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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그와 관련된 제조 및 제어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및 그 제조 및 작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 소스 영역(S), 드레인 영역(D), 및 중간 채

널 영역이 구현된 반도체 기판(1)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채널 영역의 제 1 부분(I)상에는, 제어층(5)이 구현되고 제 1 절

연층(2A)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절연되는 반면, 각자의 전하 저장층(3A, 3B)들은 상기 채널 영역의 제 2 부분

(IIA, IIB)내에 구현되고 제 2 절연층(2BA, 2BB)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절연된다. 전하 저장층(3A, 3B)상에는,

프로그래밍 층(6A, 6B)이 구현되고 제 3 절연층(4A, 4B)에 의해 그로부터 절연되며, 연결층(6AA, 6BB)을 통해 각자의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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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기판(1)을 갖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에 있어서,

소스 영역(S), 드레인 영역(D), 및 중간 채널 영역이 형성되고,

상기 채널 영역의 제 1 부분(I)상에 형성되고 제 1 절연층(2A)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절연되는 제어층(5);

상기 채널 영역의 제 2 부분(IIA, IIB)상에 형성되고 제 2 절연층(2BA, 2BB)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절연되는 전

하 저장층(3A, 3B);

상기 전하 저장층(3A, 3B)상에 형성되고 제 3 절연층(4A, 4B)에 의해 상기 전하저장층으로부터 절연되는 프로그래밍 층

(6A, 6B); 및

상기 소스 영역(S) 또는 상기 드레인 영역(D)에 상기 프로그래밍 층(6A, 6B)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상호연결층(6AA,

6BB)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채널 영역의 제 2 부분은 소스 측 부분(IIB) 및 드레인 측 부분(IIA)을 가지고;

상기 전하 저장층은 소스 측 전하 저장층(3B) 및 드레인 측 전하 저장층(3A)을 가지며;

상기 프로그래밍 층은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B) 및 드레인 측 프로그래밍 층(6A)을 가지고; 및

상기 상호연결층은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 및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을 가지며,

상기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은 상기 소스 영역(S)에 상기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B)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상기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은 상기 드레인 영역(D)에 상기 드레인 측 프로그래밍 층(6A)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3A, 3B)은 비도전성 층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절연층(2A, 2BA, 2BB)은 SiO2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3A, 3B)은 Si3N4, HFO2, 또는 ZrO2 층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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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층(5), 상기 프로그래밍 층(6A, 6B), 및 상기 상호연결층(6AA, 6BB)은 도핑된 폴리실리콘을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청구항 6.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반도체 기판(1)을 준비하는 단계;

b) 상기 반도체 기판(1)의 표면상에 제 1 절연층(2A)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제 1 절연층(2A)의 표면상에 제어층(5)을 형성하고 패터닝하는 단계;

d) 반도체 기판(1)의 표면상에 제 2 절연층(2B), 전하 저장층(3), 및 제 3 절연층(4)으로 구성되고, 상기 패터닝된 제어층

(5)으로 구성된 층들의 시퀀스를 형성하는 단계;

e) 상기 패터닝된 제어층(5)의 측벽들상의 상기 제 3 절연층(4)상에 프로그래밍 층(6A, 6B)을 형성하고 패터닝하는 단계;

f) 상기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 및 상기 패터닝된 제어층(5)을 마스크로서 사용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1)내에 소

스 영역(S)들 및 드레인 영역(D)들을 형성하는 단계;

g) 상기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을 마스크로서 사용하여 상기 제 2 절연층(2B), 상기 전하 저장층(3), 및 상기 제

3 절연층(4)을 패터닝하는 단계;

h) 상기 반도체 기판(1), 상기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 상기 패터닝된 제어층(5) 표면상에 제 4 절연층(7)을 형성

하는 단계;

i) 상기 소스 영역(S) 및 상기 드레인 영역(D)의 상기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의 일부분들 중 상호연결 영역들을

적어도 노출시키는 단계; 및

j) 상기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의 상기 프로그래밍 층(6A, 6B)을 접촉시키는 상기 노출된 상호연결 영역들내에

도전성 상호연결층(6AA, 6BB)을 형성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게이트 유전체는 단계 b)에서의 상기 제 1 절연층(2A)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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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폴리실리콘 층은 단계 c)에서의 제어층(5)으로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

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ONO 층들의 시퀀스는 단계 d)에서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단계 e)에서의 프로그래밍 층(6A, 6B)으로서 제 2 폴리실리콘 층을 증착하고 패터닝하기 위해 스페이서 방법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단계 f)에서의 상기 소스 및 상기 드레인 영역들(S, D)을 확산(diffusing-out)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온 주입 및 열적 후

처리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단계 g)에서 전하 저장 층 후퇴부들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층들의 시퀀스의 비등방성 건식 에칭, 및 적어도 상기 전하 저장

층(3)의 등방성 에칭-백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단계 h)에서 전하 저장 층 후퇴부들을 채우기 위해서 산화물 증착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단계 j)에서의 상호연결층(6AA, 6BB)으로서 제 3 폴리실리콘 층이 증착되고 평탄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

도체 저장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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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안으로 정보 아이템을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에 제 1 포지티브 기록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b) 상기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에 상기 제 1 포지티브 기록 전압보다 높은 제 2 포지티브 기록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및

c) SSI 조건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층(5)에, 각자의 내부 트랜지스터의 RMS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높은 제 3 포지티브 기

록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안으로 정보 아이템을 기록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내의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에 플로팅 전위를 인가하는 단계;

b) 상기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에 높은 제 1 삭제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및

c) 애벌런치 효과 상태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층(5)에, 각자의 내부 트랜지스터의 RMS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낮은 제 2

삭제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내의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내의 정보 아이템을 판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에 제 1 포지티브 판독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b) 상기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에 상기 제 1 판독 전압보다 작은 제 2 판독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및

c) 반전 리드아웃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층(5)에, 상기 제 1 판독 전압의 영역내에 있는 제 3 판독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내의 정보 아이템을 판독하는 방법.

청구항 18.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및 그와 관련된 제조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보가 소스에서의 전하 캐

리어 주입(charge carrier injection)에 의해 기록되는 비휘발성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nonvolatile dual-bit

split-gate storage cell)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를 들어, FLASH 메모리, EPROM, EEPROM, FPGA 등과 같은 공지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공급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우 작은 공간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데이터처리, 텔레커

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전자공학 및 보안 기술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더욱 더 성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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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상이한 저장 소자 형식들이 존재하며, 본 발명은 특히 소위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이러한 종래의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개략적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1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1)내의 소스 영역(S)과 드레인 영역(D) 사이에 위치된 채널 영역은 제 1 부분(I) 및 제 2 부분

(II)으로 분할(split)되고, 제어층(5)은 채널 위에 바로 형성되며, 제 1 부분내에서는 제 1 절연층(2A)에 의해 이로부터 분

리되는 반면, 제 2 부분내에서는 채널 영역 또는 반도체 기판(1) 위에만 간접적으로(indirectly) 각각 위치된다. 원하는 전

하-저장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채널 영역 또는 반도체 기판(1) 위에 각각 전하 저장층(3)이 형성되며, 제

2 부분(II)내의 제 2 절연층 또는 터널층(2B)에 의해 후속층(latter)과 절연(insulate)된다.

또한, 소위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SSI; source side injection)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 1에 따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

자는 전하 저장층(3)의 표면상에 본질적으로 형성되고 제 3 절연층(4)에 의해 후속층과 분리 또는 절연되는 프로그래밍 층

(6)을 가진다.

전하 저장층(3)안으로 전하 캐리어들을 프로그래밍 또는 주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층(6)에 연결된 프로그래밍 전극

(PG), 제어층(5)에 연결된 제어 전극(CG), 소스 영역(S)에 연결된 소스 라인(SL), 및 드레인 영역(D)에 연결된 비트 라인

(BL)은, 제 1 부분(I)과 제 2 부분(II) 사이의 전이부(transition)에서, 전기장이 채널 영역내에서 형성(build up)되는 방식

으로 연결되며, 이는 존재하는 높은 전위 구배(potential gradient)로 인해, 소스 영역(S)으로부터 오는 전자들이 전하 저

장층내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가속되는 진폭으로 구성된다. SSI(source side injection) 조건하에서의 이러한 프로그래밍

은, 드레인-측 전하 캐리어 주입에 요구되는 과도한 전기장에 비해 절연층상의 감소된 응력때문에 저장 소자들의 수명이

연장된다. 또한, SSI 조건하에서의 프로그래밍은 드레인-측 전하 캐리어 주입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그 결과 이러한 프

로그래밍에 요구되는 시간이 특히 단축되거나, 또는 동일한 프로그래밍 시간에 걸쳐, 채널 전류 및 그에 따른 전력 소비가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을 갖는 저장 소자들의 경우, 특히 작동 전압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을 갖는 이러한 저장 소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특히 3개의 별도의 제어층, 즉 전

하 저장층(3), 프로그래밍 층(6) 및 제어층(5)으로 인해 디자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추가 프로그래

밍 층(6), 및 높은 집적 밀도가 이러한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들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정도(limited extent)로 구현될 수

있는 자기-조정(self-adjustment)의 부재(lack)로 인한 것이다.

도 2는 또 다른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며, 여기서 본질적으로 소위 CHE(channel hot electron)

전하 캐리어 주입은 채널로부터의 핫 전하 캐리어(hot charge carrier)에 의해 드레인에서 발생한다.

도 2에 따르면, 이러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는 소스 영역(S), 드레인 영역(D), 및 중간 채널 영역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으

로 구성되며, 하전된(charged) 저장층(3)은 제 1 절연층(2)에 의해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고, 후속층과 분리되며, 또한 전

하 캐리어들을 저장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전하 저장층(3)의 표면상에는 또 다른 절연층(4)에 의해 전하 저장층(3)로부터

분리된 제어층(5)이 있다.

상술된 소스-측 전하 캐리어 주입을 갖는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과는 대조적으로, 이 비휘발성 저장 셀은 3개의 접촉 연결

부(contact connection), 즉 제어층(5)에 연결된 제어 전극(CG) 또는 워드 라인(WL), 소스 영역(S)을 연결하는 소스 라인

(SL) 및 드레인 영역을 연결하는 비트라인(BL)만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로, 이러한 저장 셀의 구조 및 제조가 상당히 단순

화되며, 특히 프로그래밍 층에 대한 접촉 연결부의 부재로 인해 증가된 집적 밀도가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휘발성 저장 셀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핫 전하 캐리어에 의한 CHE(채널 핫 일렉트론) 채널 주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리고 높은 작동 전압의 사용에 있다. 특히, 이들 높은 드레인 및 게이트 전압은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며, 프로그래밍이 본질적으로 브레이크다운 전압(breakdown voltage)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CHE 조건들하에서 전하 캐리어 주입을 구현하는 이러한 높은 전압은 추가 전압 공급 회

로로를 필요로 하며, 또한 절연층들상에는 매우 큰 응력이 인가된다.

도 3은 공지된 바와 같은, 예를 들어 공보된 문서 US 제 6,366,500호에 개시된, 2개의 비트를 저장하는 또 다른 종래의 비

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한다.

또한, 도 3에 따르면, 중간 채널 영역을 갖는 드레인 영역(D) 및 소스 영역(S)이 반도체 기판(1)내에 형성되며, 이 채널 영

역은 소스에서의 그리고 드레인에서의 제 1 부분(I) 및 2개의 제 2 부분(IIA, IIB)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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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널 영역의 표면상에는 각각 게이트 유전체로서 또는 터널 유전체로서 제 1 절연층이 있으며, 제어층(5)은 제 1 부

분(I)내의 제 1 절연층(2)의 표면상에 형성되고, 또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electrically conductive floating gate)로서

도핑된 필리콘을 가지는 드레인 측 전하 저장층(3A) 및 소스 측 전하 저장층(3B)은 각각의 경우에서 채널 영역의 2개의 제

2 부분(IIA, IIB)들내에 형성된다.

상기 언급된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 또는 SSI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절연층(4A, 4B)에 의해 각자의 전하 저

장층(3A, 3B)로부터 절연 또는 분리되는 각자의 드레인측 및 소스측 프로그래밍 층(6A, 6B)은 전하 저장층(3A, 3B)에 위

치된다.

이는 소스 측 전하 주입을 갖는 소위 듀얼-비트 스플릿 게이트 저장 셀을 제공하지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층(6A, 6B)으

로 인해 복잡성 및 공간 요건이 마찬가지로 증가된다.

도 4는 또 다른 종래의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도

1 내지 도 3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또는 해당 소자들을 나타내며, 이하 반복되는 서술내용은 생략한다.

도 4에 따르면, 2개의 저장 상태, 즉 2개의 비트를 전하 저장층(3A, 3B)내의 드레인에 그리고 소스에 저장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저장 소자는 전하 저장층으로서 비도전성 실리콘 질화물 층을 이용한다. 공지된, 예를 들어 공보된 문서 US 제

5,408,115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는 조정가능한 SSI 조건으로 인해 유익한 또는 낮은 프로그래

밍 전압이 실현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저장 소자를 얻는데 소요되는 공간 및 복잡성은 매우 높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 및 그와 관련된 제조 및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기초하며, 이

로 인해 유익한 프로그래밍 조건들로 단순화된 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목적은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에 관한 청구항 제 1항의 특징들에 의해, 제조 방법에 관한 청구항

제 7 항의 수단(measures)에 의해, 그리고 제어 방법에 관한 청구항 제 16 항 내지 제 제 17 항의 수단에 의해 달성된다.

특히, 이는 공간 요건이 보다 적은 보다 단순한 구조체가 얻어지는 드레인 영역 또는 소스 영역에 프로그램 층을 전기적으

로 연결하는 상호연결층(interconnect layer)의 사용에 의해 달성되며, 작동 전압은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으로 인해 여

전이 낮다.

전하 저장층은 집적 밀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예를 들어 Si3N4 또는 ZrO2 층과 같은 비도전성 절연층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채널 영역의 제 2 부분은 소스 측 및 드레인 측 부분으로 분리되고, 전하 저장층, 프로그래밍 층, 및 상호연

결층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소스 측 및 드레인 측 전하 저장층, 프로그래밍 층, 및 상호연결층으로 분할되며, 그 결과 간단

한 방법으로 소위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이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 따라, 패터닝된 제어층 및 반도체 기판의 표면상에 제 2 절연층, 전하 저장층 및 제 3 절연층으로 구성되는 층

들의 시퀀스(sequence)를 형성함으로써, 각자의 프로그래밍 층들을 형성하고 패터닝하는 후속 스페이서 방법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간단한 또한 비용 절감적인 방식으로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요소가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제어 방법에 따라, 대응하는 기록 전압이 소스 측 및 드레인 측 상호연결 층들에 인가되며, SSI(source side

injection) 조건을 생성하여 낮은 기록 작동 전압을 실현하는, 저장 셀내로의 정보의 기록을 구현하는 저장층이 얻어질 수

있다.

한편,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 및 제어층에 삭제 전압이 인가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애벌런치 효

과(avalanche effect) 상태가 채널내에 생기게 되고 또한 비교적 낮은 작동 전류가 소요된다.

정보 아이템을 리드 아웃(read out)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판독 전압은 바람직하게는 소위 반전 리드아웃 조건(reverse

readout condition)이 저장 요소내에 얻어지는 방식으로 소스 측 및 드레인 측 상호연결 층들에 그리고 제어층에 인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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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본 발명에 따른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제어 조건들은 각자의 프로그래밍 층들을 위한

별도의 연결부 없이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유익한 실시예들은 종속항에서 특징지어진다.

이하, 예시적인 실시예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은 소스 및 드레인 측 영역내에 2개의 메모리 상태를 저장하는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를 설명하

지만, 원칙적으로는 단일 상태만을 저장하는 대응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들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도면들에 도

시된 저장 소자의 대칭으로 인해,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이 동등(equivalent)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응

하여 상호변경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는 소스 측 및 드레인 측 층들에 적용되며, 여기서 각자의 연결 전위

(connection potential)들만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며, 도 1 내지 도 4에서와 마찬가

지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층들을 나타내는 동일한 참조 부호들 및 반복되는 서술내용은 이하 생략한다.

도 5에 따르면, 바람직하게는 실리콘 반도체 기판을 가지는 반도체 기판(1)내에 소스 영역(S), 드레인 영역(D), 및 중간 채

널 영역이 형성되며, 이 구조체는 예를 들어 PMOS 또는 NMOS 트랜지스터 구조체에 대응하고 또한 대응하는 p- 및 n-형

도핑들을 가진다. 소위 스플릿 게이트 영역을 얻기 위해서, 채널 영역은 상기 채널 영역의 중심 영역내에 본질적으로 위치

된 제 1 부분(I) 및 상기 채널 영역의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영역내의 상기 제 1 부분(I)에 인접하고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으로 연장된 2개의 제 2 부분(IIA, IIB)을 가진다.

도 5에 따르면, 제 1 절연층(2A)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절연되는 도전성 제어층(5)이 채널 영역의 제 1 부분(I)상에 형

성된다. 제어층(5)은, 예를 들어 고도로 도핑된(highly doped) 폴리실리콘 층, 게이트 유전체를 나타내는 그리고 바람직하

게는 SiO2를 나타내는 제 1 절연층(2A)으로 구성된다. 한편, 채널 영역의 2개의 제 2 부분(IIA, IIB)상에는, 제 2 절연층

(2BA, 2BB)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 또는 절연되는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전하 저장층(3A, 3B)이 각각의 경우에

서 위치되고, 제 2 절연층(2BA, 2BB) 또한 제 1 절연층(2)과 동일할 수 있다.

전하 저장층들은, 예를 들어 실리콘 질화물 층과 같은 비도전성 절연층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해 얇은 층

두께가 실현되고 또한 유익한 전하 보유 특성 및 절연 특성을 각각 갖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ZrO2, HFO2

와 같은 여타의 절연 층들 또는 종래의 도전성 플로팅-게이트 층들이 전하 저장층(3A, 3B)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전하 저장층(3A, 3B)의 영역내에는 도전성 프로그래밍 층(6A, 6B)이 드레인에 또는 소스에 형

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경우에서 제 3 절연층(4A, 4B)(예를 들어, SiO2)에 의해 전하 저장층(3A, 3B)로부터 분리 또

는 절연된다.

하지만, 종래 기술과는 달리, 이들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A, 6B)들은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과 따

로 제어될 수 없지만, 드레인 측상에서 또한 소스 측 상에서 각자의 상호연결층(6AA, 6BB)을 통해 서로에 대해 직접 전기

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특히 종래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전극(PG)에 대한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연결 접촉부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소스 영역(S) 및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B)을 프로그래밍 전극(PG)에 연결시키는 오직 하나의

소스 라인(SL), 및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을 통해 드레인 영역(D) 및 드레인 측 프로그래밍 층(6A)을 동시에 연결시

키는 1개의 비트라인(BL)이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제어층(5)을 연결시키기 위해 제어 전극(CG) 또는 워드 라인(WL)이 사

용된다.

이에 따라, 집적화된 저장 소자에 대해 공간 요건이 더욱 감소된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이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유익

한 또는 낮은 작동 전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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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연층(4A, 4B)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예를 들어 2개의 제 2 부분(IIA, IIB)에서의 층들의 시퀀스에 대해 소위

ONO(산화물/질화물/산화물) 층들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 SiO2와 같은 산화물 층들이 바람직하며, 이는 그 밴드 구조(band

structure)로 인해 우수한 절연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제어층(5)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층(6A, 6B) 및 그와 관련된 상호연결층(6AA, 6BB)은 통상의 물질

(standard material)을 사용함으로써 현저하게 간단한 프로세싱을 제공함에 따라 저렴한 저장 소자를 제공하는 다량 도핑

된(heavily doped) 폴리실리콘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실리콘 이산화물로 구성된 제 4 절연층(7)은 제어층(5) 및 프로그래밍 층들 및 상호연결층들을 절연시키기 위해 사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 제 4 절연층은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제 4 부분 절연층(7A, 7B)으로서, 특히 상호연결층

들(6AA, 6BB)에 대해 전하 저장층의 개선된 절연을 제공하는 적어도 전하 저장층(3A, 3B)의 표면에 인접한 후퇴부내에

위치될 수 있다. 상기 표면에 인접한 후퇴부는 상기 절연층(7)이 증착(deposit)되기 이전에 등방성 에칭(isotropic

etching)에 의해 얻어진다.

하지만, 이 제 4 부분 절연층(7A, 7B)은 생략될 수도 있는데, 특히 절연성 전하 저장층(3A, 3B)이 사용되는 경우, 주입된

전하 캐리어들은 본질적으로 상기 부분(I 내지 IIA 또는 IIB)들의 전이부에서 전하 저장층(3A)내에 삽입되기 때문에, 전하

저장층내에는 본질적으로 이들 전하 캐리어들의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구조체 및 감소된 공간 요건을 갖는 유익한 작동 전압을 나타내는 SSI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들이 얻

어진다.

도 6a 내지 도 6g는 본 발명에 따른 SSI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제조에 있어 본질적인 방법 단계들을 예시하는 개략적

인 단면도를 도시하며, 도 5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층들 또는 소자들을 나타내는 동일한 참조 부호들 및

반복되는 서술내용은 이하 생략된다.

도 6a에 따르면, 먼저 반도체 기판(1)이 준비되고, 활성 영역들이 정의되며, 이는 예를 들어 트렌치 절연부(trench

isolation)들 또는 대응하는 웰 도핑(well doping)에 의해 수행된다. 반도체 기판(1)의 표면상에는, 저장 요소의 게이트 유

전체로서 제 1 절연층(2A)이 먼저 형성되고, 실리콘 반도체 기판의 경우 게이트 산화물 층으로서 실리콘 이산화물 층이 사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 기판(1) 및 제 1 절연층(2A)용으로 여타의 반도체 물질 및 여타의 게이트 유전체가 사용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후속하여, 도전성 제어층(5)은 예를 들어 증착 공정에 의해 제 1 절연층(2A)의 표면상에 형성되며, 도 6a에 도시된

단면도가 얻어지는 방식으로 패터닝된다. 다량 도핑된 폴리실리콘 층이 제어층(5)으로서 증착되고 소위 게이트를 형성하

는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에 의해 패터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b에 따르면, 제 1 절연층(2A) 또한 후속 단계에서 또는 제어층(5)의 패터닝과 동시에 패터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제 1 절연층(2A)만이 게이트 유전체로서 제어층(5) 아래에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패터닝 또한 생략될 수 있다.

이에 후속하여, 제 2 절연층(2B), 전하 저장층(3), 및 제 3 절연층(4)으로 구성된 층들의 시퀀스가 반도체 기판(1)의 표면

상에, 또는 제 1 절연층(2A) 및 패터닝된 제어층(5)의 표면상에 각각 형성되고, 바람직하게는 이 공정에서 ONO(산화물/질

화물/산화물) 층들의 시퀀스가 전체 면적상에 증착되며, 전하 저장층(3)으로서 실리콘 질화물 층이 사용된다. 또한, 대안례

로서, 예를 들어 ZrO2와 같은 또 다른 절연성 전하 저장층 또는 도전성 전하 저장층이 전하 저장층(3)으로서 증착될 수 있

다. 특히, 제 1 절연층(2A)이 에칭 백(etch back)되고 도시된 층들의 ONO 시퀀스가 형성되는 경우, 단순화된 과정

(procedure)을 갖는 높은 집적 밀도를 제공하는 특히 유익한 층들의 시퀀스가 얻어진다.

후속 방법 단계에서, 도 6c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층이 전체 면적상에 먼저 증착되고, 프로그래밍 층(6A, 6B)이 대응하는

ONO 층들의 시퀀스 또는 패터닝된 제어층(5)의 측벽들상의 드레인에서 또한 소스에서 각각 얻어지는 방식으로 패터닝딘

다. 이 공정 시, 프로그래밍 층(6A, 6B)을 형성하기 위해 소위 스페이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로그래밍 층

으로서 제 2 폴리실리콘 층이 먼저 컨포멀하게(conformally), 즉 동일한 두께로 증착되며, 그 후 비등방성으로 에칭 백되

므로, 그 결과로 프로그래밍 층(6A, 6B)은 제어층(5)의 측벽들상에서 스페이서들의 형태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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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층(2B), 전하 저장층(3) 및 제 3 절연층(4) 위에 있는 패터닝된 제어층(5) 및 이들 패터닝된 프로그래밍층들 또는

스페이서들(6A 및 6B)을 이용함으로써,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이 자기-정렬 방식(self-aligning manner)으로

반도체 기판(1)내에 형성된다.

이 공정 중에, 예를 들어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이 수행되며, 각자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확산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열 후처리(thermal posttreatment)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런 후, 방해(disturb)되는 여하한의 결정 격자들을 재구성하

기 위해 어닐링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후속 방법 단계에서, 도 6d에 따르면, 제 2 절연층(2B), 전하 저장층(3) 및 제 3 절연층(4)으로 구성된 층들의 시퀀스는, 제

어층(5)과 반도체 기판(1) 둘 모두, 또는 각각, 소스 및 드레인 영역(S 및 D)이 노출되도록 스페이서들 또는 패터닝된 프로

그래밍 층(6A, 6B)을 이용하여 패터닝된다.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이 노출을 위해, 소위 ONO 건식 에칭 방법이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제 2 절연층(2BA, 2BB),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전하 저장층(3A, 3B), 및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제 3 절연층(4A, 4B)을 구성하는 층들의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시퀀스를 제공한다.

이 때에, 적어도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전하 저장층(3A, 3B)의 또 다른 에칭 백은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 아래의

표면에 가까운 후퇴부를 적어도 형성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절연 특성 또는 누설 전류 특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게 한다. 이 공정에서, 질화물 에칭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속 방법 단계에서, 도 6e에 따르면, 제 4 절연층(7)이 반도체 기판(1) 및 패터닝된 프로그래밍 층(6A, 6B) 및 패터닝된

제어층(5)의 표면상에 형성되며, 또한 이 동안에 에칭 백된 곳들 또는 선택적 백에칭(backetching) 단계에서 적어도 전하

저장층에 생성된 후퇴부들이 각각 채워진다. 선택적으로 형성된 전하 저장층 후퇴부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등방성

백에칭 방법으로, 예를 들어 CVD 산화물 증착이 수행된다.

후속 방법 단계에서, 도 6F에 따르면,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이 노출되며, 또한 그동안에 패터닝된 드레인 측 및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A, 6B)의 적어도 일부분들이 상호연결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해 노출된다. 이 공정 중에, 접촉 개

구부 또는 홀을 형성하는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에 후속하여 비등방성 건식 에칭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도 6g에 따르면, 도전성 상호연결층이, 예를 들어 드레인 측 프로그래밍층(6A) 및 드레인 영역(D), 및 소스 측 프

로그래밍 층(6B) 및 소스 영역(S)을 접촉시키는 접촉 개구부와 같은 노출된 상호연결 영역들내에 형성된다. 이 공정 중에

제 3 폴리실리콘 층이 도전성 상호연결층으로서 증착되고 제 4 절연층(7)까지 평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 및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을 유도한다. 평탄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CMP(화학적 기계적 폴리

싱) 방법이 수행되며 이는 제 4 절연층(7)상에서 정지된다.

이 방식으로, 작은 영역 요건 및 단순한 구조체를 가지는 SSI 스플릿-게이트 저장 셀이 표준 방법(standard method)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후, 도 5를 다시 참조하여 제어 방법 및 본 발명에 따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서술되는데, 우측

절반에서는 상태 또는 정보 아이템을 기록, 삭제 또는 판독하는 조건들만이 정의되며, 대응하는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 이

에 대응하여 상태의 기록, 삭제 또는 판독은 저장 소자의 좌측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저장 소자의 대칭으로 인해,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은 동등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호변경가능하다.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내에 정보 아이템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는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SSI)에 의해 저장 소자를 프

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저장 소자의 우측에 관한 상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소스 라인(SL)에서의 전위, 또는 소스 영

역(S) 및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B) 각각이 포지티브(positive)이어야만 한다. 더욱 정확하게는, 이에 따라, 제 1 포지티

브 기록 전압이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에 인가되는데, 예를 들어 VSL = 2V인 제 1 기록 전압이 인가된다. 드레인 측 전

압 또는 각자의 드레인 측 프로그래밍 층(6A) 및 드레인 영역(D)에서의 전압은 제 1 포지티브 기록 전압 또는 각각의 소스

영역(S) 및 소스 측 프로그래밍 층(6B)에서의 전압보다 훨씬 더 높아야만 하며, 예를 들어 제 2 기록 전압으로서 VPG = 6V

의 전압을 가진다. 그 후, 각자의 내부 트랜지스터의 RMS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다소 높은 제 3 포지티브 기록 전압이 상술

된 SSI(소스 측 주입)을 발생시키는 제어층(5)에 인가되어야만 하며, 예를 들어 저장 소자의 "내부"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

드 전압(VT)이 1V인 경우, VCG = 1.5V의 전압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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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드레인 측 전하 저장층(3A)내에 소스 측 전하 캐리어 주입이 실행될 수 있으며, 각자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

을 갖는 프로그래밍 층들의 직접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작동 전압이 이에 대응하여 낮다.

비교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따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우측 절반내의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기 위해서, 소스 측 상

호연결층(6BB)에는 플로팅 전위가 인가되는 반면,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에는, 예를 들어 VPG = 8V의 높은 제 1 삭

제 전압이 인가되며, 그 결과로 드레인에서의 애벌런치 효과에 의해 드레인 영역의 곡안 전하 지역내에 핫 홀들이 생성되

고 드레인 측 전하 저장 층(3A)내에 삽입된다. 삭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내부"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

드보다 낮은 제 2 삭제 전압이 제어층(5)에 인가될 수 있으며, 네거티브 전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우측 절반내의 정보 아이템을 판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VSL = 3V의 제 1 포지티브 판독 전

압이 소스 측 상호연결층(6BB)에 인가되는 반면, 상기 제 1 판독 전압보다 충분히 작고, 또한 예를 들어 VPG = 0V인 제 2

판독 전압이 드레인 측 상호연결층(6AA)에 인가된다. 바람직하게는, 반전 리드아웃 조건을 생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VCG = 2 내지 5V의 제 1 판독 전압의 영역내의 제 3 판독 전압이 제어층(5)에 인가된다. 반전 리드아웃 조건에 관하여, 소

스 및 드레인이 상호변경되고, 그리고 도 5의 소스에서, 즉 드레인에서 현재 캡처(now capture)된 전하가 도 5의 드레인에

서, 즉 소스에서 캡처된 전하보다 판독 전류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전하가 포지티브 드레인 전

압에 의해 커버(cover)될 지라도, 결과적인 판독 전류에 미미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본 발명에 따른 단락된

(short-circuited) 상호연결층을 갖는 소스 영역들 및 드레인 영역들을 갖는 저장 소자내에서 상태들이 충분히 정확하게

판독될 수 있는 이유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관련된 채널 섹션이 공핍(deplete)되고 또한 각각 네거티브하게 하전된 전하

저장층(3A 또는 3B)을 갖는 높은 임피던스를 요구하며, 이는 한 편상에 감소된 판독 전류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상에는,

관련된 채널 섹션이 포지티브하게 하전된 전하 저장층(홀들)을 갖는 낮은 임피던스를 요구하며, 이는 증가된 판독 전압을

유도한다.

본 발명은 2개의 상태를 저장하는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를 수단으로 하여 상술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제

한되지 않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단지 1개의 저장 상태를 갖는 비휘발성 반도체 저장 소자를 나타낼 수 있다. 더욱이, 도핑

된 폴리실리콘 층들은 도전성 층들용 물질들로서 서술되었지만, 대안적인 물질들, 특히 금속성 물질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절연층용으로 및 반도체 기판용으로 대안적인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종래 기술에 따른 또 다른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요소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 및

도 6a 및 도 6g는 도 5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듀얼-비트 스플릿-게이트 저장 요소의 제조에 있어 본질적인 방법 단계들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참조 부호 목록

1 반도체 기판

2, 2A 제 1 절연층

3, 3A, 3B 전하 저장층

2B, 3BA, 3BB 제 2 절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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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A, 4B 제 3 절연층

5 제어층

6A, 6B 프로그래밍 층

7, 7A, 7B 제 4 절연층

6AA, 6BB 상호연결층

S 소스 영역

D 드레인 영역

I 제 1 부분

II, IIA, IIB 제 2 부분

SL 소스 라인

CG 제어 전극

PG 프로그래밍 전극

WL 워드 라인

BL 비트 라인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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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675194

- 13 -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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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e

도면6f

도면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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