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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

와, 상기 터널 산화막을 경계로 상기 플로팅 게이트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

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사이의 틈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을 포함하며, 상기 플로팅

질화막은 열 전하의 트랩 센터로 작용하여 1 비트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2-비트 또는 3-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플래시 메모리 소자, 트랜지스터, 2-비트, 3-비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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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3 내지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

한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반도체 기판 102, 202: 터널 산화막

104, 204: 플로팅 게이트 112, 212: 유전체막

114, 214: 콘트롤 게이트 116, 216: 캡핑막

120, 220: 제1 스페이서 122, 222: 열산화막

124, 224: 소오스/드레인 전극 126, 226: 게이트 산화막

128, 228: 플로팅 질화막 130, 230: 제2 스페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2-비트 또는 3-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전기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저장된 정보가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volatile memory) 소자와 전

기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소자로 구별된

다.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는 EPROM(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등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셀(cell) 구성에 따라 노아(NOR)형과 낸드(NAND)형으로 구분된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서 데이

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은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셀 트랜지스터는 콘트롤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

를 포함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절연막을 통한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정보 저장에 있

어서 다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노아형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소량의 정보를 비순차적으로 고속으로 독출하는데 사용되

는 반면에,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독출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1개의 셀에 1비트를 저장

하는 방법은 플래시 메모리 셀의 집적도가 증가할수록 집적도와 같은 셀의 수가 필요하게 된다. 즉, 64M 플래시는 226개

의 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것이 멀티 레벨 셀(MLC; Multi Level Cell)인데, 플래시

셀 구조의 변화없이 플래시 메모리 셀의 문턱전압(Vt)을 세분해서 상태(States)를 표시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NOR형

플래시 메모리 소자 뿐만 아니라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 대하여도 개발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스택(stack) 게이

트형 셀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10) 상에 형성된 터널 산화막(12)과, 터널 산화막(12) 상에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14)

와, 플로팅 게이트 상에 형성된 유전체막(22)과, 유전체막(22) 상에 형성된 콘트롤 게이트(24)와, 콘트롤 게이트 상에 형성

된 캡핑막(26)과, 플로팅 게이트(14) 옆의 터널 산화막(12) 하부에 있는 반도체 기판(10)에 형성된 소오스/드레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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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포함한다. 유전체막(22)은 제1 산화막(16), 질화막(18), 제2 산화막(2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ONO(Oxide-

Nitride-Oxide) 구조로 형성된다. 플로팅 게이트(14), 유전체막(22) 및 콘트롤 게이트(24)의 양측면에는 열산화막(28)이

형성되고, 열산화막(28)과 캡핑막(26) 측벽에 스페이서(30)가 형성된다.

이러한 스택 게이트형 셀 트랜지스터에서는 플로팅 게이트(14)는 전자나 홀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며, 터널 산화막(12)

과 유전체막(22)에 의해 절연되어 있다. 플로팅 게이트(14)에 전자가 저장된 경우 스택 게이트형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

압이 증가하고, 반대로 홀이 저장된 경우 스택 게이트형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전자가 저장된 때

를 "0", 그리고 없을 때를 "1"이라 하면(또는 반대로 전자가 저장된 때를 "1"이라 하고 없을 때를 "0"이라 할 수 있다), 플로

팅 게이트(14)에 저장된 "0" 또는 "1'의 데이타는 정상적으로 무제한 읽을 수 있고 또한 전원이 꺼질 때에도 데이타는 완전

하게 보관될 수 있으므로 플래시 메모리 셀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의 스택 게이트형 셀 트랜지스터에 하나의 "0"이나 "1"만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싱글-비트(single-bit) 트랜

지스터로만 동작한다. 따라서, 저장할 데이타 갯수 만큼 트랜지스터들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3-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2-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3-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2-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

와, 상기 터널 산화막을 경계로 상기 플로팅 게이트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

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사이의 틈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을 포함하며, 상기 플로팅

질화막은 열 전하의 트랩 센터로 작용하여 1 비트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상기 유전체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와, 상기 플로팅 게

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틈새에 매

립된 플로팅 질화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의 측벽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상기 유전체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와, 상기 플로팅 게

이트의 제1측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열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열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 제2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 하부의 상기 반도

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틈

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측에서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열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

팅 게이트의 제2측에서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

기 플로팅 질화막의 측벽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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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콘트

롤 게이트 및 캡핑막을 적층한 후 패터닝하여 스택형 게이트를 형성하되,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소정 두께가 남도록 일부

분만을 패터닝하는 단계와, 상기 캡핑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상기 유전체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벽에 제1 스페이

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남아있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식각하는 단계

와, 상기 터널 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에 산화막을 성장시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밑면으로 소정 깊이

침투하여 성장된 열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열산화막 및 상기 열산화막 하부의 상기 터널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

와, 노출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면서 상기 플로팅 게이

트의 측면 및 밑면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소정 형

태의 틈새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산화막이 성장된 반도체 기판 상에 질화막을 증착한 후 식각하여 상기

틈새를 매립하는 플로팅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 측벽에 제2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콘트

롤 게이트 및 캡핑막을 적층한 후 패터닝하여 스택형 게이트를 형성하되,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소정 두께가 남도록 일부

분만을 패터닝하는 단계와, 상기 캡핑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상기 유전체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벽에 제1 스페이

서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남아있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식각하는 단계

와, 상기 터널 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에 산화막을 성장시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밑면으로 소정 깊이

침투하여 성장된 열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1측을 차폐하고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2측에 형

성된 상기 열산화막 및 상기 열산화막 하부의 상기 터널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1측에 노출된

열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고,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2측에서 노

출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소정 형태의

틈새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산화막이 성장된 반도체 기판 상에 질화막을 증착한 후 식각하여 상기 틈새

를 매립하는 플로팅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 측벽에 제2 스

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

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설명에서 어떤 층이 다른 층의

위에 존재한다고 기술될 때, 이는 다른 층의 바로 위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층이 게재될 수도 있다. 또한, 도

면에서 각 층의 두께나 크기는 설명의 편의 및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었다. 도면상에서 동일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

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100) 상에 터널 산화막(102a),

플로팅 게이트(104d), 유전체막(112a), 콘트롤 게이트(114a) 및 캡핑막(116a)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의 스택형 게이

트를 포함한다. 플로팅 게이트(104d)의 일부 측면, 유전체막(112) 측면, 콘트롤 게이트(114a) 측면에는 제1 스페이서

(120)가 형성되어 있다. 플로팅 게이트(1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과,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게이트 산화막(126)

이 형성되어 있다. 플로팅 게이트(104d)는 터널 산화막(102a), 게이트 산화막(126), 유전체막(112a) 및 제1 스페이서

(120)에 의해 절연되어 있다. 플로팅 게이트(1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126)과 반도체 기

판(100)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126) 사이에는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이 틈새에 질화막(128a)이 형성되어 있는데, 게

이트 산화막(126)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마치 플로팅(floating)된 형태로 질화막(이하 '플로팅 질화막'이라 함)이 구비되어

있다. 플로팅 질화막(128a)은 누운 직각 삼각형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플로팅 게이트(1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에 형

성된 게이트 산화막(126), 플로팅 질화막(128a) 및 제1 스페이서(120)의 측면에는 제2 스페이서(130)가 형성되어 있다.

플로팅 질화막(128a)은 게이트 산화막(126)과 제2 스페이서(130)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유전체막(112a)은 제1

산화막(106), 질화막(108), 제2 산화막(11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ONO(Oxide-Nitride-Oxide) 구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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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스페이서(120)의 최하부면은 플로팅 게이트의 최상부면(104d-1)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플로팅 게이트의 최하부면

(104d-2)보다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구비된다.

플로팅 게이트(104d)는, 양측의 제1 측면(104d-3)은 제1 스페이서(120)와 접하도록 구비되고, 양측의 제2 측면(104d-

4) 사이의 폭은 제1 측면(104d-3) 사이의 폭보다 작고 제2 측면(104d-4)은 게이트 산화막(126)과 접하도록 구비되며,

최하부면(104d-2)은 터널 산화막(102a)과 접하는 평면으로 구비되며, 최하부면(104d-2)과 제2 측면(104d-4) 사이의

면(104d-5)은 소정 기울기를 갖도록 경사지게 구비된다. 플로팅 게이트의 제1 측면(104d-2)과 제2 측면(104d-3) 사이

의 면과 제1 스페이서(120)의 최하부면은 동일 평면 상에 위치되도록 구비된다.

게이트 산화막(126)은 플로팅 게이트(104d)의 밑면 및 측면과, 반도체 기판(100) 상에 형성되는데, 게이트 산화막(126)은

제1 스페이서(120)의 최하부면, 제1 측면(104d-3)과 제2 측면(104d-4) 사이의 면, 제2 측면(104d-4), 최하부면(104d-

2)과 제2 측면(104d-4) 사이의 면(104d-5) 및 터널 산화막(102a)과 접하도록 구비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3-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

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플로팅 게이트(104d)에는 터널 산화막(102a)을 터널링하는 F-N(Fowler Nordheim) 터널링 방식

에 의해 1-비트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다. 반도체 기판(100)과 플로팅 게이트(104d) 일부 측면 및 일부 밑면 사이에는 게

이트 산화막(126)-플로팅 질화막(128a)-게이트 산화막(126)이 형성되어 있고, 플로팅 질화막(128a)은 트랩 센터(trap

center)로 작용하여 1-비트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플로팅 질화막(128a)은 플로팅 게이트(104d)의 양 측면 하부에 각

각 형성되어 있고, 각 플로팅 질화막(128a)에 1-비트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트랜지

스터는 플로팅 게이트(104d), 플로팅 게이트(104d) 양 측면 하부에 형성된 플로팅 질화막(128a)에 의해 3-비트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스택형 게이트를 공통 전극으로 사용하여 스택형 게이트 제1 측면 하부에 형성된 ONO막

(게이트 산화막(126)-플로팅 질화막(128a)-게이트 산화막(126)), 스택형 게이트 하부에 형성된 터널 산화막(102a), 스택

형 게이트 제2 측면 하부에 형성된 ONO막(게이트 산화막(126)-플로팅 질화막(128a)-게이트 산화막(126))이 각각 트랜

지스터를 형성하는 구조, 즉 3개의 트랜지스터가 직렬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3개의 직렬 연결된 트랜지스터는 동일 스택

형 게이트 전극을 갖는다.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104d)에 전자가 있을 때를 "0", 전자가 없을 때를 "1"이라 하여 비트-1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또는

역으로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1"과 "0"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F-N 터널링 방식으로 터널 산화막(102a)을 통

하여 플로팅 게이트(104d)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플로팅 게이트(104d)의 양 측면 하부에 있는 플로

팅 질화막(128a)에 전자가 저장된 경우 스택형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증가하며, 플로팅 질화막(128a)에 전자

가 없는 경우에 스택형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플로팅 질화막(128a)에 전자가 있을 때와 없

을 때를 각각 "0"과 "1" 상태라고 하면(또는 역으로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1"과 "0"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플

로팅 질화막(128a)은 각각 비트-2 또는 비트-3로 동작할 수 있으며, 열 전자(Hot Electron) 또는 열 홀(Hot Hole) 방식으

로 플로팅 질화막(128a)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는 3-비

트 셀 트랜지스터로 동작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설명한다.

아래의 표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3-비트 셀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낸 표이다. 표 1에서

VPG1〉VPG2≒VPG3〉VGG이며, VPD2 ≥VPD1〉VDD이다.

[표 1]

 콘트롤 게이트 드레인 소오스 반도체 기판

읽기(Read) VGG VDD 0V OV 또는 -VBB

쓰기 "0"

비트-1 VPG1 0V 0V OV 또는 -VBB

비트-2 VPG2 VPD1 0V OV 또는 -VBB

비트-3 VPG2 0V VPD1 OV 또는 -V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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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1"

비트-1 -VPG1 0V 0V OV 또는 -VBB

비트-2 -VPG3 VPD2 0V 또는 플로팅 OV 또는 -VBB

비트-3 -VPG3 0V 또는 플로팅 VPD2 OV 또는 -VBB

쓰기 동작(표 1에서 쓰기 "0")에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제1 프로그램 전압(+VPG1)을, 소오스 및 드레인 전극(124a)에

0V를, 반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 인가하면 반도체 기판(100) 또는 소오스/드레인 전극(124a)

으로부터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104d)로 FN(Fowler Nordheim) 터널링 방식으로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1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제2 프로그램 전압(+VPG2)을, 드레인 전극(124a)에 제1 드레인 전압(+VPD1)을, 소오스 전

극(124a)에 0V를, 그리고 반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드레인 전극(124a)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발생하여 콘트롤 게이트(114a)의 전계에 의하여 드레인 부근의 영역으로부터 드레인 부근에 위치된

플로팅 질화막(128a)으로 열 전자(hot electron)가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2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제2 프로그램 전압(+VPG2)을, 드레인 전극(124a)에 0V를, 소오스 전극(124a)에 제1 드레인 전압(+VPD1)을, 그리고 반

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소오스 전극(124a)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발생하

여 콘트롤 게이트(114a)의 전계에 의하여 소오스 부근의 영역으로부터 소오스 부근에 위치된 플로팅 질화막(128a)으로

열 전자(hot electron)가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3 참조).

쓰기 동작(표 1에서 쓰기 "1")에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음의 제1 프로그램 전압(-VPG1)을, 드레인 및 소오스 전극

(124a)에 0V를, 반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플로팅 게이트(104d)에 있는 전자들이

반도체 기판(100) 또는 소오스/드레인 전극(124a)으로 빠져나가 플로팅 게이트(104d)에는 홀이 남게 된다(표 1에서 비트

-1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음의 제3 프로그램 전압(-VPG3)을, 드레인 전극(124a)에 제2 드레인 전압

(+VPD2)을, 소오스 전극(124a)에 0V를 인가하거나 플로팅 시키고, 반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

을 인가하면 드레인 전극(124a)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홀이 발생하여 콘트롤 게이트(114a)의 전계에 의하여 드레인 부

근의 영역으로부터 플로팅 질화막(128a)으로 홀이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2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114a)에

음의 제3 프로그램 전압(-VPG3)을, 드레인 전극(124a)에 0V를 인가하거나 플로팅 시키고, 소오스 전극(124a)에 제2 드레

인 전압(+VPD2)을 인가하며, 반도체 기판(1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소오스 전극(124a)으로부

터 높은 에너지의 홀이 발생하여 콘트롤 게이트(114a)의 전계에 의하여 소오스 부근의 영역으로부터 플로팅 질화막

(128a)으로 홀이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3 참조).

<제2 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200) 상에 터널 산화막(202a),

플로팅 게이트(204d), 유전체막(212a), 콘트롤 게이트(214a) 및 캡핑막(216a)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의 스택형 게이

트를 포함한다.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측면, 유전체막(212) 측면, 콘트롤 게이트(214a) 측면에는 제1 스페이서

(220)가 형성되어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1 측면(스택형 게이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터널 산화막(202a) 상에

열산화막(222)이 형성되고, 열산화막(222) 및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측면과 일부 밑면에 게이트 산화막(226)이 형

성되어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스택형 게이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과, 반도체 기판(200) 상에는 게이트 산화막(226)이 형성되어 있다. 플로팅 게이트(204d)는 터널 산화막

(202a), 게이트 산화막(226), 유전체막(212a) 및 제1 스페이서(220)에 의해 절연되어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

서,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226)과 반도체 기판(200) 상에 형성된 게이

트 산화막(226) 사이에는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이 틈새에 플로팅 질화막(228a)이 형성되어 있다. 플로팅 질화막(228a)

은 누운 직각 삼각형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1 측면에서, 게이트 산화막(226), 플로팅 질화막(228a) 및

제1 스페이서(220)의 측면에는 제2 스페이서(230)가 형성되어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서, 플로팅 게이트

(204d)의 일부 측면 및 일부 밑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226), 플로팅 질화막(228a) 및 제1 스페이서(220)의 측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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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스페이서(230)가 형성되어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서, 플로팅 질화막(228a)은 게이트 산화막(226)과 제2

스페이서(230)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유전체막(212a)은 제1 산화막(206), 질화막(208), 제2 산화막(210)이 순차

적으로 적층된 ONO(Oxide-Nitride-Oxide)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1 스페이서(220)의 최하부면은 플로팅 게이트(204d)의 최상부면(204d-1)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플로팅 게이트의 최하

부면(204d-2)보다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구비된다.

플로팅 게이트(204d)는, 양측의 제1 측면(204d-3)은 제1 스페이서(220)와 접하도록 구비되고, 제2 측면(204d-4)은 게

이트 산화막(226)과 접하도록 구비되고 양측의 제2 측면(204d-4) 사이의 폭은 제1 측면(204d-3) 사이의 폭보다 작으며,

최하부면(204d-2)은 터널 산화막(202a)과 접하는 평면으로 구비되며, 최하부면(204d-2)과 제2 측면(204d-4) 사이의

면(204d-5)은 소정 기울기를 갖도록 경사지게 구비된다. 플로팅 게이트의 제1 측면(204d-3)과 제2 측면(204d-4) 사이

의 면과 제1 스페이서(220)의 최하부면은 동일 평면 상에 위치되도록 구비된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서, 게이트 산화막(226)은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과, 반도체 기판

(200) 상에 형성되는데, 게이트 산화막(226)은 제1 스페이서(220)의 최하부면, 제1 측면(204d-3)과 제2 측면(204d-4)

사이의 면, 제2 측면(204d), 최하부면(204d-2)과 제2 측면(204d-4) 사이의 면(204d-5), 및 터널 산화막(202a)과 접하

도록 구비된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1 측면에서, 게이트 산화막(226)은 플로팅 게이트(204d)의 일부 밑면 및 일부 측면과,

열산화막(222) 상에 형성되는데, 게이트 산화막(226)은 제1 측면(204d-3)과 제2 측면(204d-4) 사이의 면, 제2 측면

(204d-4), 최하부면(204d-2)과 제2 측면(204d-4) 사이의 면(204d-5)과 접하도록 구비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2-비트 셀 트랜지스터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

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플로팅 게이트(204d)에는 터널 산화막(202a)을 터널링하는 F-N(Fowler Nordheim) 터널링 방식

에 의해 1-비트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다.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서, 반도체 기판(200)과 플로팅 게이트(204d) 측면

및 일부 밑면 사이에는 게이트 산화막(226)-플로팅 질화막(228a)-게이트 산화막(226)이 형성되어 있고, 플로팅 질화막

(228a)은 트랩 센터(trap center)로 작용하여 1-비트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플로팅 질화막(228a)은 플로팅 게이트

(204d)의 측면 하부에 형성되어 있고, 플로팅 질화막(228a)에 1-비트의 전하가 저장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트랜지스터는 플로팅 게이트(204d), 플로팅 게이트(204d) 측면 하부에 형성된 플로팅 질화막(228a)에 의해 2-비

트의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스택형 게이트를 공통 전극으로 사용하여 스택형 게이트 제2 측면 하부에 형

성된 ONO막(게이트 산화막(226)-플로팅 질화막(228a)-게이트 산화막(226)), 스택형 게이트 하부에 형성된 터널 산화막

(202a)이 각각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구조, 즉 2개의 트랜지스터가 직렬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2개의 직렬 연결된 트랜

지스터는 동일 스택형 게이트 전극을 갖는다.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204d)에 전자가 있을 때를 "0", 전자가 없을 때를 "1"이라 하여 비트-1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또는

역으로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1"과 "0"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F-N 터널링 방식으로 터널 산화막(202a)을 통

하여 플로팅 게이트(204d)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플로팅 게이트(204d)의 측면 하부에 있는 플로팅

질화막(228a)에 전자가 저장된 경우 스택형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증가하며, 플로팅 질화막(228a)에 전자가

없는 경우에 스택형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플로팅 질화막(228a)에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0"과 "1" 상태라고 하면(또는 역으로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1"과 "0"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플로

팅 질화막(228a)은 비트-2로 동작할 수 있으며, 열 전자(Hot Electron) 또는 열 홀(Hot Hole) 방식으로 플로팅 질화막

(228a)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는 2-비트 셀 트랜지스터

로 동작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설명한다.

아래의 표 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2-비트 셀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낸 표이다. 표 2에서

VPG1〉VPG2≒VPG3〉VGG이며, VPD2 ≥VPD1〉VDD이다.

[표 2]

 콘트롤 게이트 드레인 소오스 반도체 기판

읽기(Read) VGG VDD 0V OV 또는 -V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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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0"
비트-1 VPG1 0V 0V OV 또는 -VBB

비트-2 VPG2 VPD1 0V OV 또는 -VBB

쓰기 "1"
비트-1 -VPG1 0V 0V OV 또는 -VBB

비트-2 -VPG3 VPD2 0V 또는 플로팅 OV 또는 -VBB

쓰기 동작(표 1에서 쓰기 "0")에서 콘트롤 게이트(214a)에 제1 프로그램 전압(+VPG1)을, 소오스 및 드레인 전극(224a)에

0V를, 반도체 기판(2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 인가하면 반도체 기판(200) 또는 소오스/드레인 전극(224a)

으로부터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204d)로 FN(Fowler Nordheim) 터널링 방식으로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1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214a)에 제2 프로그램 전압(+VPG2)을, 드레인 전극(224a)에 제1 드레인 전압(+VPD1)을, 소오스 전

극(224a)에 0V를, 그리고 반도체 기판(2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드레인 전극(224a)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발생하여 콘트롤 게이트(214a)의 전계에 의하여 드레인 부근의 영역으로부터 드레인 부근에 위치된

플로팅 질화막(228a)으로 열 전자(hot electron)가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2 참조).

쓰기 동작(표 1에서 쓰기 "1")에서 콘트롤 게이트(214a)에 음의 제1 프로그램 전압(-VPG1)을, 드레인 및 소오스 전극

(224a)에 0V를, 반도체 기판(2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을 인가하면 플로팅 게이트(204d)에 있는 전자들이

반도체 기판(200) 또는 소오스/드레인 전극(224a)으로 빠져나가 플로팅 게이트(204d)에는 홀이 남게 된다(표 1에서 비트

-1 참조). 또한, 콘트롤 게이트(214a)에 음의 제3 프로그램 전압(-VPG3)을, 드레인 전극(224a)에 제2 드레인 전압

(+VPD2)을, 소오스 전극(224a)에 0V를 인가하거나 플로팅 시키고, 반도체 기판(200)에 0V 또는 백바이어스 전압(-VBB)

을 인가하면 드레인 전극(224a)으로부터 높은 에너지의 홀이 발생하여 콘트롤 게이트(214a)의 전계에 의하여 드레인 부

근의 영역으로부터 플로팅 질화막(228a)으로 홀이 주입되게 된다(표 1에서 비트-2 참조).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라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 4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반도체 기판(100)을 준비한다. 반도체 기판(100)은 P-형 또는 N-형 기판일 수 있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기판(100)에는 웰(Well)(미도시)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기판(100)

에는 활성 영역을 한정하는 소자분리막(미도시)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소자분리막은 로코스(local oxidation of

silicon; LOCOS) 또는 트렌치 소자분리 공정으로 형성한다.

반도체 기판(100) 상에 터널 산화막(102)을 형성한다. 터널 산화막(102)은 습식 또는 건식 산화 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터널 산화막(10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104)을 증착한다.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

(104)은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SiH4 또는 Si2H6와 PH3 가스를 이용하여 LP-CVD(Low

Pressure-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580 내지 620℃ 정도의

온도와 0.1 내지 3Torr 정도의 낮은 압력 조건에서 형성할 수 있다.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104) 상에 유전체막(112)을 형성한다. 유전체막(112)은 제1 산화막(106), 질화막(108), 제2 산

화막(110)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ONO(Oxide-Nitride-Oxide) 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 유전체막(112)의 제1 및 제2 산화

막(106, 110)은 SiH2Cl2(dichlorosilane; DCS)와 H2O 가스를 소스 가스로 이용하여 고온산화막(High Temperature

Oxide; HTO)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1 및 제2 산화막(106, 110)은 습식 또는 건식 산화 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도 있다. 유전체막(112)의 질화막(108)은 반응가스로서 NH3와 SiH2Cl2(dichlorosilane; DCS) 가스를 이용하고, 0.1 내지

3Torr 정도의 낮은 압력과 650 내지 800℃ 정도의 온도범위에서 LP-CVD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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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막(112) 상에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114)을 증착한다.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114)은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예컨대, 510℃∼550℃ 정도의 온도에서 0.1∼3 torr 정도의 낮은 압력 조건으로 증착된 비

정질 실리콘 박막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114) 상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실리사이드막은 텅스텐

실리사이드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114) 상에 캡핑막(116)을 형성한다. 캐핑막(116)은 실리콘 질화막(Si3N4), 실리콘 옥시나이트라

이드막(SiON), 실리콘 산화막(SiO2 )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캡핑막(116),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114), 유전체막(112) 및 일부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104)을 패

터닝하여 캡핑막(116a), 콘트롤 게이트(114a), 유전체막(112a) 및 플로팅 게이트(104a)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먼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게이트 패턴을 정의하는 게이트 마스크를 이용하여 패터닝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

(118)을 형성한다. 이어서, 포토레지스트 패턴(118)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캡핑막(116), 콘트롤 게이트용 물질막

(114), 유전체막(112) 및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104)을 순차적으로 식각한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용 물질막(104)은 소

정 두께가 남도록 일부분만을 식각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118)을 제거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118)은 애슁(ashing) 공

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을 얇게 증착한 후, 이방성 건식 식각하여 캡핑막(116a), 콘트롤 게이트(114a), 유전체막(112a)

및 일부 플로팅 게이트(104a) 측벽에 제1 스페이서(120)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은 실리콘 질화막일

수 있다. 제1 스페이서(120)의 최하부면은 플로팅 게이트(104)의 상부면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104)

의 최하부면보다는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캡핑막(116a) 및 스페이서(120)를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남아있는 플로팅 게이트(104a)를 식각한다.

도 7을 참조하면, 플로팅 게이트(104b)의 측면 및 터널 산화막(102) 상에 열산화막(122)을 성장시킨다. 열산화막(122)은

플로팅 게이트(104b)의 밑면으로도 침투하여 성장되게 된다. 즉, 플로팅 게이트(104b) 측벽으로부터 소정 깊이까지 산화

막(122)이 성장되게 된다. 열산화막(122)은 습식 또는 건식 산화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소오스/드레인 전극이 형성될 영역에 LDD(Lightly Doped Drain) 형성을 위하여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124)을 형성한다. 상기 불순물은 붕소(B), 불화붕소(BF2), 인(P), 비소(As) 등일 수 있다. 예컨대, 비소(As)를

10∼40KeV 에너지에서 1E13∼5E15 atoms/㎠의 도우즈로 이온주입을 실시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124)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LDD(Lightly Doped Drain)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은 열산화막(122)을 형성하기 전에 실시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열산화막(122) 및 열산화막(122) 하부의 터널 산화막(102)을 동시에 습식 식각하여 제거한다. 상기 습

식 식각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 측면으로부터 일정 부분 플로팅 게이트 밑으로 침투하여 성장한 열산화막(122) 및 열산화

막(122)과 접하면서 하부에 있는 터널 산화막(102)이 제거된다. 상기 습식 식각은 캡핑막(116a), 제1 스페이서(120), 플

로팅 게이트(104c) 및 반도체 기판(100)에 비하여 산화막(122, 102)의 식각률이 높은 HF 용액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

다. 상기 습식 식각을 진행하더라도 플로팅 게이트(104c) 최하부면 하부의 터널 산화막(102a)은 남아있게 된다.

도 9를 참조하면, 노출된 플로팅 게이트(104c)의 측면 및 밑면과 반도체 기판(100) 상부에 산화막을 성장시켜 게이트 산

화막(126)을 형성한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104c)의 측면 및 밑면에 성장되는 게이트 산화막(126)의 두께가 반도체 기판

(100) 상에 성장되는 두께보다 더 크게 되도록 한다. 플로팅 게이트(104c)의 측면 및 밑면에 성장된 게이트 산화막(126)과

반도체 기판 상에 성장된 게이트 산화막(126) 사이에는 소정의 틈새(127)가 형성되게 된다. 또한, 게이트 산화막(126)의

형성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104d)는, 양측의 제1 측면이 제1 스페이서(120)와 접하고, 상기 제1 측면의 폭보다 작은 양측

의 제2 측면이 게이트 산화막(126)과 접하며, 최하부면이 터널 산화막(102a)과 접하고, 상기 최하부면과 상기 제2 측면 사

이의 면이 게이트 산화막(126)과 접하면서 소정 기울기를 갖는 경사진 형태를 갖게 된다. 게이트 산화막(126)은 습식 또는

건식 산화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750℃∼800℃ 정도의 온도에서 습식 산화를 진행하고 900℃∼910℃

정도의 온도에서 질소(N2) 분위기에서 20∼30분간 어닐링을 진행하여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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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면, 게이트 산화막(126)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질화막(128)을 증착한다. 이때, 게이트 산화막

(126) 사이의 틈새(127) 사이에도 질화막(128)이 증착되게 한다. 질화막(128)은 플라즈마 강화-화학기상증착(Plasma

Enhance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질화막(128)은 실리콘 질화막(Si3N4)일 수 있으

며, 실리콘 소스 가스로 실란(SiH4) 또는 TEOS(Tetra Ethyl Ortho Silicate) 가스를 사용하고 질소 소스 가스로 N2O,

NH3 또는 이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실리콘 질화막은 실리콘 소스 가스와 질소 소스 가스를 주입

하여 300∼400℃ 정도의 온도와 1∼20Torr 정도의 압력에서 300∼2000W 정도의 고주파 파워(RF power)를 인가하여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실리콘 소스 가스의 유량은 5∼30sccm 정도이고, 질소 소스 가스의 유량은 10∼100sccm 정도가

되도록 한다. 실리콘 질화막 형성시 분위기 가스로는 아르곤(Ar), 헬륨(He), 질소(N2) 등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질화막(128)을 식각하여 게이트 산화막(126)의 틈새(도 9의 '127' 참조)에만 질화막(128)이 남도록 한

다. 상기 식각에 의하여 질화막(128)이 플로팅되게 되며, 이렇게 플로팅된 질화막(이하에서 '플로팅 질화막'이라 함)은 전

하 트랩 센터(trap center)로 작용하게 된다. 상기 식각은 습식 식각인 것이 바람직하고, 게이트 산화막(126)에 비하여 질

화막의 식각률이 높은 인산(H3PO4)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을 증착한 후, 이방성 건식 식각하여 제1 스페이서(120), 게이트 산화막(126)

, 플로팅 질화막(128a) 측벽에 제2 스페이서(130)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은 실리콘 질화막일 수 있

다. 제2 스페이서(130)를 형성함으로서 플로팅 질화막(128a)은 게이트 산화막(126)과 제2 스페이서(130)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게 된다.

제2 스페이서(130)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에 캡핑막(116a) 및 제2 스페이서(130)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LDD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시보다 고농도의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소오스/드레인 전극(124a)을

형성한다.

이후에 셀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에 층간절연막(미도시)들과, 콘택(미도시)들과 금속 배선(미도시)들

을 형성하여 원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13 내지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

한 단면도들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은, 제1 실시예에서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공정까지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열산화막(22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상에 스택형 게이트의 제1 측면(스택형 게이트의 가운데 부

분을 기준으로 좌측)을 차폐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225)을 형성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225)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

여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스택형 게이트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우측)에 형성된 열산화막(222) 및 열산화막

(222) 하부의 터널 산화막(202)을 동시에 습식 식각하여 제거한다. 상기 습식 식각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 측면으로부터 일

정 부분 플로팅 게이트 밑으로 침투하여 성장한 열산화막(222) 및 열산화막(222) 하부의 터널 산화막(202)이 제거된다.

상기 습식 식각은 캡핑막(216a), 제1 스페이서(220), 플로팅 게이트(204c) 및 반도체 기판(200)에 비하여 산화막(222,

202)의 식각률이 높은 HF 용액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습식 식각을 진행하더라도 플로팅 게이트(204c) 최하부

면 하부의 터널 산화막(202a)은 남아있게 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포토레지스트 패턴(225)을 제거한다. 이어서, 반도체 기판(200) 상에 게이트 산화막(226)을 성장시킨

다. 게이트 산화막(226)은, 스택형 게이트의 제1 측면에서는 플로팅 게이트(204c)의 측면 및 밑면 과 열산화막(222) 상에

성장되며, 스택형 게이트의 제2 측면에서는 플로팅 게이트(204c)의 측면 및 밑면과 반도체 기판(200) 상부에 성장되게 된

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204c)의 측면 및 밑면에 성장되는 게이트 산화막(226)의 두께가 반도체 기판(200) 상에 성장되는

두께보다 더 크게 되도록 한다. 플로팅 게이트(204c)의 측면 및 밑면에 성장된 게이트 산화막(226)과 반도체 기판 상에 성

장된 게이트 산화막(226) 사이에는 소정의 틈새(227)가 형성되게 된다. 또한, 게이트 산화막(226)의 형성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204d)는, 제1 측면이 제1 스페이서(220)와 접하고, 상기 제1 측면의 폭보다 작은 제2 측면이 게이트 산화막(226)

과 접하며, 최하부면이 터널 산화막(202a)과 접하고, 상기 최하부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이 게이트 산화막(226)과

접하면서 소정 기울기를 갖는 경사진 형태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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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를 참조하면, 게이트 산화막(226)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상에 질화막(228)을 증착한다. 이때, 게이트 산화막

(226) 사이의 틈새(227) 사이에도 질화막(228)이 증착되게 한다.

도 16을 참조하면, 질화막(228)을 식각하여 게이트 산화막(226)의 틈새(도 14의 '227' 참조)에만 질화막(228)이 남도록

한다. 상기 식각에 의하여 질화막(228)이 플로팅되게 되며, 이렇게 플로팅된 질화막(이하에서 '플로팅 질화막'이라 함)은

전하 트랩 센터(trap center)로 작용하게 된다. 상기 식각은 습식 식각인 것이 바람직하고, 게이트 산화막에 비하여 질화막

의 식각률이 높은 인산(H3PO4)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도 17을 참조하면,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을 증착한 후, 이방성 건식 식각하여 제1 스페이서(220), 게이트 산화막(226)

, 플로팅 질화막(228a) 측벽에 제2 스페이서(230)를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 스페이서용 물질막은 실리콘 질화막일 수 있

다. 제2 스페이서(230)를 형성함으로서 플로팅 질화막(228a)은 게이트 산화막(226)과 제2 스페이서(230)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게 된다.

제2 스페이서(230)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에 캡핑막(216a) 및 제2 스페이서(230)를 이온 주입 마스크로 사용하여

LDD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시보다 고농도의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소오스/드레인 전극(224a)을

형성한다.

이후에 셀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상에 층간절연막(미도시)들과, 콘택(미도시)들과 금속 배선(미도시)들

을 형성하여 원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2 비트 또는 3 비트 셀(bit cell)로서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2 비트 또는 3 비트

(bit)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1 기가비트(Gbit)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경우 종래의 싱글-비트 셀로 이루어진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비하여 셀 트랜지스터의 수를 1/2 또는 1/3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셀 면적을 1/2 또는 1/3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고밀도의 2-비트 셀 또는 3-비트 셀을 구현할 수 있고, 따라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프

로그램 시간뿐만 아니라 전하 저장/리텐션 측면에서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셀보다 유리한 고집적 플래시 메모리 셀을 구현

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

상기 터널 산화막을 경계로 상기 플로팅 게이트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게이트 산

화막 사이의 틈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을 포함하며,

상기 플로팅 질화막은 열 전하의 트랩 센터로 작용하여 1 비트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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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상기 유전체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

팅 질화막의 측면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4.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상기 유전체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

이에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틈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의 측벽

에 형성된 제2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5.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및 콘트롤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택형 게이트;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상기 유전체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측벽에 형성된 제1 스페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측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열산화막;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열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 제2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 하부의 상기 반

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틈새에 매립된 플로팅 질화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측에서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열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에서 상기 제

1 스페이서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일부 밑면 및 측면에 형성된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플로팅 질화막의 측벽에 형

성된 제2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2측에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제1 측면이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접하도록 구비

되고, 제2 측면은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접하도록 구비되며, 최하부면은 상기 터널 산화막과 접하는 평면으로 구비되며,

상기 최하부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은 소정 기울기를 갖도록 경사져서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접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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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는, 상기 제1 스페이서의 최하부면이 상기 플로

팅 게이트의 최상부면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최하부면보다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양측의 제1 측면이 상기 제1 스페이서와 접하도록 구비되고, 제2 측면

은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접하도록 구비되고 양측의 제2 측면 사이의 폭은 상기 제1 측면 사이의 폭보다 작으며, 최하부면

은 상기 터널 산화막과 접하는 평면으로 구비되며, 상기 최하부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은 소정 기울기를 갖도록 경

사지게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페이서의 최하부면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최상부면보다 하부에 위치하고 상기 플로팅 게이

트의 최하부면보다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구비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상기 제1 측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과 상

기 제1 스페이서의 최하부면은 동일 평면 상에 위치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산화막은, 상기 제1 스페이서의 최하부면, 상기 제1 측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 상기

제2 측면,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최하부면과 상기 제2 측면 사이의 면, 및 상기 터널 산화막과 접하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1.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질화막은 누운 직각 삼각형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2.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 게이트 상에 형성된 캡핑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3.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하부의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

스/드레인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4.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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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콘트롤 게이트 및 캡핑막을 적층한 후 패터닝하여 스택형 게이트를 형성

하되,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소정 두께가 남도록 일부분만을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캡핑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상기 유전체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벽에 제1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남아있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식각하는 단계;

상기 터널 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에 산화막을 성장시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밑면으로 소정 깊이 침투

하여 성장된 열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열산화막 및 상기 열산화막 하부의 상기 터널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

노출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소정 형태의

틈새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산화막이 성장된 반도체 기판 상에 질화막을 증착한 후 식각하여 상기 틈새를 매립하는 플로팅 질화막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 측벽에 제2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청구항 15.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플로팅 게이트, 유전체막, 콘트롤 게이트 및 캡핑막을 적층한 후 패터닝하여 스택형 게이트를 형성

하되,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소정 두께가 남도록 일부분만을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캡핑막, 상기 콘트롤 게이트, 상기 유전체막 및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벽에 제1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캡핑막 및 상기 제1 스페이서를 식각 마스크로 남아있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식각하는 단계;

상기 터널 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에 산화막을 성장시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밑면으로 소정 깊이 침투

하여 성장된 열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1측을 차폐하고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2측에 형성된 상기 열산화막 및 상기 열산화막 하부의

상기 터널 산화막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1측에 노출된 열산화막 상부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에 게이트 산화막을 성장시키

고, 상기 스택형 게이트의 제2측에서 노출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게이트 산화막

을 성장시키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측면 및 밑면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산화막 사이에 소정 형태의 틈새가 형성되도록 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산화막이 성장된 반도체 기판 상에 질화막을 증착한 후 식각하여 상기 틈새를 매립하는 플로팅 질화막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스페이서, 게이트 산화막 및 상기 플로팅 질화막 측벽에 제2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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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후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후에,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막 및 상기 열산화막 하부의 상기 터널 산화막은 불산(HF) 용액을 사용하여 습

식 식각으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은 인산(H3PO4) 용액을 사용하여 습식 식각하여 상기 틈새를 매립하는 플로팅

질화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

지스터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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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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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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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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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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