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H01L 27/082

H01L 21/331

(45) 공고일자   1993년07월23일

(11) 공고번호   특1993-0006736

(21) 출원번호 특1991-0001263 (65) 공개번호 특1991-0015064
(22) 출원일자 1991년01월25일 (43) 공개일자 1991년08월31일

(30) 우선권주장 2-17300  1990년01월26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아오이 죠이찌

일본국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구 호리까와쬬 72반지

(72) 발명자 야마다 요시끼

일본국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구 고무까이 도시바쬬 1 가부시
끼가이샤 도시바 다마가와 워크스 내

야마끼 분시로

일본국 가나가와껭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구 고무까이 도시바쬬 1 가부시
끼가이샤 도시바 다마가와 워크스 내

(74) 대리인 장수길, 김성택

심사관 :    정현염 (책자공보 제3345호)

(54)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6-1

특1993-0006736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f도는 각각 본 발명의 한 실시예 방법에 의한 구성을 공정순으로 도시한 단면도.

제2도는 제1f도의 구성을 위에서 본 패턴 평면도.

제3a~c도는 각각 종래의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제4도는 제3c도의 구성을 위에서 본 패턴 정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에피택셜 층                         2 : 베이스 영역

3,7 : 실리콘 열 산화막                  4 : 실리콘 질화막

5 : 베이스 콘택트 공                    6 : 베이스 전극

8 : 그래프트 베이스 영역                9 : 에미터 콘택트 공

10 : 에미터 전극                        11 : 에미터 영역

12,13 : 알루미늄 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은  특히  고속  동작이  요구되는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속  동작이  요구되는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양호한  고주파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에
미터  주위  길이가  길수록  양호하고,  또한  베이스  저항  및  콜렉터ㆍ베이스간  용량이  작을수록  양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3a~c는  각각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종래의  제조공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우선,  소자  분리한  실리콘  반도체  기판(도시안됨)상에  n형의  에피택셜층(31)을  형성하고  이 에피택
셜층(31)  내에  P형의  베이스  영역(32)  및  후에  베이스  전극과  접속된  P형의  불순물이  고농도로 도입

된 P
+
형의  그래프트  베이스(graft  base)  영역(33)를  선택적으로  형성한다.  다음에,  전체를 열산화하

여 실리콘 열산화막(34)를 형성하고, 다시금 그 위에 실리콘 질화막(35)를 형성한다(제3a도).

다음에,  에미터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그래프트  베이스  영역(33)에  끼워진  영역상의  실리콘 질화막
(35)  및  실리콘  열산화막(34)을  사진  석판(photolithography)  기술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에
미터  콘택트공(孔)(36)을  개구하고,  전면에  N형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다결정  실리콘층을  퇴적한  후, 
패터닝하여  에미터  전극(37)을  형성한다.  그후,  에미터  전극(37)인  상기  다결정  실리콘  중의  N형 불
순물을  열처리에  의해서  P형의  베이스  영역(32)내에  열확산시켜,  N형의  에미터  영역(38)을 형성한다
(제3b도).

다음에,  그래프트  베이스  영역(33)상의  실리콘  질화막(35)  및  실리콘  열산화막(34)를  사진 석판기술
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베이스  콘택트  공(39)를  개구한다.  그후,  에미터  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40)과 베이스 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41)을 패터닝 형성한다(제3c도).

제4도는  제3c도의  구성을  위에서  본  패턴  평면도이다.  전술한  양호한  고주파  특성을  얻기  위한 조건
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즉,  에미터  콘택트  공(36)을 스트라이프
(stripe)형으로  복수  분할하여  에미터  주위길이가  길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또,  이로인해, 에
미터  콘택트  공(36)을  끼우도록  베이스  콘택트  공(39)가  형성되고,  베이스  저항의  저감화가 도모되
고 있다.

또,  콜렉터ㆍ베이스간  용량을  작게하기  위해  베이스  면적을  작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폭  a,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피치  b가  가능한  한  작게 형성
된다. 

그렇지만,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피치  b를  축소함에  따라,  에미터  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40)과 베
이스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41)의  간격돌  짧아지고,  사진  석판  기술에  의한  마스크  맞댐  여유가 한
계로 되어,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극이 단락하는 불량이 발새하기 쉬워진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사진  석판  기술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피치를  최소선폭 이
하로 작게하는 것은 불량 발생의 요인으로 되어 곤란하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피치가 
보다  작게될  수  있는  고  신뢰성의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실현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제1도전형의  반도체  기판상을  열산화하여  제1열산화막을 형성하
는  공정과,  상기  제1열산화막상에  질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열산화막  및  상기  질화막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  제거하여  상기  기판을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노출한  기판상에 제1도전형
의  다결정  실리콘  막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공정과,  전면을  열산화함으로써  상기  제1다결정  실리콘 
막의  주위에  상기  제1열  산화막보다  막  두께가  두꺼운  제2열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열
산화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질화막의  일부분  및  그  하층의  상기  제1열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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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  상기  기판을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노출한  기판상에  제2도전형의  제2다결정  실리콘 막
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베이스  전극으로서의  상기  제1다결정  실리콘  막상에,  제1열산화막  보다  막 두
께가  두껍고  또한  각  베이스  전극간에  상기  질화막의  일부  표면이  노출하게  된  제2열산화막을 형성
하고,  동시에  상기  베이스  영역내에  제1도전형의  불순물이  고농도로  도입되어  그래프트베이스 영역
을  형성한다.  그후,  상기  노출한  질화막  및  그  하층이  상기  제1열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에칭 제거하
여  상기  기판을  노출시키고,  제2도전형의  불순물을  포함한  제2다결정  실리콘  막을  퇴적하여  에미터 
전극을  패터닝한다.  결국,  베이스  전극상에  형성하는  제2열산화막이  에미터의  콘택트  공을  형성하는 
마이크로  되고,  자기  정합적으로  에미터전극이  형성된다.이  제2열산화막은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
극간의  단란  방지에  기여하고,  또한,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극은  동일한  방향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므로, 각 전극간의 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설명하겠다. 

제1a~f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  방법에  관한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을 순차적으
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우선,  소자  분리한  실리콘  반도체  기판(도시안됨)상에  N형의  불순물이 도입
된  에피택셜층(1)을  형성하고,  이  에피택셜  층(1)ㅐ내에  붕소  등의  P형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P형
의  베이스  영역(2)를  형성한다.  그후,  전체를  열산화하여  막  두께가  1000Å  정도의  실리콘 열산화막
(3)을  형성하고,  또한  이  실리콘  열산화막(3)상에  감압  CVD법에  의해  막  두께가  1000Å  정도의 실리
콘 질화막(4)를 형성한다(제3a도).

다음에,  사진  석판  기술을  사용하여  RIE(reactive  ion  etchig)법에  의해  상기  실리콘  질화막(4)  및 
실리콘  열  산화막(3)의  일부를  순차  제거하여  폭  0.7㎛  정도의  베이스  콘택트  공(5)를  개구한다. 이
어서,  전면에  P형의  불순물을  포함한  다결정  실리콘  층을  퇴적한  후,  패터닝하여  베이스  전극(6)을 
형성한다(제1b도).

다음에,  전면을  열산화함으로써,  상기  베이스  전극(6)으로부터의  P형의  불순물을  포함한  다결정 실
리콘  막상에  상기  열산화막(3)보다  막  두께가  두꺼운  예를들면  3000Å의  열  산화막(7)을  형성한다. 
이  열산화막(7)은  각  베이스  전극(6)과의  사이에  상기  실리콘  질화막(4)의  일부  표면이  노출하도록 
한  상태에서  형성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베이스  영역(2)의  불순물이  상기  에피택셜  층내의 열확산
함으로써,  그  두께가  신장된다.  그리고,  다시금  이  베이스  영역(2)내에  베이스  전극(6)내의  P형의 

불순물이  열확산함으로써,  P형의  불순물이  고농도로  도입되어  이루어진 P
+
형의  그래프트  베이스 영

역(8)이 형성된다(제1c도).

다음에,  상기  노출한  실리콘  질화막(4)  및  그  하층의  열산화막(3)을  RIE법에  의해  에칭  제거하여 기
판을  노출시킨다.  여기서는,  우선,  실리콘  질화막(4)만이  에칭되도록  하는  에칭율로  선택적으로 실
리콘  질화막(4)를  에칭하고,  그후  상기  열산화막(3)을  에칭한다.  이때,  베이스  전극(6)상의 열산화
막(7)은 열산화막(3)보다 막두께가 충분히 두꺼우므로 잔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 산화막(7)을 마스크로서 에미터 콘택트 공(9)가 개구된다(제1d도).

다음에,  전체에  N형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다결정  실리콘  막을  퇴적하고,  사진  석판기술에  의해 패터
닝하여  에미터  전극(10)을  형성한다.  그후,  에미터  전극(10)에서의  상기  다결정  실리콘중의  N형 불
순물을  열처리에  의해  P형의  베이스  영역(2)내에  열확산시켜,  N형의  에미터  영역(11)을 형성한다(제
1e도).

다음에,  에미터  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12)와  베이스  전극용의  알루미늄  배선(13)(후술하는 제2도
에 도시)을 패터닝 형성한다(제1f도).

제2도는  제1f도의  형성을  위해서  본  패턴  평면도이다.  상기  제1도에  도시한  열산화막(7)에  피복된 
베이스  전극(6)은,  에미터  전극(10)과는  상이한  방향,  결국  기판과  수평인  방향으로부터  알루미늄 
배선(13)에 의해 도출되어 있다. 

종래에는,  에미터  콘택트  공은  사진  석판  기술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그  폭은 0.7
㎛가  한계였다.  또,  동일  방향으로  도출되는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극의  간격은  단락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이 이상 좁히는 것은 곤란하였다. 

이것에  대해,  이  실시예  방법에서는,  열산화막(7)이  에미터의  콘택트  공을  형성하는  마스크로  되고, 
자기 정합적으로 에미터 전극이 형성된다. 

그리고,  열산화막(7)에  의해서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극간의  단락이  방지되고,  더구나,  에미터 전
극과  베이스  전극은  동일한  방향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므로,  종래와  동일한  마스크  맞댐  여유를 사
용한 사진 석판기술을 사용하여도, 각 전극간의 간격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마스크  맞댐  여우를  0.5㎛,  사진  석판기술에  의한  최소  칫수의  폭을  0.7㎛로  하면, 베이
스 콘택트 공(5)의  폭 a가 0.7㎛,  베이스 전극용의 다결정 실리콘 막(6)의  폭 b는 1.7㎛로 된다. 이
것을  열산화하여  폭  c로  표시하도록  0.3㎛(3000Å)의  열산화막(7)을  형성한  후,  개구하는  에미터 콘
텍트  공(9)의  폭  d를  0.5㎛로  했다고  하면,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폭  e를  2.8㎛까지  축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이  실시예  방법에서는  베이스  전극,  에이커  전극으로서의  다결정  실리콘  막은  미리  불순물을 
포함한  것으로  하였으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다결정  실리콘  막에  뒤로부터  이은  주입등에  의해 
불순물을  도입하여도  좋다.  또,  베이스  전극(2)는  베이스  콘택트  공을  개구하기  전에  형성하였지만, 
에미터  콘택트  공의  형성후에  에미터  콘택트  공을  탤淪構跳하여  이온  주입등에  의해  형성하여도 좋
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에미터  전극과  베이스  전극은  실리콘  열산화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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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절연되어  있으므로,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간격을  작게  하여도  단락할  염료는  없다.  따라서, 
에미터  스트라이프의  간격을  작게하여  베이스  저항과  콜렉터  베이스  용량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에미터  콘택트의  폭도  작게할  수  있으므로,  베이스  저항의  저감화에  기여한다.  이  결과,  고속 동작
하는  고  신뢰성의  고주파용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실현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2)상을  열산화하여  제1열산화막(3)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1열산화막상에 
질화막(4)를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1열산화막  및  상기  질화막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  제거하여 
상기  기판을  노출시키는  공정,  상기  노출한  기판상에  제1도전형의  다결정  실리콘막(6)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공정,  전면을  열산화함으로써  상기  제1다결정  실리콘  막의  주위에  상기  제1열산화막보다 
막  두께가  두꺼운  제2열산화막(7)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2열산화막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질화막
의  일부분  및  그  하층의  상기  제1열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에칭  제거하여  상기  기판을  노출시키는 공
정,  및  상기  노출한  기판상에  제2도전형의  제2다결정  실리콘  막(10)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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