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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에 의해 형성된 트렌치 벽을 갖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57) 요약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는 기판의 상부층 위에 배치된 덮는 에피텍셜층을 갖는 기판, 소스와 바디영역을 포함하는

웰영역, 트렌치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을 포함한다. 게이트 트렌치는 측벽을 갖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

를 포함한다. 게이트 트렌치의 높이와 폭에 거의 일치하는 상부 표면과 두께와 폭을 갖는 유전체층은 기판의 상부층상에

형성된다. 에피텍셜층은 기판의 상부층과 유전체층상에 성장하고, 유전체층의 상부표면과 거의 동일면을 이루도록 평탄화

되고,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게이트 트렌치 측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다음 제거된다. 공정은 트

렌치를 유전체 재료와 일렬이 되게 하는 단계와 일렬이 된 트렌치를 도전성 재료로 채우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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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의 상부층 위에 놓인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의 층을 갖는 기판, 소스와 바디영역을 포함하는 웰영역, 트렌치 게이

트, 및 드레인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바디영역은 상기 소스에 인접하며, 상기 소스는 상기 트렌치 게이트에 인접하고, 상

기 웰영역, 소스, 바디영역, 및 트렌치 게이트는 상기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의 층에 포함되며,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

기 기판의 하부에 배치되고, 게이트 트렌치는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측벽을 갖으며, 그리고 상기

게이트 트렌치 측벽은 상기 기판의 상기 상부층 위에 놓인 상기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의 층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제 1 도전타입이고 그리고 상기 상부층상에 상기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는 제 2 반대 도

전타입이고, 상기 제 1 도전타입은 N이고 상기 제 2 반대 도전타입은 P이고, 그리고 상기 기판의 상기 상부층은 상기 기판

내에 포함되어진 채, 상기 기판 및 상기 상부층상의 상기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는 둘 다 제 1 도전타입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기 상부층은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웰영역 및 상기 에피텍셜 재료의 층

은 반대 도전타입이고, 그리고 상기 기판과 상기 에피텍셜하게 성장된 재료의 층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레벨간 유전체층은 상기 트렌치 게이트 및 상기 소스영역 위에 놓이고, 그리고 금속층은 상기 레벨간 유

전체층 위에 놓이고, 상기 금속층은 상기 소스 및 바디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촉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복수의 게이트 트렌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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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에 의해 형성된 트렌치 벽을 갖는 파워-게이트 디바

이스 및 디바이스의 성형공정에 관한 것이다.

트렌치 게이트 구조를 갖고 있는 MOS 트랜지스터는 고전류, 저전압 스위칭 응용제품에 대해 플래너 트랜지스터 이상의

중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DMOS 트렌치 게이트는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연장되고 열적성장한 이산화규소층과 각각 일렬을

이루는 측벽과 바닥을 갖는 전형적인 트렌치를 포함한다. 일렬을 이루는 트렌치는 도프된 폴리실리콘으로 채워진다. 트렌

치 게이트의 구조는 보다 덜 제한적인 전류의 흐름을 허용하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치의 비-ON저항을 제공한다. 더욱이,

트렌치 게이트는 소스의 바닥으로부터 트렌지스터의 바디를 가로질러 드레인 아래까지 트렌치의 수직 측벽을 따라 연장된

MOS 채널에서 줄어든 셀 피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채널 밀도는 증가하고, 이는 채널이 ON-저항에 대한 공헌도를 줄인다.

트렌치 DMOS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수행은 솔리드-스테이트 일렉트로닉스(Solid-State Electronics) 1991년 34권 제 5

호 493-507쪽의 블러샤(Bulucea)와 로젠(Rossen)의 "고전류(100A 범위) 스위칭을 위한 트렌치 DMOS 트랜지스터 기술

"에서 논의되었다.

DMOS 파워 디바이스에서 그 유틸리티에 덧붙여, 트렌치 게이트는 바람직스럽게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IGBTs), MOS-제어 사이리스터(MCTs), 및 다른 트렌치 게이트 디바이스에도 바람직하게 채용된다. 전형적인 반도체 디

바이스는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셀룰러 또는 스트립 레이아웃으로 배열된 MOSFET 구조의 배열을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MOSFET의 트렌치 게이트는 기판내로 트렌치를 플라즈마 에칭하고 그리고 도전성 재료로 가득 채우기 전에 트렌치를 유

전체 재료와 정열시킴으로써 형성된다. 디바이스 크기를 더 작게 요구할수록 에칭된 트렌치 측벽의 표면 조도는 쓰레솔드

전압의 효과와 디바이스의 신뢰성 때문에 중요성이 증가한다. 본 발명의 디바이스에서 측벽의 개선된 평탄도는 디바이스

의 효율과 파워 수용력의 개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기판의 상부층 위에 놓이고 에피텍셜하게 성장한 재료의 층을 갖는 기판, 소스와 바디영역을 포함하는 웰영역,

트렌치 게이트 및 드레인 영역을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측벽을 갖는 게이트 트렌치를 특

징으로 하는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기판의 상부층 위에 배치된 덮는 에피텍셜층을 갖는 기판, 소스와 바디영역을 포함하는 웰영역, 트렌치 게이트

와 드레인 영역을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갖는 측벽을 갖는 게이트 트렌치를 포함하는 트렌치-게

이트 파워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공정은 기판의 상부층상에 게이트 트렌

치의 높이와 폭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두께와 폭 크기 및 상부층을 갖는 유전체층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기판 상부층

과 유전체층 위에 놓인 에피텍셜 재료층을 성장시키고, 상기 유전체층의 상부표면과 거의 동일 평면이 되도록 상기 에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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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재료를 평탄화하고, 선택적으로 성장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게이트 트렌치 측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유전체

층을 제거하고, 상기 게이트 트렌치를 유전체 재료와 일렬이 되게 하고, 트렌치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렬이 된 트렌

치를 도전성 재료로 거의 채우고, 상기 평탄화된 에피텍셜 재료에 웰, 바디, 및 소스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게이트 트렌치의 높이와 폭 크기와 거의 일치하는 상부표면과 두께와 폭의 크기를 갖는 트렌치-게이트 파

워 디바이스의 성형공정은 기판의 상부층상에 형성된다. 에피텍셜 재료층은 기판과 유전체층의 상부층상에 성장하고, 유

전체층의 상부표면과 거의 동일평면이 되도록 평탄화되어,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게이트 트렌치

측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거된다. 공정은 트렌치를 유전체 재료와 일렬이 되도록 한 뒤 정렬된 트렌치를 도전성 재료로

거의 채워, 이로써 트렌치 게이트를 형성하고, 평탄화된 에피텍셜 재료에서 웰, 바디 및 소스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다.

발명의 구성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의 형태로 본 발명은 설명되어진다.

도 1-6은 반도체 기판(101)상에 본 발명의 트렌치-게이트 디바이스(100)를 형성하는 공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는

N-도프된 단결정 실리콘이 될 수 있다. 기판(101)은 상부층(101a)을 포함하고, 이는 기판(101)의 자체의 일부, 또는 바람

직하게는 N-타입 또는 P-타입의 에피텍셜층이 될 수 있고, 이는 항복전압을 견딜 수 있을만큼 충분히 두껍다. 유전체 재

료의 층은 기판 상부층(101a)상에 성장되거나 침적되고 그리고 유전체층(102)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스킹되고 에칭되며,

이는 각각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두께와 폭의 치수(102t, 102w)를 갖는다. 전형적으로, 복수의 유전체층(102)은 기판

(101)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P-타입으로 도시된 것과 같이, 에피텍셜 재료의 층(103)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

(101a, 102)상에서 성장된다. 물론, 기판(101), 유전체층(102), 에피텍셜층(103)의 크기 및 도면에 도시된 다른 특징들은

정확한 치수가 아니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형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층(103)은 층(103p)에 평탄화된다. 유전체층(102)에 인접한 층(103p)의 두께는 102t와 거의 동

일하나 유전체층(102)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역(104)에서는 얇아지기 시작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학적 에칭에

의한 층(102)의 제거는 측벽(106)을 갖는 게이트 트렌치(105)의 형성을 초래한다. 층(102)의 화학적 에칭은 예를 들어 버

퍼 산화물 에칭(BOE)공정에서 불화수소산과 같은 산성약품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트렌치(105)는 유전체층(102)의

각 크기(102t, 102w)와 거의 일치하는 높이와 폭의 크기(105h, 105w)를 갖는다.

게이트 트렌치(105)는 유전체 재료(107)와 일직선이 되고, 이는 이산화규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트렌치 게이트(109)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프된 폴리실리콘과 같은 도전성 재료(108)로 거의 채워진다. 표면 세척단계

는 트렌치(105)를 유전체 재료(107)에 일직선이 되게 하는 단계에 앞서 선택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 트렌치 정렬공정은 에

피텍셜층(103p)이 트렌치(105)의 코너를 따라 측면 및 수직하게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트렌치-코너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바이스(100)의 제조는 N+ 소스영역(110) 및 P+ 바디영역(111)을 형성하기 위해 주입과 열

적 활성화/확산에 의해 완성된다. 에피텍셜층(103p)의 하부는 P-웰 영역(112)의 구실을 하고, 그리고 기판(101)의 하부

는 드레인 영역(113)을 제공한다. 레벨간 유전체층(114)은 소스영역(110)과 게이트 트렌치(109) 위에 형성되고, 소스 및

바디영역(110, 111)과 각각 전기적 접촉을 이루는 금속층(115)은 에피텍셜층(103p) 및 레벨간 유전체층(114) 위에 침적

된다. 금속층(미도시)는 또한 드레인 영역(113)과 접촉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판(101)의 하부표면상에 침적된다.

레벨간 유전체 형성과 관련된 소스 및 바디영역의 형성순서는 최종 디바이스의 기능과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

경될 수 있다. 웰 영역은 선택적으로 성장된 P-타입 에피텍셜층내에 정의되고, 균일하게 도프된 웰은 ON-저항과 쇼트 채

널 효과 사이의 양호한 균형을 제공한다. 그러나, 웰은 선택적으로 성장된 N-타입 에피텍셜층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이는 그 후 P-타입 도펀트의 이온주입과 확산에 의하여 도프된다. 본 발명은 N-채널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여 설명되었으

나, 다른 디바이스 및 다른 도펀트와 예를 들어 실리콘-게르마늄와 같은 다른 반도체 재료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설명

된 디바이스는 파워 MOSFET이나,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IGNTs), MOS-제어 사이리스

터(MCTs)와 같은 모든 트렌치-게이트 디바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는 기판의 상부층 위에 배치된 덮는 에피텍셜층을 갖는 기판, 소스와 바디영역을 포함하는

웰영역, 트렌치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을 포함한다. 개선점은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측벽을 갖는 게

이트 트렌치를 포함한다. 개선된 트렌치-게이트 파워 디바이스의 형성공정에서, 게이트 트렌치의 높이와 폭에 거의 일치

하는 상부 표면과 두께와 폭을 갖는 유전체층은 기판의 상부층상에 형성된다. 에피텍셜층은 기판의 상부층과 유전체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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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장하고, 유전체층의 상부표면과 거의 동일면을 이루도록 평탄화되고, 그 다음 제거되어 선택적으로 성장한 에피텍셜

재료를 포함하는 게이트 트렌치 측벽을 형성한다. 공정은 트렌치를 유전체 재료와 일렬이 되게 하는 단계와 일렬이 된 트

렌치를 도전성 재료로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이로 인해, 트렌치 게이트를 성형하고, 평탄화된 에피텍셜 재료에 웰,

바디, 및 소스영역을 형성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의 형성방법으로 인하여, 게이트 트렌치 측벽(106)은 플라즈마 에칭에 의하여 형성됐던 게이트 트렌치(105) 보다 유

리하게 더 평활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피텍셜층 평탄화 공정은 평탄화된 층(103p)의 더 얇은 영역(104)을 만

들어내기 때문에, 디바이스(100)의 바디영역(111)이 필요하고, 이는 증가된 콘택 면적 및 개선된 언클램프 유도 스위칭

(UIS) 수용력의 잠재된 잇점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6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공정을 설명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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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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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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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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