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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내부에 제1 도전형의 제1 반도체 영역을 설치하고, 함유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가 제1 반도체 영역의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의 4분의 1보다 작아지도록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영역을 제1 반도체 영역과 반도

체의 표면사이에 설치한다. 그리고, 제2 반도체 영역의 상측에 절연막과 도전체를 설치하고,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여 

제2 반도체 영역의 측면과 접하도록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영역과 제4 반도체 영역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정미의

불순물 농도의 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단채널 효과나 제조 변화에 기인한 Vth의 변화를 억제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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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매립 채널을 형성하는 nMOSFET의 게이트 산화막의 바로 아래의 반도체 내의 전형적인 불순물 프로파일의 

모식도.

도 2는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전형적인 매립 채널의 구조를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한 Vth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3은 표면 채널을 형성하는 nMOSFET의 게이트 산화막 바로 아래의 반도체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모식도.

도 4는 게이트 길이(L)의 변화에 대한 Vth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도 3에 도시된 스텝형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스텝까지의 거

리에 대한 Vth와 SCE 범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6a 내지 도 6c는 MOSFET의 단면도.

도 7의 (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절연막 바로 아래의 정미의 불순물의 기본적인 농도 

프로파일.

도 7의 (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절연막 바로 아래의 채널 불순물과 카운터 불순물의 

기본적인 농도 프로파일.

도 8의 (a)와 (b), 도 9의 (a)와 (b), 및 도 10의 (a)와 (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절연막 

바로 아래의 도 7의 (a)와 (b)의 기본적인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형예.

도 11a 내지 도 12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절연막 바로 아래의 도 7의 (b)의 기본적인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형예.

도 13의 (a)는 nMOSFET의 에너지 대역도.

도 13의 (b)는 nMOSFET의 깊이 방향의 전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4는 표면 채널을 생성하는 nMOSFET의 에너지 대역도.

도 15는 매립 채널을 생성하는 nMOSFET의 에너지 대역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게이트 절연막 바로 아래의 도 7의 (a)의 기본적인 불순물 프로파

일의 변형도.

도 17은 메탈 게이트에 도 7의 (a)에 도시된 계단형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한 Vth와 

SCE 범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8은 메탈 게이트에 도 7의 (a)에 도시된 계단형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한 Vth와 

Vth 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9는 도 9의 (a)와 (b)의 계단형의 변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이온 주입이나 열 확산 등에 의해 실현 가능한 불

순물 프로파일과, 게이트 전압이 임계치 전압 Vth일 때의 홀 농도 분포.

도 20은 제1 실시예의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사한 3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도 21은 도 20의 3종의 프로파일에서의, 채널 불순물과 카운터 불순물의 프로파일 변화에 대한 Vth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2는 도 7의 (a)와 (b)의 계단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이온 주입이나 열 확산 등에 의해 실현 가능한 불순물 프

로파일과, 게이트 전압이 임계치 전압 Vth일 때의 홀 농도 분포.

도 23은 도 22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상을 3가지로 변화시킨 각각의 경우에 대해, 채널 불순물과 카운터 불

순물의 프로파일 변화에 대한 Vth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4는 도 9의 (a)와 (b)의 계단형 변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이온 주입이나 열 확산 등에 의해 실현 가능한 불순

물 프로파일과, 게이트 전압이 Vth 일 때의 홀 농도 분포.

도 25는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

도 26a 내지 도 26e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실시예 2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27은 실시예 1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

도 28a 내지 도 28g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실시예 1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29는 실시예 3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

도 30a 내지 도 30c는 플레이너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예 3의 채널 불순물 분포를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31은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메탈 게이트 전극을 가진 CMOS 트랜지스터의 단면도.

도 32a 내지 도 32c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메탈 게이트 전극을 구

비한 CMOS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8의 메탈 게이트를 갖는 pMOSFET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

일을 나타내는 도면.

도 34는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의 원자의 개수(個數) 또는 배치의 통계적 변화가 Vth에 미치는 변화를 나타내

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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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a 내지 도 35m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36a 내지 도 36c는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상면도.

도 37a 내지 도 37c는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38은 도 35m에 도시된 구조를 갖는 n형 MISFET의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류와의 관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

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39a 내지 도 39c는 실시예 3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40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

도 41a 내지 도 41f는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42a 내지 도 42c는 실시예 2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 43은 실시예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

도 44a 내지 도 44f는 실시예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2 :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

11 : MOSFET는 기판

12 : 소스 영역

13 : 드레인 영역

14 : 게이트 절연막

15 : 게이트 전극

17 : 좌표 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그 전체적 내용이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는, 1999년 12월 3일 및 2000년 1월 20일자로 각각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제1999-355426호 및 제2000-12107호의 우선일을 파리 조약 하에 소급받는다.

본 발명은, 단채널 효과나 제조 변화에 의한 임계치 전압(Vth)의 변화를 억제하는 금속·절연물·반도체·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ISFET) 등의 반도체 장치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MISFET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이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 등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종래, MISFET의 미세화에 따라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가 Vth에 미치는 변화도 증대하여, 회로 특성에 미치는 

장해를 경고받았다.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회로에서 이용하는 pMOSFET의 경우, n  +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이용할 때, 채

널 표면에 카운터 도핑을 행한다. 이 도핑에 의해 채널 영역에 채널 불순물과 다른 도전형의 불순물층이 설치되어, 매

립 채널이 형성된다. n  + 폴리실리콘 게이트 pMOSFET 매립 채널은 얕은 카운터 도핑층을 이용하지 않으면 단채널 

효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여기서, 미세화에 의해 게이트 길이가 리소그래피의 제어의 한계 정도까지 짧아지면, 

게이트 길이 변화의 게이트 길이에 대한 비가 커진다. 그리고, 단채널 효과에 기인하는 전기 특성의 변화가 생겨, CM

OS 회로의 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세화에 따른 전원 전압(1)을 저하시키는 요청이 있다. 전원 

전압의 저하에는 Vth를 내리면 된다. 그러나,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판 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만, 일반적으로 높은 기판 농도를 이용하면 Vth가 높아진다. 이것으로는, 미세화되는 경우에 고품위의 전기 특성을 얻

을 수 없다.

그래서, 기판 표면의 카운터 도핑층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기판 농도는 높기 때문에 단채널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상

태에서, 매립 채널 pMOSFET의 Vth의 저감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고농도의 카운터 도핑층을 매우 얕게 형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게이트 절연막 형성이나 불순물 활성화 어닐링등의 고온 공정을 거칠 때의 열 확산으로 인해, 고농도의 

카운터 도핑층을 매우 얕게 형성하는 것은 곤란한 과제로 되어 있다.

매립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채널 불순물층으로 카운터 도핑을 행하여 역도전형의 불순물층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완

만한 프로파일을 갖는 n형 불순물 분포에, 표면 부분을 상쇄하도록 p형 불순물을 얕게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다(I. C. 

Kizilyalli등, n  + -Polysilicon Gate PMOSFET's with Indium Doped Buried-Channels, IEEE Electron Device L

etters, Vol 17. pp46-49, 1996). 카운터 도펀트인 p형 불순물을 얕게 도입하여 얕은 정미의 p형 영역을 형성하는 것

이 깊게 도입한 경우에 비해 채널이 보다 표면 근처에 생겨, 게이트 절연막의 실효적 두께의 증가나 단채널 효과의 열

화등의 특성 열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pn 접합 위치 부근의 채널 불순물인 n형 불순물 농도가 높아,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p형 불순물 농도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n  +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에 의한 매립 채

널을 갖는 pMOSFET와 같이 매립 채널 구조를 갖는 MOSFET는 Vth의 변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nMOSFET의 경우라도 저전원 전압화에 따라 낮은 Vth가 요구되고, 높은 채널 불순물 농도 하에서도 카운터 도

핑을 이용함으로써 낮은 Vth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세화에 대응하여 게이트 저항을 저감시키는 것등 폴리게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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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게이트 전극에 금속 재료를 이용하는 메탈 게이트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메

탈 게이트의 경우, nMOSFET의 경우에도, 높은 일 함수에 기인하는 단채널 효과에 견딜 수 있는 높은 채널 불순물 농

도 하에서 원하는 낮은 Vth를 실현하기 위해, 매립 채널 구조가 이용되고 있다(A. Chatterjee등, CMOS Metal Repla

cement Gate Transistors using Tantalum Pentoxide Gate Insulator, IEDM 98, pp777-780, 1998). 그러나, 메탈

게이트에서 낮은 Vth를 실현한 예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매립 채널로 Vth 변화가 일반적으로 큰 것을 이유로

하여 메탈 게이트에서도 표면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메탈 게이트에서 이용하는 채널 프로파일이 큰 

과제로 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매립 채널 구조를 갖는 MOSFET는 Vth의 변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변화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

지지 않았다. 그래서, 발명자들은 변화의 원인을 분명하게 하기로 하였다.

도 l은 매립 채널을 형성하는 nMOSFET의 게이트 산화막의 바로 아래의 반도체 내의 전형적인 불순물 프로파일의 모

식도이다. 횡축(橫軸)은 게이트 산화막과 반도체의 계면으로부터의 거리이고, 종축(縱軸)은 불순물 농도이다. 채널 불

순물의 p  + 영역을 나타내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은 반도체 계면으로부터 내부까지 고농도로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카운터 도핑한 다른 도전형의 n  + 불순물층을 나타내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은 반도체 계면으

로부터 10㎚의 깊이까지 존재하고, 농도는 채널 불순물의 p형 불순물 농도보다 고농도로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순물 프로파일을 가정하여, 이하의 Vth와 그 변화의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도 2는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전형적인 매립 채널의 구조를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한 Vth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전원 전압 1V를 상정하고, 드레인 전극에 1V를 

인가하여 Vth를 구하였다. 여기서, 도 1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농도는, 2×10  18 ㎝  -3 로 하고 있다. 횡축은 

카운터 불순물 농도이고, 종축은 Vth와, 도 1의 프로파일(2)의 형상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량이다. +표시는 Vth를 

나타내고 있다. □표시는 깊이 10㎚까지 존재한 프로파일(2)이 0.5㎚ 얕아져 깊이가 9.5㎚ 까지 되었을 때의 Vth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시는 프로파일(2)의 농도가 2% 감소했을 때의 Vth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변화의 

폭을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의한 제조 변화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 Vth인 예를

들면 0.4V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5.3×10  18 ㎝  -3 의 고농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농도에 있어서, □표시로 된 깊이의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는 50㎷에 달한다. △표시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Vth

의 변화는 10㎷에 달하는 것을 알았다.

이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변화가 커지는 이유는 이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nMISFET의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한다.

MISFET의 Vth는,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 각각의 프로파일의 여하에 관계없이,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로 결

정된다. 여기서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이란, 정미의 불순물 농도의 프로파일을 뜻하는 것으로, 「정미의 불순물 

농도」란, 동일 위치에서의 p형 및 n형 불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를 말한다. 또, 여기서, 불순물 농도는 전부 전기적으로

활성한 불순물 농도, 즉 활성 농도의 의미이고, 화학적인 불순물 원자 농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내

에 도입되어, p형, n형 불순물로서 작용하는 불순물은 물질의 종류, 농도 등에 의해 전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비율(활성

화율)이 다르다. 본원의 기재 범위에서는, 농도는 화학적 불순물 농도를 의미하지 않고, 「농도」, 「활성 농도」 모두

,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불순물 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상기된 불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란, p형 불

순물 농도가 n형 불순물 농도보다 클 때에는 p형 불순물 농도를 나타내고, 반대로 n형 불순물 농도가 p형 불순물 농도

보다 클 때에는 n형 불순물 농도를 나타낸다. 동일 위치 부근의 동일 농도의 양극성 불순물 전하는 상호 상쇄하여, 정

미의 전하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지스터 동작 시에는, 게이트 바이어스를 인가함에 따라 공핍층단이 기판

깊이측으로 연장하여, 공핍층단보다도 얕은 실리콘 영역의 정미의 불순물에 의한 공간 전하는 전계를 형성하고, 트랜

지스터 동작을 결정하고 있다. 즉, 공핍층단이 연장됨에 따라, 캐리어(이 경우 홀)가 기판속에 배제되어 공핍층이 확

대되고, 이 영역에서의 정미의 불순물 농도에 대응하는 공간 전하 중 캐리어(전자 또는 홀)의 전하에 의해 상쇄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의 전계 형성에 부가된다. 여기서, 공핍층은, 불순물 농도에 대해 캐리어 농도가 10% 이상 작은 영

역이라고 정의한다.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핍층은 기판 표면 근처에 멈출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채널 불순물은 고농도가 

요구된다. 기판 표면에서의 고농도의 채널 불순물 영역을 상쇄하기 위해, 고농도의 카운터 불순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카운터 불순물의 프로파일(2)의 농도가 고농도이므로, 깊이의 변화나 농도의 변화는, pn 접합의 위치나 접합 근

처의 p형 영역의 정미의 프로파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채널 불순물의 프로파일(1)의 농도도 고농

도이므로, 그 농도의 변화도 pn 접합 위치나 n형 영역의 정미의 프로파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 농도 변화의 절대치가 크면, pn 접합 위치 부근에서의 정미 농도의 변화가 커진다. 이 

정미의 농도의 프로파일에 Vth가 의존하고 있다. p형 불순물 또는 n형 불순물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의 프로파일이 변

화되면, 정미의 프로파일에 변화가 생겨 Vth에 변화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매립 채널이 표면 채널에 비해 

Vth 변화가 큰 이유도, 1개의 프로 파일로 Vth가 결정되는 표면형 트랜지스터에 비해, 상기된 바와 같이 2개의 프로

파일로 결정되는 채널 구조가 변화하기 쉬워 정미의 프로파일이 변화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은, n형 불순물을 매우 얕게 또는 저농도로 도입함으로써, 혹은 게이트 전극 재료의 일 함수를 제어함으로

써, 혹은 기판 바이어스를 거는 것에 의해, 채널이 매립형이 아닌 표면형인 경우에도, 혹은 표면형과 매립형과의 경계

인 경우라도, 채널에 pn 접합을 갖는 트랜지스터에서는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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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을 게이트 전극에 이용한 경우, 그 일 함수가 실리콘의 대역 갭의 중간 정도에 위치

하기 때문에, MISFET의 Vth가 높아진다. 이 Vth를 미세화의 요구에 따라 저하시키기 때문에, 상술된 바와 같이 매립

채널이 이용되고 있지만, 매립 채널에서는 일반적으로 Vth의 변화가 커서, 미세화를 추진한 집적 회로에서, 충분한 

수율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매립 채널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콘의 대역 갭의 끝에 가

까운 일 함수를 갖는 금속을 개발하여 이용하려고 한 경우, CMOS 회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nMISFET용과 pMISF

ET용에 다른 금속 재료를 이용하게 (이중 게이트) 되어, 상정되는 제조 공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 비용

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메탈 게이트 MISFET를 CMOS 집적 회로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미세화

의 요구에 따른 일 함수치와 채널 프로파일의 조합의 적절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 발명은, 상기 사정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은, 단채널 효과나 제조 변화에 기인하는 Vth

의 변화를 억제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 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단채널 효과나 제조 변화에 기인하는 Vth의 변화를 억제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

공하는 것에 있다.

이어서, 발명자들은, Vth의 변화의 원인에 근거하여, Vth의 변화가 작은 불순물 프로파일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선은, p형 및 n형 불순물의 2개의 프로파일을 중첩시키면 Vth의 변화가 커지기 쉬운 점에 주목하여, 1개의 프로파

일 즉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최적화에 의한 Vth 변화의 저감을 시도하였다.

도 3은, 표면 채널을 형성하는 nMOSFET의 게이트 산화막의 바로 아래의 반도체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모식도

이다. 횡축은 게이트 산화막과 반도체의 계면으로부터의 거리이고, 종축은 채널 불순물 농도이다. 우선, 기판의 깊이 

방향 전역에서 p  + 영역에서 고농도로 일정한 경우를 얻을 수 있었다.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은 선분(4)과 점선(3)으

로 나타낸다.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채널 효과에 의해 Vth의 변화가 커진다. 단채널 효과는 게이트 절연막의 박

막화, 기판 농도의 고농도화에 의해 억제할 수 있다. 단채널 효과는 소스 및 드레인의 양쪽 또는 특히 드레인의 확산층

깊이를 얕게 함으로써도 유효하게 억제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채널 불순물이 단채널 효과에 끼치는 영향을 고

찰하여, 소스·드레인 구조는 고정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한 소스·드레인 확산층 접합 깊이는 35㎚이다. 이

어서,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소비 전력화의 요구에 기초하여 낮은 전원 전압이 구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낮은 V

th가 요구되고 있다. 낮은 Vth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판 표면 부분의 농도를 저감하면 된다. 즉, 2개의 요청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점선(3)을 선분(5과 6)으로 변경하고, 스텝형의 프로파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은 점선(7)과 같은 형상이라도 좋다. 선분(4)이 일정 이상의 길이를 가

짐에 따라, 원하는 단채널 효과의 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스텝형의 프로파일(1)의 Vth이 변화되기 쉬운 점을 평가하기 위해, Vth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

채널 효과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도 4는 게이트 길이(L)의 변화에 대한 Vth의 변화를 개념

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횡축은 게이트 길이로 종축은 Vth이다. 실선(8)은 게이트 길이에 대한 Vth를 나타내고 있다.

게이트 길이가 짧아지면 Vth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이 단채널 효과이다. 또한, 게이트 길이가 짧아질수록 

실선(8)의 기울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 기울기의 크기가 단채널 효과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단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 : SCE) 범위가 되는 평가치를 새롭게 생각하

였다. SCE 범위는 수학식 1로 나타낸다.

수학식 1

여기서, L은 임의의 게이트 길이이고, L+8%는 게이트 길이 L을 +8% 크게 한 게이트 길이이고, Vth(L+8%)는 L+8

%에 있어서의 Vth이다. L-8%는 게이트 길이 L을 8% 작 게 한 게이트 길이이고, Vth(L-8%)는 L-8%에 있어서의 Vt

h이다. 또, 수학식 1에서는 8%로 했지만 이것에 상관없이 설정 가능하고, MOSFET의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게이트 

길이 L의 변화의 범위로 설정하면, 제조 과정에 기인하는 Vth의 변화의 평가가 가능하다.

도 4에서 SCE 범위에서, 단채널 효과의 정도를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게이트 길이 L1일 때의 SCE 

범위는 Vth축 상의 범위 R1로 나타내고, 게이트 길이 L2의 SCE 범위는 범위 R2로 나타내게 된다. 범위 R2는 범위 R

1보다 커지고, SCE 범위는 단채널 효과를 확실히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불순물 프로파일을 변화시킴에 따라 실선

8을 점선 9나 점선 10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게이트 길이 L2를 동일하게 하여 SCE 범위가 최소가 되는

불순물 프로파일이 발명자 등이 요구하는 프로파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기인

하는 Vth 변화의 크기는, 구조에 따라 다르고, 채널에 pn 접합을 갖는 트랜지스터의 경우라도, 게이트 재료 및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Vth의 설정에 따라 다른 것이다.

도 5는,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도 3에 도시된 스텝형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스텝까지의 

거리(도 3의 실선 5의 깊이)에 대한 Vth와 SCE 범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관계는 시뮬레이션에 의해 

구하였다. 여기서 도 3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실선(4)이 나타내는 농도는 5×10  18 ㎝  -3 이고, 실선 6이 나타내

는 농도는 l×10  17 ㎝  -3 이다. 게이트 길이는 95㎚로 하였다. 횡축은 표면의 저농도층의 깊이, 즉 반도체 표면으로

부터 스텝(실선 : 5)까지의 거리이고, 종축은 Vth와, SCE 범위이다. □표시는 Vth를 나타내고 있다. △표시는 SCE 범

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표면의 저농도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Vth는 작아지고 SCE 범위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 Vth인 예를 들면 0.4V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저농도층 깊이는 50㎚이면 되고, 이 깊이에 있

어서, SCE 범위는 70㎷에 달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표면의 저농도층 깊이가 50㎚에서의 Vth의 기울기로부터, 표면

의 저농도층 깊이가 50㎚로부터 2.5㎚ 얕아져 깊이가 47.5㎚이 되었을 때의 Vth의 변화량은 14㎷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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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의 Vth가 0.4V에서의 깊이의 변동에 대한 Vth의 변화량은 50㎷이기 때문에, 3분의 1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또한, 도 3의 실선 6이 나타내는 표면의 저농도층 농도를 1×10  17 ㎝  -3 미만으로 하면, Vth는 약간 저하하

지만, 도 5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도 3의 스텝형의 프로파

일은, 도 1의 프로파일보다 Vth의 변화가 작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이 도 3의 스텝형의 프로파일은, 도 1의 프로

파일보다, 프로파일의 형상의 변화에 대해 Vth는 변화하기 어려워지지만, SCE 범위는 더욱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발명자들은, 예의 검토를 행하여 신규의 반도체 장치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즉,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반도체 내부에 설치되는 제1 도전형 제1 반도체 영역;

이 제1 반도체 영역과 반도체의 표면사이에 설치되고, 함유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가 제1 반도체 영역의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의 4분의 1보다 작은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영역;

반도체 표면 상에서, 제2 반도체 영역의 상측에 설치되는 절연막;

절연막 상에 설치되는 도전체;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여 제2 반도체 영역의 측면과 접하는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영역; 및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여 제2 반도체 영역의 측면과 접하는 제2 도전형의 제4 반도체 영역

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접합 위치 또는 기판 표면 부근에서의 불순물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정미의 불순물 농도와 p 또는 n형 불순

물 농도와의 차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리고, p 또는 n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정미의 불순물 농도에 끼치는 영향을 작

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한다. 특히, 일 함수의 값이 높기 때문에 채널에 pn 접합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인 메탈 게이

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Vth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기된 불

순물 프로파일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메탈 게이트에 의한 p 및 nMISFET을 탑재하여 고성능 

반도체 집적 회로 칩을 높은 수율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 도 분포의 반도체 표면을 향한 프로파일

은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어, 3㎚당 농도의 비가 0.9보다도 작은 부분을 갖게 되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p형 불순물 

농도가 높은 영역을 확보하여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고, 또한 정미의 n형 영역의 프로파일과 이 영역의 n형 불순물 프

로파일과의 차를 작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반도체 영역의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가, 반도체 장치의 

동작 시의 공핍층 내의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의 최대 농도의 2분의 1보다도 작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예

를 들면, p형 불순물 농도가 높은 영역을 확보하여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여 동시에 n형 불순물 농도를 낮추고, 동시에

n형 불순물 분포의 장소 의존성을 작게 하여 n형 불순물 분포의 변화를 억제하고, 이에 따라 정미의 n형 영역 분포와 

정미의 p형 영역 분포와의 변화를 억제하여 Vth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반도체 영역의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에서,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 경사도가, 제1 도전

형의 불순물 농도의 경사도보다도 작게 되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상기된 바와 같은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반도체 장치의 동작 시의 공핍층 끝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가, 공핍층 내의 제1 도전

형의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의 4분의 1보다도 작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1 반도체 영역, 예를 들면 p형 

불순물 영역 중 MISFET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의 n형 불순물 농도를 낮추고, 이 영역에서의 정미의 p형 프

로파일과 p형 불순물 프로파일과의 차를 작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가, 제2 반도체 영역

의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보다도 반도체 표면에 위치하게 되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2 도전형, 예를 들면 n형의 

불순물의 주된 분포를 p형 불순물 분포로부터 떨어져, 동시에 정미의 n형 영역의 프로파일과 이 영역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과의 차를 작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에 있어서, 제1 도전

형의 불순물 농도는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의 2분의 1보다도 작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2 도전형, 

예를 들면 n형의 불순물 분포의 피크 위치에서의 p형 불순물 농도를 낮춤으로써, 정미의 n형 영역의 프로파일과 이 

영역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과의 차를 작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반도체 표면에서,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는,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의 4분의 1보다도 작

게 되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Vth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기판 표면에서의 제1 도전형, 예를 들면 p형 불순물 

농도를 n형 불순물 농도보다도 낮춤으로써, 정미의 n형 영역의 프로파일과 여기서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과의 차를 

작게 하여,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반도체 표면에서의 농도는, 제2 반도체 영역의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

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 또는 제2 반도체 영역 내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와의 비가 2보다도

작고, 이 단부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와의 비가 2분의 1보다도 커져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2 도전

형, 예를 들면 n형의 불순물 분포의 장소 의존성을 작게 하여 완만한 분포로 할 수 있으므로, n형 불순물 분포의 변화

를 억제하고, 이에 따라 정미의 n형 영역 분포와 정미의 p형 영역 분포와의 변화를 억제하여, Vth 변화를 억제하고, V

th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 분포의 반도체 표면을 향한 프로파일

은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고, 1㎚당 농도의 비가 0.9보다도 작은 부분을 갖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1 도

전형, 예를 들면 p형의 불순물 농도가 높은 영역을 확보하여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여 동시에 n형 불순물 농도를 낮추

는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Vth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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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이 인듐이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nMISFET의 경우에, 작은 확

산 계수를 갖는 인듐의 특징을 활용하여 p형 불순물 분포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인이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큰 확산 계수를 갖는 인의 특징

을 활용하여, 완만한 n형 불순물 분포를 갖는 nMISFET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안티몬 또는 비소로 하는 것에 의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작은 

확산 계수를 갖는 안티몬의 특징을 활용 하여, 좁은 분포 폭을 갖는 n형 불순물 분포를 갖는 nMISFET를 실현할 수 

있고, p형 불순물 분포와의 중복이 작은 n형 불순물 분포를 실현하고,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정미의 p

형 불순물 농도를 확보한 데다가 Vth 변화가 작은 Vth를 갖는 MISFET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이 안티몬 또는 비소이므로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pMISFET의 경

우에, 작은 확산 계수를 갖는 안티몬 또는 비소의 특징을 활용하여 n형 불순물 분포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붕소이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큰 확산 계수를 갖는 붕소의 

특징을 활용하여, 완만한 p형 불순물 분포를 갖는 pMISFET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작은 확산 계수를 갖는 인듐의 특징

을 활용하여 좁은 분포 폭의 p형 불순물 분포를 갖는 pMISFET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도전체가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이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게이트 전극을 저저항화

할 수 있고, 또한 폴리게이트와 같이 계면의 공핍화에 의한 실효적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증가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 단채널 효과에 강하여 저 Vth의 MISFET를 작은 Vth 변화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반도체에, 제1 도전형이 p형인 본 발명의 제1 특징인 반도체 장치와, 제1 도전형이 n형인 본 

발명의 제1 특징인 반도체 장치를 탑재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낮은 게이트 저항을 갖는 폴리게이트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의 실효적 두께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은 메탈 게이트의 nMISFET 및 pMISFET의 한쪽 또는 양쪽

을 Vth의 변화가 작아지도록 제조할 수 있고, 저소비 전력 고성능의 반도체 집적 회로 칩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도전형이 p형인 본 발명의 제1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도전체와, 제1 도전형이 n형인 본 발

명의 제1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도전체가, 동일한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로 구성되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

라, 한 종류의 게이트 전극 재료에 의해 pMISFET와 nMISFET의 양쪽을 메탈 게이트에 의해 제조함으로써, 제조 공

정을 간략화하여, 반도체 집적 회로 칩을 낮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는 제1 영역의 농도보다 내부의 제2 영역의 농도가 4배이상 고농도가 되는 농도 프로파일을 제

1 도전형의 불순물로 형성하는 제1 공정;

제1 영역에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을 제1 영역의 농도를 넘어 분포시키는 제2 공정;

반도체 표면 상에 절연막을 성막하는 제3 공정;

절연막 상에 도전체를 형성하는 제4 공정; 및

제2 영역의 양측에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는 제2 도전형의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5 공정

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다. 이에 따라, 급격하면서 좁은 폭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반도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우선 제5 공정을 실시하고, 다음에 도전체를 매립하기 위한 개구부를 형성하고, 다음에 제1 공

정을 개구부를 통해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을 반도체로 도입함으로써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제3 공정과 제4 공정을 실

시하게 되어 한층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상감법으로 게이트 전극인 도전체의 형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 공

정에서 형성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첨가되는 열 공정을 적게 하여, 농도 변화가 급격한 불순물 프로파일을 실

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개구부의 형성 후에 제2 공정을 실시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제2 공정에서 형

성하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에 부가하는 열 공정을 적게 하여, 분포 폭이 좁은 불순물 프로파일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제5 공정보다 전에 제2 공정을 실시하게 되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nMISFET의 

경우에 대해서는(pMISFET인 경우에는 극성을 반대로 함), 「상감 게이트 공법」에 의해 MISFET를 제조할 때, 채널

불순물 중, 카운터 도핑을 먼저 행하여 표면의 n형 불순물 영역을 열 공정에 의해 완만하게 분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채널의 이온 주입을 소스·드레인의 활성화를 위한 열 공정 후에 행하여 p형 불순물에 첨가되는 열 공정을

적게 하여, 급격한 p형 불순물 분포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절연막은 화학 기상 성장법을 이용하여 형성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채널 불순

물을 주입한 후의 게이트 절연막 형성을 열 산화를 이용하지 않고 저온으로 행할 수 있어, 채널의 급격하면서 좁은 폭

을 갖는 불순물 프로파일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제4 공정 이후의 공정에서 850도 이상의 지속 시간이 60초 이하가 되어 효과적이다. 이에 따

라, 고온의 열 공정을 적게 할 수 있고, 채널이 급격하면서 좁은 폭을 갖는 불순물 프로파일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불순물 농도와 불순물 분포 프로파일의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은,

제1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기초층과,

상기 기초층 상에 형성되어 저면이 상기 기초층의 표면에서 구성된 홈부를 갖는 반도체층과,

상기 홈부의 저면과 측벽을 피복하는 절연체층과,

상기 절연체층으로 피복된 홈부 내에 형성된 도전체층을 구비하고,

상기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도전성 불순물은 도전형이 역의 제2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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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초층은 그 표면 영역에 상기 반도체층에 비해 보다 저농도로 상기 제2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불순물 확산

층을 구비하고,

상기 홈부를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이 형성하는 패턴과 상기 불순물 확산층이 형성하는 패턴과는 동일한 반도체 장

치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특징은,

제1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기초층 상에 상기 제1 도전성 불순물과 도전형이 역인 제2 도전

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층에 포함되는 상기 제2 도전성 불순물의 일부를 상기 기초층의 표면 영역 내에 확산시켜 불순물 확산층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불순물 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 후에, 상기 반도체층에 저면이 상기 기초층의 표면에서 구성된 홈부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층 상에 상기 홈부의 저면과 측벽이 피복되고 또한 상기 홈부 내에 공간이 남도록 절연체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체층 상에 상기 공간 중 적어도 일부가 채워지도록 도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

조 방법에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불순물 확산층은, 상술된 바와 같이, 도전체층을 위한 홈부를 형성하기 전에, 반도체층에 포함되는 

제2 도전성 불순물을 기초층의 표면 영역내에 고상 확산시킴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종래의 MISFET에서의 소스·

드레인의 익스텐션과 매립 채널의 카운터 도핑층에 상당하고 있다. 즉, 불순물 확산층은, 익스텐션과 카운터 도핑층을

겸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홈부 형성 후에 익스텐션과는 다른 카운터 도핑층을 형성하는 종래 기술과는 달리, 본 발명에

의하면, 소스·드레인 확산층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에 변화를 생기게 할 수 없었다. 또한, 고상 확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온 주입법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순물 확산층을 얇게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게이트 전극을 금속재료로 구성한 경우에도, 쇼트 채널 효과가 충분히 억제되어, 임계치 전압이 충분히 낮아, 

특성의 변화가 억제된 MISFET를 얻을 수 있다.

통상,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 반도체층과 소자 분리 절연막이 형성 된다. 이 소자 분리 절연막은 반도체층을 

둘러싸도록 설치되고, 제2 불순물의 고상 확산은, 소자 분리 절연막에 둘러싸인 소자 영역 내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 기초층의 주요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부터 본 경우, 홈부 형성전의 반도체층 및 불순물 확산층은 소

자 영역과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 홈부를 포함하는 반도체층의 패턴과 불순물 확산층의 패턴은 

같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불순물 확산층은 반도체층으로부터 제2 불순물을 기초층의 표면 영역 내에 고상 확산시킴으로

써 형성되기 때문에, 불순물 확산층의 두께나 농도는 반도체층의 하측과 도전체층의 하측에서 같아진다. 즉, 불순물 

확산층의 패턴이 홈부를 포함하는 반도체층의 패턴과 같은 것외에 불순물 확산층이 균일한 두께를 갖는 것 및 불순물

확산층이 그 면내 방향에 대해 제2 도전성 불순물을 실질적으로 균일한 농도로 함유하는 것도, 본 발명 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생기는 현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절연체층 및 도전체층은, 상술된 바와 같이 홈부 내에 형성된다. 통상, 이들 절연체

층 및 도전체층은, 반도체층의 홈부 중 적어도 일부를 매립하도록 순차 성막한 후, 절연체층 및 도전체층의 홈부의 외

측에 형성된 부분을 CMP 법 등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소자 분리 절연막은 이 CMP에 있어서의 스토퍼

막으로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CMP의 앞 단계에서 반도체층 상면이 소자 분리 절연막의 상면과 동일 평면 내에 있는 

경우 혹은 반도체층 상면이 소자 분리 절연막의 상면보다도 고위에 있는 경우에는, CMP 후의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소자 분리 절연막의 상면과 반도체층의 상면은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 내에 있다. 즉, 소자 분리 절연막의 상면과 반도

체층의 상면은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 내에 있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이

다.

이상, 본 발명에 따르면,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성능의 트랜지스터의 

미세화를 꾀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채널에 pn 접합을 갖는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단채널 효과에 강한 MISFET를 실현하고, 또한 낮은 Vth를 실현

한 후에, 상기 불순물 분포의 특징에 의해 불순물 분포 변화에 기인하는 Vth 변화를 억제하고,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경우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갖는 트랜지스터를 실현하여 높은 수율로 미세화를 추진한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6a는, 반도체 장치인 MOSFET의 단면도이다. MOSFET는 기판(11), 소스 영역(12), 드레인 영역(13), 게이트 절

연막(14)과 게이트 전극(15)으로 구성된다. 후술할 설명을 하기 위해 좌표 축(17)을 설정한다. 좌표 축(17)은 기판(11

)과 절연막(14)의 계면을 제로점으로 하고 바로 아래의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있다. 즉 이 축(17)은 기판(11) 내의 깊

이를 나타낸다. 또, 제로점은 도면 내의 위치에 한정되지 않고, 상기 계면은 소스 영역(12) 및 드레인 영역(13)과 중첩

되지 않으면 어디든 좋다. 또한, 소스 영역(12)과 드레인 영역(13)의 저면을 포함하도록 연장한 평면(16)과 축(17)의 

교점을 깊이 A로 한다. 통상 깊이 A는 35㎚ 전후의 깊이이다.

도 7의 (a)와 (b)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기본이 되는 불순물 프로파일이다. 횡축은 도 6의 좌표

축(17)이다. 도 7의 (a)의 종축은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이고, 도 7의 (b)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다. 도 7의 (a)와 (b)는, 도 7의 (b)의 각 깊이에서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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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치가, 도 7의 (a)의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이라는 관계를 갖는다.

도 7의 (a)에서는, 깊이 B보다 깊은 영역에 제1 도전형의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18)이 위치하고 있다. 프로파일(18

)의 농도는 일정치라도 좋고, 점선(21)과 같이 작은 농도의 영역이라도 좋다. 깊이 제로로부터 깊이 B사이의 영역에는

제2 도전형의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19)이 위치하고 있다. 프로파일(19)의 농도는 프로파일(18) 내의 최고 농도보

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깊이 B는 도 6의 깊이 A보다 얕은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제1 도전형」과 「제2 도전

형」은, 상호 반대의 도전형이다. 즉, 제1 도전형을 n형이라고 하면, 제2 도전형은 p형이고, 제1 도전형을 p형이라고 

하면, 제2 도전형은 n형이다.

도 7의 (b)에서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이, 깊이 B보다 얕은 영역에서는 저농도로, 깊은 곳에서는 고농도로 되어 

있다. 저농도는 제로라도 좋다.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은, 깊이 제로로부터 깊이 B사이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프로파일(2)의 농도는, 프로파일(1)의 깊이 제로로부터 깊이 B사이의 영역의 농도보다 크다. 즉,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의 접합 깊이 부근에 고농도 불순물 영역을 설 치하고, 이 불순물 영역을 표면 쪽으로 급격하게 저농도로 하고, 이 저

농도 부분에 역의 극성의 불순물 영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 등의 고찰에 따르면, 카운터 불순물을 도입하는 MOSFET 채널 프로파일의 경우에, 동일 정미의 불순물 농

도를 제공하는 불순물 프로파일이라도, 역의 극성의 고농도 불순물이 상호 상쇄하는 경우보다도, 상쇄가 없거나 적어,

각각의 불순물 농도와 정미의 불순물 농도와의 차가 없는 경우가, 프로세스 변화에 기인하는 불순물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Vth 변화가 작다. 이것은, 복수의 프로파일이 상호 상쇄하여 생기는 정미의 프로파일은 각각의 불순물 분포의

변화의 양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상쇄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표면 카운터 불순물 농도 자체도 낮출 수 있

고, 이 사실에 의해 더욱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낮은 농도인 경우의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의 절대치

는, 높은 농도인 경우의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화에 따라, 채널 공핍층 영역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자수는 감소하고, 그 갯수 내지 배치의 통계적 변화가 Vt

h에 변화를 준다. 카운터 불순물층을 설치한 경우의 이 통계적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회 등에서도 보고

가 없어 조사되지 않았다. 본 발명자 등의 고찰에 따르면, 동일 Vth를 제공하는 불순물 분포에 대해 비교하면, 카운터 

불순물의 기판 표면 근처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갯수 및 배치의 변화가 Vth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본 발명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의해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고농도 채널 불순물 영역의, 표면 부분을 급격하게 저

농도로 하고, 기판 표면근처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낮추 어 동일한 Vth를 실현하기 위한 불순물 갯수를 적게 함에 

따라, 통계적 변화가 미치는 Vth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불순물 농도 또는 불순물 원자수는 상술된 바와 같이 활성 불순물 농도 또는 활성 불순물 원자수이고, 실리콘 

내에 포함되는 해당 불순물의 화학적 농도중 전기적으로 활성인 부분의 실리콘 중 농도, 또는 원자수이다. 일반적으

로, 활성불순물 농도는 해당 불순물의 화학적 농도보다도 작은데, 그 비를 활성화율이라고 한다. 이온 주입 등에 의해 

실리콘 내에 도입된 불순물은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만 활성이고, 나머지 부분은 열 공정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한층

고농도가 될수록 그 활성화율은 작아진다. 또한, 특히 기판 표면근처 내지 기판 표면과 게이트 절연막과의 계면에서

는, 활성화율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널 프로파일에 이용되는 농도 영역, 즉 5×10  18 ㎝  -3 정도이하

이면, 대부분의 불순물종에 대해, 통상의 활성화 어닐링 공정을 거치면 활성화율은 거의 100%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기판 표면근처에서는 이 활성화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매립 채널의 불순물 프로파일

은, 기판 표면근처에 고농도의 불순물 영역을 갖고, 활성화율의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다. 도 7의 (b)의 활성 불순물 

농도 분포의 경우에는, 기판 깊이측의 고농도 채널 불순물 영역은 활성화율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고, 또한 기판 표

면측은 고농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율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높고, 따라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7의 (b)

와 거의 동일한 해당 불순물 원자 분포를 형성하면 된다. 이 해당 불순물의 화학적 불순물 원자 분포는, SIMS 분석등

의 불순물 분석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도 7의 (b)의 프로파일은, 설계 단계에서 기판 표면 근처의 활성

화율 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채널 프로파일 설계 및 이온 주입 에너지나 도우즈량 등의 프로세스 설계를 행할 수 있다.

도 7의 (b)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고농도 부분의 충분한 고농도를 확보하는 것은,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는데 

중요하다. 이 때문에, 5×10  18 ㎝  -3 정도 이상의 고농도를 이용하여, 불순물종에 따라 이 부분의 활성화율이 저하될

때까지 고농도를 도입하고, 활성 불순물 농도를 확보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SIMS 분석 등으로 얻어

지는 화학적 불순물 분포의 기판 표면 쪽의 저농도 영역의 급격함과, 활성 불순물 분포의 급격함은 엄격히 다르고, 활

성화율의 저하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활성 불순물 분포의 급격함은 화학적 불순물 분포의 그것보다도 느슨해진다. 이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는 활성화율에 의해 환산하여 활성 불순물 분포를 충분히 급격하게 형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라도 활성화율에 의해 급격함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피크 근처이고, 한편 프로파

일을 설계하는 데에는 기판 표면 부분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저농도 부분을 충분히 저농도로 유지하는 것 및, 

이 표면 쪽의 부분에서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활성 불순물 분포를 충분히 급격하게 저농도로 하는 것이 유효

하고, 통상 이 표면 근처의 농도에 있어서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의 활성화율은 충분히 커서, SIMIS 분석 등에 의

해 화학적 불순물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활성 불순물 분포의 급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세화를 진행시킴에 따라,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헤일로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의 MOSFET의 단면도의 예를 도 6b와 도 6c에 도시한다. 헤일로 영역이란,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영

역(12) 및 드레인 영역(13)에 가까운 채널 영역에 형성되어 채널 불순물과 동일한 제1 도전형의 극성을 갖는 약간 고

농도의 영역(1a, 1b)이다. 헤일로 영역(1a와 1b)이 채널 중앙근처에서 중첩하여,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1c)

을 형성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상기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은 영역(1a, 1b, 또는 1c)을 포함시킨 전활성 농도 분포

이다. 이후, 채널 불순물 농도는, 헤일로 영역에 기인하는 불순물 농도도 포함시킨 제1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로 한다.

카운터 불순물의 분포의 상세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몇 개의 경우가 있다. 예로서, 게이트 전극에 실리콘의 대역 갭 

중앙의 에너지 레벨에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는 금속(미드 갭의 게이트 전극)을 이용하는 경우의, nMOSFET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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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 게이트 재료의 경우, pMOSFET에 대해서도 게이트 전극과 기판과의 대역 도면은 극성을 반대로 하면 

동일해지므로, 불순물의 극성을 반대로 한 프로파일을 이용함으로써 pMOSFET에도 적용할 수 있다.

메탈 게이트 nMOSFET의 경우, 기판과 게이트 전극과의 일 함수차가 n  +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경우보다도 작기 때

문에, n  +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이용한 nMOSFET보다도 Vth가 높아진다. 저Vth화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카운터 불

순물을 이용하는 종래의 매립 채널을 이용하여 낮은 Vth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자 등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종래의 매립 채널 구조를 이용하면 프로파일의 변화에 기인하는 Vth의 변화가 매우 커지는 것

을 알았다.

본 발명자 등이 이용하는 구조는, 메탈 게이트 nMOSFET의 Vth에 따라 2개의 경우로 분류된다. 채널 p형 불순물의 

표면측에 카운터 불순물이 없을 때, Vth는 높아, 채널은 표면 채널로서, 카운터 불순물을 첨가함에 따라, Vth는 서서

히 낮아지고, 채널은 서서히 매립 채널이 된다. 표면 채널과 매립 채널 중간의, Vth 에서 채널이 기판의 깊이측이 아니

라 기판 표면에 생기는 범위에서는, 매립 채널에서 종래 문제가 되는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실효적 증가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자 등의 고찰에 따르면, 이 범위에서는 종래의 매립 채널 pMOSFET에서 행해지도록 카운

터 불순물을 조금 도입하는 것이 전기 특성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아, 카운터 불순물을 조금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 매립 채널이 되기 직전의 채널 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미드갭의 메탈 게이트의 경우 Vth는 0.4V 정도가 된다. Vth

가 0.4V 정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채널은 기판 표면보다도 깊이측에 생기고,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실효적 증가가 

생긴다.

우선, 미드갭의 메탈 게이트를 이용할 때의 Vth는 0.4V 이하(pMOSFET에서는 -0.4V보다도 절대치가 작은 Vth)이

고, 채널이 매립 채널로 되는 경우, 또는 n  +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이용한 경우의 매립 채널 pMOSFET인 경우, 도 8

의 (b)와 같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을 이용할 수 있다. 도 8의 (b)에서는, 도 7의 (b)의 프로파일(1)과 마찬가지

로 표면 근처의 채널 불순물 농도를 급격하게 낮춤으로써 낮은 농도의 카운터 불순물에 의해 원하는 Vth를 얻어, 이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을 기판 표면에 얕게 형성하여 실효적인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또, 

메탈 게이트의 게이트 전극의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으로부터 어긋나는 경우에는, Vth의 값도 그 만큼 어긋난다. 즉, 

게이트 전극의 페르미 레벨이 xV만큼 미드갭보다도 전도대측으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nMOSFET에 대한 상기 표면 

채널과 매립 채널 경계의 Vth는 (0.4-x)V 정도로, pMOSFET에 대해서는 -(0.4+x)V 정도가 된다. 또, 도 8의 (a)는 

도 8의 (b)의 각 깊이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와 카운터 불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로부터 구해지는 정미의 불순물 농도

이다.

이어서, 메탈 게이트의 표면 채널과 매립 채널의 경계 부근이상의 Vth (pMOSFET의 경우에는 이 경계에서의 값보다

도 절대치가 큰 Vth)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도 9의 (b)와 도 10의 (b)에 도시된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을 이용

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카운터 프로파일을 얕게 형성할 필요가 없다. 도 9의 (b) 또는 도 10의 (b)의 프

로파일은, 채널 p형 불순물과 카운터 n형 불순물과의 pn 접합에서의 불순물 농도가 낮아, pn 접합에서의 농도의 상쇄

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널 p형 불순물의 활성화 농도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는 등,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

한 불순물 농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카운터 n형 불순물 농도가 채널 p형 불순물 농도를 상쇄하지 않은 도 9의 (b) 

또는 도 10의 (b)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도 10의 (b)에서는 기판 표면의 카운터 불순물 농

도를 낮추고, 채널 캐리어(전자 또는 홀)가 불순물과 산란함에 따른 이동도의 저하를 막아, 전류치를 크게 할 수 있다.

단, 얕은 표면 저농도층의 폭 속에 좁은 분포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2)을, 변화없이 형성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정밀한 프로세스 제어가 가능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자 등의 시뮬레이션이 도시된 바와 같이 도 9의 (b) 또는 도 10의 (b)에서 카운터층의 분포의 폭은 큰 편이, 프

로세스 변화가 Vth 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따라서, p형 불순물의 활성 농도를 상쇄하지 않을 정도로 폭이 큰

카운터 n형 불순물 농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도 9의 (b)와 도 10의 (b)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은, 도 7의 (b

)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1)과 동일하다. 또한, 도 9의 (a)는 도 9의 (b)의 깊이 마다의 채널 불순물 농도와 카운터 불

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로부터 구해지는 정미의 불순물 농도이다. 도 10의 (a)는 도 10의 (b)의 깊이마다의 채널 불순물

농도와 카운터 불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로부터 구해지는 정미의 불순물 농도이다.

채널 p형 불순물의 활성화 농도가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도 11a와 도 1

1b와 도 12a와 도 12b의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1a에서는, 기판 표면의 채널 p형 불순물 농도를 표면에서 급격하게 저농도로 함으로써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낮

추고, 이 카운터 n형 불순물 프로파일(2)이 채널 p형 불순물 프로파일(1)과 중복을 갖는다.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는 

채널 p형 불순물 프로파일(1)을 이용함으로써 저농도의 카운터 n형 불순물에 의해 원하는 낮은 Vth를 실현할 수 있다

. 저농도의 카운터 n형 불순물을 이용함에 따라 채널 p형 불순물 농도의 n형 불순물에 의한 취소를 작게 하여 단채널 

효과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미의 p형 불순물 농도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분한 활성 p형 불순물 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 11b와 같이 n형 불순물이 기판속까지 확대된 분포를 가져도 좋다.

도 12a는 카운터 n형 불순물 프로파일(2)은 기판 표면에 저농도 부분을 갖는다. 본 발명자 등의 고찰에 따르면, 매우 

미세한 MOSFET의 경우에 중요해지는 불순물 원자의 갯수 및 배치의 통계적 변화가 미치는 Vrth의 변화는 기판 표

면의 원자를 제거함에 따라 저감된다. 이 Vth 변화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고, 제2 도전형의 불순물 농도를 높임에 따라, 제1 도전형의 불순물에 기인하는 

변화는 상쇄되어 전체의 Vth 변화는 작아지고, 표면 채널과 매립 채널과의 경계 부근에서 최저치를 갖고, 또한 제2 도

전형의 불순물 농도를 높임에 따라 다시 Vth 변화가 커진다. 도 12a의 불순물 프로파일에 따르면, 기판 표면 근처의 

채널 p형 불순물 농도를 급격하게 저농도화함으로써 기판 표면 근처의 p형 불순물 원자 농도를 제외하고 통계적 변화

를 저감시키고, 이 영역의 카운터 n형 불순물 농도를 낮춘 후에 더욱 n형 불순물 프로파일(2)의 최외측 표면을 저농도

로 함에 따라, 또한 원자 배치 및 원자갯수의 통계적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저감시키고 있다. 도 12a의 불순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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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불순물 원자수 및 원자 배치의 변화에 기인하는 Vth 변화의 저감의 효과는, Vth에서 채널이 충분히 매립 채

널이 되는 경우에 특히 유효해진다. 카운터 n형 불순물의 표면을 저농도로 하는 구조에 있어서, 도 12b와 같이 저농

도의 카운터 n형 불 순물이 기판속까지 분포해도 좋다.

매우 미세한 트랜지스터에 있어서의 채널 영역의 불순물 원자수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이 원자수 및 그 배치의 통계

적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는, 표면 채널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표면 채널의 경우, 채널 캐리어 분포가 생기는 기판 

표면의 위치의 채널 불순물이 이 Vth 변화에 가장 강하게 기여하고, 또한 채널 공핍층 내의 기판 표면측의 불순물만큼

이 Vth 변화에 의해 강하게 기여하는 것이 본 발명자 등에 의해 분명해지고 있다.

한편,매립 채널의 경우, 성긴 카운터 불순물 분포를 형성할 때 등의 프로세스 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Vth 변화도 커서,

상기된 통계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카운터 불순물의 기판 표면을 고농도로 하고, 기판 표면보다 속의 채널 캐리어가 생기는 위치의 불순물 농

도를 급격하게 낮춤으로써, 채널 캐리어에의 불순물 원자수 및 그 배치의 통계적 변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해도, 이 

때의 게이트 절연막 두께의 실효적 증가가 억제됨에 따른 특성 개선은 기대할 수 있지만, 불순물 원자의 통계적 변화

에 기인하는 Vth 변화의 억제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

매립 채널의 경우에는, 표면 채널의 경우보다도 자세하게 원자수 및 배치의 통계적 변화가 Vth에 끼치는 영향의 요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 13의 (a)와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바이어스(VG)를 결정하는 전기 포텐셜은, 기판 표면에서의 전기 포텐

셜의 값(Φs)보다도, 실리콘 기판 표면에 서의 전계(Eox)에 따라 결정되는 기울기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tox)

만큼, 더욱 낮은 값으로 되어 있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면 채널의 경우에는 채널 캐리어 위치는 기판 표면에 있고, 채널 캐리어 위치에서의 전

기 포텐셜(Φch)은 Φs와 일치한다. 또, 표면 채널에서의 캐리어 분포는 전자 파동 함수의 확대를 갖는다. qΦch는 이

확대의 무게 중심 위치에 있어서의 포텐셜로 행해야하고, 기판 최외측 표면과는 수㎚ 어긋나 있다. 공핍층 내에서의 

불순물 원자의 통계적 변화는, Φch에 변화를 줌과 함께 기울기 Eox에 변화를 주고, Vth에 변화를 주고 있다. Eox는 

게이트 전극에 달하는 전계이다. 보다 게이트 전극에 가까운 측, 즉 보다 기판 표면측의 불순물 원자만큼, 그 변화 Φs

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표면 채널의 경우에는, 가장 Φs에 큰 영향을 주는 기판 표면의 위치는, 채널이 생기는 위치이고, 채널 위치에서의 전

기 포텐셜에의 불순물 원자 변화의 영향도, 보다 기판 표면측의 불순물의 변화만큼 커서, 양자가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립 채널의 경우, Φs의 변화가 Vth에 대응하는 포텐셜에 변화를 준다. Φs는 보

다 기판 표면측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기판 깊이측의 채널 캐리어가 생기

는 위치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저하시켜, 기판 표면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을 급격하게 고농도로 하고, 채

널 위치의 전기 포텐셜에의 불순물 원자의 변화의 영향을 작게 한다. 그러나, 기판 표면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게이트 전극에 가까운 기판 표면에서의 불순물 전하가 변화됨에 따라, Φs의 변화는 오 히려 커진다. 따라서, 

이 경우의 매립 채널 Vth 변화는 오히려 커진다. 이 때문에, 불순물 원자의 통계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억제하기 위

해서는, 채널 위치가 아니라, 도 16과 같이 기판 표면에서의 정미의 불순물 프로파일(18, 19)의 변화를 억제하고, Φs

또한 Eox의 변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 12a와 도 12b와 같이 기판 표면에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낮추

고, 바람직하게는 농도를 제로로 하는 것이, Vth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유효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판 표면에서의 

채널 불순물의 표면 농도를, 단채널 효과를 열화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낮추고, 이상적으로는 농도를 제로로 하는 것

도, 불순물 원자의 분포의 통계 변화에 기인하는 Vth 변화를 작게 하는데 유효하다. 그런데, 도 16은, 도 12a와 도 12

b의 깊이마다의 채널 불순물 농도와 카운터 불순물 농도차의 절대치로부터 구해지는 정미의 불순물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또,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높은 표면 농도를 갖는 형상을 하는 경우라도, 역의 극성을 갖는 채널 불순

물의 표면이 낮은 것에 의해,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낮추어 원하는 Vth의 값을 얻을 수 있어, 통계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매립 채널에서는, 카운터 불순물의 표면측을 저농도로 하고, 그 깊이측을 고농도로 하는 분포를 형성하는 것은, 게이

트 절연막 두께의 실효적 증가를 초래하고, S 인자 열화나 단채널 효과 증대를 가져온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얕은 카

운터층 형성의 필요성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카운터 불순물을, 저농도 혹은 좁은 범위에 도입하여, Vth에서 기판 표면에 채널이 생기는 경우, 즉 카운터 불순물 프

로파일을 갖는 트랜지스터를 표면 채널의 범위에서 동작시키는 경우, 채널 불순물의 표면 농도가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고, 카운터 불순물의 표면 농도가 저농도가 되는 불순물 프로파일이 유효하다. 채널이 기판 표면에 생기기 때문에,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의 실효적 증가가 없고, 따라서 얕은 카운터 불순물층 형성의 필요성이 작다. Vth보다도 게이트

바이어스를 내리면, 카운터 불순물층의 분포에 따라 캐리어는 서서히 기판속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 바이어스가 제로

일 때의 전류치를 충분히 작게 유지될 정도로 얕은 카운터층이면 된다. 특히 메탈 게이트인 경우, 카운터 불순물층을 

갖는 채널 불순물 분포를 이용하여 Vth가 0.4V전후를 표면 채널의 범위로 실현할 수 있다.

도 17은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도 7의 (b)에 도시된 계단형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한

Vth와 SCE 범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여기서 도 7의 p형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의 스텝의 상단의 농도는 5×10 
18 ㎝  -3 이고, 스텝 하단의 표면 근방의 농도는 제로이다.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스텝까지의 거리는 25㎚로 하였다. 

게이트 길이는 95㎚로 하고 있다. 횡축은 카운터 불순물 농도이고, 종축은 Vth와, SCE 범위이다. □표시는 Vth를 나

타내고 있다. △표시는 SCE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높아질수록 Vth는 작아지고 

SCE 범위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 Vth인 예를 들면 0.4V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9×

10  17 ㎝  -3 이면 되고, 이 농도에 있어서, SCE 범위는 50㎷ 정도인 것을 알았다. 도 2의 Vth가 0.4V에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5.3×10  18 ㎝  -3 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Vth를 얻기 위해 5분의 1 이하의 농도로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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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도 5의 Vth가 0.4V에서의 SCE 범위는 70㎷이므로, 동일한 크기의 Vth에서 SCE 범위를 20㎷ 저감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 7의 (b)의 계단형의 프로파일은, 도 1의 프로파일보다,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저감이 가능하여, 도 3의 스텝형의 프로파일보다, SCE 범위를 저감시킬 수 있어 Vth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다.

도 18도 메탈 게이트의 경우에, 도 7의 (b)에 도시된 계단형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경우의, 카운터 도펀트 농도에 대한

Vth와 역도전형의 불순물층의 프로파일의 변화에 따른 Vth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여기서 도 7의 (b)의 p형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1)의 형상은 도 16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였다. 횡축은 카운터 도핑한 n  + 불순물층의 n형 불순

물 농도이고, 종축은 Vth와, 도 7의 (b)의 프로파일(2)의 형상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가다. ×표시는 Vth를 나타내고

있다. □표시는 깊이 25㎚의 위치에 존재하는 pn 접합이 1㎚ 얕아져 깊이가 24㎚이 됐을 때의 Vth의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표시는 프로파일(2)의 농도가 2% 감소했을 때의 Vth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 18의 ×표시의 

Vth와 도 17의 □표시의 Vth는 동일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변화의 폭을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장

치 등에 의한 제조 변화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저 Vth인 예를 들면 0.4V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형 불

순물 농도는 9.3×10  17 ㎝  -3 의 고농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농도에 있어서, □표시의 깊이의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량은 20㎷ 정도였다. △표시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 량은 5㎷였다. 도 2의 깊이의 변화에 

대한 Vth의 변화량은 50㎷ 이었기 때문에, 40%로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2의 농도의 변화에 대한 Vth의

변화량은 10㎷이기 때문에, 반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 7의 (b)의 계단형의 프로파일은, 도

1의 프로파일보다, 프로파일의 형상의 변화에 대해 Vth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다.

(실시예 1)

도 19는, 도 9의 (b)의 계단형의 변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이온 주입이나 열 확산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프로

파일을 구하여 모델화하고, 또한 게이트 전압이 임계치 전압 Vth일 때의 홀 농도 분포를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구한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MIS 트랜지스터의 깊이 방향의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이다. 횡축은, 게이트 절연막과

반도체 기판과의 계면(23)으로부터 반도체 내부에의 깊이이다. 종축은 불순물 농도이다. 실선은 정미의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이고, 흑사각이 있는 실선은 카운터(n형)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이고, 백사각이 있는 실선은 채널(p형)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이고, 점선은 드레인 전극에 1V를 인가했을 때에 게이트 전압이 Vth일 때의 캐리어(홀) 농도 분포이다.

여기서,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이란, 집적 회로 칩 내에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작성된 트랜지스터에 대해, 채널 영역

에서, 게이트단으로부터 특정한 거리에서의 불순물 농도를 평균한 것의 기판 깊이 방향으로의 분포로 한다. 이하의 

실시예에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n 채널의 MIS 트랜지스터에 대해 설명한다. p 채널의 MIS 트랜지

스터의 경우에는 각 도전형을 반대로 하면 된다.

실시예 1에서는, 깊이 35㎚ 부근으로부터 내측에서의 채널(p형) 불순물 농도를 5×10  18 ㎝  -3 로 높이고 있다. 그리

고, 깊이 30㎚ 전후에서 급격히 감소시키고, 기판 표면(23) 쪽에서는 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은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고농도가 요구되고, 한편 낮은 Vth를 얻기 위해, 기판 표면(23) 근처에서는 저농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 때문에,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은 페르미 분포 함수에서 근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1 실시예에서는, 채널 불순물 농도를 최대 1㎚당 20% 감소시키고, 기판 표면 1 부근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를 1×

10  17 ㎝  -3 로 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운터 불순물(n형 불순물)의 농도를 낮게 억제해도 낮은 Vth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대개 l.4×10  18 ㎝  -3 이고,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는 대개 1.3×10  18 s㎝  -3 이고, 정미

의 n형 불순물 농도에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기여가 작다. 이 때문에,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에, 채널 불

순물 분포가 끼치는 영향이 작고, 카운터 불순물 농도 변화만이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 변화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p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Vth에 미치는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Vth를 얻기 위한 카운터 불

순물 농도를 낮게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의 절대치를 작게 할 수 있고, 카운터 불순물 농

도의 변화가 Vth로 미치는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도 20에, 제1 실시예의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사한 3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채널에

pn 접합을 갖는 트랜지스터에 있어서는, 고에너지 이온 주입 및 열 공정에 따라, 채널(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완만한

경사를 갖는다. 이들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은 페르미 분포 함수의 형상 팩터 t를 참조 번호(2, 4, 6)를 대신하여 발생

시켰다. 형상 팩터 t가 2인 프로파일은 실시예 1의 도 19에 도시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동일하고, 카운터 불순물

의 피크 농도는 각각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인 경우에 Vth가 0.4V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단, 카운터 도핑의 피크 위

치는 반도체 계면으로부터 15㎚의 깊이에 두었다. 한편, t가 6의 프로파일은 반도체 계면에서 t가 2의 프로파일과 마

찬가지로 1×10  17 ㎝  -3 정도의 표면 불순물 농도를 갖지만, 표면을 향한 농도의 감소가 완만하다. t가 4인 프로파일

은 t가 2와 6인 프로파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t가 6인 프로파일의 경우에 t가 2인 프로파일과 동일한 Vth : 0.4V

를 얻기 위해 필요한 카운터 불순물의 피크 농도는 2×10  18 ㎝  -3 였다. 또한, t가 4인 경우에는, 1.7×10  18 ㎝  -3

이었다. 이것보다 t가 작은 것이, 필요해지는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낮아, 따라서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의 절

대치가 작다. 또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전역에서 채널 불순물 농도가 낮고,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의 크기가 카운

터 불순물 농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Vth 변화가 작다.

도 21은, 도 20의 3종의 프로파일 각각에 상기된 대응하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첨가한 경우의, 프로파일 변화

에 대한 Vth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수치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nsc-5%라고 적은 축

은,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5% 변화될 때의 Vth의 변화값을 나타낸다. nwell-5%라고 적은 축은, 채널 불순물 농도가 

5% 변화될 때의 Vth의 변화의 값을 나타낸다. rgwx-1㎚이라고 적은 축은, 채널 불순물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위

치(도 20의 선분 25로 나타내는 깊이 : 30㎚)가 1㎚ 변화될 때의 Vth의 변화의 값을 나타낸다. scp-1㎚의 축은 카운

터 불순물 농도의 피크 위치(도 20의 선분(26)으로 나타내는 깊이 : 15㎚)가 1㎚ 변화될 때의 Vth의 변화의 값을 나

타낸다. scj-1㎚의 축은,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피크 위치로부터, 그 피크 위치의 농도의 10분의 1의 농도가 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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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까지의 거리(20㎚로 설정했음)가 1㎚ 변화될 때의 Vth의 변화의 값을 나타낸다. △표시는 t가 6인 경우이고, □ 표

시는 t가 4인 경우이고, ○표시는 t가 2인 경우이다. 이것으로부터, t가 작은 것이, 채널 불순물 농도 변화, 카운터 불

순물 농도 변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스텝 형상의 단차의 깊이 변화 중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작은 Vth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농도 변화뿐 아니라,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피크 위치의 변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상의 변화 등

에 대해서도, t가 작은 편이 작은 Vth 변화를 주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Vth의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채널 불순

물 프로파일의 스텝 형상의 단차부의 기울기를 가능한 한 급격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도 2와 비교하여 보자. 우선, 불순물 농도에 대해, 도 2에서는 2% 변화되면 Vth가 10㎷ 변동했지만, 도 21에서

는, 5%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변동하지 않는다. 프로파일의 깊이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도 도 2에서는 

0.5㎚ 변화되면 Vth가 50㎷ 변동했지만, 도 21에서는 최도 변화하기 쉬운 t가 6의 프로파 일의 채널 불순물의 스텝의

위치가 1㎚ 변화되어도 24㎷밖에 변동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t가 6이하이면 도 2에 비교하여 현저히 Vth의 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 t6의 프로파일의 최대의 농도 경사는 1㎚당 농도의 비가 0.9 정도이고, 0.9보다 작으면, t가 6

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실시예 1에서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표면 저농도 영역 내에 포함되도록 형성되어 있

다. 즉,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공핍층단에서의 농도가 공핍층 내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농도의 최대치의 1/4

보다도 작아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이들은, 공핍층 내의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에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낮

은 것에 의해 달성된다.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깊이측에 고농도의 p형 불순물 분포가 

이용된다. 공핍층은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영역으로 확대되고, 트랜지스터 특성은 공핍층 내의 고농도 채널

(p형) 불순물 영역의 고농도의 전하에 강하게 의존한다.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핍층 내의 정미의 채널(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만으로 결정된

다.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변화되어도,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의 Vth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영향을 받

지 않아, Vth 변화는 작아진다. 또,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폭을 좁게 형성하기 때문에, 도 10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기판 표면측에 저농도의 pn 접합을 형성해도 괜찮다.

실시예 1에서는, pn 접합의 위치에서의 p형 및 n형 불순물 농도를 공핍층 내에서의 최대의 채널 불순물 농도보다도 1

자릿수이상 낮춤으로써, 이들 변조가 트랜 지스터 동작에 끼치는 영향을 작게 하고 있다. 여기서, 공핍층이란, 불순물 

농도에 대해 캐리어 농도가 10% 이상 작아지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도 19의 실시예 1에 있어서는 공핍층단은 깊이

38㎚ 부근, 공핍층 내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는 공핍층단 부근에 위치하고, 농도는 5×10  18 ㎝  -3 이다. 

또, 채널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는 공핍층단보다도 얕은 위치에 존재해도 좋다.

또한, 실시예 1에서는, 반도체 계면에서, 채널 불순물 농도가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4분의 1보다도 작다. 공핍층 내의

단위 전하당 전기 특성에의 영향은, 반도체 계면측에서의 전하 분포가 전기 특성에 끼치는 단위 전하당의 영향이, 반

도체 깊이측에서의 전하 분포에 의한 그것보다도 크다. 반도체 계면에서,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에 대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영향을 작게 함으로써, 채널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전기 특성에 미치는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한편, 공

핍층 내의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 중, 최대 농도의 전기 특성에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다. 실시예 1에 있

어서는 최대의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를 제공하는 장소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를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1/4보다도 

작게 하고, 채널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전기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에서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가, pn 접합의 위치보다도 얕게 위치한다. 이에 따라, 카운

터 불순물의 주된 프로파일은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로부터 떨어져 위치하고, 정미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오로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오로지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된다.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과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따른 정미의 p형 및 n형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

화를 작게 하고, Vth의 변화를 작게 하고 있다.

실시예 1에 있어서,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낮은 Vth의 MISFET에서 Vth 변화를 작게 억제할 수 있

다. 그 때,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표면 저농도 부분의 깊이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고농도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함으로써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단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부분에 중첩되는 경우라도, 본 실시예 1에 도시된 표면을 향하여 급격히 저농도가 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을 이용함으로써, Vth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실시예 1에서는, 도 19와 같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이 표면을 향하여 급격히 낮아지는 장소를 30㎚ 부근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장소를 보다 표면측으로 이동시킨 프로파일을 이용함으로써, 단채널 효과를 더욱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19의 경우와 동일한 Vth를 얻기 위해서는 도 19에 도시된 것보다도 높은 농도의 혹은 보다 넓게 분포하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좋다. 반대로, 급격히 낮아지는 장소를 깊이측으로 이동시키고, 동일한 Vth를 얻기 위해 

도 19의 경우보다도 낮은 농도의 혹은 보다 좁게 분포하는 n형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도 1의 경우보다도 단채

널 효과가 커져 버린다. 단, 일반적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장소를 표면측으로 이동할수록 불순물의 변화가 Vth에 미치

는 변화는 커져 버린다. 이와 같이, 단채널 효과의 억제와 불순물 분포 변화에 따른 Vth의 변화의 억제는 소 위 트레

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 트랜지스터의 제조에 이용하는 리소그래피나 에칭등 게이트 가공의 정밀도와, 이온 주입이

나 열 공정등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제어의 정밀도를 감안하고, 원하는 Vth를 얻기 위해 상기 트레이드 오프에 있어

서의 최적의 채널 불순물 분포를 이용하면 좋다.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분포를 이용함으로써, 단채널 효과와 불순물 

프로파일 변화에 기인하는 Vth 변화가 억제된다. 그리고, 낮은 Vth의 트랜지스터를 실현할 수 있어, 높은 수율에 의해

고속으로 소비 전력이 낮은 집적 회로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2)

도 22는, 도 7의 (a)의 계단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도 19와 마찬가지로 이온 주입이나 열 확산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모델화하여 구하고, 또한 게이트 전압이 Vth 일 때의 캐리어(홀) 농도 분포를 디바이스 시뮬레이



등록특허  10-0387389

- 14 -

션을 이용하여 구한 본 발명의 실시예 2의 MIS 트랜지스터의 깊이 방향의 채널 프로파일이다. 횡축, 종축, 실선, 흑사

각이 있는 실선, 백사각이 있는 실선과 점선의 의미는 도 19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기판 표

면(23)을 향하여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pn 접합 위치에서 저농도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

일을 이용하여,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고 있다. 실시예 2에 있어서는, 실시예 1와 달리,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채

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교차하는 위치에서는, 카운터 불순물 농도 경사가 채널 불순물 농도 경사보다도 완만하다. 그

리고,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시예 2에서는, 반도체 계면으로부터 26㎚의 깊이(도 22의 선분 24의 위치)에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

순물 프로파일의 농도가 일치하고, pn 접합을 형성하고 있다. 계면(23)을 향하여 급격히 저농도가 되는 스텝형의 채

널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pn 접합에서의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공핍층 내에서의 최

대의 채널 불순물 농도의 12% 정도로 낮출 수 있다. pn 접합에서의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약 6×10  1

7 ㎝  -3 이고, pn 접합에 있어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를 낮춤으로써, 접합 부근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정미

의 n형 불순물 농도에 미치는 변화가 작아지고, 트랜지스터 동작에의 변화의 영향이 작아진다.

또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은 깊이 15㎚ 부근을 피크로 하여 완만히 분포한다. pn 접합에 있어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 경사는 채널 불순물 농도 경사보다도 작다. 이 때문에,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깊이 위치 의존성이 작아, 깊이 

및 분포의 폭이 변화되어도 정미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변화하지 않아, 전기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 23은, 도 22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상을 3가지로 변화시킨 각각의 경우에 대해, 프로파일 변화에 대한 Vt

h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수치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때,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t

는 2로 일정하게 하고, 채널 불순물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깊이도 30㎚로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카운터 불순물 농

도의 피크 위치를 깊이 15㎚의 위치로 일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피크 위치로부터 그 피크 위치

의 농도의 10분의 1의 농도가 되는 위치까지의 거리(scj)를 변화시키고, 프로파일의 농도 경사를 변화시켰다. nsc-5

%라고 적은 축, nwell-5%라고 적은 축, rgwx-1㎚라고 적은 축, scp-1㎚의 축과 scj-1㎚의 축의 의미는 도 21과 마

찬가지이다. □표시는, scj가 40㎚인 경우이고, 도 22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에 해당한다. ○표시는 scj가 20㎚인 

경우이고, △표시는 scj가 10㎚인 경우이다. 이것으로부터, nsc-5%, nwell-5%와 rgwx-1㎚은, scj를 변화시켜도 일

정 값을 취하는 것을 알았다. 또한, scp-1㎚과 scJ-1㎚은, scj를 크게 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Vt

h의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scj를 크게 하면 되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카운터 불순물 농도 경사가 완만할수록 

좋다.

또한, 도 2와 비교하여 보자. 우선, 불순물 농도에 대해, 도 2에서는 2% 변화되면 Vth가 10㎷ 변동했지만, 도 23에서

는, 5%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변화하지 않는다. 프로파일의 깊이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도 도 2에서는 

0.5㎚ 변화되면 Vth가 50㎷ 변동했지만, 도 23에서는 가장 변화하기 쉬운 scj가 10㎚의 프로파일로 scj가 9㎚로 감

소해도 17㎷밖에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scj가 10㎚이상이면 도 2에 비교하여 현저히 Vth의 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Vth를 0.4V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scj가 40㎚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농도를 7.5×10  17

㎝  -3 로 설정하면 되고, scj가 20㎚의 경우에는 9.4×10  17 ㎝  -3 로, scj가 10㎚인 경우에는 1.6×10  18 ㎝  -3 로 

설정하면 되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도 2인 경우 에 Vth를 0.4V로 설정하기 때문에,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농도를 5×10  18 ㎝  -3 의 고농도로 설정해야 하는데 비해 3분의 1이하로 저농도화할 수 있다.

pn 접합 위치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 경사가 카운터 불순물의 그것보다도 커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은 기판 속을 

향해 급격히 고농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에 중첩되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은 상쇄되고,

높은 농도를 유지한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다.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평탄이면 농도가 위치

에 의해 의존하지 않으므로, pn 접합 부근의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에 중첩되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변화

되어도,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변화되지 않고, 전기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pn 접합 부근에서의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주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의해 결정되지만, 카운터 불

순물 프로파일과의 차감의 기여를 받고 있다. 카운터 불순물 농도 경사가 채널 불순물의 그것보다도 작고, 채널 불순

물 농도의 위치에 대한 의존성이 작기 때문에, 채널 불순물 농도가 변화되어도, 카운터 불순물 농도차감의 변화는 작

고, 정미의 p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는 억제되어, 전기 특성에의 영향이 작게 억제된다.

또한,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채널 불순물 농도가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1/4 이하로 작다

. 공핍층 내의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가 전기 특성에 끼치는 영향은 한층 크다. 채널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전기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작게 할 수 있다.

기판 표면에서, 채널 불순물 농도가 카운터 불순물 농도보다도 1/4 이하로 작다. 또, 공핍층 내의 단위 전하당 전기 특

성에의 영향은, 기판 표면측에서의 전하 분포가 전기 특성에 끼치는 단위 전하당 영향이, 기판 깊이측에서의 전하 분

포에 의한 그것보다도 크다. 기판 표면에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에 대해 채널 불순물 농도를 1/4 이하로 작게 함으로

써,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에 대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영향을 작게 하고, 채널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전기 특성

에 미치는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도 20으로부터 공핍층단은 깊이 38㎚ 부근, 공핍층 내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는 공핍층단 부근 농도

5×10  18 ㎝  -3 이다. 채널 불순물 농도의 최대치는 공핍층단보다도 얕게 위치해도 좋다.

기판 표면에서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 농도의 최대치의 1/2보다도 크고, pn 접합에 있어서

의 농도의 l/2보다도 크고 2배보다도 작은 것이다. 이 특징에 따라,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장소 의존성은 작고,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변화에 정미의 n형과 p형의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도 영향받기 어렵다.

또한,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표면 저농도 영역의 중앙부 부근으로 했지만, 보다 

표면측 또는 깊이측에 위치해도 좋고, 또한 피크가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 중 또는 깊이측에 위치해도 좋다. 도 

11a와 도 11b의 프로파일(2)과 같이 피크를 갖지 않은 균일 분포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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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낮은 Vth를 얻을 수 있다. 동일 Vth이면,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낮은 것이 바

람직하고, 저농도의 n형 불순물층을 이용하여 원하는 저Vth가 얻는 경우에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평탄하게 하

는 것이 유효하다. 채널 불순물 농도와 같은 정도로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높아져 정미의 p형 불순물 농도에 카운터 

불순물 농도가 크게 기여하는 경우라도, 기판 표면을 향해 감소하는 채널 불순물 농도 경사가 카운터 불순물 농도 경

사보다도 크다고 하는 특징에 의해, 일반적으로 종래 예보다도 작은 Vth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높인 경우에는, 카운터 불순물 분포에 영향을 받는 정미의 p형 불순물 프로파일은 기판 표면으로부터 멀고, 그

변화가 Vth에 끼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 기판 표면에 가까운 경우보다도 작게 될 뿐만 아니라, 카운터 불순물 분포는

완만한 형상이므로 변화가 작은 것이다.

실시예 2가 실시예 1에 비해 우수한 점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완만하여 위치 또는 형상 의존성이 적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의 형성 및 제어가 보다 용이한 것이다. 실시예 1에서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폭을 채널 불순물 프

로파일의 표면 저농도층의 폭 정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 공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카운터 불순물 농도,

피크 위치, 분포 형상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실시예 2에서는, 완만한 분포이기 때문에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성에 대해 열 공정을 제한할 필요성은 낮아, 기본적으로 농도만을 제어하면 된다. 단, 농도를 높일수록 Vth는 낮아

지는 의존성을 갖고, 공핍층 내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원하는 Vth의 값과 대응하여,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필

요가 있다. 실시예 2에서 는, 원하는 Vth를 얻기 위해서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 카운터 불순물을 표면에서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도록 형성한 후에, 카운터 불순물 농도만을 파라미터로서 이용하면 좋다.

(실시예 3)

도 24는, 도 9의 (a)와 도 9의 (b)의 계단형의 변형의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도 19와 마찬가지로 이온 주입이나 열 확

산 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모델화하여 구하고, 또한 드레인 전극에 1V를 인가하여 게이트 전압이 Vth

일 때의 캐리어(홀) 농도 분포를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한 본 발명의 실시예 3의 MIS 트랜지스터의 깊이

방향의 채널 프로파일이다. 횡축, 종축, 실선, 흑사각이 있는 실선, 백사각이 있는 실선과 점선의 의미는 도 19의 경우

와 마찬가지이다.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기판 표면을 향하여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pn 

접합 위치에서 저농도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고 있다. 실시예 3에서는, 실시예 

1 및 실시예 2와 달리,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가 기판 표면(23)에 있다. pn 접합 및 정미의 n형 불순물 

프로파일과 중첩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농도를 낮추고,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낮은 Vt

h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높은 정미의 n형 불순물 농도를 얻기 위한 카운터 불순물 농도를 낮게 억제하고, 카운터 불순

물 프로파일의 변화의 절대치를 작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널 또는 카운터 불순물 농도의 변화가 상호 각각 정미

의 n형 또는 p형 불순물 농도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작게 하고, 전기 특성의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실시예 3의 프로파일이 실시예 1의 프로파일에 비해 우수한 점은, 기판 표면을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로 하

기 때문에, pn 접합(2)에 있어서의 불순물 농도를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카운터 불순물을 기판에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실시예 1의 경우보다도 열 공정에의 제한을 완만히 할 수 있다. 또한, 열 공정을 아주 억제

하여 얕은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형성한 경우에는, pn 접합(2)에서의 불순물 농도를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이 급격히 감소하는 장소를 보다 표면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단채널 효과를 보다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은, 게이트 전극을 폴리게이트로 한 경우에도, 메탈 게이트로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메탈 게이트 전극으로서는, 게이트 절연막과 접하는 부분이 IV속, V속, VI 속 중 적어도 하나의 천이 금속 원소의 질

화물, 탄소 질화물, 및 규소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게이트 절연

막과 접하는 부분이 텅스텐(W) 질화물, 몰리브덴(Mo) 질화물, 탄탈(Ta) 질화물, 티탄(Ti) 질화물, W 규소 질화물, Mo

규소 질화물, Ta 규소 질화물, Ti 규소 질화물, Ti 탄소 질화물, W 탄소 질화물, Mo 탄소 질화물 및 Ta 탄소 질화물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이용한다. 혹은, 메탈 게이트 전극의 게이트 절연막과 접하는 부분을, 산소를 포함하

는 루테늄(Ru), 질소를 포함하는 Ru, 및 질소를 포함하는 산화 Ru(RuO  2 ) 중 적어도 1개로 구성한다.

또한, 게이트 전극의 게이트 절연막과 접하는 부분의 일 함수의 크기가 Vth 의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부분의 결정

입경이 크면, 일 함수는 면방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Vth의 변화를 생기게 한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의 결정 입경은 

10㎚ 이하로 하고, 3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은, 메탈 게이트의 MISFET에 적용한 경우, 특히 일 함수가 실리콘의 대역 갭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는 금속 재료, 예를 들면 질화 티탄(TiN)을 이용한 MISFET에 적용한 경우에,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때, 

pMISFET, nMISFET 중 어느 한 경우에 대한 Vth도 커져 버린다. 낮은 Vth를 얻기 위해,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을 

적용함으로써, 이중 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실리콘 대역 갭의 중앙 부근에 일 함수를 갖는 동일한 금속 또는 금속 화

합물 재료를 이용하여, Vth의 변화를 억제한 고성능의 CMOS용 MISFET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4)

실시예 4는 실시예 2에 따른 도 7의 (a)와 (b), 및 도 22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25는,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MISFET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전극(47

)으로 구성된다. 기판(31)은, 절연막(46) 밑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과, 영역(44) 밑에 위치

하는 제1 도전형의 채널 불순물 영역(45)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의 드레인 영역(39)으로 구성된다. 영역

(44와 45)의 불순물 프로파일 은,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또,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

9)의 상면에 면 접촉하도록 희생 절연막(33)이 배치되고, 절연막(33) 상면에 면 접촉하도록 층간 절연막(42)이 배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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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기서, 소스 영역(38), 드레인 영역(39)은 도면 상 게이트 전극(47) 하부에는 연장되지 않지만, 게이트 전극(47) 

단부의 하부에 게이트 절연막(46)을 통해 소스 영역(38), 드레인 영역(39)이 연장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따라 게이트 소스 저항, 게이트 드레인 저항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26a에서 도 26e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실시예 2의 채널 불순물 분포를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상감 게이트」를 이용함으로써 게이트 전극(47)에 폴리실리콘을 이용하지 않고,

소스 및 드레인 불순물의 활성화를 게이트 전극 형성보다도 전에 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을 

게이트 전극(47)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게이트 전극(47)에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경우에 필

요한 고온 열 공정 또는 소스·드레인 영역(38, 39)의 불순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열 공정이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으므로, 실시예 2의 특징인 표면을 향하여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을 실현

할 수 있다. 이하에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가) 우선, 도 2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31) 상에 열 산화법을 이용하여 두께 100㎚의 희생 절연막(33)을

형성한다. 이어서, 이 희생 절연막(33)을 통해 이온 주입(49) 방법을 행하고, n형 불순물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인을 

40keV의 가속 에너지를 이용하여 5×10  13 ㎝  -2 의 도우즈량으로 도입한다. 이것은, 나중의 열 공정에 의해 확산하

고, 기판 표면 부근에 완만한 농도 경사를 갖는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이온 주입 방법을 이

용하지 않고, 기판 표면에 균일하게 n형 불순물을 포함한 실리콘 결정층을 두께 50㎚ 에피택셜 성장시켜도 좋다.

(나)이어서, 도 2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희생 절연막(33) 상에 두께 50∼200㎚ 정도의 더미 게이트 전극 패턴(35)을

리소그래피법 및 비등방성 에칭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패턴(35)으로는, 예를 들면 수소를 포함하는 실리콘 산화막, 열

산화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 열 질화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 비정질 실리콘막 또는 다결정 실리콘막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패턴(35)으로서 금속이 아니라 실리콘계의 반도체막이나 절연막을 이용함으로써, 패턴(35)의 리액티브 이

온 에칭(RIE)에 의한 측면 거칠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게이트 길이의 치수의 변화를 적게 할 수 있다.

이어서, 도 2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35)을 마스크로 하여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고, 그 후 어닐링을 행하여 소스

·드레인 불순물 영역(38 및 39)을 형성한다.

소스·드레인 영역(38, 39)의 활성화를 위한 어닐링은, 후공정에서 행해지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성 및 매립 

게이트 전극(47)의 형성보다도 전에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에 특별히 열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다) 도 2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간 절연막(42)이 되는 실리콘 산화막을 패턴(35)을 피복하도록 전면에 CVD법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이어서, 패턴(35)이 노출할 때까지 실리콘 산화막을 화학적 기계적 연마(CMP)법 또는 기계적 연

마(MP)법에 따라 연마한다. 이에 따라, 실리콘 산화막이 평탄화되고, 층간 절연막(42)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층간 절

연막(42)으로는, 실리콘 산화막과, 그 위에 인을 포함하는 실리콘 산화막을 적층한 적층막을 이용해도 좋다.

(라) 도 2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35) 및 희생 절연막(33)을 습식 엣칭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여 개구부(41)를 형

성한다. 개구부(41)의 내측에 두께 5㎚의 희생 산화막(33)을 퇴적시킨다. 개구부(41)를 통해 기판(31) 내에 선택적으

로 채널 불순물의 이온 주입(50)을 행한다. nMISFET의 경우에는, 인듐(In)을 5×10  13 ㎝  -2 의 도우즈량으로, 200k

eV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한다. 주입 이온을 900℃ 30초의 래피드 서멀 어닐링(RTA)법을 이용하여 활성화한다. pMI

SFET의 경우에는, 카운터 불순물로서 예를 들면 붕소(B)를 이용하고, 채널 불순물로서 안티몬(Sb)을 이용한다. 이온

주입은, nMISFET의 경우와 동일한 도우즈량과 가속 에너지로 처리하면 된다.

또, 이 (라)의 공정의 채널 불순물의 이온 주입 50 외에, 또는 이 이온 주입을 대신하여, 도 26b에 도시된 (나)의 공정

의 소스·드레인 영역(38, 39)의 활성화를 위한 어닐링 전에, 소위 4분할 헤일로 이온 주입을 행하여, 채널 불순물 영

역(45)을 형성해도 좋다.

도 26b의 더미 게이트 전극 패턴(35)에 대해, 기울어진 이온 주입을 소스 영역(38)측으로부터의 입사축에 의한 기울

어진 이온 주입과, 드레인 영역(39)측으로부터의 입사축에 의한 기울어진 이온 주입을 각각 행한다. 이에 따라, 주입 

이온은 패턴(35)의 하측에도 주입된다. 기울어진 각도는, 예를 들면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25도 등의 각도로 하면 된

다. 또한, 일반적으로 웨이퍼 상의 게이트 전극의 방향은 한방향이 아니라, 상호 직교하는 2종류의 게이트 전극 방향

을 갖는다. 따라서, 웨이퍼에 대한 입사축을 +x, -x, +y, -y와 같이 4종 변화시켜 경사 이온 주입한다. 이것을 4분할 

헤일로 이온 주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900℃ 10초 사이의 RTA에 의해 활성화한다.

패턴(35)의 폭이 좁고, 기판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영역(45)에 비스듬히 이온 주입하므로, 도 6b 또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길이에 대응하여 채널 영역 중앙부의 농도도 서서히 높일 수 있다. 게이트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서

서히 채널 불순물 농도를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채널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마) 희생 산화막(33)을 제거하고, 게이트 절연막(46)을 CVD법에 따라 형성한다. 이어서, 도 26E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메탈 게이트 전극이 되는 금속막(47), 예를 들면, TiN을, CVD법을 이용하여 기판 표면의 전면에 형성하여 개구부

(41)을 충전한다.

(바) 마지막으로, CMP 법 또는 MP 법을 이용하여, 개구부(41) 외의 잉여의 금속막(47)을 제거하고, MISFET가 완성

된다.

(실시예 5)

실시예 5는 실시예 1에 따른 도 9의 (a), 도 9의 (b)와 도 19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도 27은, 실시예 1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MISFET는 제1 도전형의 반도

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1 게이트 

전극(47)과, 제1 게이트 전극(47)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2 게이트 전극(48)으로 구성된다. 기판(31)은, 절연막(46) 

밑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과, 영역(44) 밑에 위치하는 제1 도전형의 채널 불순물 영역(45)

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6)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의 드레인 영역(37)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36)과 면 접촉하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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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형이 깊은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37)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이 깊은 드레인 영

역(39)으로 구성된다. 영역(44와 45)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1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또,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의 상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6)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희생 절연막(33)이 배치되고, 

절연막(33)의 상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6)의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측벽(40)이 배치되고,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의 상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33)과 측벽(40)의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층간 절연막(42)이 배치되어 있다.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의 측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2)의 저면에 면 접촉하도록 소자 분리 영역(32)이 

배치되어 있다.

또, 여기서, 소스 영역(36)(소스 익스텐션 영역), 드레인 영역(37)(드레인 익스텐션 영역)은 도면 상 게이트 전극(47) 

하부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게이트 전극(47) 단부의 하부에 게이트 절연막(46)을 통해 소스 영역(36), 드레인 영역(37

)이 연장 형성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게이트 소스 저항, 게이트 드레인 저항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28a 내지 도 28g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실시예 1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이하에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가) 우선, 실리콘 기판(31)을 드라이 에칭하여 소자 분리용의 홈을 형성한다. 이어서, 실리콘 산화막등의 절연 재료로

이루어지는 절연막을 퇴적 또는 도포에 의해 홈내를 매립한다. 소자 분리홈 외부의 절연막을 CMP 법 또는 MP법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도 2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31) 내에 소자 분리 영역(32)을 형성한다. 이어서, 기판(

31) 상에 두께 3㎚ 정도의 희생 산화막(33)을 열 산화법에 따라 형성한다. 더미 게이트 패턴(35)이 되는 막(34)을 희

생 산화막(33)과 소자 분리 영역(32) 상에 성막한다. 막(34)에는, 예를 들면 수소를 포함하는 실리콘 산화막이나 2층

의 적층막을 이용한다. 적층막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층에는 희생 산화막(33)보다도 에칭 속도가 빠른 막, 예를 들면 

비정질 실리콘막을 이용하여, 상층에는 후속 공정의 층간 절연막(42)의 연마 공정에서 층간 절연막(42)보다도 연마 

속도가 늦어지는 막,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을 이용한다.

(나) 이어서, 도 2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과 동일 패턴이 되도 록, 막(34)을 RIE 법등의 이방성 에칭을 이

용하여 가공하고, 더미 게이트 패턴(35)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이 패턴(35)을 마스크로 하여 기판 표면에 이온 주입

등에 의해 불순물을 도입한다. 열 처리하여, 이 불순물을 전기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소스·드레인 영역(36과 37)을

형성한다. 불순물의 도입은, 플라즈마 도핑, 기상 확산, 혹은 고상 확산에 의해 행해도 좋다. 또한, 불순물의 활성화는,

승온 속도 100℃/초 이상, 온도 800∼900℃ 정도, 30초 이하의 RTA에 의해 행함에 따라, 소스·드레인 영역(36과 3

7)의 깊이를 얕게 유지할 수 있다.

(다) 도 2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께 5∼30㎚의 실리콘 질화막 또는 실리콘 질화 산화막으로 이루어지는 측벽(40)

을 형성한다. 측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패턴(35) 상에도 포함시킨 기판 표면의 전면에 절연막을 화학 기상 성장(CV

D)법으로 성막한 후, 그 절연막을 RIE 법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에칭하고, 패턴(35)의 측벽 부분에만 절연막을 남김

에 따라 형성한다. 여기서, 절연막으로서는 패턴(35)보다도 RIE 법에 따른 에칭 속도가 늦어지는 재료를 이용한다. 예

를 들면, 패턴(35)으로서 실리콘 산화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질화막 또는 실리콘 산화 질화막(SiOxNy)등의 

절연막을 이용한다. 다결정 실리콘막의 경우에는, 실리콘 산화막을 이용한다.

또, 측벽(40)과 패턴(35) 사이에는, 후속 공정의 패턴(35)의 제거 공정시에, 측벽(40)이 가로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도

록, 두께 10㎚이하의 산화막을 미리 패턴(35) 표면에 형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측벽(40) 및 패턴(35)을 마스크로 하여 기판 표면에 이온 주입법등 에 따라 불순물을 도입한다. 이 불순물을 

전기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깊은 소스·드레인 영역(38 및 39)을 형성한다. 활성화하는 불순물 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 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수은 램프 또는 크세논 램프를 이용하여, 1000℃이상으로 1초 이하의 열

처리를 행해도 좋다. 또한, 소스·드레인 영역(36 및 37)의 활성화를, 깊은 소스·드레인 영역(38 및 39)의 불순물을 

활성화할 때에 동시에 행해도 좋다. 깊은 소스·드레인 영역(38 및 39) 상에 코발트 실리사이드(CoSi  2 )층등의 금속

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감 게이트 트랜지스터」 공정에서는, 통상의 플래너 트랜지스터 공정의 경우과는 달리,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형성보다도 먼저, 소스 및 드레인 영역(36, 37) 및 깊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38, 39)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활성화를 위한 열 공정을 채널 불순물은 받지 않는다. 깊은 소스·드레인 영역(38, 39)의 표면을 실리

사이드화하기 위한 열 공정도 채널 불순물은 받지 않는다. 이상에 의해 라이트 리드 풋 드레인(LDD)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라) 이어서, 층간 절연막(42)을 CVD법에 따라 기판 표면의 전면에 성막한다. 도 2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35)

의 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층간 절연막(42)을 CMP법에 따라 연마한다. 이 연마에 의해 층간 절연막(42)의 표면은 평

탄화된다.

(마) 도 2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성 에칭을 이용하여 패턴(35)과 희생 산화막(33)을 제거하고, 개구부(41)를 형

성한다. 이어서, 도 28f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41)를 통해 기판 표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다. 우선, 도우즈량

5×10  13 ㎝  -2 의 인듐을 l90keV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하고, 계속해서 도우즈량 5×10  11 ㎝  -2 의 안티몬을 5keV

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한다. 주입한 불순물을 850℃ 30초의 RTA 법에 따라 활성화한다.

(바) 도 28g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46)으로 하여, 두께 2∼3㎚의 SiOxNy막 혹은 500℃ 이하의 온도로,

질화종으로서 질화 래디컬등을 이용한 질화에 의해 형성한 질화막을 성막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46)

을 CVD를 이용하여 개구부(41)의 저면만이 아니라 측벽 상에까지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구부(41) 저면이 노출

한 실리콘 기판(31) 표면을 산화함으로써, 개구부(41)의 저면에만 게이트 절연막(46)을 형성해도 좋다.

이어서, 게이트의 일 함수를 결정하는 TiN 등의 금속 도전성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두께 10㎚ 이하의 제1 게이트

전극이 되는 도전막(47)을 형성한다. TiN을 이용한 경우에는, TiN의 입경이 30㎚ 이하가 되도록, TiN의 조성, 성막 

온도, 압력등의 성막 조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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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2 게이트 전극이 되는 도전막(48)을 전면에 형성한다. 구체적으로는, Al막을 스퍼터법에 따라 전면 형성한 

후, Al 막을 리플로우시켜 개구부(41)의 내부를 충전한다. 혹은 도전막(48)으로서 W막등의 저저항 금속막을, 개구부(

41)의 내부를 충전하도록, CVD법에 따라 전면에 퇴적한다.

(사) 마지막으로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41) 외부의 잉여의 게이 트 절연막(46), 도전막(47, 48)을 CMP법

또는 MP법에 따라 제거한다. 이에 따라 연마 표면은 평탄화한다. 이상, 개구부(41) 내에 매립된 게이트 절연막(46), 

제1 게이트 전극(47), 제2 게이트 전극(48)을 형성함으로써, MIS 트랜지스터가 완성된다. 그 후, 배선을 위해 소스·

드레인 확산층에의 컨택트가 층간 절연막(42)을 관통하여 형성되지만, 미세화에 따라 게이트 전극과 컨택트 내지 배

선사이의 기생 용량이 커져 스피드 등의 회로 특성을 열화시키고 있다. 이 기생 용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상술된 (사)

의 CMP 또는 MP 법에 따라 표면을 평탄화할 때에 측벽 질화막의 상면을 노출시키고, 이어서 이 제거된 후의 홈의 내

부로 질화막보다도 유전률이 작은 절연막을 매립하여, 측벽(40)을 저유전률막에 의해 치환하는 것도 유효하다. 측벽(

40)을 치환하는 막으로는, 감압 CVD에 의해 형성하는 실리콘 산화막,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하는 불소 첨가 실

리콘 산화막, 회전 도포법에 따라 형성하는 저유전률의 유기막 또는 유기 무기 혼합막 또는 무기막 등을 이용한다.

(실시예 6)

실시예 6은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6은, 「상감 게

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 발명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실시예 3의 채널 프로파일은, 실시예 

4 또는 실시예 5와 같은 「상감 게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하지 않고, 종래의 플래너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에 따라서

도,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불순물로서 확산 계수가 작은 중 금속을 이용하고, 또한 게이트 절연막 형성과 

소스 및 드레인 불순물 활성화 또는 게이트 전극을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하는 경우의 활성화 어닐링 등 의 열 공정을 

아주 억제함에 따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기판 표면에의 급격히 감소하는 농도 경사가 

완만해지지만, Vth의 변화를 저감시킬 수 있다.

도 29는, 실시예 3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MISFET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31)

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전극(47)으로 구

성된다. 기판(31)은, 절연막(46) 하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제2 도

전형의 드레인 영역(39)과, 영역(44, 38과 39) 하에 위치하는 제1 도전형의 채널 불순물 영역(45)으로 구성된다. 영

역(44와 45)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소스 영역(38), 드레인 영역(39)과

채널 불순물 영역(45)의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소자 분리 영역(32)이 배치되어 있다. 절연막(32) 상면에 면 접촉하여 

게이트 전극(47)의 상면과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층간 절연막(42)이 배치되고,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 상

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2)의 상면과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인출 전극(컨택트 플러그 : 56)이 배치되어 있다.

도 30a로부터 도 30c는, 플래너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예 3의 채널 불순물 분포를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이하에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가) 우선, 도 3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31) 상에 소자 분리 영역(32) 을 형성한다. 이어서, 막 두께 20㎚의 희생 

산화막(33)을 형성한다. 이 희생 산화막(33)을 통해, 도우즈량 1.2×10  14 ㎝  -2 의 인듐을 가속 에너지 60keV로 이

온 주입한다. 이에 따라, 채널 불순물 영역(45)을 형성한다. 이어서, 비소를 가속 에너지 5keV로 도우즈량 1×10  12

㎝  -2 로 이온 주입한다. 이에 따라.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형성한다.

(나) 희생 산화막(33)을 박리하고, 5㎚ 두께의 게이트 산화막(46)을 850℃ 10분간의 수증기 산화(수소첨가 열 산화) 

공정에 따라 형성한다. 폴리실리콘을 CVD법에 따라 퇴적한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과 RIE 법에 따른 드라이에칭 공

정을 거침에 따라, 도 3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47)을 형성한다.

(다) 도 3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47)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주입을 행한다. 이에 따라, 소스 및 드레인 

불순물 영역(38, 39)을 형성할 수 있을 뿐아니라,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47) 내에 불순물을 도입할 수 있다. 이어서,

소스·드레인 영역(38, 39) 및 게이트 전극(47) 내의 불순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판 온도 900℃에서 1분간의 활성

화 어닐링을 행한다.

(라) 마지막으로, 층간 절연막(42)을 퇴적하고, 마스크를 이용한 리소그래피의 공정을 이용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한

다. 그리고,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퍼터링법에 따라 알루미늄막을 컨택트홀에 매립하면서 성막하고, 포토리소

그래피 공정과 RIE 법에 따른 드라이 에칭 공정을 거침에 따라 인출된 배선(56)을 형성한다. 이 때, 인듐의 프로파일

의 피크 위치는 실리콘 표면으로부터 30㎚ 부근, 피크 농도는 3×10  18 ㎝  -3 정도가 되고, 표면 농도는 5×10  17 ㎝ 
-3 정도이다. 인듐이 이온 주입 후의 열 공정에 의해 확산하여 표면 농도가 높지만, 채널 영역에 pn 접합을 갖는 종래

의 MISFET보다도 정미의 n형 불순물 영역에서의 채널 불순물 농도가 낮아, 작은 Vth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7)

실시예 7은,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메탈 게이트 전극을 구비한 CMOS 트랜지스터와 그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이다. CMOS 트랜지스터를 갖는 집적 회로에서는 동일 기판 상에 nMOSFET와 pMOSFET와의 양쪽을 밀하게 

작성한다. 이 때문에, 메탈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nMOSFET와 pMOSFET에 이용하는 게이트 전극 제조 공정을 

간략화하는 것과, nMOSFET와 pMOSFET와의 원하는 Vth를 실현하는 각각의 채널 프로파일을 Vth의 변화가 작아

지도록 제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저농도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과, 표면에서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는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을 이용함으로써, pMOSFET와 nMOSFET에 동일한 메탈 게이트 전극 재료를 이용하는 

간편한 게이트 전극을 갖고 있어도, 낮은 Vth를 실현하여, Vth 변화가 작은 CMOS 집적 회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p

MOSFET와 nMOSFET의 어느 한 쪽에만 본 발명의 채널 프로파일 등을 이용하고, 다른 쪽을 종래의 채널 프로파일

로 할 수도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pMOSFET와 nMOSFET의 양쪽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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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은,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메탈 게이트 전극을 구비한 CMOS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CMOS 트

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31) 상에 배치되는 nMISFET와 pMOSFET로 구성된다.

nMOSFET는 p형 반도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1 게이트 전극(47)과, 제1 게이트 전극(47)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2 게이트 전극(48)으로 구성된다. 기

판(31)은, 절연막(46) 밑에 위치하는 카운터 n형 불순물 영역(44)과, 영역(44) 밑에 위치하는 채널 p형 불순물 영역(4

5)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과 면 접촉하는 n형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

4)과 면 접촉하는 n형 드레인 영역(39)으로 구성된다. 영역(44와 45)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또,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의 상면에 면 접촉하고 절연막(46)의 측면에 면 접촉하도

록 층간 절연막(42)이 배치되어 있다.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의 측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2)의 저면에 

면접촉하도록 소자 분리 영역(32)이 배치되어 있다.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에는 층간 절연막을 관통하여 컨택트가 

형성되고(도시하지 않음), 집적 회로의 배선으로 접속하고 있다.

pMOSFET는 p형 반도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1 게이트 전극(47)과, 제1 게이트 전극(47)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제2 게이트 전극(48)으로 구성된다. 기

판(31)은, 절연막(46) 밑에 위치하는 카운터 p형 불순물 영역(44p)과, 영역(44p) 하에 위치하는 채널 n형 불순물 영

역(45p)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44p)과 면 접촉하는 p형 소스 영역(38p)과, 기판(31)의 상면을 포함하

여 영역(44p)과 면 접촉하는 p형 드레인 영역(39p)과, 영역(45p, 38p와 39p)의 저면과 면 접촉하는 n형 웰 영역(52)

으로 구성된다. 영역(44p와 45p)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또, 소스 영역

(38p)과 드레인 영역(39p) 상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6)의 측면에 면 접촉하도록 층간 절연막(42)이 배치되어 있

다. 소스 영역(38p)과 드레인 영역(39p) 측면에 면 접촉하여 절연막(42)의 저면에 면 접촉하도록 소자 분리 영역(32)

이 배치되어 있다.

도 32a에서 도 32c는,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메탈 게이트 전극을 구

비한 CMOS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제조 방법으로는 이미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6에서 진술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예로서 실시예 4의 채널 프로파일의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CMOS 구조를 제조한다. 이하에 이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가) 우선, nMOSFET과 pMOSFET를 전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p형 실리콘 기판(31) 상에 도 3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실시예 5의 도 28a를 이용하여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홈에의 산화막 매립 공정과 CMP 법을 이용

하여 평탄화된 소자 분리 영역(32)을 형성한다.

이어서, pMOSFET를 제작하는 영역의 기판 내에 n 웰 영역(52)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우선, 소자 영역의 표면에 예

를 들면 4㎚의 희생 산화막을 열 산화에 의해 형성한다. 다음에, 광 리소그래피의 기술을 이용하여 nMOSFET를 형성

하는 영역 을 레지스트(51)로 피복한다. 이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예를 들면 인을 500keV의 가속 에너지로 도우

즈량 2×10  13 ㎝  -2 의 이온 주입한다. 마지막으로, 열어닐링을 행하여 n 웰 영역(52)의 불순물을 원하는 깊이까지 

확산시킴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또, 이 어닐링을 대신하여, 나중의 게이트 산화 등의 열 공정에 의해 활성화를 행해

도 좋다.

이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 4의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의 제조 방법을 pMOSFET에 이용한다. 우선, n 웰 영역(52)을

형성했을 때와 동일한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이온 주입(53)을 행하고, pMOSFET의 카운터 불순물을 주입하고, 

카운터 p형 불순물 영역(44p)을 형성한다. pMOSFET의 카운터 불순물로서는 예를 들면 붕소이고, 10keV의 가속 에

너지로 0도의 주입 각도에 의해 도우즈량 1×10  13 ㎝  -2 의 이온 주입한다.

이어서, 기판 상의 레지스트(51)를 박리하고, 본 발명의 실시예 4의 카운터 프로파일의 제조 방법을 실시한다. 우선, 

pMOSFET를 형성하는 영역을 광 리소그래피의 기술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로 피복하고, 이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이온 주입을 행하고, nMOSFET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형성한다. nMOSFET의 카운터 불순물로서는, 예를 들

면 비소가 이용되어, 비소를 5keV의 가속 에너지로 2×10  12 ㎝  -2 의 도우즈량으로 0도에서 주입한다.

(나) 이어서, 레지스트를 박리하고, 실시예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28b의 더미 게이트 패턴(35)이 되는 막(34)을 

성막한다. 이어서, 도 28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소그래피와 이방성 에칭 방법에 따라 더미 게이트 패턴(35)을 형

성한다.

이어서, 도 28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패턴(35)을 마스크로 하여 패턴(35)의 양측에 인접하는 소스 및 드레인 영

역을 형성한다. nMOSFET 또는 pMOSFET를 형성하는 영역을 순차 광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로 피

복하여 한 쪽을 마스크하고, pMOSFET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38p 및 39p)에는 p형 불순물을, nMOSFET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38 및 39)에는 n형 불순물을, 각각 선택적으로 이온 주입한다. 이어서, 바람직하게는, 도 28c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측벽(40)을 이용하여 채널 영역으로부터 후퇴시킨 깊은 확산층을 첨가한 LDD 구조의 소스·드레인 구

조를 형성하는 편이 좋다. 이 때에도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차 레지스트 등에 의해 마스크를 행하여, pMOSFET에 

대해서는 p형이 깊은 불순물층을, nMOSFET에 대한 n형이 깊은 불순물층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그 후 기판 상의 레지스트를 제거하여 불순물의 활성화를 행한다. 또한, 동일하게 실시예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

스·드레인 영역(38, 39, 38p, 39p) 상에 티탄 또는 코발트 등의 금속을 퇴적하고, 실리사이드를 형성함으로써, 소스

·드레인에의 컨택트 저항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pMOSFET와 nMOSFET 각각의 카운터 

불순물을 기판 내에 도입한 후에, 소스·드레인 불순물 영역의 형성과 활성화, 실리사이드화하는 경우의 열 공정 등을

행한다. 실시예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운터 불순물이 이들 열 공정에 따라 완만한 분포가 되고, 실시예 2에서 설

명된 바와 같이, 완만한 카운터 불순물 분포에 의해 프로파일의 변 화가 Vth에 미치는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이어서, 도 28d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층간 절연막(42)을 퇴적하고, CMP 법에 따라 평탄화하고, 에칭에 의해 패턴(3

5)을 제거하고, 도 32b와 같이, 개구부(41)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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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채널 불순물을 주입하고, nMOSFET 및 pMOSFET의 채널 불순물 영역(45, 45p)을 형성한다. 우선, 개

구부(41) 내의 실리콘 기판 표면의 산화막을 박리한 후, 노출한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예를 들면 2㎚의 희생 산화막

을 750도 정도의 수증기 산화에 의해 형성한다. 희생 산화막으로는 열 공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COM 처리 등에 의한 

화학 산화막을 이용해도 좋다. 이어서, 도 32c와 같이, 광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순차 nMOSFET 및 pMOSFE

T의 한 쪽을 레지스트로 피복하여 마스크하고, pMOSFET의 채널 영역에, 개구부(41)를 통해, 표면이 급격하게 저농

도가 되는 n형 불순물 이온 주입(55)을 선택적으로, 또한 단채널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고농도로 행한다. 표면

이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는 n형 불순물로서는 예를 들면 안티몬이 있고, 130keV의 가속 에너지에 의해 0도의 주입 

각도로, 4×10  13 ㎝  -2 의 도우즈량을 주입한다. 마찬가지로, nMOSFET의 채널 영역에, p형 불순물 이온 주입을 선

택적이면서 충분히 고농도로 행한다. p형 불순물에서는 예를 들면 인듐이 있고, 130keV의 가속 에너지에 의해 0도의

주입 각도로, 2×10  13 ㎝  -2 의 도우즈량을 주입한다.

(라) 마지막으로, 기판의 레지스트를 제거하고, 실시예 5의 도 28g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 및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pMOSFET 및 nMOSFET를 완성시킨다.

게이트 전극의 일 함수에 따라 본 발명의 채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Vth를 변화없이 실현할 수 있음에 따라, 

pMOSFET와 nMOSFET의 양쪽의 게이트 전극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고, 즉 싱글 게이트 구조를 이용할 수 있어, 이

중 게이트의 경우보다도 크게 프로세스를 간략화하여 비용을 삭제하고, 또한 수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싱글 게이트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 본 발명의 채널 프로파일을 pMOSFET와 nMOSFET의 양쪽에 이용하는 것은,

채널 프로파일 형성 프로세스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원하는 Vth에 따라 nMOSFET 또는 pMOSFET의 프로파일 

형성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싱글 게이트의 일 함수치를 미드갭으로부터 어긋난 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또한,

동일한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 재료를 이용하여 싱글 게이트로서 pMOSFET와 nMOSFET의 양쪽의 제1 게이트 전극

(47) 및 제2 게이트 전극(48)을 형성하고, 그 때 한 쪽에 대해서만 추가의 공정을 첨가하고, 한 쪽의 제1 게이트 전극(

47)만을 개질 또는 조성을 변화시켜 그 일 함수를 변화시키고, pMOSFET와 nMOSFET의 양쪽에 원하는 Vth를 실현

해도 좋다.

한 쪽에 대해 추가하는 추가의 공정으로는, 게이트 전극(47)을 CVD 또는 PVD를 이용하여 형성한 후, 그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의 결정 방위를 변화시켜 그 일 함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한 쪽의 게이트 전극(47)에 추가된 불순물,

예를 들면 질소를 주입하여 그 일 함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채널 프로파일을 pMOSFET와 nMOSFET의 양쪽 또는 한 쪽에 이용한 후에, 싱글 게이트의 일 함수치를 

조절하고, 더욱 필요하면 pMOSFET와 nMOSFET의 양쪽 또는 한 쪽에 대해 추가의 조절을 행함에 따라, 변화가 작

은 Vth를 갖는 고성능 메탈 게이트 CMOS 집적 회로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8)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8의 메탈 게이트를 갖는 pMOSFET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

일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횡축은 실리콘 계면으로부터의 깊이이고, 종축은 불순물 농도를,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구한 것이다. 도면 내의 도트가 이온 주입 직후의 프로파일을, 실선이 열공정을 거친 최종 프로파일을 나타낸

다. 채널 불순물이 안티몬(Sb)이고, 카운터 불순물이 붕소(B)이다. 또, 인은 n 웰을 형성하기 위해 미리 깊게 이온 주

입되어 있는 불순물이다. 이것으로부터, 채널 불순물의 안티몬은 실리콘 표면으로부터 40㎚ 부근의 농도가 5×10  18

㎝  -3 이상으로 높고, 또한 기판 표면을 향하여 급격하게 저농도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저농도 영역에 카운터 불순물

의 붕소가 도핑되어 있고, 기판 표면을 향하여 농도가 저하하고, 기판 표면에서 붕소 농도는 낮게 되어 있다. 이들은, 

도 12a와 도 12b의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과 카운터 불순물 프로파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실시예 8의 메탈 게이트를 갖는 pMOSFET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 우선은,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도 28e

에 설명한 공정까지를 행한다. 이어서, 더 미 게이트 제거 후, 두께 3㎚의 희생 산화막을 통해 안티몬을 가속 에너지 1

30keV, 도우즈량 4×10  13 ㎝  -2 로 이온 주입하고, 계속하여 붕소를 가속 에너지 5keV, 도우즈량 8×10  12 ㎝  -2

로 이온 주입한다. 이어서, 희생 산화막을 박리하고, 750도의 수증기 산화에 의해 두께 3㎚의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

한다. 후공정은,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도 28g에 설명한 공정부터 먼저 행한다.

이와 같이, 안티몬의 이온 주입 직후에, 표면이 급격하게 저농도가 되는 안티몬 프로파일의 기판 표면측에 중복되도

록, 붕소를 중복하여 깊게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게이트 산화 공정 등이 끝난 최종 공정 후에도 기판 내의 붕소 농도

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판 표면에 얕게 이온 주입하는 경우의 붕소는, 그 후의 열 처리에 의해, 실리콘 표면으

로부터 산화막 내로 확산하고, 또한 기판 밖으로 외측 확산하고, 붕소 농도는 감소한다. 또한, 본 실시예 8에서는, 마

이너스의 전하를 갖는 붕소를, 역의 플러스의 전하를 갖는 안티몬에 중복하여 분포시킴에 따라, 붕소가 전계 효과에 

의해 안티몬에 모여든다. 이들에 의해, pn 접합부로부터 실리콘 기판 표면을 향하여 저농도가 되는 카운터 불순물 분

포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9)

도 34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채널 불순물 및 카운터 불순물의 원자의 갯수 내지 배치의 통계적 변화가 

Vth에 미치는 변화를 계산기 실험한 결과이다. 이 계산기 실험 방법은, 표면 채널 디바이스의 경우에 본 발명자등이 

이용한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Kazumi Nishinohara등 "Effects of Microscopic Fluctuztions in Dopant Distr

ibutions on MOSFET Threshold Voltage,"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Vol, 39, pp634-639,1992)

. 이하에 이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디바이스 구조를 격자형으로 이산화하여 디바이스 특성을 계산할 때에, 각각의 

이산화된 단위 영역에 대해, 설정된 불순물 농도와 이 단위 영역의 체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불순물 갯수를 산출한

다. 다음에, 이 불순물 갯수를 이 단위 영역의 불순물 갯수의 평균치로 하여, 계산기 상에서 별도 난수를 발생시킴으로

써 이 평균치 주위로 불순물 갯수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한 불순물 갯수에 대응하는 불순물 농도로 설정된 불순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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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치환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변화를 갖는 불순물 농도 프로파일을 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시뮬레

이션을 행하는 것이다. 이용한 난수의 분포는 포아슨 분포이다.

1회의 난수 열 발생에 의해 이 난수 열에 대응하여 1개의 디바이스 구조 샘플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불순물 프로파

일에 대해 각각 10샘플을 생성하고, 각각의 Vth를 구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3종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설명한다. 이들

은, 메탈 게이트 nMOSFET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하에 상세한 내용을 나타낸다.

(1) 도 1의 불순물 프로파일. 채널 불순물 농도는 2×10  18 ㎝  -3 ,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5.3×10  18 ㎝  -3 , 카운터 

불순물 영역(2)은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깊이 10㎚까지 달하고 있다고 했다.

(2) 도 8의 (b)의 불순물 프로파일.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영역의 농도는 5×10  18 ㎝  -3 , 카운터 불순물 농

도는 1.6×10  18 ㎝  -3 , 점 B의 깊이는 25㎚, 카운터 불순물 영역(2)은 반도체 표면으로부터 깊이 10㎚까지 달하고 

있다고 한다.

(3) 도 7의 (b)의 불순물 프로파일. 채널 불순물 프로파일의 고농도 영역의 농도는 5×10  18 ㎝  -3 , 카운터 불순물 농

도는 8.3×10  17 ㎝  -3 , 점 B의 깊이는 25㎚로 하였다.

또, 게이트 길이 L=95㎚, 채널의 폭 W0=95㎚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폭 W를 WO에 비해 크게 함으로써 불순물 분포의 통계 변화는 평균화되고, Vth 변화는(WO/W)  1/2 정도

로 작아진다. 각각의 카운터 불순물 농도는 변화를 주지 않은 불순물 분포에 있어서 Vth=0.4V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도 34로부터, 도 1의 프로파일의 기판 표면에서 높은 n형 불순물 농도와 높은 p형 불순물 농도가 상쇄하는 경우에는, 

원자 분포의 통계 변화는 가장 큰 Vth 변화를 주고 있다. 본 발명의 불순물 프로파일인 도 8의 (b)의 기판 표면에 카운

터 불순물의 고농도 부분을 설치하는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도 1의 프로파일에 비해 1/3 정도 내지 그 이하의 Vth 변

화였다. 또한, 도 8의 (b)의 프로파일의 경우보다도, 기판 속까지 카운터 불순물이 분포를 갖고 기판 표면 농도가 보다

낮은 도 7의 (b)의 프로파일의 경우가, Vth 변화가 작아지고 있다.

원자 분포의 통계 변화는, 이온 주입, 열 확산등의, 통계적 성질을 갖는 제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제조하

는 경우에는, 원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미세화에 따라 게이트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채널 영역의 면적은 작아지고,

채널 공핍층 내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자갯수는 작아져, 이 갯수 및 배치의 변화가 디바이스 특성에 미치는 변화는 커

진다고 생각된다. 본 발명의 채널 프로파일은, 카운터 불순물을 갖는 채널 불순물 분포에 의한 MISFET를 매우 미세

화된 집적 회로를 위해 제조할 때에, 수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유효하다.

(실시예 10)

MOSFET의 미세화에 따른, 쇼트 채널 효과가 문제가 되었다. 이 쇼트 채널 효과는, 보다 얕은 소스·드레인 확산층(3

8, 39)을 형성함으로써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널 영역을 소스·드레인 확산층의 표면보다도 하측에 형

성하는 콘케이브형 구조를 채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 콘케이브형 구조에 매립 채널을 채용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임계치 전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드레인 확산층(38, 39)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는 형성되는 n

MOS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실시예 10에서는, 소스·드레인 확산층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를 일정하게 

함에 따라, 균일한 특성의 nMOS를 제조할 수 있는 MISFET의 구조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10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과,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도 35m과 도 36c는,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와 상면도이다. 이 MISFET는 제1 도전형

의 반도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과 저면과 제1과 제2 측면에

서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전극(47)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1 측면에 대향하는 측

면을 갖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2 측면에 대향

하는 측면을 갖는 제2 도전형의 드레인 영역(39)으로 구성된다. 기판(31)은,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38, 39)과 막(46) 

밑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갖고 있다. 영역(44)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도 1에 따른 불순

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자 분리 영역(32)이 영역(38, 39)의 주위를 둘러싸도록 설치되어 있다. 전극(47)

과 일체가 되는 인출 전극(68)이 영역(32)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영역(44)을 도입함으로써, 영역(44)을 통해, 소스

·드레인 확산층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도 35a 내지 도 35m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또한, 도 36a에서 도 36c는, 제조 공정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이고, 도 37a에서 도 37c는, MISFET의

주변부도 포함시킨 제조 공정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또, 이하, n형 MISFET에 대해 설명하겠지

만, 도전형을 반대로 하면, 후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형 MISFET를 제조할 수 있다.

n형 MISFET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우선 도 3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p형의 실리콘 기판 혹은 p

웰(도시하지 않음)이 형성된 실리콘 기판과 같은 p형 기판(31) 상에, 기상 퇴적법에 따라 실리콘 질화막(61)을 형성한

다. 이 질화막(61)의 두께는, 최종적인 반도체 장치에 소스·드레인 영역(38, 39)으로서 남겨지는 다결정 실리콘막(6

5)의 두께 및 게이트(47)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100㎚ 정도로 설정된다.

이어서, 도 3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질화막(61) 상에 레지스트 패턴(62)을 형성하고, 이것을 마스크로 하여 

이용하여 질화막(61) 및 기판(31)을 에칭한다. 이에 따라, 기판(31)의 질화막(61)을 형성한 면에, 예를 들면 깊이가 2

00㎚ 정도의 홈부(63)를 형성한다.

레지스트 패턴(62)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홈부(63)의 결함 제거 등을 행한 후, 도 3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3

5)의 질화막(61)을 형성한 면에 실리콘 산화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절연체막(64)을 형성하여, 홈부(63)를 절연체로

매립한다. 이 절연체막(64)은 소자 분리(32)로서 이용된다.

또, 홈부(63)의 결함은, 홈부(63)의 내벽에 얇은 열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 혹은 CDE나 웨트 에칭등에 의해 홈부(63) 

내벽의 표층을 에칭하는 것등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절연체막(64)은, O3-TEOS 가스를 이용한 sub-atmo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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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CVD나, Inductively Coupled(ICP) High Density Plasma CVD 등과 같이 매립 특성에 우수한 CVD법을 이용하

여 형성해도 좋고, 혹은 spin on g1ass (SOG)등을 이용하여 형성해도 좋다.

이어서, 도 3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P 법을 이용하여 표면의 평탄화를 행함에 따라 질화막(61)의 상면을 노출시

킨다. 그 후, 도 3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 인산 등을 이용하여 질화막(61)을 제거한다.

계속해서, 도 35f에 도시된 바와 같이, CVD법 등을 이용하여 반도체층으로서 다결정 실리콘막(65)을 형성한다. 또한,

도 35g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P 법 등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막(65)의 표면을 연마하여, 절연체막(32)의 상면을

노출시킨다.

그 후, 도 35h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결정 실리콘막(65)에, 이온 주입법을 이용하여 As나 P등의 n형 불순물을, 바람

직하게는 다결정 실리콘막(65) 내의 n형 불순물의 평균 농도가 2×10  20 ㎝  -3 이상이 되도록 도입한다. 또, 이 이온 

주입은, 기판(31)의 표면 영역에서의 n형 불순물 농도가, 원래 함유되는 p형 불순물 농도를 넘지 않도록 도우즈나 가

속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온 주입으로 n형 불순물을 도입하는 대신에, CVD법에 따른 다결정 실

리콘막(65)의 퇴적시에 동시에 불순물을 도입해도 좋다.

이상과 같이 다결정 실리콘막(65) 내에 n형 불순물을 도입한 후, 예를 들면 1050℃, 10초의 RTA(rapid thermal ann

ealing)를 행하여, 다결정 실리콘막(65) 내의 n형 불순물을 기판(31)의 표면 영역 내에 고상 확산시킨다. 이에 따라, 

도 35i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31)의 표면 영역에,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이 되는 다결정 실리콘막(65)에 비교하

여 n형 불순물을 보다 낮은 농도로 함유하는 얇은 불순물 확산층(44)을 형성한다. 이 불순물 확산층(44)의 전형적인 

두께는 20㎚에서 30㎚ 이하의 범위 내이다. 또한, 통상, 불순물 확산층(44) 내의 n형 불순물 농도는, 1×10  18 ∼2×1

0  20 ㎝  -3 정도이다.

이어서, 도 35j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결정 실리콘막(65) 상에 레지스트 패턴(66)을 형성한다. 또한, 도 35k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이 레지스트 패턴(66)을 마스크로 하여 이용하여, RIE 법에 따라 다결정 실리콘막(65)에 홈부(41)를 형

성한다.

레지스트 패턴(66)을 제거한 후, 도 35l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31)의 다결정 실리콘막(65)을 형성한 면에, CVD법

에 따라,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이용되는 절연막(46)을 홈부(41)의 저면 및 측벽을 피복하도록 형성한다. 또, 절연막(4

6)의 형성은 스퍼터법을 이용하여 행해도 좋고, 열 산화나 열 질화의 조합이라도 좋다. 또한, 절연막(46) 상에 CVD법

이나 스퍼터법에 따라, 게이트 전극으로서 이용되는 도전층으로서 금속막(47)을 홈부(41)를 매립하도록 형성한다.

이 절연막(46)은,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산화막보다도 유전률이 높은 실리콘 질화물, Ta  2 O  5 , TiO  2 ,(

Ba, Sr) TiO  3 , HfO  2 , ZrO  2 , 혹은 이들 금속과 Si를 포함하는 산화물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

속막(47)은, 예를 들면 TiN, TaN, Al, W, 및 Cu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46)과 금속층(47)이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들사이에 TiN, TaN, ZrN, HfN, VN, NbN, CrN, MoN, 및 WN 등의 반응 방지막을 형성해도 좋다.

이어서, 도 35m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P 법 등을 이용하여, 절연막(46) 및 금속막(47)의 홈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부분이 잔치하도록, 다결정 실리콘막(65, 38, 39)의 상면이 노출할 때까지 홈부(41)의 외측에 위치하는 부분을 제거

한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n형 MISFET를 얻는다. 그 후, 통상의 공정에서 PMD(pre metal dielectrics) 및 배선을 

형성한다.

또, 상술된 방법에 있어서, 도 35j 및 도 35k의 공정시에 게이트 전극의 인출하여 영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 도 36a는, 도 35j에 도시된 구조를 상측에서 본 평면도이다. 도 35j는, 도 36a에 도시된 구조의 IIj-IIj선에 따른 단

면도이다. 도 37a는, 도 36a에 도시된 구조의 IVa-IVa 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또한, 도 36b는, 도 35k에 도시된 구조

를 상측에서 본 평면도이다. 도 35k는, 도 36b에 도시된 구조의 IIk-IIk 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37c는 도 36b에 도

시된 구조의 IVc-IVc 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또한, 도 36c는 도 35m에 도시된 구조를 상측에서 본 평면도이고, 도 3

5m은 도 36c에 도시된 구조의 IIm-IIm 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35j 및 도 35k의 공정시에 게이트 전극(47)의 인출 영역(68)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도 36a 및 도 3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패턴(66)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3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체막(32)을 다결정 실리콘

막(65)에 대해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노출한 절연체막(32)의 상면(32a)을 다결정 실리콘막(65)의 상면보다도 낮춘다.

그 후, 도 36b 및 도 3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결정 실리콘막(65)을 절연체막(32)에 대해 선택적으로 에칭한다. 이

와 같이 함으로써, 인출 전극(68)을 위한 오목부인 인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상술된 방법으로 도 35j 및 도 35k의 공정을 행하고, 도 37c에 도시된 구조를 얻는다. 또한 도 35l 및 도 35m의 공정

을 실시하여, 도 36c에 도시된 게이트 전극(47) 및 인출 전극(68)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도 35m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 n형 MISFET의 성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해 

도 38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횡축은 게이트 전압을 나타내고, 종축은 드레인 전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 시뮬레

이션에 있어서는, 게이트 길이 및 게이트 폭을 모두 0.085㎛로 하고, 불순물 확산층(44)의 두께를 30㎚로 하고, 게이

트 절연막(46)의 두께를 2.7㎚로 하고, 드레인 전압을 1.5 V로 하였다. 또한, 기판(31), 불순물 확산층(44), 및 반도체

층(65) 내의 불순물 농도는, 각각 1×10  18 , -2×10  17 , 및 -1×10  20 ㎝  -3 로 한다(n형을 마이너스, p형을 플러스

로서 나타내고 있음). 또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게이트 전극(47)이 TiN 등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같이, 게이

트 전극(47)의 페르미 레벨이 실리콘의 금제대의 중심에 있는, 즉 하전자대 및 전도대의 쌍방에 대해 0.55eV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도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5m의 n형 MISFET은 트랜지스터로서 정상적으로 동작 가능하다. 또한, 이 n형 MISF

ET의 임계치 전압은 약 0.2V와 충분히 낮다(드레인 전류가 10  -9 A일 때의 게이트 전압을 임계치 전압이라고 정의

한 경우). 도 35m의 n형 MISFET에 의하면, 게이트 전극(47)을 금속 재료로 구성한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낮은 임

계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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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기초층(31) 상에, 그것이 함유하는 도전성 불순물과는 역도전형의 도전

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층(65)이 형성되고, 이 반도체층(65)에 게이트 전극(47)을 위한 홈부(41)를 형성하기 전

에, 반 도체층(65)에 도입한 도전성 불순물을 기초층(31)의 표면 영역 내에 고상 확산시킴에 따라, 종래의 MISFET에

서의 소스·드레인의 익스텐션과 매립 채널의 카운터 도핑층에 상당하는 불순물 확산층(44)이 형성된다. 그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르면, 소스·드레인 확산층(38, 39(65))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에 변화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상 확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불순물 확산층(44)을 얇게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어서, 실시예 10의 응용예로서,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도 39c는,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이 도 39c의 MISFET가, 도 35m의 

MISFET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게이트 전극(47)의 하측에서, 영역(44)의 하면에 접하는 위치에, 제1 도전형의 채널 

불순물 영역(45)을 갖고 있는 점이다. 영역(44, 45)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3의 도 24, 도 9의 (b)에 따른 불순

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도 35a 내지 도 35m은, 실시예 3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은, 도 35a에서 도 35k까

지는, 실시예 10과 동일하다. 이어서, 도 3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41)를 통해 기판 표면에 불순물 이온을 주

입한다. 도우즈량 5×10  13 ㎝  -2 의 인듐을 190keV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한다. 주입한 불순물을 850℃, 30초의 RT

A법에 따라 활성화한다. 이어서, 도 35l과 도 35m과 동일 처리를 행하고, 각각의 공정에서 도 39b와 도 39c의 단면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10에 따르면, 게이트 전극이 금속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도 임계치 전압이 충분히 낮고 또한 특성의 변

화가 억제된 MISFET를 갖는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11)

실시예 11에서도 실시예 10과 마찬가지로 채널 영역을 소스·드레인 확산층의 표면보다도 하측에 형성하는 콘케이

브형 구조를 채용한다. 또한, 실시예 10과 마찬가지로, 소스·드레인 확산층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동일한 구조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실시예 11에서는 새롭게, 콘케이브형 구

조 때문에 생긴 과제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과제이지만, 소스·드레인 확산층(38, 39)과 게이트 전극(47)이 

서로의 측면에서 대향하므로, 큰 기생 용량이 생겼다. 이 기생 용량은 FET의 동작 속도의 향상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실시예 11에서는, 기생 용량을 저감시키는 대책이 설명되어 있다.

실시예 11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과, 실시예 2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도 40은,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이 MISFET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과 저면과 제1과 제2의 기운 측면에서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전극(47)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1 측면에 대향하는 기운 측면을 갖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2 측면에 대향하는 기운 

측면을 갖는 제2 도전형의 드레인 영역(39)으로 구성된다. 기판(31)은, 상면을 포함하여 영역(38, 39)과 막(46) 밑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갖고 있다. 영역(44)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도 1에 따른 불순물 프

로파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자 분리 영역(32)이 영역(38, 39)의 주위를 둘러싸도록 설치되어 있다. 영역(44)을 도

입함으로써, 영역(44)을 통해, 소스·드레인 확산층과 채널 영역과의 접촉 상태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스 영

역(38)과 드레인 영역(39)에 기운 측면을 설치함에 따라, 영역(38, 39)의 상부에 있어서 전극(47)과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생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MISFET의 제조에는, 활성 영역이 되는 더미 게이트 전극 패턴(35)의 저면에 피복되지 않은 실리콘 기판(31) 상에, 

게이트 전극 패턴(35)의 측면에 대해 경사를 갖는 테이퍼형의 표면을 갖고 선택적으로 에피택셜 성장시킨 단결정 실

리콘으로 이루어지는 에피택셜 영역(71, 72)을 설치하고, 이 에피택셜 영역(71, 72)의 경사를 갖은 표면을 갖는 부분

을, 기울기를 갖는 소스 및 드레인으로서 이용한 것에 있다.

도 41a 내지 도 41f는, 도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다. 또

, 이하 n형 MISFET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도전형을 반대로 하면, 후술된 바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p형 MISFET를 제

조할 수 있다.

n형 MISFET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우선 도 4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 영역 이외의 영역에 

소자 분리 영역(32)을 형성한다. p형의 기판(31)의 활성 영역에 이온 주입에 의해 n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을 

형성한다. 영역(44)의 상부에 희생 산화막(33)이 되는 산화 실리콘(SiO  2 )막을 예를 들면 열 산화법에 따라 형성하

고, 질화 실리콘(Si  3 N  4 ) 막을 CVD법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리소그래피의 기술을 이용하여, 질화 실리콘(Si  3 N 

4 ) 막에 의한 더미 게이트(35)를 형성한다. 이어서, 영역(44) 중 더미 게이트(35)에 피복되지 않은 영역의 산화막을 

예를 들면 희석 불산에 의해 제거한다. 산화막(33)은, 더미 게이트(35) 하에 위치함으로써 잔존한다.

이어서, 영역(44) 상에, 더미 게이트(35)를 마스크로 하여, 영역(44)의 실리콘 결정을 핵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n형의 

결정 실리콘층(71, 72)을 에피택셜 성장시킨다. 더미 게이트(35)와 같이, 핵이 되는 실리콘 결정의 분포를 차단하는 

물질이 배치된 표면 상에 고상 성장시키는 경우, 실리콘 영역 단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바로 위에 적층되어 성장하지

않고, 기울기를 갖는 표면, 소위 파세트가 나타난다. 본 실시예 11의 경우, 실리콘 결정에 있어서 (111)면이 가장 표면

에너지가 작아 가장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을 활용하고, (111)면에서, 실리콘 기판(31) 표면과 약 50도의 각도를 이루는

파세트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LPCVD 장치 내에서, 노출된 영역(44)의 실리콘 기판(31) 표면을 예를 들면 900℃의 수소 분위

기속에서 180초간 어닐링함으로써, 기판 표면의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후, 연속하여 동일 챔버 내에서, 예를 들면 60

0℃, 100Torr에서, 수소 가스 10slm, 실란(SiH  4 ) 가스 1slm 유량에 의해, 전면에 비정질 실리콘을 28초간 퇴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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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속하여 동일 챔버 내에서, 단결정 실리콘을 600℃, H  2 분위기 내에서 80초간 어닐링함으로써 고상 성장시

키면, 기판 표면 실리콘 단결정이 핵이 되어 비정질 실리콘이 단결정 실리콘화한다. 이 때, SiO  2 막(32) 및 더미 게이

트(35)의 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단결정화하지 않고, SiO  2 막(32) 및 더미 게이트(35)를 일단으로 하여, 실리콘 기판(

31) 표면에 대해 50도의 각도를 갖는 측벽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더미 게이트(35)의 형성 영역에 대해 자기 정합적으로 실리콘 기판(31)에 대해 기울기를 갖는 에

피택셜 실리콘 영역(71, 72)이, 실리콘 기판(61) 표면 상에 선택 형성된다. 다음에, 단결정화하지 않고 비정질 실리콘

으로서 남은 부분을 불질산에 의해 제거하고, 도 41a에 도시된 선택 성장 에피택셜 영역(71, 72)이 형성된다.

이어서, 도 4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성장 에피택셜 영역(71, 72) 상 및 더미 게이트(35)를 피복하여, 예를 들면 

10㎚의 SiO  2 막(73)을 CVD법에 따라 형성한다. 더미 게이트(35)의 측면 하단과 에피택셜 영역(71, 72) 단이 접하

는 영역 상의 SiO  2 막(73)은, 게이트 절연막(46)의 두께보다 두껍게 형성함으로써, 측면이 기운 게이트 전극(47)을 

형성할 수 있다. 게이트 전극(47)이 기운 측면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38, 39)의 단부가 기운 측면에 평행하게, 경사 

상측에 형성된다.

이어서, 도 4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 전면에 폴리실리콘(42)을 퇴적한 후, CMP를 이용하여, 더미 게이트(35)를 

스토퍼로 하여 상층의 폴리실리콘(42)을 제거하고, 더미 게이트(35)의 상단을 노출시킨 폴리실리콘막(42)을 형성한

다. 또, 장치 전면에 퇴적하는 재료로는 폴리실리콘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TEOS 등, 더미 게이트(35)의 재료에 따

라 여러가지 변경 가능하다.

이어서, 도 4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핫 인산을 이용하여 더미 게이트(35)를 제거하고, 게이트 전극 부분에 대응하는 

오목부(41)를 형성한다. 이 오목부(41)는 게이트 절연막(46) 및 게이트 전극(47)을 매립하여 형성하는 영역이다.

또, 도 4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47) 형성에 앞서, 필요에 따라 폴리실리콘막(42) 및 포토레지스트 등을 

마스크로 하여, 오목부(41)에 선택적으로 Vth 제어를 위한 채널 이온 주입을 행한다. 이 단계에서 채널 이온 주입을 

행함에 따라, 이온 주입층(45)을 채널 영역에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라, 비선택적인 채널 이온 주입

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소스 및 드레인의 접합 누설 전류를 낮출 수 있고, 더욱 접합 용량도 작게 할 수 있다. 실

시예 2의 도 22, 도 7의 (b)의 불순물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오목부(41)의 저면 및 측벽에 형성되어 있는 SiO  2 막(33 및 73)을 제거한다. 이 제거한 후의 오목부(41)는, 

저면과 측벽사이에 층(71 및 72)의 측면과 동일한 기울기의 테이퍼부를 갖는다. 즉, 오목부(41)의 측벽에 형성되어 

있던 SiO  2 막(73)의 두께만큼 오목부(41)의 측벽은 넓어지지만, SiO  2 막(73)은 에피택셜 영역(71, 72)의 기울기를 

갖은 측면에 형성되기 때문에, SiO  2 막(73)을 제거함과 함 께 기울기를 갖은 에피택셜 영역(71, 72)의 일부가 노출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도 41e 혹은 도 4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목부(41) 내에 게이트 절연막(46)을 예를 들면 열 산화 등에 의해

형성한다. 또, 게이트 절연막(46)으로는, CVD-SiO  2 막, CVD-SiON막, CVD-Si  3 N  4 막을 포함하는 적층막을 이

용해도 좋다. 이 게이트 절연막(46)은 SiO  2 막(73)보다도 얇고, 예를 들면 35㎚ 정도에 의해 형성한다. 이와 같이, Si

O  2 막(73)보다도 얇은 게이트 절연막(46)을 형성함으로써, 영역(71, 72)의 측면과 동일한 기울기의 측면을 갖는 게

이트 전극(47)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게이트 전극(47)을 형성하기 위해, 오목부(41) 내를 충전하도록 도전막을 전면에 퇴적시키고, 그 후 오목부(4

1) 외부의 도전막을 CMP법에 따라 연마 제거한다. 게이트 전극(47)의 양단의 기울기를 갖는 게이트 단부에 대향하는

영역(71, 72)이 축적층으로서 동작하는 부분이 된다. 게이트 전극(47)을 형성하는 도전막으로서는, 메탈막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소스 및 드레인의 활성화의 고온 어닐링 공정을 끝냈기 때문에 게이트 전극(47)이 고온 과정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TiN과 Al의 적층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도 41f 혹은 도 4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CDE법에 따라 폴리실리콘막(42)을 제거하여 층간 절연막(42)을 전

면에 형성한다. CDE 법에 따라 폴리실리콘막(42)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극(47)에 이용한 도전성막의 종류

에 따라, 게이트 전극(47) 상에 절연막층의 캡을 이용한 후에, CMP 법 등에 따라 폴리실 리콘막(42) 상의 절연막을 

제거하여 표면 노출한 후에 행한다. 층간 절연막(42)을 형성한 후에, 플러그(56)를 형성한다.

또, 이상의 공정에서는 질화막에 의한 더미 게이트(35)를 이용하여 고상 성장에 의해 (111)면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판(31) 표면과 거의 50도의 기울기를 갖는 소스 및 드레인을 위한 선택적 에피택셜 영역(71, 72)을 형성했지만, 이것

을 대신하여 예를 들면 보다 완만한 약 30도의 기울기를 갖는 (311)면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SiO  2 막(33)(막 

두께 50㎚), 질화막(35)(막 두께 50㎚)의 적층막에 의한 더미 게이트(35)를 이용하여, 기상 성장에 의해 선택적 에피

택셜 영역(71, 72)을 형성한다.

실시예 11에 따르면, 더미 게이트(35) 제조시에 리소그래피로 결정되는 게이트 위치와 자기 정합적으로 기울기를 갖

는 소스 및 드레인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널 길이 변화의 요인이 적다.

또한, 영역(44)의 표면이 RIE 법에 따른 에칭에 노출되지 않고, 에칭 시의 실리콘 기판(31) 표면에의 손상을 받지 않

는다. 선택적 에피택셜 영역(71, 72)을 이용함으로써, 평면형 트랜지스터와 동일한 양질의 실리콘 표면을 이용한 상

태에서, 오목형 트랜지스터의 단채널 효과 억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전극(47) 하의 채널 부분에 선택적으로 임계 전압 제어용의 이온 주입층(45)을 형성할 수 있다. 선택 에

피택셜층(71, 72)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극(47)을 설치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실리콘층을 에피

택셜 성 장시키기 때문에, Si  3 N  4 를 이용한 더미 게이트(35)를 이용한다. 즉, 더미 게이트(35)를 이용하여 트랜지

스터 외의 부분을 제조한 후에, 더미 게이트(35)를 제거하고, 소위 상감 공정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47)을 매립하여

형성(상감 게이트)한다. 이 상감 게이트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채널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이온 주입을 행할 수 있다.

(실시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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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에서도 실시예 10, 실시예 11과 마찬가지로 채널 영역을 소스·드레인 확산층의 표면보다도 하측에 형성

하는 콘케이브형 구조를 채용한다. 또한, 실시예 11과 동일한 기생 용량을 저감시키는 대책이 채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예 12에서는 새롭게, 소스·드레인 확산층(38, 39)의 내부에서 생기는 기생 저항을 저감시키는 대책이 설명되고

있다.

실시예 12는 실시예 1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43은 실시예 1에 따른 불순물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의 단면도이다. 이 MISFET는 제1 도전형의 반도체 기판(

31)과, 기판(31)의 상면과 면 접촉하는 게이트 절연막(46)과, 절연막(46)과 저면과 제1과 제2의 기운 측면에서 면 접

촉하는 게이트 전극(47)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1 측면에 대향하는 기운 측면

을 갖는 제2 도전형의 소스 영역(38)과, 기판(31)의 상면에 대해 저면이 면 접촉하여 전극(47)의 제2 측면에 대향하는

기운 측면을 갖는 제2 도전형의 드레인 영역(39)으로 구성된다. 기판(31)은, 상면을 포함하는 막(46) 밑에 위치하는 

제2 도전형의 카운터 불순물 영역(44)과, 영역(44) 밑에 위치하는 채널 불순물 영역(45)을 갖고 있다. 영역(44와 45)

의 불순물 프로파일은, 실시예 1에 따른 도 19, 도 9의 (b)의 불순물 프로파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자 분리 영역(3

2)이 영역(38, 39)의 주위를 둘러싸도록 설치되어 있다. 영역(44와 45)을 도입함으로써, 실시예 1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스 영역(38)과 드레인 영역(39)에 기운 측면을 설치함에 따라, 실시예 11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영역(38, 39) 저면의 가장 높은 위치를, 게이트 절연막(46) 저면의 가장 낮은 위치보다 높인다. 이에 따라, 

영역(38, 39) 내의 전류 경로가 짧아지고, 전류가 플러그(56)에 유입되기 쉬워지므로, 기생 저항을 작게 할 수 있다.

도 44a 내지 도 44f는, 실시예 1에 따른 채널 프로파일을 갖는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 단면도이

다. 또, 이하, n형 MISFET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도전형을 반대로 하면, 후술된 것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형 MISFE

T를 제조할 수 있다.

n형 MISFET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우선 도 4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 영역 이외의 영역에 

소자 분리 영역(32)을 형성한다. 활성 영역의 상부에 희생 산화막(33)이 되는 산화 실리콘(SiO  2 )막을 예를 들면 열 

산화법에 따라 형성하고, 질화 실리콘(Si  3 N  4 ) 막을 CVD법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리소그래피의 기술을 이용하여,

질화 실리콘(Si  3 N  4 ) 막에 의한 더미 게이트(35)를 형성한다. 다음에, 영역(44) 중 더미 게이트(35)에 피복되지 않

은 영역의 산화막을 예를 들면 희석불산에 의해 제거한다. 산화막(33)은, 더미 게이트(35)밑에 위치함으로써 잔존한

다.

이어서, 영역(44) 상에, 더미 게이트(35)를 마스크로 하고, 영역(44)의 실리콘 결정을 핵으로 하여 선택적으로 기판(3

1)과 동일형의 p형의 결정 실리콘층(71a, 72a)을 에피택셜 성장시킨다. 실리콘 영역 단에서는 파세트가 나타난다.

이어서, 도 4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성장 에피택셜 영역(71a, 72a) 상 및 더미 게이트(35)를 피복하여, 예를 들

면 10㎚의 SiO  2 막(73)을 CVD법에 따라 형성한다. 에피택셜 영역(71a, 72a) 상에 형성된 SiO  2 막(73)은 다음 공

정의 이온 주입(74, 74a, 74b)을 위한 보호막으로서 기능한다.

이어서, n형 불순물의 이온 주입(74), 또한 경사 이온 주입(74a, 74b)을 행한다. 이들 이온 주입(74, 74a, 74b) 후, 예

를 들면 900℃ 30초 RTA에 의한 활성화를 겸한 열 확산 어닐링에 의해, 주입한 불순물을 기판(31) 막(33)의 하부에

까지 확산시킨다. 새롭게 불순물이 주입된 영역(71b와 72b)이 도 43의 소스 확산층(38) 및 드레인 확산층(39)이 된

다. 선택 성장 에피택셜 영역(71a와 72a)이 기운 측면에 이온 주입(74)을 행하거나, 경사 이온 주입(74a, 74b)을 행

함에 따라, 에피택셜 영역(71a와 72a)의 상부와, 기울기를 갖는 표면 근처의 기판(31)에 이르는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n형의 영역(71a와 72a)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도 4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 전면에 폴리실리콘(42)을 퇴적시 킨 후, CMP를 이용하여, 더미 게이트(35)

를 스토퍼로 하여 상층의 폴리실리콘(42)과 막(73)을 제거한다.

이어서, 도 4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핫 인산을 이용하여 더미 게이트(35)를 제거하고, 게이트 전극 부분에 대응하는 

오목부(41)를 형성한다. 필요에 따라 폴리실리콘막(42) 및 포토레지스트 등을 마스크로 하여, 오목부(41)에 선택적으

로 이온 주입을 행한다. 우선, 도우즈량 5×10  13 ㎝  -2 의 인듐을 190keV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하고, 계속해서 도우

즈량 5×10  11 ㎝  -2 의 안티몬을 5keV의 가속 에너지로 주입한다. 주입한 불순물을 850℃, 30초의 RTA법에 따라 

활성화한다.

이어서, 오목부(41)의 저면 및 측벽에 형성되어 있는 SiO  2 막(33 및 73)을 제거한다. 이 제거한 후의 오목부(41)는, 

저면과 측벽사이에 층(71 및 72)의 측면과 동일한 기울기의 테이퍼부를 갖는다.

이어서, 도 4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목부(41) 내에 게이트 절연막(46)을 예를 들면 열 산화 등에 의해 형성한다. Si

O  2 막(73)보다도 얇은 게이트 절연막(46)을 형성함으로써, 영역(71, 72)의 측면과 동일한 기울기의 측면을 갖는 게

이트 전극(47)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게이트 전극(47)을 형성하기 위해, 오목부(41) 내를 충전하도록 도전막을 전면에 퇴적하고, 그 후 오목부(41)

외부의 도전막을 CMP법에 따라 연마 제거한다.

이어서, 도 4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CDE 법에 따라 폴리실리콘막(42)을 제거하여 층간 절연막(42)을 전면에 형성한

다. 층간 절연막(42)을 형성한 후에, 플러그(56)를 형성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단채널 효과나 제조 변화에 기인한 Vth의 변화를 억제하는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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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내부에 설치되는 제1 도전형 제1 반도체 영역;

상기 제1 반도체 영역과 상기 반도체의 표면사이에 설치되고, 함유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가 상기 

제1 반도체 영역의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의 4분의 1보다 작은 제2 도전형 제2 반도체 영역;

상기 표면 상에서, 상기 제2 반도체 영역 상측에 설치되는 절연막;

상기 절연막 상에 설치되는 도전체;

상기 제2 반도체 영역과 접하는 제2 도전형 제3 반도체 영역; 및

상기 제2 반도체 영역과 접하는 제2 도전형 제4 반도체 영역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가 상기 표면을 향하여 저농도가 되고, 3㎚당 농도

의 비가 0.9보다도 작은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의 상기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가, 상기 반도체 장치의 동

작 시의 공핍층 내의 제1 도전형의 불순 물의 최대 농도의 2분의 1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의 상기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에서,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 경사도가,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 경사도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의 동작 시의 공핍층 단에서의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가, 상기 공핍층 내의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의 최대치의 4분의 1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가,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의 상기 반도

체 내부측의 단부보다도 상기 표면에 의해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프로파일의 피크 위치에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는,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의 2분의 1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에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는,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의 4분의 1보다도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상기 표면에서의 활성 농도는, 상기 제2 반도체 영역의 상기 반도체 내부측의 단부에서

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 또는 상기 제2 반도체 영역 내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의 최대치와

의 비가 10보다도 작고, 상기 단부에서의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의 활성 농도와의 비가 10분의 1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1 도전형의 불순물 활성 농도 분포의 상기 표면을 향한 프로파일은 급격하게 저

농도가 되고, 1㎚당 농도의 비가 0.9보다도 작은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이 인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안티몬 또는 비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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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이 안티몬 또는 비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붕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이 인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가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에, 상기 제1 도전형이 p 형인 상기 반도체 장치와, 상기 제1 도전형이 n형인 상기 반도체 장치를 탑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형이 p형인 상기 반도체 장치의 상기 도전체와, 상기 제1 도전형이 n형인 상기 반도체 장치의 상기 도

전체가, 동일한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0.
반도체 표면을 포함하는 제1 영역의 활성 농도보다, 안쪽의 제2 영역의 활성 농도가 4배이상 고농도가 되는 활성 농

도 프로파일을, 제1 도전형의 불순물로 형성하는 제1 공정;

상기 제1 영역에 제2 도전형의 불순물을 상기 제1 영역의 활성 농도를 넘어 분포시키는 제2 공정;

상기 반도체 표면 상에 절연막을 성막하는 제3 공정;

상기 절연막 상에 도전체를 형성하는 제4 공정; 및

상기 제2 영역에 접하고, 상기 도전체 양측에 제2 도전형의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는 제5 공정

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우선 제5 공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상기 도전체를 매립하기 위한 개구부를 형성하고,

다음에, 상기 제1 공정을, 상기 개구부를 통해 상기 제1 도전형의 불순물을 상기 반도체에 도입함으로써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상기 제3 공정과 상기 제4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의 형성 후에 상기 제2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공정보다 전에 상기 제2 공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화학 기상 성장법을 이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공정 이후의 공정에서 850도 이상의 지속 시간이 60초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기초층;

상기 기초층 상에 형성되어 저면이 상기 기초층의 표면인 홈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도전성 불순물과는 도전형이 역

인 제2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층;

상기 홈부의 저면과 측벽을 피복하는 절연체층; 및

상기 절연체층으로 피복된 홈부 내에 형성된 도전체층

을 포함하고,

상기 기초층은 그 표면 영역에 상기 반도체층에 비해 보다 저농도로 상기 제2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불순물 확산

층을 포함하고,

상기 홈부를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층이 형성하는 패턴과 상기 불순물 확산층이 형성하는 패턴과는 동일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확산층은 균일한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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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확산층은 그 면내(面內) 방향에 대해 상기 제2 도전성 불순물을 실질적으로 균일한 농도로 함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확산층, 상기 반도체층, 상기 절연체층, 및 상기 도전체층은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고,

상기 반도체 장치는 상기 반도체 소자의 주위를 둘러싼 소자 분리 절연막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소자 분리 절연막의 상면과 상기 반도체층의 상면은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30.
제1 도전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기초층 상에 상기 제1 도전성 불순물은 도전형이 역의 제2 도전

성 불순물을 함유하는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층에 포함되는 상기 제2 도전성 불순물의 일부를 상기 기초층의 표면 영역 내에 확산시켜 불순물 확산층

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불순물 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 후에, 상기 반도체층에 저면이 상기 기초층의 표면으로 구성된 홈부를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층 상에 상기 홈부의 저면과 측벽이 피복되고 또한 상기 홈부 내에 공간이 남도록 절연체층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절연체층 상에 상기 공간 중 적어도 일부가 채워지도록 도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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