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21/33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05일

10-0597460

2006년06월29일

(21) 출원번호 10-2003-0102038 (65) 공개번호 10-2005-0069702

(22) 출원일자 2003년12월31일 (43) 공개일자 2005년07월05일

(73) 특허권자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72) 발명자 조용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강변아파트103-1104

(74) 대리인 서천석

심사관 : 정회환

(54)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SSR 에피채널과 실리콘 에피층 그리

고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성함으로써 기생저항 및 접합 누설전류가 감소된 나노미터 스케일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는 실리콘 기판의 상부에 형성된 인버전 에피층;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콘 에피층; 상기 실리콘 에피층에 형성된 트렌치; 상기 트렌치의 측벽에 형성된 리버스 스페이서;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를 일정부분 게재하여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소정의 폭을 가지고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

에 형성된 스페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 하부의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포켓-웰 영역과 상기 포켓-웰 영역의 상부에

상기 인버전 에피층과 중첩하여 소정 두께를 가지고 형성된 LDD 영역; 상기 LDD 영역과 상기 스페이서의 측면 하부에서

중첩하여 LDD 영역보다 두껍게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 및 게이트 전극

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사이드로 이루어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 제조방법은 SSR 에피채널과 실리콘 에피층 그리고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

성함으로써 기생저항 및 접합 누설전류가 감소된 나노미터 스케일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한 기존의 게이트 공정기술을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단순화와 제조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가

지고 있다.

대표도

도 2e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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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스페이서, 에피채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SSR 에피채널을 갖춘 트랜지스터의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e는 본 발명에 의한 SSR 에피채널과 리버스 스페이서를 갖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의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하게는 SSR(super steep retrograde) 에피

채널(epi-channel)과 실리콘 에피층(epi-layer) 그리고 리버스(reverse) 스페이서(spacer)를 형성함으로써 기생저항

(parasitic capacitance) 및 접합 누설전류(junction leakage current)가 감소된 나노미터(nanometer) 스케일의 모오스

(metal-oxide-metal; MOS)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MOSFET(MOS field-effect-transistor) 반도체 소자에서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절연막 아래의 표면지역은 게이트 전하

가 인가된 상태에서 소오스/드레인 접합영역에 인가한 전기장에 의해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이 지역을 채널

(channel)이라 한다. 상기 MOSFET 반도체 소자의 특성은, 채널지역의 도펀트(dopant)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도펀트 농

도에 의해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드레인(drain) 전류 등과 같이 소자의 특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상

기 채널 지역의 정밀한 도핑이 매우 중요하다.

종래기술에 따른 채널도핑 방법은, 이온주입법에 의하여 웰(well) 이온주입, 채널 이온주입 또는 문턱전압 이온주입을 실

시하는 방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 가능한 채널구조는 채널지역 깊이방향으로 일정한 농도를 갖

는 플랫 채널(Flat Channel), 특정한 채널 깊이에서 채널이 형성되는 베리드 채널(Buried Channel), 채널 표면 농도가 낮

고 깊이 방향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리트로그레이드 채널(Retrograde Channel) 등이 있다. 이중 채널 길이 0.2㎛ 이하의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채택되는 채널구조는 인듐(In), 비소(As), 안티몬(Sb)과 같은 중원소 이온주입(heavy ion

implantation)에 의해 리트로그레이드 채널을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표면 도펀트 농도가 낮아 표면 이동도가 증

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높은 구동전류 특성을 갖는 고성능 MOSFET 소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널길이의 축소에 따라 요구되는 채널깊이는 점점 더 얇아져야 되며, 이온주입 방법만으로 채널깊이 50㎚ 이하의

리트로그레이드 채널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에피 채널(Epi-Channel)이 제안되어 왔으나,

에피 형성 공정 및 후속 열공정에 의한 채널 도펀트 손실 및 확산의 제어가 어려워 향상된 전류 온/오프(Ion/Ioff) 특성을 보

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채널 도핑(Channel Doping) 방법은, 델타-도핑된 에피 채널(δ-doped Epi-Channel)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기 보고된 결과로는 도핑된 에피층(Doped Epi-layer)과 도핑되지 않은 에피층(Undoped Epi-layer)

을 사용하더라도 후속 도펀트 확산으로 인해 채널깊이 30㎚ 이하의 델타 도프드 에피 채널(δ-doped Epi-Channel)을 구

현하는 일에 성공한 결과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초저에너지(Ultra-Low Energy)의 이온주입에 의하여 채널 도핑을 하고 순간적으로

레이저 어닐링을 하여 델타 도핑층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 이정호, 이정엽 등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IEDM 2000.에 'Laser

Thermal Annealed SSR Well Prior to Epi-Channel Growth (LASPE) for 70㎚ nFET' 라는 제목으로 제안되었으며, 상

기 레이저 어닐링이 선택적 에피층 성장(Selective Epi Growth; SEG)시 도펀트 손실 및 확산을 억제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레이저 어닐링이 도펀트 손실 및 에피층으로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레

이저 전력(Laser Power) 하에서 실리콘 기판 표면의 국부적인 용융(partial melting) 현상을 유발하여 기판의 표면거칠기

를 나쁘게 하고 결정 결함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발생되어 실제 반도체소자의 제조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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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의 레트로그레이드 채널(17)을 도입함으로써 채널의 깊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채널

의 길이를 줄이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SSR 에피채널과 실리콘 에피층 그리고 리버

스 스페이서를 형성함으로써 기생저항 및 접합 누설전류가 감소된 나노미터 스케일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실리콘 기판의 상부에 형성된 인버전 에피층;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콘 에피층;

상기 실리콘 에피층에 형성된 트렌치; 상기 트렌치의 측벽에 형성된 리버스 스페이서;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를 일정부분

게재하여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소정의 폭을 가지고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 하부의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포켓-웰 영역과 상기 포켓-웰 영역의 상부에 상기 인버전 에피층

과 중첩하여 소정 두께를 가지고 형성된 LDD 영역; 상기 LDD 영역과 상기 스페이서의 측면 하부에서 중첩하여 LDD 영역

보다 두껍게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 및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형성된 실

리사이드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의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실리콘 기판의 상부에 인버전 에피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하드 마

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드 마스크를 포함한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 전면에 실리콘 에피층을 적층하고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여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에 소정의 산화막을 갭필하고 식각하여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를 일정부분 게재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전극

의 측면 하부영역에 포켓-웰과 LDD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페이서와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의 상부 및 소오스/드

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에 실리사이드를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에 의해 달성된

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을 참조한 이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먼저, 도 2a는 실리콘 기판(10)의 상부 전면에 인버전(inversion) 에피층(11)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상

기 인버전 에피층은 SSR 에피채널의 역할을 한다.

다음, 도 2b는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리버스 스페이서가 형성될 트렌치를 형성하기 위한 하드 마스크(12)를 형성하

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다음, 도 2c는 리버스 스페이서(13)를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상기 하드 마스크에 의해 가려진 영역을 제

외한 나머지 영역의 인버전 에피층 상부에 실리콘 에피(14)층을 적층하고,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여 트렌치를 형성한다. 이

후 상기 트렌치에 소정의 절연막을 채워주고 건식식각으로 트렌치의 측벽에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트렌

치는 추후 형성될 게이트 전극의 폭보다 크게 형성되며, 상기 절연막은 TEOS(Tetraethylorthosilicate) 또는 TEOS-

SiN-TEOS의 복합막으로 이루어 진다.

다음, 도 2d는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상기 SSR 에피채널의 상부에 게이트 산화막(15)과

게이트 폴리실리콘(16)을 형성한 후 게이트 전극이 형성될 영역을 패터닝하여 건식식각으로 게이트 전극을 완성한다. 이

때 상기 게이트 전극의 폭은 상기 트렌치의 폭보다 작고, 트렌치 양측의 리버스 스페이서 하부면 사이의 폭보다는 크게 형

성된다. 또한 게이트 전극의 채널길이는 상기 트렌치 양측의 리버스 스페이서 하부면 사이의 폭에 의해 개방된 SSR 에피

채널의 길이로 정의된다. 따라서 종래의 게이트 전극의 하부면에 의해 정의되는 채널의 길이보다는, 리버스 스페이서 양측

하부면의 폭만큼 채널의 길이를 작게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90nm 이하의 트랜지스터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특징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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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온주입 공정을 행하여 포켓-웰(pocket-well, 미도시) 영역과 LDD(lightly doped drain, 17) 영역을 형성한다. 이

때 종래의 기술에서는 접합영역의 누설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얕은접합(shallow junction)을 형성하기 위하여 낮은 에너지

의 이온을 주입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콘 에피층 및 리버스 스페이서가 완충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에너지의 이온을 주입하여도 얕은 접합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 도 2e는 실리사이드(20)를 형성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우선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

하기 위해 소정의 절연막을 상기 게이트 전극을 포함한 실리콘 기판의 전면에 증착한다. 이후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만 절

연막을 남기는 식각을 행하여 스페이서(18)를 형성한다. 이후 상기 스페이서와 게이트를 마스크로 하여 이온주입을 행하

여 깊은 소오스/드레인(deep source/drain, 19) 영역을 형성한다. 이때 소오스/드레인 영역의 상부에 잔존하는 실리콘 에

피층도 동시에 이온주입이 됨으로써 엘리베이티드(elevated) 소오스/드레인의 형성이 가능하며, 실리콘 에피층이 이온주

입의 완충막 역할을 함으로써 나노미터 스케일(scale)의 트랜지스터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얕은 접합과 그에 따

른 기생저항(parasitic capacitance)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후 상기 게이트 전극과 소오스/드레인 영

역의 상부에 공지의 방법으로 실리사이드를 형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버스 스페이서와 에피층 그리고 SSR 에피채널을 이용한 나노미터 스케일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방법은 기존의 게이트 공정기술을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단순화와 제조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 즉 실리콘 기판과 동일한 실리콘 에피층을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기 이전에 적층하여 불순물 이온

주입 공정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온주입 공정이 요구되는 선택적 에피성장 공정과 비교하여 단순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세히 설명된 본 발명에 의하여 본 발명의 특징부를 포함하는 변화들 및 변형들이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보통의 사

람들에게 명백히 쉬워질 것임이 자명하다. 본 발명의 그러한 변형들의 범위는 본 발명의 특징부를 포함하는 당해 기술 분

야에 숙련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범위 내에 있으며, 그러한 변형들은 본 발명의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 제조방법은 SSR 에피채널과 실리콘 에피층 그리고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

성함으로써 기생저항 및 접합 누설전류가 감소된 나노미터 스케일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존의 게이트 공정기술을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단순화와 제조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에 있어서,

실리콘 기판의 상부에 형성된 인버전 에피층;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콘 에피층;

상기 실리콘 에피층에 형성된 트렌치;

상기 트렌치의 측벽에 형성된 리버스 스페이서;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를 일정부분 개재하여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소정의 폭을 가지고 형성된 게이트 전극;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형성된 스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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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 하부의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포켓-웰 영역과 상기 포켓-웰 영역의 상부에 상기 인버전 에피층

과 중첩하여 소정 두께를 가지고 형성된 LDD 영역;

상기 LDD 영역과 상기 스페이서의 측면 하부에서 중첩하여 LDD 영역보다 두껍게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 및

상기 소오스/드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 및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형성된 실리사이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전 에피층은 SSR 에피채널로 작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 하부면 사이의 폭에 의해 개방된 SSR 에피채널의 길이에 의해 게이트 채널의

길이가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은 트렌치의 폭보다는 작고 리버스 스페이서 하부면 사이의 폭보다는 큼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

청구항 5.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에 있어서,

실리콘 기판의 상부에 인버전 에피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하드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드 마스크를 포함한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 전면에 실리콘 에피층을 적층하고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여 트렌치를 형

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에 소정의 산화막을 갭필하고 식각하여 리버스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인버전 에피층의 상부에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를 일정부분 개재하여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면 하부영역에 포켓-웰과 LDD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전극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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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페이서와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전극의 상부 및 소오스/드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에 실리사이드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리버스 스페이서는 건식식각으로 상기 트렌치의 측벽에 형성되며, TEOS 또는 TEOS-SiN-TEOS 복합막임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드레인 상부의 실리콘 에피층에 형성된 실리사이드는 엘리베이티드 소오스/드레인으로 작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형성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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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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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도면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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