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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그 형성 방법

요약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그 형성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방법은 기판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트렌치 내벽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트렌치의 내벽 기판면에 치유 원

소를 공급하는 단계, 트렌치를 소자 분리막을 채우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치유 원소로는 대개 불소가 사용될

것이며, 치유 원소를 공급하는 단계는 트렌치 내벽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후, 혹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는 기판에 트렌치 소자 분리막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트렌치를 

이루는 반도체 기판에서 트렌치의 중심으로 가면서 기판 실리콘, 치유 원소가 함유된 실리콘 산화막 및 매립막의 층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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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내지 도5는 본 발명 방법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들이다.

도6 내지 도7은 본 발명 방법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의 특징적 단계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들

로 제 1 실시예의 도3의 단계를 대체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그 소자 분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소자 분리막과 면

하고 있는 기판 실리콘 계면의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그 소자 분리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의 소자 고집적화에 따라 개개의 메모리 셀을 형성할 수 있는 활성 영역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LOCOS 방법에서의 버즈 빅 현상으로 인한 셀 메모리 활성 영역의 면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판에 트렌치를 형성하고 

트렌 치를 소자 분리막으로 채우는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트렌치 형성 과정에서 트렌치에 의해 드러나는 실리콘 기판면은 식각에 의한 결정 손상을 가지게 되며, 이는 셀 메모

리가 형성된 시점에서 동작 전류가 누출되는 취약점이 되고, 셀 캐퍼시터에 저장된 전하가 누출되는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과 함께 이런 취약점을 좀 더 설명하면, 트렌치 형성을 위해서는 통상 웰 형성이 이루어

진 기판에 패드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을 덮고 패터닝을 통해 트렌치 식각 마스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방

성 으로 기판을 식각하여 트렌치를 형성한다. 이런 이방성 식각 과정에서 기판의 드러난 표면, 즉, 트렌치 내면은 식각

충격에 의한 결정 결함을 가지기 쉽다. 결정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어닐링을 실시하면서 트렌치 내벽에는 열산화막이

형성된다. 그러나, 트랜치에서 기판과 열산화막 사이의 계면에는 여전히 많은 결함점을 가지며 이들 결함점에는 댕글

링 본드 (Dangling Bond)가 존재한다. 댕글링 본드는 전하 캐리어에 대한 트랩(trap)으로 작용하여 메모리 셀에서 소

자 동작시의 전류 누출(leak)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종래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트렌치를 형성

하면서 트렌치 소자 분리막과 접하고 있는 실리콘 기판면의 결정 결함 혹은 댕글링 본드를 줄일 수 있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의 목적은, 소자 동작시의 누설 전류를 억제하여 동 작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및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은, 기판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트렌치 내벽 산화막

을 형성하는 단계, 트렌치의 기판면에 치유 원소를 공급하는 단계, 트렌치를 소자 분리막을 채우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 방법에서 치유 원소로는 대개 불소가 사용될 것이며, 치유 원소를 공급하는 단계는 트렌치 내벽 산화막을 형

성하는 단계 전 혹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트렌치 내벽 산화막을 형

성하는 단계에서 열처리가 산소 및 불소 함유 가스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트렌치 내벽에 산화막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불소가 산화막에 함유되고 따라서 트렌치의 기판 및 트렌치 내벽 산화막 사이로 불소가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 방법에서 치유 원소를 공급하는 단계는 트렌치 내벽 산화막을 형성한 뒤 치유 원소가 함유된 가스 분위기에

서 어닐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트렌치 내벽 산화막 위에 폴리실리콘 등의 물질막을 형성하

고 물질막에 치유 원소 이온주입을 실시한 뒤 열확산을 통해 주입된 치유 원소를 트렌치 내벽 산화막을 거쳐 트렌치

의 기판의 트렌치 내벽 산화막과의 계면으로 공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는 기 판에 트렌치 소자 분리막을 가지는 반도

체 장치에 있어서, 트렌치를 이루는 반도체 기판에서 트렌치의 중심으로 가면서 기판 실리콘, 치유 원소가 함유된 실

리콘 산화막, 베리어층 및 매립막의 층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 장치에서, 기판 실리콘은 치유 원소가 함유된 실리콘 산화막과의 계면 및 그 주변에서 치유 원소를 함유하는 

것이 통상적이 될 것이다. 베리어층은 산소 등 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실리콘 질화막이 바람직하며, 매립막은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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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산화막, SOG막 등 이 기술분야에서 트렌치 소자 분리막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매립막을 사용

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실시예들을 통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도1 내지 도5는 본 발명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들이다.

도1을 참조하면, 실리콘 기판(10)에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패드 산화막(12)과 실리콘 질화막(14)으로 이루어

진 식각 방지막이 적층되고 패터닝되어 트렌치 식각 마스크(16)를 이룬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기판에 패드 산

화막(12)이 형성되고 CVD 방식으로 식각 방지막(14)이 적층된다. 식각 방지막(14) 위에 트렌치 형성을 위한 포토레

지스트 패턴(미도시)이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식각 방지막(14)과 패드 산화막(12)에 대한 식각이 이

루어지고 포토레지스트 패턴이 제거된다. 따라서, 트렌치 식각 마스크(16)가 형성된다.

도2를 참조하면, 트렌치 식각 마스크(16)를 이용하여 기판(10)에 대한 식각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판에 트렌치(21

)가 형성된다. 식각은 이방성 식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트렌치(21) 측벽에 경사가 지는 슬롭 에치가 이루어진다.

도3을 참조하면, 트렌치가 형성된 기판에 측벽 열산화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로(furnace)나 RTP 장비 모두에서 이

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 7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불소 가스나 NF3 등의 불소 함유 가스를 공급하

여 공정에서 형성되는 측벽 산화막(23) 및 트렌치 주변의 실리콘 기판면에 불소가 함유되도록 한다.

도4를 참조하면, 기판 전면에 CVD로 실리콘 질화막 라이너(25)가 형성된다. 라이너(25)의 두께는 통상 100 옹스트

롬 전후로 한다. 라이너(25) 위로 소자 분리막의 본체를 이룰 CVD 방식의 실리콘 산화막(27)이 적층된다. 트렌치의 

가로세로비가 큰 경우 채움성을 높이기 위해 HDP CVD를 이용하거나, SOG 방식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27) 적

층 공정을 실시할 수 있다.

도4 및 도5를 참조하면, CMP를 통해 트렌치 밖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 산화막(27)을 제거하여 일단 트렌치 식각 

마스크(16)가 드러나도록 한다. 이어서, 트렌치 식각 마스크(16)를 이루는 식각 방지막(14)을 인산 습식 식각을 통해 

제거한다. 패드 산화막(12) 제거와 세정을 거치면서 기판(10)면과 비슷한 수준의 상면을 가지는 트렌치 소자 분리막(

29)이 완성된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 형성되는 트렌치 소자 분리막(29)과 트렌치를 이루는 기판(10)면 사이에는 불소가 공급되면서 

계면의 댕글링 본드를 소거시킨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형성될 트랜지스터 소자에 흐르게 되는 전하나 스토리지 노드

에 저장될 전하가 댕글링 본드가 형성하는 트랩에 갖혀 전류 누출을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시예 2)

본 실시예 2에서는 앞의 실시예 1과 대부분의 공정이 공통적으로 진행된다. 단, 실시예 1의 도3에 도시된 트렌치 측

벽 열산화 단계에서 불소 함유 가스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 2에서 실시예 1의 도3의 

단계는 도6 및 도7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도6을 참조하면, 가열로에서 트렌치(21)가 형성된 도2 상태의 기판(10)에 열산화를 실시하여 일단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실리콘 열산화막, 즉 측벽 산화막(23')이 트렌치 내벽에 형성된다.

도6 및 도7을 참조하면, 트렌치 내벽에 측벽 산화막(23')이 형성된 상태에서 NF3 가스를 공급하면서 어닐링을 추가

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NF3 가스에서 분해된 불소는 측벽 산화막(23')을 거쳐 측벽 산화막(23')과 기판(10)의 경계면

에 공급되어 존재하는 댕글링 본드를 소거시키고, 측벽 산화막(23')은 불소가 함유된 측벽 산화막(23)이 된다.

트렌치의 기판과 열산화막 계면에 확산된 불소가 댕글링 본드를 치유하는 과정은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결정 내의 비공유 최외곽 전자를 가진 원소에 불소가 직접 결합되어 댕글링 본드를 없애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기

존의 실리콘과 산소의 결합에서 불소가 산소를 치환하여 산소를 유리시키면 유리된 산소가 새롭게 댕글링 본드를 가

지는 실리콘 원자와 결합하면서 댕글링 본드를 없애는 과정이다. 이들 과정을 통해 트렌치의 기판면과 열산화막 계면

에서 전하 트랩이 되는 댕글링 본드가 없어지면 소자 동작시의 전류가 누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트렌치를 형성하면서 생긴 실리콘 기판면의 결정 결함 혹은 댕글링 본드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

로, 다음 단계에서 형성된 소자가 동작할 때의 누설 전류를 억제하여 동작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에 소자 분리용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내벽을 이루는 기판면 표층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기판면에 댕글링 본드를 치유할 불소 또는 불소함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트렌치를 소자 분리막으로 채우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반도체 장치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함유가스는 NF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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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렌치의 내벽을 이루는 기판면 표층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불소함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는 산소 

및 NF 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치유 원소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소자 분리막을 채우는 단계 사이에 산소 베리어용 실리콘 질화막 라이너를 

형성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트렌치 소자 분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소함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는 상기 트렌치의 내벽을 이루는 기판면 표층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후에 상

기 NF 3 가스 분위기에서 어닐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트렌치 소자 분

리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기판에 트렌치 소자 분리막을 가지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트렌치의 중심에서 반도체 기판으로 가면서 매립막, 불소가 함유된 실리콘 산화막과 계면, 기판 실리콘의 층구

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실리콘은 상기 실리콘 산화막과의 계면 및 그 주변에 NF 3 가스에서 분해된 불소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매립막과 상기 실리콘 산화막 사이에 산소 베리어층으로 실리콘 질화막 라이너가 더 구비되어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매립막은 SOG 방식 혹은 CVD 방식으로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 소자 분리형 반도체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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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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