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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1 ㎛ 생성 시 또는 그 이후에도 트랜지스터 특성의 저하없이 채널 저항이 낮은 반도체 디바이스 및 그 제조 방법이 제
공된다. 또한, 선택적 금속 성장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소스/드레인 전극 및 게이트 전극을 제조하는 기술이 제공된
다.

    
게이트 전극 형성 후, 반도체 막은 선택적으로 소스/드레인 영역 내에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유전막은 기판 상에 증착되
고, 그 다음에 표면은 반도체 막이 표면 상에 노출되는 범위까지 화학적/기계적 폴리싱(CMP) 기술에 의해 에칭된다. 
이때, 반도체 막은 이것의 두께를 따른 중간 부분이 제거될 때까지 부분적으로 에칭된다. 그 후, 원하는 금속 또는 실리
사이드가 전표면 상에 증착된다. 다음에, CMP 에칭이 실행되고, 따라서 전극을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들 및 게이트 절
연층 상에 또는 그 상부에 남기면서 전극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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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두개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두개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단면도.

도 3에서 도 10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의 몇몇 주요 공정 단계들을 예시한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디바이스의 단면도.

도 12에서 도 2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제조 시의 몇몇 주요 공정 단계들을 예시한 단면도,

도 26 및 도 27의 각각은 종래 기술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단면도.

도 28에서 도 3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추가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할 때의 몇몇 주요 공정 단계들을 도
시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반도체 기판

102, 204 : 게이트 절연막

103, 205, 206 : 게이트 전극

104, 208 : 게이트 측벽

105, 210, 212 : 소스/드레인 반도체층

106 : 유전체층

107, 213, 214 : 소스/드레인 영역

108 : 소스/드레인 전극

130 : pn 접합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이나 배
타적이지 않게는, 본 발명은 금속 절연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ISFET)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MISFET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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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미세 제조 기술은 최소 특성 길이를 실질적으로 무한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FET가 미세
화됨에 따라, 게이트 길이는 거의 0.1 μm까지 축소된다. 이것은, 보다 높은 속도 성능 및 동시에 소비되는 전력을 보
다 낮게 하려고 하는 두가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성 크기 감소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세화 그 자체는 집적 
회로(IC) 소자의 점유 면적을 감소시켜, 그 결과 단일 칩내에 보다 많은 소자를 탑재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러한 것에 
의해 VLSI 또는 ULSI 칩은 확장된 다중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소 특성 크기가 0.1 μm까지 축소될 경우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미세기술에서의 성
장이 조만간 느려지거나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IC 소자를 미세화하는 것으로는 보다 빠른 성능을 성
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성 크기를 더욱 더 축소함에 따라 IC 소자의 기생 저항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자의 전기적 구동능력의 증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종래의 알려진 접근법중의 하나는 자기-정렬 실리사이드 또는 "샐리사이드(salicide)" 
기술을 사용하는 특별히 설계된 디바이스 구조, 또는 FET의 게이트 및 소스/드레인에 추가로 금속을 선택적으로 증착
시키는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 26은 샐리사이드 구조를 사용하는 MISFET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샐리사이드 MISFET는 실리콘 기판
(1101), 게이트(1103)와 기판(1101) 사이에 끼워진 게이트 절연막(1102), 및 이 게이트 절연막(1102) 위에 형성
된 절연 게이트 전극(1103)을 구비한다. 게이트(1103)는 게이트 절연 측벽층(1104)이 형성되는 측면을 가진다. 실리
콘 기판(1101)은 그 상부 표면에 형성된 드레인 영역(1105)을 갖는다. 낮은 비저항층(1106)이 드레인(1105) 내에 
매립된다. 상기 층은 금속과 같이 전기적 비저항이 낮은 실리사이드 재료로 이루어진다. 실리사이드층(1106)은 게이트 
절연 측벽(1104)의 외부 수직 표면과 자기-정렬된다. 본원에서, 드레인(1105)은 불순물을 기판(1101)으로 확산하
여 형성한다. 기판(1101)이 "p" 도전형인 경우에, 드레인(1105)은 "n"형이다. 기판(1101) 및 드레인(1105)은 그 사
이에 계면(1200)을 형성하며, 그곳에서는 공핍층이 사이에 끼워진 p-n 접합이 형성된다. 또한, MISFET는, 도시되지
는 않았지만, 드레인 영역과 구조가 비슷한 소스 영역을 가진다.
    

    
샐리사이드 MISFET의 경우, 소스/드레인 전극에서 비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이점은 
다음의 단점이 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 pn접합(1200) 및 실리사이드(1106) 사이의 거리의 감소(약 100 nm 이하)는 
pn 접합의 정류특성의 감소를 초래하여 내부에 누설 전류를 야기시킨다. 일단, 상기 문제가 발생하면, 상술한 형태의 샐
리사이드 MISFET를 사용하는 DRAM 칩은 데이터 저장 유지능력 특성이 저하된다. 로직 IC 칩에서, 전력 소모가 증가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임의의 의도된 트랜지스터 동작이 더 이상 얻어질 수 없다.
    

누설 전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 pn 접합을 보다 깊게 만들 경우, 다른 문제, 소위 "쇼트-채널" 효과 - 트랜지스터의 임
계 전위가 불규칙하게 감소함 - 가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상충되는 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가능한 한 얕게 형성함과 동시에 소스/드레인 영역의 비저항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
다.

pn 접합을 얕게 하면서 소스/드레인 비저항을 낮추는 알려진 하나의 접근법은 "실리사이드 탑재(silicide mount)" 기
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스/드레인 영역은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SEG) 방법에 의해 증가된 두께를 
갖도록 제조된다. 그 후, 실리사이드 층은 이러한 영역들의 각각에 형성되고, 실리사이드와 pn 접합 사이의 "네트(net)" 
거리 또는 유효 거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샐리사이드가 탑재된 하나의 FET 구조는 도 27에 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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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ET는 실리콘 기판(1201) 및 게이트 전극(1203), 그들 사이에 끼워진 게이트 절연막(1202)을 구비한다. 게
이트 전극(1203)은 유전막(1204)이 형성되는 측벽 - 즉, 게이트 절연 측벽 - 을 가진다. 드레인 영역(1205)은 기판 
표면상에 막 성장 기술에 의해 형성된다. 드레인 영역(1205)은 사이에 끼워진 게이트 절연 측벽(1204)을 갖는 게이트
(1203)에 옆으로 인접해 있다. 드레인 영역(1205)은 실리사이드층(1206)이 형성되거나 "다층화된(multilayered)" 
상부 표면을 가진다. 기판(1201) 및 드레인 영역(1205)은 서로 도전형이 반대이다. 일례는 기판(1201)이 p 도전형을 
가지는 반면, 드레인 영역(1205)은 n형을 가진다. 기판(1201) 및 드레인 영역(1205)은 그들 사이에 계면(1200)을 
형성하며, 여기에서, pn 접합은 사이에 끼워진 연관된 공핍층으로 규정된다. FET는 또한 소스 영역을 가지며, 이는 드
레인 영역(1205)과 구조가 유사하다.
    

    
도 27의 FET 구조는 게이트 길이 0.1 μm 이하인 차세대의 초미세화된 트랜지스터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
될 수 있다. 이것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 0.1 μm의 명확히 증가된 두께로 드레인 영역(1205)이 제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pn 접합(1200)과 실리사이드(1206)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유감스럽
게도, 반도체 디바이스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게는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게이트 절연 측벽(1204)의 
막 두께의 연관된 감소와 함께 상기 거리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드레인 영역(1205)과 게이트 전극(1203)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기생 커패시턴스의 증가는 LSI의 동작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고
속 디바이스 성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차세대 또는 0.1 μm 특성 크기의 "미래" 디바이스에 관한 한, 다른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 즉, 
기생 커패시턴스의 증가 및 pn 접합 누설 전류에서의 최소한의 위험을 가지면서 동시에 쇼트-채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게이트 또는 소스/드레인 영역의 필요한 비저항의 감소를 얻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트랜지스
터 스케일링에 따른 채널 비저항의 감소는 기생 저항을 더욱 감소시킬 뿐이다.

    
또한, 전형적인 샐리사이드 공정들은 선택적 금속 성장 기술들을 이용하여 행해진다는 것을 숙지하자.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금속 성장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선택성을 얻기 위해 매우 엄격한 공정 조건들이 요구되며, 그 결과 금속이 때
때로 유전체막의 원치 않는 부분 상에 부분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선택되지 않은(non-selected)" 막 상의 의
도하지 않은 금속 형성은 종종 소스/드레인 전극들 사이에 전기적 단락(electrical short-circuiting)의 발생을 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적 단락은 또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 수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칩당 구성 요
소들의 개수 증가로 인한 온-칩 IC 구성 소자들의 최소 특성 크기의 감소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보다 잘 인식되어
지고 있다. 선택적 금속 성장 방법에 직면한 다른 문제점은 실리콘에 대한 선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가능한 금속
들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은 0.1 ㎛ 특성 크기 생성 시 또는 그 이후에도 트랜
지스터 특성의 저하없이 채널 비저항 현상을 실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및 그의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에서 충분
히 낮은 접촉 비저항을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선택적 금속 성장 기술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들에 임의의 바람직한 
종류의 금속들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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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게이트 절연막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
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acute angle)
을 형성함 -;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
함 -;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상기 규정된 각은 10。 이상 및 8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규정된 각은 20。 이상 및 7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게이트 절연막은 금속 산화막, 금속 질화막, 금속 산질화막 및 실리케이트로부터 선택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소스 반도체층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이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각각 접촉하고 있는 면들은 이방
성 에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소스 반도체층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이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각각 접촉하고 있는 면들은 등방
성 에칭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1) 공통 반도체 기판;

2) 2-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2-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2-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2-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2-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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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2-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n-채널 MISFET; 및

3) 3-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3-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3-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3-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3-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3-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p-채널 MISFET

를 포함하며,

상기 n-채널 MISFET의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인 전극은 상기 p-채널 MISFET의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
인 전극과는 다른 재료로 된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1) 공통 반도체 기판;

2) 2-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2-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2-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2-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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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2-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n-채널 MISFET; 및

3) 3-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3-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3-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3-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3-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3-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p-채널 MISFET

를 포함하며,

상기 n-채널 MISFET의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p-채널 MISFET의 상기 게이트 전극과는 다른 재료로 된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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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게;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최소한 일부를 잔류시키면서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 위에 상기 제2 반도체 층과 조성이 다른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제2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 위에 또는 그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의 상부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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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최소한 일부를 잔류시키면서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을 산화시키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산화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제2 반도체 층과 다른 조성을 갖는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제2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산화시키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위에 또는 그 위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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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반도체 층의 기체 또는 증기 상태의 성장은 게이트 전극을 마주보는 측면에서 패싯(facet)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이 때에 적합한 결정 평면 방향에서 반도체 기판의 성장면을 선택함으로써 이 패싯의 기울기 또는 경사를 조정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나머지 트랜지스터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이(즉, 쇼트-채널 효과, 기생 캐패시턴스 증
가, 및 pn 접합부에서의 전류 누설) 기생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먼저 리세스 영역을 형성하고, 전체 표면 위에 금속을 형성하고, 그후에 이것이 에칭-백 처리를 받
도록 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을 제조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본 제조 방법은 더 
이상 종래의 선택적 금속 성장 공정을 사용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귀결되는 디바이스 구조는 사용된 금속의 
선택적인 성장도에 의존함이 없이 소스와 드레인 전극 사이의 전기적 단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지금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도 1을 참조해 보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금속 절연체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ISFET)의 단면이 도시
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MISFET는 전형적으로는 실리콘으로 제조되는 상부면을 갖는 반도체 기판(101) 상
에 형성된다. 이 MISFET는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102)을 갖는다. 게이트 절연막(10
2)은 실리콘 산화물 등으로 제조된다. MISFET는 게이트 절연막(102)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103)을 갖는다. MI
SFET는 또한 반도체 기판(10)에 형성된 한 쌍의 고농도 도핑된 소스 영역(107A)과 드레인 영역(107B)을 갖는다. 
소스 영역(107A)과 드레인 영역(107B)은 서로 측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다. MISFET는 소스 영역(107A)과 드레인 
영역(107B) 사이에 형성된 채널 영역(10)을 갖는다. 게이트 전극(103)은 채널 영역과 사실상 중첩한다. 환언하자면, 
소스 영역(107A) 및 드레인 영역(107B)은 게이트 전극(103)의 대향측 상의 반도체 기판(101)에 배치된다. MISFE
T는 소스 영역(107A)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층(105A)과 드레인 영역(107B)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층(105B)
을 갖는다. 소스 반도체층(105A) 및 드레인 영역(107B)의 상단부에는 각각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다. MISFET는 소
스 반도체층(105A)의 상단부에 형성된 오목부에 소스 전극(108A)을, 드레인 반도체층(105B)의 상단부에 형성된 오
목부에 드레인 전극(108B)을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슬 편의 상, 각각의 독립된 부분을 나타내기로 하는 경우에는 
접미사 "A" 및 "B"를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에서 도시된 MISFET 구조에 고유한 구조적인 특징은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소스 반도체층(105A)의 측면(1
20)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이 이루는 각 θ는 예각을 이루며,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소스 반도체층(1
05B)의 측면(120)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이 이루는 각 θ는 예각을 이룬다는 것이다. 소스 반도체층(10
5A) 및 드레인 반도체층(105B) 각각은 경사진 측면에 대해 거의 사다리꼴 단면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은 각각 게이트 전극(103)의 대응하는 수직 측벽에 대향하는 한 측면 상에 경
사진 또는 "슬롭형" 측벽(120)을 가지며, 반도체 기판(101)의 측벽(120)과 표면(121) 사이에는 예각 θ가 형성된다.
    

트랜지스터는 소스 반도체층(105A)의 상단부의 오목부에 형성된 소스 전극(108A)을 갖는다. 또한, 트랜지스터는 드
레인 반도체층(105B)의 상단부의 오목부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108B)을 갖는다. 소스 반도체층(105A) 및 드레인 반
도체층(105B)의 상단면에는 소스 전극(108A)과 드레인 전극(108B) 중 대응하는 하나가 매립되어 있는 리세스부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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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부호 "106"은 층간 유전체(ILD)막을 설계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부호 "104"는 게이트 측벽을 나타내며, 게이트 
측벽의 전기적 절연을 위해 선택된 유전체 재료로 제조된다.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 각각은 게이트 절연막(102)
에서 게이트 측벽(104)의 막두께 "a"에 대응하는 소정 거리만큼 게이트 측벽(104)에 의해 이격되도록 형성된다. 이러
한 구성에 의해,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과 게이트 전극(103) 간에는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MISFET는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 각각의 측면(120)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이 이루는 각은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예각 θ로 되어,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은 게이트 전극(10
3)으로부터 증가된 거리만큼 이격되어진다. 따라서, 관련된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각 θ는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10°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이 예각 θ는 20°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각을 80°나 
그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70°나 그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의 상단부 각각에는 리세스부가 형성된다. 이들 리세스부에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
108) 각각이 매립된다. 따라서, 소스/드레인 전극(108)과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의 최종 접촉 영역은 커질 수 있
다. 이에 의해, 접촉 비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이 상부에 형성되는 소스/드레인 영역(107)이 얕게 형성된다. 이로써, pn 접합면(1
30)과 소스/드레인 전극(108) 간의 거리는 길어진다.

따라서, pn 접합은 임의 쇼트-채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하게 얕다. 이러한 pn 접합은 금속 증착으로 
인한 전류 누설 특성이 저하될 위험이 없다.

도 1에서 도시된 MISFET는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이 반응성 이온 에칭(RIE) 등의 이방성 에칭 기술에 의해 부
분적으로 제거되어 소스/드레인 전극(108)을 매립시키게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 구조물은 소
스/드레인 반도체층(105) 각각이 소스/드레인 전극(108) 중 그에 대응하는 것과 접촉하는 측면이 거의 수직으로 에칭
되어진다.

    
다른 MISFET가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을 플라즈마 에칭 등의 등방성 에칭 기술에 
의해 제거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1의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등방성 에칭을 이용함으로써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
05)을 등방적으로 에칭시킬 수 있어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의 상단부에 형성된 리세스부가 "U"자형 단면을 갖게 
된다. 또한,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각각의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
이 이루는 각 θ는 예각이다. 소스/드레인 전극(108)은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 각각의 리세스 내에 매립되며, 소
스/드레인 전극(108)이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 상에 중첩되도록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소스/드레
인 전극(108) 각각의 측면(123)은 측면(123)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이 이루는 예각 θ과 동일한 각을 갖
는다. 이들 측면(120 및 123)은 서로 동일 평면이며, "심리스(seamless)" 평탄면을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103)에 면한 각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105)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101)의 표면(121) 사이에 형성된 
예각이 예각 θ로 설정되면,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105)과 게이트 전극(103) 사이의 "네트(net)" 거리, 및 소스/드레
인 전극(108)과 게이트 전극(103)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여, 기생 캐패시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MISFET에서는, 동일 부분에 동일한 참조 부호로 나타내었으며, 본 명세서에서는 그 설명이 생략되었다
는 것을 주의하라.

도 2에 도시된 MISFET의 경우에, 리세스 내에 소스/드레인 전극(108)이 각각 매립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105)의 
상부에 리세스부(오목부)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스/드레인 전극(108)과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105)의 최종 접촉 영
역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은 접촉 비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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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105)이 각각 얕게 형성되어 있는 소스/드레인 영역(107)이 형성된다. 따라서, pn 접합
면(130)과 소스/드레인 전극(108)간의 거리가 더 길어진다.

따라서, 쇼트-채널 효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pn 접합이 얕게 형성된다. 이러한 pn 접합은 금속 증착으로 
인한 누설 전류 특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없다.

(1) 도 1-2에 도시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2) 도 26에 도시된 샐리사이드 공정에 의해 형성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 및 (3) 도 27에 도시된 샐리사이드 공정에 의해 형성된 상승형 소스/드레인 구조를 갖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 
각각의 기생 캐패시턴스 Ctot, 기생 저항 Rsd 및 게이트 지연 시간 Tpd은 다음과 같다.

(1) Ctot[fF/㎛]=5.9 Rsd[ohm(S/D)]=120 Tpd[ps]=5.5

(2) Ctot[fF/㎛]=5.1 Rsd[ohm(S/D)]=440 Tpd[ps]=7.3

(3) Ctot[fF/㎛]=11.1 Rsd[ohm(S/D)]=200 Tpd[ps]=11.5

상기 값 리스트로부터 명백해진 바와 같이, (2) 트랜지스터의 경우, 기생 캐패시턴스 값은 감소되지만, 기생 저항은 증
가된다. 반면에, (3) 트랜지스터의 경우, 기생 저항은 작지만, 기생 캐패시턴스는 크다. 반면에, (1) 트랜지스터의 경우, 
기생 캐패시턴스 및 기생 저항 모두 감소된다. 게이트 지연 시간에 관해서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트랜지스터는 (2) 및 
(3) 트랜지스터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본 실시예는 TiO2 등과 같이 고 유전율을 갖는 금속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을 갖는 소
정 트랜지스터에 적용될 때 효과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 유전율 금속 산화막을 사용하면 게
이트 막 두께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이 관련 게이트 막과의 접촉 영역을 증가시켜 
기생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경우,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의 측면이 상술된 각도 
영역 내에 속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기 때문에, 게이트 절연막에 관한 최종 접촉 면적이 감소되어, 기생 캐패시턴스가 감
소될 수 있다.

이하, 도 3 내지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Si) 기판(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상에 소자 분리 영역(201)을 형성하기 위해, 
Si 기판이 에칭되어, 얕은 트랜치 분리(STI)를 위한 그루브를 약 0.4 ㎛의 깊이로 형성한다. 그 후, 화학 증기 증착(C
VD) 기술에 의해 전체 표면 상에 SiO 2 층이 증착된다. 그 후, 화학/기계 폴리싱(CMP)이 수행되어 전표면이 평탄화된
다. 도 3에서, STI 그루브(201)보다 깊은 기판의 하부는 본 발명의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도시하지 않았다. 첨
부된 도면의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 후,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 대응하는 기판의 선택된 부분들이 포토리소
그래피 공정에 의해 마스크된 후, 이온 주입이 수행되어 n형 웰 영역(203) 및 p형 웰 영역(202)을 각각 형성한다.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치를 조정하기 위해, 각 채널 영역에서 이온 주입이 수행된다.

TiO2 막(204)-이것은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막)이 될 것임-이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탄산염(TPT) (Ti(OC 3 H7 )4 )
과 산소의 혼합 기체를 380℃에서 반응시켜 Si 기판(반도체 기판) 전표면 상에 20 nm 두께로 증착된다.

그 후, 다결정 실리콘 또는 "폴리-Si" 층(제1 반도체 층)이 게이트 절연막(204)의 전표면 상에 50 ㎚ 두께로 증착된
다. 이러한 폴리-Si 층은 CVD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도 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여 p-채널 형성 영역 및 n-채널 형성 영역을 마스크한 후, 선택된 불순물 - 여기서는 
인(P), 붕소(B) -이 다양한 에너지로 약 1×10 15 cm-2 의 도우즈로 이온 주입 기술에 의해 도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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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면 상에 SiO2 막(207)이 20 ㎚ 두께로 증착된다. 그것을 위해 CVD 및 스퍼터 기술중 하나가 채용될 수 있다.

폴리-Si에 도핑된 불순물은 어닐링(800℃의 N2 기체에서 30분동안)을 통해 활성화되어, n-채널 및 p-채널 형성 영
역 상에 각각 고농도로 도핑된 n(n+)형 Si 게이트 전극(205) 및 p+형 Si 전극(206)을 형성한다.

그 후, 반응성 이온 에칭(RIE) 기술이 사용되어,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막)(204) 및 폴리-Si 게이트 전극(205, 20
6)과 SiO2 막(207)을 게이트 형태로 에칭한다.

CVD 기술에 의해 전표면 상에 SiO 2 막을 10 ㎚ 두께로 증착한 후,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 층)(205, 206)의 측면 상
에 RIE 공정에 의해 게이트 측벽(208)을 제조한다. 게이트 측벽(208)은 각각 게이트 전극(205, 206)의 대응 측면으
로부터 측정하면 약 10 ㎚ 두께를 갖는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N막은 전표면 상에 50 nm의 두께로 증착된다. 그 다음,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에칭
을 행함으로써, SiN막(209)이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을 덮는 선택된 부분에만 잔류하게 한다.

다음으로, 600℃의 SiH 4 , PH3 및 HCl의 혼합 기체 내에서의 기상 성장을 통해, 인 불순물이 1×10 20 ㎝-3 의 농도로 
도핑되어 있는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1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이 70㎚ 두께로 반도체 기판의 노출부(n 채널 트
랜지스터 형성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층된다. 이 경우, SiO 2 막(207)이 게이트 전극(205)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S
i층은 거의 적층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의 폴리-Si 게이트 전극(205)과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은 실질적으
로 그 상단면에서 서로 동일면으로 된다.

    
증착 온도를 600℃ 이상으로 하면, 증착된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은 단결정질로 된다. 이로 인해, 게이트 측벽
(208)에 대향하는 개별적인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들의 지정된 면은 {111} 또는 {311}면(배향)으로 되어, 패
싯(facet)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패싯의 결정면 배향은 제조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
210)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의 표면 간의 각도가 예각이 될 것을 보장하도록 처리 제어가 행해진다. 그 다음, p 채널 트
랜지스터 형성 영역을 덮는 SiN막(209)은 "핫(hot)" 인산을 이용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건식 에칭 기술에 의해 제거
된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표면 전체에 50㎚ 두께로 SiN막을 증착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에칭
이 행해짐으로써, SiN막(211)이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을 덮는 선택된 부분에만 잔류하게 된다.

다음으로, 600℃의 SiH 4 , B2 H6 및 HCl의 혼합 기체 내에서의 기상 성장을 통해, 붕소(B) 불순물이 1×10 20 ㎝-3 의 
농도로 도핑되어 있는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212)이 70㎚ 두께로 반도체 기판의 노출
부(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증착된다. 이 경우, SiO 2 막(207)이 게이트 전극(206) 상에 존재하
기 때문에, Si층은 거의 증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의 폴리-Si 게이트 전극(206)과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
2)은 실질적으로 그 상단면에서 서로 동일면으로 된다.

    
증착 온도를 600℃ 이상으로 하면, 증착된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2)은 단결정질로 된다는 것에 유의하자. 이로 
인해, 게이트 측벽(208)에 면한 개별적인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2)들의 지정된 면은 {111} 또는 {311}면으로 되
어, 패싯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패싯의 결정면 배향은 제조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2)
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의 표면 간의 각도가 예각이 될 것을 보장하도록 처리 제어가 행해진다. 그 다음, n 채널 트랜지
스터 형성 영역을 덮는 SiN막(211)은 "핫" 인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건식 에칭 기술에 의해 제거된다.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600℃의 아르곤(Ar) 기체 내에서 60분간 열처리가 수행되어, 도핑된 인 불순물이 n
형 Si 소스/드레인 반도체(201)를 통해 반도체 기판으로 확산되는 한편, 붕소(B) 불순물이 p형 Si 소스/드레인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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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를 통해 기판으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n형 소스/드레인 영역(213)과 p형 소스/드레인 영역(214)을 각각 형성한
다. 이들 소스/드레인 영역(213, 214)은 각각 반도체 기판 내에서 약 10 내지 20 ㎚의 감소된 깊이를 갖는 범위로 얕
게 형성된다. 그 결과, 제조된 트랜지스터의 쇼트-채널 효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SiO 2 (제2 유전체막)(215)이 표면 전체에 100 ㎚ 두께로 증착된다.

그 다음, 화학/기계적 폴리싱(CMP) 방법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층)(205, 206) 및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2 반도체층)(210, 212)의 상부 표면이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양자 모두
에서 노출되도록 하는 범위까지, SiO2 막(215)의 상부를 제거한다.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만을 덮는 레지스트막
(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반도체층)(212) 및 Si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층)(206)의 
지정된 부분을 RIE 처리에 의해 에칭한다.

이러한 처리 단계에서, 게이트부에서의 폴리-Si층(206)은 완전히 제거되는 반면에,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2)의 단
결정질 Si는 그 바닥부에 부분적으로 잔류하도록 에칭되게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에칭에서는 이용되는 에칭 기체가 예를 들어 TiFx , TiCl x 와 같은 티타늄(Ti) 화합물과 혼합되기 때문에, 이 에칭의 
종점은 쉽게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Ti 화합물은 게이트 절연막(204)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본 예시에서, 이상적으
로는, 바닥부가 소스/드레인 영역(214)의 "본래의" 표면보다 약 20 ㎚ 정도 높도록 미리 지정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에칭이 행해진다. 그 다음, 이용된 레지스트막이 제거되어, 각각의 에칭된 부분이 리세스형의 단면 형태를 갖게 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택된 도전 물질층은 전체 표면 상에 증착
된다. 그 물질은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 또는 특히 예를 들어 Pt, PtSi, 혹은 Pd와 같이 p-형 Si과 관련된 쇼트키 장벽 
높이(Shottky barrier height:SBH)가 낮은 물질들이 가능하다. 이 증착은 CVD, 스퍼터 및 다른 공지의 전면 증착 방
법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다음에, SiO2 막(215)이 검지되고 그에 따라 게이트 절연막(204)에 규정된 리세스 형의 필요한 전극을 형성할 때까지, 
전면 에칭이 CMP 기술에 의해 행해진다. 특히, 게이트 전극(216)은 게이트 절연막(204)의 상부 표면에서의 리세스에 
형성되는 반면에, 소스/드레인 전극(금속 혹은 실리사이드)(216)은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반도체층)(212)의 리
세스에 형성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p-채널 트랜지스터를 덮는 선택된 부분에만 레지스트막(도시되지 않음)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형성한 후에,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반도체층)(210)의 일부분 및 Si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층)(20
5)은 RIE 방법에 의해 에칭된다.

이 공정 단계에서, 게이트부에서의 폴리-Si 층(205)이 전체적으로 제거되는 반면에,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의 
단결정 Si은 그것의 바닥 표면 상에 부분적으로 잔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칭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에칭의 종단점은 사용된 에칭 기체가 예를 들어 TiFx , TiCl x 와 같은 티타늄(Ti) 화합물과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쉽게 검지 가능하다. 이 예에서, 바닥이 소스/드레인 영역(213)의 "원래" 표면보다 약 20 nm가량 더 높은 
미리 지정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에칭은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에, 레지스트막이 제거되어 에칭된 부분들만이 
각각 리세스 형의 단면 형태를 갖도록 남아있게 한다.

다음에,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택된 도전 물질층은 전체 표면 상에 증착된다. 그 물질은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 또는 특히, 예를 들어 ErSi 2 와 같이 n-형 Si과 관련된 쇼트키 장벽 높이(Shottky barrier he
ight:SBH)가 낮은 물질들이 가능하다. 이 증착은 CVD, 스퍼터 및 다른 공지의 전면 증착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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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SiO2 막(215)이 검지될 때까지, 전면 에칭이 CMP 기술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스/드레인 전극
(금속 혹은 실리사이드)(217)이 제2 반도체층(210)에 형성된 채로 리세스에 형성된다. 이 때, 게이트 전극(216)은 
게이트 절연막(204)의 상부 표면에 정의된 리세스에 동시에 형성된다.

다음에, SiO2 막(도시되지 않음)이 전체적으로 증착되고 그후에,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전기적 상호접속 배선 또는 온
칩 리드(onchip lead)(도시되지 않음)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안에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며, 그에 의해 LS
I를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절연막(204)이 예시로써 고 유전율을 갖는 TiO 2 로 이루어졌지만, 이 물질은 Ta2 O5 , Al 2 O3 , 
Y2 O3 , ZrO 2 , (Ba,Sr)TiO 3 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유사한 적합한 물질들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TiO2 게이트 절연막(204)이 유기 금속 CVD(MOCVD) 기술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이 막은 대안적으로 스퍼터링
에 의해 형성되어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TiO2 게이트 절연막을 증착하는 동안, 200 와트(W)의 크세논(Xe) 램프가 이용될 수 있다. Xe 램프는 3
00 nm의 파장을 갖는 근자외선을 방출하도록 동작가능하며, 증착 장비의 윈도우를 통과하여 웨이퍼(반도체 기판)의 
전면에 조사된다. 이 램프는 증착 기체의 유동 이전에 동작하게 되고, 의도된 증착 공정의 종결 시까지 계속적으로 활성
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사용되는 유기 소스 기체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C) 및/또는 수소(H)의 원하지 않는 혼합을 막
는 것이 가능해져서, 거의 완전한 TiO2 의 혼합물을 갖는 막을 증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MOCVD 공정에 이용되는 가공하지 않은 물질의 기체는 상술한 조합을 갖는 기체에만 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며, 에틸티타네이트(ethyltitanate:TET) (Ti(OC 2 H5 )4 ) 혹은 티타늄-테트라키스-이소프로폭사이드(titanium-
tetrakis-isopropoxide:TTIP)와 산소의 혼합 기체일 수 있다. TTIP의 경우에, TiO 2 는 산소를 혼합하지 않고 가공
할 수 있다. 또한, 대안적으로 유기 소스가 TiCl 4 와 같은 무기 소스로 대체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반응 온도를 약간 높
게, 예를 들어 600℃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이트 절연막(204)은 언제나 상술한 고 유전율의 막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대안적으로 SiO 2 또는 SiN으로 이루
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게이트 절연막(204)은 제1 증착 유전막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예로, 도 8의 공정 단계에서 게이
트부의 폴리-Si(206)를 제거한 후에 유전막(204)이 일시적으로 제거되고, 그후에 다른 물질(예를 들어, SiO 2 , SiN, 
고-유전율막, 강유전성막 등)이 게이트 절연막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새롭게 증착된다.

분명하게, 이 때에는 게이트 절연막(204)의 일부가 남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8의 단계에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
(210)이 소스/드레인 영역(214) 상에 20 nm 보다는 차라리 40 nm의 두께로 남겨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에칭 처리
의 종단점은 TiO2 막의 두께를 40 nm로 설정함으로써 검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40 nm의 두께는 게이트 절
연막으로는 너무 두껍다. 그러한 경우에, 추가적 에칭 공정이 행해져서 막 두께를 20 nm로 감소시킨다.

필요한 경우에, TiN 층은, 예를 들어 게이트 절연막(204)과 그의 연관된 게이트 물질 사이의 화학 반응을 방지하기 위
하여 TiO2 게이트 절연막(204)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도 8의 단계에서 에칭은 항상 게이트부의 폴리-Si(206)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은 본질적으로 금속(301, 303) 및 폴리-Si(302, 304)으로 이루어
진 다층 구조를 가지도록 된다. 따라서, n-형 Si을 이용한 n-채널 트랜지스터, 및 p-형 Si을 이용하는 p-채널 트랜지
스터의 표면 채널 구성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한편, 동시에 게이트 전극이 금속들의 존재로 인해 낮은 비저항을 제공
할 수 있게 한다. 명백하게, 이 경우에도 또한, n과 p에 장착된 금속들은 서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일함수로 설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폴리-Si(302, 304)과 금속(301, 303) 사이의 접촉 비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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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폴리-Si(206)이 도 8의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제거되는 경우에, 다른 불순물을 포함하는 폴리-Si 층들(205-
206)은 단일 종류의 불순물(예를 들면, 인 확산된 폴리-Si)을 포함하도록 설계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불순물을 포함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8의 에칭 단계에서 불순물 도핑된 Si과 동일한 속도로 제어하
는 것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들이 동일한 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택적 에피택셜 성장(selective epitaxial growth:SEG) 공정에 의해 증착된 단결정 Si 층들(210, 212)은 CVD로의 
도핑을 위한 설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 4의 공정 단계에서,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단결정 
Si은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과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의 Si 노출부에서 선택적으로 미리 증착되고, 그 
후에 이온 주입이 행해짐으로써, 개별적인 불순물 함유부(들)을 형성한다. 이 이온 주입은 단결정 Si의 가공 직후에 행
해질 수 있고, 또는 대안적으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전막(215)의 CMP 공정이 완료된 후에 행해질 수 있다. 이
온 주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점 결함의 존재가 이후의 단계에서 불순물 확산 제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pn 접합을 
기판에서 10 내지 20 nm의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CVD 동시 도핑 방법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명백하게, CVD계 도핑 방법에서, 불순물 양은 Si의 두께를 따
른 방향에서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의 고려될 수 있는 변동의 예는 불순물의 농도가 Si 기판의 근처 부분에서 더 
높고, 기판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서는 낮은 경우이다.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내의 pn 접합은 단결정 Si의 증착에 앞서 이온 주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단결정 Si의 선택적인 증착 동안, 선택도를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예컨대 노출된 Si 표면 상의 잔여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도록 800℃에 가까운 온도에서 CVD 장치 내에서의 H2 어닐링 또는 진공 어닐링이 실시되어 우수한 결정성을 가
진 Si가 Si 상에 또는 그 상부에 신뢰성 있게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증착된 단결정 Si의 결정성은 도 8 단계에서의 에칭 처리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고, 금속 접촉 비저항의 재현
성의 형태로 IC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 212)의 선택적인 CVD 제조에 앞서 형성되는 게이트 측면 상의 유전체막(208)이 CVD 및 
RIE 공정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 막은 반도체층(205, 206)의 산화 또는 질화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게이트 절연막(204)이 반도체층(205-206)과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212) 사이를 전기적
으로 절연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면서 게이트 측면 상의 유전체막(208)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유전체층(
106)을 사용하여 의도된 절연을 이룰 수 있다.

SEG 공정 동안 마스크로 사용되는 재료(209, 211)는 SiN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탄소막, 또는 SiO 2 와 Si에 대한 강화
된 선택 제거성을 제공하는 임의의 다른 유사한 적당한 재료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탄소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
소막 에칭 공정 동안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막의 제거에 통상의 애싱 기술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습식 처리(예컨대 황
산 및 과산화수소수의 혼합액을 사용)를 이용해야 한다. 마스크(209, 211)가 탄소막으로 형성된 경우 이들을 애싱 기
술에 의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도체 당업자는 쉽게 이해할 것이다. 분명히 이 탄소막은 단지 애싱을 통해 쉽
게 제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일 뿐이다. 마스크막은 주성분으로서의 탄소 외에 Si 또는 Ge 등과 같은 다른 원소도 함
유하는 다른 탄소 함유 재료로 대체될 수 있다.

금속 재료(216-217)는 소스/드레인 전극 또는 게이트 전극의 비저항을 낮추기 위해 n 채널 트랜지스터 및 p 채널 트
랜지스터에 각각 사용되지만, 동일한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n 채널 및 p 채널 트랜지스터의 금속 매립을 
위한 리세스를 서로 별개로 형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필요한 공정 단계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n형 
Si 및 p형 Si에 대해 SBH가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특정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층(216-217) 각각은 단일층으로 형성될 필요가 없다. 예컨대, n형 Si 및 p형 Si에 대해 SBH가 낮은 선택된 재료
를 증착한 후 예컨대 Al, W 또는 귀금속과 같은 낮은 비저항 재료가 그 위에 형성되며, 이에 따라 소스/드레인 전극 또
는 게이트 전극의 전기적 비저항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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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와 직접 접촉하는 금속 실리사이드의 제조를 위해 샐리사이드 공정이 이용될 수 있지만, 샐리사이드 공정은 하부 pn 
접합까지를 덮는 영역에 특정 두께를 가진 Si 층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이 Si 층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얇은 Si 층을 형성하는 특정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Si 층 두께 최소화는 게이트 전극과 소스/드레인 영역 간의 원
치 않는 기생 용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관련 IC 소자의 고속 성능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도 8에 도시된 에칭은 RIE 등과 같은 이방성 에칭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예컨대 CF 4 함유 기체를 이용하는 플
라즈마 에칭과 같은 등방성 에칭, 또는 불질산과 같은 선택된 액체를 사용하는 에칭일 수 있다.

이방성 에칭 및 등방성 에칭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금속의 형상과 소스/드레인 전극의 접촉
면의 형상은 도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하다.

n 채널 트랜지스터와 p 채널 트랜지스터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각 영역을 마스크하면서 제조가 진행되지만, 이
렇게 개별적으로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형성의 경우, 먼저 형성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p 채널 트랜지스터 또는 
n 채널 트랜지스터일 수 있다.

p형 Si에 비해 SBH가 낮은 재료는 백금(Pt) 및 팔라듐(Pd)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이리듐(Ir), 니켈(Ni) 또는 이
들의 실리사이드일 수도 있다.

n형 Si에 비해 SBH가 낮은 재료는 ErSi 2 로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하프늄(H.F.), 탄탈륨(Ta), 스칸듐(SC) 또는 이들
의 실리사이드일 수도 있다.

도 10에 도시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는 소스/드레인 영역(213-214) 위의 구조를 볼 때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210, 
212) 각각의 측면이 반도체 기판 표면에 대해 예각을 이루도록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210, 2
12) 각각의 측면 및 게이트 전극의 측면은 평행한 것이 아니라 소정의 각도로 서로 대향하게 된다. 따라서, 기생 용량
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소스/드레인 전극이 매립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의 상부 표면에 리세스가 형성되므로, 장치 구조에서 접촉 면적이 확
대되어 접촉 비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명백히, 쇼트-채널 효과의 발생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얕은 접촉 또는 
접합이 형성된다. 이것은 결과적인 pn 접합이 금속 증착으로 인해 누설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하, 도 12 내지 1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상에 소자 분리 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Si 기판을 에칭하여 약 
0.4 μm의 깊이로 얕은 트렌치 아이솔레이션(STI)을 위한 그루브를 형성한다. 이후, 전표면에 CVD 방법에 의해 SiO

2 층이 증착된다. 그 다음, 화학 기계적 폴리싱(CMP)을 실시하여 전표면을 평탄화한다.

다음에, 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과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 대응하는 선택부들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마스크하며, 그후, 이온주입을 행하여 n형 웰 영역(403)과 p형 웰 영역(402)을 각각 형성한다.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위의 조정을 위해, 각각의 채널 형성 영역에서 이온 주입을 행한다.

다음에, TiO2 막(404) - 이 막은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체막)이 됨 -을 20 nm의 두께로 Si 기판(반도체 기판)의 
전체 표면에 증착하며, TPT (Ti(OC 3 H7 )4 )와 산소의 혼합 기체가 380℃의 온도에서 반응하도록 한다.

다음에, 폴리-SiGe(제1 반도체층)층을 두께 50nm의 두께로 게이트 절연막(404)의 전체 표면에 증착하며, 증착된 이 
층은 CVD나 혹은 스퍼터링 법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어서, p 채널 형성 영역과 n 채널 형성 영역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마스크한 후, 선택된 불순물 - 여기
서는 인(P)이나 붕소(B) -을 대략 1×10 15 cm-2 의 도우즈로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여 도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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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20nm의 두께로 전체 표면에 SiO 2 막(407)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CVD와 스퍼터링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이어
서, 폴리-SiGe에 도핑된 불순물을 어닐링(800℃에서 30분 동안 N 2 기체에서)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n+형 SiGe 게
이트 전극(405)과 p+형 SiGe 게이트 전극(406)을 n-채널 영역과 p-채널 형성 영역에 각각 형성한다.

다음에, 반응성 이온 에칭법(RIE)을 이용하여 SiO 2 막(407) 외에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막;404)과 폴리-SiGe 게이
트 전극(405-406)을 에칭한다.

이어서, 전체 표면상의 SiO2 막을 10nm의 두께로 CVD법으로 증착한 후, RIE 공정을 이용해서 게이트 전극(제1 반도
체층;405-406)의 측면에 게이트 측벽(408)을 형성한다. 각각의 게이트 측벽(408)은 대략 10nm의 두께이다.

다음에,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 표면에 50nm의 두께로 SiN막을 증착한다. 그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
하여 에칭을 수행함으로써,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위에 있는 선택된 부분에서만 SiN막(409)이 남겨지도록 한
다.

다음에, HCl외에 SiH 4 및 PH3 의 혼합 기체에서 600℃로 기체 혹은 기상 성장을 통해, 1×10 20 cm-3 의 도핑 농도로 
그 안에 인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Si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1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410)을 20nm의 두께로 
반도체 기판의 노출된 부분(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착시킨다.

이어서, 동일한 진공 상태에서, GeH4 , SiH4 , PH3 및 HCl의 혼합 기체에서 기상 성장을 행함으로써 1×1020 cm-3 의 
도핑 농도로 그 안에 인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SiGe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2 반도체 층과는 조성이 상이한 제1 
도전형의 제3 반도체층;411)을 50nm의 두께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0)상에 선택적으로 증착시킨다. 이러한 경우, 
SiO2 막(407)은 게이트 전극(405)상에만 존재하고, Si와 SiGe층은 전혀 증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폴리-SiG
e 게이트 전극(405)과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0)은 그 상부면 상에서 서로 거의 동일면이 된다.

    
증착 온도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면 증착된 Si이나 SiGe층은 단결정화된다. 이로인해, 게이트 측벽(408)에 대향하
는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0)중의 개개의 층의 특정면은 {111} 혹은 {311}면이 되어 패싯을 형성한다. 이 패싯의 
결정면 배향을 제조 조건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0)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의 표
면간의 각이 예각이 되도록 공정 제어가 행해진다. 그 후, 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위에 있는 SiN막(409)을 "핫" 
인산을 이용하거나 드라이 에칭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체 표면상의 SiN막을 50nm의 두께로 증착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에칭
을 수행함으로써,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위의 선택된 부분에만 SiN막(412)이 남겨지도록 한다.

HCl외에 SiH4 및 B2 H6 의 혼합 기체에서 600℃에서의 기상 성장을 통해, 그 안에 1×10 20 cm-3 의 농도로 붕소(B)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413)을 20nm의 두께로 반도체 기판의 
노출된 부분(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증착한다.

다음에 동일한 진공 환경에서, GeH4 , SiH4 , B2 H2 및 HCl의 혼합 기체에서 기상 성장을 행함으로써, 1×1020 cm-3 의 
농도로 도핑된 붕소(B)를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SiGe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반도체층의 조성과는 상이한 제2 도
전형의 제3 반도체층)을 50nm 두께로 선택적으로 증착한다. 이 경우, SiO 2 막(407)은 게이트 전극(406)에만 존재하
고, Si와 SiGe는 전혀 증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인 폴리-SiGe 게이트 전극(406)과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3)
은 그 상부면이 서로 거의 동일하다.

    
증착 온도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면, 증착된 Si이나 SiGe층은 단결정화된다. 이로인해, 게이트 측벽에 대향하는 소
스/드레인 반도체층(413)중 개개의 층의 특정부는 {111} 혹은 {311}면이 되어 패싯을 형성한다. 이 패싯의 결정면 
배향을 제조 조건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413)의 측면과 반도체 기판의 표면간의 
각이 예각이 되도록 공정 제어가 행해진다. 그 후,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위에 있는 SiN막(412)을 "핫" 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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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드라이 에칭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600℃에서 60분 동안 아르곤(Ar) 기체에서 열처리가 행해져서, 도핑된 인 불순물이 n형 
Si 소스/드레인 반도체(410)를 통해 반도체 기판내로 외부확산(outdiffuse)되게 하고, 동시에 p형 소스/드레인 반도
체(413)를 통해 기판내로 붕소(B) 불순물이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n형 소스/드레인 영역(415)과 p형 소스/드레인 확
산 영역(416)을 각각 형성한다. 이들 소스/드레인 영역(415-416)은 반도체 기판내에서 매우 얕으며, 각각은 대략 1
0 내지 20nm 범위의 감소된 깊이를 갖는다. 이것은 제조되는 트랜지스터의 쇼트-채널 효과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SiO 2 막(제2 유전체막;417)은 100nm의 두께로 전체 표면에 증착된다.

CMP 공정은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 층)(405-406) 및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3 반도체 층)(411,414)의 상부 표
면이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모두에 노출되는 범위까지 SiO2 막(417)의 상부 
부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단지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위에 놓인 레지스
트 막(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 후,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3 반도체 층)(414) 및 SiGe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 층)
(406)의 특정 부분에 RIE 방법으로 에칭한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건 하에서 CF 4 및 아르곤(Ar)의 혼합 기체를 이
용하면, Si에 대해 SiGe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411) 및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410)
의 계면에서 에칭이 멈추도록 상기 공정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 후, 레지스트가 제거되어 에칭 부분이 리세스 
형태로 남게 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도전 물질층이 전표면 상에 증착
된다. 상기 물질은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일 수 있으며, 특히 이들 물질은 예를 들어 백금(Pt), PtSi, 팔라듐(Pd) 등과 
같은 p-형 Si에 대해 쇼트키 장벽 높이(SBH)가 낮다. 이러한 증착은 CVD, 스퍼터 및 다른 공지된 전면 증착 방법중 
임의의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다음, SiO2 막(417)이 검출될 때까지 CMP 기술에 의해 전면 에칭이 행해진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소스/드레인 반도
체 층(413)의 상부 표면에 형성되는 바와 같이 리세스 부분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418)을 형성할 수 있다. 동시에, 
게이트 절연막(404)의 상부 표면에 형성되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418)을 리세스에 형성할 수 있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p-채널 트랜지스터 위에 놓인 선택 부분에만 레지스트 막(도시되지 않음)을 포토리소그래
피 공정에 의해 형성한 후,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3 반도체 층)(411) 및 SiGe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 층)(407)
의 부분이 RIE 방법으로 에칭된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건 하에서 CF 4 및 아르곤(Ar)의 혼합 기체의 사용이 Si에 대
해 SiGe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411) 및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410)의 계면에
서 에칭 스톱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 후, 레지스트가 제거되어 에칭 부분만이 리세스 형태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ErSi2 와 같이 n-형 Si에 대해 쇼트키 장벽 높이(SBH)가 낮은 선택 물질이 전면 상에 증착된다. 이러한 증
착은 CVD, 스퍼터 및 임의의 다른 유사한 전면 증착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또한, SiO 2 막이 검출될 때
까지 전면에 증착되는 바와 같이 CMP에 기초한 에칭에 의해 규정된 리세스에 필요한 전극이 형성된다. 즉, 게이트 전
극(419)이 게이트 절연막(204) 상에 형성되는 한편, 소스/드레인 전극(금속 또는 실리사이드)(419)가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제2 반도체 층)(410) 상에 형성된다.

다음, SiO2 막(도시되지 않음)이 전체적으로 증착된 다음,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전기적 상호접속 배선 또는 온칩 리드
(도시되지 않음)의 수립을 위해 거기에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하며, 이로서 LSI를 형성한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 게이트 절연막(410)이 고유전율을 갖는 TiO2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물질은 Ta 2 O5 , Al 2 O3 , 
Y2 O3 , ZrO 2 , (Ba, Sr)TiO 3 를 포함하는 다른 유사한 적당한 물질로 대체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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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비록 TiO2 막이 MOCVD 기술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러한 막은 대안적으로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될 수 있
다.

선택적으로, TiO2 게이트 절연막(410)의 증착 동안, 200W의 크세논(Xe) 램프가 이용가능하다. Xe 램프는 300 nm의 
파장을 갖는 근자외선을 방출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증착 장비의 윈도우를 통해 전달되어 웨이퍼의 전면 상으로 조사
된다. 이러한 램프는 증착 기체의 흐름 이전에 작동되고 소정의 증착 공정의 종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사용된 유기 소스 기체로부터 비롯된 탄소(C) 및/또는 수소(H)의 바람직하지 않은 혼합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거
의 완전히 TiO2 의 조성물을 갖는 막을 교대로 증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MOCVD 공정에 사용된 미가공 물질 기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조합된 기체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에틸
티타네이트(TET)(Ti(OC2 H5 )4 ) 또는 티타늄-테트라키스-이소프로폭사이드(titanium-tetrakis-isopropoxide, 
TTIP) 및 산소의 혼합 기체일 수 있다. TTIP의 경우, TiO 2 는 산소의 혼합 없이도 제조가능하다. 대안적으로, TiCl4

와 같은 무기 소스로 유기 소스가 대체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반응 온도는 조금 높은 온도, 예를 들어 600℃ 이
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 절연막(404)은 상술한 고유전율막으로 항상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안적으로 SiO 2 또는 SiN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404)은 제1 증착 유전막을 반드시 이용하지는 않는다. 일례가 도 17의 공정 단계에서 게이트 부의 폴리
-SiGe(406)를 제거한 후, 유전막(404)이 일시적으로 제거된 후, (SiO 2 , SiN, 고유전율막, 강유전체막 등과 같은) 
다른 물질이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증착된다는 것이다.

이 때 명백하게, 게이트 절연막(204)의 부분이 남겨질 수 있다. 일례가 도 17의 단계에서 40nm의 선정된 두께를 가지
도록 SiGe를 에칭한 후, TiO 2 막(404)의 상부 표면을 충분히 클린하도록 상기 두께가 상기 단계에서 20nm로 감소시
키는 표면 컷어웨이가 행해진다.

필요하다면, 게이트 절연막(204) 및 관련 게이트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TiO 2 게이트 절연막(404) 상
에 예로서 TiN 층이 형성될 수 있다.

    
도 17의 단계에서의 에칭이 게이트부의 폴리-SiGe(407)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도록 항상 설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경우,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은 금속(301, 303) 및 폴리-SiGe(302, 304)를 포함하는 다층 구조
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n-형 SiGe를 이용하여 n-채널 트랜지스터 및 p-형 SiGe를 이용하여 p-채널 트랜지스터의 
표면 채널 구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한편, 동시에 게이트 전극이 이러한 금속의 존재로 인해 낮은 비저항을 제공할 수 있
게 된다. 명백하게, 이러한 경우, n 및 p에 설치된 금속은 서로 독립적인 방식의 일함수로 설정될 수 있어서, 폴리-Si
Ge(302, 304) 및 금속(301, 303) 간의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에, 폴리-SiGe(406)가 도 17의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 서로 다른 불순물을 포함하는 폴리-SiGe층(40
5-406)은 단일 종류의 불순물(예를 들어, 인-확산 폴리-SiGe)을 포함하도록 설계되거나, 대안적으로 불순물을 포함
하지 않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불순물 도핑된 SiGe와 동일한 비율로 제어하는 것이 도 17의 에칭 단
계에서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에서, 층들이 동일한 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EG 공정에 의해 증착되는 단결정 SiGe 층(411, 414)은 CVD로 도핑하는 방식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도 13의 공정 단계에서, 어떤 불순물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단결정 Si는 n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과 p 채널 트
랜지스터 형성 영역의 Si 노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미리 증착된다. 도핑된 어떤 불순물도 갖지 않은 다음 단결정 SiG
e가 선택적으로 증착되고, 그 후, 이온 주입이 개별 불순물 포함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행해진다. 이 이온 주입은 단결정 
SiGe의 제조 직후 또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전체막(417)의 CMP 공정의 완성 후에 행해질 수 있다. 이온 주입
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점의 존재가 더 나중 단계에서 불순물 확산 제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기판에서 10㎚ 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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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내에 있는 pn 접합부를 정확히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CVD 동시 도핑 방법은 이 경우에 더 바
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명백히, CVD 기반 도핑 방법에서, 불순물 양은 Si의 두께에 따른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불순물 농도가 Si 기판의 가까운 부분에서 더 높고, 기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더 낮은 것이 가능한 변
형으로 고려되는 일례이다.
    

n 채널 형성 영역과 p 채널 형성 영역에서 pn 접합부는 단결정 Si의 증착 전에 이온 주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단결정 Si의 선택적인 증착 동안에, 선택성을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CVD 장치내의 H 2 어닐링 및 진공 어닐링이 8
00℃ 가까이에서 수행되어서, 예를 들어 노출된 Si 표면상의 잔여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여 Si 상에 또는 그 상부에 우
수한 결정성을 갖는 Si가 신뢰성있게 제조되도록 한다.

이렇게 증착된 단결정 Si의 결정성은 도 17단계에서 에칭 처리의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금속 접촉 저항의 재현
성의 형태로 IC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금속 물질(418-419)은 소스/드레인 전극 또는 게이트 전극의 비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각각 n 채널 트랜지스터와 p 채
널 트랜지스터에 이용되지만, 동일한 것이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로 n 채널과 p 채널 트랜지스터 각각에 내장된 
금속에 대해 그루브를 형성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는 요구되는 공정 단계의 수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이 경우에 n형 Si과 p형 Si에 관해 SHB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정의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속층(418-419)의 각각은 단일층에서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n형 Si 및 p형 Si에 대해 SHB가 낮은 선택
된 금속을 배치한 후에, 예를 들어 알루미늄(Al), 텅스텐(W) 또는 부식하지 않는 금속과 같은 낮은 비저항 물질이 그 
위에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소스/드레인 전극 또는 게이트 전극의 전기적 비저항을 낮출 수 있다.

    
샐리사이드 공정이 Si와 직접 접촉되어 금속 실리사이드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샐리사이드 공정의 실행은 
하부 pn 접합까지 커버하는 영영에서 특정한 두께를 가지는 Si층의 영역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Si층의 두께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 소정의 기술이 가능한 한 얇은 실리사이드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Si 두께의 최소화는 게
이트 전극과 소스/드레인 전극 사이의 기생 용량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한편, 동시에 IC 소자의 고속 
성능을 달성하게 한다.
    

도 17에 도시된 SiGe의 에칭은 RIE 등과 같은 이방성 에칭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CF 4 를 포함하는 기체를 
이용하거나 대안적으로 불화질산과 같은 선택된 액체를 이용한 플라즈마 에칭과 같은 등방성 에칭이 될 수도 있다.

이방성 에칭과 등방성 에칭이 결합되어 이용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금속 형태와 소스/드레인 전극의 접촉면
의 형태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르다.

각각 n 채널 트랜지스터와 p 채널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이 마스킹되면서 제조가 행해지지만, 그러
한 각각의 형성이 제거될 수 있다. 각각 형성하는 경우에, 먼저 형성되는 것은 케이스별로 p 채널 트랜지스터와 n 채널 
트랜지스터의 어느 하나가 형성될 수 있다.

p형 Si와 관련된 SBH가 낮은 금속은 단지 백금(Pt)과 팔라듐(Pd)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대안적으로 이리듐(Ir), 
니켈(Ni), 또는 그것의 실리사이드일 수 있다.

n형 Si과 관련되어 SBH가 낮은 물질은 ErSi 2 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대안적으로 하프늄(H.F.), 탄탈(Ta), 스칸듐
(Sc) 또는 그것의 실리사이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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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소스/드레인 영역 위에 있는 두 개의 반도체층은 상부층이 Si이고, 하부층이 SiGe이 되도록 형성되지만, 그
것들의 적층순서는 하부층이 SiGe이고, 상부층이 Si가 되는 방식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 이것이 완료된 때, 도 17의 단
계에 대응하는 SiGe의 선택적인 에칭이 SiGe에 대한 Si의 선택적인 에칭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에칭 용액 또는 에천트(echant)가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wt% 암모니아수가 SiGe에 관련한 증
가되는 선택성을 가지고 Si의 성공적인 에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SiGe보다 Si가 
도 12의 게이트 물질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물질(418, 419)과 접촉하는 것이 Si가 아니라 SiGe이다. 
따라서, 결과적인 접촉 저항이 특히 p 채널 트랜지스터에서 더 낮은 것이 기대될 것이다.
    

SiGe의 농도가 1:1로 설정되지만, 본 발명은 이 농도 비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Si상의 단결정 성장에서, 격
자의 일정한 차이로 인해 변형이 생기고 또한 그러한 변형이 너무 크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점이 지적되듯이, 충분한 
에칭 선택성의 확립이 가능한 특정 레벨에서 Ge의 농도가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SiGe가 제2 반도체로 이용되지만, 본 발명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SiGe는 SiC로 대체될 수 있다. SEG와 동일한 
개선된 선택성을 가지고 Si 상에 또는 그 상부에 증착될 수 있는 한편, 동시에 Si와 관련해서 양호한 선택성을 가진 에
칭가능성을 제공하는 한, 다른 유사한 물질이 또한 이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은 이하 도 20-25를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도 20에 도시된 디바이스 구조를 먼저 제조한다. 이런 디바이스는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상에서 여러 소자 분리 영역(5
03),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막)(504), Si막(제1 반도체층)(505-506), 게이트 측벽(508), SiO 2 유전막(507), 및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들)(509 및 510)을 구비하며, 얕은 n + 및 p+ 형 확산층
이 하부층(509 및 510)에 형성된다. 이들 층의 제조 공정은 도 3-6을 참고로 이전에 논의된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
법의 공정 단계와 유사하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O 2 막(제2 유전막)(513)은 100nm의 두께로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다음으로, CMP 방법은 게이트 전극(제1 반도체층)(505 및 506) 및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2 반도체층)(509 및 5
10)의 상부면이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모두에 노출될 때까지 SiO 2 막(513)의 상
부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부에서 TiO 2 막(504)에 도달할때까지 Si막(505 및 506)의 50nm 
산화를 통해 SiO2 막(514)을 형성하기 위해 표면 열 처리가 행해지며, 동시에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제2 반도체 층)
(509 및 510)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산화를 수행한다. 이런 공정에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5
09 및 510)의 표면부는 반도체 기판 계면으로부터 두께 20 nm인 특정부분이 남아있는 방식으로 산화처리된다. 이때, 
동일한 조건이 인(P) 및 붕소(B)로 도핑된 Si의 산화율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산화 처리가 불순물 도핑
된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509 및 510)의 표면으로부터 이방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리세스부는 소스/드레인 반도
체층(509 및 510)의 표면에 형성된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을 중첩하는 임의의 부분에서만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선
택적으로 형성된 레지스트막(도시 안됨)을 가진 후, 희석된 불화 수소산(HF)을 함유한 선택된 용액은 소스/드레인 반
도체층(510)과 중첩하는 SiO 2 막(514) 및 p 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의 게이트 절연막(504)의 선택된 부분을 제거
하도록 사용된다. 이런 공정 단계에서, CVD 형성 SiO 2 막(513)이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고 반면에 SiO 2 막(514)이 많
은 양의 붕소(B)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희석된 불화 수소산 용액에 기인한 에칭 레이트는 SiO 2 막(514)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칭되게 높게 유지되며, 반면에 SiO 2 막(513)은 에칭되어 제거되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으로서 사용되는 선택된 도전 물질층은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이 물질은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이거나, 또는 예컨데 백금(Pt), PtSi, 및 팔라듐(Pd)과 같은 p형 Si에 대해 쇼트키 장벽 높이(SBH)가 
낮은 물질이다. 이런 증착은 CVD, 스퍼터 및 다른 공지된 전체면 증착 방법들 중 임의의 하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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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면 에칭은 SiO 2 막(513)이 검출될 때까지 CMP법에 의해 행해진다. 이런 공정으로, 소
스/드레인 반도체층(510)의 상면에 형성된 리세스에 소스/드레인 전극(515)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게이트 절연막(504)의 상면에 정의된 리세스에 게이트 전극(515)을 형성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과 중첩하는 임의의 부분에서만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선
택적으로 형성된 레지스트막(도시 안됨)을 가진 후, 희석된 불화 수소산(HF)을 함유한 선택된 용액은 n 채널 트랜지스
터 형성 영역에서 소스/드레인 반도체층(514)과 중첩하는 SiO 2 막(514)의 선택된 부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공정 단계에서, CVD 형성 SiO 2 막(513)이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고 반면에 CVD 형성 SiO 2 막(514)이 많은 양의 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희석된 불화 수소산 용액에 기인한 에칭 레이트는 SiO 2 막(514)가 에칭되게 높게 유지되며 
반면에 SiO2 막(513)은 에칭되어 제거되기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소스/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으로서 사용되는 선택된 도전 물질의 층은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이 물질은 금
속 또는 실리사이드이거나, 또는 예컨데 ErSi 2 와 같은 n 형 Si에 대해 쇼트키 장벽 높이(SBH)가 낮은 물질이다. 이런 
증착은 CVD, 스퍼터 및 다른 공지의 전체면 증착 방법들 중 임의의 하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면 에칭은 SiO2 막(513)이 검출될 때까지 CMP법에 의해 행해진다. 이런 공정으로, 소스/드레인 반도체
층(509)의 상면에 형성된 리세스에 소스/드레인 전극(217)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게이트 절연막(
504)의 상면에 정의된 리세스에 게이트 전극(514)을 형성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다음으로, 전기적 온칩 리드(도시 안됨)를 제공하기 위하여 SiO 2 막(도시 안됨)의 전체면 증착 및 콘택홀(도시 안됨)
의 형성에 대해 통상의 공정이 행해져 LSI를 형성한다.

이런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게이트 절연막(504)이 높은 유전율을 가진 TiO 2 로 예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물질은 Ta2 O5 , Al 2 O3 , Y2 O3 , ZrO 2 , (Ba, Sr)TiO 3 로 제한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유사한 다른 물
질로 대치가능하다.

또한, TiO2 막이 MOCVD법으로 형성된다 할지라도, 이런 막은 스퍼터링에 의해 선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TiO2 막의 증착동안, 200W의 크세논(Xe) 램프가 적용가능하다. Xe 램프는 300nm의 근자외선을 방출하
도록 동작가능하며, 웨이퍼 전체면에 떨어지도록 증착 장치의 윈도우를 통해 횡단한다. 이런 램프는 증착 기체의 플로
우 이전에 동작하게 되며, 의도된 증착 공정의 종료까지 연속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런 구성으로, 사용되는 유기 소스 기
체로부터 나오는 C 및/또는 H의 예기치 않은 혼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TiO 2 의 화합물을 갖는 막을 증착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MOCVD 공정에 사용되는 미가공 물질 기체는 상술한 화합물을 갖는 기체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틸티타
네이트(TET0(Ti(OC2 H5 )4 ) 또는 티타늄-테트라키스-이소프로폭사이드(TTIP) 및 산소의 혼합 기체일 수 있다. T
TIP의 경우, TiO 2 는 산소 혼합물 없이 제조된다. 선택적으로 유기 소스가 TiCl 4 와 같은 무기 소스에 의해 대치가능하
다. 이런 경우, 반응 온도는 예컨데 600℃ 이상 또는 이하로 조금 높을 수 있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은 전술한 고유전율막으로 항상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SiO 2 또는 SiN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도 22의 단계에서, 게이트부의 폴리-Si는 항상 완전히 산화되는 것은 아니다. 폴리-Si의 일부를 남겨놓음으로써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및 다결정 반도체층의 다중층으로 되는 게이트 전극이 생성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이 
이러한 금속으로 인해 낮은 비저항을 제공하게 하면서, n-형 Si를 사용하는 n-채널 트랜지스터와 p-형 Si를 사용하
는 p-채널 트랜지스터의 표면 채널 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또한, n 및 p로 설치된 금속은 각각이 독
립적인 방식으로 개별적인 일함수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폴리-Si와 금속 사이의 접촉 비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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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부의 폴리 실리콘이 도 22의 열 산화 단계에서 완전히 산화되는 경우, 서로 다른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 
실리콘층(505-506)은 한 종류의 불순물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예를 들면, 인 확산된 폴리 실리콘) 혹은 이
와 달리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도 22의 산화 단계에서 불순물 도핑된 실리콘과 
동일한 레이트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층은 동일한 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EG 공정으로 증착된 단결정 실리콘층(505-506)은 CVD로의 도핑 방법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불
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단결정 실리콘은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의 실리
콘 노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사전 증착되며, 이 후 이온 주입이 행해져서 개별적인 불순물 함유 부분이 형성된다. 이 
이온 주입은, 단결정 실리콘 형성 후, 혹은 도 21의 유전막(513)의 CMP 공정 후 즉시 행해질 수도 있다. 이온 주입으
로 인해 발생되는 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의 불순물 확산 제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기판 내에서 10 
내지 20nm 내에 해당되도록 pn 접합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CVD 동시 도핑 방법이 더욱 바람
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CVD계 도핑 방법에서, 실리콘의 두께 방향에 따른 불순물량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명백
하다. 가능한 하나의 변화 예는, 불순물 농도가 실리콘 기판 근처 부분에서 더 높으며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더 낮다는 것이다.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서의 pn 접합은 단결정 실리콘의 증착 전에 이온 주
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단결정 실리콘의 선택적 증착이 행해지는 동안, 그 선택성을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 CVD 장치 내의 H 2 어닐링 또는 진
공 어닐링이 800℃ 근방에서 수행되어서, 예를 들어 노출된 실리콘 기판 상의 임의의 자연적인 잔여 산화막을 제거하도
록 하며, 이에 따라 우수한 결정성을 갖는 실리콘이 실리콘 상에 혹은 그 상부에 신뢰성있게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착된 단결정 실리콘의 결정성은 금속 접촉 비저항의 재현성의 형태로 IC 소자의 최종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스/드레인 전극 또는 게이트 전극의 비저항의 감소를 위한 금속 물질(515-516)은 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n-형 및 p-형 부분 내에 매립하기 위한 금속에 대한 리세스를 형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요구되는 공정 단계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이점을 갖는다. 이 경우 n-형 실리콘 및 p-형 실리콘에 
따라 SBH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정의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 물질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속층(515-516) 각각은 단일층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n-형 실리콘 및 p-형 실리콘에 대해 SBH가 낮은 
선택된 물질을 배열한 후, 예를 들어 Al, W 또는 귀금속과 같은 낮은 비저항 물질이 그 위에 형성되며, 이에 따라 소스
/드레인 전극 또는 게이트 전극의 전기적 비저항의 감소가 가능하게 된다.

    
실리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금속 실리사이드를 형성하기 위해 샐리사이드 공정이 채택된 경우, 이는 하부 pn 접합까
지 덮는 영역 내에서의 특정 두께를 실리콘층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실리콘층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리사이
드를 가능한한 얇게 형성하는 소정의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실리콘층의 두께를 최소화하는 것은, 관련 IC 소자의 고
속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게이트 전극 및 소스/드레인 영역 사이의 기생 용량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효과
적이다.
    

도 22에 도시된 산화 공정은 드라이 산소를 이용하는 공정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습식 증기 산화 혹은 래디컬(rad
ical) 산소, 딜루트(dilute) 산소, HCl(hydrochloric acid) 기체 등의 혼합물을 갖는 산화 환경일 수도 있다.

이 산화 공정은 또한 한 번에 원하는 두께 부분을 모두 산화시키도록 설계될 필요는 없으며, 산화 및 에칭 단계의 주기
가 여러번 반복되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산화막을 에칭하는 데에 습식 에칭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플라즈마 에칭 방법 등과 같은 다른 
건식 에칭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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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에서 증착된 반도체층(509-510)이 각각 단일층으로 형성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SiC를 이용하여 다중
층 구조를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산화율 차이로 인해 SiC부를 완전히 산화시키고 그 후 제거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잔여 막에 대한 실리콘 두께 조절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n-채널 트랜지스터 및 p-채널 트랜지스터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각 영역이 마스크되도록 하면서 제조가 행해졌
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형성 공정은 없앨 수도 있다. 개별적인 형성의 경우, 처음에 형성된 것은, 경우에 따라 p-채널 
트랜지스터 및 n-채널 트랜지스터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다.

p-형 실리콘에 대해 SBH가 낮은 물질은 Pt 및 Pd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Ir, 니켈(Ni) 또는 실리사이드일 수도 있
다.

n-형 실리콘에 대해 SBH가 낮은 물질은 ErSi 2 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H.F., Ta, Sc 또는 실리사이드일 수도 있다.

도 25에 도시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는, 소스/드레인 영역(511-512)을 통한 구조에서 볼 때, 소스/드레인 반도체층
(509-510)의 각각의 측면이 반도체 기판 표면에 따라 이 면이 예각을 형성하도록 형성되게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스/드레인 전극과 게이트 전극 사이의 기생 용량의 값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형성된다.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의 상부면에 소스/드레인 전극이 매립되는 리세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구조가 궁극적인 
접촉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접촉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백히, 쇼트-채널 효과의 발생을 억제하기
에 충분히 얕은 접촉 또는 접합이 형성된다. 이것은 궁극적인 pn 접합이 금속 증착에 기인하는 누설 특성 감소의 위험
이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CMOS 구조를 고려할 때, p-채널 트랜지스터 및 n-채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금속 재료를 채택하는 
것을 보다 쉽게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 양쪽 트랜지스터의 기생 저항값들을 동시에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더욱이, 게이트 전극 재료에 대해서도, n-채널 트랜지스터의 경우 Si의 도전 대역 Ec의 에지 레벨에 근접하는 일함수
를 갖는 특정 재료를 구현하는 한편, 동시에 p-채널의 경우 Si의 밸런스 전자 대역의 에지 레벨에 근접하는 일 함수를 
갖는 특정 재료의 인스톨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표면에 형성되는 채널을 각각 구비하는 한편 이들이 금속 
게이트 구조인 것을 허용하는 IC 소자들로서 이들 양쪽 트랜지스터들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쇼트-채널 효과의 억제에 매우 바람직한 구조 및 공정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도 28 내지 30을 참조하여 이하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제조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먼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기판(1)의 주표면에 소자 분리 영역(701)을 
형성하기 위해, Si 기판 내의 얕은 트렌치 분리(이하, 'STI'라 함)용 그루브들을 파낸다(dig). 그 후, CVD법에 의해 전
체 표면상에 SiO2 층을 증착한다. 그리고, 화학적/기계적 또는 "화학-기계적(chemo-mechanical) 연마(이하, 'CMP'
라 함)에 의해 전체 표면을 평탄화한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 및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을 마스크한 후, n-형 웰 
영역(703) 및 p-형 웰 영역(702) 각각을 형성하는 이온 주입이 수행된다.

그 후, 트랜지스터 임계 전위의 조절을 위해 각 채널부에 이온 주입이 행해진다.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체막; 704)용 TiO 2 막(704)이, 380℃ 온도의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tetraisopropyl 
titanate; Ti(OC 3 H7 )4 ; 이하, 'TPT'라 함) 및 산소의 혼합 기체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20㎚의 두께로 Si 기판의 
전체 표면상에 적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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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또는 "폴리-Si" 층(제1 반도체층)이 50㎚의 두께로 게이트 절연막(704)의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이 폴
리실리콘층은 CVD 또는 스퍼터 기술에 의해 제조된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p-채널 형성 영역 및 n-채널 형성 영역을 마스크한 후, 선택된 불순물-여기서는, 인
(P) 또는 붕소(B)-이 약 1 x 10 15 ㎝-2 의 도우즈량으로 이온 주입 기술에 의해 도핑된다.

SiO2 막이 20 ㎚의 두께로 전체 표면상에 증착된다. CVD 및 스퍼터 기술 중 하나가 채택될 수 있다. 다음에, 폴리실리
콘에 도핑된 불순물은 어닐링(30분 동안 800℃의 N 2 기체에서)을 통해 활성화되어, n-채널 형성 영역 및 p-채널 형
성 영역 위에 n+ -형 Si 게이트 전극(705) 및 p + -형 Si 게이트 전극(706)을 각각 형성한다.

그 후, 게이트 절연막(제1 유전체막; 704) 및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705-706)과 SiO 2 막(707)을 게이트 형상으로 
에칭하기 위해, 반응성 이온 에칭(이하, 'RIE'라 함) 기술이 사용된다. 본 단계에서, 게이트 길이의 방향을 {110} 보다
는 오히려 {100}이 되게 하는 처리가 수행된다.

CVD 기술에 의해서 10㎚의 두께로 전체 표면상에 SiO 2 막을 적층한 후, RIE 공정에 의해 게이트 전극들(제1 반도체층
; 705-706)의 측면상에 측벽(708)을 제조한다. 게이트 측벽(708) 각각은 게이트 전극의 대응 측면으로부터 측정될 
때 약 10㎚의 두께를 갖는다.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N 막이 50㎚의 두께로 전체 표면상에 적층된다. 그 후, 에칭을 수행하기 위해 포토리소그
래피 공정이 사용되어, 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과 중첩하는 선택된 부분에만 SiN 막(709)이 존재하도록 한다.

600℃의 SiH4 및 PH3 혼합 기체에서의 기체 성장 또는 기상 성장을 통해, 1 x 10 20 ㎝-3 농도의 인 불순물을 함유하는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제1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들이 반도체 기판의 노출된 부분(n-형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
만 70 ㎚의 두께로 선택적으로 증착된다. 이 경우에, SiO 2 막이 게이트 전극(705)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층도 
증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궁극적인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705) 및 실리콘 소스/드레인 반도체층(71)들은 그 상부
면상에서 상호 거의 같은 높이가 된다.

    
적층 온도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면 적층된 Si가 단결정으로 된다. 이 때문에, 게이트 측벽과 접촉하는 각 부분은 {
110}인 바람직한 배향을 갖게되어, 패싯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리콘 성장이 {111} 평면상에 형성된 패싯의 
경우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리콘은 또한 게이트 측벽(708)들 및 STI(701) 상에 또는 그 위에 성장한다. 따라서, 게이
트 전극(705)에 접하는 소스/드레인 반도체층(710)들의 각 측면은 감소된 두께로 그 저부에서 게이트 측벽(708)과 
접촉하게 되고, 그 상부에서는, 반도체 기판 표면에 대해 정의되는 예각으로 경사지게 된다.
    

그 후, p-채널 형성 영역에 중첩하는 SiN 막(709)은 핫 인산을 사용하여 또는 대안적으로는 드라이 에칭 기술을 사용
하여 제거된다.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표면상에 50 ㎚의 두께로 SiN 막을 증착한 후, 에칭을 수행하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이 사용되어, n-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 중첩하는 선택된 부분에만 SiN 막(711)이 존재하게 된다.

다음에, 600℃의 SiH 4 와 B2 H6 및 HCl 혼합 기체에서, 1 x 10 20 ㎝-3 농도의 붕소(B) 불순물을 함유하는 Si 소스/드
레인 반도체층(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층)들이 70 ㎚의 두께로 반도체 기판의 노출된 부분(p-채널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증착된다. 이 경우에, SiO 2 막(707)이 게이트 전극(706)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Si 층도 
적층되지 않고; 따라서, 궁극적인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극(706) 및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712)들은 실질적으로 그 
상부면 상에서 상호 실질적으로 동일한 높이가 된다.

    
여기서, 증착 온도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면 증착된 Si 소스/드레인 반도체층(712)들이 단결정이 된다는 것을 주의
하자. 이 때문에, 게이트 측벽에 접하는 소스/드레인 반도체층(712)들 각각의 특정 표면이 {110} 평면이되어, 패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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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그러나, 본 경우의 실리콘 성장이 {111} 평면상에 형성된 패싯의 경우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리콘은 게이트 
측벽(708)들 및 STI(701)들 상에 또는 그 상부에 성장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705)에 접한 각 소스/드레인 반도
체층(712)의 측면은 게이트 측벽(708)의 두께가 감소된 저부에서 접촉하게 되고, 그 상부에서는 반도체 기판 표면에 
대하여 형성된 예각으로 "경사지게(sloped)" 된다.
    

그 후, p-채널 형성 영역을 중첩하는 SiN 막(709)은 핫 인산 또는 드라이 에칭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된다.

위 공정 후의 공정 단계들은 도 6-10과 관련하여 상술된 바와 유사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는 디바이스는, 그 소스 반도체층 및 드레인 반도체 층이 반도체 기판과 예각
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기생 캐패시턴스 값이 최대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다른 현저한 이
점은 소스/드레인 반도체층들의 상부면에 오목부들이 형성되어 소스/드레인 전극들이 이들 리세스 내에 매립 또는 매설
되기 때문에 접촉 비저항을 감소시키는 접촉 영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서는, 선택적 금속 성장 기술들을 채택하지 않고도 전표면 증착 공정 완료 
후에 에칭-백 기술에 의해서 소스/드레인 전극들 및 게이트 전극이 제조된다. 결과적으로, 소스/드레인 전극들간 전기
적 단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 있어서 제조 수율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게이트 절연막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
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acute angle)
을 형성함 -;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
함 -;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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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트랜지스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규정된 각은 10。 이상 및 80。 이하인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규정된 각은 20。 이상 및 70。 이하인 트랜지스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은 금속 산화막, 금속 질화막, 금속 산질화막 및 실리케이트(silicate)로부터 선택
된 재료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반도체층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이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각각 접촉하고 
있는 면들은 이방성 에칭에 의해 형성되는 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반도체층 및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이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과 각각 접촉하고 
있는 면들은 등방성 에칭에 의해 형성되는 트랜지스터.

청구항 7.

반도체 디바이스에 있어서,

1) 공통 반도체 기판;

2) 2-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2-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2-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2-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2-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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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n-채널 MISFET; 및

3) 3-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3-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3-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3-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3-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3-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p-채널 MISFET

를 포함하며,

상기 n-채널 MISFET의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인 전극은 상기 p-채널 MISFET의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
인 전극과는 다른 재료로 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8.

반도체 디바이스에 있어서,

1) 공통 반도체 기판;

2) 2-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2-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2-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2-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2-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 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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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2-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2-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한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n-채널 MISFET; 및

3) 3-1)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3-2)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

3-3)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하부의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채널 영역,

3-4)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내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상호 분리되도록 형성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상기 채널 영역이 배치되도록 설치됨-,

3-5) 상기 소스 영역 상에 형성된 소스 반도체층 -상기 소스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
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6) 상기 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드레인 반도체 층 -상기 드레인 반도체 층은 그의 상부 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에 면한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측면과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의 표면 사이에 규정된 각은 
예각을 형성함-,

3-7) 상기 소스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소스 전극, 및

3-8) 상기 드레인 반도체층의 상기 상부 부분에서 상기 오목 부분에 형성된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상기 공통 반도체 기판 상의 p-채널 MISFET

를 포함하며,

상기 n-채널 MISFET의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p-채널 MISFET의 상기 게이트 전극과는 다른 재료로 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9.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들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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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게;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최소한 일부를 잔류시키면서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바
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
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2.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 위에 상기 제2 반도체 층과 조성이 다른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제2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 위에 또는 그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의 상부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
바이스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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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5.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최소한 일부를 잔류시키면서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을 산화시키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2 반도체 층의 산화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
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8.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위에 제1 유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위에 제1 반도체 층을 증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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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유전막 및 제1 반도체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 위에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 상에 제2 반도체 층과 다른 조성을 갖는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3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유전막, 제1 반도체 층, 제2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 위에 제2 유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2 유전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산화시키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 층의 상부면이 나타날 때까지 제1 반도체 층 및 제3 반도체 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 층 위에 또는 그 위에 금속 또는 실리사이드를 증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탄소를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
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형의 제2 반도체 층을 증착할 때에, n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및 p형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 중의 어느 하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형성 영역은 그 안에 질화물을 함유한 막으로 피복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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