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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공유 보디 콘택트를 가진 SOI(silicon on insulator; 절연체상 실리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

ransistor; FET), 상기 SOI FET를 포함하는 SRAM 셀 및 어레이와, 상기 SOI FET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SRAM 셀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들이 하부 절연층에까지 이르지 않는 하이브리드 SOI/벌크 구조로 이루어

져, 그 결과 SOI층의 표면에 FET이 얻어지며 이 때 보디 또는 기판 콘택트는 공유 콘택트에 형성된다. FET들은 매립

산화물(BOX)층상에 위치한 SOI 실리콘 섬구조물 상에 형성되고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법(shallow trench isolation;

STI)에 의해 분리된다. SRAM 셀 내의 NFET 섬구조물은 상기 NFET 섬구조물 내의 P형 확산 영역에 연결된 보디 

콘택트를 포함한다. 상기 SRAM 셀의 각 NFET은 상기 섬구조물의 두께보다 얕은 최소한 하나의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을 포함한다. NFET 채널과 상기 보디 콘택트 사이의 얕은 확산 영역 아래에는 하나의 경로가 잔류한다. 상

기 P형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섬구조물의 전체 깊이에 달하는 깊은 확산 영역이다. 주변 워드 라인 상의 SRA

M 셀에 의해 공유된 비트 라인 확산 영역은 깊은 확산 영역일 수 있다.

대표도

도 3a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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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NFET 또는 PFET일 수 있는 한 쌍의 트랜지스터를 관통하는 SOI 웨이퍼의 단면도.

도 2는 통상의 CMOS 스태틱 RAM(SRAM)의 개략도.

도 3a 내지 도 3d는 바람직한 실시예로서의 NFET을 포함하는 SRAM 셀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도 3a 내지 도 3d의 예에서의 셀과 같은 바람직한 실시예로서의 셀의 SRAM 어레이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40, 160, 222, 224, 226, 228 : SRAM 셀

142, 144, 162, 164 : 인버터

142N, 142P, 144N, 144P, 146, 148, 166, 168 : FET

176, 178 : 실리콘 섬구조물

216 : 보디 콘택트

150, 152, 170, 172 : 비트 라인

154, 174 : 워드 라인

212: 매몰 산화물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가 

SOI(silicon on insulator; 절연체상 실리콘) 칩의 표면층에 형성되어 있는 초대규모 집적 회로(very large scale inte

grated circuit; VLSI)에 관한 것이다.

벌크(bulk) 실리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칩이나 웨이퍼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통상 CMOS 기술이라고 일

컬어지는 것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웨이퍼 또는 기판은 예컨대, P형과 같은 제1 도전형일 수 있고, 예컨대 N형과 같

은 제2 도전형의 영역 또는 웰(well)이 P형 웨이퍼 내에 형성된다. N형 FET(NFET)는 P형 웨이퍼의 표면상에 형성

되고 P형 FET(PFET)는 N웰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NFET을 바이어스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0볼트(0V) 또는 접

지(GND)인 제1 바이어스(bias) 전압이 기판에 인가되고, 통상적으로 공급 전압(V  hi )인 제2 바이어스 전압이 N웰에

인가된다. 상기 기판과 N웰의 바이어스 전압은,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 V  t )과 디바이스 전류 안정성(device

current stability)의 개선을 포함하여, 각 FET의 전기적 특성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디바이스 바이어스의 변

화는 디바이스 특성을 변화시켜, 각각의 변화량과 변화 방향에 따라 디바이스 V  t 를 증가/감소시키고, 디바이스 동작

전류를 증가/감소시킨다.

이러한 종래의 벌크 트랜지스터 기술에 대한 성능 향상은 통상 형상 크기(feature size)의 감소, 즉 "스케일링(scaling

)"에 의해 달성되었었다. 스케일링 외에도 최근에는 SOI 기술이 트랜지스터의 성능 향상의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도 1은 NFET이나 PFET일 수 있는 한 쌍의 트랜지스터(102, 104)를 관통하는 종래의 SOI 웨이퍼의 단면(100)을 도

시한 것이다. 상기 FET(102, 104)는 매몰 산화물(buried oxide; BOX)층(110)에 의해 하부 실리콘 기판(108)로부터 

분리된 얇은 실리콘 표면층(106) 내에 형성된다. 통상적으로 복잡한 일련의 마스크 공정을 거쳐, 상기 실리콘 표면층(

106)을 관통하는 얕은 트렌치를 식각(etching)하고, 섬구조물(island; 112)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상기 얕은 트

렌치를 산화물(114)로 충진시킴으로써, SOI 섬구조물(112)이 상기 실리콘 표면층(106) 내에 형성된다. 이 형태의 소

자 분리법은 일반적으로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법(Shallow trench isolation; STI)이라고 불리운다. STI는 섬구조물

상에 형성된 회로들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상기 회로를 형성하는 FET들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

해서도 사용된다.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112)의 표면상에 게이트 산화물층을 형성한 후, 디바이스(102, 104)의 위치에 게이트들(116)

이 패터닝되어 형성된다. 필요에 따라 게이트 경계부에 약도핑된 확산 영역(lightly doped diffusion region; 120)을 

형성한 후에, 통상의 주입 및 확산 공정을 사용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118)이 형성된다. 금속 콘택트(122)는 소오

스/드레인 영역(118)에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디바이스 채널들(124, 126)은, 그 양쪽 단부에 있는 소오스/드레인 확

산 영역들(118), 그 아래쪽의 매몰 산화물(BOX)층(110), 그 위쪽의 게이트 산화물과 상기 채널의 측면을 따라 있는 S

TI(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서로 완전히 분리된다.

상기 얇은 실리콘 표면층(106)은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118) 사이의 채널(124, 126)을 형성하는 데 필요

한 정도의 두께인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기 실리콘 표면층은 FET의 채널 반전층(inversion layer)의 

깊이보다 두껍다. 그래서, 상기 채널 반전층이 형성될 때, 즉 상기 FET가 턴온될 때, 비반전층이 상기 채널 반전층의 

아래에 남아 있게 된다. 이 비반전층은 주변의 영역들로부터 저항성으로 분리되고 상기 비반전 채널 영역으로 유입된

모든 전하는 접합 누설(junction leakage)을 통해 누설되거나 결합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곳에 포획된 채로 있게 된

다. 이 포획된 전하는 원하지 않는 디바이스 채널 바이어스를 생성하여 개별 디바이스에 국한된 보디 효과(body effe

ct)라고 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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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종래의 SOI FET들(102, 104)은 어떤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서도 바이어스 되지 않은 고립된 플로팅 채

널(floating channel; 124, 126)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의 상기 채널 바이어스는 현재의 동작 상태 및 

디바이스 이력, 즉 용량성 결합(capacitive coupling) 또는 바이폴라 주입을 통해 이전에 도입된 잔류 전하에 의존한

다. 디코더, 클록 버퍼, 입력 또는 출력 드라이버 및 어레이 출력 드라이버와 같은 전형적인 개별 논리 회로의 경우, 플

로팅 디바이스 채널로부터 기인하는 디바이스 특성의 약간의 변화는 무시해도 좋거나, 경시할 수 있고 거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부적인 보디 효과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의 접합에서의 다른 산발적인 기생 바이폴라 효과들은

, 예컨대 메모리 어레이와 같은 고집적 SOI 회로의 경우 심각한 설계 문제가 된다. 전하가 용량성 결합되어 플로팅 채

널 영역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보디 효과는 특정 디바이스 스위치로서 나타난다. 바이폴라 효과 전류는 상기 플로팅 

채널에 전하를 추가할 수 있다. 더우기,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서의 전하는 칩이 작동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데, 그 이유

는 개별 디바이스가 서로에 대해 얼마간 독립적으로 스위칭(switching)하기 때문이다. 이상 언급된 바와 같이, FET 

디바이스 특성은 디바이스 기판 전압에 의존한다. 읽기(read) 및 쓰기(write) 양자를 위해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 

셀에 대한 반복적인 액세스가, 부지 불식간에 어떤 셀 디바이스에 국부적인 보디 효과를 유발한다.

종래의 SOI SRAM의 경우, 이 보디 효과는 디바이스 문턱값(threshold)을 변화시키고 영향 받은 디바이스의 디바이

스 전류를 변조시켜, 셀 억세스(cell access)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신호 뿐만 아니라 셀 내에 저장된 신호를 감소시

킨다. 이러한 국부적인 효과는 상기 SRAM 셀이 한 상태를 다른 상태보다 선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뚜렷한 이유없

이 산발적인 읽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셀 패스 게이트(cell pass gate)에서의 불안정은 셀의 쓰기 시간과 감지 시

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비논리적으로 잘못된 데이타를 읽거나 랜덤한 셀 고장과 같은 간헐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간헐적인 문제들의 확인 및 진단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보디 효과로부터의 채널 바이어스

변화로 인해 디바이스의 불균일이 야기되어, 때때로 "소프트 고장(soft failure)"으로 기술되어지는, 간헐적인 칩고장

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SOI RAM의 안정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메모리 셀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스태틱 랜덤 억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 

셀의 국부적인 보디 효과에 대한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셀 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SRAM 셀의 국부적인 보디 효과에 대한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공유 보디 콘택트를 가진 SOI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 상기 SOI FET를 포함하는 SRAM 셀 및 어레이

와, 상기 SOI FET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SRAM 셀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들이 하부 절연층에까

지 이르지 않는 하이브리드(hybrid) SOI/벌크 구조를 가지며, 그 결과 SOI층의 표면에 FET가 얻어지고 그 보디 또는 

기판 콘택트가 공유 콘택트에 형성된다. FET들은 BOX층상에 위치한 SOI 실리콘 섬구조물상에 형성되고 얕은 트렌

치 소자 분리법(STI)에 의해 분리된다. SRAM 셀 내의 NFET 섬구조물은 상기 NFET 섬구조물 내의 P형 확산 영역

에 대한 보디 콘택트를 포함한다. 상기 SRAM 셀 내의 각 NFET은 상기 섬구조물의 두께보다 얕은 최소한 하나의 얕

은(shallow)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을 포함한다. NFET 채널과 상기 보디 콘택트 사이의 얕은 확산 영역 아래에는 

하나의 경로가 잔류한다. 상기 P형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섬구조물의 전체 두께에 달하는 깊은 확산 영역이

다. 주변 워드 라인(word line) 상의 SRAM 셀에 의해 공유된 비트 라인(bit line)은 깊은 확산 영역일 수 있다.

전술한 것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비한정

적인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보다 상세하게는, 도 2는 통상의 CMOS 스태틱 램(SRAM) 셀(140)의 개략도이다. 상기 셀(14

0)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한 쌍의 교차 결합된(cross coupled) CMOS 인버터(inverter; 142, 144)와, 상기 교차 

결합 인버터(142, 144)와 한 쌍의 비트 라인(150, 152) 사이에 있는 한 쌍의 패스 트랜지스터(pass transistor; 146, 

148)이다. 워드 라인(154)는 패스 트랜지스터(146, 148)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각 CMOS 인버터(142, 144)는, 단순

하게는, NFET(142N, 144N)과 PFET(142P, 144P)이다. 각 PFET(142P, 144P)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각각 이에 상

응하는 NFET(142N, 144N)의 게이트와 드레인에 연결된다. 상기 PFET(142P, 144P)의 소오스는 공급 전압(V  hi )

에 연결되고 상기 NFET(142N, 144N)의 소오스는 GND에 연결된다. 각 FET(142N, 142P, 144N, 144P, 146 및 14

8)에 대한 채널 보디(channel body)는 각각 노드(142NC, 142PC, 144NC, 144PC, 146C 및 148C)로 나타내어 진다

. 교차 결합된 인버터 쌍(142, 144)의 상태는 상기 셀(140) 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상태를 결정한다.

각 SRAM 셀(140)에 대한 쓰기 동작은 2개의 억세스 트랜지스터(146, 148) 모두가 온(on)이 되도록 워드 라인(154)

이 하이(high)로 유지되는 동안 비트 라인쌍(150, 152)중 하나를 하이(high)로 다른 하나를 로우(low)로 풀링(pulling

)한 다음에, 상기 억세스 트랜지스터(146, 148)을 턴 오프(turn off)시키기 위하여 워드 라인(154)을 로우로 풀링하여

상기 교차 결합된 인버터(142, 144) 내의 비트 라인의 상태를 트랩(trap)함으로써 행해진다. 상기 SRAM 셀(100)의 

읽기 동작은 상기 비트 라인(150, 152)을 기지의 상태로 프리차지하고, 상기 교차 결합된 인버터(142, 144)를 억세스

트랜지스터(146, 148)를 통해 상기 비트 라인쌍(150, 152)에 결합시키는 상기 워드 라인(154)을 하이로 구동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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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결과 얻어지는 비트 라인쌍(150, 152)의 전압차를 측정함으로써 행해진다. 상기 비트 라인쌍(150, 152) 상의 

신호는 최종 상태를 향해 시간에 따라 증가하며, 여기서 상기 쌍(150, 152) 각각은 궁극적으로 풀업(full up) 레벨 및 

풀다운(full down) 레벨일 수 있다. 그러나, 성능 개선을 위해, 상기 전압차는 상기 차이가 궁극적인 값에 도달하기 훨

씬 전에 감지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의 벌크 CMOS 기술에 있어서, 142NC, 144NC, 146C 및 148C는 GND에 연결되고

142PC 및 144PC는 V  hi 에 연결되어, 상기 각 디바이스를 바이어스하게 된다. 그러나, 도 1의 상기 종래의 SOI 공정

에서, SRAM 셀(140) 내의 상기 FET들(142N, 142P, 144N, 144P, 146 및 148) 모두는 플로팅 채널을 가진다, 즉 1

42NC, 142PC, 144NC, 144PC, 146C 및 148C는 어떠한 바이어스 전압에도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기껏해야 하

부 실리콘 기판(108)에 용량성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과 보디 콘택트를 가지는 SOI 트랜지스터, 이 SOI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SOI 회로, 하나 이상의 SOI 트랜지스터로 형성된 SOI RAM 셀, 및 SOI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상기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되는 곳인 상기 실리콘 표면 섬구조물에 대한 상기 보디 콘택트는, 상기 얕은 확산 

영역 아래쪽의 하나 이상의 채널들에 이르는 연속적인 연결부위를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들을 바이어스시킨다. 상기 S

OI 표면층의 표면에는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하부의 매몰 절연층에까지 완전히 이

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각 트랜지스터는 상기 얕은 확산 영역 하부에 존재하는 전류 경로를 가지며, 이 전류 

경로가 그 트랜지스터를 공유 보디 전압 콘택트로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상기 바람직한 SOI 구조물은 SOI 표면층 내

에 포함된 다수의 FET에 의해 공유된 연속적인 보디(body)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이다. 상기 공유 보디에 가해

지는 바이어스 전압은 그 보디를 공유하는 모든 FET에 바이어스 전압을 제공하여, 여기에 기술된 상기 실시예에서 1

42NC, 144NC, 146C 및 148C를 동일한 바이어스 전압에 연결시킨다.

이에 대해, SOI 디바이스에서 보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종래의 접근 방법은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게

이트 아래에 연장되어 있는 전도 영역(conducton region) 또는 확산 영역에 대한 보디 콘택트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

한다. 상기 전도 영역은 각 디바이스의 소오스/드레인 영역(118)의 도전형과 정반대의 도전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

한 보디 콘택트를 부가하면 셀 사이즈를 상당히 증가시켜서, 성능과 사이즈(밀도)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게 된다. 다

른 접근 방법은, 예를 들면 채널을 따라 이에 접촉하는 쇼트키 장벽 다이오드(Shottky barrier diodes)를 형성하는 것

을 포함한다. 쇼트키 장벽 다이오드를 포함하게 되면 면적상의 불이익이 작아지지만, 이미 복잡한 SOI 공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IEEE Transsactions on Electron Devices, Vol. 46, No. 7, July

1999, pp. 1451-6에 게재된 슬레이트(Jeffrey S. Sleight) 씨의 "DC and Transient Characterization of a Compact

Schottkey Body Contact Technology for SOI Transistors"라는 제하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접한 FET쌍에 보디 콘택트를 제공하는 최신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감지 증폭기(sense amplifier)의 FET의

경우, 본 발명의 출원인에 양도된, "A Pair of FETs Including A Shared SOI Body Contact And The Method of Fo

rming The FETs"라는 제하의 만델만(Mandelman)씨 등의 2002년 2월 2일자로 특허된 미국 특허 제6,344,671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만델만씨 등의 미국 특허는 한 쌍의 디바이스에 대한, 특히 다이나믹 RAM(DRAM) 감지 증폭기의 

경우의 보디 콘택트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만델만씨 등에 의해 개시된 구조에서, 디바이스 폭의 일부는 

한 쌍의 디바이스 보디 콘택트에 전용되어 있다.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이 보디 콘택트 부분에 형성되지 못하므로, 

디바이스 폭(밀도)과 안정성 및 성능간에 추가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해결책은 감지 증폭기와 같이 전

체 칩(chip)/마크로(macro) 면적의 작은 부분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는 반면, SRAM 셀 디바이스에 만

델만씨 등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셀 사이즈를 두 배로 증가시키기 쉽고, 따라서 마크로 면적 또는 칩사이즈도 

두 배로 증가시키기 쉽게 된다.

도 3a 내지 도 3d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NFET을 포함하는 SRAM 셀(160)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바람직한 

SRAM 셀(160)의 평면도(축척에 따르지 않음)를 보여주고 도 3b 내지 도 3d는 SRAM 셀(140)의 단면도이다. 이 실

시예에서, 상기 SRAM 셀(160)은 GND에 연결된 채널 노드들(142NC, 144NC, 146C 및 148C)과 플로팅된 채널노드

(142PC, 144PC)를 가지고 있는 도 2의 SRAM 셀(140)과 대략 동일하다. 그리하여, 상기 SRAM 셀(160)은 한 쌍의 

교차 결합된 CMOS 인버터(162, 164)[인버터(142, 144)에 대응됨]와, 상기 교차 결합된 인버터(162, 164)와 비트 

라인 (150, 152)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170, 172) 사이에 있는 한 쌍의 패스 트랜지스터(166, 168)[패스 트랜지스터

(146, 148)에 대응됨]를 포함한다. 상기 패스 트랜지스터(166, 168)는 워드 라인(154)에 대응되는 폴리실리콘 워드 

라인(174)에 의해 구동된다.

이 실시예의 평면도에는, 단순화를 위해 셀내 배선(intra-cell wiring) 및 광역 배선(global wiring)(예를 들면, 광역 

비트 라인, GND 및 V  hi )은 도시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디바이스들은 실리콘 섬구조물(176, 178)과 패턴된 폴리 

실리콘(180, 182 및 184)의 교차 영역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P 확산 영역 마스크(mask; 188)와 N 보디 주입 영역 

마스크(190, 192)(즉, PFET 채널 형성용)의 교차 영역은 PFET 디바이스 영역을 정의한다. 다각형(194), N 주입 차

단 마스크(192) 및 패턴된 폴리실리콘 형상(180)에 의해 확인되는 실리콘 섬구조물(178)의 일부분은 SRAM 어레이

에서와 같이 동일한 인접 섬구조물의 일부분이다. 각 셀은 하나의 V  hi 콘택트(196), 비공유된 GND 콘택트(198)를 

포함하고 인접한 셀들과 GND 콘택트(200)를 공유한다. 콘택트들(202N, 204N)은 셀내 배선(미도시)에 의해 각각 인

버터(162, 164)의 출력부를 형성하는 대응되는 콘택트들(202P, 204P) 및 패턴된 폴리실리콘(182, 184)에 연결되어,

인버터(162, 164)를 교차 결합시킨다.

B-B에서의 실리콘 섬구조물(178)을 관통하는 셀(160)의 단면도인 도 3b에서 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

이, 인버터(162, 164) 내의 디바이스(도 3b의 N 디바이스)들은 패턴된 게이트 폴리실리콘(182, 184)과 실리콘 섬구

조물(178, 176)의 교차 영역에 의해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패턴된 폴리실리콘(182, 184)은 얇은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층을 포함하는 적층된(layered) 도전성 물질로 형성되며, 원하는 경우는 생략될 수도 있다. 셀 안정성(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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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밀도 및 편의를 위해, NFET들(142N, 144N)은 한 쌍의 동일한 병렬 디바이스로 형성되며, 각각은 GND/

출력부 콘택트(198, 200/202N, 204N)를 공유한다. PFET들(142P, 144P)은 V  hi 콘택트(196)를 공유하고 V  hi 콘

택트(196)와 각각의 출력부 콘택트(202P, 204P) 사이에 위치한다. FET들(142N, 142P, 144N 및 144P) 각각은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일정한 수의 핑거(finger)들을 포함하는 핑거 구조의 디바이스(fingered dev

ice)일 수 있다. 패스 트랜지스터(166, 168)는 각각 출력부 콘택트(202N, 204N)와 비트 라인(170, 172) 사이에 있는

워드 라인(174)과 실리콘 섬구조물(178)의 교차 영역에 형성된다.

또한, 각 바람직한 실시예의 FET은 P형 표면 실리콘층(210)의 전체 깊이만큼 연장되어 있지 않는 최소한 하나의 소

오스/드레인 확산 영역(206, 208)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상기 NFET 채널의 P형 보디들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실리콘층(210) 내에서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화살표(211)로 표시된 경로는 

디바이스 채널에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206, 208) 아래 및 상기 BOX층(212) 위에 형성된다.

도 3a의 C-C를 절단한 단면도인 도 3c로 가면, 바이어스 전압에 대한 보디 콘택트가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 바이어스

전압은 상기 경로(211)를 따라 상기 채널을 바이어스시킨다. 상기 보디 콘택트는, 얇은 금속층(214)(예를 들어, 실리

사이드층)을 얕은 확산 영역(208)에 있는 공유 GND 콘택트(200)로부터 P 확산 영역(216)으로 연장시킴으로써 형성

된다. 상기 얇은 금속층(214)은 얕은 N 확산 영역(208) 및 P 확산 영역(216)으로의 오믹 콘택트(ohmic contact)가 

되어, 그 결과 얻어지는 PN 접합을 단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P 확산 영역(216)은 상기 GND 콘택트(200)를 상기 셀

의 NFET들의 상기 P 형 보디 경로(211)에 연결하여, 그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4개의 NFET 보디 

콘택트 단자들(142NC, 144NC, 146C 및 148C) 모두가 P 확산 영역을 통하여 GND로 연결되며, 종래의 SDRAM 셀

들에 비해 바람직한 실시예의 셀 내의 국부적인 보디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D-D를 통한 단면도인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디 효과는 패스 트랜지스터(166, 168)의 경우에도 최소화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채널들도 P 확산 영역(216)에서 GND로의 상기 콘택트에 의해 바이어스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얕

은 확산 영역(206, 208)과는 달리 비트 라인(218)은 표면 실리콘층(210)의 전 두께만큼 연장된다. 그리하여, 본 실시

예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같이, 상기 비트 라인 확산 영역(218)은 셀 커패시턴스(cell capacitance)를 감소

시키고 셀(160)을 비트 라인 확산 영역/콘택트(미도시)를 공유하는 인접한 워드 라인 상의 셀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

을 한다.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218)로부터의 분리는, 분리되지 않았다면 발생될 수 있는, 접속된 셀로부터 인접한

워드 라인 상의 미접속된 셀로의 발생가능한 교란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는 모든 확산 영역들은 균일한

깊이, 즉 확산 영역(206, 208)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

도 3a 내지 도 3d의 상기 얕은 확산 영역 구조는 소오스/드레인 확산 단계를 제외한 모두가 통상의 SOI 단계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적층 웨이퍼를 형성하고 상기 웨이퍼 상에 게이트들을 정의한 후에, 얕은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이 

정의되고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경우 얕은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깊은(deep) 소오스/드레인 영

역 양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일반적으로 얕은 확산 영역들은 약도핑된 드레인(lightly doped

drain; LDD)이라고 통상 지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도핑된 확산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1 이온 주입함으로써 형

성될 수 있다; 얕은 접합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마스킹된다; 그리고, 통상의 깊은 소오스/

드레인 영역들(예를 들면, 비트 라인 확산 영역 또는 보디 콘택트)은 마스킹 되지 않은 영역에 형성된다. 제2 실시예

에서, 얕은 확산 영역들은 통상의 LDD 확산층 이온 주입보다 약간 더 깊게 확산 영역을 형성하도록 제2 이온 주입에 

의해 강화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제1 실시예의 상기 단계들을 계속하여 얕은 확산 영역들은 마스킹되고, 통상의 깊

은 소오스/드레인 영역들은 상기 마스킹되지 않은 영역에 형성된다. 특히, 본 제2 실시예는 상기 제1 실시예의 방법에

의한 단일 LDD층 형성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된 얕은 접합이 너무 얕아서 실리사이드화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

호될 수 있다.

그러나, 도 3a 내지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생성하는 다른 적당한 공정 단계들로 대체할 수 있다. 더우기, 

비록 도 3a 내지 도 3d의 예가 NFET 전용으로 제공되는 보디 콘택트를 도시하고 있지만, PFET 채널들의 N 형 보디

들과 접촉하는 깊은 N 확산 영역과 V  hi 사이에 그러한 콘택트들을 형성하는 적당한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PFET용의

보디 콘택트도 제공될 수 있다.

도 4는 SRAM 마크로 또는 칩에서와 같은 SRAM 어레이의 한 부분(220)을 도시하고 있다. 이 예의 어레이 부분(220)

은 도 3a 내지 도 3d의 예에서의 셀(160)과 같은 4개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셀(222, 224, 226 및 228)을 포함하며, 이

각각의 셀은 주변 셀(160)과 보디 콘택트(216)를 공유하고 동일한 워드 라인(174)를 공유한다. 선택적으로, 부가적인

보디 콘택트(216)가, 서브 어레이(sub array)의 경계부 또는 소위 스티치 셀(stitch cell)이 위치할 수 있는 곳과 같은

n 셀(160)의 그룹들 사이의 워드라인을 따라 주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도 4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상기 공유 보디 콘택트(216)는 셀 면적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어레이 밀도

를 더 개선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한 쌍 또는 n 쌍의 주변 셀(160)마다 그 사이에 더 적은 수의 보디 콘택트(216)가 

구비될 수 있다. 또한, 보디 콘택트가 한 쌍의 주변 셀(160)마다 그 사이에 제공될 때, 주변 셀(160)에 의해 공유되는 

GND 콘택트(200)는 보디 콘택트(216)에 연결되는 얕은 확산 영역(208)과 참조부호 218과 같은 깊은 확산 영역 사

이에서 교대로 나타날 수 있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의 트랜지스터들은 SRAM 어레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성능의 잘 정합된 FET가 요구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최신의 감지 증폭기는 일반적으로 평형

을 이룬 한 쌍의 교차 결합된 트랜지스터를 필요로 하며 최종 신호보다 약간 작은 신호(전위차)를 감지해야 한다. 상

기 신호는 시간 종속적이므로, 전위차가 작을 수록 상기 감지 증폭기는 더 잘 감지한다. 그래서, 감지 증폭기 트랜지스

터들의 어떤 차이도 감지에 필요한 신호의 크기를 증가시켜, 감지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RAM 설계자는 

감지 증폭기 트랜지스터가 평형쌍 또는 정합쌍으로 알려진 동일한 디바이스 특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상기 쌍의 다른 한쪽과 동일하게 주위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평형쌍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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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한다. 종래의 SOI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감지 증폭기에서 쉽게 불평형을 

유발할 수 있는 국부적인 보디 효과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SOI CMOS 쌍을 사용함으로써 거의 제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SOI RAM 셀은 국부적인 보디 효과에 대해 영향을 상당히 

덜 받는다. 또한, 감지 증폭기와 같은 주변 회로부에 바람직한 실시예의 FET를 포함함으로써, 추가의 개선이 얻어진

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FET를 사용하여 형성된 로직(logic)은 보디 효과 면역성이 개선되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지만, 이 기술분야에서 숙련가들은 본 발명이 첨부된 청구항의 사상

과 범위 내에서 변형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와 달리, 바이어스 전압으로의 보디 콘택트를 형성함으로써, 바이어스

전압과 GND 사이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하부에 형성된 경로를 따라 상기 채널을 바이어스

시키는 전류 경로를 제공하여,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발생가능한 국부적인 보디 효과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층 상의 반도체 섬구조물(island);

상기 반도체 섬구조물 상의 도전성 단자(conduction terminal);

상기 도전성 단자의 양쪽 단부에 있는 도전성 영역(conductive region); 및

상기 반도체 섬구조물 상의 보디 콘택트 - 최소한 하나의 상기 도전성 영역은 얕은 영역이며, 상기 얕은 영역은 상기 

보디 콘택트가 상기 도전성 단자 아래의 채널 영역에 연결되도록 충분히 얕은 것임 -

를 포함하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구조물은 SOI(silicon on insulator; 절연체상 실리콘) 칩의 매몰 산화물층 상의 실리

콘 섬구조물인 것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단자는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이고,

상기 도전성 영역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이며,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영역은 상기 매몰 산화물층 상부의 지점까지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 내부로 연장되어 상기 

보디 콘택트가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아래의 상기 채널 영역에 연결되는 것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4.
SOI(silicon on insulator; 절연체상 실리콘) 칩의 매몰 산화물층 상의 실리콘 섬구조물;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 상의 게이트;

상기 게이트의 양쪽 단부에 있는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및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 상의 제1 도전형의 보디 콘택트 -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은 제2 도전형이며, 최소한 하나의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은 얕은 확산 영역이고, 상기 얕은 확산 영역은 상기 보디 콘택트가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아래에서 상기 게이트 아래의 채널 영역에 연결되도록 상기 매몰 산화물층 상부의 지점까지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 내부로 연장되어 있음 -

를 포함하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은 상기 제1 도전형이고, 상기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

을 통해 상기 매몰 산화물층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하나의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에 인접하고, 상기 보디 콘

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인접한 얕은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연결되는 것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청구항 7.
제5항에 기재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복수개 포함하는 회로로서, 상기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2개 

이상이 공통 보디 콘택트를 공유하는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2개 이상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최소한 하나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얕은 소오스

/드레인 확산 영역들이고,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들 중 한쪽은 상기 2개 이상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다른 하나와 공유되어 

있으며,

상기 공통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최소한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다른쪽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

역에 인접해 있고,

상기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상기 인접한 얕은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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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SRAM 셀이고, 상기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은 4개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들이며, 상기 제1 도전형은 P형이고, 상기 제2 도전형은 N형인 것인 회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2개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에 대한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모두는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

산 영역이고,

나머지 2개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각각은 셀 패스 게이트들(cell pass gates)이며,

상기 각각의 셀 패스 게이트들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비트라인 확산 영역이며, 상기 각각의 비트라인 확산 영

역은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의 두께만큼 아래쪽으로 상기 매몰 산화물층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인 회로.

청구항 11.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개의 스태틱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SOI 메모리 어레이로서

,

상기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최소한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은,

산화물층 상의 실리콘 섬구조물;

채널 상부에 위치한 게이트 - 이 게이트는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의 상부 표면상에 있음 - ;

상기 채널의 양쪽 단부에 있는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 상기 게이트는 상기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중 최소한 하나는 상기 상부 표면으로부터 상기 산화물

층 상부의 지점까지 연장되어 있는 얕은 확산 영역임 - ; 및

상기 섬구조물로의 보디 콘택트 - 보디 바이어스 경로는 상기 얕은 확산 영역 아래쪽에 상기 보디 콘택트로부터 상기

채널까지 형성되어 있음 -

를 포함하는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2.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개의 스태틱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SOI 메모리 어레이로서

,

상기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최소한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은,

산화물층 상의 실리콘 섬구조물;

채널 상부에 위치한 게이트 - 이 게이트는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의 상부 표면상에 있음 - ;

상기 채널의 양쪽 단부에 있는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 상기 게이트는 상기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한 쌍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중 최소한 하나는 상기 상부 표면으로부터 상기 산화물

층 상부의 지점까지 연장되어 있는 얕은 확산 영역임 - ; 및

상기 섬구조물로의 보디 콘택트로서 제1 도전형의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을 포함하는 보디 콘택트 - 상기 보디 콘택

트 확산 영역은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의 전체 두께만큼 연장되어 있는 깊은 확산 영역이고, 상기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제2 도전형이며, 보디 바이어스 경로는 상기 얕은 확산 영역 아래쪽에 상기 보디 콘택트로부터 상기 채널까지 

형성되어 있음 -

를 포함하는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디 콘택트는 하나의 얕은 확산 영역에 인접해 있고 또 이 인접한 얕은 확산 영역에 단락되어

있는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태틱 메모리 셀은 SRAM 셀이고, 상기 최소한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은 2개 이상

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이며, 상기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은 P 형 확산 영역인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SRAM 셀들 내에 있는 상기 2개 이상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중 2개는 한 쌍

의 교차 결합된 인버터와 한 쌍의 비트라인 사이에 연결된 패스 게이트 트랜지스터들(pass gate transistors)인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패스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쪽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깊은 확산 영역인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동일한 비트 라인을 공유하고 인접한 워드 라인 상에 있는 SRAM 셀의 패스 게이트들은 상기 깊은 

확산 영역을 공유하고, 상기 공유된 깊은 확산 영역은 상기 인접 셀에 대한 공유 비트 라인 콘택트를 가지는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2개 이상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하나의 보디 콘택트를 공유하는 4개의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인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SRAM 셀은 6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CMOS SRAM 셀인 것인 SOI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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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AM 셀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SOI 칩으로서,

상기 각각의 SRAM 셀은,

산화물층 상에 배치된 표면 실리콘층 내에 있는 한 쌍의 교차 결합된 CMOS 인버터 - 상기 표면 실리콘 층은 복수개

의 섬구조물로 패턴되고, 각 인버터는 제1 섬구조물 상에 NFET을 포함하고 제2 섬구조물상에는 PFET을 포함함 - ;

한 쌍의 비트 라인을 상기 한 쌍의 교차 결합된 인버터에 선택적으로 결합시키는, 상기 제1 섬구조물 상의 한 쌍의 N

FET 패스 게이트; 및

바이어스 전압에 연결되는 상기 제1 섬구조물로의 보디 콘택트 - 상기 각각의 NFET는 상기 표면층보다 얕은 최소한

하나의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을 가지며, 이 NFET의 채널은 상기 얕은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 아래쪽에 있는 상

기 NFET의 채널과 상기 보디 콘택트 사이의 경로를 통해 상기 바이어스 전압에 연결됨 -

를 포함하는 것인 SOI 칩.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비트 라인 각각은 상기 표면층의 두께에 달하는 깊은 확산 영역에 있는 한 쌍의 NFE

T 패스 게이트에 연결되고, 상기 NFET 패스 게이트의 제2 소오스/드레인 확산 영역은 상기 깊은 확산 영역인 것인 S

OI 칩.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보디 콘택트는 P 형의 깊은 확산 영역과 접촉하고 있는 것인 SOI 칩.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동일한 비트 라인을 공유하고 또 인접한 워드 라인 상에 있는 SRAM 셀의 패스 게이트들은 상기 깊

은 확산 영역을 공유하고, 상기 공유된 깊은 확산 영역은 상기 인접 셀에 대한 공유 비트 라인 콘택트를 가지는 것인 S

OI 칩.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을 각각 포함하는 복수개의 SRAM을 포함하는 SOI SRAM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a) 실리콘 웨이퍼 내에 매몰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매몰 산화물층은 실리콘 기판으로부터 표면 실리콘층

을 분리시킴 - ;

b) 상기 실리콘 표면층으로부터 실리콘 섬구조물들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실리콘 섬구조물들 상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d) 상기 복수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인접하는 얕은 N형 확산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 이 얕은 확산 

영역들은 상기 실리콘 표면층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상기 매몰 산화물층 상부의 지점까지 연장됨 - ; 및

e) 상기 복수개의 섬구조물 내에 P형의 보디 콘택트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SOI SRAM 형성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얕은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d)는,

i) 상기 복수개의 실리콘 섬구조물 내로 얕은 확산 임플런트(shallow diffusion implant)를 주입하는 단계;

ii) 상기 복수개의 섬구조물의 일부분의 상부에 블록아웃 마스크(blockout mask)를 형성하는 단계;

iii) 상기 블록아웃 마스크에 의해 덮혀지지 않은 상기 복수개의 섬구조물의 영역들 내부로 깊은 확산 임플런트(deep 

diffusion implant)를 주입하는 단계; 및

iv) 주입된 도펀트를 확산시켜, 얕은 확산 임플런트와 깊은 확산 임플런트가 병합하여 깊은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것인 SOI SRAM 형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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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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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391021

- 11 -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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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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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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