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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2도는 제1실시예장치의 각 모드에 또한 한 전위를 나타낸 표, 

제3도는 메모리일괄소거형의 경우에 대한 장치의 회로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5도는 제2실시예장치의 각 모드에 또한 한 잔위를 나타낸 표, 

제6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7도는 제3실시예장치의 각 모드에 대한  전위를 나타낸 표, 

제8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9도는 제4실시예장치에 대한 타이밍챠트,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회로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자른 장치의 회로도, 

제13도는 모든 제5내지 제7실시예장치에 대한 타이밍챠트, 

제14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의 변형례에 관한 패턴평면도, 

제15a도 및 제15b도는 제14도에 나타낸 장치의 단면도, 

제16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의 다른례에 관한 패턴평면도, 

제17a도 및 제17b도는 제16도에 나타낸 장치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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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도는 종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의 패턴평면도, 

제19a도 내지 제19c도는 제18도에 나타낸 장치의 단면도, 

제20a도 내지 제20c도는 제18도에 나타낸 장치의 제조공정중에 관한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113 : 트랜지스터                   201~217 : 트랜지스터

301~309 : 트랜지스터                   401~418 : 트랜지스터

419, 422, 425 : 콘덴서                  420, 421, 423, 426~429 : 트랜지스터

501~505 : 트랜지스터                   521~526 : 트랜지스터

531~536 : 트랜지스터                    601 : 반도체기판

602 : 소오스확산영역                      603 : 드레인확산영역

604 : 부유게이트                             605 : 소거게이트  

606 : 제어게이트                             607 : 배선

608 : 콘택트                                    612 : 필드산화막

615 : 제1게이트산화막                     616 : 확산층

618 : 절연막                                    619 : 제2게이트산화막

620 : 층간절연막                              623 : 보호다결정실리콘층

701 : 반도체기판                              704 : 부유게이트

705 : 소거게이트                              706 : 제어게이트

715 : 제1게이트산화막                      718 : 절연막

720 : 층간절연막                               721 : 확산층

722 : 소오스·드레인 공통확산영역    801 : 반도체기판

802 : 소오스확산영역                         803 : 드레인확산영역

804, 804' : 부유게이트                       805 : 소거게이트

806 : 제어게이트                                807 : 배선

808 : 콘택트                                       809 : 배선

810 : 콘택트                                       811 : 두꺼운산화막

812 : 필드산화막                                 815 : 제1게이트산화막

816 : 확산층                                        818 : 절연막

819 : 제2게이트산화막                          820 : 층간절연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EEPROM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종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소거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서EEPROM이  있는바,  이  EEPROM은  통상  제1층다결정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부유게이트와, 제2층다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소거게이트  및,  제3층다결정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제어게이트  등  3층의 게이트
구조를 갖춘 메모리셀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제18도를 참조해서 이와 같은 3층구조메모리셀에 대해 설명한다. 

제18도는  EEPROM의  3층구조메모리셀의  패턴평면도이고,  제19a도내지  제19c도는  각각  제18도에 나타
낸 e-e'단면, f-f'단면, g-g'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18도중  참조부호  802는  제19도에  나타낸  반도체기판(801)내에  형성된 n
+
형 소오스영역이

고,  803은  마찬가지로  반도체기판(801)내에  형성된 n
+
형  드레인  영역,  804는  반도체기판(801)상에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1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부유게이트,  805는 산
화막을  매개로  형성된  제2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소거게이트,  806은  산화막을  매개로 형성
된  제3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제어게이트,  807은  산화막을  매개로  형성되어  메모리셀의 드
레인  영역(803)에  접속되면서  감지증폭기(도시되지  없었음)에  접속된,  예컨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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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데이터선,  808은  상기드레인영역(803)과  접속된  콘택트부분,  809는  상기  데이터선(807)과  동일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메모리셀의  소오스영역(802)에  접속되면서  접지에  이르는  접지선,  810은 상
기 소오스영역(802)과 접속된 콘택트부분이다. 

다음에  제19a도  내지  제19c도의  단면도를  참조해서  상기  3층구조의  메모리셀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
서 각 참조부호는 제18도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제19a도는  제18도에  나타낸  e-e'단면에  따른  단면도로서,  반도체기판  (801)상에 제1게이트산화
막(815)이  형성이고,  그  상부에  부유게이트(804)가  형성되어  있다.  또  이  부유게이트(804)상에는 제
2게이트절연막(819)을  매개로  소거게이트  (805)가  형성되어  있고,  그  상부에, 예컨대O-N-O(산화막-
질화막-산화막)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818)매개로  제에게이트(806)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전체
면에 층간절연막으로서 CVD산화막(82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제19b도는  제18도에  나타낸  f-f'단면에  따른  단면도로서,  반도체기판  (801)내에는 n
+
형 소오

스영역확산층(802  )이  형성되고,  또  두꺼운  산화막(811)아래의  영역에도  n형  영역(816)이  형성되며, 
상기  2개의  영역(802,  816)이  일체로  되어  소오스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부에는 제1게
이트산화막(819)과의  교차부분에  두꺼운  산화막(811)이  형성되어  있고,  이  두꺼운  산화막(811)의 상
부에는  소거게이트(805)가  형성되며,  이  소거게이트(805)의  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
어진 절연막이 형성되고, 또 전체면에 층간절연막으로서 CVD산화막(82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제19c도는  제18도에  나타낸  g-g'단면에  따른  단면도로서,  반도체기판  (801)상의  두꺼운 산화
막(811)아래  영역에  n형  영역(816)이  형성되어  있고,  이  상부에는  소거게이트(805)가  형성되며,  이 
소거게이트(805)  아래에는  필드산화막(812)의  상부에서  제2게이트산화막(819)을  사이에  두고 부유게
이트(804)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소거게이트(805)의  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818)이  형성되고,  이 
상부에  제어게이트(806)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전체면에  층간절연막으로  CVD산화막(820)이 형성되
어 있다. 

한편,  소거게이트(805)  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  (818)이  형성되고,  이 
상부에  제어게이트(806)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  전체면에  층간절연막으로  CVD산화막(820)이 형성되
어 있다. 

이와  같은  3층구조의  메모리셀에서  소오스영역인 n
+
형  확산층(802)은  셀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인접

하는  몇개의  메모리셀과  공통인  제어게이트(806)와  평행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소거게이트(805)는
모든  메모리셀과  메모리셀간에  배치되면서  챈널길이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인접메모리셀의 부유게이
트(804, 804')의 양자에 걸치도록 형성하는 것도 셀크기의 축소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3층구조의  메모리셀에서는  그  메모리  셀의  셀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제어게
이트(806)와  소오스확산영역(802)이  평행으로  형성되고,  반대로  소거게이트(805)가  교차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것을  좀처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소오스영역확산층(802)과 소거
게이트(805)가  교차한다는  점인  바,  이것은  메모리셀에  기억된  데이터를  소거할  경우,  주지한  바와 
같이  소거게이트  (805)의  전압을  높여서  부유게이트(804)내에  축적되어  있는  전자를  얇은  산화막의 
터널효과를  이용해서  상기  소거게이트(805)로  뽑아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거시에  있어서, 소거
게이트(805)에는  높은  전압이  인가되게  되는데,  예컨대  이  소거모드시에  소거게이트(805)에 인가되
는  전압을  20V로  하고,  또  한편  이것과  교차하는  소오스확산영역(802)에서는  접지선(809)에  의해 항
상  접지전위로  유지되는  예컨대  OV로  한다.  따라서  메모리셀의  기억데이터의  소거모드시에  이들 소
거게이트(805)와  소오스영역(802)의  교차부분에서  20V정도의  높은  전위차가  발생하고,  이들간에 개
재되는  산화막의  두께가  예컨대  300Å정도로  얇으면,  약  6,  7MV/cm의  전계가  인가됨으로써 산화막파
괴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기억장치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여기서  소거모드시에  발생되는  교차부분의  높은  전위차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종래에는  상기 
교차부분의  소거게이트(805)와  소오스확산영역(802)간에  개재하는  산화막(811)을  두껍게  형성시켰는 
바,  예컨대  두께를  2000Å정도로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계를  약  1MV/cm로  절감시켜  산화막파괴가 일
어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상기  교차부분의  산화막만을  부분적으로  두껍게  하는  공정에 있어서
도 문제점이 있다. 

아하,  상기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제20a도  내지  제20c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이들 각각의 도면에 대한 참조부호는 제18도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20a도내지 제20c도는 제18도에 나타낸 3층구조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의 제조공정중의 
단면도로서, 각각 제18도중 e-e'단면, f-f'단면, g-g'단면에 따른 단면도이다. 

먼저  제20a도내지  제20c도에  있어서,  반도체기판(801)상에  필드산화막(812)을  예컨대  선택산화법을 
이용해서  8000Å정도의  두께로  형성한  다음  사진식각법을  이용해서  후공정에서  형성되는  두꺼운 신

화막아래의 n
+
형  소오스확산예정영역에  대해,  형성된  소정형상의  레지스트(도시되지  않았음)을 마스

크로  n형  불순물을  주입해서  n형  확산층(816)을  형성한다.  다음에  전체면에  교차부분의  두꺼운 산화
막형성용의  산화막을  예컨대  CVD법을  이용해서  2000Å정도의  두께로  형성하고,  다시  사진식각법을 
이용해서  교차부분의  두꺼운  산화막(811)용의  소정형상의  레지스트(도시되지  않았음)를  형성하고, 
이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이용해서  교차부분  이외의  상기  두꺼운  산화막(811)을  에칭제거시키게 되는
데  도면에서는  이  시점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상기  두꺼운  산화막(811)을  제거할  경우 몇가
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먼저,  제20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꺼운  산화막(811)의  막두께가  2000Å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
기산화막(811)을  에칭제거할  경우,  원(813)내에  나타낸  필드산화막(812)의  새부리형상부분의 산화막
이  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칭되어  버려  기판(801)표면에  노출됨으로써  파여진  부분이  형성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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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  파여진  부분에  의해  필드산화막(812)의  형상이  변화되어  게이트폭이  확대됨으로써 설계상
의 트랜지스터특성을 얻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또  제20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0Å 두꺼
운  산화막(811)을  제거할  경우  8000Å으로  형성된  필드산화막(812)중  2000Å에칭되어으로 6000Å되
는  것도  동일한  산화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자분리영역인  필드산화막(812)의  두께가  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자간의 누설이 발생될 염려도 높아지게 되어 메모리셀의 신뢰성이 저하되게 된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해서  발염된  것으로,  소거게이트와  소오스확산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두꺼운  산화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공정상  종래에는  발생되지  않는  필드산화막,  특히 새부리형
상부분의  불필요한  에칭으로  형성되는  파여진  부분의  형성에  의한  트랜지스터의  특성제어곤란  및 필
드산화막의  막두께저하에  의한  소자간  누설발생의  염려를  없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소거모드시  소거게이트가  고전위이면서  소오스확산영역이 접
지전  위인  점을  개선함으로써,  소거모드시  소오스확산영역와  소정의  전위를  인가해서  양자의 교차부
분의 전위차를 절감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작용]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소거모드시  양자의  교차부분에서  전위차를  절감시킴으로써  산화막이 
얇아도 산화막에 걸리는 전계가 적어지게 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1)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셀어레이와  주변회로  및  상기  셀의 

소오스확산영역에  소정의  전위를  인가하는 Vss
*
발생회로에  대한  회로도로서,  도면중  참조부호 WL1∼

WLm 행디코도(RD)에 의해 선택되는 워드선이고, DL1∼DLn 전송게이트(CT1∼CTn)은 전송게이트
(CT1~CTn)를  매개로  감지증폭기(SA)에  접속된  데이터선으로서  상기,  전송게이트(CT1~CTn)의  각각의 
게이트는   열디코더(CD)에  접속되면서,  이  열디코더  (CD)에  선택된  데이터선을  감지  증폭기  (SA)에 
접속해서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를  감지증폭기(SA)에  전송한다.  또  참조부호  C11∼Cmn  메모리셀로서 
각각의  제어게이트는  워드선(WL1∼WLm)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데이터선(DL1∼DLn)에  접속되고,  또 
소거게이트는  소거선(EL)에  접속되고,  소오스선(SL)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소거선(EL)은 소

거회로(EC)에  접속되고,  소오스선(SL)은 Vss
*
발생회로(VG)에  접속되어  있는데,  이 Vss

*
발생회로(VG)

는  소거시에  ＂H＂로  되는  신호(Erase)에  의해  제어되어  데이터독출시와  기록시  및  소거시 메모리셀
의 소오스의 전위를 결정한다. 

다음에  상기 Vss
*
발생회로(VG)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신호(Erase)가  게이트에  입력되는 P챈널트

랜지스터(101)와  n챈널트랜지스터(102)로  이루어진  CMOS인버터의  출력노드(A)가  게이트에Vcc가 입력
되는  전송게이트(103)와  게이트에Vpp가  입력되는  전송게이트(104)를  매개로  소오스에  Vpp가 입력되
는  P챈널트랜지스터  (106)와,  게이트에  Vpp가  입력되는  전송게이트(107),  게이트에  Vcc가  입력되는 
전송게이트  (108)  및,  GND에  접속된  n챈널트랜스터(109)에  의해  구성되는  인버터에  입력된다.  또 인
버터의  게이트에는  소오스가  Vpp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상기한  트랜지스터  (106,  107,  108,  109)로 

이루어진  인버터의  출력노드(B)에  접속된  트랜지스터(105)가  접속되어  있으며,  노드(A)는 Vss
*
의 전

위를  방전하는  트랜지스터(113)의  게이트에  입력되고  있다.  또  상기한  트랜지스터(106,  107,  108, 

109)로  이루어진  인버터의  출력노드(B)는  소오스가  Vpp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Vss
*
출력단에  접속단 

트랜지스터  (110)의  게이트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소오스선(SL)은  게이트에  Vpp가  입력되는 전송
게이트(11)와  Vcc가  게이트에  입력되는  전송게이트(112)를  매개로  상기한  트랜지스터(113)의 드레인
에 접속되어 있다. 

더욱이  Vcc와  Vpp가  게이트에  입력되면서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송게이트,  즉, 트랜지스터(10
3)와  트랜지스터(104)의  조합,  트랜지스터(107)와  트랜지스터  (108)의  조합,  트랜지스터(111)와 트
랜지스터(112)의  조합은  Vpp전원에  의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압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여기서  이들  트랜지스터는  인헨스먼트형이나  디플리션형으로  구성해도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도  이와  같은  전송게이트와  역할은  마찬가지디다.  또  Vpp가  소오스에  입력되는 P챈널트랜
지스터  (105,  106)는  각각의  출력인드레인이  한쪽의  게이트에  입력됨으로써  피드백이  걸려 노드(B)
의  레벨이  완전하게  Vpp또는  OV로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피드백부분에서도  다른  실시예에서의 
역할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Vss
*
발생회로(VG)의  데이터독출시와  기록시  및  소거시의  각  모드의 

신호에 대한 전위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데이터독출시 전원(VPP )은  5V가  공급되는  바,  여기서  선택된  각  메모리셀에는  열디코더(CD)  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선을  통해  그  드레인에  2V가  공급되고,  행디코더(RD)에  의해  선택된  워드선을 통
해 제어게이트에 5V가 공급되며, 소거게이트는 소거회로(EC)에 의해 소거선(EL)을 통해 

OV(접지전위)가  인가된다.  또 Vss
*
발생회로  (VG)에서는  신호(Erase)가  ＂L＂(=OV)이고, 트랜지스터

(101,  102)의  인버터출력이  ＂H＂(=5V)로  되어  트랜지스터(106,  109)의  게이트에  최초로 Vcc-VTH 의 

전위가 인가된다(여기서 VTH는 Vcc가 게이트에 공급되는 트랜지스터(103)의 임계치이다.)

따라서  트랜지스터(109)는  ON상태로  되고,  노드(B)가  게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105)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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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이  걸려  트랜지스터(106)의  게이트전위는  Vcc로  되며,  노드(B)가  완전하게  OV로  설정된  상태로 
게이트에  접속된  트랜지스터(110)는  오프상태로  된다.  또  트랜지스터(101,  102)의  인버터의  출력인 

노드(A)의  전위는  5V로  되고,  노드(A)  게이트에  접속된  트랜지스터(113)는  온상태로  되며, Vss
*
전위

가 OV로 됨으로써 데이터 독출시 메모리셀의 소오스는 OV로 된다. 

다음에  데이터기록시  전원(Vpp)은  12V로  상승하게  되는  바,  선택된  메모리셀은  열디코더(CD)에  의해 
선택된  워드선을  통해  제어게이트에  12V가  공급되며,  소거게이트에는  소거회로(EC)에  의해 소거선

(EL)을  통해  5V가  인가된다.   또 Vss
*
발생회로  (VG)에서는  신호(Erase)가  ＂L＂이고,  독출시와 마찬

가지고  최초로  트랜지스터(106,  109)의  게이트에 Vcc-VTH 가  인가되는데,  여기서  트랜지스터(106)는 

소오스에  Vpp=12V가  입력되고  있기  때문데  완전하게  컷오프되지  않게  되고,  트랜지스터(109)도 온상
태이기  때문에  출력인  노드(B)의  전위는  트랜지스터(106,107,108,109)의  비로  결정되는  전위로 되지
만,  게이트에  ＂L＂레벨인  노드(B)가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가  온상태로  되어  피드백이  걸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106)의  게이트전위와  Vpp=12V로  되어  완전하게  컷오프상태로  되어  노드(B)는 OV
로  되고,  노드(B)에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110)는  오프상태로  된다.  그리고  노드(A)는  독출시와 

마찬가지로  5V로  되고,  노드(A)가  접속된  트랜지스터(113)는  온상태로  되어 Vss
*
전위가  OV로 됨으로

써 데이터기록시의 메모리셀의 소오스는 OV로 된다. 

다음에  데이터소거시에는  12V의  전원(Vpp)이  12V가  공급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전체비트일괄소거
형이므로  전체메모리셀의  제어게이트와  드레인은  OV(접지전위)로  되고,  소거게이트에는 소거회로
(EC)에  의해  소거선(EL)을  통해  승압회로(도시되지  않았음)로부터  승압전위(20V)가  공급된다.  한편 

Vss
*
발생회로(VG)에서는  신호(Erase)가  ＂H＂로  되고  트랜지스터(101,  102)의  인버터의 출력노드

(A)는  ＂L＂로  되며,  트랜지스터(106)와  트랜지스터(109)의  게이트전위는  OV로  되므로  트랜지스터 
(106,  107,  108,  109)로  이루어진  인버터의  출력노드(B)는  Vpp=12V  로  되는데,  이때  노드(B)가 게이
트에 접속된 트랜지스터(105)는 오프상태로 된다.

그리고  게이트에  노드(B)가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110)는  온상태로  되고,  게이트에  OV인 노드

(A)가  접속되어  있는  트래지스터(113)는  오프상태로  되어 Vss
*
는 APP-VTH(여기서VTH 는 트랜지스터(11

0)의  임계치전압)로  된다.  또  트랜지스터(110)는  드레인과  게이트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상 기판의 바이어스가 깊은 상태로 되어 트랜지스터(110)의 VTH 를  2V로  하면 VPP-VTH =10로  됨에 따

라  전체메모리셀의  소오스가  10V로  되다.  각  메모리셀에  있어서  소거시  소거게이트와 소오스확산영
역간의  전위차가  (20-10)=10V로  되고,  산화막의  두께다  예컨대  300Å  경우에도  걸리는  전계는  3, 
3MV/cm정도로  절감되어  산화막의  절연파괴가  발생되기  어려워  신뢰성  높은  소거동작이  가능하게 된
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체  비트일괄소거형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전체소거게이트는  소거선에 접속되
어  있지만,  수개의  워드선을  블록단위의  분할해서  1개의  소거회로에  접속하고,  디코드회로를 소거회
로에  접속하고,  디코드회로를  매개로  특정블럭만  소거하거나,  블록단위로  소거회로를  설치해서 블록

단위의  소거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블력소거를  수행  할  경우 Vss
*
발생회로도  동일한 블록단위

로  분할해서  소거를  수행하는  블록만 Vss
*
를  10V정도까지  상승시켜  소거를  수행하고,  소거게이트 OV

인  블록을 Vss
*
전위로  OV로  해서  소거를  수행하지  않는  블록은  스트레스를모든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블록소거영의  디코더(BED)를  설치해서  소러회로(EC)의 Vss
*

발생회로(VG)를 동일 신호로 제어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소오스전위를  디코더선과  평행으로  한  알루미늄배선으로  인가하는  것은 불가

능하고,  각  블록으로  독립된  소오스전위가  필요로  된다.  또  소오스영역의 n
+
형  확산층만으로 소오스

전위를  접속한  것으로는  확산층저항이  커지게  되어 Vss
*
발생회로(VG)로부터  먼  메머리셀의 소오스전

위를  소정전위로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소오스의 n
+
형  확산층에  평행해서  각 드레인

을  접속하고  있는  제1층  알루미늄에  수직방향으로  배선된  제2층알루미늄으로  접속함으로써 소오스전
위의 저항이 낮아져 소정전위로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1실시예에  따른 Vss
*
발생회로(VG)를  이용한  경우  메모리셀은  종래와  같은  소거게이트와 소

오스인 n
+
형  확산층간에서는  내압을  올리기  위한  두꺼운  산화막은  필요없고, 제1케이트산화막형성시

에  성장  되는  산화막,  예컨대  제1게이트산화막  300Å   형성시  농도가  높은 n
+
확산층에는  500Å 정도

로  성장되는  산화막과,  또  제2게이트  산화막형성시에  제1게이트산화막상에  성장되는  산화막(거의 성
장되지  않음)만의  약500Å의  산화막으로  소거게이트를모든  배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내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산화막을  형성해서  에칭하는  공정에  의해  새부리형상의  변화나  필드산화막의 

막두께의  대폭적인  감소  등  공정에  미치는  영항는  없어지게  된다.  또, Vss
*
전위는  트랜지스터(101, 

102)  인버터의  출력노드(A)의  충전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노드(A)의  상승경사를  제어할  수  있게 되
어 방전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  이하,  제4도  및  제5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2실시예에 있
어서  데이터의  독출시와  기록시  및  소거시  각각의  제어게이트와  드레인  및  소거게이트에  공급되는 

전위는  제1도에  나타낸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하  제4도에  나타낸  제2실시예에  따른 Vss
*
발

생회로(VG-1)내의 노드(C) 및 노드(D)에 대해 설명한다. 

데이터의  독출시  신호(Rease)는  ＂L＂(OV)이고,  트랜지스터(201)  트랜지스터  (202)에  의해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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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출력은  ＂H＂,  전송게이트인  트랜지스터(203,  204)를  매개로  P챈널형  트랜지스터(206)가 
오프,  트랜지스터(209)가  온됨에  따라  노드(D)가  전송게이트인  트랜지스터(207,  208)를  매개로 접지
전위로  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  (201∼213)의해  구성되는  인버터의  출력은  ＂H＂로  되고, 노드(C)
의  전위는  5V로  되어  게이트에  노드(C)가  접속된  트랜지스터(217)가  온상태로  된다.  한편  노드(D)의 

전위는  OV이므로  이  노드(D)가  게이트에  접속되는  트랜지스터(214)가  오프됨으로써 Vss
*
는 전송게이

트인 트랜지스터(215, 216)를 매개로 OV로 되어 선택된 메모리셀의 소오스도 OV로 된다. 

소거시에는  반대로  신호(Erase)가  ＂H＂(=5V)이고,  소오스(C)  는  접지전위인  OV로  되기  때문에 트랜

지스터(217)는  오프로  된다.  또  노드(D)의  전위는  12V로  되고,  (214)는  온상태로  되기  때문에 Vss
*

는  Vpp보다  게이트에  노드(D)가  입력되는  트랜지스터(214)의  임계치큼  낮은  전위가   공급된다. 여기

서  트랜지스터(214)의  임계치를  2V로  하면  (12-2)=10V가  공급되어  소거게이트와  소오스 n
+
형 확산영

역간의 전위차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2실시예의  특징은  노드(C)에  12V가  인가되도록  된  점이다.  통상,  데이터  ＂0＂의  기록시, 
즉  핫일렉트론을  발생시켜  부유게이트에  전자를  주입할  경우  메모리셀의  드레인∼소오스간에  수 mA
의  기록전류가  흐르게  되는  바,  예컨대  8비트로  구성된  메모리에서는  최대  수심m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수심  mA의  전류를  게이트에  노드(C)가  입력되는  트랜지스터(217)로  구동하는데에는 게
이트전위가 5V인 경우 트랜지스터칫수는 챈널길이가 3μm이니 경우 챈널폭은 약 1000μm가 
필요하고,  패턴레이아웃상  상당히  큰면적을  점유하게  된다.  또  이러한  제2실시예에서는 게이트전압
이  12V이므로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전압(VTH )을  예컨대  1V로  하면,  틀내지스터는  3극관동작을 함으로

써 동일 한 전류 (수심 mA)가 흐르기 위해 필요한 트랜지스터의 챈널폭은

로  되고,  게이트에  노드(C)가  입력되는  트랜지스터의  챈널  폭은  369μm로  되어  칩면적의  증가를 제
어할 수 있게 된다.

또,  제5도는  상기  제2실시예에  대한  각  모드에  대한  Vpp와, Vss
*
,  노드(C),  노드(D),  워드선(WL), 

데이터선(DL), 소거전위(HE) 및 신호(Erase)의 각 전위를 나타낸 표이다. 

(3) 이하, 제6도 및 제7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제3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제3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의  독출시와  기록시  및  소거시  각각의  제어게이트,  드레인, 소거게이
트에  공급되는  전위는모든  제1도에  나타낸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이고,  또  본실시예에서는 Vss*발생
회로(VG-2)의 출력전위를를트랜지스터의 임계치분 만큼 저하시켜도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먼저  데이터의  기록시와  독출시  신호(Erase)가  ＂L＂=(OV)로  되고,  트랜지스터  (301,302)에  의해 구
성되는  인버터의  출력은  ＂H＂로  되므로  전송게이트인  트랜지스터  (303,304)를  매개로 P챈널트랜지

스터(306)는 컷오프되며, 트랜지스터 (309)는 온됨에 따라 Vss
*
는 전송게이트인 트랜지스터

(307,308)를 매개로 접지전위로 되어 메모리셀의 소오스가 OV로 된다. 

또,  소거시는  신호(Erase)가  ＂H＂=(5V)로  되고,  트랜지스터  (305,306)의  피드백회로가  작용해서 트

랜지스터(306,307,308,309)로  구성된  인버터의  출력 (Vss
*
)이 12V(=VPP )로  됨에  따라  소거게이트와 

소오스n
+
 확산층간의  전위차는  (20-12)=8V로  되는  바,  예컨대  양자간에  개재하는  산화막의  두께가 

300Å인  경우  전계는  약2,  7WN/cm로  됨으로써  산화막의  파괴가  일어나기  어렵게  되어  신뢰성이 소오
스되게 된다. 

제7도는  상기  제3실시예의  각  모드에  대한  Vpp와, Vss
*
,  워드선(WL),  데이트선(DL),  소거전위(HE)및 

신호(Erase)의 각 전위를 나타낸 표이다. 

(4) 이하, 제8도 및 제9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제4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제4실시에는  더욱  방전특성을  개선한 Vss
*
발생회로(VG-3)에  대한  실시예로서,  제9도는  상기 제

4실시예에  따른  회로를  이용할  때의  신호(Erase)와, Vss
*
발생회로내의  노드(E)및  노드(F)의  전위, 

Vss
*
의  전위  및  소거선의  전위에  대한  타이밍챠트를  나타낸  것이다.  제8도에  나타낸  회로에서는 모

든  게이트에  노드(E)가  입력되는  트랜지스터(413)와,  게이트에  노드(F)가  입력되는 트랜지스터(41

6)의  방전력의  차에  따라 Vss
*
전위가 소거선전위(VHE )의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소거  게이트의 전위(VEG=소거전위(VHE ))와 Vss
*
전위가  공급되는 소오스n

+
형  확산층간에서 전위

의  상승과  하강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소거게이트전위와 소오스n
+
형  확산층간의  전계를  완화하는 

효과가 번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컨데  소거개시시  신호의  상승과  도시에 소거선전위(VHE )와 Vss
*
전위도  상승하지만, Vss

*
전위가  상승 

하기  전에 소거선전위(VHE )가  상승하면, Vss
*
전위가  상승하기  전에  산화막에  높은  전계가  걸리게 된

다.  반대로  소거종료시  신호(Erase)가  하강하면,  동시에 소거선전위(VHE )와 Vss
*
전위도  떨어지지만, 

소거선전위(VHE )가  낮아지기  전에 Vss
*
전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산화막에는  고전계가 

인가되어 Vss
*
를  소오스에  인가한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Vss

*
의  충전은 소거전압(VHE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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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그리고 Vss
*
의  방전은 소거전압(VHE )보다도  늦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Vss

*
의  충전에 대해서

는 VHE 가  전체비트분의  대용량의  소거게이트를  충전하고,  또  승압회로로  부터  천천히  충전하기 때문

에 특별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또 Vss
*
의  방전은 VHE 의  방전보다 늦고,  또  너무 늦지 않도록 하

기  위해  게이트에  노드(E)가  접속된  방전응력이  다소  작은  트랜지스터(413;  예컨대  챈널길이가 3μm
인  경우  챈널폭은  200μm)와,  노드(E)보다  늦게  상승하는  노드(F)가  게이트에  입력되는  방전능력이 
큰  트랜지스터(416;  예컨데  챈널길이가  3μm일  경우  챈널폭이  1000μm)를  이용한  2단계방식으로 방

전한다.  이와  같이  하면 Vss
*
는 VHE 보다도  늦어져  서서히  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는  트랜지스터(417,  418)의  조합,  트랜지스터(420,  421)의  조합,  트랜지스터(423,  424)의  조합, 트
랜즈스터(427,  428)조합인  인버터와,  각  인버터간으로부터  접지로  향하는  콘덴서(419,  422,  425)에 
의해 노드(F)에  의해 노드(F)에  공급되는 전위를 지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인버터 및  콘덴서의 
수나 내부저항, 용량 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원하는 지연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인버터의  수는  그  출력이  반전된  것이므로  우수개가  존재하면  되고,  여기서  트랜지스터(403과 
404, 407과 408, 411과 412, 414와 415)는 각각 전송게이트이다. 

이와  같은  회로에  의해  각  메모리셀에서  소거게이트와 소오스n
+
형  확산층간의  산화막에  항상 고전계

가 인가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5)  이하,  제10도  및  제13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제5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는  상기  제1  내지  제4실시예의 Vss
*
생회로(VG,  VG-1∼VG-3)가  신호(Erase)로  구동되도록  된  것인데 

반해,  소거회로의  신호(HE)구동되도록  된  것이다.  즉,  본  제5실시예는  소거전위(HE)를  검지하는 회

로 (EVD)로 소거전위(HE)의 상승과 하강을 검지해서 Vss
*
로 (VG, VG-1∼VG-3)를 구동시키는 것이다.  

이  소거전위(HE)의  검출회로(EVD)는  5개의  트랜지스터(501∼505)로  구성되는데,  Vpp가  게이트에 접
속된  전송게이트(501)를  매개로  소거전위(HE)트랜지스터  (503)의  게이트에  입력된다.  여기서 소거전
위(HE)의  검지는  트랜지스터(503)와,  이  트랜지스터(503)와  드레인이  공통으로  연결되면서  게이트가 
GND에  접속된  P챈널트낼지스터(502)로  이루어진  인버터의  비로  결정되고,  트랜지스터(503)의 게이트
전위가  8∼10V일  경우  다음단의  트랜지스터(504,  505)로  이루어진  인버터가  동작하도록  설정되며, 

이  인버터의  출력으로  이  앞단에  접속된 Vss
*
생회로(VG)를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Vss

*
생회로(V

G)는  상기한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Vss
*
생회로가  접속되어도  된다.  또 트랜지

스터(501)는  트랜지스터(503)의  게이트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야기되는  브레이크다운를  방지하기 위
해  설치된  전계완화용  트랜지스터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인헨드먼트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디플리션
형을 사용해도 된다. 

제13도는  상기  제5실시예의  회로를  접속시킨 Vss
*
생회로(VG)에  대한  타이밍챠트로서,  소거개시시 신

호소거신호가  ＂H＂로  되면,  여기에서는  소거용  승압회로  (도시되지  않았음)과  소거회로가  동작해서 
소거전위(HE)가  천천히  상승한다.  이  소거전위가  8∼10V정도  되면,  소거위  검지회로(EVD)가 소거전

위(HE)의  상승을  감지하고, 시전(t1 )에서   Vss
*
생회로(VG)가  동작해서 Vss

*
 10V까지  상승시킨다.   소

거종료시는  신호(Erase)가  ＂L＂로  되고,  소거전위(HE)가  서서히  낮아지며,  소거전위(HE)가 8∼10V

이하로  되면,  소거전위검지회로가  소거전위가  낮아진  것을  검지해서 시점(t2 )에서 Vss
*
생회로(VG)가 

동작하여  Vss발생회로  (VG)가  동작하여  Vss를  OV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해서 Vss
*
생회로(VG)를 소

거전위(HE)를 검지회로(EVD)에 의해 구동시킬수 있게된다. 

(6)  다음에  제11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5실
시예의  소거전위(HE)를  검지하는  회로(EVD)에  있어서,  소거전위검지회로의  초단에  전원전압(Vcc)을 
입력한 인버터를 형성한 회로를 전원 전압(Vpp)의 입력으로 변화시킨 인버터로 형성한 회로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소거전위(HE)의  검출회로(EUD')는  6개의  트랜지스터(512∼526)로  구성되는데, Vpp
가  게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전송게이트(521)를  매개로  소거  전위(HE)가  트랜지스터(524)의  게이트에 
입력되게 된다. 

여기서  신호(HE)의  검지는  트랜지스터(524)와,  이  트랜지스터(524)와  드레인이  공통으로  연결되면서 
게이트가  GND에  접속된  P챈널트랜지스너(522)로  이루어진  인버터의  비로  결정되고, 트랜지스터(52
4)의  게이트전위가  8∼10V일  경우  다음단의  트랜지스터(525,  526)로  이루어진  인버터가  동작하도록 

설정되며,  이  인버터의  출력을  이  앞단에  접속된 Vss
*
생회로(VG)를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Vss발

생회로(VG)는  제5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Vss
*
발생

회로가  접속되어도  된다.  또  트랜지스터(521)는  트랜지스터(524)의  게이트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야
기  되는  브레이크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전계완화용  트랜지스터이고,  마찬가지고 트랜지스터
(523)는  트랜지스터(524)의  드레인에  고전압이  인가되어  야기되는  브레이크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전계완화하용  트랜지스터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인헨스먼트형을  사용했지만  디플리션형을 사
용해도 된다. 

상기  제6실시예에 Vss
*
발생회로(VG)의  타이밍은  제5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13도를  참조해서 

소거개시시  신호소서신호가  ＂H＂로  되면  여기서는  도시되지  않는  소거용  승압회로와  소거회로가 동
작해서  소거전위(HE)가  천천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  소거전위가  8∼10V정도로  되면 소거전위검지회

로(EVD')가  소거전위  (HE)의  상승을  검지하고, Vss
*
발생회로(VG)가  동직해서 Vss

*
를  10V상승시킨다.   

소거종료시는  신호(Erase)가  ＂L＂로  되어  소거전위(HE)가  서서히  떨어져  소거전위(HE)가 8∼10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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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되면,  소거전위검지회로(EVD')가  소거전위(HE)가  떨어진  것을  검지하고, Vss
*
발생회로(VG)가   

동작해서  Vss는  OV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해서  제5실시예와  마찬가지로 Vss
*
발생회로(VG)를 소거전

위(HE)의 검지회로(EVD')로서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7)  제12도를  참조해서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5  및 제6실
시예의  소거전위(HE)를  검지하는  회로(EVD  및  EVD')에  대해  소거신호(Erase)와  소거전뒤(HE)의 논리
를  취한  것으로,  데이터의  출시와  기록시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된  것이다.  특히,  데이터기록시에 소

거전위를  5V로  설정한   경우  검지회로가  오동작을  하게  되면, Vss
*
가   OV가  아니라  10V로  설정되어 

올바른  기록동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7실시예에서는  트랜지스터(531∼526)로  구성되어 소

거신호(Erase)가  ＂H＂소거시일  경우에만 Vss
*
발생회로(VG)가  동작하도록  회로가  구성된다.  즉 소거

신호(Erase)가  ＂H＂일  경우에만  트랜지스터(533)가  온되도록  구성됨으로써  소거신호(Erase)가 ＂H
＂이면서  소거전위가  8V∼10V로  상승할  때  다음단에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535,  530)로서 구성

되어  있는  인버터가  동작하도록  설정되어있다.  이  인버터의  앞에  접속되어  있는 Vss
*
발생회로는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상기한  제1내지  제4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Vss
*
발생회로가  접속되어도 

된다. 

이  제7실시예에서 Vss
*
발생회로(VG)  타이밍은  제5  및  제6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3도를 

참조해서  소거개시시  신호소거가  ＂H＂로  되면,  여기에서도  도시되지  않은  소거용  승압회로  및 소거
회로가  동작해서  소거전위(HE)가  천천히  상승하게  되고,  이  소거전위가  8∼10V정도로  되면, 소거전

위검지회로(EVD')는  소거전위(HE)가  상승한  것을  검지하고 Vss
*
발생회로(VG)가  동작해서 Vss

*
는 10V

까지  상승시킨다.  소거종료시는  신호(Erase)가  ＂L＂로  되고,  소거전위(HE)가  서서히  떨어져 소거전

위(HE)가  8∼10V이하로  되면  소거전위검지회로(EVD'')가  소거전위(HE)가  떨어진  것을  검지해서 Vss
*

발생회로  (VG)가  동작하여 Vss
*
를  OV로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제5  및  제6실시예와 마찬가

지로 Vss
*
발생회로(VG)를 소거전위(HE)의 검지회로(EVD'')로서 구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제7실시예에서는  소거전위검지회로(EVD'')의  초단에  Vcc를  입력한  인버터로  형성했지만, 제6실시
예와  같이  Vpp를  입력하도록  인버터를  형성해도  되고,  또  전계완화용  트랜지스터(531)를  본 실시예
에서는 인헨스먼트형으로 형성했지만, 다플리션형으로 형성해도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제1  내지  제7실시예는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소거게이트와 제어게
이트  및  소오스확산영역이  직교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소거게이트와 소
오스확산영역의 교차부분의 산화막을 얇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소거게이트와 소오스확산영역에 존재하는 산화막의 형성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최초로  반도체기판상에  필드산화막을  형성한  다음  소거게이트를  형성하는  부분  아래의 소오스
확산영역으로  되는  기판내에  사진식각법으로  형성된  소졍형상의  레지스트를  마이크로  n형  불순물을 
주입하고,  이후  제1게이트산화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제1게이트산화막을  노출된  부분에서 막두께
가  약  300Å정도로  되도록  형성한다.  이  경우  상기  n형  불순물이  주입되어  있는  부분은 불순물농도
가  높기  때문에  산화막을  600Å정도  상장되고,  다음에  상기  제1게이트산화막상에 제1다결정실리콘층
을  퇴적시켜  사진식각법을  이용해서  상기  제1다결정실리콘층을  소정형상으로  패너팅해서 부유게이트
를 반응성이온에칭으로 형성한다.  

이  반응성이온에칭공정에서는  산롸막과  다결정실리콘의  선택비가  약  8:1로  되도록  하기  위해  30%의 

오버에칭을  수행할  경우, 소오스인n
+
형확산층상의  산화막은  150Å정도에  에칭되어  450Å정도까지 감

소하게  된다.  다음에  또  제2게이트산화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산화막상에  산화막은  거의 성장

되지  않기  때문에  소오스인 n
+
형확산층상의  산화막두께는  450Å정도로  된다.  다음에 제2다결정실리

콘층을  퇴적하고  사진식각공정에  의해  상기  제2다결정실리콘층을  소정형상으로  패터닝해서 소거게이
트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소거게이트와  소오스확산영역간의  산화막은  제1다결정실리콘층의  에칭공정에서  상기한 바
와  같이  에칭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존재하는  산화막의  막두께를  조절하기  곤란하고,  특히 
셀크기가 더욱 축소될 경우 곤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에칭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이에 존재하는 산
화막의  막두께가  필요이상  얇아지게  되어  신뢰성이  나빠지게  될  경우의  대책법으로서 제1게이트산화
막형성후에  퇴적하는  제1다결정실리콘층을  소정형상의  부유게이트로  패터닝할  경우  소오스확영역과 
소거게이트의  교차예정부분에도  미리  남겨두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교차부분에 제1다결
정실리콘을 에칭할 경우 에칭되는 것이 없게 되어 신뢰성이 나빠지지 않게 된다. 

이하,  제14도  및  제15도를  참조해서  상기  교차부분에  제1다결정실리콘층을  잔존시킨  불휘발성 반도
체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제14도는  상기  교차부분에  제1다결정실리콘층을  잔존시킨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패턴평면도이고, 
제15a도는  제14도에  나타낸  a-a'단면에  따른  단면도이며,  제15b도는  제14도에  나타낸  b-b'단면에 따
른 단면도이다. 

먼저  제14도에  나타낸  평면도에  있어서,  참조부호  602는  반도체기판(601;  도시되지  않았음)내에 형

성된 n
+
형  드레인영역,  604는  반도체기판(601)상에서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1

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부유게이트,  605는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2층
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소거게이트,  606은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3층다
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제어게이트.  607은  산화막을  매개로  형성되어  메모리셀의  드레인 영역
(603)에  접속되면서  도시되지  않은  감지증폭기에  접속된,  예컨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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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은  상기  드레인영역(603)과  접속된  접속부분,  623은  제1층다결정실리콘으로  형성되고, 소거게이
트(605)와  소오스영역(602)의  교차부분에  제1게이트  산화막보호용으로서  형성된 보호다결정실리콘층
이다. 

또,  제15a도  및  제15b도의  단면도를  참조해서  상기  보호다결정실리콘층(623)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
체메모리에 대해 설명한다. 제15a도 및 제15b도에서 각 참조부호는 제14도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제15a도에  있어서,  반도체기판(601)내에는 n
+
형  소오스영역확산층  (602)이  형성되고,  또 보호

다결정실리콘층(623)  아래의  영역에는  n형영역(616)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2개의  (602,  616)이 일
체로  되어  소오스영역을  형성하게된다.  이  상부에는  제2게이트절연막(619)을  매개로 소거게이트
(605)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상부에  예컨대  O-N-O(산화막-질화막-산화막)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
막(618)이 형성되며, 또 그 전체면에 층간절연막으로서 CVD산화막(62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제15b도에  있어서,  반도체기판(601)내에서  보호다결정층623)아래의  영역에  n형영역(616)이 
형성되어있고,  이  상부에는  제2게이트산롸막(614)을  매개로  소거게이트605)가  형성되며,  이 소거게
이트(605)의  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618)이  형성되어  있다.  또  이 절연
막(618)상에는  제어게이트(608)가  형성되어  있고,  또  전체면에  층간절연막으로서  CVD산화막(620)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1게이트산화막보호용  다결정실리콘층(623)을  갖춘  불휘발성반도체메모리에  의하면, 제1
다결정실리콘층을  에칭할  경우,  교차부분의  산화막이  에칭되는  것  없이  산화막의  막두께  저하에 의
한 신뢰성의 저하가 없어지게 된다.

또, 본 발명은 소오스와 드레인이 공통인 구조를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제16도  및  제17도를  참조해서  소오스와  드레인이  공통이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의 패턴평면도
이고,  제17a도는  제16도중에  나타낸  c-c'단면도,  제17b도는  제16도중에  나타낸  d-d'단면에  따른 단
면도이다. 또 제17a도 및 제17b도에 있어서, 각참조부호는 제16도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제16도의  패턴평면도에서  참조부분  704는  반도체기판(701)상에서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1층다결정층으로  이루어진  부유게이트,  705은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성된  제2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  이루어진  소거게이트,  706은  산화막(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형
성된  제3층다결정실리콘층으로이루어진  제어게이트,  722는  반도체기판(701;  도시되지  않았음)내에 

형성된 n
+
형 소오스, 드레인공통확산영역이다. 

다음에  제17a도에  있어서,  반도체기판(701)내에  소오스,  드레인공통확산영역  (722)이  형성되고, 기
판(701)상에는  제1게이트산화막(715)이  형성되며,  그  상부에는  부유게이트(704)가  형성되어  있다. 
또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  (718)을  매개로  제어게이트(706)가  형성되고,  또 층간
절연막(72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제17b도에  있어서,  반도체기판(701)내에  소오스,  드레인  공통확산영역  (722)이  형성되고,  또 
기판(701)사에는  제1게이트  산화막(715)이  형성되며,  그상부에는  소거게이트(705)가  형성되어  있다. 
이  소거게이트(705)의  아래에는  산화막  (715)을  매개로  소오스,  드레인공통확산영역(722)과  동일한 
도전형의  불순물층  (721)이  형성되고,  소오스,  드레인공통확산영역(722)과  일체로  되어  있다.  한편, 
소거게이트(705)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718)상부에는  예컨대  O-N-O  3층 
구조로  이루어진  절연막(718)을  매개로  제어게이트(706)가  형성되고,  또  층간절연막(720)이 형성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소오스,  드레인  영역이  공통인  구조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도  본  발명을  유효하게 적
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소거게이트와  소오스확산영역의  교차부분에  있어서, 소거
시  높은  전위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래에는  이  교차부분의  산화막을  두껍게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
계를  절감시켰지만,  이에  대해  Vss*발생회로를  부가함으로써  데이터의  소거시에  소오스확산층을 소
정전압으로  해서  소거게이트와소오스확산영역의  산화막이  전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산
화막형성의 공정을 회피할수 있어 신뢰성이 높은 불휘발성반도체메모리를 제공하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601)내의  소오스영역(602)및  드레인영역(603)과  상기  반도체기판(601)상의 부유게이트
(604)와  소거게이트(605)  및  제어게이트(606)의  3층구조게이트전극을  갖춘  셀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기적소거·재기록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셀이  행렬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설어레이를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소거시  소거게이트(605)에 고전위를 
공급하는소거회로(EC)와,  셀소오스전위를  소정전위로  성정하는  셀소오스전위  발생회로(VG)를 구비해
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내의  소오스영역(602)과  소거게이트(605)가  교차하는  영역사이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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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절연막 중 다결정반도체층(623)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3 

반도체기판(601)내의  소오스영역(602)  및  드레인영역(603)과  상기  반도체기판(601)상의 부유게이트
(604)와  소거게이트(605)및  제어게이트(606)의  3층구조게이트전극을  갖춘  셀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
기적소거·재기록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셀이  행렬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셀어레이를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소거시  소거게이트(605)에  고전위를  공급하는 소거회로(EC)
와,  셀소오스전위를  소정전위로  설정하는  셀소오스전위  발생회로(VG)를  갖추고서  상기 소거게이트전
위와  상기  셀소오스전위의  전위차를  소거전위  이하의  일정전위로  유지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내의  소오스영역(602)과  소거게이트(605)가  교차하는  영역사이에 존
재하는 절연막중 다결정반도체층(623)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5 

반도체기판(601)내의  소오스영역(602)  및  드레인영역  (603)과  상기  반도체기판(601)상의 부유게이트
(604)와  소거게이트(605)  및  제어게이트(606)의  3층구조게이트전극을  갖춘  셀트랜지스터를  이요한 
전기적소거ㆍ재기록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셀이  행렬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셀어레이를 
갖춘  불휘발성반도에메모리에  있어서,  소거시  소거게이트(605)에  고전위를  공급하는  소거회로(EC)와 
셀소오스전위를  소정정위로  설정하는  셀소오스전위  발생회로(VG)를  갖추고서  이 셀소오스전위발생회
로(VG)가  방전능력이  작은  트랜지스터(413)와  방전능력이  큰  트랜지스터(416)  및 지연회로(417∼
429)로  구성되고,  상기  트랜지스터(413,  416)를  상기  지연회로(417∼429)에  의해  소정  시간만큼 지
연시켜 동작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내의  소오스영역(602)과  소거게이트(605)가  교차하는  영역사이에 존
재하는 절연막중 다결정반도체층(623)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7 

반도체기판(601)내의  소오스영역(602)  및  드레인  영역(603)과상기  반도체기판(601)상의 부유게이트
(604)와  소거게이트(605)및  제어게이트(606)의  3층구조게이트전극을  갖춘  셀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
기적소거ㆍ재기록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셀이  행렬상을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셀어레이를 
갗춘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소거게이트(605)에  고전위를  공급하는  소거회로(EC)와 셀소
오스전위를  소정전위를  설정하는셀소오스전위발생회로(VG)   및  소거전위검지회로(EVD)를  갖추고서, 
상기  소거전위검지회로(EVD)에  의해  상기  셀소오스전위발생회로(VG)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내의  소오스영역(602)과  소거게이트(605)가  교차하는  영역사이에 존
재하는 절연막중 다결정반도체층(623)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메모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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