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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k’s first law:      ; Continuity equation:     (N은 불순문의 농도



[#/cm3], J는 particle flux [#/cm2·s], D는 Diffusion coefficient [cm2/s] )
Fick’s first law의 양변을 거리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식에 continuity equation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time-space dependent differential equation 인

 
Fick’s second law:    
가 유도되었다.

 

900~1200°C의 고온에서 불순물 원자들이 실리콘의 표면에서 결정 속으로 이동하며 나타나는
확산 메커니즘(Diffusion mechanism)은 치환형 확산(Substitutional diffusion)과 침입형 확
산(Interstitial diffusion)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치환형 확산(substitutional diffusion)은 기존의 실리콘 격자 내의 원자 자리의 공
극(Vacancy)을 불순물 원자가 차지함으로써 ‘치환’하는 확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격자 내에
반드시 공극이 존재해야하며, 통계적으로 특정한 수의 공극이 격자 내에 반드시 존재한다. 대
표적인 치환형 확산물질로는 B(Boron), P(Phosphorous) 가 있다.
두 번째인 침입형 확산(Interstitial diffusion)은 고온에서 공극은 정상적인 격자 위치에 있던
실리콘 원자가 격자 간 공간으로 ‘침입’한 불순물 원자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불순물 원자
가 이 실리콘 원자의 자리를 치환하면서 발생하는 확산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공극의 존재
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침입형 확산이 치환형 확산보다 훨씬 더 빠르며, 따라서 조절하기 어
렵다. 대표적인 침입형 확산물질로는 Li, Cu, Fe, Au와 같은 Transition Metal들이 있다.

1. Constant-source diffusion
Constant-source diffusion에서 불순물 농도는 웨이퍼 표면에서 일정한 값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여 Fick’s second law 식의 해를 구하면, 표면으로부터 거리와 확산 시간에 대한 불순
물 농도 N(x,t)는 상보에러함수(erfc)의 형태로 해가 구해진다. 이때,



      
 

(N0는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 농도[#/cm3], D는 diffusion coefficient[cm2/s])
이때, 확산계수 D는 공정온도 T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리콘 표면으로부터 거리 x에 위
치한 불순물의 농도 N은 공정시간 t와 공정 온도 T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공급해주는 Total Dose Q [#/cm2] 는

Impurity concentration N(x)를 Distance

from surface x 에 대해 적분해준 값과 같다. 이는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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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mited-source diffusion
Limited-source diffusion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순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표면에
서 Total dose Q 만큼의 불순물을 임펄스의 형태로 공급한다고 가정하여 Fick’s second
law 식의 해를 구하면, 표면으로부터 거리와 확산 시간에 대한 불순물 농도 N(x,t)는 가우시
안함수의 형태로 해가 구해진다.


exp    
    

  


이때, 공급해주는 총 Dose량 Q가 상수이므로 공정시간과 공정온도에 따라 표면에서의 불순물
농도와 Junction depth는 변하지만,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대해 불순물 농도를 적분한 값은
일정하다. 또한, 공급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면의 농
도는 Juntion depth가 커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Two step diffusion은 pre-deposition 단계에서 Total dose Q를 정한 뒤, drive-in 단계에
서 제한적 확산을 하는 방식이다. pre-deposition 단계에서는 constant-source diffusion
mechanism을 따르며, 상보에러함수(erfc) 의 형태로 불순물 농도 N(x,t) 가 결정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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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해 Total dose를 구할 수 있다. 이어지는 drive-in e








단계 에서는 Limited-source diffustion mechanism을 따르며, 가우시안함수의 형태로 불순


exp     가 결정된다. 이때, 초기 Total dose Q는 앞서
물 농도     

  


구한 값이고, 공정온도 T에 따라 확산계수 D가 결정되고, 이 값과 함께 공정시간 t에 의해 표
면 불순물 농도 N0 와 Junction depth xj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확산 공정은 900~1200°C의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Intrinsic concentration
ni 가 Background doping concentration NB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아
래의 좌측 그래프에서처럼 확산계수 D가 농도에 의존적이 되게 된다. 표면에서는 불순물의 농
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확산계수 D가 큰 값을 가지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ni 값이 크
기 때문에 확산계수 D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농도에 따른 확산방정식은 선형, 곡선
형, 그리고 3차 곡선형으로 의존하는 확산계수 D = D(x) 로 나타낼 수 있다.

(a) 비저항    인 p-type silicon wafer 의 Background doping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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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산하면



  ×  ×  ×





   × 


 ×   × 
  ×     ,







   ×    ,  s이다.
  exp     × exp 

 ×   × 



exp       ×  exp   
     
 cm-3 이고      를 만


   
    
족하는 x가 junction depth xj이다. exp   
   ×    ×     ×   이고
그래프를 통해 확인되는 
  이다. 이를 만족하는 junction depth      이다.
(또한,      ×   이고     ×   로       를 만족하므로 가우스
분포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Figure 4.16 (c)

Figure 4.16 (d)


문제 4-6 (a) 와 (b)에서 시트 저항    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면, (a)의 경우에는

Figure 4.8에서 불순물 농도     ×  cm-3 일 때, 비저항  ≃  ×   Ω·cm 이고, 이
 ×   

  이다. (b)의 경우에는
를 통해 구한 시트 저항     
 
 ×  
Figure 4.8에서 불순물 농도     ×  cm-3 일 때, 비저항  ≃  ×   Ω·cm 이고,
 ×    

  이다.
이를 통해 구한 시트 저항     
 
 ×   
따라서   가 증가하면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graphical 하게 Irvin’s curve를 사용하여 분석 하면 (a)의 경우, 그림 (c)에서

    ×  ≃  ×  cm-3,     ×  cm-3에 해당하는 선을 그으면    Ω·μ
m이다. 이 값을     ×      ×   으로 나누면   
이다.
(b)의 경우, 그림 (d)에서     ×  ≃  ×  cm-3,     ×  cm-3을 만족하는
선을 그으면    Ω·μm이다. 이 값을     ×       으로 나누면

     이다.
※ 계산 값과 Irvin’s curve를 이용하여 구한 시트 저항 값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계산 시에
비저항을 계산할 때, Figure 4.8에서 도너와 어셉터가 같이 존재하는 기판에 대해서 임의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