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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비트 저장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다중 비트 저장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 상에 핀(fin)형 액티

브 영역, 터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형성한다.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는 영역을 여는 오프닝(opening)

홈을 형성하는 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고, 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

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킨다.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

분 상에 전하 저장층의 노출된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고, 오프닝 홈을 채우는 제1게이트를 형성한다.

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제1게이트의 측벽에 부착되는 스페이서 형태의 제2게이트들을 형성한다. 제2게이트

외측으로 노출된 잔류하는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제2게이트들에 폭이

정렬되며 제1게이트 및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을 형

성한다. 제2게이트들의 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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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핀(fin)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는 영역을 여는 오프닝(opening) 홈을 형성하는 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전하 저장층의 노출된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프닝 홈을 채우는 제1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부분 상에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에 부착되는 스페이서 형태

의 제2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게이트들 및 상기 제1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2게이트 외측으로 노출된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

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2게이트들에 폭이 정렬되며 상기 제1게이트 및

상기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기 전하 차단층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게이트들의 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되고 상기 전하 차단층 및 상기 터널링 유전층은 각

각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산화물-질화물-산화물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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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희생층 패턴은 상기 제1게이트와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절연 물질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희생층 패턴은

실리콘 산화물 또는 실리콘 질화물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오프닝 홈을 메우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상기 희생층 패턴의 표면이 노출되게 에치 백(etch back)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을 덮게 상기 희생층 패턴의 내측 측벽을 덮게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을 덮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제1게이트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도전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2게이트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2게이트들 각각에 정렬되어 상호 간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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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 상에 핀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는 영역을 여는 제1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희생층 패턴의 내측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로 부착되어 상기 제1오프닝 홈에 비해 좁은 폭의 제2오프닝 홈을 형성하

는 제1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들 및 상기 제1게이트들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2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전하 저장층의 노출되는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오프닝 홈을 채우는 제2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

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1게이트들에 정렬되며 상기 제2게이트 및 상기 게

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기 전하 차단층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의 양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의 영역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을 덮게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희생층 패턴의 측부를 덮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희생층 패턴의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도전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1게이트

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1게이트들 각각에 정렬되어 상호 간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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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반도체 기판 상에 핀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는 영역을 여는 제1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제1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내측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로 부착되어 상기 제1오프닝 홈에 비해 좁은 폭의 제2오프닝 홈을 형성

하는 제2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희생층 패턴들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2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노출되는 전하 저장층의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오프닝 홈을 채우는 상기 게이트 유전층 및 상기 제2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게이트의 외측 아웃라인(out line)에 정렬되며 상기 게이트 및

상기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기 전하 차단층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의 양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의 영역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희생층 패턴들은 상호 간에 식각 선택비를 가지게 서로 다른 절연 물질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측부를 덮는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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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연층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절연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2희생

층 패턴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1희생층 패턴들에 각각 정렬되어 상호 간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5.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핀(fin)형 액티브 영역;

상기 핀형 액티브 영역 상에 형성된 게이트;

상기 게이트 아래에 상기 게이트의 연장 부분에 의해 상호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 및 상기 게이트의 계면에 형성된 전하 차단층;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 및 상기 액티브 영역의 계면에 형성된 전하 터널링을 위한 터널링 유전층; 및

상기 액티브 영역 및 상기 게이트의 연장 부분 사이 계면에 형성되어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의 측면과 상기 게이트

의 계면으로 연장된 게이트 유전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상기 상호 분리된 두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사이의 상기 액티브 부분 상에 정렬된 제1게이트; 및

상기 상호 분리된 두 전하 저장층 국부 패턴들 상에 각각 정렬된 두 제2게이트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게이트들은 상기 제1게이트 측벽에 부착된 스페이서 형상을 가져 상호간에 대등한 선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게이트와 상기 제2게이트 사이의 측면 계면으로 더 연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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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전하 차단층과 상기 게이트의 계면으로 더 연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고 상기 전하 차단층 및 상기 터널링 유전층은 각각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산화물-질화물-산화물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비트 저장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

다.

현재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또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flash memory device)의 메모리 밀도(memory density)를 크게 증

가시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셀(memory cell)의 크기를 줄이려는 시도가 많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메모리 셀의 메모리 가능한 상태들의 수(number of states)를 증가시켜 메모리 밀도의 증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

들 또한 많이 주목되고 있다.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 구조에 다중 비트(multi-bit)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시되고 있다.

게이트(gate)와 반도체 기판 사이에 전하 저장층(charge storage layer)을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는 구조로 도입하는

SONOS(Silicon-Oxide-Nitride-Oxide-Silicon)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2 비트 작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SONOS 트랜지스터에서는 저장된 전하의 서로 다른 위치에 의해서, 문턱 전압(Vth)의 순방향 읽기

(forward reading) 및 역방향 읽기(reverse reading)에 의한 트랜지스터의 2 비트 동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채널의 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전하 저장층의

선폭이 축소되고 있다. 비휘발성 트랜지스터 소자의 유효 채널 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채널 폭

의 축소는 단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를 수반하게 되는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효 채널 폭을 보다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하 저장층의 선폭의 축소에 따라 다중 비트 저장 시 각각 저장된 전하들의 분포가 겹쳐지는 문제, 예컨대, 크로스

토킹(cross-talking)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전하 저장층의 양단 영역들에 각각 저장된 전하 분포들의 끝단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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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 부분들이 서로 겹쳐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독립된 신호들이 상호 간섭되어 소자의 동작이 구분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된 전하들 상호 간의 간섭 발생은 결국 소자의 다중 비트 저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멀티 비트 동작 또는 멀티 비트 저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하 저장층에서의 전하의 저장

이 각각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트랜지스터의 유효 채널 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호 독립적인 다중 비트 저장을

구현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기판 상에 형성된 핀(fin)형 액티브 영역 상에 게이트를 구비하

고, 상기 게이트 아래에 상기 게이트의 연장 부분에 의해 상호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을 구비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시한다.

이때,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 및 상기 게이트의 계면에 형성된 전하 차단층, 상기 국

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 및 상기 액티브 영역의 계면에 형성된 전하 터널링을 위한 터널링 유전층, 및 상기 액티브 영역 및

상기 게이트의 연장 부분 사이 계면에 형성되어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의 측면과 상기 게이트의 계면으로 연장된

게이트 유전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게이트는 상기 상호 분리된 두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사이의 상기 액티브 부분 상에 정렬된 제1게이트, 및

상기 상호 분리된 두 전하 저장층 국부 패턴들 상에 각각 정렬된 두 제2게이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게이트들은 상기 제1게이트 측벽에 부착된 스페이서 형상을 가져 상호간에 대등한 선폭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게이트 유전층은 상기 제1게이트와 상기 제2게이트 사이의 측면 계면으로 더 연장된 것이거나, 상기 전하 차단층과

상기 게이트의 계면으로 더 연장된 것일 수 있다.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고 상기 전하 차단층 및 상기 터널링 유전층은 각각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산화물-질화물-산화물 구조를 형성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전하 저장층은 전하를 저장하는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에 핀(fin)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널

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는

영역을 여는 오프닝(opening) 홈을 형성하는 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

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전

하 저장층의 노출된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프닝 홈을 채우는 제1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 노출되는 상

기 전하 차단층 부분 상에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에 부착되는 스페이서 형태의 제2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게

이트들 및 상기 제1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2게이트 외측으로 노출된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2게이트들에 폭이 정렬되며 상기 제1게이트 및 상기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기 전하 차단층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게이트들의 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희생층 패턴은 상기 제1게이트와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절연 물질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오프닝 홈을 메우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상기 희생층 패턴

의 표면이 노출되게 에치 백(etch back)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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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게이트의 측벽을 덮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제1게이트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도전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2게이트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2게이트들 각각에 정렬되어 상호 간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

될 수 있다.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에 핀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

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

는 영역을 여는 제1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의 내측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

로 부착되어 상기 제1오프닝 홈에 비해 좁은 폭의 제2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제1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

턴들 및 상기 제1게이트들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2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

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

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전하 저장층의 노출되는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오프닝 홈을 채우는 제2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유전층 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

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1게이트들에 정렬되며 상기 제2게이트

및 상기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기 전하 차단층

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의 양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의 영역

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희생층 패턴의 측부를 덮는 도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층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희생층 패턴의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도전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1게이트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1게이트들 각각에 정렬되어 상호 간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에 핀형 액티브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영역 상을 덮는 터

널링 유전층, 전하 저장층 및 전하 차단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상기 액티브 영역을 가로지

는 영역을 여는 제1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제1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내측 측벽에 스페이

서 형태로 부착되어 상기 제1오프닝 홈에 비해 좁은 폭의 제2오프닝 홈을 형성하는 제2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

기 제1 및 제2희생층 패턴들을 식각 마스크로 상기 제2오프닝 홈에 노출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

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하부의 상기 액티브 영역 부분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을 노출하게 상호 분리시키는

단계, 상기 노출된 액티브 영역 부분 상에 상기 노출되는 전하 저장층의 측부 표면을 덮는 게이트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제1오프닝 홈을 채우는 상기 게이트 유전층 및 상기 제2희생층 패

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을 선택적으

로 제거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잔류하는 상기

전하 차단층, 전하 저장층 및 터널링 유전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게이트의 외측 아웃라인(out line)에 정렬되

며 상기 게이트 및 상기 게이트 유전층에 의해서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한 쌍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및 상

기 전하 차단층의 패턴들, 상기 터널링 유전층의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의 양측부 바깥으로 노출된 상기

액티브의 영역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희생층 패턴들은 상호 간에 식각 선택비를 가지게 서로 다른 절연 물질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2희생층 패턴들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측부를 덮는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층

을 이방성 식각하여 상기 제1희생층 패턴의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로 상기 절연층을 잔류시켜 상기 두 제2희생층 패턴들의

폭이 대등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은 상기 제1희생층 패턴들에 각각 정렬되어 상호 간

에 대등한 폭을 가지게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핀형 트랜지스터(FinFET) 구조를 채용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트랜지스터의 유효 채널 폭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상호 격리된 국부적 전하 저장층 구조를 구현하여, 국부적 전하 저장층 각각에 저장

되는 전하 분포들이 상호 겹쳐지지 않고 독립적이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중 비트 저장을 구현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

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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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되며,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핀형 트랜지스터(FinFET) 구조를 채용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구현한

다.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유효 채널 폭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자의 축소에 따른 단채널 효과(short

channel effect)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자의 전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널 폭이 보다 짧은 트랜지스터의

구현이 가능하여, 소자의 집적도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전자 저장층이 게이트 아래에 국부적으로 위치하게 하여,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격리 분

리된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프로그램 전하 밀도(program charge density)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 제어 능력(gate

controll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서, 측벽 스페이서(side wall spacer) 형태의 게이트 전극을 내측 측벽 공정(inner side

wall process) 또는 외측 측벽 공정(outer side wall process)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때,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은 측벽

스페이서 형태의 게이트 전극에 정렬되게 상호 간에 대칭적인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의 선폭은 상호 간에 균일하게 구현될 수 있다.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이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격리된 형태로 구현되므로, 이를 채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안

정적인 2-비트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저장된 전하 분포의 테일 부분이 겹쳐져 크로스 토킹 불량이 발생되는 것이 격리된

전하 저장층 패턴들에 전하가 저장됨에 따라 방지되므로, 안정된 순방향 읽기-쓰기 및 역방향 읽기-쓰기 동작이 가능하

다.

도 1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A-A'의 절단면을 따르는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1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들이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기판(100) 상에 핀(fin) 형태로 돌출된 바

(bar)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을 구비하고,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을 가로지게 중첩되는 게이트(300)를 구비한다.

게이트(300)와 액티브 영역(130)의 계면에 제1게이트 유전층(215)을 구비하며, 게이트(300) 아래에 제1게이트 유전층

(215) 및 게이트(300)에 의해 물리적으로 격리된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을 양측에 구비한다. 이때, 두 국부적 전

하 저장층 패턴(230)은 상호 대칭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전하 저장층 패턴(230)과 액티브 영역(130)의 계면에는 전하, 특

히 전자의 터널링(tunneling)을 위한 터널링 유전층(210)이 도입된다.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과 게이트(300)의 계

면에는 백 터널링(back tunneling)을 차단하기 위한 전하 차단층(250)이 도입된다.

이때,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은 기판(100)에 대해 메사(mesa) 형태로 돌출되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게이트(300) 및

전하 저장층 패턴(230) 등은 액티브 영역(130)의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 상을 감싸며 가로질러 중첩되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

이때, 도 1a의 경우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 기판(100)을 기판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어, 액티브 영

역(130)이 기판(100) 상에 연결되고, 소자 분리 영역(110)에 의해서 격리된 형태로 액티브 영역(130)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SOI(Silicon On Insulator) 기판을 기판(100)으로 이용할 경우, 액티브 영역(130) 아래에 소자 분리를 위한 절연층

이 연장된 형태로 묘사될 수도 있다.

한편, 제1게이트 유전층(215)은 전하 저장층 패턴(230)의 측면을 가리게 연장되며 또한 전하 차단층(250) 상측으로 연장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하 저장층 패턴(230) 각각은 하부의 터널링 유전층(210), 측면의 제1게이트 유전층(215)의 연장

부 및 상측의 전하 차단층(250)에 의해서 격리된 상태가 된다. 물론 게이트(300)의 외측에는 절연 스페이서(도시되지 않

음)가 더 도입되어 게이트(300) 또는/ 및 전하 저장층 패턴(230)의 측면을 격리시키게 할 수 있다.

이때, 게이트(300) 외측으로 드러난 액티브 영역(130) 부분에는 소스/드레인 영역(131)이 불순물 이온 주입 과정 등과 같

은 도핑(doping)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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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호 간에 대칭적이고 또한 물리적으로 상호 간에 격리된 한 쌍의 전하 저장층 패턴(230)은 기본적으로 다마신

(damascene) 기법을 이용하여 게이트(300)를 패터닝하는 과정 중에 패터닝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기판(100) 상에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을 형성한다. 액티브 영역(130)은 기판(100) 상에 돌출된 형

태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상측 표면 및 측부 표면이 노출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은 여러 가지 알려진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실리콘 반도체 기판을 기판

(100)으로 이용할 경우, 기판(100)에 소자 분리 영역(110)을 얕은 트렌치 소자 분리(STI: Shallow Trench Isolation) 방

법을 이용하여 트렌치 및 트렌치를 채우는 절연층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형성한다. 이후에, 소자 분리 영역(110)을 이루는

절연층을 에치 백(etch back) 등으로 리세스(recess)하여 액티브 영역(130)을 상대적으로 돌출되게 할 수 있다. SOI 기판

을 기판(100)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실리콘층을 패터닝함으로써 액티브 영역(130)이 핀 형태가 되도록 형성할 수도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액티브 영역(130)을 덮는 터널링 유전층(130)을 형성한다. 터널링 유전층(130)은 전하, 특히, 전자의 터

널링(tunneling)을 위한 유전층으로, 예컨대, 실리콘의 액티브 영역(130)의 표면을 산화시켜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실리콘 산화물층을 증착하여 터널링 유전층(130)을 형성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터널링 유전층(210) 상에 전하 저장층(230)을 형성한다. 이때, 전하 저장층(230)은 터널링 유전층(210)

을 터널링하여 주입되는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물질,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ONO

(Oxide Nitride Oxide) 구조를 위한 질화물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OSO(Oxide Silicon Oxide) 구조를 위한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전하 저장층(230)은 실리콘 점(silicon dot)들의 층, 실리콘 저매니움(SiGe)의 층,

나노 결정질(nano crystal)이 배열된 층 등과 같이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물질로 이러한 전하 저장층(230)은 형성될 수 있

다.

도 5를 참조하면, 전하 저장층(230) 상에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소거(erase) 동작 시 백 터널링(back tunneling)을 차단

하는 전하 차단층(250)이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전하 차단층(250)은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의 적층 구조의 패턴의 전하 차단층(250) 상

에 워드 라인(WL)으로서의 게이트(gate)의 패터닝을 위한 형틀로서의 제1희생층 패턴(410)을 형성한다. 제1희생층 패턴

(410)은 게이트 패터닝을 위한 다마신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게이트 패터닝 후 제거되는 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제1희생층 패턴(410)은 후속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거에 용이한 절연 물질, 예컨대, 실리

콘 질화물층이나 실리콘 산화물층과 같은 절연 물질로 제1희생층 패턴(410)은 형성될 수 있다.

제1희생층 패턴(410)은 도 1a에 제시된 바와 같은 게이트(300)에 패턴 형상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므로, 게이트(300) 패

턴을 위한 홈(411)을 가지게 패터닝될 수 있다. 오프닝 홈(411)의 선폭은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300)의 선폭과 대등한

선폭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오프닝 홈(411)은 게이트(300)가 위치할 위치에 형성되므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

브 영역(130)을 가로지르는 형상을 가지고, 하부의 전하 차단층(250)을 부분적으로 노출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스

및 드레인 영역(도 1a의 131) 부분을 가리게 제1희생층 패턴(410)은 형성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제1희생층 패턴(410)을 형성한 후, 제1오프닝 홈(411)의 내측벽에 부착되는 스페이서 형태의 제2희생

층 패턴(450)을 형성한다. 제2희생층 패턴(450)은 제1희생층 패턴(410)과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절연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제1희생층 패턴(410)이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경우, 제2희생층 패턴(450)은 실리콘 산화물층

에 대해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실리콘 질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제2희생층 패턴(450)은 절연 물질의 희생층을 제1희생층 패턴(410) 및 노출된 전하 차단층(250)을 덮게 형성하고, 이방

성 식각과 같은 스페이서 식각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희생층 패턴(410)의 내측 측부에 스페

이서 형태의 제2희생층 패턴(450)이 서로 마주보게 형성된다.

이때, 스페이서 형성 과정에 의해서 마주 보는 스페이서 형태의 두 제2희생층 패턴(450)의 선폭은 자연스럽게 대등하게 된

다. 이는 제2희생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두께가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이서 형태의 제2희생층 패턴(450)이 제1오프닝 홈(411)의 측벽에 부착됨에 따라 보다 좁은 선폭의 제2오프닝

홈(451)이 설정되게 된다. 제2오프닝 홈(451)은 하부의 전하 차단층(250)을 부분적으로 노출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52433

- 11 -



도 8을 참조하면, 제1 및 제2희생층 패턴들(410, 450)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이에 노출되는 전하 차단층(250)의 노

출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이어 노출되는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및 터널링 유전층(210) 부분 또한 선택적으

로 계속 식각한다. 이에 따라, 도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의 적

층 구조는 둘로 분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부의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의 일부가 제2오프닝 홈(451)에 노출되게

된다.

도 9를 참조하면, 제2희생층 패턴(450)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제1희생층 패턴(410)의 제1오프닝 홈(411) 내

에 액티브 영역(130) 및 서로 분리된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의 적층 구조의 측면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 구조의 연장된 일부가 제1오프닝 홈

(411)에 노출된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제1오프닝 홈(411)에 노출된 액티브 영역(130) 부분을 덮는 제1게이트 유전층(215)을 형성한다. 이러

한 제1게이트 유전층(215)은 도 9에 묘사된 바와 같은 구조에 산화 과정을 수행하거나 산화물의 증착 과정을 수행하여 형

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 산화물층 열산화로 형성하거나 또는 증착하여 제1게이트 유전층(215)을 형성할 수 있

다.

이러한 제1게이트 유전층(215)은 도 1a 및 도 1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오프닝 홈(411)에 노출된 액티브 영역(130) 부

분을 덮게 형성되며, 또한,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 구조의 잘려져 노출된 측면을 덮

게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제1게이트 유전층(215)은 제1희생층 패턴(410)의 측벽을 덮게 연장될 수 있다.

이후에, 제1게이트 유전층(215) 상에 제1오프닝 홈(411)을 채우는 게이트(300)를 형성한다. 예컨대, 제1오프닝 홈(411)

을 채우는 도전 물질,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증착한 후, 제1희생층 패턴(410)의 상측 표면이 노출되게 에치 백

(etch back)하여 게이트(300)를 형성하다. 이에 따라, 게이트(300)는 제1게이트 유전층(215)을 덮고, 하부 양쪽으로 분리

된 전하 저장층(230)들 상을 덮게 형성된다.

도 11을 참조하면, 제1희생층 패턴(410)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제1희생층 패턴(410)에 중첩되어 가려졌던

전하 차단층(250) 부분이 노출되게 된다.

이후에, 노출된 전하 차단층(250) 부분 및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그 하부의 터널링 유전층(210) 부분을 게이트

(300)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도 1a 및 도 1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300) 아래

에 정렬되되 상호 간에 대칭적이고 물리적으로 상호 분리 격리된 전하 저장층(230)의 국부적 패턴들이 형성된다. 이후에,

노출되는 액티브 영역(130)에 불순물 도핑과 같은 소스/드레인 형성 과정을 수행하여 게이트(300)의 양측부에 소스 및 드

레인 영역(도 1a의 131)을 형성한다.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은 실질적으로 스페이서 형태의 제2희생층 패턴(도 8의 450)에 정렬되고 게이트(300)의 외

측 측벽의 아웃라인(out line)에 정렬되게 패터닝되게 된다. 스페이서 형태의 양쪽의 두 제2희생층 패턴(450)은 스페이서

식각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선폭이 대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2희생층 패턴(450)에 정렬되어 패터닝된

두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선폭을 가지며 상호 간에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은 상호 간에 대등한 상태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각각 저장되는

전하들의 상태 또한 대등(균일)하게 된다. 또한, 도 11 및 도 1a, 도 1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

들은 제1게이트 유전층(215) 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이게 된다. 따라서, 크로스 토킹과 같은 신호 간섭 효과

를 근원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액티브 영역(130)이 핀 구조이므로, 단채널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안정적인 2-비트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제1실시예는 게이트(300)의 형성 과정을 달리 변형할 수 있다. 이하, 제2실시예에서 제1실시예에서와 동일

한 참조 부호는 대등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 12 내지 도 1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

한 사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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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를 참조하면,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1희생층 패턴(410)을 형성한 후, 제1오프닝 홈

(411)의 내측벽에 부착되는 스페이서 형태의 제1게이트(313)를 형성한다. 제1게이트(313)는 제1희생층 패턴(410)과 식

각 선택비를 가지는 도전성 물질,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제1게이트(313)는 도전층을 제1희생층 패턴(410) 및 노출된 전하 차단층(250)을 덮게 형성하고, 이방성 식각과 같은 스

페이서 식각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희생층 패턴(410)의 내측 측부에 스페이서 형태의 제1게

이트(313)가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형성된다.

이때, 스페이서 형성 과정에 의해서 마주 보는 스페이서 형태의 두 제1게이트(313)의 선폭은 자연스럽게 대등하게 된다.

이는 도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두께가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이서 형태의 제1게이트(313)가 제1오프닝 홈(411)의 측벽에 부착됨에 따라 보다 좁은 선폭의 제3오프닝 홈

(453)이 설정되게 된다. 제3오프닝 홈(453)은 하부의 전하 차단층(250)을 부분적으로 노출하게 된다.

도 13을 참조하면, 제1희생층 패턴(410) 및 제1게이트(313)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이에 노출되는 전하 차단층(250)의

노출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이어 노출되는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및 터널링 유전층(210) 부분 또한 선택적

으로 계속 식각한다. 이에 따라, 도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의

적층 구조는 둘로 분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부의 핀 형태의 액티브 영역(130)의 일부가 제3오프닝 홈(453)에 노출되게

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제3오프닝 홈(도 13의 453)에 노출된 액티브 영역(130) 부분을 덮는 제2의 게이트 유전층(217)을 형성

한다. 이러한 제2게이트 유전층(217)은 도 13에 묘사된 바와 같은 구조에 산화 과정을 수행하거나 산화물의 증착 과정을

수행하여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실리콘 산화물층 열산화로 형성하거나 또는 증착하여 제2게이트 유전층(217)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2게이트 유전층(217)은 제3오프닝 홈(453)에 노출된 액티브 영역(130) 부분을 덮게 형성되며, 또한, 터널링 유

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250) 구조의 잘려져 노출된 측면을 덮게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제2게이트 유

전층(217)은 제1게이트(313)의 측벽을 덮게 더 연장될 수 있다.

이후에, 제1게이트 유전층(217) 상에 제3오프닝 홈(453)을 채우는 제2게이트(311)를 형성한다. 예컨대, 제3오프닝 홈

(453)을 채우는 도전 물질,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증착한 후, 제1희생층 패턴(410)의 상측 표면이 노출되게 에

치 백(etch back)하여 제2게이트(311)를 형성하다. 이에 따라, 제2게이트(311)는 제2게이트 유전층(217)을 덮고, 양쪽의

제1게이트(313)들은 각각 양쪽으로 상호 분리된 전하 저장층(230)들 상을 덮게 형성된다.

도 15를 참조하면, 제1희생층 패턴(410)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제1희생층 패턴(410)에 중첩되어 가려졌던

전하 차단층(250) 부분이 노출되게 된다.

도 16을 참조하면, 노출된 전하 차단층(250) 부분 및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그 하부의 터널링 유전층(210) 부분

을 게이트(311, 313: 301)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게이트(301) 아래에 정렬되되 상

호 간에 대칭적이고 물리적으로 상호 분리 격리된 전하 저장층(230)의 국부적 패턴들이 형성된다. 이후에, 노출되는 액티

브 영역(130)에 불순물 도핑과 같은 소스/드레인 형성 과정을 수행하여 게이트(301)의 양측부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

성한다.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은 실질적으로 스페이서 형태의 제1게이트(313)에 정렬되고 제2게이트(311)의 외측 측벽

의 아웃라인에 정렬되게 패터닝된 형태로 형성된다. 스페이서 형태의 양쪽의 두 제1게이트(313)는 스페이서 식각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선폭이 대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1게이트(313)에 정렬되어 패터닝된 두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선폭을 가지며 상호 간에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은 상호 간에 대등한 상태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각각 저장되는

전하들의 상태 또한 대등(균일)하게 된다. 또한, 도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들은 제2게이트

유전층(217) 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이게 된다. 따라서, 크로스 토킹과 같은 신호 간섭 효과를 근원적으로 배

제시킬 수 있다. 또한, 액티브 영역(130)이 핀 구조이므로, 단채널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제2실시예

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안정적인 2-비트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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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는 게이트(300, 301)의 형성 과정을 달리 변형할 수 있다. 이하, 제3실시예에서 제1

및 제2실시예에서와 동일한 참조 부호는 대등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 17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

한 사시도들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만찬가지로, 반도체 기판(100) 상에 전하저장을 위한 층 구조를

형성한다. 즉, 도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핀 액티브 영역(130)을 덮는 터널링 유전층(210)으로서의 유전층을 형성하고, 터

널링 유전층(210) 상에 전하 저장층(230)을 형성하고, 그 상에 전하 차단층(250)을 형성한다. 예컨대, ONO 또는 OSO 구

조의 전하저장을 위한 층 구조를 형성한다.

이후에, 전하 차단층(250) 상에 게이트의 패터닝을 부여하기 위한 형틀로서의 제3희생층 패턴(415)을 형성한다. 이때, 제

3희생층 패턴(415)은 마치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제1희생층 패턴(410)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제1희생층 패턴(410)과는 달리 제3희생층 패턴(415)은 제4오프닝 홈(416)을 가지게 패터닝되되, 제4오프닝 홈

(416)의 선폭은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의 전체 선폭에 비해 작은 선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3희생층 패턴(415)은 전하 차단층(250)을 이루는 산화층이나 게이트를 이룰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에 대해 식각

선택비를 가지는 절연 물질, 예컨대, 실리콘 질화물 등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실리콘 산화물층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하 차단층(250)을 이루는 산화물층에 비해 식각 선택비를 가지도록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화물층

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도 18을 참조하면, 제3희생층 패턴(415)을 형성한 후, 제3희생층 패턴(415)을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전하 차단층(250)

의 노출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고, 이어 노출되는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및 터널링 유전층(210) 부분 또한

선택적으로 계속 식각한다. 이에 따라, 도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터널링 유전층(210), 전하 저장층(230) 및 전하 차단층

(250)의 적층 구조는 둘로 분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부의 반도체 기판(100)의 액티브 영역(130)의 일부가 도 18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노출되게 된다.

도 19를 참조하면, 제3희생층 패턴(415)의 제4오프닝 홈(416)에 노출된 액티브 영역(130) 상에 제3게이트 유전층(219)

으로서의 유전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제3게이트 유전층(219)은 후속의 제3게이트(312)와 액티브 영역(130) 사이의 계면

에 위치하게 된다. 제3게이트 유전층(219)은 바람직하게 실리콘 산화물층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제3희생층 패턴

(415)의 측벽을 덮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콘 산화물층을 화학기상증착(CVD)과 같은 증착 과정이나 또는 열 산화

과정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후에, 제3게이트 유전층(219) 상에 제4오프닝 홈(416)을 채우는 제3게이트(312)를 형성한다. 이러한 제3게이트(312)

는 도 14와 마찬가지로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제3게이트(312)는 제4오프닝 홈(416)을 채우는 도전층,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한 후, 에치 백 등으로 식각하여 패터닝될 수 있다. 물론, 제3게이트(312)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구성하는 도전 물질, 예컨대, 도전성 폴리 실리콘(poly silicon)이나 완전히 실리사이드화된 실리사이드층(fully silicide

layer) 또는 금속(metal)층 등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도 20을 참조하면, 제3게이트(312)를 형성한 후, 제3희생층 패턴(415)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에 따라, 제3희생층 패

턴(415)이 덮고 있던 하부의 전하 차단층(250)의 상면 등이 노출되게 된다.

도 21을 참조하면, 제3희생층 패턴(415)의 제거에 의해서 노출되는 제3게이트 유전층(219)의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로 부

착되는 제4게이트(314)를 형성한다. 예컨대, 폴리 실리콘 또는 실리사이드층, 금속층과 같은 도전층을 형성한 후, 스페이

서 식각과 같은 전면 이방성 식각을 수행하여 스페이서 형태의 제4게이트(314)를 제3게이트(312)의 양 측벽에 부착되게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3 및 제4게이트(312, 314)의 세 패턴들을 포함하는 게이트(303)가 형성된다.

도 22를 참조하면, 게이트(303)를 식각 마스크로 이용하여 게이트(303)의 양측 바깥으로 노출되는 전하 차단층(250) 부분

을 식각하여 제거하고, 계속하여 하부의 전하 저장층(230) 부분 및 터널링 유전층(21) 부분을 식각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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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하 저장층(230)이 제3게이트(312) 및 제3게이트 유전층(219)에 의해서 제4게이

트(314) 아래에 각각 국부적으로 격리된 국부적 패턴으로 형성된다.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은 상호 간에 대칭적으

로 형성되며 물리적으로 격리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에 저장되는 전하들은 다른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의 전하 저장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전하 저장층 패턴(230)의 패터닝에 따라 전하 저장층 패턴(230) 상하에 전하 차단층(250) 및 터널링 유전층(210) 또한 마

찬가지로 제4게이트 패턴(314)에 정렬된 국부적인 패턴으로 패터닝된다.

이와 같이 전하 저장층 패턴(230)을 국부적 패턴으로 패터닝한 후, 게이트(303)를 이온주입 마스크로 이용하여, 게이트

(303)에 인접한 액티브 영역(130)의 노출된 영역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각각의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230)에는 전하들이 저장될 수 있어, 하나의 비트 신호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순방향 읽기 또는/및 쓰기와 이에 반대되는 역방향 읽기 또는/및 쓰기에 의해서 소자는 4 개의 구분되는 저장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2 비트 동작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FinFET 구조에 상호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대칭적인 저장 노드(storage node)로서의 전하 저

장층 패턴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채널 효과를 극복하는 안정적인 트랜지스터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셀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전하 저장층 또는 저장 노드가 게이트 아래

양단 영역에 국부적으로 격리된 패턴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하 저장층에 저장된 전하 분포들이 겹쳐져 2 비트

동작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워드라인 하부에 물리적으로 격리된 형태의 저장 노드를 가진 셀 트랜지

스터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셀 내부에서 비트(bit)와 비트간의 전하 간섭이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2-비트 동작을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장점을 구현하며 전하들의 간섭 현상에 의한 소자의 집적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비휘

발성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사이의 게이트와 하부의 액티브 영역 사이 계면에는 게이트 유전층이 존재하나 전하

저장층이 연장되지 않고, 국부적 전하 저장층 패턴들 상에는 게이트가 연장되는 구보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자를

프로그램하는 동작을 수행할 때 프로그램 전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 제어 능력을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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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 및 단

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1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

시도들이다.

도 12 내지 도 1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

한 사시도들이다.

도 17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

한 사시도들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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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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