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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역자기 정합 방식을 이용한 트윈―ＯＮＯ 형태의ＳＯＮＯＳ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요약

역자기 정합 방식(reverse self-aligning process)을 이용한 트윈(twin)-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의한 제조 방법은, 포토 리소그래피(photo lithography)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동시에 게이트 하단에 ONO 유전층이 역자기 정합 방식에 의해 물리적인 이격을 지닌 형태로 제작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역자기 정합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버퍼층(buffer layer) 및 ONO 유전층의 폭을 설정하는 스페이서
(spacer)들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SONOS 메모리 소자의 프로그램 및 소거 시에 포획(trap)된 전하의 산포를 인위
적으로 제한하여 소자 특성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프로그램/소거 후의 전하의 시간에 따른 확산을 인위적으로 제한
하는 쌍둥이(Twin) 형태의 2-비트 SONOS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SONOS 메모리 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전형적인 2-비트(bit) 메모리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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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프로그램 후 실리콘 질화물층에 주입된 전하의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b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시간(t)이 지남에 따라 주입된 전하의 재분배에 의한 리텐션(retention) 특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a 및 도 4b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내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한 그래프(graph)들이다.

도 5a 내지 도 5k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트윈(twin)-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6a 내지 도 6j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7a 내지 도 7k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8a 내지 도 8j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
뮬레이션(simulation)한 전하 산포를 도시한 도면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비대칭적 프로그램(program) 방식을 사용한 2 비트(2-bit) 메모
리(memory) 소자로 이용될 수 있는 트윈(twin)-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를 역자기 정합 방식(reverse
self-aligning process)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기적으로 데이터(data)의 소거(erase)와 저장(program)이 가능하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의 보
존이 가능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소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비휘발성 메모
리 소자의 대표적인 예가 플래시 메모리 셀 소자(flash memory cell device)이다.

현재까지의 개발 및 양산화된 대표적인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의 구조는 전하를 담아두는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 게이트(control gate)의 적층된 형태로 구성된 스택 게이트(stack gate) 형태가 일반
적이다.

메모리 소자의 대용량화와,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게이트 어레이(gate array)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컨대, 대략 0.10㎛이하의 미세 패터닝 기술이 소자의 제조에 요구되어 지고 있다. 기존의 스택 게이트 형태의 비
휘발성 메모리 셀은 지속적으로 축소(shrink)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극미세화가 요구됨에 따라 포토(photo) 및 식
각 공정이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통상의 전하를 담아두는 플로팅 게이트와 그 상단에 컨트롤 게이트가 적층 되
어 있는 구조는 스케일링(scaling) 측면뿐만 아니라 높은 단차에 기인한 메모리 소자의 패터닝의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를 가지는 스택 게이트의 비휘발성 셀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품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
서는 MOSFET 구조처럼 단일(single) 게이트 구조로서 포획(trap) 전하를 이용하는 SONOS(또는 MONOS) 비휘발
성 셀이 연구 되어지고 있다.

도 1은 전형적인 SONOS 메모리 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SONOS(또는 MONOS) 셀은 반도체 기판(10), 예컨대, p-Si 기판에 소스 및 드레인 정션(source
and drain:15)을 형성하고, 반도체 기판(10) 상에 ONO(Oxide-Nitride-Oxide) 유전층(20)을 형성한 후 그 상에 게
이트(30)를 형성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SONOS 셀은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게이트 산화막(gate oxide) 대신에
ONO 유전층(20)을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SONOS 셀은 전하(charge)를 담아두는 플로팅 게이트
대신에 게이트 산화막을 대신한 ONO 유전층(20)을 도입함으로써, ONO 유전층(20)의 얇은 실리콘 산화물층(21,
25) 사이의 실리콘 질화물층(23)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또는 홀(hole)을 주입시키게 된다.

한편, 메모리를 위한 ONO 유전층(20)의 두께는 대략 1 ~ 2백Å 이하이므로, SONOS 셀에서는 플로팅 게이트와 같
은 추가의 층을 도입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유발되는 단차가 매우 크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토 공정 조건이 허용
하는 한 스케일 축소(scale down)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특히, 플로팅 게이트 관련한 부가적인 과정들
(processes)이 줄어드는 제조 상의 장점을 SONOS 메모리 셀은 지니고 있다.

등록특허 10-0480645

- 2 -



한편, 수 년 전부터 세이펀(Seifun) 사 및 AMD 사 등에서는 보다 높은 고집적도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
기 위하여, SONOS 형태의 메모리를 채택하여 플로팅 게이트가 없는 구조를 이용하되 비대칭적(asymmetric) 프로
그램 방식을 사용한 2-비트 메모리의 제안 및 제품화를 도모하여 왔다.

도 2는 드레인-소스로의 전압(VDS) 인가에 따른 전형적인 2 비트 메모리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2 비트 메모리 기술은 스택 게이트 형태의 플래시 소자에 대비하여 동일 면적 당 2배의 집적도를
구현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2-비트 메모리 동작은 트랜지스터의 컨트롤 게이트(도 1의 30)와 양쪽의 소스 및 드
레인 정션(15) 중 한쪽 정션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즉, 채널 핫 전자 주입(CHEI: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방식으로) 전자를 게이트(30)의 한쪽 가장 자리 하단의 실리콘 질화물층(23)에 전하를 주입하고(순방향(forward)
으로 주입), 이후에, 반대쪽 소스 및 드레인 정션(15)과 게이트(30)에 전압을 인가하여 역방향(reverse)으로 읽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소거는, 드레인 정션(15)에 고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30)와 기판(10) 벌크(bulk)는 접지시켜, 게이트(30)
와 선택된 고농도의 드레인 정션(15)의 중첩 영역(overlap region)에서 홀(hole)의 밴드간 터널링(BtBT:Band-to-
Band Tunneling) 원리를 이용하여, 실리콘 질화물층(23)내의 프로그램된 쪽의 전자를 홀로써 홀과 재결합시킴으로
써 수행된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전하 포획 방식에서 메모리 셀의 게이트(도 1의 30)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 때에는 프로그램되는
각각의 포획부(trap)의 이격 거리가 충분하여 2-비트 동작(2-bit operation)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게이
트(30) 길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듦(대략 0.10㎛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서 2-비트 특성이 계속 유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CHEI 방식에 의해 ONO 유전층(20)에 포획된 전하들은 일정한 산포도를 형성하게
되고 또한 시간에 따라 그 산포도는 증가하게 된다.

도 3a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프로그램 후 실리콘 질화물층에 주입된 전하의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b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시간(t)이 지남에 따라 주입된 전하의 재분배에 의한 리텐션(retention) 특성을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SONOS 소자에서 CHEI로 프로그램 후 시뮬레이션 피팅(simulation fitting)을 이용하여 실리콘
질화물층에 주입된 전하의 분포도는 도 3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얻어진다. 프레쉬 셀(fresh cell)과 프로그램된 셀
(programed cell)에 대한 전하 분포가 시뮬레이션 피팅에 의해서 얻어진다. 도 3b를 참조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입된 전하의 재분배에 의한 리텐션 특성을 보여준다. 분포 중심에서의 감쇠율(decay rate of distribution
center) N(t)은 도 3b에 함께 도시된 수학식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도 3b를 참조하면, t에서 t'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포도(distribution graph)의 높이가 낮아져 결국 산포도는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하 분포도에 대해서는 공지 문헌들(Eli Lusky, Yosi Shiacham-Diamand, Ilan Bloom, and Boaz Etan,
"Characterization of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by the subthreshold slope of NROM Device",IEEE
Electron Device Lett., vol.22, No. 11, Nov. 2001.)(Eli Lusky, Yosi Shiacham-Diamand, Ilan Bloom, and
Boaz Etan, "Electron retention model for localized charge in Oxide-Nitride-Oxide(ONO) dielectric",IEEE
Electron Device Lett., vol.23, No. 9, Sept. 2002.)에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SONOS 소자의 프로그램 시 전자의 산포가 존재하면, 프로그램과 소거를 반복하게 될 때 프로그램에 의한 채
널(channel) 쪽 중앙 영역의 전자를 완전히 소거하지 못하면 채널 영역에 일부 전하들이 축적되게 된다. 이러한 축
적된 전하들에 의해서 소자의 내구(endurance)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 홀에 의한 프로그램 시 소거되지 못한 홀의
축적에 의해서도 내구 특성이 나빠질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내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한 그래프(graph)들이다.

도 4a는 전형적인 SONOS 셀의 기판 벌크와 소스를 접지시킨후, 게이트에 11V, 드레인에 6V를 100 ㎲ 동안 인가
하여 프로그램하고, 게이트에 0V, 드레인에 10V, 소스에 10V, 벌크에 0V를 인가하여 100 ㎲ 동안 전압을 인가하
여 소거하는 조건으로, 쓰기(write)와 지우기(erase)를 반복했을 때의 내구 특성 곡선이다. 셀이 온(on) 상태일 때
가 부호 41의 곡선이고 셀이 오프(off) 상태일 때가 부호 45의 곡선이다.

도 4b는 소거 조건을 게이트에 0V, 드레인에 10V, 소스에 4V, 벌크에 0V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변화시켜, BtBT에
의해 형성된 홀이 채널 중앙부로 주입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장(electric field)을 형성시켰
을 때의 내구 특성이다. 셀이 온(on) 상태일 때가 부호 43의 곡선이고 셀이 오프(off) 상태일 때가 부호 47의 곡선이
다.

이러한 특성 결과들은 프로그램시 의 전자의 테일(tail) 산포도가 채널 중앙 영역에 일정 수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
으며, 소거 시의 조건 의존성이 이를 반증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 지우기 시에 ONO 유전층 내에 전자나 홀의
분포는 SONOS 메모리 소자의 제조 공정 조건에의 최적화나 동작 전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는 여
지는 남아 있으나, 게이트 길이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동시에 2-비트 특성을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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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100㎚ 이하 급에서 CHEI 방식을 이용한 2-비트 SONOS 메모리 소자에서
프로그램 및 소거 동작을 수행할 때, ONO 유전층에서의 전하의 산포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SONOS 메모리 소자의 게이트 하단의 ONO 유전층이
정확히 대칭적인 구조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 상에 상기 유전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buffer)층
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유전층의 노출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
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
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제1전도
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는, 상기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
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 상에 제1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전도성 층 상에 상기 제
1전도성 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1전도성 층의 노출된 부분 및 하부의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
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전도성 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 및 하부의 상기 유전층 부분
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 및 분리되고 패터닝된 두 개의 상기 제1전도성 층들이 각각 독립적인 게이트들로 작용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와 상기 제1전도성 층 사이를 절연시키도록 상
기 제1절연 스페이서 상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 유전층 부분을 노출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제조 방법은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을 덮는 캐핑 절연층
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상기 SONOS 소자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 상에 상기 유전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buffer)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
스크로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 스페
이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유전층의 상측 실리콘
산화물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실리콘 질화물층을 일부 노출하는 단계와, 상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
서 노출된 상기 기판 상에 상기 실리콘 질화물층 상으로 연장되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도성 층을 식각 마스
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 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전도
성 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는 희생층으로서 상기 버퍼층과 다른 절연 물질 또는 포토레지스트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상기 SONOS 소자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상호 간에 제1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버퍼층에 상기
제1버퍼층과 식각 선택비를 가지고 상기 제1버퍼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제2버퍼층을 형성하
는 단계와, 상기 노출된 제1버퍼층 상 및 상기 트렌치 측벽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
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의 상기 유전층 상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
분으로 분리하고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상기 제1버퍼층 부분을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기판 상을 노출하는 단계와,
상기 노출되는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한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들은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기판에 제1확산층
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측벽에 제2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상기 기판에 제2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실리사이드화(silicidation) 과정으로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및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에 제
1실리사이드층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며 상기 제2확산층 상에 선택적으로 제2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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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열산화 또는 화학 기상 증착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는 화학 기상 증착 또는 열 산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층 또는 실리콘 질화
물층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도록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에치 백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하여 상기 버퍼층 상으로 연장
된 상기 게이트 유전층 부분을 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상기 제1전도성 층 또는 상기 제2전도성 층은 도전성 실리콘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르면, 0.10㎛ 이하의 메모리 게이트 길이에서도 안정된 2-비트 특성을 갖는 SONOS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
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진 것
이며, 도면 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
의 "상"에 있다라고 기재되는 경우에, 상기 어떤 층은 상기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
고, 또는,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100㎚의 이하 급에서 CHEI방식을 이용한 2-비트 SONOS 메모리 소자에서, 프로그램
및 소거 시에 근원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전자 및 홀의 산포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게이트 하단의 ONO 유
전층을 물리적인 절단으로 분리하는 바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두개의 절단된 ONO 유전층들 사이에 형성되는 게이
트 산화막의 두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짧은 채널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게이트 길이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서 심각해지는 게이트와 ONO 유전층 간의 정합 오차(alignment
error)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포토 공정의 최소 선폭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게이트 하단에 형성될 분리된 ONO층들이 정확히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스페이서
(spacer)를 이용한 역자기 정합 방식(reverse self-aligning process)을 사용하여 일련의 연속 공정으로 제조되는
차세대 2-비트 SONOS 메모리 소자를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크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2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단일 게이트 구조에
서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하되 기존의 1 개의 연속된 ONO 유전층 구조와 달리 ONO 유전층이 분리된 형태로 형성되
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번째는 3개의 게이트 구조로서, 단일 게이트 SONOS에서의 길이 크기는 유지되되
분리된 ONO 유전층들 상단의 게이트들과 ONO 유전층의 분리에 의한 ONO 유전층들 간의 실리콘 산화물층 상단의
중간 게이트로 구성되는 3 개의 게이트들로 삼중(triple) 게이트 구조가 구성되고, 3개의 게이트들에 각각 상이한 전
압을 인가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제1실시예 : 단일 게이트 구조의 트윈 SONOS

도 5a 내지 도 5k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SONOS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는 출발 물질(starting material)로 p-형 기판을 준비한다. 예를 들
어, 도 5a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I(Silicon(120)- On - Insulator(110)) 기판을 준비한다. 이때, SOI 기판의 실리콘
층(120)은 p 도전형을 가져 실질적으로 p-형 기판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SOI 기판 외에 일반적
인 실리콘 기판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이후에, 이러한 실리콘층(120)에 활성 영역(active region)을 설정하는 필드
영역(field region)을 소자 분리 과정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자 분리 과정은 소자 분리를 위한 여러 가
지 방법, 예컨대,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shallow trench isolation), 자기 정렬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self-aligned
shallow trench isolation), 로코스(LOCOS) 등의 수행될 수 있다.

도 5b를 참조하면, 실리콘층(120)의 Si 채널 영역(channel region) 상에 ONO 유전층(Oxide-Silicon-Oxide
dielectric:500)을 형성한다. ONO 유전층(500)은 알려진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리콘 산화물층
(500a), 실리콘 질화물층(500b), 실리콘 산화물층(500c)이 적층되어 형성된다. 상, 하단의 산화물층(500a, 500c)
각각은 열산화막 또는 화학 기상 증착(CVD)에 의한 증착막 등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열산화막 및 증
착막의 조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막질의 치밀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형성 후 연속하여 열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열처리는 대략 700 ~ 1100℃ 정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ONO 유전층 상에 버퍼층(buffer layer:600)을 전면에 형성한다. 이후에, 포토 및 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버퍼층
(600)이 ONO 유전층(500)의 상측 일부를 길게 길이 방향으로 노출하는 트렌치(trench:601)를 가지도록 버퍼층
(600)을 패터닝한다. 식각 공정은 필요에 따라 등방성 식각 또는 이방성 식각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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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층(600)은 SONOS 소자의 ONO 유전층의 가운데 부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게 분리하는 과정 등에서 이용되
고, 연후에 필요에 따라 제거될 희생층이다. 따라서, 버퍼층(600)은 이러한 희생층으로 효과적으로 작용되기 위해서
적어도 ONO 유전층(500)에 대해서 충분한 식각 선택비를 가지며 선택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절연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c를 참조하면, 트렌치(601)의 내측벽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를 형성한다.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는 전
도성 물질을 어떤 일정 두께로 증착한 다음, 이방성 식각을 전면에 수행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제1전도성 스페이서
(700)를 구성하는 전도성 물질은 전형적인 SONOS 소자에서 게이트로 이용될 수 있는 전도성 물질, 예컨대, 도전성
다결정 또는 비정질 실리콘일 수 있다. 이러한 다결정 또는 비정질 실리콘에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온 주입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또는 증착 시에 도핑(doping)을 실시할 수 있다.

도 5d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를 식각 마스크(etch mask)로 사용하여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을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식각 과정은 식각되어 제거되는 부분
의 선폭을 정밀히 제어할 수 있는 이방성 식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식각되는 부분의 선폭은 트렌
치(601)의 선폭 및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선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식각 과정에 의해서 SOI 기판의 실리
콘층(120)이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ONO 유전층(500)의 중간 부분을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
리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도 5e를 참조하면, 실리콘층(120)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800)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게이트 유전층(800)
은 열산화 방식에 의한 실리콘 산화물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 유전층(800)은 제1전도성 스페이서
(700) 등의 프로파일(profile)을 따라 형성되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사이에 오목한 부위(801)를 형성하도록
형성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게이트 유전층(800)은 본 발명의 분리된 ONO 유전층들 사이에 도입되는 게이트 산
화막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두께의 조절에 의해서 SONOS 소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짧은 채널 현상(short
channel effect)을 줄일 수 있다.

도 5f를 참조하면, 게이트 유전층(800) 상에 오목한 부위(801), 즉,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들 사이를 메우는 제2
전도성 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2전도성 층은 다양한 전도 물질, 예컨대, 전도성 다결정 또는 비정질 실리콘으로 형
성될 수 있다. 이러한 다결정 또는 비정질 실리콘에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온 주입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또는
증착 시에 도핑(doping)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에, 양쪽의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상측 표면 높이 보다 낮아
트렌치(601) 내로 한정되게 제2전도성 층(900)을 에치 백(etch back)한다. 이러한 에치 백은 이방성 식각으로 수행
될 수 있다.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로 수행될 수 있다.

도 5g를 참조하면, 제2전도성 층(900)에 의해서 노출된 게이트 유전층(800)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상측 표면 및 버퍼층(도 5f의 6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러한 식각은 제1습식 식
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후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버퍼층(600)을 선택적으로 식각 제거하
여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때,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과 충
분한 식각 선택비를 구현하며 버퍼층(600)은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식각 과정은 제1습식 식
각과는 다른 제2습식 식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인접한 ONO 유전층(500)
부분은 노출되게 된다.

도 5h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을 마스크로 하여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ONO 유전층(500)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에 따라, SONOS 소자의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이 패터닝된다. 이러한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은 앞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 즉,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버퍼층(600) 등을 이용한 역자기 정합 과정에 의해서 상호간에 대칭적인 구조로 형성된다. 트윈
형태의 두 ONO 유전층(500) 사이에는 게이트 유전층(800)이 위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ONO 유전층(500)은 그
가운데 영역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분리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도 5i를 참조하면, 트윈 ONO 유전층(500)의 패터닝에 의해서 노출되는 SOI 기판의 실리콘층(120)에 제1확산층
(121)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이러한 제1확산층(121)은 실리콘층(120)이 p 형 기판일 때 n형 불순물로 도
핑(doping)될 수 있고, 실리콘층(120)이 n형 기판일 때 p형 불순물로 도핑될 수 있다.

도 5j를 참조하면, 제2절연 스페이서(750)를 노출된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노출된 측벽에 형성한다. 이러한
제2절연 스페이서(750)는 절연 물질,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을 증착하고 이방성 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제2절연 스페이서(750)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노출된 실리콘층(120)에 제2확산층(125)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이러한 제1 및 제2확산층(121, 125)은 SONOS 메모리 셀의 소스 및 드레인 정션으로 이
용된다.

도 5k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실리사이드층(910)
및 제1 및 제2확산층(121, 125)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2실리사이드층(920)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1 및 제2실
리사이드층(910, 920)은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이 바람직하게 전도성 다결정 실리콘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실리사이드화 공정(silicidation process)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이후의 일련의 공정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순서를 따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도 5a 내지 도 5k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도 5k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
이 분리되고 분리된 양쪽이 대칭적인 트윈 ONO 유전층(500)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NO 유전층(500)
내에서 프로그램 및 소거 시에 생성될 수 있는 전자 및 홀의 산포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절단된 두 개
의 ONO 유전층(500) 사이에 형성된 게이트 유전층(800) 부분은 제2전도성 층(900)에 대해서 게이트 산화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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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게이트 유전층(800)의 두께를 ONO 유전층(500)의 두께와는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게이트 유전층(800), 즉,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의 적절한 조절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짧은 채널 현상
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도 5a 내지 도 5k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조 방법은 역자기 정합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토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상호간에 대칭적인 트윈 ONO 유전층(500) 구조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포
토 공정의 최소 선폭에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제2실시예 : 삼중 게이트 구조의 트윈 SONOS

제2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에서와는 달리 삼중 게이트 구조가 형성된다. 제2실시예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부호로 인용되는 부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재로 해석될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j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6a를 참조하면, SONOS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는 출발 물질(starting material)로 도 5a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SOI(Silicon(120)- On - Insulator(110)) 기판을 준비한다. 연후에,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
찬가지로, 실리콘층(120)의 Si 채널 영역 상에 실제 소자의 메모리로 사용될 ONO 유전층(500)을 형성한다.

ONO 유전층(500) 상에 제1전도성 층(550)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1전도성 층(550)은 다양한 도전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도전성 다결정 실리콘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제1전도성 층(550) 상에 도 5b를 참조하
여 설명한 바와 같이 버퍼층(600)을 전면에 형성한다. 이후에, 포토 및 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버퍼층(600)이 제1전
도성 층(550)의 상측 일부를 길게 길이 방향으로 노출하는 트렌치(601)를 가지도록 버퍼층(600)을 패터닝한다.

도 6b를 참조하면, 트렌치(601)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710)를 형성한다. 제1절연 스페이서(710)는 버퍼층
(600)을 이루는 절연 물질과 충분한 식각 선택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버퍼층(600)과는 다른 절연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절연 스페이서(710)는 절연 물질을 어떤 일정 두께로 증착한 다음, 이방성 식각을 전면에 수행
하여 형성된다.

도 6c를 참조하면, 제1절연 스페이서(710)를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제1절연 스페이
서(710)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을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식각 과정은 식각되어 제거되는 부분의 선폭을 정밀히
제어할 수 있는 이방성 식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식각되는 부분의 선폭은 트렌치(601)의 선폭 및
제1절연 스페이서(710)의 선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식각 과정에 의해서 SOI 기판의 실리콘층(120)이 노출되
게 된다.

도 6d를 참조하면, 실리콘층(120)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800)을 도 5e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목한
부위(801)를 가지도록 형성한다.

도 6e를 참조하면, 게이트 유전층(800) 상에 오목한 부위(801), 즉, 제1절연 스페이서(710)들 사이를 메우는 제2전
도성 층(900)을 도 5f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성한다. 이때, 제2전도성 층(900)을 증착한 연후에 에
치 백을 실시하여 그 높이를 트렌치(601)로 한정되게 낮추고 제2전도성 층(900)의 양쪽으로 게이트 유전층(800)이
노출되도록 한다.

도 6f를 참조하면, 노출된 게이트 유전층(800)과 연결되어 제2전도성 층(900)의 상측 표면을 덮는 캐핑(capping)
절연층(950)을 형성한다. 이러한 캐핑 절연층(950)은 제2전도성 층(900)이 바람직하게 도전성 다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졌을 때, 제2전도성 층(900)의 상측 표면의 일정 깊이를 산화시켜 일정 두께의 캐핑 절연층(950)이 형성될
수 있다.

도 6g를 참조하면, 캐핑 절연층(950)의 양쪽으로 노출된 게이트 유전층(800)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제1절연 스페이서(710)의 상측 표면 및 버퍼층(도 6f의 6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러한 식각은 제1습식 식각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후에, 제1절연 스페이서(710) 등에 의해서 노출된 버퍼층(600)을 선택적으로 식각 제거하
여 하부의 제1전도성 층(55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때, 제1전연 스페이서(710) 및 캐핑 절연층(950)과 충분
한 식각 선택비를 구현하며 노출된 버퍼층(600) 부분은 선택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식각 과정은 제1습식 식각과는 다른 제2습식 식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6h를 참조하면, 제1절연 스페이서(710)를 식각 마스크로 하여 제1절연 스페이서(710)에 의해서 노출된 제1전도
성 층(550)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제1전성 층(550)을 패터닝한다. 패터닝된 제1전도성 층(550) 부분은 각각
제1게이트(551) 및 제2게이트(553)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1게이트(551) 및 제2게이트(553)에 인접하여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ONO 유전층(500)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
여 제거한다. 이에 따라, 도 5h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SONOS 소자의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
이 패터닝된다. 연후에, 도 5i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트윈 ONO 유전층(500)의 패터닝에 의해서 노출
되는 SOI 기판의 실리콘층(120)에 제1확산층(121)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도 6i를 참조하면, 제2절연 스페이서(750)를 노출된 제1절연 스페이서(710)의 노출된 측벽 및 제1 및 제2 게이트
(551, 553)의 측벽에 형성한다. 이러한 제2절연 스페이서(750)는 절연 물질을 증착하고 이방성 식각하는 과정을 통

등록특허 10-0480645

- 7 -



해서 형성된다. 노출된 실리콘층(120)에 제2확산층(125)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이후에, 제2전도성 층
(900) 상측에 잔류할 수 있는 캐핑 절연층(도 6h의 950)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제2전도성 층(9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제2전도성 층(900)은 제1 및 제2게이트(551, 553)와는 독립적인 제3게이트로 역할하게 된다.

도 6j를 참조하면, 제2전도성 층(900)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3실리사이드층(960) 및 제1 및 제2확산층(121,
125)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2실리사이드층(920)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3 및 제2실리사이드층(960, 920)은 제2
전도성 층(900)이 바람직하게 전도성 다결정 실리콘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실리사이드화 공정(silicidation
process)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형성된다.

이후의 일련의 공정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순서를 따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도 6a 내지 도 6j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도 6j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이
분리되고 분리된 양쪽이 대칭적인 트윈 ONO 유전층(500) 구조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3 개의 독립적인 게
이트들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제3실시예 : 제1변형된 단일 게이트 구조의 트윈 SONOS

제3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에서와는 달리 변형된 단일 게이트 구조가 형성된다. 제3실시예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부호로 인용되는 부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재로 해석될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k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7a를 참조하면, SONOS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는 출발 물질(starting material)로 도 5a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SOI(Silicon(120)- On - Insulator(110)) 기판을 준비한다. 연후에, 제1버퍼층(630) 및 제2버퍼층
(600)을 형성한다. 제2버퍼층(600)은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후속될 ONO 유전층(500)을 패터
닝할 목적으로 희생층으로 도입된다. 제1버퍼층(630)은 제2버퍼층(600)의 패터닝 또는 제거 시에 하부의 실리콘층
(120)에 침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도입된다. 이러한 제2버퍼층(600)은 패드(pad)층 또는 식각
종료층(etch stopper) 등으로 역할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버퍼층(630)은 제2버퍼층(600)과 식각 선택비를 가질 수
있도록 제2버퍼층(600)과 다른 절연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후에, 제2버퍼층(600)을 이방성 식각 등으로 패터닝하여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트렌치(601)
를 형성한다.

도 7b를 참조하면, 제2버퍼층(600)의 트렌치(601) 바닥에 잔류할 수 있는 제1버퍼층(도 7a의 630) 부분을 습식 식
각 등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실리콘층(120) 상을 노출한다. 이후에, 실리콘층(120)의 Si 채널 영역 상과 제2버퍼층
(600)의 트렌치(601) 측벽 상에 실제 소자의 메모리로 사용될 ONO 유전층(500)을 적층하여 형성한다. 이때, ONO
유전층(500)은 알려진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 하단의 실리콘 산화물층(500a, 500c) 각각은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열산화막 또는 화학 기상 증착(CVD)에 의한 증착막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7c를 참조하면, 트렌치(601)의 내측벽 상의 ONO 유전층(500) 상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를 도 5c를 참조하
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성한다.

도 7d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를 식각 마스크(etch mask)로 사용하여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러한 식각 과정은 도 5d를 참
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방성 식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식각 과정에 의해서 SOI 기판
의 실리콘층(120)이 노출되게 된다.

도 7e를 참조하면, 노출된 실리콘층(120)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800)을 도 5e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목한 부위(801)를 가지도록 형성한다. 이때, 게이트 유전층(800)은 이전 도 7d를 참조하여 설명한 식각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제2버퍼층(600) 상으로 연장될 수 있다.

도 7f를 참조하면, 게이트 유전층(800) 상에 오목한 부위(801), 즉,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들 사이의 갭(gap)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900)을 도 5f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성한다.

도 7g를 참조하면, 제2전도성 층(900)에 의해서 노출된 게이트 유전층(800) 부분을, 도 5g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제1습식 식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상측 표면 및 버퍼층(도 7f
의 6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후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제2버퍼층(600)을 도 5g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제2습식 식각 제거한다. 이때, 제2버퍼층(600)이 바람직하게 실리콘
질화물 등과 같이 ONO 유전층(500)의 실리콘 질화물층(500b)과 유사한 절연 물질로 형성되었을 경우 제2버퍼층
(600)의 제거와 함께 노출되는 ONO 유전층(500)의 실리콘 질화물층(500b)의 일부 또한 제거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SONOS 소자에서 ONO 유전층(500)으로 작용할 부분은 ONO 유전층(500)의 상측 실리콘 산화물
층(500c)에 의해서 보호되어 잔존된다.

도 7h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을 마스크로 하여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에
의해서 노출된 ONO 유전층(500) 부분, 즉, ONO유전층(500)의 하측 실리콘 산화물층(530a)의 일부 및 잔류하는
제1버퍼층(630)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에 따라, SONOS 소자의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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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터닝된다. 이와 같이 패터닝된 ONO 유전층(500)은 제1실시예에서와 달리 ONO유전층(500)의 상측 실리콘 산
화물층(500c)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측벽에 연장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NOS 소
자에서의 ONO 유전층(500)으로 작용하는 점을 제1실시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 7i를 참조하면, 트윈 ONO 유전층(500)의 패터닝에 의해서 노출되는 SOI 기판의 실리콘층(120)에 도 5i를 참조
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1확산층(121)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도 7j를 참조하면, 제2절연 스페이서(750)를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의 측벽으로 연장된 상태인 ONO 유전층
(500)의 상측 실리콘 산화물층(500c) 상에 도 5j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성한다. 이후에, 이러한 제2
절연 스페이서(750)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노출된 실리콘층(120)에 제2확산층(125)을 도 5j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형성한다.

도 7k를 참조하면, 제1전도성 스페이서(700) 및 제2전도성 층(900)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실리사이드층(910)
및 제1 및 제2확산층(121, 125)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2실리사이드층(920)을 도 5k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
찬가지로 형성한다.

이후의 일련의 공정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순서를 따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도 7a 내지 도 7k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도 7k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
이 분리되고 분리된 양쪽이 대칭적인 트윈 ONO 유전층(500)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제4실시예 : 제2변형된 단일 게이트 구조의 트윈 SONOS

제4실시예에서는 제1 및 제3실시예에서와는 달리 변형된 단일 게이트 구조가 형성된다. 제4실시예에서 제1실시예
에서와 동일한 부호로 인용되는 부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재로 해석될 수 있다.

도 8a 내지 도 8j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8a를 참조하면, SONOS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는 출발 물질(starting material)로 도 5a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SOI(Silicon(120)- On - Insulator(110)) 기판을 준비한다. 이후에, 도 5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
찬가지로 ONO 유전층(500)을 형성하고, 그 상에 트렌치(601)를 가지는 버퍼층(600)을 형성한다. 연후에, 트렌치
(601)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770)를 형성한다. 이때, 제1절연 스페이서(770)는 도 5c의 제1전도성 스페이
서(700)와는 달리 절연 물질 또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물질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1절연 스페이
서(770)는 제2실시예의 제1절연 스페이서(710)와는 달리 희생층으로 도입된다.

도 8b를 참조하면, 제1절연 스페이서(770)를 식각 마스크(etch mask)로 사용하여 도 5d를 참조하여 하여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제1절연 스페이서(770)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을 식각하여 제거하여
ONO 유전층(500)을 두 부분으로 분리한다.

도 8c를 참조하면, 제1절연 스페이서(770)를 제거한다.

도 8d를 참조하면, 버퍼층(600)을 식각 마스크로 제1절연 스페이서(770)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단의 실리콘
산화물층(500c)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실리콘 질화물층(500b)의 일부를 노출한다.

도 8e를 참조하면, 노출된 실리콘층(120)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800)을 도 5e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형
성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게이트 유전층(800)은 열산화 방식에 의한 실리콘 산화물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8f를 참조하면, 게이트 유전층(800) 상에 버퍼층(600) 간의 갭을 메우는 전도성 층(930)을 형성한다. 이러한 전
도성 층(930)은 다양한 전도 물질, 예컨대, 전도성 다결정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다. 트렌치(601) 내로 한정되게
전도성 층(930)을 에치 백 또는 CMP한다.

도 8g를 참조하면, 전도성 층(930)에 의해서 노출된 게이트 유전층(800) 부분을 도 5g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유
사하게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버퍼층(도 8f의 6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이러한 식각은 제1습식 식각으로 수행
될 수 있다. 이후에, 노출된 버퍼층(600)을 도 5g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선택적으로 제2습식 식각 제거
하여 하부의 ONO 유전층(500)의 상측 표면을 노출한다.

도 8h를 참조하면, 전도성 층(930) 및 게이트 유전층(800)을 식각 마스크로 하여 노출된 ONO 유전층(500)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에 따라, SONOS 소자의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이 패터닝된다. 이때, 이
러한 트윈 형태의 ONO 유전층(500')은 실질적으로 잔류하는 게이트 유전층의 일부(800a), 실리콘 질화물층
(500b), 및 하단의 실리콘 산화물층(500a)으로 새로이 구성된다.

도 8i를 참조하면, 트윈 ONO 유전층(500')의 패터닝에 의해서 노출되는 SOI 기판의 실리콘층(120)에 도 5i를 참조
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확산층(121)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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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j를 참조하면, 제2절연 스페이서(750)를 게이트 유전층(800)의 노출된 측벽에 형성한다. 이러한 제2절연 스페
이서(750)는 절연 물질,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을 증착하고 이방성 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제2절
연 스페이서(750)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노출된 실리콘층(120)에 도 5j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제2확산층(125)을 이온 주입을 통하여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전도성 층(930)으로 게이트가 구성되고 가운데 중간 부위가 분리된 트윈 ONO 유전층(500')을 포함하는
SONOS 셀이 구성된다. 이후의 일련의 공정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 순서를 따를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CHEI방식을 이용한 2-비트 SONOS 메모리 소자는 게이트 하단의
ONO 유전층을 역스페이서(reverse spacer)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절단하여 제조될 수 있다. ONO 유전층이 트윈
형태로 둘로 분리됨으로써, 근원적으로 생성되는 프로그램 및 소거 시에 생성될 수 있는 전자 및 홀의 산포를 의도
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개의 절단된 ONO 유전층들 사이에 형성되는 게이트 유전층의 두께를 적절히 조
절함으로써 짧은 채널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한 트윈-ONO 형태의 SONOS 메모리 소자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
뮬레이션한 전하 산포를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9a 및 도 9b는 모두 0.12㎛ 게이트 길이 구조에서 각각 게이트에 5V, 드레인에 3V를 인가한 후(나머지 전압 조
건은 모두 접지 조건이다) 1㎲ 스트레스(stress)를 인가한 후, 즉,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포획(trap)된 전하의 산포
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9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분리된 ONO 유전층 구조, 즉, ONO 400Å/O 400Å/ONO 400Å의 3 부분으로 나
눠진 유전층 구조에서 측정된 결과이고, 도 9b는 도 9a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종래의 경우에 따라 ONO 유
전층이 게이트 하단에서 끊김없이 연장된 구조, 즉, ONO 400Å인 유전층 구조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도 9b는 짧은 채널 특성에 의해 0.12㎛의 짧은 채널 길이에서 의해 포획된 전하의 넓은 산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도
9a는 물리적인 ONO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전하의 산포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
9b의 꼬리 형태의 전하들(tailed charges)은 2비트 동작에 문제점들을 유발한다. 또한, 쓰기와 지우기를 반복함에
따라서 남아 있는 정션 사이의 채널 중앙 영역에 전하들이 축적되어, 축적된 전하들에 의해서 내구 특성이 열화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이후 읽기 시에도 시간에 따라 에지(edge) 영역의 전하들이 채널 영역으로의 전하 재분포를
일으키므로 리텐션(retention) 특성이 열화된다. 이에 반해 도 9a의 결과는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들을 본 발명의 실
시예들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층을 이용하여 역전된 형태의 스페이서(reverse spacer)를 이용
함으로써, 게이트 길이 방향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스페이서 밑에 형성될 ONO 유전층을 정확히 대칭적
인 구조로 트윈 형상으로 분리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토 공정의 패턴 제한을 받지 않고 역자기 정합 방식으로
1개의 게이트에 2개의 ONO 유전층을 가지는 2비트 SONOS 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형성 후에 게이트
양 측벽에 절연 스페이서를 형성 후 실리사이드화(silicidation)를 실시하여 게이트 및 확산 영역의 저항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0.10㎛ 이하의 메모리 게이트 길이에서도 안정된 2-비트 특성을 갖는 SONOS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0.10㎛ 이하의 메모리 게이트 길이에서도 안정된 2-비트 특성을 갖는 SONOS 형태의 비
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 상에 상기 유전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buffer)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유전층의 노출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
분으로 분리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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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
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열산화 또는 화학 기상 증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도록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에치 백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하여 상기 버퍼층 상으로 연장된 상기 게이트 유전층 부분을 노
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기판에 제1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측벽에 제2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상기 기판에 제2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는

화학 기상 증착 또는 열 산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층 또는 실리콘 질화물층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실리사이드화(silicidation) 과정으로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및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에 제1실리사이드층을 선택
적으로 형성하며 상기 제2확산층 상에 선택적으로 제2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및 상기 제2전도성 층은 도전성 실리콘층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
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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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 상에 제1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전도성 층 상에 상기 제1전도성 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1전도성 층의 노출된 부분 및 하부의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
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전도성 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 및 하부의 상기 유전층 부분을 상기 제1절연 스페
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 및 분리되고 패터닝된 두 개의 상기 제1전도성 층들이 각각 독립적인 게이트들로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와 상기 제1전도성 층 사이를 절연시키도록 상기 제1
절연 스페이서 상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도록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전도성 층을 에치 백 또는 화학 기계적 연마하여 상기 버퍼층 상으로 연장된 상기 게이트 유전층 부분을 노
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 부분을 노출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을 덮는 캐핑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
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기판에 제1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층 측벽에 제2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상기 기판에 제2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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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실리사이드화 과정으로 상기 제2확산층 상에 선택적으로 제2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며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에 제3
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도성 층 및 상기 제2전도성 층은 도전성 실리콘층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
(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5.

기판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 상에 상기 유전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는 버퍼(buffer)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에 제1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리
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상기 유전층의 상측 실리콘 산화물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
여 상기 실리콘 질화물층을 일부 노출하는 단계;

상기 유전층의 분리에 의해서 노출된 상기 기판 상에 상기 실리콘 질화물층 상으로 연장되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도성 층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 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전도성 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
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절연 스페이서는 희생층으로서 상기 버퍼층과 다른 절연 물질 또는 포토레지스트 물질로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기판에 제1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측벽에 제2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상기 기판에 제2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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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기판 상에 상호 간에 제1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버퍼층에 상기 제1버퍼층과 식각 선택비를 가지고 상기 제1버퍼층의 표면 일부를 노출하는 트렌치를 가지
는 제2버퍼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노출된 제1버퍼층 상 및 상기 트렌치 측벽 상에 실리콘 산화물층-실리콘 질화물층-실리콘 산화물층(ONO)의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렌치의 내측벽의 상기 유전층 상에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유전층을 두 부분으로 분
리하고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상기 제1버퍼층 부분을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기판 상을 노출하는 단계;

상기 노출되는 기판 상에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상기 트렌치의 양측벽 사이의 갭을 메우는 제2전도성 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상기 버퍼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유전층의 상기 버퍼층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선택적으
로 제거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된 상기 유전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기판에 제1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패터닝된 유전층 및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측벽에 제2절연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절연 스페이서를 마스크로 상기 기판에 제2확산층을 이온 주입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실리사이드화(silicidation) 과정으로 상기 제1전도성 스페이서 및 상기 제2전도성 층 상에 제1실리사이드층을 선택
적으로 형성하며 상기 제2확산층 상에 선택적으로 제2실리사이드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노스(SONOS)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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