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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순수 

산화막(pure oxide)에 비해 유전상수가 큰 SiON막을 이용하여 터널 산화막을 형성함으로써 리텐션(retention) 특성

의 열화없이 터널 산화막의 전기적인 두께를 감소시켜 공정 마진을 확보하고,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누설전류, 전하

항복, 항복전압 등을 개선시켜 리텐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을 개시한다.

대표도

도 13

색인어

플래시 메모리 소자, 플로팅 게이트, 터널 산화막, SiON막, 패시베이션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반도체 기판 102a : N + 도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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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b : 터널 산화막 104 : 스크린 산화막

106 : 패시베이션층 108 : 패드 산화막

110 : 패드 질화막 112 : 트렌치

114 : 희생 산화막 116 : 월 산화막

118 : 라이너 산화막 120 : HDP 산화막

122 : 폴리 실리콘막 124 : 플로팅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누설

전류(leakage current)를 감소시키고, 전하항복(charge to breakdown)을 증가시키며, 항복전압(breakdown voltag

e)을 증가시켜 리텐션(retention)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

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flash memory device)를 구현함에 있어서, 소자가 고집적화되어감에 따라 점점 낮은 문턱전압(t

hreshold voltage; Vth)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플래시 소자에서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터널 산화막의 두께는 점점 얇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터널 산화막을 순수 산화막(pure oxide)으로 형성할 경우에는 

문턱전압을 낮추기 위하여 무작정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감소

시키는 경우에는 누설전류(leakage current)의 증가와 후속 공정에 의한 트랩 사이트(trap site) 발생으로 인해 리텐

션(retention) 특성이 열화되는 경우 이를 극복할 만한 유효 두께(effective thickness)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유효 두께의 감소를 위해서는 물리적 두께(physical thickness)가 얇아져야 하나, 물리적 두께를 낮출 경

우 누설전류가 증가되는 상충 관계(trade off relationship)가 있으므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누설전류를 감소시키고, 전하항복(c

harge to breakdown)을 증가시키며,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을 증가시켜 리텐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터

널 산화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전계집중을 야기하는 트랩 사이트와 결점을 감소시키면서 매우 우수한 특성(quality)을 가지는 

터널 산화막의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텐션 특성과 같이 물리적 특성이 개선된 터널 산화막의 형성방법

을 이용하여 고집적화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을 제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에 대하여 N 2
+ 또는 N + 이온을 이용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부에 N + 도핑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산화공정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상

기 N + 도핑층을 산 화시켜 SiON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 상에 스크린 산화막을 형성한 후 웰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

체 기판 내에 월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와, N 2
+ 또는 N + 이온을 이용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

판의 상부 표면의 주변에 N + 도핑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스크린 산화막을 제거하고, 상기 N + 도핑층 중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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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세정공정을 실시하는 단계와,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산화공정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상기 N + 도핑층을 산화시켜 SiON막의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터널 산화막이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체 구조 상부에 패드 질화막을 증착한 후 S

TI 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를 매립하도록 소자 분리막용 절

연막을 증착한 후 상기 패드 절연막을 식각하여 소자 분리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체 구조 상부에 플로팅 게이트용 

폴리 실리콘막을 증착한 후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소자 분리막을 경계로 분리된 플로팅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

하도 록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 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및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여기서, 도 1 내지 도 13에 도시된 참조부호들 중 동일한 참조부

호는 서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도 1을 참조하면, 전처리 세정공정을 통해 상부 표면이 세정된 반도체 기판(102)을 제공한다. 이때, 전처리 세정공정

은 DHF(Diluted HF; 50:1의 비율로 H 2 0로 희석된 HF용액)와 SC-1(NH 4 OH/H 2 O 2 /H 2 O 용액이 소정 비율

로 혼합된 용액)을 이용하여 실시하거나, BOE(Buffer Oxide Etchant; 100:1 또는 300:1의 비율로 H 2 O로 희석된 

HF와 NH 4 F의 혼합용액[1:4 내지 1:7])와 SC-1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전체 구조 상부에 후속 웰 이온주입(well implant)공정시 반도체 기판(102)의 상부 표면의 손상(damage)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 산화막(screen oxide; 104)을 증착한다. 이때, 스크린 산화막(104)은 건식산화방식 또는 습

식산화방식을 이용한 산화공정을 750 내지 1100℃의 온도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30 내지 1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어서, 전체 상부에 대하여 웰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반도체 기판(102)의 일부에 P-웰 또는 N-웰 영역(미도시)

을 형성한다. 이때, P-웰은 보론(boron) 이 온을 주입하여 형성하고, N-웰은 인(Phosphorus) 또는 비소(Arsenic)를 

이용하여 형성한다.

이어서,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N 2
+ 또는 N + 이온을 이용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반도체 기판(102)의 상

부표면, 즉 스크린 산화막(104)과 접촉되는 부위에 N + 도핑층(102a)을 형성한다. 이때, N 2
+ 또는 N + 이온주입

공정의 소오스 가스(source gas)로는 N 2 , NH 4 또는 NH 3 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N 2
+ 또는 N + 이온주입공

정에서 N + 의 도즈(dose)량은 1E13 내지 1E16ions/cm 2 로 하고, 이온 주입에너지는 반도체 기판(102)의 상부 표

면의 주변을 도핑시키기 위하여 1KeV 내지 10KeV로 비교적 저에너지에서 실시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전처리 세정공정을 실시한다. 이때, 전처리 세정공정은 스크린 산화막(10

4)과, 스크린 산화막(104) 상부에 생성되는 자연 산화막(미도시)을 제거하고, 도 1에서 실시되는 N 2
+ 또는 N + 이

온주입공정시 손상되는 반도체 기판(102)의 상부, 즉 손상되는 N + 도핑층(102a)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 바람직하게는 N + 도핑층(102a)은 20 내지 50Å의 정도 제거되도록 한다. 여기에서, 상기 전처리 세정공정은 H 

2 SO 4 와, DHF(Diluted HF; 50:1의 비 율로 H 2 0로 희석된 HF용액)와, SC-1(NH 4 OH/H 2 O 2 /H 2 O 용액이 

소정 비율로 혼합된 용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이때, SC-1의 화학적 온도(chemical temperature)는 30 내지 80℃

정도로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건식산화방식 또는 습식산화방식으로 산화공정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N 
+ 도핑층(102a)을 산화시켜 SiON막으로 터널 산화막(102b)을 형성한다. 이때, 산화공정이 진행동안 N + 는 O - 와

결합하여 반도체 기판(102) 내에 SiON막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건식산화방식은 증착 타겟을 30 내지 100Å의 두

께로 하여 900 내지 1100℃의 온도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한편, 습식산화방식은 증착 타겟을 30 내지 100Å의 두께

로 하여 750 내지 850℃의 온도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전체 구조 상부에 터널 산화막(102b)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시베이션층(passivation layer; 

106)을 증착한다. 이때, 패시베이션층(106)은 언도프트(undoped) 실리콘막 또는 도프트(doped) 실리콘막으로 형성

한다. 예컨대, 언도프트 실리콘막으로 형성할 경우에는 SiH 4 또는 Si 2 H 6 가스를 이용하고, 450 내지 530℃의 온

도범위 내에서 0.1 내지 1torr의 압력으로 200 내지 700Å의 두께로 형성한다. 한편, 도프트 실리콘막으로 형성할 경

우에는 언도프트 실리콘막의 형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하되, SiH 4 또는 Si 2 H 6 가스에 PH 3 가스를 유입

시켜 형성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전체 구조 상부에 패드 산화막(108)과 패드 질화막(110)을 순차적으로 증착한다. 이때, 패드 산화

막(108)은 증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패드 질화막(110)은 패드 산화막(108) 상에 LPCVD(Low Pressure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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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Deposition) 방식을 이용한 증착공정을 실시하여 증착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소자분리 마스크를 이용한 STI 공정을 실시하여 패드 질화막(110), 패드 산화막(108), 패시베이션

층(106), 터널 산화막(102b) 및 반도체 기판(102)의 일부를 식각하여 트렌치(112)를 형성한다. 이로써, 반도체 기판(

102)은 액티브 영역과 필드영역(즉, 트렌치 형성영역)으로 분리된다. 이때, STI 공정은 트렌치(112)의 내부 경사면이

80 내지 90°정도의 경사각(α)을 가지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도 6에서 STI 공정후 트렌치(112)의 내측면의 손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월(wall) 희생산화

공정을 건식산화방식으로 실시하여 희생 산화막(114)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세정공정을 실시하여 희생 산화막(1

14)을 제거한 후 월 산화공정을 건식산화방식 또는 습식산화방식으로 실시하여 트렌치(112)의 내측면에 월 산화막(1

16)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도 10의 '120'참조)과 트렌치(112) 내부면과의 부착력(adhesi

on)을 강화하고, 후속 공정에 따른 모트(moat)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트렌치(112)를 포함한 전체 구조 상부에 

라이너 산화막(liner oxide; 118)을 형성한다. 라이너 산화막(118)은 DCS(SiH 2 Cl 2 )를 소오스로 하는 고온 산화

막(High Temperature Oxide; 이하, 'HTO'라 함)을 이용한다.

한편, 라이너 산화막(118)에 대하여 1000 내지 1100℃의 온도범위 내에서 질소(N 2 ) 분위기로 20 내지 30분 동안 

치밀화 공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치밀화 공정은 라이너 산화막(118)의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후속 식각공정시 

식각 저항성을 높혀 모트의 형성을 억제함과 아울러 누설 전류(leakage current)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트렌치(112)의 내부에 보이드(void)가 발생하지 않도록 HDP 산화막(120)을 갭 필링(ga

p filling)시킨다. 그런 다음, 패드 질화막(110)을 식각 정지층(etch stop layer)으로 이용한 평탄화공정을 실시하여 H

DP 산화막(120)을 평탄화하여 트렌치(112)를 매립시킨다. 이로써, 소자 분리막이 형성된다. 이때, 평탄화공정은 화

학적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hing; 이하, 'CMP'라 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패드 질화막(110)의 상에 잔재하는 HDP 산화막(120)을 제거하기 위하여 BOE 또는 HF를 이용한 세정공정

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세정공정은 패드 질화막(110) 사이에 갭 필링된 HDP 산화막(120)의 높이가 감소되지 않

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2를 참조하면, 패시베이션층(106)을 식각 정지층으로 이용한 세정공정을 실시하여 패드 질화막(110) 및 패드 산

화막(108)을 제거한다. 이로써, HDP 산화막(120)은 상부가 돌출되어 니플(120a) 형태를 갖게 된다. 이때, 세정공정

은 인산(H 3 PO 4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3을 참조하면, 전체 구조 상부에 LPCVD 방식으로 증착공정을 실시하여 폴리 실리콘막(122)을 형성한다. 이때, 

LPCVD 방식은 SiH 4 또는 Si 2 H 6 와 PH 3 가스를 이용하고, 580 내지 620℃의 온도범위 내에서 0.1 내지 3Torr

의 낮은 압력으로 실시한다.

이어서,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평탄화공정을 실시하여 폴리 실리콘막(122)을 평탄화한다. 이때, 평탄화공정은 CM

P 방식으로 실시하되, HDP 산화막(120)의 니플(120a)의 상부가 노출되도록 실시한다. 이로써, 니플(120a)을 경계로

하여 고립된 플로팅 게이트(124)가 형성된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124)는 패시베이션층(106)과 폴리 실리콘막(122)

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HDP 산화막(120)의 니플(120a)을 적정 두께로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전처리 세정공정

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전처리 세정공정은 HF 또는 BOE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

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

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순수 산화막에 비해 유전상수가 큰 SiON막을 이용하여 터널 산화막을 형성함

으로써 리텐션 특성의 열화없이 터널 산화막의 전기적인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 공정 마진(margine

)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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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SiON막의 단일층으로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여 결점(defect)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터널 산화

막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누설전류, 전하항복, 항복전압 등을 개선시켜 리텐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터널 산화막 상에 연속적인 공정으로 비정질 실리콘막으로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함으로써 후속 

공정에 의한 터널 산화막의 오염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반도체 기판에 대하여 N 2

+ 또는 N + 이온을 이용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부에 N 
+ 도핑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b)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산화공정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상기 N + 도핑층을 산화시켜 SiON막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주입공정은 소오스 가스로 N 2 , NH 4 또는 NH 3 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주입공정은 N 2
+ 또는 N + 의 도즈량을 1E13 내지 1E16ions/cm 2 로 하고, 이온 주입에너지를 1KeV 

내지 10KeV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공정은 건식산화방식 또는 습식산화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건식산화방식은 증착 타겟을 30 내지 100Å로 하여 900 내지 1100℃의 온도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습식산화방식은 증착 타겟을 30 내지 100Å로 하여 750 내지 850℃의 온도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와 상기 (b) 단계 사이에 전체 구조 상부에 생성된 자연 산화 막과 상기 N + 도핑층 중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세정공정을 실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세정공정은 H 2 SO 4 와, DHF와, SC-1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상기 SC-1의 화학적 온도는 30 내지 80

℃ 정도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공개특허 10-2004-0054146

- 6 -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세정공정에 의해 식각되는 상기 N + 도핑층은 20 내지 50Å 정도의 두께가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전에 상기 (b) 단계에서 실시되는 상기 이온주입공정에 의해 상기 반도체 기판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스크린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

화막 형 성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후 상기 SiON막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SiON막 상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패시베이션층은 언도프트 실리콘막 또는 도프트 실리콘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언도프트 실리콘막은 SiH 4 또는 Si 2 H 6 가스를 이용하고, 450 내지 530℃의 온도범위 내에서 0.1 내지 1tor

r의 압력으로 200 내지 7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도프트 실리콘막은 SiH 4 또는 Si 2 H 6 가스와 PH 3 가스를 유입시켜 사용하고, 450 내지 530℃의 온도범위 

내에서 0.1 내지 1torr의 압력으로 200 내지 7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산화막 형성방법.

청구항 15.
(a) 반도체 기판 상에 스크린 산화막을 형성한 후 웰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월 영역을 형성

하는 단계;

(b) N 2
+ 또는 N + 이온을 이용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부 표면의 주변에 N + 도핑층

을 형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스크린 산화막을 제거하고, 상기 N + 도핑층 중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세정공정을 실시하

는 단계;

(d) 전체 구조 상부에 대하여 산화공정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상기 N + 도핑층을 산화시켜 SiON막의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터널 산화막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

(f) 전체 구조 상부에 패드 질화막을 증착한 후 STI 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트렌치를 형성하는 단계;

(g) 상기 트렌치를 매립하도록 소자 분리막용 절연막을 증착한 후 상기 패드 절연막을 식각하여 소자 분리막을 형성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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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전체 구조 상부에 플로팅 게이트용 폴리 실리콘막을 증착한 후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소자 분리막을 경계로 

분리된 플로팅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로팅 게이트 형성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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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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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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