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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요약

게이트 전극의 프로파일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

조된 멀티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제공된다.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은, (a) 기판 상에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

성될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채널영역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c) 게이트 절연막 상에 액티

브 패턴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며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해 형성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트리 게이트, 더블 게이트, SOI, 게이트 전극, CMP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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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도 1a의 XX'를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의 YY'를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a 내지 도 3j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들이

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210: 반도체 기판

215: 기판 220: 절연층

230: 액티브층 230a: 액티브 패턴

235: 소오스/드레인 240, 240a: 게이트 절연막

250: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 250a: 게이트 전극

260, 260a: 연마정지막 270, 270a, 270b: 희생막

280, 280a: 절연막 285: 제1 스페이서

290: 제2 스페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성능이 향상된 게이트 전극를 가지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소자 크기의 축소(scale down)에 수반되는 게이트 길이(Lg) 감소로 인한 소자 성능의 열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소자

로 더블(double) 게이트 또는 트리(Tri) 게이트의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구조가 개발되었다(Kunihiro Suzuki et al.,

IEEE 1993 "Scaling Theory for Double-Gate SOI MOSFETs"; Robert Chau, SSDM 2002, "Advanced Depleted-

Substrate Transistors: Single-gate, Double-gate and Tri-gate"; Z.Krivokapic, SSDM 2003, "High performance

45nm CMOS technology with 20nm multi-gate devices" ; Jeong-Hwan Yang, IEDM 2003, "Fully Working 6T-

SRAM Cell with 45nm Gate Length Triple Gate Transistors").

더블(Double) 또는 트리(Tri) 게이트의 멀티 게이트 구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는 싱글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비해 완전 공

핍 영역의 두께(Tsi)에 여유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의 절연층 상의 단결정 실리콘 바디를 패

터닝하여 형성된 액티브 패턴(Active pattern)과, 이 액티브 영역의 측면 및/또는 상면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으로 구성된

다.

종래 기술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연층 상에 형성된 실리콘 바디를 패터닝

하여 액티브 패턴을 형성한다. 액티브 영역의 측면 및/또는 상면에 게이트 전극형성용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증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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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하부에 위치한 액티브 패턴으로 인하여 증착된 폴리실리콘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울통불퉁하게 형성된다. 따라

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폴리실리콘을 두껍게 증

착한 후,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로 평탄화하는 공정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폴리실리콘을 두껍게 증착함에 따라 균일하게 두께가 형성되지 못하여 위치에 따라 두께의 편차

(Deviation)가 발생하고, 또한 타임 콘트롤에 의한 화학기계적 연마에 의해서도 위치에 따라 연마되는 두께의 편차가 발생

한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의 두께 편차로 인하여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궁

극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폴리실리콘의 목표 두께는 수백 ~ 수천Å인 경우, 종래의 화학기계적 연마에 의해 형성된 폴리

실리콘은 위치에 따라 약 수백Å의 두께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게이트

전극의 두께를 제어할 수 없으면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도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의 프로파일

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이 향상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이러한 제조방법에 의해 형성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은, (a) 기판 상에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될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b) 상기 채널영역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며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기판 상에 2면 이상

의 채널영역이 형성된 액티브 패턴과, 상기 액티브 패턴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

브 패턴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며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쪽에 위치한 상기 액티

브 패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기판 상에 2면 이

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될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과, 상기 액티브 패턴들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브 패턴들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면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쪽에

위치한 상기 액티브 패턴들에 형성되고 상기 액티브 패턴들 간에 서로 연결된 소오스/드레인을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

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안정적인 프로파일 재현성을 가지고 게이트 전극의 프로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 게이트 트

랜지스터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개시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먼저 기판 상에 2면 이상에 채널 영역이 형성될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고, 채널영역 상에 게

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 상에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희생막을 형성한다. 이러

한 희생막과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에 대하여 사진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막을 평탄화한다. 바람직하게는 희생막을

평탄화하기 위해 화학기계적 연마를 사용하고 이러한 화학기계적 연마에 대한 정지막으로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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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사이에 연마정지막을 형성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의 형성을 위하여 표면을 평탄화할 때 희생막을 사용하고 후속공정

에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은 원하는 두께로 가져갈 수 있고, 게이트 전극의 프로파일 또한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패턴의 2면에 채널 영역이 형성되는 더블 게이트(Double gate) 트랜지

스터 또는 3면에 채널 영역이 형성되는 트리 게이트(Tri gate) 트랜지스터를 모두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DRAM, SRAM, 플래쉬 메모리, FRAM, MRAM, PRAM 등의 고집적 반도체 메

모리 소자,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소자, 광전자 (optoelectronic) 소자, 디스플레이 소자 (display

device), CPU, DSP 등의 프로세서 등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들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빠른 동작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 큰 구동 전류를 필요로 하는 로직 소자 또는 SRAM 소자의 트랜지스터에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도 1a 내지 도 3j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XX'를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1c는 도 1a의 YY'를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는 기판(215) 상에 2면 이상의 채널

영역이 형성된 액티브 패턴(230a)과, 액티브 패턴(230a)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240a)과, 게이트 절연막(240a) 상에

액티브 패턴(230a)의 형상에 따라 컨포말(Conformal)하게 형성된 게이트 전극(250a)과, 게이트 전극(250a)의 양쪽에 위

치한 액티브 패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235)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는 3면에 채널 영역이 형성되는 트

리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기판(215)은 벌크(Bulk) 반도체 기판(210)과 반도체 기판(210) 상에 형성된 절연층(220)으로 구성될 수 있고, 액

티브 패턴(230a)은 SOI(Silicon On Insulator)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액티브 패턴(230a)은 벌크 반도체 기판(210) 상

의 SOI 절연층(220) 상에 적층된 SOI 실리콘층을 사용하는 것이 트리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DIBL(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 SOI 기판으로는 접합법 또는 SIMOX법에 의해 형성된 기판 어느 것

이라도 사용가능하다. 또, 반도체 기판(210)은 실리콘만으로 구성되거나 실리콘 이외의 게르마늄 등을 더 포함할 수 있고,

또한 갈륨비소(GaAs)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절연층(220)은 SiO2, 질

화물(Nitride), 산화물(Oxide) 또는 사파이어(Sapphir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기판

(215)은 SOI 기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통상의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액티브 패턴(230a)은 반도체 물질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티브 패턴(230a)은 실리콘(Si), 게르마늄

(Ge), 실리콘 게르마늄(SixGey), 갈륨비소(GaAs), InSb, GaP 및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로부터 형성될 수 있으

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액티

브 패턴(230a)은 이상적인 단결정막(Single crystalline fil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본 발명의 멀티 게이

트 트랜지스터(1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와 같은 고속 동작 소자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소자의 경우에는 액티브 패턴(230a)으로 다결정질막

(Polycrystalline film)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액티브 패턴(230a)은 기판(215)과 닿는 부분에 하면

(234)이 형성되어있고, 이 하면(234)의 양쪽에 한쌍의 측면들(231)(233)이 형성되어 있고, 하면(234)과 대향하는 곳에 상

면(232)이 형성되어 있다. 액티브 패턴(230a)의 하면(234)과 측면들(231)(233) 중 적어도 2면 이상에 채널영역이 형성된

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는 액티브 패턴(230a)의 3면 둘레에

게이트 절연막(240a)이 형성된다. 즉, 액티브 패턴(230a)에서 채널영역이 형성되는 하면(234) 및 측면들(231)(233) 상에

게이트 절연막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게이트 절연막(240a)으로는 산화막, 열적 성장된 실리콘 이산화

막, 실크, 폴리이미드 또는 고유전율 물질 등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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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화막은 1000 내지 1100℃ 온도에서 O2 가스를 이용한 건식 산화, 1000 내지 1100℃ 온도에서 수증기 분위기

를 사용하는 습식 산화, O2 가스와 HCl 가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HCl 산화, O2 가스와 C2H3Cl3 가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산화, O2 가스와 C2H2Cl2 가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산화 등으로 형성한다. 고유전율 물질은 Al2O3, Ta2O5,

HfO2, ZrO2 , 하프늄 실리케이트, 지르코늄 실리케이트 또는 이들의 조합막 등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형성한다.

이러한 게이트 절연막(240a)은 바람직하게는 5∼50Å의 두께를 가지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게이트 절연막(240a)은 그 두

께가 감소함에 따라 유전상수(k) 값이 높은 물질이 요구되는데, HfO2, Ta2O5, Al2O3, PZT 등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도 1a 내지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240a) 상에 게이트 전극(250a)이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250a)은 액

티브 패턴(230a)의 3면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250a) 상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 전극(250a)은 도우프

(Dope)된 폴리실리콘막 또는 금속막만으로 형성하거나, 도우프된 폴리실리콘막과 금속막을 차례대로 적층하여 형성하거

나, 도우프된 폴리실리콘막과 금속 실리사이드막을 차례대로 적층하여 형성한다. 금속막은 텅스텐막, 코발트막, 니켈막 등

으로 형성하며, 금속 실리사이드막으로는 텅스텐 실리사이드막, 코발트 실리사이드막, 니켈 실리사이드막 등이 적합하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도우프된 폴리실리콘막은 SiH2Cl2와 PH3 가스를 사용하여 LPCVD로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250a)은

액티브 패턴(230a)의 단차를 따라 컨포말(Conformal)하게 형성한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 패턴(230a)의 상면(232)과 측면들(231)(233)을 둘러싸고 있는 게이트 절연막(240a)과

게이트 절연막(240a)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250a)에 의하여 3개의 채널과 3개의 게이트(g1)(g2)(g3)가 형성된다. 3개

의 채널은 액티브 패턴(230a)의 상면(232)과 측면들(231)(233)에 형성된다.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게이트 폭

(Gate width)는 3개의 채널의 폭의 합과 같다. 즉,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게이트 폭은 액티브 패턴(230a)의 양

측면들(231)(233)의 높이들과 액티브 패턴(230a)의 상면(232)의 폭을 합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의 게이트 전극(170)에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160a)(160b)(160c)을 대응시키면,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50)의 게이트

폭을 넓힐 수 있다. 도 2의 미설명된 도면부호 160은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160a)(160b)(160c)이 연결된 소오스/드레인

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50)의 게이트 전극(170)은 하부

에 위치한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160a)(160b)(160c)의 단차를 따라 컨포말하게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전극(170)의 측

면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180)와 제2 스페이서(190)도 하부에 위치한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160a)(160b)(160c)의 단차

를 따라 컨포말하게 형성된다.

여기서, 도 2의 게이트 전극(170)은 상술한 게이트 전극(250a)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그리고, 도 2의 제1 스페이서(180)와 제2 스페이서(190)은 각각 후술한 제1 스페이서(285)와 제2 스페이서

(290)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에 있어서, 액티브 패턴(230a)

의 상면(232)과 측면들(231)(233)은 약 500Å 이하로 형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액티브 패턴(230a)의 상면(232)은

약 400Å으로, 액티브 패턴(230a)의 측면들(231)(233)은 약 350Å 으로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에 있어서, 도 1b에 도시된 게이트 전극(250a)의 높이(Hg)는 액

티브 패턴(230a)의 측면(231)(233)의 길이보다 크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게이트 전극(250a)은 500

~ 1000Å의 높이(Hg)로 형성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게이트 전극(250a)은 750 ~ 850Å의 높이(Hg)로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게이트 길이(Gate length)는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

트 전극(250a)의 측면들(251)(252) 사이의 거리(Lg)에 해당한다. 게이트 길이(Lg)는 약 600Å 이하로 형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도 1a 내지 도 1c를 참조하면,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들(251)(252)과 액티브 패턴(230a)의 측면들

(231)(233)은 수직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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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에는 게이트 전극(250a)의 양쪽에 위

치한 액티브 패턴(230a)에 소오스/드레인(235)이 형성된다. 소오스/드레인(235)은 n타입 또는 p타입 중 하나의 타입으로

도핑(Doping)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소오스/드레인(235)은 얕게 이온주입된 저농도 이온주입영역

(Lightly Doped Drain, LDD)과 깊게 이온주입된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저농도 이온주입영역은 게이트 전극(250a)을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액티브 패턴(230a)의 표면부근에 저농

도로 이온주입하여 형성한다.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할 때 유효채녈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저농도 이온주입영역은 게이트 전극(250a)과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285)를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이온주입하여 제1 스페이서(285)에 정렬되게 형성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

로 n형 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1013 atoms/cm2 차수의 농도를 가지는 비소(As) 또는 인(P)에 대해 저에너지 이온주입(Low

energy implantation)을 실시하고, p형 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1013 atoms/cm2 농도의 붕소(B)에 대해 저에너지 이온주입

(Low energy implantation)을 실시한다. 이렇게 생성된 저도핑 드레인 영역은 전계를 낮추어서 핫 캐리어 효과(Hot

carrier effect)를 방지해준다.

여기서, 저농도의 얕은 이온주입에 대한 마스크로 사용된 제1 스페이서(285)는 SiO2와 같은 단일막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SiN막과 SiO2막이 적층된 다층박막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제1 스페이서(285)는 약 100 ~ 20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 스페이서(285)는 게이트 전극(250a) 측면에 형성됨으로써, 후속하는 저농도 이온주입영역 형성공정에서

유효채널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습식식각공정에서 게이트 전극(250a)이 식각되는 것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285), 제2 스페이서(290)와 게이트

전극(250a)을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액티브 패턴(230a)에 깊은 이온주입을 실시하여 제2 스페이서(290)에 정렬되

게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n형 모스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1014 내지 1015 atoms/cm2 농도의 비소

(As) 또는 인(P)에 대해 고농도의 수십 keV의 에너지로 이온주입을 실시하고, p형 모스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1014 내지

1015 atoms/cm2 농도의 붕소(B)에 대해 고농도의 수십 keV의 에너지로 이온주입을 실시한다.

여기서, 깊은 이온주입에 대한 마스크로 사용된 제2 스페이서(290)는 절연막 재질로서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형성

한다. 본 발명에 일 실시예에 의한 제2 스페이서(290)는 예컨대 질화막(SiN), 산화막(SiO2),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2 스페이서(290)는 약 20 ~ 2000 Å의 두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 3a 내지 도 3j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층(230)이 형성된 기판(215)을 준비한다. 여기서, 기판(215)은 벌크(Bulk) 반도체 기판

(210)과 반도체 기판(210) 상에 형성된 절연층(220)으로 구성될 수 있고, 액티브 패턴(230a)은 SOI(Silicon On Insulator)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 3b를 참조하면 액티브층(230)을 패터닝(Patterning)하여 액티브 패턴(230a)을 형성한다. 여기서, 액티브 패턴

(230a)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첫째, 액티브층(230) 상에 하드마스크(Hard mask)용 절연막을 증착

하고, 우선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를 이용하여 하드마스크용 절연막을 식각하여 패터닝한다. 그리고, 하드마스크용

절연막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액티브층(230)을 식각하여 액티브 패턴(230a)을 형성할 수 있다. 그 후, 잔존하는 하드

마스크용 절연막은 습식식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둘째, 하드마스크용 절연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포토레지스트를 액티

브층(230) 상에 도포하여 사진공정을 수행한 후 액티브층(230)을 건식식각하여 액티브 패턴(230a)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후, 잔존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에슁(ashing) 및 스트립(stripe) 공정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액티브 패턴(230a)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대하여 문턱 전압 조절용 이온 주입을 실시할 수 있다.

그 후,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 패턴(230a)의 상면(232)과 양 측면들(231)(233)(도 1b의 도면부호 참조)에 게

이트 절연막(240)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게이트 절연막(240)은 습식 산화, 건식 산화 또는 CVD 등의 공

정으로 약 5~50 Å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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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240)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을 형성한다.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의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은 CVD, LPCVD, APCVD, PECVD 등과 같은 화학기상증착법에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은 하부에 형성된 액티브 패턴(230a)의 형상 또는 단차에 따라 컨포말

(Conformal)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 상에 연마정지막(260)을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에 도핑을

위한 이온주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핑된 이온의 활성화를 위해 열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연마정지막(260)으로는 SiO2, SiN,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연마정지막

(260)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ALD(Atomic Layer Deposition)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약 50~2000 Å의 두

께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마정지막(260)은 후속공정인 화학기계적 연마에 대한 연마 정지막(CMP stopper)의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상기 이온주입시 이온주입에 의해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이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버퍼

(Buffer)층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기계적 연마에 대한 연마 정지막으로 사용되기 위해 연마정지막(260)은 약

300 Å 이상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작업환경에 따라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의 도핑을 위한 이

온주입에 대한 버퍼층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에 도핑을 위한 이온주입을 먼저 수행하고 필

요에 따라 도핑된 이온을 활성화한 후, 연마정지막을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 상에 형성할 수도 있다.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마정지막(260) 상에 희생막(270)을 형성한다. 여기서, 희생막(270)으로는 후속공정에서 단

결정질 실리콘으로 구성된 액티브 패턴(230a)에 대하여 습식식각의 선택비가 높은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또

는 폴리 실리콘(Polycrystalline silicon)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희생막(270)으로는 후속공정에서 폴리 실리콘으로 구

성된 게이트 전극(250a)에 대하여도 습식식각의 선택비가 높은 비정질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희생막

(270)은 CVD, ALD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0~5000 Å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 3e를 참조하면, 화학기계적 연마로 희생막(270a)을 평탄화 한다. 여기서, 화학기계적 연마에 대한 연마 정지막

으로서 연마정지막(260)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연마정지막(260)이 외부로 노출될 때까지 희생막(270a)에 대한 화학

기계적 연마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화학기계적 연마는 희생막(270a)과 연마정지막(260)과의 식각선택비가

10:1 이상인 슬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평탄화된 희생막(270a)과 연마정지막(260) 상에 절연막(280)을 형성한다. 여기서, 절연막(280)으로는 후속하

는 식각공정에서 게이트 산화막(240a)과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에 대한 식각선택비가 높은 SiO2, SiN, SiON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절연막(280)은 CVD, ALD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0~2000 Å의 두께

로 형성할 수 있다.

도 3f를 참조하면, 절연막(280)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식각으로 패터닝하여 패터닝된 절연막(280a)을 형성한다. 잔존

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에슁(ashing) 및 스트립(stripe) 공정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패터닝된 절연막(280a)은 후

술할 게이트 전극(도 3g의 도면부호 250a)을 형성하기 위한 하드마스크로 사용된다.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터닝된

절연막(280a)과 액티브 패턴(230a)은 수직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터닝된 절연막(280a)을 하드마스크로 사용하여, 연마정지막(260), 희생막(270a) 및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을 식각하여 게이트 전극(250a)을 형성한다. 여기서, 패터닝된 절연막(280a)은 연마정지막(260a)과

희생막(270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택비가 높은 식각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존

하는 하드마스크인 패터닝된 절연막(280a)은 습식식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250)을 패터닝하여 게이트 전극(250a)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패턴형성을 위한 사진공정

이 필요하고, 사진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평탄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싱에 의한 게이트 전극

(250a)의 제조공정에서는, 화학기계적 연마로 게이트 전극(250a)을 직접 평탄화하지 않고, 게이트 전극(250a) 상에 형성

된 희생막(270a)을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화하고 사진공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액티브 패턴(230a)의 단차에 따라 컨포말

하게 형성된 게이트 전극(250a)은 수직방향으로 어떠한 식각도 거치지 않으므로, 제조자에 의해 처음 증착한 형상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250a)의 프로파일을 제조자가 제어할 수 있으므로,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을

큰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 전극(250a)의 프로파일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도 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제1 스페이서(285)를 형성할 수 있다. 제1 스페이서

(285)는 후속하는 희생막(270b)의 제거를 위한 습식식각으로부터 게이트 전극(250a)이 식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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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절연막으로 구성된 제1 스페이서(285)는 도 3g에 도시된 결과물의 전면에 CVD 등을 이용하여 절연막을 도포한 후,

에치백(Etch back)을 실시하여 게이트 전극(250a) 및 희생막(270b)의 측면에 형성할 수 있다. 게이트 전극(250a) 측면 이

외의 영역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285)의 경우, 후속하는 희생막(270b) 제거공정 및 세정공정에서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제1 스페이서(285)는 게이트 전극(250a) 측면에 형성됨으로써, 게이트 전극(250a)이 식각되

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저농도 이온주입영역 형성공정에서 유효채널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1 스페이서(285)를 형성할 때는 비정질 실리콘으로 구성된 희생막(270b)이 폴리 실리콘으로 상변태를 하기

않도록 소정의 온도 이하에서 제1 스페이서(285)를 형성한다. 만약 제1 스페이서(285)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정질 실리

콘으로 구성된 희생막(270b)이 폴리 실리콘으로 결정화가 일어나면, 희생막(270b)을 제거하는 후속 습식식각공정에서 게

이트 전극(250a)도 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폴리 실리콘은 약 600℃ 이상에서 폴리 실리콘으로 결정화가 일

어난다. 따라서, 제1 스페이서(285)는 약 550℃ 이하에서 저온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제1 스페이서(285)로는 SiO2와 같은 단일막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iN막과 SiO2막

이 적층된 다층박막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1 스페이서(285)로는 SiO2, SiN,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1 스페이서(285)는 약 100 ~ 20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도 3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습식식각공정으로 희생막(270b)을 제거한다. 이때 희생막(270b)은 식각되고, 게이트 전극

(250a)은 식각되지 않도록 선택비가 높은 습식식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액티브 패턴(230a)에 대하여 희생

막(270b)만 선택적으로 식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희생막(270b)를 습식식각으로

제거할 때, 단결정질 실리콘으로 구성된 액티브 패턴(230a)에 대하여 10:1 이상의 선택적 식각비를 갖는 식각용액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식각용액으로서 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용액 또는 질산, HF 및 물의 혼합액

(질산 : 물 : HF = 100 : 40 : x, 여기서 x = 1 내지 3)을 사용할 수 있다.

도 3i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희생막(270b)이 제거된 게이트 전극(250a)과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형성된 제1 스페이

서(285)를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게이트 전극(250a)의 양쪽에 위치한 액티브 패턴(230a)의 표면부근에 얕게 저농

도로 이온주입을 하여 저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한다. 이 때, 게이트 전극(250a) 바로 밑에 위치한 액티브 패턴(230a)에

깊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할로(Halo) 이온주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정조건에 따라, 게이트 전극(250a)의 표면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285)를 제거한 후, 저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 3i에 도시된 결과물의 전면에 CVD 등을 이용하여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도포한 후, 에치백을 실시한다. 그 결과

도 3j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스페이서(285)의 측면에 제2 스페이서(290)를 형성한다. 도 3i에 도시된 연마정지막

(260a)은 제2 스페이서(290)를 형성하기 위한 제2 스페이서용 절연막을 건식식각하는 공정과 후속하는 세정공정에서 제

거될 수 있다.

도 3j를 참조하면, 게이트 전극(250a)의 측면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290)와 게이트 전극(250a)을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

용하여 액티브 패턴(230a)에 깊은 이온주입을 실시하여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액티브 패턴(230a) 내에 형성된 저농도 이온주입영역과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에 의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

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100)의 소오스/드레인이 정의된다.

이 후, 층간 절연막(미도시)을 형성하고 통상의 공정을 사용하여 소오스/드레인과 접촉하는 콘택 플러그(미도시) 및 게이

트 전극(250a)과 접촉하는 콘택 플러그(미도시) 및 상부 배선(미도시)을 형성하여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게이트 전극의 프로파일을 안정적으

로 재현할 수 있어 성능이 향상된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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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기판 상에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될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채널영역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며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을 따라 컨포말하게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컨포말하게 형성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의 단차를 채워 상기 기판 상면이 평탄화되도록 하는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

계; 및

상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과 희생막을 패터닝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이 형성된 결과물 전면에 상기 희생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희생막을 평탄화하여 상기 컨포말하게 형성된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의 단차를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막은 비정질 실리콘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화는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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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을 형성한 후,

상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 상에 연마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정지막은 SiO2, SiN,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 단계 전에,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막을 게이트 전극을 정의하는 패턴으로 패터닝하여 하드 마스크로 형성하는단계; 및

상기 하드 마스크를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용 도전막과 희생막을 식각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 후,

잔존하는 상기 희생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잔존하는 희생막은 선택적 습식식각으로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 습식식각은 TMAH 용액 또는 질산, HF 및 물의 혼합액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

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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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희생막을 제거하는 단계 전에 상기 게이트 전극과 그 상면에 잔존하는 희생막의 측면에 제1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희생막을 제거하는 단계시 상기 희생막 측면의 상기 제1 스페이서도 제거되어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에 상기 제1

스페이서가 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는 약 550℃ 이하에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는 SiO2, SiN,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

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막을 제거한 후,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1 스페이서를 이온주입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액티브 패턴에 이온 주입을 하여 저농도의 얕

은 이온 주입을 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페이서의 측면에 제2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및 제1 스페이서 및 게이트 전극을 이온주입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액티브 패턴에 이온 주입을 하여 고농도의

깊은 이온 주입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SOI 웨이퍼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SOI 웨이퍼의 실리콘층을 패터닝하여 상기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기판 상에 각각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될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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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기판 상에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된 액티브 패턴;

상기 액티브 패턴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을 따른 컨포말한 형상을 유지하며 패터닝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의 양쪽에 위치한 상기 액티브 패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을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높이는 약 500 ~ 10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에 따라 컨포말하게 형성된 제1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는 SiO2, SiN, SiO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

터.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는 약 100 내지 200Å의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의 측면에 상기 액티브 패턴의 형상에 따라 컨포말하게 형성된 제2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멀티 게이

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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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드레인은 상기 게이트 전극과 제1 스페이서에 정렬된 저농도 이온주입영역; 및

상기 제2 스페이서에 정렬된 고농도 이온주입영역을 포함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5.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패턴은 SOI 웨이퍼의 패터닝된 실리콘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트 트랜지스터.

청구항 26.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패턴은 각각 2면 이상의 채널영역이 형성된 다수의 액티브 패턴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게이

트 트랜지스터.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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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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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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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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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e

도면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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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g

도면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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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i

도면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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