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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이용한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

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펄스형 실리콘 원료 가스 주입을 기반으로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와 같이 형성되는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와 실리콘 산화물 부도체 층을 교대로 여러층 형성한 부도체 막을

게이트 절연막으로 이용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

모리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은 실리콘 기판을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한 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산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산화막에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제2단계; 및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반복적으로 주입 및 배기하

여 상기 제2단계에서 형성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로 형성하는 제3단계;를 포함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함에 있어 반응 가스의 흡입 밸브들과 배기 밸브를 컴퓨터로 제어함으로써,

펄스형 원료 가스 주입이 가능하여 고농도의 균일한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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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f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종 가스 주입을 위한 밸브가 구비된 가스 흡입부; 상기 가스 흡입부를 통해 주입되는 가스가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된 실리콘 기판에 반응하도록 된 반응부; 및 배기 밸브를 통해 상기 반응부 내의 가스를 배기함과 더불어 반응부 내의

압력제어를 위한 가스 배기부;를 구비하여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

레이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스 흡입부 및 가스 배기부의 각종 밸브의 개폐를 제어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기 정해진 시간 동안 원료가스를 주

입하여 실리콘 기판에 반응시킨 후, 원료가스의 주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배기 밸브를 통해 반응 챔버 내의 반응가스를 제

거하는 펄스형 가스 주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에 형성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집적도와 크기를

제어하는 콘트롤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펄스형 가스 주입시마다 상이한 원료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

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스는

SiH4 또는 SiF4 또는 SiCl4 또는 Si2H6 또는 Si3H8 또는 SiH2Cl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스의 주입시간은 수초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집적도와 크기를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 원료가스의 주입시간, 반응 챔버 내의 온도, 반

응가스의 유량 변화를 바탕으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청구항 6.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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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기판을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한 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산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산화막에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제2단계; 및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반복적으로 주입 및 배기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형성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고농도

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로 형성하는 제3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스는

SiH4 또는 SiF4 또는 SiCl4 또는 Si2H6 또는 Si3H8 또는 SiH2Cl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스는 수초 동안 주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 이용되는 원료가스는 상기 제2단계에서 이용되는 원료가스와 다른 종류의 원료가스 및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성장된 나노점 어레이의 지속 성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실리콘 나노점 핵생성을 유

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을 위해 상기 실리콘 기판의 온도를 450 ~ 550 ℃,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을 수 Torr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의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을 위해 상기 실리콘 기판의 온도를

400 ~ 500℃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반응 챔버 내에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원료가스는 각 주입시마다 서로 상이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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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기판을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한 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산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산화막에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제2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반복적으로 주입 및 배기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형성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고농도

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로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에 실리콘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제4단계;

상기 제2단계 내지 제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층 실리콘 산화물 절연층을 형성하는 제5단계; 및

상기 다층 실리콘 산화물 절연층 상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제6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원료가스는

SiH4 또는 SiF4 또는 SiCl4 또는 Si2H6 또는 Si3H8 또는 SiH2Cl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 이용되는 원료가스는 상기 제2단계에서 이용되는 원료가스와 다른 종류의 원료가스

및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성장된 나노점 어레이의 지속 성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실리콘 나노점 핵생성을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반응 챔버 내에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원료가스는 각 주입시마다 서로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펄스형 원료 가스 주입을 기반으로 고농도

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이 형성되는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와

실리콘 산화물 부도체 층을 교대로 여러층 형성한 부도체 막을 게이트 절연막으로 이용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

치 및 그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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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리콘 플래쉬 메모리의 전자 충전 스토리지 노드(storage node)에 사용하는 폴리 실리콘 박막층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 :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이를 일정 면적으로 에칭하여

사용하는데, 이 폴리 실리콘 박막층의 크기가 플래쉬 메모리의 기록과 소거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의 기록과 소거 시간은 채널과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 노드 사이의 터널링 저항과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 노드의 전하

축전 용량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빠른 플래쉬 메모리의 기록과 소거 시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리콘 에칭 기법으로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 노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 일정 크기 이하로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 노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폴리 실리콘 스토리지 노드를 대신할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기판에 직접 성장할 수 있

는 공정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하는 종래 기술의 제 1예로서,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법과 열처리 과정을 거쳐 실리콘 나노

점 어레이를 함유하는 실리콘 산화물 박막을 제조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F. Iacona, C. Bongiorno, C. Spinella, S.

Boninelli, and F. Priolo, J. Appl. Phys. 95, 3723 (2004)).

이 방법은 실리콘 원자가 다량으로 과포화 되어 있는 실리콘 산화물 박막을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법으로 제조한 후,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장기간 열처리를 수행하여 실리콘 나노점들을 산화물 내부에 석출시키는 기법으로, 실리콘 발광

소자 및 실리콘 재질의 1.54 μm 파장의 광통신 소자를 구현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종래기술의 제2예로서, 실리콘 기판의 산화과정과 실리콘 이온 주입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K. S. Min, K.

V. Shcheglov, C. M. Yang, H. A. Atwater, M. L. Brongersma, and A. Polman, Appl. Phys. Lett. 69, 2033 (1996)).

이는 실리콘 산화막에 주입된 실리콘 원자들이 나노점으로 뭉쳐져서 석출되도록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종래기술의 제3예로서, 실리콘과 실리콘 산화물 타겟을 동시에 스퍼터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S. Takeoka, M. Fujii,

and S. Hayashi, Phys. Rev. B 62, 16820 (2000)). 이는 후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라 실리콘 나노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이 공정은 후에 실리콘 나노점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 기술에 이용할 만큼의 실리콘 산화물 박막의 전기적 절연

특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종래기술의 제4예로서, 펄스형 레이저 기화법에 의한 실리콘 나노점의 제조기술이 제안되었다(T. Orii, M. Hirasawa,

and T. Seto, Appl. Phys. Lett. 83, 3395 (2003)). 이는 고순도의 실리콘 타겟에 고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실리

콘 나노점을 생성시키고, 질량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매우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을 증착하였다. 이 공정은 실리콘 재질

의 광소자 구현에 응용하는데, 실리콘 나노점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 기술에 응용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나노점 성장을 포함

하는 실리콘 산화물 박막 성장 공정이 필요하며, 박막에서 높은 전기적 절연 특성이 필요하다.

종래기술의 제5예로서, 스퍼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나노점 어레이를 성장시키고 이 구조를 스토리지 노드로 이용하

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M. Takata et al, IEDM 2003). 그러나, 스퍼터링 기법으로 성장한 금속의 나노점 어레이는 그 크

기의 균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고집적의 메모리 소자를 다량으로 제작할 경우 메모리 소자의 균일한

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고, 기판의 표면 처리 및 적절한 반응 압력 및 반응 온도를 선택하여 고농도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작하고 이를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작에 응용하는 시도가 있다(B. De Salvo et al.,

IEDM 2003).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적정한 기판의 반응온도와 일정한 압력 하에서 지속적으로 나노점 어레이 성장을 수행하므로, 나노

점의 초기 핵생성과 핵생성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이 반응 시간 동안 내내 동시에 발생하므로 성장한 나노점의 크기가 균일

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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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짧은 시간 동안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기판에 반응시킨 후 원료가

스의 주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반응가스를 배기시키는 펄스형의 원료가스 주입 및 이의 반복적 시행으로 기판 위에 고농도

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와 실리콘 산화물 부도체 층을 교대로 여러층 형성한 부도체

막을 게이트 절연막으로 이용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는, 각종 가스 주입을 위한 밸브가 구비된 가스

흡입부; 상기 가스 흡입부를 통해 주입되는 가스가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된 실리콘 기판에 반응하도록 된 반응

부; 및 배기 밸브를 통해 상기 반응부 내의 가스를 배기함과 더불어 반응부 내의 압력제어를 위한 가스 배기부;를 구비하여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스 흡입부

및 가스 배기부의 각종 밸브의 개폐를 제어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기 정해진 시간 동안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실리콘 기

판에 반응시킨 후, 원료가스의 주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배기 밸브를 통해 반응 챔버 내의 반응가스를 제거하는 펄스형 가

스 주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에 형성되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집적도와 크기를 제어하는 콘트롤

러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펄스형 가스 주입시마다 상이한 원료가스를 이용하며, 상기 원료가스는 SiH4 또는 SiF4 또는

SiCl4 또는 Si2H6 또는 Si3H8 또는 SiH2Cl2이다.

또한,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집적도와 크기를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 원료가스의 주입시간, 반

응 챔버 내의 온도, 반응가스의 유량 변화를 바탕으로 제어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방법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리콘 기판을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한 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산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산화막에 실

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제2단계; 및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반복적으로 주입 및 배기하여 상기 제2단계

에서 형성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로 형성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원료가스는 SiH4 또는 SiF4 또는 SiCl4 또는 SiCl4 또는 Si2H6 또는 Si3H8 또는 SiH2Cl2이며, 상기 제3단계에 이용되는

원료가스는 상기 제2단계에서 이용되는 원료가스와 다른 종류의 원료가스 및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성

장된 나노점 어레이의 지속 성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실리콘 나노점 핵생성을 유도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조방법은, 실리콘 기판을 반응 챔버 내의

기판 홀더에 장착한 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산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실리콘 기판 상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

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상기 산화막에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는 제2단계;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원료가스를 반복적으로 주입 및 배기하여 상기 제2단계에서 형성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

점 어레이로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에 실리콘 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제4단계;

상기 제2단계 내지 제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층 실리콘 산화물 절연층을 형성하는 제5단계; 및 상기 다층 실리콘

산화물 절연층 상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 하기 실시 예는 본 발명을 예시

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스 흡입부(100), 반응부(200), 가스 배

기부(300), 상기 가스 흡입부(100)를 통한 반응부(200)로의 가스 유입 또는 차단을 위한 메인 흡입 밸브(110)와, 반응부

(200)의 가스 배기를 위한 배기 밸브(310)의 개폐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콘트롤러(40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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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스 흡입부(100)는 산소가스 흡입관(101)으로부터 유입되는 산소가스를 상기 반응부(200)로 주입 또는 차단하기

위한 산소가스 흡입 밸브(102), 반응원료가스1 흡입관(103)으로부터 유입되는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반응원료가스를

상기 반응부(200)로 주입 또는 차단하기 위한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104), 반응원료가스2 흡입관(105)으로부터 유입

되는 반응원류가스2를 상기 반응부(200)로 주입 또는 차단하기 위한 반응원료가스2 흡입 밸브(106), 상기 콘트롤러(400)

의 제어에 따라 상기 각 밸브(102),(104),(106)를 통해 유입되는 산소가스, 반응원료가스1,2 등의 상기 반응부(200)로의

유입 또는 차단을 위한 메인 흡입 밸브(110)로 구성된다.

상기 반응부(200)는 실리콘 기판(1)이 탑재되는 기판 홀더(210)를 구비하며, 상기 각 밸브(102),(104),(106),(110)를 통

해 유입되는 가스가 반응하는 반응 챔버(220), 상기 반응 챔버(220) 외부에 설치되어 상기 반응 챔버(220) 내에 열을 가하

기 위한 발열선(230)으로 구성된다. 상기 발열선(230)은 반응 챔버(220) 주위에 감겨지는 형태로, 이 경우 반응 챔버(220)

는 Quartz튜브를 이용한다.

상기 가스 배기부(300)는 상기 반응부(200) 내의 가스를 배기하기 위한 배기 밸브(310) 및 반응 챔버(220)내의 압력 제어

를 위한 진공 펌프(320)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콘트롤러(400)는 PC로 구성되는 것으로, 공정 반응 가스의 흐름 및 차단을 위한 메인 흡입 밸브(110)와 배기

밸브(310)의 개폐 제어, 진공 펌프(320)의 동작 제어 및 상기 산소가스 흡입 밸브(102),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104),

반응원료가스2 흡입 밸브(106)의 개폐를 제어하여 실리콘 원료 가스를 수초 정도의 짧은 순간(예 : 1초) 흘려주고 가스를

제거하는 펄스형 가스 주입 과정을 통하여 실리콘 나노점의 초기 생성만을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적정 온도와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지속적인 실리콘 나노점 성장에서 나타나는 크기의 불균일성을 해결하고,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

이를 생성하며, 이 펄스형 가스 주입 과정을 반복하므로써 고밀도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발명에서 펄스형 가스 주입이란 짧은 시간 동안 반응원료가스를 주입하여 실리콘 기판(1)에 반응시키고 이어 메인

흡입 밸브(110)를 제어하여 반응원료가스의 주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배기 밸브(310)를 제어하여 반응부(200)내의 반응가

스를 제거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즉, 반응원료가스를 메인 흡입 밸브(110)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반응부(200)에 주입하여 반응시키고 배기 밸브(310)를

통해 원료 가스를 배기하는 1회의 과정을 펄스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각 펄스에 사용되는 가스를 바꾸어 다양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형성에 활용한다. 즉, 나노점의 생성만

을 유도하는 경우 실리콘 성장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진 Si2H6, Si3H8를 활용한 가스 펄스를 활용하여 고농도의 실리콘 나

노점 어레이를 형성시키며, 다음 펄스에서는 나노점의 성장에 따른 크기 제어를 위하여 다른 종류의 원료가스 및 혼합가스

를 사용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특징을 갖는 가스를 각각의 펄스에 조합함으로서 특정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하며, 다른 가스

를 조합할 뿐 아니라, 가스의 특성에 맞게 생성 온도, 주입 가스의 최고 압력, 펄스의 시간 등을 조정하여 특정한 크기와 밀

도를 갖는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 및 나노점 어레이 그리고 실리콘

산화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도 2a 내지 도 2f를 참조로 설명한다.

먼저, 화학 세정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1)을 세정한 후, 반응 챔버(220) 내의 기판 홀더(210)에 장착시키고, 배기 밸

브(310)를 열고 진공 펌프(320)를 작동하여 반응 챔버(22) 내의 진공을 수 mTorr 이하로 유지한다.

이후, 콘트롤러(400)는 발열선(230)에 전류를 흘려주므로써 실리콘 기판(1)의 온도를 900 ~ 1,000 ℃를 유지하게 한다.

이어서 산소가스 흡입 밸브(102)와 메인 흡입 밸브(110)를 열고 배기 밸브(310)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반응 챔버(220)의

내부 압력을 수 Torr정도를 유지하게 하여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1) 위에 수 nm 두께의 얇은 산화막(2)을

형성시킨다.

일정 두께의 산화막(2)을 형성 시킨 후, 상기 산소가스 흡입 밸브(102)와 메인 흡입 밸브(110)를 닫고, 배기 밸브(310)를

열어 줌으로써, 반응 챔버(220) 내의 산소 가스의 압력을 제거하고, 반응 챔버(220) 내의 진공을 mTorr 이하로 유지하므

로써 산화막 형성 반응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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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열선(230)의 전류를 제어하여 실리콘 기판(1)의 온도를 450 ~ 550 ℃를 유지하게 하며,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가스의 주입을 위해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104) 및 메인 흡입 밸브(110)를 열고, 배기 밸브(310)를 조절하여 줌으

로써, 반응 챔버(220)의 내부 압력을 수 Torr 정도를 유지하게 하여 도 2a에 도시된 실리콘 산화막(2) 위에 수 nm 크기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를 형성시킨다.

짧은 시간 동안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를 형성시킨 후,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가스의 주입을 차

단하기 위해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104)와 메인 흡입 밸브(110)를 닫고, 배기 밸브(310)를 열어 줌으로써, 반응 챔버

(220) 내의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의 압력을 제거하고, 반응 챔버(220) 내의 진공을 수 mTorr 이하로 유지하

므로써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 형성 반응을 중단시킨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원료 반응 가스를 주입하여 실리콘 기판(1) 표면에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를 형성시키는 펄스

형 가스 주입 기법은 실리콘 나노점의 핵 생성 만을 유도하고, 이후 나노점들이 크게 자라는 결정 성장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므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수 나노미터 크기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를 형성시킨다.

그리고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형성을 위하여 도 2b에서 설명한 펄스형 가스 주입 기법을 계속하여 반

복적으로 이용하므로써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고농도의 균일한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a)를 형성한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펄스형 가스 주입 기법에서, 실리콘 기판(1)의 온도를 400 ~ 500℃로 낮추고, 다른 종류의 원료가스

및 혼합 가스를 사용하므로써, 기존에 성장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의 지속 성장을 억제하고 동시에 새로운 실리콘 나노점

핵생성을 유도하여 고농도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에는 SiH4, SiF4, SiCl4, Si2H6, Si3H8, SiH2Cl2를 사용한다.

이어 본 발명의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게이트 절연막에 응용하기 위하

여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산화물 박막(4)을 형성한다.

이때, 실리콘 기판(1)의 온도는 900 ℃정도로 유지하며,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 가스와 산소가스를 동시에 일정 비

율로 반응 챔버(220)에 흘려주고 배기 밸브(310)를 조절하여 반응 챔버(220)의 압력을 0.1 ~ 1 Torr로 유지한다.

상기에서 원료가스와 산소 가스의 비율은 어느 원료가스를 사용하는냐에 따라 다르다. SiH4, SiF4, SiCl4, SiH2Cl2가스나

이들의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가스와 산소가스의 비율이 1:1정도이며, Si2H6, Si3H8가스나 이들의 조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이들 가스와 산소가스의 비율이 1:2정도이다. 이와 같이 비율이 다른 이유는 실리콘 산화막 박막 성장 공정

에서 SiO2를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노미터 두께의 실리콘 산화물 박막(4)을 형성시킨 후,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원료가스 및 산소가스의 유입을 차

단하기 위해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104) 및 산소가스 흡입 밸브(102)를 닫고, 배기 밸브(310)를 열어 줌으로써, 반응

챔버(220) 내의 압력을 제거하고 반응 챔버(220) 내의 진공을 수 mTorr 이하로 유지하므로써 실리콘 산화물 박막(4) 형

성을 중단시킨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도 2d와 같이 실리콘 기판(1) 위에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a)가 실리콘 산화막(2)과 실리콘 산

화물 박막(4) 사이에 존재하는 실리콘 절연층을 제작한다.

또한, 도 2b, 도 2c, 도 2d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a)가 실리콘 산화물 박막(4) 사이

에 존재하는 다층의 실리콘 산화물 절연층을 제작한다.

도 2e에 실리콘 산화물의 다층 절연층 구조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도 2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MOS트랜지

스터 구조에 게이트 절연막 층으로 이용하여,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설명 부호인 (5)는

게이트 전극이다.

도 2f에 도시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는 메모리 소자의 동작에 있어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전자 충전의 스토리지 노드

(storage node)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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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토리지 노드에 전자가 충전되는 정도에 따라 메모리 레벨이 결정되는데, 이는 도 2e에 도시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3a) 층의 개수와 동일하게 되어, 다중 레벨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하게 된다.

도 3은 도 2f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게이트 전압에 따라 절연체의 각 고밀도 실리콘 나노

점 어레이(3a)에 전자가 관통하여 두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충전되었을 경우, 메모리 소자의 활성 동작 전압(threshold

voltage)이 바뀌게 되며,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a)의 단계적 충전에 따라 여러 개의 일정한 활성 동작 전압 특성을

보유한다. 이러한 특성이 본 발명의 메모리 소자가 다중 레벨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하게 한다.

도 4 (a)는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산화막 형성 공정과 고농도의 균일한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을 위한 펄스형

가스 주입 공정 및 실리콘 산화물 박막 형성 공정에 따르는 각 가스들의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으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3),(3a) 형성 시, 원료 주입이 순간적인 펄스형으로 주입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 4 (b)는 도 4 (a)의 반응 챔버 내의 압력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원료가스 및 산소가스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의 열

림과 막힘 작동을 보여 주고 있으며, 순간적인 가스 주입 이후 메인 흡입 밸브(110)의 닫힘과 배기 밸브(310)의 열림이 거

의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 4 (c)는 실리콘 산화물 형성 공정과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형성할 때의 실리콘 기판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도 4 (c)에서 터널링 산화물 박막은 도 2a의 산화막(2)을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함에 있어 반응 가

스의 흡입 밸브들과 배기 밸브를 컴퓨터로 제어함으로써, 펄스형 원료 가스 주입이 가능하여 고농도의 균일한 고밀도 실리

콘 나노점 어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농도의 균일한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 공정과 실리콘 산화물 형성 공정을 순차적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다층

의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를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층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의 동작

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제조장치를 나타낸 도.

도 2a 내지 도 2f는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 과정 및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 제작을 위한 다

층 절연체 박막 형성 공정을 나타낸 도.

도 3은 도 2에 따라 제작되는 다중 레벨 실리콘 비휘발성 메모리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도.

도 4의 (a) 및 (b)는 본 발명의 공정 수행을 위한 반응 챔버의 압력변화 및 각 밸브의 개폐 동작 상태를 나타낸 도.

도 4의 (c)는 본 발명에서 실리콘 산화물 형성 및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어레이 형성 시의 실리콘 기판의 온도변화를 나타

낸 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실리콘 기판 2 : 산화막

3 : 저밀도 실리콘 나노점 3a : 고밀도 실리콘 나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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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리콘 산화물 박막 5 : 게이트 전극

100 : 가스 흡입부 110 : 메인 흡입 밸브

102 : 산소가스 흡입 밸브 104 : 반응원료가스1 흡입 밸브

106 : 반응원료가스2 흡입 밸브 200 : 반응부

210 : 기판 홀더 220 : 반응 챔버

230 : 발열선 300 : 가스 배기부

310 : 배기 밸브 320 : 진공 펌프

400 : 콘트롤러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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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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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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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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