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27/115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2월26일

10-0660074

2006년12월14일

(21) 출원번호 10-2004-0080382 (65) 공개번호 10-2005-0035096

(22) 출원일자 2004년10월08일 (43) 공개일자 2005년04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0월08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352663 2003년10월10일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일본국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72) 발명자 아라이후미따까

일본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지적재산부 내

마쯔나가야스히꼬

일본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지적재산부 내

사꾸마마꼬또

일본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지적재산부 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관 : 박근오

전체 청구항 수 : 총 17 항

(54)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를 갖는 ＭＯＳ 트랜지스터를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57) 요약

반도체 기억 장치는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와 측벽 절연막을 포함한다. 제1 MOS 트랜지스터는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다. 제2 반도체층은 제

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제2 MOS 트랜지스터

는 전하 축적층과,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다. 제2 MOS 트랜지스터는 제1 MOS 트랜지스터에 인

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며, 상기 전하 축적층에는, FN 터널링에 의하

여 전자가 주입된다. 측벽 절연막은, 제1 M0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다.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적

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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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간격의 1/2보다도 크다.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에는 실리사이드

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비트선은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며, 소스선은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제2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

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됨-,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및 드레인 영

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

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며,

상기 전하 축적층에는 FN 터널링에 의하여 전자가 주입됨-,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

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

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 영역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음-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된 비트선, 및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 소스선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

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면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 게이트가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워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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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2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셀렉트 게이트

선,

상기 비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

상기 워드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1 로우 디코더, 및

상기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2 로우 디코더

를 더 포함하며,

상기 비트선은, 동일 열에 있는 상기 메모리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공통 접속하고,

상기 소스선은 복수의 상기 소스 영역을 공통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로직 회로는, 단층 게이트 구조의 게이트 전극과, 표면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갖는 제3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단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제1, 제2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

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됨-,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및 드레인 영

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

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며,

상기 전하 축적층에는, FN 터널링에 의하여 전자가 주입됨-, 및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상기 측벽 절연막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을 매립하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 영역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음-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된 비트선, 및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 소스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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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상의 전면은, 상기 측벽 절연막에 의

해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

지스트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면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 게이트가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워드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2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셀렉트 게이트

선,

상기 비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

상기 워드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1 로우 디코더, 및

상기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2 로우 디코더

를 더 포함하며,

상기 비트선은, 동일 열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공통접속하고,

상기 소스선은, 복수의 상기 소스 영역을 공통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로직 회로는, 단층 게이트 구조의 게이트 전극과, 표면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갖는 제3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단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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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제2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 사이가 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됨-,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

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됨-,

제3, 제4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

한 제3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

스 영역이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됨-, 및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

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

기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드레인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상기 제2, 제3 MOS 트랜

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보다도 크고, 또한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

보다도 크며,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

의 소스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면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

동일 열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공통 접속하는 비트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 게이트가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워드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2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제1 셀렉트 게

이트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4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제2 셀렉트 게

이트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을 공통 접속하는 소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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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

상기 워드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1 로우 디코더, 및

상기 제1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 및 제2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2 로우 디코더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로직 회로는, 단층 게이트 구조의 게이트 전극과, 표면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갖는 제4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4 MOS 트랜지스터의 단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4.

제1, 제2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

한 제1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됨-,

제3, 제4 반도체층을 갖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다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

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됨-,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복수의 제3 MOS 트랜지스터-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과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사이에 직렬 접속됨-, 및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드레인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인접하는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

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며,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상기 제

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

성되지 않음-

을 포함하며,

인접하는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는, 인접하는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 및 인접하는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보다 작고,

인접하는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 및 인접하는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끼

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드레인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

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두께,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

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두께의 2배의 값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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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의 표면은,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면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NAND 셀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

동일 열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을 공통 접속하는 비트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어 게이트가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워드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2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제1 셀렉트 게

이트선,

동일 행에 있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제4 반도체층이 공통 접속되어 형성된 제2 셀렉트 게

이트선,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을 공통 접속하는 소스선,

상기 비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

상기 워드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1 로우 디코더, 및

상기 제1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 및 제2 셀렉트 게이트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2 로우 디코더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로직 회로는, 단층 게이트 구조의 게이트 전극과, 표면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갖는 제4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4 MOS 트랜지스터의 단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기억 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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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플로팅 게이트와 컨트롤 게이트를 갖는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로서, NOR형 플래시 메모리나 NAND형 플래시 메모리가 알려져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NOR형 플래시 메모리와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양자의 장점을 겸하여 구비한 플래시 메모리가 제안되어 있

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는, 예를 들면 Wei-Hua Liu저, "A 2-Transistor Source select(2TS) Flash EEPROM for

1.8V-Only Application,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Workshop 4.1, 1997년 등에 기재되어 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2개의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메모리 셀에서는, 불휘발성 기억부로

서 기능하는 한쪽의 MOS 트랜지스터가, 컨트롤 게이트와 부유 게이트를 구비한 구조를 갖고, 비트선에 접속되어 있다. 다

른 쪽의 MOS 트랜지스터는 소스선에 접속되고, 메모리 셀의 선택용으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이면, 살리사이드 구조를 채용한 경우에, 불필요한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고, 동작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제1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드레

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MOS 트랜지

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

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

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

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 영역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제2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드레

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MOS 트랜지

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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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측벽 절연막은,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을 매립하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소스 영역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3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

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제3, 제4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3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

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

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

기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드레인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상기 제2, 제3 MOS 트랜

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보다도 크고, 또한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 간격의 1/2

보다도 크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4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

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제3, 제4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3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에 인접하여 형성되

고, 소스 영역이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상기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측벽 절연막은, 상기 제1, 제

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 및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을 매립하

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

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5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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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제4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복수의 제3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과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사이에 직렬 접속되고,

상기 제1,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에

있어서의, 드레인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 및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에 있어서의, 소스 영역에 면하는 측벽에 형성된 상기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는, 인접하는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

의 상기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상기 제

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

성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6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1, 제2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드레인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2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제1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2 반도체층은, 상기 제1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제1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제3, 제4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와, 소스 영역의 표면 내 및 상기 제4 반도체층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

비한 제2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4 반도체층은, 상기 제3 반도체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

기 제3 반도체층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하 축적층과, 상기 전하 축적층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 게이트, 및 상기

제어 게이트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을 구비한 복수의 제3 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과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의 사이에 직렬 접속되고,

상기 제1 내지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 상기 측벽 절연막은, 인접하는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끼리의 상기 적층 게이트 사이, 상기 제1,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 상기 제2,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을 매립하고, 상기 제1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상기 제2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제3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상기 구성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따르면,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따라서, 측벽 절연막 형성 후의 살리사이드 공정에 있어서,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하여 도 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 따른 시

스템 LSI의 블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LSI(1)은 플래시 메모리(2) 및 로직 회로(3)를 구비하고 있다.

도 2는 플래시 메모리(2)의 블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2)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컬럼 디코더(11),

감지 증폭기(12), 제1 로우 디코더(13), 제2 로우 디코더(14), 및 소스선 드라이버(15)를 구비하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개((m+1)×(n+1)개, 단 m, n은 자연수)의 메모리 셀 MC를 갖고

있다. 메모리 셀 MC 각각은 상호 전류 경로가 직렬 접속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를 갖고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부유 게이트와, 부유 게이트 상에 게이

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컨트롤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이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열 방향에서 인접하는 메모리 셀 MC끼리

는,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 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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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에 있는 메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제어 게이트는, 워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에 공통 접

속되고, 동일 행에 있는 메모리 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게이트는,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 중 어느 하나에 접속

되어 있다. 또한, 동일 열에 있는 메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은, 비트선 BL0∼BLn 중 어느 하나

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메모리 셀 MC의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는 소스선 SL에 공통 접속되고, 소스선 드라

이버(15)에 접속되어 있다.

컬럼 디코더(11)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컬럼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를 얻는다. 그리고, 컬럼 어드레스 디코

드 신호에 기초하여, 비트선 BL0∼BLn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제1, 제2 로우 디코더(13, 14)는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로우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를 얻는다. 그리고, 제1 로

우 디코더(13)는 기입 시에 워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제2 로우 디코더(14)는 판독 시에 있어서, 셀렉

트 게이트선 SG0∼SG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감지 증폭기(12)는 제2 로우 디코더(14) 및 컬럼 디코더(11)에 의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 MC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증폭

한다.

소스선 드라이버(15)는 판독 시에 있어서, 소스선 SL에 전압을 공급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평면 패턴에 대하여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일부 영

역의 평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 내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소자 영역 AA가, 제1 방향에 직교하는

제2 방향을 따라서 복수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수의 소자 영역 AA를 걸치도록 하여,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

상의 워드선 WL0∼WLm 및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역 AA

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가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마다 분리된 부유 게이트(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접하는 메모리 셀 MC끼리는, 셀렉트 게이트선 SG 또는 워드선 WL끼리 인접하고 있다. 또한, 8열의

소자 영역 AA를 소자 영역군 AAG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인접하는 소자 영역군 AAG 사이에 있어서, 1열의 소자 영

역 AA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스티치 영역 SA1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소자 영역군 AAG 내에 형성되는 메모리 셀 MC는

데이터의 기억용으로서 이용된다. 스티치 영역 SA1 내의 메모리 셀 MC는 더미의 메모리 셀이며, 데이터의 기억용으로서

는 이용되지 않는다. 스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은, 그 일부가 광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영역을, 이후 션트 영역 SA2라고 부르기로 한다. 선택 트랜지스터 ST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마찬가지로 제어 게

이트 및 부유 게이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달리, 부유 게이트는, 제2 방향을 따라서 인접하는

선택 트랜지스터 ST끼리 공통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스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게이트간 절연막에 형성된 컨택트홀

CH1에 의해,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부유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하는 셀렉트 게이트선 SG 사이(SG0∼SG1 사이, SG2∼SG3 사이, …)에는, 각각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

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0)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0)은 소스선의 일부로 되는 것이다. 금속 배선층(20)의 길이

방향(제2 방향)은 스티치 영역 SA1에서 분리되어 있다. 즉, 소자 영역군 AAG마다 독립된 형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금속

배선층(20)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과 컨택트 플러그 CP1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또, 각 금속 배선층(20)은 도

시하지 않은 영역에서 공통 접속되고, 또한 소스선 드라이버(15)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소자 영역군 AAG 내에서는, 소자 영역 AA 상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1)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1)은 비트선 BL0∼BLn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컨택트 플러그 CP2에 의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과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금속 배선층(22)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2)은 1조의 워드선 및 셀

렉트 게이트선마다(WL0과 SG1의 1조, WL1과 SG1의 1조, …마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하지 않은 컨택트 플러그

에 의해서, 대응하는 셀렉트 게이트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각 금속 배선층(22)은 셀렉트 게이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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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SGm의 션트 배선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금속 배선층(22)은, 워드선 WL의 중앙부와, 해당 워드선 WL에 대응하는

셀렉트 게이트선 SG의 중앙부의 사이의 영역에 형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메모리 셀 MC의 중앙부를 통과한다. 따라

서, 복수의 금속 배선층(22)은 제1 방향을 따르는 서로의 간격이, 등간격으로 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도 3에서의 4-4'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

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의 소자 영역 AA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30)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

랜지스터 ST의 게이트 전극은,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1), 다결정 실리콘층(31) 상에 형성된 게

이트간 절연막(32), 게이트간 절연막(32)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3) 상에 형성된 실리사

이드층(34)을 갖고 있다. 게이트간 절연막(32)은,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 또는 실리콘 산화막과 실리콘 질화막의 적층

구조인 ON막, NO막, 또는 ONO막으로 형성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

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상호 분리되어 있고, 부유 게이트로서 기능한다. 또한, 다결정 실리콘층(33)은 컨트롤

게이트(워드선 WL)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층(33)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공

통 접속되어 있다. 선택 트랜지스터 ST에서는 션트 영역에서 게이트간 절연막(32)의 일부가 제거되어 있고, 다결정 실리

콘층(31, 33)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이 셀렉트 게이트선 SG로서 기능한다. 선택

트랜지스터 S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통 접속되어 있다. 즉,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같이, 부유 게이트가 셀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MC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

고 형성되어 있다. 즉, 인접하는 메모리 셀 MC, MC는 상호 선택 트랜지스터 ST끼리, 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끼리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것끼리는 불순물 확산층(34)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하는 2개의 메모리 셀 MC, MC

는, 선택 트랜지스터 ST끼리 인접하는 경우에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 ST가 공유하는 불순물 확산층(34)을 중심으

로 하여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끼리 인접하는 경우에는, 2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MT가 공유하는 불순물 확산층(34)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하는 게이트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체 기판(100) 표면 내에는,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불순물

확산층(35)이 형성되어 있다. 불순물 확산층(35)은 인접하는 트랜지스터끼리에서 공용되고 있다. 즉, 인접하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는 2개

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

다. 또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

(35) 표면 내,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35)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35)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

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적층 게이트)의 측면에는, 측벽 절연막(37)이 형성되어

있다. 측벽 절연막(37)은 적층 게이트의 소스 영역(35)에 면하는 측 및 드레인 영역(35)에 면하는 측의 양방에 형성되어 있

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매

립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의 상면은, 측벽 절연

막(37)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를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

막(38)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38) 내에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 ST가 공유하는 불순물 확산층(소스 영역)

(35) 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36)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컨택

트 플러그 CP1에 접속되는 금속 배선층(20)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0)은 소스선 SL로서 기능한다. 또한, 층간 절

연막(38) 내에는, 2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MT가 공유하는 불순물 확산층(드레인 영역)(35) 내에 형성된 실리사

이드층(36)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3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컨택트 플러그 CP3에 접속되

는 금속 배선층(39)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금속 배선층(20, 39)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0)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

(40) 내에는 금속 배선층(39)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4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0) 상에는 복수의 컨택

트 플러그 CP4에 공통으로 접속된 금속 배선층(21)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1)은 비트선 BL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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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절연막(40) 상에는 금속 배선층(21)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1)

상에는 금속 배선층(22)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2)은 스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실리사

이드층(34)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1) 상에는 금속 배선층(22)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2)이 형

성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사이의 거리와,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도 5는 도 4의 확대도로, 특히 메모리 셀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적층 게이트간 거리를 F1, 측벽 절연막 두께를 d1로 하면, 양자간에는 F1<2·d1인 관

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1/2인 관계가 있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

터 ST의 소스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35)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실리사이드층(36)의 막 두께분만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한편,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메

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 평면 상에 존재한다.

다음으로, 다시 도 4를 이용하여 로직 회로(3)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로직 회로(3) 내에 형성된 MOS 트랜

지스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의 소자 영역 AA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50)을 개재하여,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 전극(51)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전극(51)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나 선택 트랜지스터 ST와 달리, 단층 게이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게이트 전극(51) 상에는 실리사이드층(52)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게이트 전극(51)의 측벽에는

측벽 절연막(53)이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 기판(100) 표면 내에는,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불순물 확산층(54)이

형성되어 있다. 불순물 확산층(54)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55)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상기 MOS 트랜지스터를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38)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

막(38) 내에는 실리사이드층(55)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5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컨택트

플러그 CP5에 접속되는 금속 배선층(56)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금속 배선층(56)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0)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0) 내에는 금속 배선층(56)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6이 형성

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0) 상에는 컨택트 플러그 CP6에 접속된 금속 배선층(57)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층간 절

연막(40) 상에는 층간 절연막(41, 42)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플래시 메모리(2)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입 동작>

데이터의 기입은 어느 하나의 워드선에 접속된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일괄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 MT의 부유 게이트에 전자를 주입할지 여부로 "0" 데이터, "1" 데이터를 구별하여 기입한다. 전자의 부유 게이트에의 주

입은, Fowler-Nordheim(FN) 터널링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하, 기입 동작의 상세에 대하여,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에 있어서, 도시하지 않은 I/O 단자로부터 기입 데이터("1", "0")가 입력된다. 그리고, 해당 기입 데이터가, 비트

선마다 마련된 래치 회로(도시하지 않음)의 각각에 입력된다. 래치 회로에 "1" 데이터가 저장되면, 비트선에는 0V가 공급

되고, 반대로 "0" 데이터가 저장되면, 비트선에는 VBB(-8V)가 공급된다.

그리고, 제1 로우 디코더(13)가 워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제1 로우 디코더(13)는 Vpp(예를

들면 12V)를 선택 워드선에 공급한다. 또한, 제2 로우 디코더(14)는 VBB(-8V)를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에 공급한

다. 따라서, 모든 선택 트랜지스터 ST는 오프 상태로 된다. 따라서, 선택 트랜지스터 ST와 소스선 SL은 전기적으로 분리

된다. 또한 메모리 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전위도 VBB(-8V)로 된다.

상기의 결과, "1" 데이터 또는 "0" 데이터에 대응하는 전위가, 비트선 BL0∼BLn을 통하여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

레인 영역에 공급된다. 그렇게 하면, 선택 워드선 WL에는 Vpp(12V)이 인가되고, "1"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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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에는 0V가 인가되고, "0"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

에는 VBB(-8V)가 인가된다. 따라서, "1"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게이트·드레인 사이

의 전위차(12V)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 게이트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마이너스의

임계값을 보유한다. 한편, "0"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게이트·드레인 사이의 전위차

(20V)가 크기 때문에,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FN 터널링에 의해서 주입된다. 그 결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임계값

은 플러스로 변화한다.

<판독 동작>

데이터의 판독은 어느 하나의 워드선에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에서 일괄해서 판독할 수 있다.

이하, 판독 동작의 상세에 대하여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에 있어서, 제2 로우 디코더(14)가 셀렉트 게이트선 SG0∼SG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 셀렉트 게이트선

에는 "H" 레벨(예를 들면 Vcc)이 공급된다. 비선택 셀렉트 게이트선은 모두 "L" 레벨(예를 들면 0V)이다. 따라서, 선택 셀

렉트 게이트선에 접속된 선택 트랜지스터 ST는 온 상태로 되고, 비선택 셀렉트 게이트선에 접속된 선택 트랜지스터 ST는

오프 상태로 된다. 따라서, 선택 메모리 셀 내의 선택 트랜지스터 ST는 소스선 SL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제1 로우

디코더(13)는 모든 워드선 WL0∼WLm을 "L" 레벨(0V)로 한다. 또한, 소스선 드라이버(15)는 소스선 SL의 전위를 0V로

한다.

그리고, 비트선 BL0∼BLn의 각각에, 예를 들면 1V 정도의 전압이 공급된다. 그렇게 하면, "1"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메

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임계값 전압이 마이너스이므로, 온 상태로 된다. 따라서, 선택 셀렉트 게이트

선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셀 MC에서는, 비트선으로부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전류 경로

를 통하여, 소스선 SL을 향하여 전류가 흐른다. 한편, "0"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메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임계값 전압이 플러스이므로, 오프 상태이다. 따라서, 비트선으로부터 소스선을 향하여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 비트선 BL0∼BLn의 전위가 변화하고, 그 변화량을 감지 증폭기(12)가 증폭함으로써 판독 동작이 행해진다.

<소거 동작>

데이터의 소거는 웰 영역을 공용하는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일괄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도 2의 예이면, 메모리 셀 어레

이(10)에 포함되는 모든 메모리 셀이 동시에 소거된다.

도 2에 있어서, 제1 로우 디코더(13)는 마이너스 전압 VBB(-8V)을 모든 워드선 WL0∼WLm에 공급한다. 또한, 반도체

기판(웰 영역)의 전위는 Vpp(12V)로 된다. 그 결과, 메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전자

가 FN 터널링에 의해서 반도체 기판으로 방출된다. 그 결과, 모든 메모리 셀 MC의 임계값 전압이 마이너스로 되어, 데이

터가 소거된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시스템 LSI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6 내지 도 10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6 내지 도 10은 본 실

시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제조 공정을 순차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또한,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대해서는, 도 3에서의

4-4'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우선, 반도체 기판(100) 내에, STI(Shallow Trench Isolation)법을 이용하여 소자 분리 영역 STI를 형성한다. 그 결과, 메

모리 셀 어레이(11)에서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소자 영역 AA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열 산화법 등에 의해, 반도체 기판

(100) 상에 게이트 절연막(30)을 예를 들면 막 두께 8nm로 형성한다. 계속해서,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막 두께 60nm의

다결정 실리콘층(31)을 형성한다. 다결정 실리콘층(31)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부유 게이트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과 RIE(Ractive Ion Etching)법 등의 이방성의 에칭에 의해 다결정 실리콘층(31)을 패터닝

한다. 그 결과,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1)이 개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마다 분리된다. 계

속해서, 다결정 실리콘층(31) 상에, 예를 들면 CVD법 등에 의해, 막 두께 15.5nm의 게이트간 절연막(32)을 형성한다. 다

음으로, 로직 회로 영역의 게이트 절연막(30), 다결정 실리콘층(31), 및 게이트간 절연막(32)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다. 다

음으로, 열 산화법 등에 의해, 로직 회로 영역의 반도체 기판(100) 상에 게이트 절연막(50)을 형성한다. 그리고, 게이트간

절연막(32) 상 및 게이트 절연막(50) 상에, 예를 들면 막 두께 40nm의 다결정 실리콘층(33)을, CVD법 등에 의해 형성한

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과 RIE 법을 이용하여, 션트 영역 SA2에 있어서의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게이트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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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32)을 에칭한다. 이에 의해, 다결정 실리콘층(31)에 달하는 컨택트홀 CH1이 형성된다. 그 후, CVD법 등에 의해 다결

정 실리콘층을 형성하여, 컨택트홀 CH1을 매립한다. 그 결과, 선택 트랜지스터 S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이 접속

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에 있어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과 RIE법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층(33, 31), 게이트

간 절연막(32)을 패터닝하여, 스트라이프 형상의 적층 게이트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로직 회로 영역에 있어서, 다결정 실

리콘층(33)을 게이트 전극의 패턴으로 패터닝한다. 그 결과, 도 6에 도시하는 구성이 얻어진다. 로직 회로 영역에서는, 패

터닝된 다결정 실리콘층(33)이 게이트 전극(51)으로 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 및 주변 회로 영역의 반도체 기판(100) 내에, 적층 게이트 및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에 이

용한 이온 주입법에 의해, 불순물을 도입한다. 그 결과,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 내에 불순물 확산층

(60)이 형성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의 사이에 형성된 불순

물 확산층(60)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으로 된다. 계속해서,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 및 로직 회로 영역의 MOS 트랜지스터의 상면 위, 측면 위,

또한 반도체 기판(100) 위에, 절연막(61)을 형성한다. 절연막(61)은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 등으로 형성된다. 또한, 도 5

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적층 게이트간 거리를 F1, 측벽 절연막 두께를 d1로 하면, 양자간에는 F1<2·d1인 관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1/2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와의 사이의 영역은, 절연막(61)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다음으로, RIE 법 등에 의해 절연막(61)을 에칭한다. 그 결과, 절연막(61)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의 측벽, 및 로직 회로 영역 내의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51)의 측벽에만 잔존한다. 이 절연막

(61)에 의해서,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측벽 절연막(37)이 완성된다. 계속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 영역 및 주변 회로 영역

의 반도체 기판(100) 내에, 적층 게이트, 게이트 전극(51), 및 측벽 절연막(37, 53)을 마스크에 이용한 이온 주입법에 의해,

불순물을 도입한다. 그 결과,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 내에 불순물 확산층(62)이 형성된다. 그리고, 인

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60, 62)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

한다. 또한, 인접하는 선택 트랜지스터 ST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60, 62)이,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

한다. 또한, 로직 회로 영역에서도, 불순물 확산층(60, 62)이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에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 위,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51) 위, 측벽 절연막(37, 53) 위, 및 반도체 기판(100) 위에, Co층 및 Ti/TiN 층을 포함하는 금속층(63)을, 예

를 들면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성한다.

다음으로, 예를 들면 질소 분위기 속에서의 온도 475℃의 어닐링 처리를 행한다. 그 결과,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

층(63)과 접하는 실리콘층 내에 실리사이드층(TiSi2, CoSi2)이 형성된다. 즉, 적층 게이트의 다결정 실리콘층(33)의 표면

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 내,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35)의 표면 내에, 실리사

이드층(36)이 형성된다. 또한, 로직 회로 영역에서의 게이트 전극(51)의 표면 내 및 소스·드레인 영역(54)의 표면 내에, 실

리사이드층(55)이 형성된다. 그 후, 여분의 금속층(63)을, 예를 들면 습식 에칭법에 의해 제거한다.

그 후에는 주지의 기술에 의해,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고, 컨택트 플러그나 금속 배선층을 형성함으로써,

도 4에 도시하는 시스템 LSI가 완성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그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도 11

을 이용하면서 이하에 설명한다. 도 11은 메모리 셀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의 간격 F1을,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 d1의 2배보다도 크게 한 경우에 대해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양 트랜지스터의 적층 게이트 사이는, 측벽 절연막

(37)에 의해서 완전히는 피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도 8에서 설명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

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은, 그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

다. 그렇게 하면, 도 9, 도 10에서 설명한 살리사이드(SALICIDE: Self-Aligned silicidation)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에도,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면, 메모리 셀의 신뢰성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메모리 셀 어레이 내에, 적층 게이트 사이에 실리

사이드층(36)을 갖는 메모리 셀과, 갖지 않는 메모리 셀이 혼재하는 것도 생각된다. 그 결과, 플래시 메모리 전체로서의 신

뢰성을 손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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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적층 게이트간 거리 F1과, 측벽 절연막 두께 d1의 사이에, F1<2·d1인 관계

를 갖게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1/2인 관계가 있다. 즉, 적층 게이트간 거리 F1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 d1을 F1/2보다도 크게 하고, 반대로 실리사이드층(36)의 단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측벽 절

연막(37)의 막 두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층 게이트간 거리 F1을 2·d1보다도 작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도 7에서

설명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의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즉, 도 8에 설명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 전면이 측벽 절연막(37)에 의

해서 피복되어 있다. 따라서, 도 9, 도 10에서 설명한 살리사이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에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

라서, 메모리 셀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플래시 메모리 전체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2는 본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3에 있어서의 4-4'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면도

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4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

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 위, 로직 회로 영역의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위, 측벽 절연막(37, 53) 위, 및 반

도체 기판(100) 위에, 배리어 절연막(64)이 형성되어 있다. 배리어 절연막(64)은 예를 들면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된다.

배리어 절연막(64)은 도 8에 도시하는 공정에 있어서, 불순물 확산층(60)의 형성 후에 형성된다. 배리어 절연막(64)을 형

성함으로써, 그 후의 공정에서 반도체 기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제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배리어

절연막(64)은, 컨택트 플러그 CP1, CP3, CP5를 형성할 때의, 컨택트홀 개공 공정에서의 스토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도 13은 본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3에 있어서의 4-4'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면도

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4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측벽 절연막(37, 53)이 실리콘 산

화막(65)을 개재하여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바꾸어 말하면, 측벽 절연막은 실리콘 질화막(37)과 실리콘 산화막(65)의 다

층막, 및 실리콘 질화막(53)과 실리콘 산화막(65)의 다층막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상기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 LSI가 구비하는 플래시 메모리(2)의 메모리 셀 어레이(10)를 NAND형 플래시 메모리로 치환한 것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이외의 구성은 상기 제1 실시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개의 NAND 셀을 갖고 있다. NAND 셀 각각

은, 8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를 포함하고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반도

체 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부유 게이트와, 부유 게이트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컨

트롤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개수는 8개에 한정되지 않고,

16개나 32개이어도 되며, 그 수는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인접하는 것끼리에서 소스, 드레인

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 사이에, 그 전류 경로가 직렬 접속되도록 하여 배치되어 있다. 그리

고, 직렬 접속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일단측의 드레인 영역이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에 접속되고, 타

단측의 소스 영역이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어 있다.

동일 행에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제어 게이트는, 워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에 공통 접속되고, 동일 행

에 있는 메모리 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는, 각각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동

일 열에 있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은, 비트선 BL0∼BLn 중 어느 하나에 공통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트랜

지스터 ST2의 소스는 소스선 SL에 공통 접속되고, 소스선 드라이버(15)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는 반드시 양방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NAND 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한쪽만이 마련되어 있어도 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평면 패턴에 대하여, 도 1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일부

영역의 평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 내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소자 영역 AA가, 제2 방향을 따라서

복수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수의 소자 영역 AA를 걸치도록 하여,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워드선

WL0∼WLm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8개의 워드선을 끼우도록 하여,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셀렉트 게이

트선 SGD, SGS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 MT가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와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각각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

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마다 분리

된 부유 게이트(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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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8열의 소자 영역 AA를 포함하는 소자 영역군 AAG마다 스티치 영역 SA1이 마련되어 있

다. 그리고, 스티치 영역 SA1 내에는 션트 영역 SA2가 마련되어 있다. 션트 영역 SA1에 있어서는,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는 그 일부가 광폭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게이트간 절연막에 형성된 컨택트홀 CH1

에 의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부유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 위에는 각각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0)이 형성되

어 있다. 금속 배선층(20)은 소스선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속 배선층(20)은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과 컨택

트 플러그 CP1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또한, 각 금속 배선층(20)은 도시하지 않은 영역에서 공통 접속되고, 또한 소스선 드

라이버(15)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소자 영역군 AAG 내에서는, 소자 영역 AA 상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1)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1)은 비트선 BL0∼BLn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컨택트 플러그 CP2에 의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

의 드레인 영역과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금속 배선층(22)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2)은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마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하지 않은 컨택트 플러그에 의해서, 대응하는 셀렉트 게이트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각 금속 배선층(22)은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의 션트 배선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도 15에 있어서의 16-16'선 방향

을 따르는 단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의 소자 영역 AA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30)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 전극은,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1), 다결정 실리콘층(31)

상에 형성된 게이트간 절연막(32), 게이트간 절연막(32)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3)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34)을 갖고 있다. 게이트 절연막(32)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ON막, NO막, 또는

ONO막으로 형성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상호 분리되어 있고, 부유 게이트로서 기능한다. 또한, 다결정 실리콘층(33)은 컨트롤 게이트(워드선 WL)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층(33)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공통 접속되어 있다. 선택 트

랜지스터 ST1, ST2에서는, 션트 영역에서 게이트간 절연막(32)의 일부가 제거되어 있고,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은 전

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이, 셀렉트 게이트선 SGD, SGS로서 기능한다.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분

리되어 있지 않고, 공통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하는 게이트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체 기판(100) 표면 내에는,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불순물

확산층(35)이 형성되어 있다. 불순물 확산층(35)은 인접하는 트랜지스터끼리에서 공용되어 있다. 즉, 인접하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는 2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한편,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

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35) 표면 내, 및 선택 트

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35)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 내에는, 실리사이드

층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 전극(적층 게이트)의 측

면에는, 측벽 절연막(37)이 형성되어 있다. 측벽 절연막(37)은 적층 게이트의 소스 영역(35)에 면하는 측 및 드레인 영역

(35)에 면하는 측의 양방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

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매립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의 상면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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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를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

막(38)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38) 내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35) 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36)

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컨택트 플러그 CP1에 접속되는 금속 배

선층(20)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0)은 소스선 SL로서 기능한다. 또한, 층간 절연막(38) 내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35) 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36)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3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

막(38) 상에는 컨택트 플러그 CP3에 접속되는 금속 배선층(39)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38) 상에는 금속 배선층(20, 39)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0)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

(40) 내에는 금속 배선층(39)에 달하는 컨택트 플러그 CP4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0) 상에는 복수의 컨택

트 플러그 CP4에 공통으로 접속된 금속 배선층(21)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1)은 비트선 BL로서 기능한다.

층간 절연막(40) 상에는 금속 배선층(21)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4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1)

상에는 금속 배선층(22)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2)은 스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실리사이드층(34)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1) 상에는 금속 배선층(22)을 피복하도록 하여, 층간 절연막

(42)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NAND 셀에 있어서, 적층 게이트간 거리와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도 17은 도 16의 확대도로, 특히 NAND 셀의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인접하는 선택 트랜

지스터 ST1, ST2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를 F2,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를 F3, 측벽 절연막 두께를 d1로 하면, 양자간에는 F3<F2<2·d1인 관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2/2인

관계가 있다. 또한,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

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소스 영역

(35)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실리사이드층(36)의 막 두께분만큼,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한편,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

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 평면 상에 존재한다.

또한, 로직 회로의 구성에 대해서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

략한다.

또한, 상기 구성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2)의 동작은 종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설명도 생략한다.

상기 구성의 시스템 LSI의 제조 방법은 종래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제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트라이프 형상의 적층 게이트를 형성한 후(도 6 참조), 절연막(61)을 적층 게이트 위, 및

반도체 기판(100) 위에 형성하면 된다(도 7 참조). 이 때, 도 17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적층 게이트간 거리와 측벽

절연막 두께 간에, F3<F2<2·d1인 관계를 갖게 한다. 그 결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의 사이의 영역은, 절연막(61)에 의

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그 후에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공정을 행함으로써, 도 16에 도시하는 NAND형 플래시 메

모리가 완성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상기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그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

F2,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 F1과, 측벽 절연막 두께 d1의 사이에, F3<F2<2·d1인 관계를 갖

게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2/2인 관계가 있다. 즉, 적층 게이트간 거리 F2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 d1을 F2/2보다도 크게 하고, 반대로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층 게

이트간 거리 F2를 2·d1보다도 작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의 사이의 영역,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즉, 살리사이드 공정을 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은, 전혀 노출되어 있

지 않고, 그 전면이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다. 따라서, 살리사이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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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드레인 영역,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

(35)에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서는 플래시 메모리 전체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8은 본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15에 있어서의 16-16'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

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16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 위, 로직 회로 영역의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위, 측벽 절연막(37,

53) 위, 및 반도체 기판(100) 위에, 배리어 절연막(64)이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배리어 절연막(6, 4)에 대해서는 상기 제1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도 19는 본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5에 있어서의 16-16'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면

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16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측벽 절연막(37, 53)이 실리콘

산화막(65)을 개재하여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바꾸어 말하면, 측벽 절연막은, 실리콘 절연막(37)과 실리콘 산화막(65)의

다층막, 및 실리콘 질화막(53)과 실리콘 산화막(65)의 다층막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된다.

또한, 상기 제2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가 F3 일정하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가 F2 일정하고, F2>F3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상기

실시예는 상기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 20은 NAND 셀 내에 있어서의 위치와 게이트 전극간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횡축은 지면의 좌측이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위치이고, 지면의 우측이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위치이다. 그리고 종축이 게이트 전극간 거리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간 거리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로부터 선택 트랜지스터 ST2에 근접함에 따라서, 작아지도록 변화하고 있어도 된다. 또한, NAND 셀 중앙부에서 최

소값을 취하도록 변화해도 된다. 물론, NAND 셀 중앙부에서 최대값을 취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게이트 전극간 거리가

변화하는 경우에서도, 가장 큰 게이트 전극간 거리 Fmax와, 측벽 절연막 d1의 사이에, Fmax<2·d1, 또는 d1>Fmax/2의

관계가 있으면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상기 제1 실시예에 있

어서, 시스템 LSI가 구비하는 플래시 메모리(2)의 메모리 셀 어레이(10)를 도 21에 도시하는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이외의 구성은 상기 제1 실시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개 ((m+1)×(n+1)개, 단지 m, n은 자연수)의 메모리 셀 MC를 갖

고 있다. 메모리 셀 MC 각각은 상호 전류 경로가 직렬 접속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를

갖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전류 경로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전류 경로 사이에 접속되어 있

다. 즉, 상기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NAND 셀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를 1개로 한 것과 동등하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부유 게이트와, 부유 게이트 상에 게이트간 절연막

을 개재하여 형성된 컨트롤 게이트를 갖는 적층 게이트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이 선택 트랜지스터 ST2

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열 방향에서 인접하는 메모리 셀 MC끼리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

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동일 행에 있는 메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제어 게이트는, 워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에 공통 접

속되고, 동일 행에 있는 메모리 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게이트는,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되고,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게이트는, 셀렉트 게이트선 SGS0∼SGSm 중 어느 하나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동일

열에 있는 메모리 셀 MC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은, 비트선 BL0∼BLn 중 어느 하나에 공통 접속되어 있

다. 그리고, 메모리 셀 MC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은 소스선 SL에 공통 접속되고, 소스선 드라이버(15)에 접

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평면 패턴에 대하여, 도 2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2는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일부

영역의 평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 내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소자 영역 AA가, 제2 방향을 따라서

복수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수의 소자 영역 AA를 걸치도록 하여,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워드선

WL0∼WLm 및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 SGS0∼SGSm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

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가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1이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선 SGS0∼SGS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

등록특허 10-0660074

- 19 -



에는, 선택 트랜지스터 ST2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워드선 WL0∼WLm과 소자 영역 AA가 교차하는 영역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마다 분리된 부유 게이트(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제1,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스

티치 영역 SA1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부유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 위에는, 각각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0)이 형성되

어 있다. 금속 배선층(20)은 소스선으로 되는 것이다. 금속 배선층(20)은,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과 컨택트 플

러그 CP1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또한, 각 금속 배선층(20)은 도시하지 않은 영역에서 공통 접속되고, 또한 소스선 드라이

버(15)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소자 영역군 AAG 내에서는, 소자 영역 AA 상에, 제1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의 금속 배선층(21)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1)은 비트선 BL0∼BLn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컨택트 플러그 CP2에 의해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

의 드레인 영역과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 방향을 따르는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금속 배선층(22)이 형성되어 있다. 금속 배선층(22)은 셀렉트 게이트선마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하지 않은 컨택트 플러그에 의해서, 대응하는 셀렉트 게이트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각 금속 배선층(22)은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 SGS0∼SGSm의 션트 배선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3은 도 22에 있어서의 23-23'선 방향을 따르는

단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100)의 소자 영역 AA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30)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게이트 전극은, 게이트 절연막(30)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1), 다결정 실리콘층(31)

상에 형성된 게이트간 절연막(32), 게이트간 절연막(32) 상에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3)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층(34)을 갖고 있다. 게이트간 절연막(32)은 예를 들면 ON막, NO막, 또는 ONO막으로 형성된다.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상호 분리되어 있

고, 부유 게이트로서 기능한다. 또한, 다결정 실리콘층(33)은 컨트롤 게이트(워드선 WL)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다결정 실

리콘층(33)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공통 접속되어 있다.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에 있어

서는, 션트 영역에서 게이트간 절연막(32)의 일부가 제거되어 있고,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

다. 그리고, 다결정 실리콘층(31, 33)이 셀렉트 게이트선 SGS, SGD로서 기능한다.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에서는, 다

결정 실리콘층(33) 및 다결정 실리콘층(31)은, 워드선 방향에서 인접하는 소자 영역 AA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

통 접속되어 있다. 즉,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같이, 부유 게이트가 셀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접하는 게이트 전극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체 기판(100) 표면 내에는, 소스·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불순물

확산층(35)이 형성되어 있다. 불순물 확산층(35)은 인접하는 트랜지스터끼리에서 공용되어 있다. 즉, 인접하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

는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

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

택 트랜지스터 ST2의 사이의 불순물 확산층(35)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

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35)의 표

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적층 게이트)의 측면에는, 측벽 절연막(37)이 형성되어 있다. 측

벽 절연막(37)은 적층 게이트의 소스 영역(35)에 면하는 측 및 드레인 영역(35)에 면하는 측의 양방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

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매립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

의 드레인 영역의 상면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은 상기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구성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인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사이의 거리와,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는,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도 24는 도 23의 확대도로, 특히 메모리 셀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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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적층 게이트간 거리를 F4, 측벽 절연막 두께를 d1로 하면, 양자간에는 F4<2·d1

인 관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4/2인 관계가 있다. 또한,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

스터 ST2의 소스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 영

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스 영역(35)의 일부 영역의 표면은, 실리사이드층(36)의 막 두께분만큼,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채널 영역 표면보다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한편,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35),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

내에는, 실리사이드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35),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35)의 표면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채널 영역 표면과, 동일 평면 상에 존재한다.

또한, 로직 회로 영역의 구성은 상기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의 플래시 메모리(2)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입 동작>

데이터의 기입은 어느 하나의 워드선에 접속된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일괄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제1 실시예와 마찬가

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부유 게이트에 전자를 주입할지 여부에 의해 "0" 데이터, "1" 데이터를 구별하여 쓴다.

전자의 부유 게이트에의 주입은 Fowler-Nordheim(FN) 터널링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하, 기입 동작의 상세에 대하여 도 2,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에 있어서, 도시하지 않은 I/O 단자로부터 기입 데이터("1", "0")가 입력된다. 그리고, 제1 로우 디코더(13)가 워

드선 WL0∼WL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제1 로우 디코더(13)는 Vpp(예를 들면 12V)를 선택 워드선에 공급한

다. 또한, 제2 로우 디코더(14)는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제2 로우 디코더(13)

는 "H" 레벨(예를 들면 Vcc=1.5V)을 선택 셀렉트 게이트선 SGD에 공급한다. 따라서, 선택 셀렉트 게이트선 SGD에 접속

된 선택 트랜지스터 ST1은 온 상태로 된다. 또한 제2 로우 디코더(13)는 모든 셀렉트 게이트선 SGS0∼SGSm을 비선택으

로 한다. 즉, 셀렉트 게이트선 SGS0∼SGSm에, "L" 레벨(예를 들면 VBB=-8V)을 공급한다. 따라서, 모든 선택 트랜지스

터 ST2는 오프 상태로 된다. 또 메모리 셀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전위도 VBB(-8V)로 된다.

상기의 결과, "1" 데이터 또는 "0" 데이터에 대응하는 전위가, 비트선 BL0∼BLn을 개재하여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에 공급된다. 그렇게 하면, 선택 워드선 WL에는 Vpp(12V)이 인가되고, "1"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에는 0V가 인가되고, "0"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에는 VBB(-8V)가 인가된다. 따라서, "1"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부유 게이트에 전

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한편, "0" 데이터를 기입해야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에서는,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FN 터

널링에 의해서 주입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기입 동작이 행해진다.

<판독 동작>

데이터의 판독은 어느 하나의 워드선에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일괄해서 판독할 수 있다.

이하, 판독 동작의 상세에 대하여 도 2,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에 있어서, 제2 로우 디코더(14)가, 셀렉트 게이트선 SGD0∼SGDm 중 어느 하나 및 SGS0∼SGSm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한다. 선택 셀렉트 게이트선에는 "H" 레벨(예를 들면 Vcc)이 공급된다. 비선택 셀렉트 게이트선은 모두 "L" 레벨

(예를 들면 0V)이다. 따라서, 선택 셀렉트 게이트선에 접속된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는 온 상태로 되고, 비선택 셀렉

트 게이트선에 접속된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는 오프 상태로 된다. 따라서, 선택 메모리 셀 내의 선택 트랜지스터

ST2는 소스선 SL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제1 로우 디코더(13)는 모든 워드선 WL0∼WLm을 "L" 레벨(0V)로 한다.

또한, 소스선 드라이버(15)는 소스선 SL의 전위를 0V로 한다.

그리고, 비트선 BL0∼BLn의 각각에, 예를 들면 1V 정도의 전압이 공급된다. 그렇게 하면, "1"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메

모리 셀 MC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임계값 전압이 마이너스이므로, 온 상태로 된다. 따라서, 선택 셀렉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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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셀 MC에서는, 비트선으로부터 선택 트랜지스터 ST1,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

지스터 ST2의 전류 경로를 통하여, 소스선 SL을 향하여 전류가 흐른다. 한편, "0"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는 메모리 셀 MC

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는, 임계값 전압이 플러스이므로, 오프 상태이다. 따라서, 비트선으로부터 소스선을 향하여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 비트선 BL0∼BLn의 전위가 변화하고, 그 변화량을 감지 증폭기(12)가 증폭함으로써 판독 동작이 행해진다.

<소거 동작>

데이터의 소거는 상기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구성의 시스템 LSI의 제조 방법은 상기 제1 실시예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즉, 도 6 내지 도 10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T의 드레인 영역측에도 선택 트랜지스터 ST1을 형성하면 된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형상의 적층 게이트를 형

성한 후(도 6 참조), 절연막(61)을 적층 게이트 위, 및 반도체 기판(100) 상에 형성한다(도 7 참조). 이 때, 도 24를 이용하

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적층 게이트간 거리와 측벽 절연막 두께 간에, F4<2·d1인 관계를 갖게 한다. 그 결과,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절연막(61)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상기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그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이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

F4와, 측벽 절연막 두께 d1의 사이에, F4<2·d1인 관계를 갖게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d1>F4/2인 관계가 있다. 즉, 적

층 게이트간 거리 F4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벽 절연막(37)의 막 두께 d1을 F4/2보다도 크게 하고, 반대로 측

벽 절연막(37)의 막 두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층 게이트간 거리 F4를 2·d1보다도 작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적층 게이트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의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즉, 살리사이드 공정을 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소스·드레인 영역, 선

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35)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 전면이 측벽 절연막(37)에 의해서 피복되어 있다. 따라서, 살리사이드 공정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의 소스·드레인 영역,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스 영역,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불순물 확산층

(35)에 실리사이드층(36)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서는 플래시 메모리 전체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25는 본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22에 있어서의 23-23'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

면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3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23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

및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 위, 로직 회로 영역의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위, 측벽 절연막(37,

53) 위, 및 반도체 기판(100) 위에, 배리어 절연막(64)이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배리어 절연막(64)에 대해서는 상기 제1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도 26은 본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이고, 도 22에서의 23·23'선을 따라 자른 방향의 단면도이

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3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23에 도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상기 제1 실시예의 제2 변형예와

마찬가지로, 측벽 절연막(37, 53)이 실리콘 산화막(65)을 개재하여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상기 제3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 ST2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가 F4 일정

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와,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T와 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적층 게이트간 거리는, 서로 달라도 된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하나 큰 쪽의

게이트간 거리 F4에 대하여, F4<2·d1인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상기 제1 내지 제3 실

시예에서 설명한 플래시 메모리(2)를, 동일한 시스템 LSI 내에 혼재한 것이다. 도 27은 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블

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 LSI(1)는 로직 회로 영역과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로직 회로 영역에는 예를 들면

CPU(70)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 영역에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플래시 메모리(71), 제3 실시예에서 설명

한 플래시 메모리(72), 및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73)가 마련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71)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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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셀은 셀의 직렬 트랜지스터의 수가 2개이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전류 구동 능력이 다른 메모리 셀보다 크다. 그 때문

에, 플래시 메모리(71)는 고속의 판독 용도에 적합하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CPU(70)와 동일 칩에 탑재한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71)를 CPU(70)의 펌웨어 등을 저장하는 ROM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71)의 동작 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CPU(70)이 RAM 등을 통하지 않고서, 데이터를 직접 판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RAM 등이 불필요하게 되

어, 시스템 LSI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71)는 플래시 메모리(72) 및 NAND형 플래시 메모

리(73)와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순물 확산층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공정이나, 게이트 전

극 및 금속 배선층의 패터닝 공정 등을, 3개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불순물 확

산층은 각 메모리 사이에서 동일한 농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LSI에 마련되는 3개의 플래시 메모리를 동일 공정으로 형

성할 수 있는 결과, LSI의 제조를 간략화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로직 회로 영역에서는 CPU(70)를 SOI 기판 위에 형성하고, 메모리 영역에서는 각 메모리(71∼73)를 벌크

의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해도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상기 제1 내지 제3 실

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한 것이다.

도 28은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카드의 블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카드(80)는 상기 제1 내지 제3 실시예

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2)를 갖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2)는 도시하지 않은 외부 장치로부터 소정의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수취한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외부 장치로 소정의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출력한다. 메모리 카드(80)에 탑재된 플래시 메

모리(2)에, 데이터, 어드레스, 혹은 커맨드를 전송하는 신호선(DAT), 상기 신호선 DAT에 커맨드가 전송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커맨드 라인 인에이블 신호선(CLE), 상기 신호선 DAT에 어드레스가 전송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라

인 인에이블 신호선(ALE), 및, 플래시 메모리(2)가 동작 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레디 비지 신호선(R/B)이 접속된다.

도 29는 다른 메모리 카드의 블록도이다. 도 28에 도시하는 메모리 카드와 다른 점은, 플래시 메모리(2)를 제어하고, 도시

하지 않은 외부 장치와 소정의 신호의 교환을 행하는 컨트롤러(81)를 갖고 있는 점이다. 컨트롤러(81)는 각각 플래시 메모

리(2) 및 도시하지 않은 외부 장치로부터 소정의 신호를 수신, 혹은 상기 외부 장치로 소정의 신호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부(I/F)(82)와,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된 논리 어드레스를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위한 소정의 계산을 행하는 마이

크로 프로세서부(MPU)(83)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버퍼램(84)과, 오류 정정 부합을 생성하는 오류 정정부

(ECC)(85)를 갖고 있다. 또한, 메모리 카드(80)에는 커맨드 신호선(CMD), 클럭 신호선(CLK), 신호선(DAT)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 카드(80)에 있어서, 제어 신호의 개수, 신호선의 비트 폭, 혹은 컨트롤러의 구성은 여러 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메모리 카드(80)는 도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드 홀더(86)에 삽입되어, 도시하지 않은 전자기기에 접속된다.

카드 홀더(86)는 전기의 컨트롤러(81)의 기능의 일부를 갖고 있어도 된다.

도 31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카드(80), 혹은 메모리 카드(80)가 삽입된

카드 홀더(86)가, 접속 장치(87)에 삽입된다. 접속 장치(87)는 접속 배선(88), 및 인터페이스 회로(89)를 통하여, 보드(90)

에 접속된다. 보드(90)에는 CPU(91)이나 버스(92)가 탑재된다.

도 32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도시하고 있다. 메모리 카드(80) 혹은 메모리 카드(80)가 삽입된 카드 홀더(86)가, 접속 장

치(87)에 삽입된다. 접속 장치(87)는 접속 배선(93)을 통하여 퍼스널 컴퓨터(PC)(94)에 접속되어 있다.

도 33, 도 34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IC 카드(200)에 MPU(210)가 탑재되어 있다.

MPU(210)는, 상기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2)와, 그 밖의 회로, 예를 들면 ROM(220), RAM(230),

및 CPU(240)을 구비하고 있다. IC 카드(200)는, MPU(210)에 접속되고 또한 IC 카드에 마련된 플레인 터미널(250)을 통

하여 MPU(210)에 접속 가능하다. CPU(240)는 연산부(241)와, 플래시 메모리(2), ROM(220) 및 RAM(230)에 접속된 제

어부(242)를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MPU(210)는 IC 카드(200)의 한쪽의 면 위에 마련되고, 플레인 커넥팅 터미널

(250)은 다른 쪽의 면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플래시 메모리는, 단체의 메모리 어레이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논리 회로와 상기 ROM

어레이를 동일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한 반도체 장치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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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는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차량 탑재용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차량 탑재용 컴퓨터 시스템(312)은, 입출력 포트(301)를 통하여, 차량 탑재 센서나 액튜에이터(311)

와 배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전기적 신호의 수수를 행하고 있다. 또한, 상기 컴퓨터 시스템(312)은 전원(310)과

전원선을 통하여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전원(310)의 출력으로서는 1V 이상 5V 이하의 전압으로 되는 것이, 후술하는

RAM(203)나 CPU(302), 입출력 포트(301)의 논리 회로의 전원 전압 사양을 만족하고, 단일의 전원 배선으로 배선할 수

있어 배선 면적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또한, 도면에 있어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원선을 굵은 선

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컴퓨터 시스템은, 상기 입출력 포트(301), 1차 기억 장치로 되는 RAM(303), 정보 연산을 행하는 CPU(302)

(Central Processing Unit), 및 ROM(304)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데이터 버스 배선 및 시스템 내 제어선에 의해서, 데

이터의 수수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ROM(304)는, CPU(302)의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예를 들면, 개개의 차량 번호나 차량의 수출지의 정보 등을 기억하기 위한 영역이다. 또한, ROM(304)은 데이터 버스에 접

속된 ROM 제어 회로(305)를 갖는다. ROM 제어 회로(305)는 데이터 버스나 시스템 내 제어선을 통하여 공급된 ROM

(304)의 판독 조작, 기입 조작, 및 소거 조작 지시에 의해서, 메모리 셀의 특정 어드레스의 판독 조작, 기입 조작, 및 소거

조작을 행하는 논리 회로이다. 또한, ROM 제어 회로(305)는 컬럼 디코더 및 감지 증폭기(306)와 접속되고, 지정된 열의

어드레스를 디코드하여, 그 열의 기입 데이터 또는 판독 데이터를 수수하는 회로이다. 또한, 컬럼 디코더 및 감지 증폭기

(306)는 각각의 데이터 전송선을 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307)와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307)는 상기 제1 내

지 제5 실시예에서 설명한 메모리 셀 어레이(10)에 상당한다. 또한, ROM 제어 회로(305)는 로우 디코더 및 로우 드라이버

(308)와 접속되고, 지정된 행의 어드레스를 디코드하여, 그 행에 대응하는 데이터 선택선에, 예를 들면 기입 시에 승압 회

로(309)로부터 공급된 승압 전압을 인가하는 회로이다. 여기서, 상기 승압 회로(309)는, 예를 들면, 차지 펌프 회로를 갖

고,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07)에 예를 들면, 상기 전원 전압 이상 30V 이하의 고전압을 공급하는 회로이다.

또한, 로우 디코더 및 로우 드라이버(308)는 각각의 데이터 선택선을 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307)와 접속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5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면,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적층 게이트의 측벽에 형성된 측벽 절연막의 막 두께를, 가장 큰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1/2보다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은, 측벽 절연막에 의해서 완전히 매립된다. 따라서, 측벽 절연막 형성 후의 살리사이드

공정에 있어서, 적층 게이트 사이의 영역에 실리사이드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셀(NAND 셀) 8열마다 스티치 영역 SA1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치 영역을 마련

하는 빈도는, 메모리 셀 64열마다, 128열마다, 또는 256열마다 등, 요구되는 판독 스피드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금회 개시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시이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설명이 아

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개시되고,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가 구비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평면도.

도 4는 도 3에 있어서의 4-4'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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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3의 확대도.

도 6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제1 내지 제5 제조 공정을 순차 도시하는 단면도.

도 11은 플래시 메모리의 단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가 구비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가 구비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평면도.

도 16은 도 15에 있어서의 16-16'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17은 도 16의 확대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비트선 방향의 위치와, 적층 게이트간 거리의 관계를 나타

내는 그래프;

도 2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가 구비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도.

도 2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가 구비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평면도.

도 23은 도 22에 있어서의 23-23'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24는 도 23의 확대도.

도 2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2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단면도.

도 2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LSI의 블록도.

도 28, 도 2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IC 카드의 블록도.

도 30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IC 카드, 및 카드 홀더를 나타내는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IC 카드 또는 카드 홀더가 삽입되는 접속 장치의 개략도.

도 32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IC 카드 또는 카드 홀더가 삽입되는 접속 장치와, 접속 장치

에 접속되는 컴퓨터를 도시한 개략도.

도 33, 도 3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IC 카드의 블록도.

도 35는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5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차량 탑재 시스템의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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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SI

2 : 플래시 메모리

3 : 로직 회로

10 : 메모리 셀 어레이

11 : 컬럼 디코더

12 : 감지 증폭기

13 : 제1 로우 디코더

14 : 제2 로우 디코더

15 : 소스선 드라이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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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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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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