 1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열처리된 스트레스막(67)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상부 층간절연막(71)을 형

성한다(도 1의 단계 23). 상기 상부 층간절연막(71) 역시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69)과 동일한 물질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상부 층간절연막(71)은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과 같은 평탄화 기술을 사용하여 평탄화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반도체기판(51)에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만이 형성된 경우에는,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69)의 형성공정

을 생략할 수 있다.

도 1 및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층간절연막들(69, 71) 및 상기 열처리된 스트레스막(67)을 패터닝하여 상기 제2 니켈 

실리사이드막들(65b)을 노출시키는 콘택홀들을 형성한다. 상기 제1 니켈 실리사이드막(65a) 역시 상기 콘택홀들을 

형성하는 동안 노출될 수 있다. 상기 스트레스막(67)이 실리콘 질화막 또는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상기 스트레스막은 상기 콘택홀을 형성하는 동안 식각저지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상기 콘택홀들을 갖는 반도

체기판의 전면 상에 금속막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콘택홀들을 덮는 금속배선들(73)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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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들; examples>

이하에서는, 상술한 실시예들에 따라 제작된 시료들(samples)의 여러가지 측정결과들(various measurement result

s)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스트레스막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8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로축(abscissa)은

열처리 전의 그룹(B) 및 열처리 후의 그룹(A)을 나타내고, 세로축(ordinate)은 상기 인장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상기 

스트레스막은 실리콘 웨이퍼(bare silicon wafer) 상에 1000Å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으로 형성

하였다. 상기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400℃의 온도에서 플라즈마 CVD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하였다. 또한, 상

기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은 850℃의 온도에서 30초 동안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 분위기 가스로서 질소 가스가 

사용되었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초기의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약 3.6×10 9 dyne/㎠의 인장 스트레스를 보였고, 열처

리된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약 12.7×10 9 dyne/㎠의 인장 스트레스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상기 실리콘 옥

시나이트라이드막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스트레스막으로 적합한 특성을 보였다.

도 9는 코발트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즉, 온 전류 및 오프 전

류의 상관관계(correlation)) 및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

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9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per unit channel width) 드레인 포화전류(

drain saturation current; Idsat)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 드레인 오프 전류(drain off current; Idoff)를

나타낸다. 상기 드레인 포화전류(Idsat)는 소오스 영역 및 벌크 영역을 접지시키고 드레인 영역 및 게이트 전극에 +1 

볼트의 전원전압(power supply voltage; Vdd)을 인가한 경우에 상기 드레인 영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이다. 또한, 

상기 드레인 오프 전류(Idoff)는 상기 소오스 영역, 벌크 영역 및 게이트 전극을 접지시키고 상기 드레인 영역에 상기 

전원전압(Vdd; +1 볼트)을 인가한 경우에 상기 드레인 영역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이다.

도 9의 측정결과들(measurement results)을 보여주는 NMOS 트랜지스터들은 다음의 [표 1]에 기재된 주요 공정 조

건들(key process conditions)을 사용하여 제 작되었다.

[표 1]

공정 파라미터 CoSi 2 시료들(B) CoSi 2 시료들(A) NiSi 시료들

1.게이트 절연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트막(SiON), 16Å

2.게이트 전극 N형 폴리실리콘막

3.LDD 이온주입 Arsenic, 2.5×10 14 atoms/㎠, 5KeV

4.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
Arsenic, 5×10 15 atoms/㎠, 40KeV

5.소오스/드레인

열처리
1050℃, 질소 분위기, 급속 열처리(RTP)

6.샐리사이드 공정

(실리사이드화 온도)

제1 열처리 온도(450℃)

제2 열처리 온도(830℃)
450℃

7.스트레스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SiON), 500Å, 플라즈마 CVD(400℃)

8.스트레스막 열처리 850℃ | 생략(skipped)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B)는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드레인 포화전류(large drain saturation current)를 보였다. 예를 들면, 60㎚의 채널 길이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

들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 오프 전류(Idoff)가 1000 ㎁/㎛이었을 때,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B)는 약 900 ㎂/

㎛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를 보였고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A)는 약 800 ㎂/㎛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

를 보였다. 이는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B)가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에 기인하여 인장된 채널들(strained

channels)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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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은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A)와 동일한 온/오프 전류 특성을 보였다. 이는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 및 상기 코발트 실리사이드 시료들(A) 모두 상기 [표 1]에 보여진 바와 같이 상기 스트

레스막의 열처리 공정 없이 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 10은 니켈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0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per unit channel width) 드레인 포화전류(drain saturation curr

ent; Idsat)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 드레인 오프 전류(drain off current; Idoff)를 나타낸다. 상기 드레

인 포화전류(Idsat) 및 드레인 오프 전류(Idoff)는 도 9에서 설명된 측정조건들과 동일한 바이어스 조건들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도 10의 측정결과들(measurement results)을 보여주는 NMOS 트랜지스터들은 다음의 [표 2]에 기재된 주요 공정 

조건들(key process conditions)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표 2]

공정 파라미터 NiSi 시료들(A) NiSi 시료들(B)

1.게이트 절연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트막(SiON), 16Å

2.게이트 전극 N형 폴리실리콘막

3.LDD 이온주입 Arsenic, 2.5×10 14 atoms/㎠, 5KeV

4.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 Arsenic, 5×10 15 atoms/㎠, 40KeV

5.소오스/드레인 열처리 1050℃, 질소 분위기, 급속 열처리(RTP)

6.샐리사이드 공정

(실리사이드화 온도)
450℃

7.스트레스막 SiON, 500Å, 플라즈마 CVD(400℃)

8.스트레스막 열처리 생략(skipped) 450℃, 질소 분위기, 30분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B)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는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A)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에 비하여 작았다. 예를 들면, 상기 드레인 오프 전류(Idoff)가 100 ㎁/㎛이었을 때,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A)는 약 590 ㎂/㎛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를 보였 고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B)는 약 62

0 ㎂/㎛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를 보였다. 이는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B)가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에 기

인하여 인장된 채널들(strained channels)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 11은 플라즈마 CVD 산화막을 스트레스막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들을 도

시한 그래프이다. 도 11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per unit channel width) 드레인 포화전류(drai

n saturation current; Idsat)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 드레인 오프 전류(drain off current; Idoff)를 나

타낸다. 상기 드레인 포화전류(Idsat) 및 드레인 오프 전류(Idoff)는 도 9에서 설명된 측정조건들과 동일한 바이어스 

조건들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도 11의 측정결과들(measurement results)을 보여주는 NMOS 트랜지스터들은 다음의 [표 3]에 기재된 주요 공정 

조건들(key process conditions)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표 3]

공정 파라미터 NiSi 시료들(C) NiSi 시료들(D)

1.게이트 절연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트막(SiON), 16Å

2.게이트 전극 N형 폴리실리콘막

3.LDD 이온주입 Arsenic, 2.5×10 14 atoms/㎠, 5KeV

4.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 Arsenic, 5×10 15 atoms/㎠, 40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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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오스/드레인 열처리 1050℃, 질소 분위기, 급속 열처리(RTP)

6.샐리사이드 공정

(실리사이드화 온도)
450℃

7.스트레스막 SiO 2 , 500Å, 플라즈마 CVD(400℃)

8.스트레스막 열처리 생략(skipped) 450℃, 질소 분위기, 30분

도 11을 참조하면,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을 채택한 NMOS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는 상기 스트

레스막의 열처리 공정 없이 제작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D)의 드레인 포화전류(Idsat)는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 시료들(C)의 드레인 포화전류(Id

sat)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이는 상기 스트레스막으로 사용된 플라즈마 CVD 산화막이 압축 스트레스(compressive s

tress)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400℃에서 형성된 상기 플라즈마 CVD 산화막은 본 발명에 사

용되는 스트레스막으로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도 12는 스트레스막 및 층간절연막을 차례로 형성한 후에 열처리 공정이 적용된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

류 특성 및 상기 열처리 공정이 적용되지 않은 NMOS 트랜지스터들의 온/오프 전류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2

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per unit channel width) 드레인 포화전류(drain saturation current; I

dsat)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단위 채널 폭당 드레인 오프 전류(drain off current; Idoff)를 나타낸다. 상기 드레인 포

화전류(Idsat) 및 드레인 오프 전류(Idoff)는 도 9에서 설명된 측정조건들과 동일한 바이어스 조건들을 사용하여 측정

되었다.

도 12의 측정결과들(measurement results)을 보여주는 NMOS 트랜지스터들은 다음의 [표 4]에 기재된 주요 공정 

조건들(key process conditions)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표 4]

공정 파라미터 NiSi 시료들(E) NiSi 시료들(F)

1.게이트 절연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트막(SiON), 16Å

2.게이트 전극 N형 폴리실리콘막

3.LDD 이온주입 Arsenic, 2.5×10 14 atoms/㎠, 5KeV

4.소오스/드레인 이온주입 Arsenic, 5×10 15 atoms/㎠, 40KeV

5.소오스/드레인 열처리 1050℃, 질소 분위기, 급속 열처리(RTP)

6.샐리사이드 공정

(실리사이드화 온도)
450℃

7.스트레스막 SiON, 500Å, 플라즈마 CVD(400℃)

8.층간절연막 LTO(low temperature oxide), 5000Å

9.스트레스막 열처리 생략(skipped) 450℃, 질소 분위기, 30분

도 12을 참조하면, 상기 스트레스막 및 층간절연막을 연속적으로 형성한 후에 상기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을 실시

하였을지라도, 상기 드레인 포화전류는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상기 스트레스막이 층간절연막으로 덮여진 후에 열처

리 공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스트레스막의 열처리 공정이 상기 스트레스막의 노출 후에 또는 상기 층간절연막

의 형성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장 스트레스를 갖는 스트레스막을 형성한 후에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면, 인장된 채널을 갖는 모스 트

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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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모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인장 스트레스를 갖는 절연막

을 형성하고 상기 절연막을 열처리함으로써 인장된 채널(strained channel)을 갖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모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되,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는 상기 반도체기판에 형성되고 서로 

이격된(spaced apart) 소오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아울러서 상기 소오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의 채널 영

역 상부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갖고,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하고,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여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

거나(convert) 상기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는 NMOS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게이트 전극 및/또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

용하여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인장 스트레스를 갖는 절연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인장 스트레스를 갖는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 저압 화학기상증착 산화막(L

PCVD oxide layer), 원자층 증착(ALD) 산화막 및 에스오지막(SOG layer; spin on glass layer)으로 이루어진 일 군

중 적어도 하나의 층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 및 상기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플라즈마 CVD 기술 또는 원자층 증착(ALD) 기술을 사용

하여 500℃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50Å 내지 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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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는 것은 400℃ 내지 550℃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공정은 분위기 가스(ambient gas)로서 질소 가스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여 활성영역을 한정하고,

상기 활성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스페이서를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 옆에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

하고,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하고,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여 상기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

거나(convert) 상기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고,

상기 열처리된 스트레스막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를 형성하기 전에,

상기 소자분리막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을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N형의 엘디디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은 순수 니켈 실리사이드막(pure nickel silicide layer) 또는 니켈 합금 실리사이드막(nickel 

alloy silicide lay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니켈 합금 실리사이드막은 탄탈륨(Ta), 지르코늄(Zr), 타이타늄(Ti), 하프니움(Hf), 텅스텐(W), 코발트(Co), 백

금(Pt), 몰리브데늄(Mo), 팔라디움(Pd), 바나디움(V) 및 니오비움(Nb)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 저압 화학기상증착 산화막(LPCVD oxide layer), 원

자층 증착 산화막 및 에스오지막(SOG layer; spin on glass layer)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의 층으로 형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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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 및 상기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플라즈마 CVD 기술 또는 원자층 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5

00℃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50Å 내지 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는 것은 400℃ 내지 550℃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질소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반도체기판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을 형성하여 활성영역을 한정하고,

상기 활성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 상에 스페이서를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스페이서를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 옆에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N형의 소오스/드레인 영역들 상에 샐리사이드 기술을 사용하여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형성

하고,

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을 갖는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스트레스막을 형성하고,

상기 스트레스막 상에 하부 층간절연막(lower interlayer insulating layer)을 형성하고,

상기 하부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활성영역 상부의 상기 스트레스막을 노출시키고,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exposed stress layer)을 열처리하여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의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인장 

스트레스(tensile stress)로 변환시키거나(convert)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의 인장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상기 열처리된 반도체기판의 전면 상에 상부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를 형성하기 전에,

상기 소자분리막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을 이온주입 마스크들로 사용하여 상기 활성영역에 N형의 불순물들을 주입하여

N형의 엘디디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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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니켈 실리사이드막은 순수 니켈 실리사이드막(pure nickel silicide layer) 또는 니켈 합금 실리사이드막(nickel 

alloy silicide lay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니켈 합금 실리사이드막은 탄탈륨(Ta), 지르코늄(Zr), 타이타늄(Ti), 하프니움(Hf), 텅스텐(W), 코발트(Co), 백

금(Pt), 몰리브데늄(Mo), 팔라디움(Pd), 바나디움(V) 및 니오비움(Nb)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 저압 화학기상증착 산화막(LPCVD oxide layer), 원

자층 증착 산화막 및 에스오지막(SOG layer; spin on glass layer)으로 이루어진 일 군중 적어도 하나의 층으로 형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 및 상기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막은 플라즈마 CVD 기술 또는 원자층 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5

00℃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레스막은 50Å 내지 2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된 스트레스막을 열처리하는 것은 400℃ 내지 550℃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

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질소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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