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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비트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장치 및 그 제조 방법

(57) 요약

2 비트 저장이 가능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가 제공된다.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 반도

체 기판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소오스/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의 다수의

전하 저장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트랩 구조물 상의 게이트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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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의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상기 트랩 구조물 상의 게이트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일부 영역 상의 게이트 절연막 및 메인 게이트;

상기 메인 게이트 측벽에 절연되어 형성되고 상기 기판 상으로 연장된 측벽 게이트; 및

상기 측벽 게이트와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나머지 영역 사이에 개재되고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

랩 구조물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 채널은 읽기 동작시의 소오스 측에 형성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4.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형 채널을 정의하는 리세스의 상부 모서리는 모따기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

로 장치.

청구항 5.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리세스형 채널을 정의하는 리세스의 하부는 구 형상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

청구항 6.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 리세스형 채널은 원(one) 스텝 채널 또는 투(two) 스텝 채널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7.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 구조물의 양측은 상기 게이트의 안쪽으로 리세스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

등록특허 10-0690911

- 2 -



청구항 8.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 구조물을 구성하는 터널링막은 상기 리세스 채널 상의 두께가 상기 스텝 채널 상

의 두께보다 얇은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 채널의 길이는 산화 공정시 상기 트랩 구조물을 구성하는 터널링막의 버즈빅 길이와 실질적으

로 동일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크리스탈은 폴리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게르마늄 나노 크리스탈, 실리콘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1.

제1 항 또는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크리스탈은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과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이 적층된 적층 나노 크

리스탈로 이루어진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2.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다수의 활성 영역;

상기 다수의 활성 영역과 교차하는 다수의 접지 선택 라인 및 스트링 선택 라인;

상기 다수의 접지 선택 라인 및 스트링 선택 라인 사이에 배열되어 상기 활성 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다수의 평행한 워

드 라인;

상기 각 활성 영역에 형성된 다수의 스트링으로, 상기 각 스트링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다수의 메모리 셀 및 접지 선

택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형성되며,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다수의 메모리 셀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는

각각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의 다수의 전하 저장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상기 트랩 구조물 상의 게이트를 포함하는 다수의 스트링;

상기 다수의 활성 영역과 교차하며 상기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를 연결하는 다수의 공통 소오스 라인; 및

상기 각 활성 영역과 평행한 다수의 비트 라인으로, 상기 각 비트 라인은 상기 각 활성 영역별로 형성된 다수의 스트링이

병렬로 연결되는 다수의 비트 라인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3.

반도체 기판에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에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게이트 전극의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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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층 구조가 형성된 기판 내에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반도체 기판에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일부 영역에 게이트 절연막 및 메인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인 게이트 전극 측벽에 절연된 측벽 게이트 전극과 상기 측벽 게이트 전극의 하부와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의 나머

지 영역 사이에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 내에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에 리세스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리세스의 상부 모서리를 모따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에 리세스를 형성하는 단계; 및

등방성 식각을 실시하여 상기 리세스의 하부를 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텝 리세스형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며 노출영역의 일측에 두께가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

계; 및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기판을 식각하여 투 스텝 리세스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구조물을 구성하는 터널링막은 상기 리세스 채널 상의 두께가 상기 스텝 채널 상의 두께보다

얇도록 형성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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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구조물의 양측은 상기 게이트 또는 상기 측벽 게이트의 안쪽으로 리세스되도록

형성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크리스탈은 폴리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게르마늄 나노 크리스탈, 실리콘 질화

물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크리스탈은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과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이 적층된 적층 나노

크리스탈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13 항 또는 제14 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크리스탈은 저압화학기상증착법, HF 표면 처리와 저압화학기상증착법의 조합,

저압화학기상증착법과 질화법의 조합, 또는 이온주입과 열처리결정화법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 2비트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전원 공급이 차단될지라도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PDA, MP3 플레이어 등의 정보 통신 장치에 널리 사용된다. 그런데, 정보 통신

장치의 다기능화 및 고기능화에 따라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대용량화 및 고집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의 고집적화 및 메가바이트당 제조 단가의 저가화

(lower cost per Mbyte) 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멀티 비트(예; 2비트) 비휘발성 메

모리 셀이 개발되었다.

최근까지 개발된 2비트 비휘발성 메모리 셀은 4 단계의 문턱 전압 레벨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턱 전압 레벨이 각각의 다른

상태를 표현하게 한다. 그런데 2비트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게이트 선폭이 감소함에 따라 소오스 쪽 주입과 드레인 쪽 주

입이 국부적으로 편재(localized fraction)되지 않고, 단채널 효과가 채널 전체에 영향을 미쳐 이를 이용한 양쪽의 전하의

문턱전압 기여도 차이의 구분도 어려워져 4단계의 문턱 전압 분리가 불가능해진다. 또, 단채널이기 때문에 핫 캐리어의 영

향이 커져서 쓰기와 읽기의 싸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터널링막에 전자가 점차적으로 많이 트랩되어 원래 설정된 문턱 전압

보다 문턱 전압이 높아져서 상위 단계의 문턱 전압 레벨과 중첩되는 현상인 자기 한계(self limiting) 현상이 쉽게 발생한

다. 그 때문에 제작한 칩의 양품율이 저하되고 품질도 저하된다. 만약 프로그램 허용 윈도우를 넓히기 위해서 동작 전압을

높이면 신뢰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메모리 셀간의 간섭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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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

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

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 상

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의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상기 트랩 구조물 상의 게이트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상기 스텝 리세스 채

널 일부 영역 상의 게이트 절연막 및 메인 게이트, 상기 메인 게이트 측벽에 절연되어 형성되고 상기 기판 상으로 연장된

측벽 게이트 및 상기 측벽 게이트와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나머지 영역 사이에 개재되고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

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을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에에 따른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

판에 형성된 다수의 활성 영역, 상기 다수의 활성 영역과 교차하는 다수의 접지 선택 라인 및 스트링 선택 라인, 상기 다수

의 접지 선택 라인 및 스트링 선택 라인 사이에 배열되어 상기 활성 영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다수의 평행한 워드 라인,

상기 각 활성 영역에 형성된 다수의 스트링으로, 상기 각 스트링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다수의 메모리 셀 및 접지 선

택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형성되며,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다수의 메모리 셀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는

각각 상기 기판 내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의 다수의 전하 저장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상기 트랩 구조물 상의 게이트를 포함하는 다수의 스트링, 상기 다수의 활성 영역과 교차하며 상

기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를 연결하는 다수의 공통 소오스 라인 및 상기 각 활성 영역과 평행한 다수의 비트 라인

으로, 상기 각 비트 라인은 상기 각 활성 영역별로 형성된 다수의 스트링이 병렬로 연결되는 다수의 비트 라인을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은 반도체 기판에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 상에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 구조물 및 게이트 전극의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층 구조가 형성된 기판 내에 소오스/드레인

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2 비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

법은 반도체 기판에 스텝 리세스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 일부 영역에 게이트 절연막 및 메인 게이트

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메인 게이트 전극 측벽에 절연된 측벽 게이트 전극과 상기 측벽 게이트 전극의 하부와 상기 스텝

리세스 채널의 나머지 영역 사이에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트랩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

판 내에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

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공정 단계들, 잘 알려진 소자 구조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소자(elements) 또는 층이 다른 소자 또는 층 위(on), 접속된(connected to) 또는 커플링된(coupled to)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다른 소자 바로 위에, 다른 소자와 직접 연결 또는 커플링된 경우 또는 중간에 다른 층 또는 다른 소자를 개재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한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및/또는" 언급된 아이템들의 각각 및

하나 이상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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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1, 제2 등이 다양한 소자, 구성요소, 영역, 배선, 층 및/또는 섹션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나, 이들 소자, 구성요

소, 영역, 배선, 층 및/또는 섹션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용어들은 단지 하나의 소자, 구성

요소, 영역, 배선, 층 또는 섹션들을 다른 소자, 구성요소, 영역, 배선, 층 또는 섹션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되는 제1 소자, 제1 구성요소, 제1 영역, 제1 배선, 제1 층 또는 제1 섹션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내

에서 제2 소자, 제2 구성요소, 제2 영역, 제2 배선, 제2 층 또는 제2 섹션일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용어인 아래(below, beneath, lower), 위(above, upper) 등은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

의 소자 또는 구성 요소들과 다른 소자 또는 구성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용이하게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공간적

으로 상대적인 용어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방향에 더하여 사용시 또는 동작시 소자의 서로 다른 방향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소자를 뒤집을 경우, 다른 소자의 아래(below, beneath)로 기술된 소

자는 다른 소자의 위(above, upper)에 놓여질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인 용어인 아래는 아래와 위의 방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소자는 다른 방향으로도 배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용어들은 배향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제1 도전형"과 "제2 도전형"이라는 용어는 N 또는 P-형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도전형을 가리키며, 여기에 설명되

고 예시되는 각 실시예는 그것의 상보적인 실시예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및/또는 포함

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

되어 있는 용어들은 명백하게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이상적인 예시도인 단면도 및/또는 평면도들을 참고하여 설명될 것이다. 따

라서, 제조 기술 및/또는 허용 오차등에 의해 예시도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도시된 특정

형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 따라 생성되는 형태의 변화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각으로 도시된 식

각 영역은 라운드지거나 소정 곡률을 가지는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도면에서 예시된 영역들은 개략적인 속성을 가지며,

도면에서 예시된 영역들의 모양은 소자의 영역의 특정 형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

니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소오스 쪽 주입 프로그램(source side injection program)과 드레인 쪽 주입 프로그램

(drain side injection program)의 프로그램 허용 윈도우가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대해 개시할 것

이다. 이하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소오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읽기 동작시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쪽을 드레인 영역으로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단위 메모리 셀은 스텝 리세스 채널(110)과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135_NC)을 포함하는 전하

트랩 구조물(120), 게이트(150) 및 소오스/드레인(160S, 160D)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소자 분리 영역(미도시)에 의해 정의된 액티브 영역에 소오스 (160S)와 드레인(160D)이 형성되어 있다. 소오

스(160S)와 드레인(160D)은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LDD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나, 메모리 셀의 펀치 스루우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농도 불순물 영역만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다.

소오스(160S)와 드레인(160D) 사이에 스텝 리세스 채널(110)이 정의된다. 스텝 리세스 채널(110)은 기판(100) 내에 소정

깊이와 폭으로 형성된 리세스(R)와 리세스(R)로부터 연장된 스텝(S)을 따라 형성된다. 리세스 채널(110_RC)는 소오스

(160S) 쪽에 인접하여 형성될 수 있다. 소오스(160S) 쪽에 리세스 채널(110_RC)이 형성될 경우 소오스 쪽 주입 프로그램

과 드레인 쪽 주입 프로그램의 허용 윈도우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리세스 채널(110_RC)의 양 코너쪽에서

핫 전자의 주입의 면적이 다르고, 또한 적절한 채널 길이를 유지 하기 때문에 단채널 효과의 영향을 받는 드레인 쪽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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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영향이 없는 소오스 쪽의 문턱 전압 차이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오스 드레인 영역(160S, 160D)

의 프로파일을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셀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리세스 채널(110_RC)에 인접한 불순물

영역을 드레인 영역으로 동작시킬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스텝 리세스 채널(110) 영역 상에는 다수의 전하 저장 나노 크리스탈(135_NC)을 포함하는 전하 트랩 구조물(120)이 형성

된다. 전하 트랩 구조물(120)은 터널링막(tunneling layer)(125),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charge trapping nano

crystal)(135_NC) 및 블록킹막(blocking layer)(145)의 적층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터널링막(125)은 SiO2, SiON, La2O3, ZrO2 또는 Al2O3의 단일막, 적층막 또는 이들의 혼합막일 수 있다. 터널링막

(125)의 두께는 1 내지 100nm, 예컨대 4.5 내지 5.5nm 정도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135_NC)는 직경이 1 내지 15nm크기의 클러스터(cluster) 또는 점(dot) 형태로 형성된

다수의 나노 크리스탈(135_NC)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나노 크리스탈(135_NC) 간의 간격은 수 내지 수십

nm, 예를 들어 1 내지 10nm가 될 수 있으며, 전하의 측면 확산(lateral diffusion)으로 인한 교란(disturb)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 내지 10nm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전하가 트랩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전하 트

랩막(예, SiN막 또는 BN막)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소오스 쪽 주입 또는 드레인 쪽 주입의 국부적 편재를 보다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다.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135_NC)은 단층 구조(원 A) 또는 다층 구조(원 B)일 수 있다. 단층 구조(원 A)는 반도체 나노 크

리스탈 또는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일 수 있다.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은 폴리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나노크리

스탈일 수 있다.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은 실리콘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일 수 있다. 다

층 구조(원 B)는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NC1)과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NC2)이 적층된 적층 나노 크리스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유전체 나노 크리스탈(NC1)과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NC2) 사이에 산화물이 개재될 수도

있다.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NC1)은 SiN, BN, SiC, SiON, Al, Zr, Hf, La 등의 산화물, Al, Zr, Hf, La 등의 산질화물로 이

루어질 수 있으며,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NC2)는 폴리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나노크리스탈일 수 있다.

블록킹막(145)은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저장된 전하가 게이트(150)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성한다. 따

라서, 블록킹막(145)은 SiO2, HfxOy, AlxOy, ZrxOy, TaxOy, HfxSi1-xOy, HfxSi1-xOyNz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이용하

여 형성한 단일막 또는 복합막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게이트(150)는 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막의 단일막 또는 금속막/금속장벽막, 금속막

/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실리사이드막/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의 다층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속으로는 W, Ni, Co, Ru-Ta, Ni-Ti, Ti-Al-N, Zr, Hf, Ti, Ta, Mo, Ta-Pt,

Ta-Ti, W-Ti 등이, 금속 장벽 물질로는 WN, TiN, TaN, TaCN, MoN 등이, 금속 실리사이드로는 WSix, CoSix, NiSix 등

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게이트(150) 상면에는 캡핑막(155)이 더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게이트(150)의 측벽에는 스페이서(155)가 형성되어 있으며, 스페이서(155)는 게이트(150)의 패터닝후, 패터닝시 생성된

격자 손상 및 불필요한 트랩 사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산화 공정시 생성된 산화막 스페이서이거나, 절연막을 형성한 후 에

치백하여 형성한 깊은 소오스 드레인 영역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마스크로 사용되는 스페이서이거나, 이 둘의 조합일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쓰기) 과정을 설명하

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핫 전자 주입(hot electron injection)에 의해 이루어진

다.

아래 표 1의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무런 프로그램 동작이 행해지지 않은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초기 메모리 셀 형성

시 설정되었던 제1 레벨 문턱 전압(Vt1)을 가지게 된다.

드레인 쪽 주입의 경우에는 도 2의 첫번째 행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에 OV 이상의 전압, 예컨대 6V를 인

가하고 소오스(160S)에는 접지 전압을 인가하고 드레인(160D)에는 OV 이상의 전압, 예컨대 5V를 인가한다. 인가된 전압

에 따라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110)에 반전(Inversion)영역이, 드레인(160D) 근처에 공핍(Depletion)영역이 형성되며,

반전 영역은 드레인(160D)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핀치 오프(pinch-off)된다. 이에 따라 드레인(160D)과 반전 영역 사이에

는 공핍 영역이 개재된다. 전자가 스텝 리세스 채널(110)을 따라 형성된 반전 영역을 따라 이동하다가 반전 영역과 공핍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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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계부에 부딪쳐 전자-정공쌍(electron-hole pair)를 생성하게 된다. 이 때, 생성된 핫 전자(hot electron)는 전자를

가속화하는 수평 전계(Eds) 및 수직 전계(Eg)의 영향으로 터널링막(125)의 전위 장벽을 뛰어 넘어 드레인(160D) 쪽에 배

열되어 있는 다수의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주입된다. 따라서, 도 2의 첫번째 행에 좌측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드레인 영역 근처의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전자가 트랩핑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제2 레벨 문턱 전압(Vt2)을

가지게 된다.

소오스 쪽 주입은 도 2의 두번째 행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드레인 쪽 주입에서 소오스 영역(160S)와 드레인 영역

(160D)에 인가하는 전압을 바꾸어 적용하면 드레인 쪽 주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리에 의해 소오스 쪽 주입이 이루어지

게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제3 레벨 문턱 전압(Vt3)을 가지게 된다.

소오스 및 드레인 쪽 주입은 도 2의 세번째 행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드레인 영역(160D)과 소오소 영역(160S) 각각

의 근처의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전자가 트랩핑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제4 레벨 문턱 전압(Vt3)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동작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메모리 셀에 2 비트의 메모리 저장이 가능해진다.

[표 1]

 VG VD VS Vt

드레인 쪽 주입 ≥0V (6V) ≥0V (5V) 0V Vt2

소오스 쪽 주입 ≥0V (6V) OV ≥0V (5V) Vt3

소오스&드레인 쪽 주입 ≥0V (6V) ≥0V (5V) ≥0V (5V) Vt4

상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읽기 동작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텝 리세스 채널을 구비함으로써 단채널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하가 비

연속적인 나노 크리스탈에 트랩됨으로써 국부적인 편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드레인 쪽 주입과 소오스 쪽 주입의

읽기 동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소오스는 접지시키고, 드레인(160D)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제1 내지 제4 레벨의 문턱 전압(Vt1, Vt2,

Vt3, Vt4) 들 사이의 제1 내지 제3 읽기 전압(Vread1, Vread2, Vread3)을 게이트(150)에 인가하여 프로그램 상태를 확

인한다.

도 3을 참고하면, 소오스 쪽 주입 셀의 문턱 전압(Vt3)이 드레인 쪽 주입 셀의 문턱 전압(Vt2)보다 크게 도시되어 있다. 이

는 드레인 쪽 주입 셀과 소오스 쪽 주입 셀의 경우 주입되어 국부적으로 편재되어 존재하는 전자의 양이 동일하다 할지라

도 순방향 읽기시 스텝 리세스 채널(110)에 강 반전(strong inversion)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이트 전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드레인 쪽 주입 셀에서는 전하가 트랩된 드레인 쪽에서만 임계전압이 낮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임계 전압은

제1 레벨 문턱 전압(Vt1)을 가진다. 따라서, 제1 레벨 문턱 전압(Vt1)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 소오스(160S) 쪽에서는 반

전층이 형성되어 드레인 쪽으로 이동 전하가 제공된다. 한편, 드레인 영역에는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트랩

전하 영역 하부의 기판(100)에 이미 공핍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나노 크리스탈(135_NC)에 주입된 전하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전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이트 전압인 제2 레벨의 문턱 전압(Vt2)만 제공되면 소오스로부터 제공되는 이동

전하가 공핍 영역을 통해 이동하면서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면, 제2 레벨의 문턱 전압(Vt2)과 동일한 게이트 전압을 소오스 쪽 주입 셀의 게이트에 인가하면 소오스 쪽에 트랩된 전

하만을 보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트랩된 전하를 보상할 수 있는 제2 레벨의 문턱 전압과 소오스 근처의 채널에 강반

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전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압이 합하여진 게이트 전압이 가해저야만 메모리 셀이 턴-온되어 드

레인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소오스 쪽 주입시 쉬프트되는 제3 레벨의 문턱 전압(Vt3)이 드레인 쪽 주입시 쉬프트되

는 제2 레벨의 문턱 전압(Vt2)보다 크다.

따라서, 드레인 쪽 주입 셀과 소오스쪽 주입 셀의 프로그램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하 주입 영역이 국부적

으로 효과적으로 편재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의 평판 채널 메모리 셀에 있어서는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국부적인 편

재 영역(localized fraction area)이 구분되지 않고, 그 결과 제2 레벨의 문턱 전압과 제3 레벨의 문턱 전압의 윈도우가 겹

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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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있어서는 스텝 리세스 채널(110)로 인해 유효 채널 길이(Leff)가 종

래의 평판 채널 셀의 유효 채널 길이에 비해 길다. 따라서, 소오스 쪽 주입과 드레인 쪽 주입이 보다 국부적으로 편재되도

록 할 수 있다. 특히, 리세스 채널(110_RC)의 깊이(depth)를 조절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부적 편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유효 채널 길이(Leff)가 길어 핫 캐리어인 핫 전자의 영향이 단채널인 경우에 비해 적으므로 자기 한계(self

limit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하가 연속적인 막에 트랩되는 것이 아니라 측방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불연속

적인 나노 크리스탈내에 트랩되기 때문에 국부적 편재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리세스 채널(110_RC)의 경우에는 하단 코너부 포함한 넓은 면적을 통해서 집중적인 핫 전자의 주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텝 채널(110_S)에 비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핫 전자의 주입이 이루어 질수 있고, 적절한 채널길이 때문

에 소오스 영역(160S)과 드레인 영역(160D)의 문턱 전압 구분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소오스 영역(160S) 쪽에 리세스 채

널(110_RC)을 구비함으로서, 소오스 쪽 주입의 경우 문턱 전압 쉬프트가 종래의 평판형 채널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

다.

소거(erase) 동작은 F-N 터널링 또는 핫-홀 주입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다양한 방

식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리세스 채널(100_RC)을 구성하는 리세스(R)의 상단부가 모따기되어 리세스 채널(110_RC)과 스텝 채널

(110_S)의 연결부(점원 C)가 전계가 집중되는 수직한 프로파일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일 실시예와 차이

가 있으며, 나머지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모따기는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뿐만 아니라 라운딩된 형태등을

모두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리세스 채널(100_RC)을 구성하는 리세스(R')의 하부가 구 형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일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리세스(R)의 하부가 구 형상을 가짐으로써 유효 채널 길이(Leff)

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스텝 리세스 채널이(110)이 리세스(R)와, 리세스(R)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된 제1 및 제2 스텝(S1, S2)으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일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구성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투 스텝 채

널로 이루어짐으로써 유효 채널 길이(Leff)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트랩 구조물(120)의 양측이 게이트(150) 안쪽으로 리세스(점원 D)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스페이서

(155')가 리세스된 부분을 충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일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구성 요소는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리세스를 통해 트랩 구조물(120)이 측면으로 확산된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160S, 160D)과 오버랩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160S, 160D)과 오버랩되는 영역의 나노 크리스탈에 트랩된 전하가 소거 동

작시 용이하게 소거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리세스 채널(110_RC) 상의 터널링막(125_RC)의 두께(t1)가 스텝 채널(110_S) 상의 터널링막(120_S)

의 두께(t2)보다 얇다는 점에 있어서, 도 1의 일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구성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터널링

절연막(120_RC)이 얇은 소오스 쪽으로 보다 많은 핫 전자들이 효과적으로 주입될 수 있다. 따라서, 소오스 쪽 주입에 의한

문턱 전압 쉬프트와 드레인 쪽 주입에 의한 문턱 전압 쉬프트의 정도를 확실하게 차별화하여 프로그램 허용 윈도우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변형 실시예들은 단독으로 또는 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세스

의 상부는 모따기되고 하부는 구형을 가지도록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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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내지 도 9c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9a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100)에 리세스(R )를 형성한다.

좌측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자 분리 영역(미도시)에 의해 정의된 활성 영역에 리세스(R )를 정의하는 식각 마스크

(102)를 형성한 후 식각 공정을 진행하여 리세스(R)를 형성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리세스(R) 형성 후, 식각 마스크(102)에 의해 노출되는 영역의 폭이 넓어지도록 식각 마스크를 일부 제거

하여 등방성 식각 특성을 나타내는 화학 건식 식각(Chemical Dry Etch) 또는 습식 식각액을 사용하여 노출된 리세스(R )

의 상단부를 모따기할 수도 있다(도 4 참고).

또는 리세스(R)를 형성한 후 식각마스크(102)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방성 식각 특성을 나타내는 화학 건식 식각

(Chemical Dry Etch) 또는 습식 식각액을 사용하여 리세스(R )의 하부를 구형으로 만들수도 있다(도 5 참고).

또는 우측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리세스(R)를 형성하기 위한 식각 마스크(103)를 기판(100)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며

노출영역의 일측에 두께가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으로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식각 마스크(103)를

사용하여 기판(100)을 식각하여 투 스텝 리세스 영역(R, S1, S2)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리세스(R) 형성 후 웰 형성을 위한 이온 주입 및 채널 이온 주입을 실시할 수 있다.

도 9b를 참조하면, 터널링막(125), 전하 트랩 나노크리스탈(135_NC), 블록킹막(145)을 차례대로 형성한다.

터널링막(125)은 SiO2, SiON, La2O3, ZrO2 또는 Al2O3의 단일막, 적층막 또는 이들의 혼합막을 CVD, ALD 등의 방법

을 사용하여 1 내지 100nm 두께, 바람직하기로는 4.5 내지 5.5nm 정도로 형성한다.

터널링막(125) 형성시 1차로 터널링막을 형성한 후, 리세스(R ) 영역 상의 터널링막을 제거한 후 2차로 터널링막을 형성

하면 리세스(R ) 영역 상의 터널링막의 두께가 스텝(S) 영역 상의 터널링막의 두께보다 얇도록 할 수 있다.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135_NC)을 단층 구조로 형성할 경우에는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 또는 유전체 나노 크리스탈로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PCVD 등의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 소오스 가스와 H2 를 반응 가스로 500 ~ 620 ℃에서 10

내지 15초간 반응시킬 경우 폴리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다. LPCVD 전에 터널링막(125) 표면을 1 % HF 액

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면 초고밀도(예, 5×1011 내지 1×1011/㎠ )로 서로 격리된 나노 크리스탈의 형성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실리콘 소오스 가스 대신 게르마늄 소오스 가스를 반응가스로 사용하여 게르마늄 나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을 질화(nitridation)시키면 실리콘 질화물 나노 크리스탈 또는 게르마늄 질화

물 나노 크리스탈을 형성할 수 있다. 또, SiN, BN, SiC, SiON, Al, Zr, Hf, La 등의 산화물, Al, Zr, Hf, La 등의 산질화물로

이루어진 유전막을 형성한 후, 그 위에 반도체 나노 크리스탈(도 1의 NC2)을 형성하고 이를 식각마스크로 사용하여 유전

막을 식각하여 유전막 나노 크리스탈(도 1의 NC1)을 형성하여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을 다층 구조로 형성할수 있다.

블록킹막(145)은 SiO2, HfxOy, AlxOy, ZrxOy, TaxOy, HfxSi1-xOy, HfxSi1-xOyNz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이용하여 형

성한 단일막 또는 복합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블록킹막은 CVD 또는 LPCVD 등의 공정을 통하여 약 5 ~ 15 nm 두

께로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블록킹막(145),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135_NC), 터널링막(125)을 활성 영역별로 분리하여 프리 트랩 구조물

(119)을 형성한다.

도 9c를 참고하면,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도전막, 캡핑막을 차레대로 형성한 후, 패터닝하여 게이트(150), 캡핑막 패턴

(152) 및 전하 트랩 구조(120)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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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150)를 형성하기 위한 도전막은 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막의 단일막 또는 금

속막/금속장벽막, 금속막/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실리사이드막/

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의 다층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금속으로는 W, Ni, Co, Ru-Ta, Ni-Ti, Ti-Al-N, Zr,

Hf, Ti, Ta, Mo, Ta-Pt, Ta-Ti, W-Ti 등이, 금속 장벽 물질로는 WN, TiN, TaN, TaCN, MoN 등이, 금속 실리사이드로

는 WSix, CoSix, NiSix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캡핑막 패턴(152)은 질화막, 고온 저압 증착 산화막, 또는 이들의 적층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후, 패터닝시 생성된 격자 손상 및 불필요한 트랩 사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산화 공정을 실시한다. 스텝 채널(110_SC)의

길이가 산화 공정시 터널링막(125)의 버즈빅 길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산화 공정후에 스텝 채널(110_SC) 상의

터널링막의 두께가 리세스 채널(110_RC) 상의 터널링막의 두께보다 두꺼울 수 있다.

이온 주입 전에 습식 식각 등을 실시하여 도 9c의 우측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하 트랩 구조물(120)을 리세스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오스/드레인(160S, 160D) 형성을 위한 이온을 주입한다. 소오스/드레인(160S, 160D) 형성은 메모리 셀의

특성에 따라 저농도 불순물 영역만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산화 공정 후에 저농도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고 절연막을 형성

한 후 스페이서를 형성한 후 고농도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여 소오스/드레인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후, 반도체 소자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진 공정 단계들에 따라 메모리 셀에 전기적 신호

의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선들을 형성하는 단계, 기판상에 패시베이션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을 패키지하

는 단계를 더 수행하여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완성한다. 이와 같은 후속단계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석되

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다른 제조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0a를 참고하면, 도 9a를 참고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리세스(R)를 형성한 후, 기판(100) 전면에 산화막(112)을 형성한

다. 이 때 산화막(112)의 두께는 최종 전하 트랩 구조(도 1의 120 참고)를 구성하는 터널링막(125), 나노 크리스탈(135_

NC), 및 블록킹막(145)의 전체 두께가 되도록 형성한다. 이어서, 반도체 이온 주입(114) 공정을 실시한다. 산화막(112) 내

의 미세원(○)은 이온 주입을 개략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도 10b를 참고하면, 결정화 열처리(116)를 수행하여 주입된 반도체 이온을 결정화시켜 다수의 나노 크리스탈(135_NC)을

형성한다. 결정화 열처리(116)는 질소 분위기에서 약 950℃ 온도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

화 열처리(116)의 조건에 따라 나노 크리스탈(135_NC)의 크기, 밀도 등이 조절될 수 있다.

후속 공정은 도 9c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단면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단위 메모리 셀은 메인 게이트(215)의 양 측벽에 측벽 게이트(215)를 구비하고 측벽 게이트(215)와 채

널 영역을 구성하는 기판(200) 사이에 트랩 구조물(220)을 구비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 실시예와 차이가 있다. 트랩 구조물

(220)이 스텝 리세스 채널(210)의 양 측에만 존재하므로 소오스 쪽 주입과 드레인 쪽 주입의 국부적 편재 효과가 보다 강

화된다.

구체적으로, 기판(200)에 형성된 스텝 리세스 채널(210)의 일부 영역에 게이트 절연막(212)을 개재하여 메인 게이트

(215)가 형성되어 있다. 메인 게이트(215)의 측벽에 측벽 게이트(215)가 형성되며 측벽 게이트(250)와 메인 게이트(215)

의 사이 및 측벽 게이트(250)와 스텝 리세스 채널(210)의 나머지 일부 영역 사이에 트랩 구조물(220)이 개재된다. 트랩 구

조물(220)은 일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터널링막(225), 전합 트랩 나노 크리스탈(235_NC) 및 블록킹막(245)을 포함한다.

측벽 게이트(250)에 정렬되어 기판(200) 내에 소오스(260S) 및 드레인(260D)이 형성되어 있다.

도 4 내지 도 8에 도시되어 있는 변형예들은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도 동일하게 변형되

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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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2a를 참조하면, 일 실시예의 제조 방법에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판(200) 내에 리세스(R) 및 스텝(S)을 형성한 후,

게이트 절연막(212) 및 메인 게이트(215)를 형성한다.

게이트 절연막(212)은 SiO2, SiON, SiN, Si3N4, ZrO2 HfO2, Ta2O5, Al2O3, 란탄(La) 산화물 등의 물질을 사용하여 10 내

지 100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메인 게이트(215)는 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막의 단일막 또는 금속막/금속장벽막,

금속막/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 금속실리사이드막/금속실리사이드막, 금속실리사이드막/불순물이 도우프된

다결정 실리콘막의 다층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2b를 참조하면, 메인 게이트(215)가 형성된 기판 전면에 터널링막(225),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235_NC), 블록킹

막(245)을 차례대로 형성한다. 각 물질의 종류, 두께, 형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 9a 내지 도 10b에서의 설명으로 대신한

다.

도 12c를 참조하면, 메인 게이트(215) 측벽에 측벽 게이트(250)를 형성한다. 측벽 게이트(250)는 메인 게이트(215)와 동

일한 도전막을 전면에 형성한 후 에치백 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측벽 게이트(250)를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터널링막(225),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235_NC), 블록킹막(245)을

차례대로 식각하여 전하 트랩 구조(도 11의 220 참고)를 완성한다. 이 때, 메인 게이트(215) 상면의 터널링막(225),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235_NC), 블록킹막(245)도 함께 제거될 수 있다. 계속해서 소오스(260S), 드레인(260D) 형성을 위한

이온 주입 공정을 실시하여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셀을 완성한다.

이하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셀 구조가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에 적용되어 구현된 경우를 예시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셀 구조가 적용되는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등가회로도이

고, 도 14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셀 어레이 영역의 일부 평면도이다.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면,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셀 어레이 영역(A)에는 다수의 셀 블록(Cell_

Block) 들이 반복하여 배열된다. 각 셀 블록(Cell_Block)마다 복수의 활성 영역(AR)이 배열되고, 활성 영역(AR)과 수직하

게 스트링 선택 라인(SSL), 접지 선택 라인(GSL) 및 공통 소오스 라인(CSL)이 배열된다.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접지

선택 라인(GSL) 사이에는 다수의 워드 라인(WL0~WLm-1) 배열된다. 그리고, 다수의 비트 라인(BL0~BLn-1)이 다수의

워드 라인(WL0~WLm-1)과 교차하도록 배열된다. 비트 라인(BL)과 워드 라인(WL)이 교차하는 영역에는 각각 메모리 셀

(MC0~MCm-1ｘn-1)이 정의되고, 비트 라인(BL)과 스트링 선택 라인(SSL) 및 접지 선택 라인(GSL)이 교차하는 영역에

는 각각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와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가 정의된다.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 다수의

메모리 셀(MC0~MCm-1ｘn-1)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가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스트링(S)을 구성한다. 비트

라인(BL)별로 각 셀 블록(Cell_Block)마다 형성된 스트링이 병렬로 연결된다. 즉, 각 스트링(S)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SST)의 드레인이 비트 라인 콘택(BLC)을 통해 비트 라인(BL)과 연결된다.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소오스(55)는

공통 소오스 라인(CSL)에 연결된다. 주변 회로 영역(B)의 상, 하부에는 페이지 버퍼(P/B)가 좌우측에는 행 디코더(R/D)등

이 배열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셀 구조가 적용된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5를 참고하면, 기판(100)에 형성된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 영역에 의해 다수의 활성 영역(AR)이 정의된다. 기판(100)

에는 셀 어레이 영역과 주변 회로 영역에 형성되는 트랜지스터들의 특성이 최적화되도록 하기 위한 웰들(미도시)이 형성되

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셀 어레이 영역에는 포켓형 p웰이 형성되고 주변 회로 영역에는 n 웰 및 p웰이 각각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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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활성 영역(AR)에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 다수의 메모리 셀(MC0~MCm-1)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가

서로 소오스/드레인 영역(55)을 공유하는 형태로 직렬로 연결되어 스트링(S)을 구성한다. 그리고 스트링(S)은 비트라인콘

택(BLC)을 통해 비트 라인(BL)에 연결된다.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는 스트링 선택 라인(SSL)에, 메모리 셀(MC0~MCm-1)은 각 워드 라인(WL0~WLm-1)에, 접

지 선택 트랜지스터(GST)는 접지 선택 라인(GSL)에 각각 커플링된다.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 다수의 메모리 셀

(MC0~MCm-1)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는 모두 도 1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텝 리세스 채널 영역에 형

성된 전하 트랩 구조(120)와 게이트(150), 캡핑막(152) 및 스페이서(155)를 포함한다.

공통 소오스 라인(CSL)은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소오스와 접속하며, 비트 라인(BL)은 비트 라인 콘택(BLC)을 통

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의 드레인과 접속한다. 미설명부호 170은 층간 절연막을 나타낸다.

도면을 예시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NOR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은 물론이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을수 있다.

첫째, 스텝 리세스 채널로 인해 유효 채널 길이가 증가하여 안정된 국부적 프로그램이 가능하여 2 비트의 정보를 안정적으

로 저장할 수 있다.

둘째, 스텝 리세스 채널로 인해 유효 채널 길이가 증가하여 핫 캐리어 프로그램시 발생하는 자기 한계 현상이 감소한다.

셋째, 전하 트랩 구조를 나노 크리스탈로 형성함으로써 소오스 쪽 주입된 전자 또는 드레인 쪽 주입된 전자가 측면 확산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크기를 나노급 또는 그 이하의 크기로 용이하게 축소(scale down)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쓰기) 과정을 설명하

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 분포를 나타내는 개

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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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내지 도 9c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의 다른 제조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단면도이다.

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집적 회로 장치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 셀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셀 구조가 적용되는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등가회로도이

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셀 어레이 영역의 일부 평면도이다.

도 15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메모리 셀 구조가 적용된 NAND형 비휘발성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기판 110: 스텝 리세스 채널

120: 전하 트랩 구조 125: 터널링막

135_NC: 전하 트랩 나노 크리스탈 145: 블록킹막

150: 게이트 160S,160D: 소오스, 드레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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