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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층 기판을 이용한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 제조방법및 그 콘택방법 및 그 구조

요약

본 발명은 3차원 다층 기판을 이용한 이미지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매립형 포토 다이오드의 구현방법

및 그 구조와 다층 기판에서의 포토다이오드와 신호검출용 트랜지스터와의 연결을 위한 트랜치 콘택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도

도 18

색인어

포토 다이오드, 매립, 핀드,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다층기판을 이용한 후면 조사형 이미지 센서의 개략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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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내지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P-N-P형 포토 다이오드의 제조 공정도.

도 8 내지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N-P-N형 포토 다이오드 제조 공정도.

도 14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다층구조 이미지 센서의 포토다이오드의 화소분리 공정 설명도.

도 18 내지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다층구조 이미지 센서의 포토다이오드의 콘택 공정 설명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핸들웨이퍼 111 : 산화막

112 : 질화막 113 : ONO 필터스택

120a, 130a, 140a : 포토 다이오드층 150a : 트랜지스터층

201, 301 : 기판 202, 204, 303 : P층

203, 302, 304 : N층 205, 205 : 산화막

206, 306 : 질화막 207, 307 : 트랜치 홈

208, 308 : 측벽 산화막 209 : P측벽층

309 : N측벽층 401 : 트랜치 홈

402 : 절연층 403 : 콘택트

405 : 도핑층 407 : 전도체

409 : 절연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다층 기판을 이용한 이미지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포토 다이오드의 노이즈 문제를 해

결하고, 다층 기판에서의 화소분리 및 콘택 방법과, 포토 다이오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지 센서나 광센서 분야에서도 적외선 가시광선 또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센서를 구비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 중 어느 하나도 3차원 다층 구조를 가지는 완전한 장점을 살리면

서 영상소자의 양산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기술이, 신호 처리 및 전송 회로의 존재로 인한 필 팩터(fill

factor)의 부족 문제, 하나의 필셀 위치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 소자에 통합되어져 특정한 스

펙트럼을 선택할 수 있는 필터의 독립적인 최적화 문제, 광 감지 센서 구조에서의 누설 전류 문제, 센서에서 kTC 노이즈를

없애는 문제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이상의 적층된 포토 다이오드를 가지는 센서는, 필름과 같이 그 위로 조사되는 빛을 전부 영상 정보로 변환시킬 수 있

다. Wolfenbuttel의 이전 연구 논문에서는, 실리콘층에서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이 파장대역을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Selective Epi-taxial Growth 방법을 사용했고, 또 다른 일부는 아몰펄스

실리콘의 깊이를 조절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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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기술들은 그들의 연구 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개념을 양산으로 발

전시킨 회사가 바로 포비온이다. 그들은 전술한 방법 중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3개 층의 포토 다이오드 구조를 이

용했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센서를 생산하고, 광자를 낭비하지 않는 장점을 얻는 면에 있어서, 포비온의 기술은 세가지 문

제점이 있다.

먼저 적층된 다이오드 구조가 "Pinned"구조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이즈를 줄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실리콘에 의하여 제공되는 넓은 필터링 커브가 칼라 보정 단계에서 어떠한 노이즈라도 증폭시키는 문제점이 있

다.

세 번째로 포비온 센서는 필팩터 면에서, CMOS APS 센서가 가지는 필팩터 보다 낮으며, 심지어는 ILT CCD 센서의 그것

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층기판을 이용하는 포토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 포토 다이오드의 노이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박막 전이에 의해 3차원 다층 기판을 이용한 포토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 다층구조의 화소간 구분 및 콘택

방법 및 그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적층이 가능하고, 누출 전류가 적고, 매립(buried) 및 핀드(pinned) 구조가 가능하며, 높은 필팩터를 가

지는 포토 다이오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초박막 전이 기술을 이용하여 다층의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형성하여 제조되는 후방 조사형 이미지 센

서에 있어서,

상기 포토 다이오드는,

기판의 상면에, 아래에서부터 P-N-P층을 차례로 형성하고, 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산화막의 상면에

질화막을 형성하고, 상부에서 화소간 구분을 위한 패터닝하여 상기 질화막을 에칭함과 아울러 산화막 및 실리콘의 에칭에

의해 상기 P-N-P층 및 상기 기판의 일부까지 에칭하는 공정과;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상기 P-N-P층의 에칭된 측벽에 측

벽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측벽 산화막이 형성된 홈의 측벽에 붕소(B)등 3가원소를 임플란트 처리하여 측벽 산화

막의 내측에서 상기 P-N-P층의 상하 P층이 연결되는 P측벽층을 더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포토 다이오드는, P-N-P층 대신에 N-P-N층을 형성하고, 상기 측벽 산화막 형성 후, P임플란트에 의해 N-P-N층의

상하 N층이 연결되는 N측벽층이 더 포함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N-P-N이나 P-N-P 포토다이오드 구조는 추후에 열처리(drive-in) 과정을 거치면 중심부(N-P-N의 P 혹은 P-

N-P의 N)를 기준으로 양쪽 방향으로 디플레션(depletion)이 일어나게 되어 핀드(pinned)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층 구조의 반도체를 구성한 후, 각 층의 포토 다이오드들과 트랜지스터들의 회로 연결을 위한 콘택을 트

랜치홈을 형성하여 콘택한 한다. 콘택 형성방법은, 원하는 층까지 트랜치 드릴링에 의하여 콘택형 트랜치홈을 형성하고,

콘택형성을 위한 임플란트에 의해 콘택을 형성하며, 식각된 콘택형 트랜치홈의 측벽에는 측벽 산화막을 형성함에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블루, 그린, 레드등 포토 다이오드층 위에 트랜지스터층을 적층하여 다층 구조로 구성한 후면 조사형 포토

이미지 센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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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랜지스터층의 하부에 적층된 구조의 다이오드들을 메탈 라인과 콘택 시키기 위하여 원하는 부위까지 트랜치홈을

파고, 측벽 산화막을 형성함과 아울러 이온 임플란트에 의해 홈의 바닥면에 접하는 층에 콘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초박막 전이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목적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반도체 기판을 만들 수 있다.

작업 기판은 어떠한 패턴이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기판이 사용 되어지는

CMOS 제조 설비와 전혀 다른 설비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실리콘에 제1전도성 물질과 제2전도성물질 및 제1전도성물질이 차례로 서로 다른 깊이로 도핑되어 하나의 포

토 다이오드층을 이루며, 상기 포토 다이오드층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수층으로 구성되고,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트랜

지스터층이 형성되어 구성되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의 형성을 위한 화소 분리 및 콘택 구조에 있어서,

화소 분리를 위하여 형성되는 분리형 트랜치홈과; 각 층의 포토 다이오드들과 상기 트랜지스터층의 회로 연결을 위하여 소

정의 깊이로 각기 형성되는 다수의 콘택형 트랜치홈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과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의 측벽에 형성되는

측벽 절연층과; 상기 측벽 절연층의 내측에 형성되어 상기 상하의 제1전도성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가운데의 제2전도성

물질을 매립된 구조로 형성하는 제1전도성물질 측벽층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에 채워지는 절연층과; 상기 콘텍형 트랜

치홈의 바닥면에 도핑되어 해당되는 포토다이오드와의 전기적 연결되게 하는 콘택트와;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에 채워지는

전도체와; 열처리후 제2 전도체를 기준으로 양쪽에 핀드(pinned)구조의 포토다이오드가 형성되는 구조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의 화소분리 및 콘택트 구조를 제공한다.

상기 제1전도성물질은 P타입 또는 N타입물질이고, 상기 제2전도성 물질은 제1전도성물질과 대응되는 N타입 또는 P타입

물질이다.

상기 절연층은, 산화막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다층의 포토 다이오드층이 P-N-P형 또는 N-P-N형이 혼합되는 구조로 적층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에서는 일반적인 실리콘 처리 기술이나, 장비 및 공장이 사용된다. 특별한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러한 측면은 각 공정이 독립적으로 최적화되고 수행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포토다이오드 형성, 포토 다이오드의

연결, 접촉 및 트랜지스터 공정과 메탈 스택(stack) 공정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결합(coupling)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센서는 SOI 웨이퍼 제조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나 FEOL 공정으로 모든 표준 CMOS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3차원 다층형 포토 이미지 센서의 개략 단면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들 웨이퍼(110)의 상부에 산화막(111), 질화막(112) 및 ONO필터 스택(AR)층(113)을 차례로 형성한다. 도너 웨이퍼

(120)의 상면 아래에 블루 포토다이오드(121)를 형성하고 도너 웨이퍼를 상기 핸들 웨이퍼 상면에 접합시키면, 상기 도너

웨이퍼(120)의 실리콘층이 전이에 의해 분리되는 초박막 전이가 이루어진다. 이후, 상기 블루 포토 다이오드(121)의 상면

에 ONO 필터 스택 블루 반사층(123)을 형성한다. 상기 도너 웨이퍼(120)를 준비하여 포토 다이오드층을 형성하고 초박막

전이공정을 수행하고 유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으로 상기 블루 포토 다이오드층(120a) 상부에 그린 포토다

이오드층(130a) 및 레드 포토 다이오드층(140a)과 트랜지스터층(150a)을 형성한다.

상기와 같은 공정을 수행한 후, 트랜지스터층(105a)의 상부에 3층의 ILD, 메탈층, BEOL층(이하 '메탈층'으로 통칭함)

(160)을 형성하고, 각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들의 콘택 및 화소 분리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솔더범퍼(161)를 형성한

다.

지지기판(170)을 준비하여 그 상부에 유전체절연막(171), 패터닝된 금속층(172)을 형성한다. 그 지지기판(170)을 상기

솔더범퍼(161)와 정렬시켜 접합시키고, 다이싱할 때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실링 작업을 한다.

그리고, 상기 지지기판(170)이 하부에 위치되게 뒤집어서 상기 질화막(112)을 식각 정지층으로 식각하여 상부의 핸들웨이

퍼(110)를 제거한다. 그 이후 상기 질화막(112)도 제거된다.

등록특허 10-0619549

- 4 -



이후 소자분리 다이싱을 하고 와이어 본딩을 통해 패키징하여 이미지 센서를 완성한다.

상기와 같이 블루, 그린, 레드 다이오드층과, 트랜지스터층을 적층하여 다층 구조로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이를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자를 구성하여 후면 조사형 이미지 센서를 제조하는데, 포토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공정에 대해 설명한

다.

<매립형 포토 다이오드의 형성>

이 과정은 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의 목표가 적층이 가능하고, 누출 전류가 적고, 매립(buried) 및 핀드

(pinned) 구조가 가능하며, 높은 필팩터를 가지는 포토 다이오드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립(buried) 포토 다이오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낮은 누설 전류 특성이다. 유전체 절연 구조를 가진 포토 다이오드는

Si-SiO2 표면 트랩이 보여주는 누설 전류 특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플리커-노이즈(flicker-noise) 형 누설 전류

유형이다. 표준 CMOS-APS 센서에서는 Si-SiO2 접촉면 근처에 불완전 결합면으로 인한 많은 정션(junction)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유출 경로가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공정에서는 오직 하나의 접합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발명과 같이 매립형(buried) 포토 다이오드에서는

누설 전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출 전류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심의 전도성 영역을 기준으로 양단에 핀

드(pinned)구조의 포토다이오드를 형성하여 kTC잡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트랜치 콘택형성>

트랜지스터와 포토 다이오드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트랜치 콘택 방식이다. 이 기술은 DRAM등에서 작은 면적에 캐

패시터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기술로써 일반적으로 트랜지 캐패시터의 성형기술이다, 본 발명의 경우에는 트랜치 굴착 기

술을 사용하여 연결통로를 만들고 금속등 전도체를 증착시켜 넣어 트랜지스터 검출회로와 포토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된

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트랜치 굴착시 높은 어스팩트 레이티오(aspect ratio)이다. 만약 트랜치가 너무 넓어지면 가치

있는 필-팩터가 작아질 것이다.

물질이 균일한 성질이라면 전형적인 측면 어스팩트 레이티오(aspect ratio)는 40 : 1 이다. 이것은 변형된 STI 트랜치 기술

이나 DRAM 생산 기술의 트랜치 기술을 이용하여 100nm 넓이의 트랜치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랑빛의 필-팩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층은 절연을 위한 트랜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정션(junction) 절연이 충

분하기 때문이다.

<매립형 포토다이오드 구현 예>

기판의 어셈블리(assembly) 과정에서 포토 감지 영역은 매립 산화막(buried oxide)과 접해 있는 외부 영역 내부에 매립

(buried)된다. 그러나 일단 화소분리를 위하여 다이오드가 잘리고 격리되었을 때 포토 다이오드 영역은 산화막 에지(oxide

edge)에 노출되어 있다.

도 2 내지 도 7은 포토 다이오드의 산화막 에지의 노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2와 같이, 베이스 물질인 기판(Si)(201)의 상면에 아래에서부터 P-타입층(202), N-타입층(203), P-타입층(204)을 차

례로 형성하고, 그 표면에 산화막(205)을 형성한다. 이후 도 3과 같이 상기 산화막(205)의 상면에 질화막(206)을 형성하

고, 상부에서 패터닝하여 상기 질화막(206)을 에칭하고, 산화막 및 실리콘의 에칭에 의해 상기 P-N-P층(204, 203, 202)

및 상기 기판(201)의 일부까지 에칭한다(207). 이어서, 도 4와 같이 열처리(예; 900도, H2 환경) 공정을 거쳐 상기 P-N-P

층의 에칭된 측벽에 측벽 산화막(208)을 형성한다. 즉, 도 6과 같이 P-N-P층의 측면에 측벽 산화막(208)이 형성되어 있

고, P-N-P층은 적층 상태로 분리된 형태가 된다.

그리고, 도 5와 같이, 상기 측벽 산화막(208)이 형성된 홈의 측벽에 붕소(B)등 3가 원소를 임플란트(500)를 처리하여 도 7

과 같이 측벽 산화막(208)의 내측에서 상기 P-N-P층의 상하 P층이 연결되는 P측벽층(209)을 더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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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열처리 과정(drive-in)을 거쳐 PNP층을 확산 시키게 되면, N층을 기준으로 양단에 디플레션(depletion)이 생겨나

게 되어 핀드(pinned)구조의 포토 다이오드로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도 8 - 도 13은 매립(buried)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다른 기술을 도시한다. 도 2 - 도 7에서와 동일한 방법이나, 다만

P-N-P층 대신에 N-P-N층으로 구성한 것이다.

도 8과 같이, 기판(301)의 상부에 P도핑에 의해 N-타입 Si층(302), B도핑에 의해 P-타입 Si층(303), P도핑에 의해 N-타

입 Si층(304)를 차례로 형성하고, 그 상부에 산화막(305)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9와 같이 질화막(306)을 형성한 후, 패터

닝하여 질화막(306), 상기 N-P-N층(304, 303, 302) 및 기판(301)의 일부까지 에칭하여 콘택홈(307)을 형성한다. 이후,

도 10와 같이 열처리공정을 수행하여 콘택홈(307)의 측벽에 측벽 산화막(308)을 형성하고, 인(P)등 5가 원소를 임플란트

에 의해 상기 측벽 산화막(308)의 내측에서 상하의 N층(304, 302)이 서로 연결되어 P층(303)을 매립시키는 측벽 N층

(309)을 형성함으로서 매립형 구조로 제조한다. 도 12은 도10의 측벽 산화막(308)을 형성한 구조의 상세도이고, 도 13는

도 11의 측벽산화막(308)에 측벽N층(309)을 형성한 상세도이다. 역시 N-P-N 타입에서도 추후에 열처리 과정(drive-in)

을 거쳐 NPN층을 확산 시키게 되면, P층을 기준으로 양단에 디플레션(depletion)이 생겨나게 되어 핀드(pinned)구조의

포토 다이오드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기술 NPN 혹은 PNP 포토다이오드가 여러층으로 적층되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화소 분리 트랜치 형성>

도 14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다층 구조의 영상 센서소자의 화소분리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4에서 처럼 복수의 포토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층(120a ~ 150a)이 적층 되어진 위에 식각을 위한 포토 레지스터층

(406)을 두고 분리형 트랜치홈(401)을 가공하기 시작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상층의 트랜지스터층(150a)에서부터 블루 포토다이오드층(120a)까지 트랜치(401)를 형성

한다.

분리공정이 끝난 면을 기판의 평면층을 수직으로 내려다 보면 각각의 분리된 화소가 ‘ㅁ’자 형태의 화소가 연속적으로 바

둑판 모양으로 배열된 사각형 화소로 구분이되며, 이 모양은 둥근 모양이나 기타 다각형 모양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 팩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블루 포토다이오드(120a)의 상면 산화막(oxide) 까지 에칭을

할 수도 있다.

이후,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15 또는 도 16과 같이 트랜치 홈(401)을 형성한 후, 그 측벽에 절연층(402)을 형

성한다. 절연층(402)은 산화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절연층(402)의 내측에 있는 포토 다이오드층의 매립 구조를 위하여 포

토다이오드의 상하 전도성물질로 도핑(405)한다. 즉, P-N-P타입 포토 다이오드가 적층된 경우, 상하 층인 P타입 물질로

도핑하여 P측벽층을 형성한다. 포토 다이오우드의 매립화 공정이 완료되고 나면 남아 있는 공간(401)은 절연체(409)로 채

워져 후속 공정에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포토다이오드는 핀드(pinned) 기술을 이용하여 잡음이 없게 하거나 kTC 잡음을 상쇄하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PNP나 NPN형의 포토다이오우드 구조에서 N형으로 도핑된 영역이 완전하게 depletion되도록 하는 도핑영역과

도핑 레벨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캐패시턴스가 ??0??이 되어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결국 kTC잡음이

없게 된다.

<콘택 형성 구현예>

포토 다이오드를 포토 센서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각 포토 다이오드를 트랜지스터 검출 회로에 연결하는 것이다.

포토 다이오드의 애노드(anode)와 캐소드(cathode)를 모두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결공정 콘택에는 화소간 분리

(isolating)에 사용되던 분리형 트랜치홈 공법과 유사한 기술이 사용된다. 포토다이오드 층의 실리콘을 에치 스탑(etch

stop)으로 사용하여 굴착한 뒤 임플란트를 수행하여 그 지역의 Si 일부를 도핑하면서 콘택이 형성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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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판트(dopant)가 다이오드의 바깥 부분(402)과 동일한 물성인 경우에는 바깥 부분이 바로 금속등의 전도체로 채워

져 연결된다.

만약 도판트(dopant)가 다이오드의 안쪽 부분(안쪽에 쌓여져 있는 P나 N층)과 동일하다면 바깥 부분(402)이 카운터도핑

(counter dopping) 되고, 안쪽 부분(401)은 금속등의 전도체로 채워져 연결된다. 이 콘택트(contact)는 트랜지스터의 S/D

전극을 위한 콘택트(contact)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콘택형 트랜치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 14에서 처럼 복수의 포토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층(120a ~ 150a)이 적층 되어

진 위에 식각을 위한 포토 레지스터층(406)을 두고 콘텍형 트랜치홈을 가공하기 시작한다. 작업 중간중간 물질 특성이 변

경되어짐에 따라 필요한 에칭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도 18과 같이, 원하는 깊이까지 굴착이 끝나면 측벽은 절연층(402)으로 도포되며 매립 다이오드를 위한 도핑(405)을 실시

한다. 상기 도핑(405)에 의해 포토다이오드층의 상하 전도성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가운데의 전도성물질을 매립 형태로 만

드는 상하 전도성물질 측벽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닥의 Si층은 도핑되어져 원하는 다이오드 극성과 전도될 수 있게 임플란트 기법

을 이용하여 콘택트(contact)(403)를 형성한다. 그 이후 상기 홈(401)은 전도성이 있는 전도체(407)로 채워진다. 만약 이

렇게 형성되는 콘택이 3차원으로 형성된 다이오드층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것(예: 접지선)이라면, 도 20와 같이 절연층

(402)을 사용하지 않고 도핑(405)을 한 뒤 바로 전도체(407)로 채워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층구조의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콘택트를 형성하여 메탈층의 회로에 연결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초박막 전이에 의해 다이오드층과 트랜지스터층을 적층하고, 이미지 센서를 위한 포토 다이오드를 형성

하는 것으로서, 적층이 가능하고, 누설 전류가 적고, 매립(buried) 및 핀드(pinned) 구조가 가능하며, 높은 필팩터를 가지

는 포토 다이오드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스펙트럴 포토닉 이미지(photonic image) 센서, 하나의 화소 위치에 여러 개의 파장대역을 검출

할 수 있고, 파장대역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광검출 부위의 누설전류를 최소화하며, kTC 잡음을 제거하며, 개개

의 감지 화소의 필택터가 최적화되면서도 신호처리 회로 구현을 위한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토 다이오드 제조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상면에, 아래에서부터 P-N-P층을 차례로 형성하고, 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산화막의 상면에 질화막을 형성하고, 상부에서 패터닝하여 상기 질화막을 에칭함과 아울러 산화막 및 실리콘의 에칭

에 의해 상기 P-N-P층 및 상기 기판의 일부까지 에칭하여 분리형 트랜치홈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P-N-P층의 에칭된 측벽에 측벽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측벽 산화막이 형성된 홈의 측벽에 3가 원소를 임플란트하여 측벽 산화막의 내측에서 상기 P-N-P층의 상하 P층이

연결되는 P측벽층을 더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 홈에 절연물질을 채우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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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과정을 거쳐 핀드(pinned)형 포토다이오드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포토 다이오

드 제조방법.

청구항 2.

포토 다이오드 제조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상면에, 아래에서부터 N-P-N층을 차례로 형성하고, 그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산화막의 상면에 질화막을 형성하고, 상부에서 패터닝하여 상기 질화막을 에칭함과 아울러 SiSO2 및 Si의 에칭에 의

해 상기 N-P-N층 및 상기 기판의 일부까지 에칭하여 분리형 트랜치 홈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N-P-N층의 에칭된 측벽에 측벽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측벽 산화막이 형성된 홈의 측벽에 5가 원소를 임플란트하여 측벽 산화막의 내측에서 상기 N-P-N층의 상하 N층이

연결되는 N측벽층을 더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에 절연물질을 채우는 공정;

열처리 과정을 거쳐 핀드(pinned)형 포토다이오드를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포토 다이오

드 제조방법.

청구항 3.

다층의 포토 다이오드층이 적층되고 최상층에 트랜지스터층이 적층되어 이루어지는 3차원 다층구조 이미지 센서의 콘택

형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포토 다이오드층 및 트랜지스터층이 적층 되어진 위에 식각을 위한 포토 레지스터층을 형성하는 단계;

화소분리를 위한 트랜치를 원하는 적정 깊이로 굴착하는 단계;

상기 굴착에 의해 형성되는 분리형 트랜치 홈의 측벽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분리형 트랜치 홈의 측벽 절연층 내측으로 매립 다이오드를 형성하기 위한 도핑을 실시하는 단계;

상기 분리형 트랜치 홈을 절연체로 채우는 단계;

콘텍을 위한 트랜치홈을 원하는 적정 깊이로 굴착하는 단계;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의 바닥면에 도핑하여 그 하부의 포토 다이오드의 극성과 전도되게 하는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을 전도체로 채우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를 특징으로 하는 3차원 다층구조의 포토 다이오드의 화

소분리 및 콘택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형 트랜치에 의해 형성되는 트랜치홈이 3차원으로 형성된 다층 포토다이오드 층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경우, 상기 절연층을 사용하지 않고 도핑을 한 뒤 바로 전도체로 채워서 콘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

차원 다층구조의 포토 다이오드의 콘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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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기판위에 제1전도성물질-제2전도성물질-제1전도성물질층이 차례로 형성되어 다이오드층이 형성되고, 분리형 트랜치 홈

이 형성되어 화소분리되고, 콘텍형 트랜치홈이 형성되어 콘택 되도록 이루어지는 포토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분리형 트랜치 홈 및 콘택형 트랜치홈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다이오드층을 감싸도록 측벽에 형성되는 측벽 산화막과,

상기 측벽 산화막의 내측으로 이온주입에 의해 상기 상하의 제1전도성물질층이 서로 연결되어 가운데 제2전도성 물질층

을 매립시키는 제1전도성물질 측벽층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포토 다이오드.

청구항 6.

다층의 포토 다이오드층과 최외각층에 트랜지스터층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포토 다이오드층은, 실리콘에 제1전도성 물질과 제2전도성물질 및 제1전도성물질이 차례로 도핑되어 하나의 포토

다이오드층을 이루고,

각 포토 다이오드층은, 화소분리 및 콘택을 위해 형성되는 트랜치 홈의 측벽에 형성되는 측벽 절연층과;

그 절연층 내측에서 상기 상하의 제1전도성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상기 제2전도성물질을 매립시키는 제1전도성 물질 측벽

층이 포함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매립형 포토 다이오드.

청구항 7.

다층의 포토 다이오드층과,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트랜지스터층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다층의 포토 다이오드층은,

실리콘에 제1전도성 물질과 제2전도성물질 및 제1전도성물질이 차례로 도핑되는 포토 다이오드층과, 실리콘에 제2전도

성 물질과 제1전도성물질 및 제2전도성물질이 차례로 도핑되는 포토 다이오드층이 혼합되어 적층되는 혼합 다이오드층으

로 구성되고,

각 포토 다이오드층은, 화소분리를 위한 트랜치홈과 콘택을 위해 트랜치홈의 측벽에 형성되는 측벽 절연층과;

그 절연층 내측에서 상기 상하의 전도성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가운데의 전도성물질을 매립시키는 상하 전도성 물질 측벽

층이 포함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매립형 포토 다이오드.

청구항 8.

실리콘에 제1전도성 물질과 제2전도성물질 및 제1전도성물질이 차례로 도핑되어 하나의 포토 다이오드층을 이루며, 상기

포토 다이오드층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수층으로 이루어지고,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트랜지스터층이 형성되어 구성되

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의 화소 분리 및 콘택 구조에 있어서,

화소 분리를 위하여 형성되는 분리형 트랜치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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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의 포토 다이오드들과 상기 트랜지스터층의 회로 연결을 위하여 소정의 깊이로 각기 형성되는 다수의 콘텍형 트랜치

홈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과 상기 콘택형 트랜치홈의 측벽에 형성되는 측벽 절연층과;

상기 측벽 절연층의 내측에 형성되어 상기 상하의 제1전도성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가운데의 제2전도성 물질을 매립된 구

조로 형성하는 제1전도성물질 측벽층과;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에 채워지는 절연층과;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의 바닥면에 도핑되어 해당되는 포토다이오드와의 전기적 연결을 하게하는 콘택트와;

상기 콘텍형 트랜치홈에 채워지는 전도체와;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2전도성 물질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에 핀드(pinned)구조의 포토 다이오드가 형성되는 것을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의 화소분리 및 콘택 구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형 트랜치홈 및 상기 분리형 트랜치홈이 다층의 포토다이오드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인 경우, 상기 제1전도성 물

질 측벽층 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3차원 다층 이미지 센서의 포토 다이오드의 화소분리 및 콘택 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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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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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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