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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내지  제8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집접  회로의  제조에  있어서의  다양하고  연속적인 
단계(stages)의 횡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인으로  게터링(gettering)된  반도체 회
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실제로  중요한  다수의  초  대규모  집적회로(VLSI)는  짧은  채널  길이와  함께  얇은  소스  및  드레인 pn
접합을  가진  트랜지스터  소자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상기  트랜지스터를  위한  전기적  상호 연결부
는 인으로 도핑된 유리층과 같은 제2레벨 절연층에 의해 서로 분리된 제1 및 제2금속화 레벨
(metallization  levels)에  의해  제공된다.   n-채널  MOS트랜지스터의  경우,  상기  얇은  접합은 통상적
으로  실리콘  바디안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인이  아닌  비소  불순물로  도핑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데,  이때 비소는 인보다 느리게 확산된다.  아주 얇은 접합 깊이로 인해,  반도체안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과  전기적  접속을  이루도록  상기  소자의  접촉  윈도우부  안에  포함된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이, 
요구된  가열  단계동안  상기  접합부를  통하여  불필요하게  침투하여,  결국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  접촉 전극
층이,  접촉  윈도우부상에  알루미늄  금속을  침전시키기  이전에  접촉  윈도우부안에  침전되며,  이때 폴
리실리콘  접촉  전극층은  접합부로의  알루미늄의  침투를  억제시킨다.  전형적으로,  상기  폴리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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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전극층은  상기  폴리실린콘에  대한  비교적  높은  전기  도전도와,  전형적으로  1000℃  온도에서의 
비교적  높은  온도의  게터링  처리동안  불순물의  게터링을  위해  적합한  인(phosphorus)소스를 공급하
도록  인으로  도핑한다.  인을  사용하는  위와  같은  고온  게터링은  상당히  중요한  반면,  반도체  바디를 
통한  인의  측면  확산(lateral  diffusion)으로  인해  집적  회로내의  이웃  소자의  패킹  밀도(packing 
density)를  제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이웃  소자사이의  최소간격이  상기  측면  확산에  의해 
초래되는  상호  작용을  피하도록  유지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필요한  최소간격을 감소
시키므로써 보다 큰 이웃 소자의 패킹 밀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이웃하는  집적  회로  MOS트랜지스터  소자를  단락시키지  않고  그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폴리실리콘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접촉부가  비소  또는  안티몬(인이  아닌)으로  도핑된다. 
그때,  상기  전극  접촉부로부터  인을  배제하는  것은(즉,  종래  기술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어떻게  인 
게터링  처리를  실행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것은  반도체  바디의  전체  앞 표면
이  희생  보호층(a  sacrificial  protective  layer)에  의해  인  침투에  대해  보호되고,  상기  반도체 바
디의  뒷(하부)  표면이  노출될때  인을  함유한  대기중에서의  고온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게
터링은  인에  대한  상기  워크피스(the  workpiece)의  상부  노출을  피하면서  그것의  하부를  통하여 일
어난다. 상기 게터링 처리 후, 상기 희생보호층이 제거된다.

[상세한 설명]

제1도에 도시된 워크피스는 앞서 간략하게 기술된 여러 처리단계를 거친 것이다. 시동 물질
(starting  materials)은  사실상  균일한  P도전형  ＜100＞  방향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12)이다. 전
형적으로  약  3,500Å  두께인  실리콘  이산화물의  비교적  두꺼운  산화물층이  상기  웨이퍼(12)의  상부 

주요  표면(13.5)상의  전면에서  열적으로  성장되며, P
+
 표면  영역(13)을  형성하도록  균일한  붕소 주

입이 필드 산화물을 통하여 실행된다.

그후,  상기  웨이퍼의  상부  주요표면(13.5)상에  필드  산화물층(14)을  형성하도록  상기  두꺼운 산화물
이  반응성  스퍼터  에칭(reactive  sputter  etching)에  의해  패터닝되며,  제1도에  도시된  구조(10)를 
형성하도록 비소로 도핑된 P-영역이 보호 마스킹층을 통해 선택적으로 주입된다.

그후  비교적  얇은  게이트  산화물층(15)이  (제2도)  전형적으로  약  250Å의  두께로  성장되며,  그후 즉
시,  약  1,500Å의  두께를  가진  폴리실리콘  층(16)이  제2도에  도시된  구조(20)를  형성하도록  상기 게
이트 산화물층(15)상에 침전(도핑되지 않음)된다.

다음(제3도),  매몰된  접촉부,  즉  제1레벨  폴리실리콘  금속화와  상기  반도체  바디의  상부  표면(13.5) 
사이의  접촉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폴리실리콘층(16)  및  게이트  산화물층(15)을  통하여  개구가 
형성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염소로  상기  폴리실리콘층을  에칭한  후, CHF 3  및  산소의  혼합물로 상

기  게이트  산화물층을  에칭시키는  반응성  스피터  에칭이  사용되며,  그후  제2폴리실리콘층(17)이 비

소이온과  함께  침전  및  주입된다.  그후  탄탈  실리사이드층(18)이,  상기 P
+
표면  영역(13)에  대해 상

기  게이트  산화물층(15)  및  상기  폴리실리콘층(16)을  통한  접촉부(18.5)를  포함하는  제3도에  도시된 
구조(30)를 형성하도록 약 2,500Å두께로 침전된다.

다음, 게이트들 및 게이트-레벨 상호연결부를 한정하기 위한 석판 인쇄술 패터닝(lithography 
patterning)이 CFCl3 로  상기  탄탈  실리사이드층(18)을  에칭한  후  염소와  산소의  혼합물로  상기 폴리

실리콘층(17  및  16)을  완전히  에칭시키는  반응성  스퍼터  에칭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웨
이퍼의  표면(13.5)이  개구  또는  윈도우(31)를  통해  노출된다.  상기  탄탈실리사이드층(18)  및 폴리실
리콘층(17  및  16)의  패터닝의  결과로써  원(orignal)  폴리실리콘층(16)으로부터  생기는  폴리실리콘 
층  부(26,36,46  및  56)뿐만  아니라  원  폴리실리콘층(17)으로부터  생기는  폴리실리콘층  부(27,37,47 
및  57)  및  원  탄탈  실리사이드층(18)으로부터  생기는  탄탈  실리사이드  층  부(28,38,48  및  58)가 형
성되는  구조(40)(제4도)가  된다.  상기  층부(26,27  및  28)는  인핸스먼트(enhancement)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층  부(36,37  및  38)는  그  다음으로  이웃하는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며,  상기  층  부(46,47  및48)는  소스가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a  depletion  mode  transistor)의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며,  상기  층  부(56,57  및  58)는 
상기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용 드레인 상호연결 금속화를 형성한다.

그후,  상기  탄탈  실리사이드층이  소결(sinter)되며,  그에  따라  상기  폴리실리콘  층  부(27,37,47  및 
57)안의  불순물이  각각  분리된  폴리실리콘  층(127,137,147  및  157)(제5도)을  형성하도록  상기 폴리
실리콘 층부(26,36,46 및 56)로 확산한다.

다음,  상기  웨이퍼가,  상기  상부  표면(13.5)의  앞서  노출된  부분에  걸쳐  보호  실리콘 이산화물층
(25)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상기  폴리실리콘  및  실리사이드  층을  산화물로  코팅하도록  열적으로 
재산화되며,  그후  소스  및  드레인  주입이  비소  이온과  함께  실행된다.  그에  따라,  제5도에  도시된 

구조(50)에  있어서, n
+
불순물  영역(221)은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의  소스  또는  드레인  영역을 형성

하고, n
+
불순물  영역(223)은  그  다음으로  이유하는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의  소스  또는  드레인 영역

을  형성하며, n
+
불순물  영역(223)은  디플리션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을  형성하고, n

+
불순물 영역

(224)은  상기  디플리션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열적  재산화의  고온으로  인해, 
상기 도핑 및 비도핑된 폴리실리콘 층(17  및  16)으로 부터 생긴 도핑 및 비도핑된 폴리실리콘 층 부
가 덜 눈에 띄게되며 참조번호(127,137,147 및 157)에 의해 제5도에서 합체되어 표시된다.

다음,  P-유리층(19)(제6도)이  인으로  도핑된  테트라-에틸-오르토-실리케이트(P-TEOS)로부터  약  2 마
이크론의  두께로  침전되며,  이때  인  농도는  무게에  대하여  약  5±0.5%이내이다.  어쨌든,  상기  인 농
도는  약  6%  이하이어야하나,  8%만큼  높은  농도도  사용될  수  있다.  절연층인  상기  P-유리층(19)안의 
인의  존재는  실리콘이  산화물층과  실리콘  반도체의  상부  표면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의  고정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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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를 제어하고, 나트륨과 같은 이온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후,  P-유리층(19)은  질소  대기(in  a  nitrogen  ambient)중에서의  가열에  의해  강화된다.  그후, 다
색체감광성  내식막이, CF 4  및  산소의  혼합물에  의한  플라즈마  평면화(plasma  planarization)를 위하

여  상기  P-유리층의  상부  표면  전면에  인가되며,  그에  따라  상기  p-유리층의  두께가  약 1마이크론으
로 감소된다.

양호하게도  상기  폴리실리콘층의  상부  표면은,  제2레벨  알루미늄  금속화  스트립이  균일한  두께를 갖
고 그위에 형성될 수 있도록 거의 평면이 된다.

그후,  P-유리층은  스팀으로  어닐링(annealling)된다.  윈도우는  상부  표면(13.5)을  노출시키도록 사
진석판  마스킹  및  에칭에  의해  상기  P-유리층  및  실리콘  이산화물층(115)을  통해  개방된다.  상기 P-
유리층의  마스킹을  위하여,  3-레벨  내식막(reisist)  처리가  예컨대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제58권, 1979년판 페이지 1027 1036에 공개된 J.M.Moran 및 D. Maydan에 의한 명칭이 ＂High 
Resolution,  Steep  Profile  Resist  Patterns＂인  논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되지만  종래의 하
부  내식막  층보다  더  얇다(약  1.8마이크론  또는  그  이상의  종래의  두께와  달리  약  1.0±0.2마이크론 
두께),  요컨대,  상기  얇은  하부  내식막층(플라즈마  평면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은  확실하고  균일한 
윈도우  패턴을  제공하기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명된다.  상기  P-유리층의  에칭에  의한  패터닝을 위하
여, CHF3 및 산소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그후  폴리실리콘층  접촉층(20)이  전형적으로  약  2,500Å의  두께로  상기  구조의  상부  표면상에 침전
된다.  양호하게도,  상기  폴리실리콘  접촉층(20)은  화학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침전되어,  결국  등각으로  스텝을  거쳐(over  steps)  침전한다.  상기  폴리실리콘  접촉층은  그안의 개
구가  통상적인  재흐름에  의해  연마되지  않을지라도  P-유리층에  대해  양호한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로  침전한다.  특히  P+영역(13)내의  불순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확산의  효과를 최소화
시키고,  필드  산화물하의  가능한  측면  누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상기  폴리실리콘  접촉층이 전형

적으로  약  60KeV에서  약 7×10
15
 불순물원자/㎠의  분량으로  비소  주입에  의해  도핑된다.  예컨대, 안

티몬과  같은  다른  도펀트(인과  다른)가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결과의  구조(60)가  제6도에 도시된
다.

상기  폴리실리콘  접촉층(20)안의  비소  또는  안티몬  도핑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앞서  기술된  바와 같
이  차후  게터링  처리에서  인이  사용되는  종래  기술의  실시예로부터  벗어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
기 게터링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호  유리층(21)(제7도)은  그때  만들어지는  구조를  덮고(cap)  그러므로써 P-유리층(19)(폴리실리콘
층(29)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안의  개구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약  3,000Å의  두께로  인이 
없는  TEOS로부터  침전된다.  양호하게도,  상기  보호  유리층(21)이  도핑되지  않는  동안,  그것은 무게
에  대하여  1  또는  2%의  인  농도를  가질  수  있다(이러한  농도는  통상적으로  비도핑된  TEOS침전이 실
행되는  챔버(chamber),  즉,  인으로  도핑된  유리가  앞서  침전된  것과  동일한  챔버벽의 잔여오염
(residual  contamination)에  의해  초래된다).  실리콘  바디(12)의  하부  표면상에  축적된  폴리실리콘, 
탄탈  실리사이드,  및  유리(도시되지  않음)의  모든  층은  그후  본  구조의  전체  상부  표면이 포토레지
스트(photoresist) 층(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보호되는 동안 에칭에 의해 제거된다.

그후,  상기  포토레지스트  층은  제거되며,  상기  구조는  전형적으로  인  트리브로마이드(phosphorus 
tribromide)인  인을  함유한  대기중에서  약  1시간동안  약  950℃로  게터링  처리되기  쉽다.  상기  보호 
유리층(21)의  존재로  인해,  대기로부터  아주  소량의  인이  상기  웨이퍼(12)의  상부  표면으로 침투하
며,  그에  따라  인의  측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웃하는  소자사이의  간격이  이제까지 가능했
던 것보다 더 좁아지게 된다.

상기  게터링  처리동안,  인으로  도핑된  유리층(11)(제7도)  및 n
+
불순물  영역(11.5)이  형성된다.  하부 

표면상에  침전한  인으로  도핑된  유리층(11)과  상부  표면상에  침전한(도핑되지  않은)  유리층(21)은 

실리콘을  부식시키지  않는  액체  에칭(liquid  etching)에  의해  제거된다. n
+
영역(11.5)은  그후 CF 4  및 

산소의  혼합물에  의한  스퍼터  에칭으로써  제거된다.  제조되어지는  상기  구조는  그후  수소 대기중에
서  어닐된다.  그후  알루미늄(금속화)층은  상기  구조의  상부  및  하부  표면상에  약  1마이크론의 두께
로  침전된다.  상기  폴리실리콘층(20)과  함께  상부  표면상의  알루미늄  층은  그후  폴리실리콘의 에칭
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BCl 3  및 Cl2의  혼합물 및 순수 Cl2에  의한 석판 내식막 마스킹 및 반응성 스퍼

터  에칭에  의하여  바람직한  제2레벨  금속화  패턴에  따라  패터닝된다.  그후  즉시,  나머지  내식막은 
CF 4  및  산소의  혼합물에  의한  스퍼터  에칭으로  제거된다.  따라서,  제8도에  도시된  구조(80)를 형성

하도록,  패터닝된  폴리실리콘층(40)상의  패터닝된  알루미늄층(41)이  상부  표면상에  형성되는  반면 
비패터닝된  알루미늄층(51)이  하부  표면상에  남게된다(제8도).  수소  대기중에서  최종어닐이 실행된
다.

게터링  단계동안,  950℃의  높은  게터링  온도에도  불구하고,  P-유리층(19)이,  기계적으로  이  흐름을 
저지하는  폴리실리콘층(20)  및  도핑되지  않은  유리층(21)(제7도)의  존재로  인해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상기  반도체의  상부  표면(13.5)과의  접촉  영역  또는  상기 알루
미늄층(41)이  후에  채워지는  P-유리층(19)안의  개구의  다른  영역안에서의  폴리실리콘층(20)  외형의 
불필요한 비틀림은 생기지 않는다.

이  방법으로,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  회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며,  1.0마이크론  설계 기
준으로  테스트된다.  제8도는  한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221)  및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
극(127)과  함께  다음에  이웃하는  인핸스먼트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221)  및  폴리실리콘  게이트 전
극(137)을  가진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회로의  예시적인  부분을  도시한  것이다.  소스  접촉  전극 
역할을  하는  상기  폴리실리콘  층(40)과  게이트  전극(127)의  근접  에지사이의  거리 d1 는  약 1.0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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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 즉,  1.0마이크론 설계 기준의 최소 외형 크기이며,  상기 소스 접촉 전극의 폭 d2 은  약 1.1마이

크론이며(P-유리층(19)안의  개구의  크기에  일치함),  필드  산화물층(14)과  상기  소스  접촉  전극의 근
접  에지사이의  거리 d 2  즉,  필드  산화물층에서의  P-유리층(19)안의  나머지  측면  두께는  약 0.2마이

크론  즉,  대략 d3 와  같은  상기  필드  산화물층(14)  아래에  터크된(tucked)  소스  영역(221)이  거리 d6

는 약 0.25마이크론이며, 마찬가지로 소스 영역(221)의 수직 깊이는 약 0.25마이크론이다.

한편,  인(비소  대신에)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  전극층(40)(소스  및  드레인  영역이  비소로 도핑되었
다  할지라도)은  소스  영역(221)이  상기  필드  산화물층  아래에서  소스  영역(222)을  오버램할  수  있을 
정도로 터크되게 하며,  그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단락 회로가 상기 소스 영역(221  및  222)  사이에 
형성된다.  구조(80)에서  밀집  패킹의  장점은  다음에  이웃하는  폴리실리콘  전극  접촉부  에지사이의 
가장 근접한 거리가(d3+d4+d5) 즉, 약 0.2+1.0+0.2=1.4마이크론이라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바디의  상부  주요  표면에  집적된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바디의  하부  표면이  아닌  상부  표면이,  인의  침투에  대해  상기  반도체  바디로  인이  전혀  확산하지 
못할만큼  충분히  낮은  인  농도를  가진  희생  보호층(sacrificaial  protectivelayer)(21)에  의해 보호
될  때,  인을  함유하는  대기중에서  상승된  온도로  상기  반도체  바디를  가열시킴으로써  상기  반도체 
바디로부터 불순물을 게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바디의  상부  표면을  덮는  절연층(19)을  통하여  연장되는  개구의  측벽 
및  하부  표면상에  비소  또는  안티몬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층(20)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상기 폴리
실리콘층이  각  개구의  하부에서  비소  또는  안티몬으로  도핑된  표면  영역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실리콘층(20)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희생  보호층(21)을  제거하는 단
계,  상기  폴리실리콘  상에  금속층(41)을  침전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반도체  집적  회로에  따라  상기 
금속층  및  상기  폴리실리콘  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이 알루미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19)이  무게에  대하여  약  5%  농도의  인으로  도핑된  유리층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게터링  온도는  약  950℃이며,  상기  희생  보호층은  무게에  대하여  약  2% 이하
의  인을  함유하고  충분한  두께를  갖는  유리층이며,  그에  따라  게터링  단계동안  인으로  도핑된 유리
층(19)의  흐름이  상기  폴리실리콘층  및  보호층의  존재로  인해  기계적으로(mechanically)  방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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