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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57) 요약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제1, 제2 게이트 전극, 제1, 제2 확산층,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 상

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 이 제1 절연막 상

에 형성되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 및 적어도 일부의 영역에서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상기 제1

확산층 상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상과 상기 제2 확산층 상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형성된 제3 절연막을 포함한다.

상기 제2 절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며,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

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이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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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2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의 한쪽의 측면 아래에서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확산층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의 다른쪽의 측면 아래와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의 한 쪽의 측면 아래 사이에서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

에 형성된 제2 확산층과,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수소 함유량이 제1 수소 함유량

인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2 수소 함유량인 제2 절연막 - 이 제2 절

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

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임 - 과,

적어도 일부의 영역에서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상기 제1 확산층 상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상과 상기 제2 확산층

상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형성되고,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3 수소 함유량이며, 질소를 함유

하는 제3 절연막 - 이 제3 절연막의, 상기 제2 확산층 상에서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제1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

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음 - 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

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확산층의 폭은, 상기 제2 확산층의 폭보다 큰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는, 상기 제2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보다 느린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4.

반도체 기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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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 열,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

랜지스터를 구비한 제1 셀 유닛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 열,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

랜지스터를 구비한 제2 셀 유닛과,

상기 제1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제2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

모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 사이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확산층과,

상기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셀 유닛, 및 상기 제2 셀 유닛 각각에서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수소 함유

량이 제1 수소 함유량인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2 수소 함유량인 제2 절연막 - 이 제2 절

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및 상기 제2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

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임 - 과,

상기 제1 셀 유닛 상, 상기 제2 셀 유닛 상, 및 상기 확산층 상에,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및 상기 제2 셀 유

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는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

유량보다 큰 제3 수소 함유량이며, 질소를 함유하는 제3 절연막 - 이 제3 절연막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의 최하부

의 위치가, 상기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음 - 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

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은, 플로팅 게이트와 컨트롤 게이트를 포함하는 스택 게이트 전극이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스택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컨트롤 게이트의 최상부의 위치보다 높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은, 플로팅 게이트와 컨트롤 게이트를 포함하는 스택 게이트 전극이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스택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의 제3 절연막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최상부의 위

치보다 높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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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셀 유닛, 및 상기 제2 셀 유닛 각각에서의 상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간 거리가, 상기 제1 셀 유닛의 선택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셀 유닛의 선택 게이트 전극간의 거리보다 짧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게이트 전극의, 상기 컨택트 전극에 상대하는 측면측에 형성된 상기 제1 절연막의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을 따

른 방향의 막 두께와, 상기 컨택트 전극에 상대하는 측면측에 형성된 상기 제2 절연막의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을 따른 방

향의 막 두께의 합이, 상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간 거리의 절반 이상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소자 영역과, 상기 소자 영역을 따라 형성되며, 제4 절연막을 포함하는 소자 분리 영역을 갖고,

상기 제1 셀 유닛, 상기 확산층, 및 상기 제2 셀 유닛은 상기 소자 영역에 설치되며,

상기 제4 절연막은 상기 확산층에 인접하여 오목부를 갖고,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2 절연막이 상기 제4 절연막의 오

목부 내에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 분리 영역의, 이 소자 분리 영역이 상기 소자 영역을 따르는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의 폭은, 상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간의 거리 이하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 및 제2 절연막 각각의 유전율은, 상기 제3 절연막의 유전율보다 작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에 함유되는 수소의 밀도는, 상기 제2 절연막에 함유되는 수소의 밀도보다 작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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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절연막 내의 전하 트랩의 밀도는, 상기 제2 절연막 내의 전하 트랩의 밀도보다 작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는, 상기 제2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보다 느린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2 절연막은 각각 실리콘 산화막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절연막은 실리콘 질화막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7.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게이트 전극, 및 제2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을 도입하여, 상기 반

도체 기판 내에, 제1 확산층, 및 제2 확산층을 얻는 공정과,

상기 제1 확산층, 상기 제2 확산층,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수소 함유량이 제1 수소 함유량

인 제1 절연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2 수소 함유량인 제2 절연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

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3 수소 함유량이며, 질소를 함유하는 제3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형성 예정 개소 상의 부분을 에칭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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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이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에 인접하는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이 제1 선택 게이트에 인접하는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이 제2 선택 게이트 전극에 인접하는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복수의 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복수의 확산층, 상기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및 상

기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에, 수소 함유량이 제1 수소 함유량인 제1 절연막을, 상기 각 게이트 사이에 오목부

를 갖고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2 수소 함유량인 제2 절연막을, 상기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 및 상기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수소 함유량이 상기 제1 수소 함유량보다 큰 제3 수소 함유량이며, 질소를 함유하는 제3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사이의 상기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예정 개

소 상의 부분을 에칭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을 형성한 후, 이 제1 절연막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막을 형성한 후, 이 제1 절연막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일본국 특허 출원 2004-242558(2004년 8월 23일)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우선권을 주장하며,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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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다.

플로팅 게이트와 컨트롤 게이트의 2층 게이트 전극을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로서, 예를 들면, NAND형의 불휘발

성 반도체 기억 장치가 알려져 있다.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직렬로 접속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양단에,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가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갖는다. 선택 트랜지스터 STD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을

통해 비트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선택 트랜지스터 STS는 소스선 컨택트 전극을 통해 소스선에 접속된다.

비트선 컨택트 전극, 및 소스선 컨택트 전극은, 층간 절연막에 컨택트홀을 형성하고, 이 컨택트홀을 도전물에 의해 매립함

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컨택트홀을 형성할 때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컨택트홀이 소자 분리 영역까지 관통하는 경

우가 있다. 이 이유는, 예를 들면, 포토마스크의 정합 어긋남에 있다. 컨택트홀이 소자 분리 영역까지 관통하면, 비트선 컨

택트 전극, 또는 소스선 컨택트 전극이, 예를 들면, 반도체 기판에 접촉한다. 이 결과, 누설 전류가 증가하여, 장치가 불량으

로 된다.

따라서, 정합 어긋남이 발생한 경우라도, 장치가 불량으로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실리콘 질화막으로 이루어지는 배리

어 절연막을, 반도체 기판, 및 소자 분리 영역과 층간 절연막 사이에, 에칭 스토퍼로서 형성하는 것이 행해지도록 되었다.

그러나, 배리어 절연막으로 되는 실리콘 질화막은, 수소를 많이 포함하여, 전하 트랩을 형성하기 쉽다. 배리어 절연막으로

되는 실리콘 질화막은, 게이트 전극의 형성 후에, 게이트 전극의 표면, 반도체 기판, 및 소자 분리 영역 상에 형성된다. 이

때문에, 실리콘 질화막 중, 게이트 전극 측벽, 및 게이트 전극간의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확산층 상에 형성된 부분에 트

랩된 전하, 예를 들면, 전자의 영향에 의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열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특성의 열화를 개선

하기 위해, 게이트 전극 측벽, 및 확산층과 실리콘 질화막 사이에, 실리콘 산화막 등으로 이루어지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기

술이, 특허 문헌1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자의 미세화가 진행되면, 플로팅 게이트간 및 컨트롤 게이트간의 기생 용량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트랜지스터 특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플로팅 게이트간의 기생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인접하는 플로팅 게이트에 축적되는 전하량의

변화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전압의 변동이 커지게 되어, 임계값 전압의 제어가 곤란하

게 된다. 또한, 컨트롤 게이트간의 기생 용량이 커지게 되면, 컨트롤 게이트를 구동할 때의 배선 지연이 커지게 되어, 동작

속도가 느려진다.

이들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게이트 사이, 및 컨트롤 게이트 사이에 매립된 절연막의 유전율을 작게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를 위해서는, 플로팅 게이트 사이 및 컨트롤 게이트 사이를 유전율이 작은 재료,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 등

으로 완전하게 매립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술은, 특허 문헌2에 기재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매립한 실리콘 산화막의 양이 증가되면, 실리콘 산화막의 막질에 따라서는, 실리콘 질화막을 매립하는 경우보다,

전하, 예를 들면, 전자의 트랩량이 증가한다.

이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게이트 전극 사이를, 수소 함유량이 작고, 전하의 트랩이 적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매립하면 된다.

그러나, 실리콘 산화막의 성막을, 고온, 또한, 장시간으로 행할 필요가 있어, 제조 코스트가 상승하는 것 외에, 소자의 미세

화가 어렵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1 게이트 전극과, 상

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2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의 한쪽의 측면 아래에서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확산층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의 다른쪽의 측면 아래와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의 한 쪽의 측면 아래 사이에서

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제2 확산층과,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

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상으로 형성된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이 제2 절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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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임-

과, 적어도 일부의 영역에서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상기 제1 확산층 상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상과 상기 제2 확산

층 상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형성된 제3 절연막-이 제3 절연막의, 상기 제2 확산층 상에서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

기 제1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음-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형성되

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양태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제1 셀 유닛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 및 상기 반

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

한 제2 셀 유닛과, 상기 제1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제2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 사이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확산층과, 상기 확산층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셀 유닛, 및 상기 제2 셀 유닛 각각에서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

상으로 형성되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

는 제2 절연막-이 제2 절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간, 및 상기 제2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임-과, 상기 제1 셀 유닛 상,

상기 제2 셀 유닛 상, 및 상기 확산층 상에,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및 상기 제2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에서는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3 절연막-이 제3 절연막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

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음-과, 상기 제3 절

연막 상에 형성되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양태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게이트 전극, 및 제2 게이트 전극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

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확산층, 및 제2 확산층을 얻는 공정과, 상기 제1 확산층, 상기 제2 확산층,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

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

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제3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형성 예정 개소 상의 부분을 에칭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 양태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이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에 인접하는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이 제1 선택 게이트에 인접하는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이 제2 선택 게이트 전극에 인접하는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

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

극의 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복수의 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복수의

확산층, 상기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메모

리 셀 게이트 전극의 열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을, 상기 각 게이트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을, 상기 제1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

부, 및 상기 제2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제3 절연막

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전극 사이의 상기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예정 개소 상의 부

분을 에칭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중 몇개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설명 시에, 모든 도면에 걸쳐, 공통되는 부분에는 공통되

는 참조 부호를 붙인다.

(제1 실시예)

이하, 제1 실시예를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예로 들어, 도 1 내지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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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NAND 셀 유닛은, 소자 분리 영역(3)에 의해 구분된 소자 영역(4) 상에, 직렬 접속된 4개의 메

모리 셀 MC에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가 접속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면에서 좌

우 방향의 워드선 방향으로 배열한 메모리 셀 MC∼MC는, 공통의 컨트롤 게이트선(워드선)(9)에 의해 접속되어 있고, 드

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STD 및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STS는, 각각, 공통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선(12)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선(14)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에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을 통해

제1 배선층에 의한 비트선 접속부(23)가 접속되며, 또한 배선간 컨택트 전극(24)을 통해 비트선(25)이 접속되어 있다. 소

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에는,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을 통해 제1 배선층에 의한 소스선(26)이 접속되어 있다.

4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와,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가 1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성하고, 1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을 통해 다른 메모리 셀 어레이에 비트선 방향으로

인접하며, 또한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을 통해 다른 메모리 셀 어레이에 비트선 방향으로 인접하고 있다.

도 2는 도 1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3은 도 1에서의 B-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단면에서는, 1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 내에 있는 4개의 메모리 셀 MC는, 반도체 기판(예를 들면, 실리콘 기

판)(1) 상에 설치된 웰(2) 내에 형성된 소자 영역(4) 상의 게이트 절연막(5) 상에 설치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을 갖고

있다.

본 예의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은, 각각 스택 게이트로서, 전하 축적층으로 되는 플로팅 게이트 전극(7), 플로팅 게이트

전극(7) 상에 형성된 게이트간 절연막(8), 게이트간 절연막(8) 상에 형성된 컨트롤 게이트 전극(9), 컨트롤 게이트 전극(9)

상에 형성된 게이트 마스크재(10)를 갖고 있다. 컨트롤 게이트 전극(9)은, 다른 메모리 셀 MC와의 사이에서 각각 공유되

어 워드선으로 되어 있다.

각 메모리 셀 MC의 소스와 드레인은 소자 영역(4) 내에 형성된 확산층(11)을 개재하여 상호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4개의 메모리 셀 MC의 우단에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드레인측 선택 게이트선)(12)이 게이트 절연막(5) 상

에 형성되어 있다.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의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반대측의 소자 영역(4) 내에는, 비트선 컨택

트 확산층(13)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4개의 메모리 셀 MC의 좌단에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소스측 선택 게이트선)(14)이 게이트 절연막(5) 상에 형

성되어 있다.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의 선택 트랜지스터 STS와 반대측의 소자 영역(4) 내에는, 소스선 컨택트 확산

층(15)이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과, 그 양단의 소자 영역(4) 내에 형성된 확산층(11)으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가 구성된다.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그 메모리 셀측의 소자 영역(4)에 형성된 확산층(11)과,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

(13)으로,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가 구성된다.

또한,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그 메모리 셀측의 소자 영역(4)에 형성된 확산층(11)과, 소스선 컨택트 확산층(15)

으로,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가 구성된다.

이와 같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는 상호 컨택트 없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직렬로 배치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

의 양단에, 확산층(11)을 개재하여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13)에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이 접속되고, 소스선 컨택트 확산층(15)에는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이 접속된다.

여기서, 각 게이트 전극(6, 12, 14)의 표면은 후산화막(18)으로 피복된다. 후산화막(18), 및 게이트 절연막(5) 상에는, 제1

절연막(19)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제1 절연막(19)은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에

오목 형상으로 형성된다. 또한, 제1 절연막(19)은, 수소 함유량이 적고, 전하에 대한 트랩이 적은 것으로, 실리콘 질화막 등

에 비해 유전율이 작은 재료가 바람직하다. 제1 절연막(19)의 일례는, 실리콘 산화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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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20)이, 제1 절연막(19)에 의해 형성된 오목부의 내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

어 있다. 제2 절연막(20)은, 실리콘 질화막 등에 비해 유전율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제2 절연막(20)의 일례는, 실리콘

산화막이다.

여기서, 「매립한다」란, 완전하게 다 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보이드, 기포 등의 공동을 포함하고 있

어도 그 작용, 효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동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1 절연막(19)은, 제2 절연막(20)에 비해 수소 함유량이 적어, 전하에 대한 트랩이 적은 것이다.

게이트 전극 상호의 간격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에서는 작고,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을 사이에 둔 드레인측 선

택 게이트 전극(12)끼리 및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을 사이에 둔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끼리에서는 크게 되어 있다.

각 게이트 전극(6, 12, 14) 상, 및 각 게이트 전극(6, 12, 14) 사이의 제1 절연막(19) 상과 제2 절연막(20) 상에는, 제3 절연

막(21)이 형성되어 있다. 제3 절연막(21)의 일례는, 실리콘 질화막이다. 제3 절연막(21)은, 제1 절연막(19)보다 수소 함유

량이 많아, 전하 트랩이 많다.

제3 절연막(21) 상에는, 층간 절연막(22)이 형성되어 있다. 층간 절연막(22)의 일례는, 붕소를 포함하는 실리콘 산화막이

다. 붕소를 포함하는 실리콘 산화막의 일례는, BPSG막이다.

층간 절연막(22), 제3 절연막(21), 및 게이트 절연막(5)을 관통하여, 비트선 컨택트 전극(16), 및 소스선 컨택트 전극(17)

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13)과 소스선 컨택트 확산층(15)에 접속된다.

비트선 컨택트 전극(16) 상에는, 제1 배선층에 의한 비트선 접속부(23)가 형성되고, 또한, 배선간 컨택트 전극(24)을 통해

제2 배선층에 의한 비트선(25)이 설치되어 있다.

소스선 컨택트 전극(17) 상에는, 제1 배선층에 의한 소스선(26)이 설치되어 있다.

소스선(26), 비트선 접속부(23), 및 배선간 컨택트 전극(24)은 배선간 절연막(27)으로 피복되고, 그 위에 비트선(25)이 형

성되어 있다.

본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 셀은, 4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가 선택 트랜지스터 STD, STS 사이에 끼워짐으로써

형성되어 있지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개수는 4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6개나 32개 등, 임의의 수

로 형성할 수 있다. 물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4개 미만이어도 된다.

여기서는, 웰은 P형이고, 소스/드레인 확산층은 N형인 것으로 하지만, 웰을 N형, 소스/드레인 확산층을 P형으로 해도 된

다.

본 제1 실시예에서는, 인접하는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의 플로팅 게이트 전극(7) 사이와 컨트롤 게이트 전극(9) 사이는,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으로 매립되어 있고, 제3 절연막(21)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의, 메모리 셀과 반대측의 측면과,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의, 메모리 셀과 반대측의 측

면에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은, 측벽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이 측벽은, 소위 LDD(lightly doped diffusion)

형성을 위한 이온 주입을 위한 마스크로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한 단면에서는, 반도체 기판(1) 상의 웰(2) 내에 소자 분리 영역(3)이 형성되고, 소자 분리 영역(3)에

의해 분리된 소자 영역(4)이 형성되어 있다. 이 소자 영역(4) 전면에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이 접속되어 있다. 소자 분리

영역(3) 상에는, 제3 절연막(21)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제3 절연막(21) 상에는 층간 절연막(22)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층간

절연막(22), 제3 절연막(21)을 관통하여,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이 형성되어 있다.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은, 비트선 접

속부(23)에 접속되고, 또한, 배선간 컨택트 전극(24)을 통해 비트선(25)에 접속된다. 이 비트선 접속부(23)와 배선간 컨택

트 전극(24)은, 배선간 절연막(27)으로 피복되어 있다.

여기서, 소자 분리 영역(3)의 상면은, 소자 영역(4)의 상면과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어 있지만, 소자 영역(4)의 상면보다 높

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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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분리의 방법으로서 STI(shallow trench isolation)를 이용하고 있지만, LOCOS(local oxidation of silicon) 등, 다른

소자 분리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따르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사이에 매립하는 절연막을 제1 절연막

(19)과 제2 절연막(20)의 2층으로 나누고, 컨택트홀 개구 시의 에칭 스토퍼로 되는 제3 절연막(21)을 제2 절연막(20) 상에

형성한 구조이다. 또한, 제2 절연막(20), 및 제3 절연막(21)보다 수소 함유량이 적고, 전하 트랩이 적은 제1 절연막(19)을,

제2 절연막(20)의 하층에 형성하고, 제2 절연막(20), 및 제3 절연막(21)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게이트 절연막(5)

의 근방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의해, 제2 절연막(20) 내, 및 제3 절연막

(21) 내에 함유된 수소나, 제2 절연막(20) 내, 및 제3 절연막(21) 내에 트랩된 전하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전기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를 제3 절연막(21)보다 유전율이 작은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으로 매립하

는 구조로 한다. 이에 의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6)에서의 배선 지연의 열화를 경감할 수 있

다.

또한, 제3 절연막(21)은, 소자 분리 영역(3), 및 층간 절연막(22)의 쌍방에 대하여, 에칭 선택비를 취할 수 있는 재료로 한

다. 이에 의해, 소자 영역(4)의 폭을 좁혀도, 컨택트홀이 소자 분리 영역(3)에 관통하여, 컨택트 전극(16, 17)이 웰(2)에 접

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즉,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컨택트홀 개구를 위한 에칭의 프로세스 마진을 향상시키면서, 트랜

지스터의 임계값 전압의 변동이나 게이트 절연막에서의 내압의 저하, 및 게이트 전극의 배선 지연 등의 전기 특성의 열화

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 따르면, 고신뢰성, 고속 동작이 가능하여, 고수율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도 2 및 도 4∼도 9를 참조하여,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방법의 일례를 설명한다.

우선,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웰(2), 및 소자 분리 영역(3)(도시 생략)에 의해 분리된 소자 영역(4)을, 실리콘 기판 등의

반도체 기판(1) 내에 형성한다. 소자 분리 영역(3)의 재료예는, 실리콘 산화물이다. 계속해서, 게이트 절연막(5)을, 소자 영

역(4) 상에 형성한다. 계속해서, 플로팅 게이트 전극(7), 게이트간 절연막(8), 컨트롤 게이트 전극(9), 게이트 마스크재(10)

를, 소자 영역(4) 상에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이 때, 참조 부호 41로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간 절연막(8)을, 선택 게이트

전극으로 되는 부분의 영역의 일부로부터 제거하여, 플로팅 게이트 전극(7)과 컨트롤 게이트 전극(9)이 접속되도록 한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5), 및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은 소자 분리 영역(3)을 형성하기 전에 형성하고, 소자 분리 영역(3)을

플로팅 게이트 전극(7)에 대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형성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5), 플로팅 게이트 전극(7),

게이트간 절연막(8), 및 컨트롤 게이트 전극(9)은 소자 분리 영역(3)을 형성하기 전에 형성하고, 소자 분리 영역(3)을 플로

팅 게이트 전극(7), 및 컨트롤 게이트 전극(9)에 대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형성하도록 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마스크재(10)를, 포토리소그래피법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의 형성 패턴으로

에칭한다. 계속해서, 컨트롤 게이트 전극(9), 게이트간 절연막(8), 및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을, 게이트 마스크재(10)에 대

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에칭하여,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

(14)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을

후산화하여, 후산화막(18)을, 게이트 전극(6, 12, 14)의 주위에 형성한다. 이에 의해, 게이트 전극(6, 12, 14)의, 게이트 가

공 시에서의 손상을 회복한다. 계속해서, 웰(2)과는 다른 도전형의 불순물을, 게이트 전극(6, 12, 14), 및 소자 분리 영역

(3)(도시 생략)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소자 영역(4)에 대하여 이온 주입하여, 확산층(11, 13)을 얻는다. 또한, 확산층(11,

13)을 얻기 위한 이온 주입은, 후산화 후에 행해도 되고, 전에 행해도 된다. 또한, 후의 공정에서 행해지는 제1 절연막(19)

형성 후 등이어도 상관없다.

다음으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을, 도 5에 도시한 구조의 표면 상, 예를 들면, 후산화막(18) 상, 게이트

절연막(5) 상, 및 소자 분리 영역(3) 상(도시 생략)에 형성한다. 이 때, 제1 절연막(19)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를 완전하게는 매립하지 않는 막 두께로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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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연막(19)의 재료예는 실리콘 산화물이고, 그 두께의 예는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간의 거리 L2가 약 70㎚이

었을 때,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의 측면 상에 존재하는 후산화막 (18) 상에서 약 5㎚, 게이트 절연막(5) 상에서 약 5㎚이

다. 또한, 형성 프로세스의 일례는, SiH2Cl2+N2O 분위기 중, 온도 780℃, 성막 속도 0.1㎚/min이다. 이에 따르면, 전하 트

랩 밀도 1018㎝-3 정도, 수소 함유량 1mol% 정도의 실리콘 산화막이 얻어진다.

이와 같이, 제1 절연막(19)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를 완전하게는 매립하지 않는 막 두께로 형성하기 때문

에,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매립하는 경우에 비해 얇은 막 두께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1 절

연막(19)의 형성에는, 수소 함유량이 작아 전하의 트랩량이 적어지는, 고온, 장시간의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물막은, 반도체의 분야에서는 HTO(High Temperature Oxide)막으로 불린다.

또한, 제1 절연막(19)을 형성한 후, 제1 절연막(19)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도록 해도 된다. 제1 절연막(19)을, 산화

성 분위기에서 처리함으로써, 예를 들면, 제1 절연막(19) 내에 함유된 미량의 수소를, 제1 절연막(19)으로부터 배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소 분자 O2와 수소 분자 H2가 결합하여 H2O로 되어 휘발한다. 이 때문에, 제1 절연막(19) 내의 수소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예를 들면, 상술한 특허 문헌2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얻어지지 않는, 본 건 특유의 이점

이다. 이 이유는, 특허 문헌2에 기재된 기술에서는,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산화제가 게이트 전극 근방이

나 확산층 근방까지 완전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2 절연막(20)을, 제1 절연막(19) 상에 형성한다. 제2 절연막(20)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매립하고,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끼리의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끼리의 사이는 완전

하게는 매립하지 않는 막 두께로 형성한다.

제2 절연막(20)의 재료예는 실리콘 산화물이고, 그 두께의 예는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간의 거리 L2가 약 70㎚이

었을 때,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의 상면 상에 있는 후산화막(18) 상에서 약 60㎚이다. 또한, 형성 프로세스의 일례는, Si

(OC2H5)4 분위기 중, 온도 700℃, 성막 속도 3㎚/min이다. 이에 따르면, 수소 함유량 5mol% 정도의 실리콘 산화막이 얻

어진다.

또한, 본 예의 제2 절연막(20), 즉, 실리콘 산화물은, 원료 가스로서 Si(OC2H5)4, 즉, TEOS(Tetraethoxy Silane)를 이용

한다. TEOS를 원료 가스로 하여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은, 반도체의 분야에서는 TEOS막으로 불린다.

다음으로,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남고,

또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의 메모리 셀과 반대측의 측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의 메모리 셀과 반대측의 측면에 측벽으로서 남는 형태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에칭 제

거한다. 이것은 이방성 에칭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이 후 필요에 따라, 확산층(13, 15)의 도전형과 동일한 도전형의 불순

물을, 제1 절연막(19), 제2 절연막(20), 게이트 전극(6, 12, 14)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확산층(13, 15) 내에 이온 주입한다.

이에 의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TD, STS는 각각, 편측 LDD 구조로 된다. 즉, 비트선 컨택트 전극(16) 아래, 및 소스

선 컨택트 전극(17) 아래의 불순물 농도를 올려, 고불순물 농도층(13', 15')으로 하고, 컨택트 저항을 내린다.

다음으로,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절연막(21)을, 도 7에 도시한 구조의 표면 상, 예를 들면, 제1 절연막(19), 제2 절

연막(20), 게이트 전극(6, 12, 14), 게이트 절연막(5), 및 소자 분리 영역(3) 상(도시 생략)에 형성한다.

제3 절연막(21)의 재료는, 소자 분리 영역(3)(도시 생략), 및 후 공정에서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22) 각각에 대하여 에칭

선택비를 취할 수 있는 재료가 선택된다. 그와 같은 재료예 중 하나는 실리콘 질화물이고, 그 두께의 예는 확산층(13 또는

15)(고불순물 농도층(13' 또는 15')) 상에서 약 20㎚이다. 또한, 형성 프로세스의 일례는, SiH2Cl2+NH3 분위기 중, 온도

780℃, 성막 속도 3㎚/min이다. 이에 따르면, 수소 함유량 10mol% 정도의 실리콘 질화막이 얻어진다.

표 1에, 본 예에서의 제1 절연막(19), 제2 절연막(20), 및 제3 절연막(21)의 성막 조건의 일례를 정리해 둔다.

[표 1]

막 성막 분위기 성막 온도 성막 속도 수소 함유량 전자 트랩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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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O SiH2Cl2+N20 780℃ 0.1㎚/min 이하 1% 이하 1018/㎝-3

TEOS Si(OC2H5)4
650℃ 이상

700℃ 이하

2㎚/min 이상

4㎚/min 이하

1% 이상

10% 이하

1018/㎝-3이상

1020/㎝-3이하

SiN SiH2Cl2+NH3 780℃ 3㎚/min 이하 10% 이하 1019/㎝-3이하

또한, 전하 트랩 밀도는, 정량적으로는, 캐패시터의 플랫 밴드 전압의 시프트량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또한, 수소 함유량은, 막 내의 수소 농도를, 2차 이온 질량 분석법(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 SIMS)을 이용하

여 평가하거나, 푸리에 변환 적외 분광법(fourie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 FTIR)을 이용하여 Si-H 결합의 양을

평가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층간 절연막(22)을, 제3 절연막(21) 상에 퇴적한다. 층간 절연막(22)의 재료는, 제3 절연막(21)에 대하여 에칭

선택비를 취할 수 있는 재료가 선택된다. 그와 같은 재료예 중 하나는 실리콘 산화물이다. 계속해서, 층간 절연막(22)의 표

면을, 예를 들면, CMP법을 이용하여 평탄화한다. 이에 의해, 층간 절연막(22)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끼리의 사

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끼리의 사이를 매립한다.

다음으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택트홀을 층간 절연막(22) 내에 형성한다. 컨택트홀은, 확산층(13, 15)(고불순물 농

도층(13' 15'))에 도달한다. 컨택트홀의 개구를 위한 에칭은, 우선, 층간 절연막(22)을 에칭하기 쉽고, 제3 절연막(21)을 에

칭하기 어려운 에칭 조건을 이용하여, 층간 절연막(22)을 에칭한다. 다음으로, 제3 절연막(21)을 에칭하기 쉽고, 소자 분리

영역(3)(도시 생략)을 에칭하기 어려운 조건을 이용하여, 제3 절연막(21), 및 게이트 절연막(5)을 순차적으로 에칭한다. 이

에 의해, 확산층(13, 15)(고불순물 농도층(13', 15'))을, 외부에 노출시킨다.

다음으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택트홀에 알루미늄이나 텅스텐 등의 금속 혹은 저저항의 반도체를 매립하여, 비트

선 컨택트 전극(16), 및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을 형성한다. 이 후, 층간 절연막(22) 상에 금속 배선층을 형성함으로써, 비

트선 접속부(23) 및 소스선(26)을 형성한다. 또한, 배선간 절연막(27)을 퇴적하여, 배선간 컨택트 전극(24)을 형성하고, 그

위에 비트선(25)을 형성한다.

이 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을 이용하여 상층의 배선층을 형성하여,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가

완성된다.

또한, 본 제1 실시예는, 소스선에 배선층을 이용한 구조에 기초하여 설명을 행하였지만,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을 형성하지 않고, 소스선에 확산층(15)을 이용한 구조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 각각의 전하 트랩의 밀도는 캐패시터의 플랫 밴드 전압의 시프트량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메모리 셀이 너무 미세하여, 전하 트랩의 밀도를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하여 추측할 수 있다.

전하 트랩의 밀도는, 막 내의 수소 함유량, 특히, 수소의 밀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1 절연막(19) 내, 및

제2 절연막(20) 내 각각의 수소의 밀도를 평가하면 된다. 수소의 밀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SIMS법을 이용하여 막 내의

수소 농도를 평가하거나, FTIR법을 이용하여 Si-H 결합의 양을 평가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수소 농도가 높거나, 혹은 Si-

H 결합의 양이 많으면 전하 트랩의 밀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수소 농도가 낮거나, 혹은 Si-H 결합의 양이 적으면 전하 트

랩의 밀도는 낮아진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전하 트랩의 밀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메모리 셀 구조가 너무 미세하여, 단면 SEM 사진을 본 것만으로는,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절연

막, 예를 들면,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소의 밀도를 평가하

면,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절연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절연막의 분석예 중 몇개를 이하

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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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제1 분석예에 따른 막 내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횡축은 후산화막 표면으로부터의 거리(Distance

from surface of post-oxidation film)를 나타내고, 종축은 단위 체적당의 수소 함유량(Hydrogen content)을 나타낸다.

즉, 수소의 밀도이다. 도 28에 도시한 막 내 수소 프로파일은, 도 28에 도시한 단면의 A-A부를 따라 취한 것이다.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후산화막(18)의 표면, 즉, 게이트 전극의 근방으로부터, 임의의 거리까지는 수소 함유량이 낮

고, 도중으로부터 수소 함유량이 높아진다. 게이트 전극간의 산화막의 수소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

은 수소 함유량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으면,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29는 제2 분석예에 따른 막 내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도 28과 마찬가지의 도면이다.

도 28에 도시한 제1 분석예는, 수소 함유량이 비연속으로 변화되는 것이 관측된 예이지만, 제2 분석예는, 수소 함유량이

연속하여 변화되는 것이 관측된 예이다. 이와 같이, 수소 함유량의 연속된 변화가 인지된 경우라도,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

수의 층의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도 29에 도시한 제2 분석예로부터는, 게이트 전극 근방에서 수소 함유량이 낮고, 게이트 전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

라 수소 함유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면, 만약, 게이트 전극 사이의 절연막, 예를 들면, 산화막이 단층이었던 경우라도,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제4 분석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 30은 제3 분석예에 따른 막 내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도 28과 마찬가지의 도면이다.

제3 분석예가 제1 분석예와 다른 점은, 제1 절연막(19)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이다(With/Without O2

densify).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면, 제1 절연막(19) 내의 수소 함유량을, 더욱 줄일 수 있

다. 수소 함유량이 감소하는 것은, 도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 내의 수소 함유량이 후산화막(18) 표면으로

부터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한 제1 절연막(19) 내의 수소 함

유량은, 그 표면에서 가장 적고, 표면으로부터 내부를 향함에 따라 그 수소 함유량은 증가하지만, 이점쇄선으로 나타내는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수소 함유량은 적다.

제3 분석예에서도, 수소 함유량이 제2 절연막(20)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절연막, 예를 들

면,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31은 제4 분석예에 따른 막 내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도 29와 마찬가지의 도면이다.

제4 분석예가 제2 분석예와 다른 점은, 제1 절연막(19)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제4 분석예에서

도, 제2 분석예와 마찬가지로 수소 함유량이 연속하여 변화되고, 또한, 제2 절연막(20)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측

됨으로써,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절연막, 예를 들면,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IMS법, 및 FTIR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분석에는 어느 정도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셀과 같은 미소 영

역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치밀한 막일 수록 Si-H 결합의 양이 적다"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에칭 레이트를 이용하여 Si-H 결합의 양을 추측하면 된다. Si-H 결합의 양의 추측예를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하와 같다.

제1 절연막(19)이 실리콘 산화막일 때, 제1 절연막(19)은, 제2 절연막(20)에 비해, 고온, 또한, 장시간의 프로세스로 형성

되기 때문에 막질이 양호하다. 막질의 양호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막의 치밀함이다. 막의 치밀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에칭 레이트이다. 따라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동시에, 또한, 동일한 에천트를 이용하여 에칭

한다. 제1 절연막(19)이 제2 절연막(20)보다 치밀한 막이면, 각각의 에칭 레이트에 차가 발생한다. 즉, 제1 절연막(19)의

에칭 레이트는 느려지고, 반대로 제2 절연막(20)의 에칭 레이트는 빨라지게 된다. 본 예에 따르면, 제1 절연막(19)의 에칭

레이트는, 제2 절연막(20)의 에칭 레이트의 2배 이상 느려진다. 이 에칭 레이트의 차를 이용하여, 막의 치밀함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추측예에 기초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이, 각각 실리콘 산화막일 때의 에칭 레이트 시험예를 이하에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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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의 (A)∼도 32의 (F)에 도시한 예는, 희석 HF 용액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에칭 처리를 행한 예로서, 각각 소정 시간 t

마다의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의 단면 형상의 경시 변화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본 시험예는, 희석 HF 용액

을 이용하여,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등방성 에칭한 예이다.

도 32의 (A)∼도 32의 (F)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절연막(20)은, 제1 절연막(19)보다 깊게 에칭된다. 이것은, 제1 절연막

(19)과 제2 절연막(20) 사이에, 에칭 레이트 차가 있기 때문이다.

도 33의 (A)∼도 33의 (F)에 도시한 예는 이방성 에칭을 상정한 것으로, 도 32의 (A)∼도 32의 (F)와 마찬가지로, 소정 시

간 t마다의 단면 형상의 경시 변화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이방성 에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 절연막(19)과 제2 절

연막(20) 사이에, 에칭 레이트 차가 있음으로써, 제2 절연막(20)은, 제1 절연막(19)보다 깊게 에칭된다.

또한, 도 32의 (A)∼도 32의 (F), 및 도 33의 (A)∼도 33의 (F)에 도시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의 단면은 각

각, 도 2에 도시한 단면에 대응한다. 또한, 제1 절연막(19)의 에칭 레이트는, 제2 절연막(20)의 에칭 레이트에 비해 약 1/4

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에칭 레이트에 차가 있으면, 약 1/2인 경우라도 약 1/3인 경우라도, 상기 2개의 시험예와 마찬

가지로 제2 절연막(20)이 제1 절연막(19)보다 깊게 에칭된다.

이와 같이, 제1 절연막(20)에 대하여, 약 2배 이상 정도 에칭 레이트가 빠른 제2 절연막(20)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 사이에 복수의 층의 절연막, 예를 들면, 산화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를, 도 1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제2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은 제1 실시예와 마

찬가지이다. 평면도는 도 1을 참조한다.

도 11은 도 1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본 제2 실시예는, 제3 절연막(21)이 컨트롤 게이트 전극(9)의 높이까지 매립되어 있는 것이, 제1 실시예와 상이하다. 그 밖

의 부분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2 실시예에서는, 제2 절연막(20)이 제1 실시예보다 얇게 형성됨으로써 발생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의 오목부에, 제3 절연막(21)이 매립된다. 이 때, 매립된 제3 절연막(21)의 최하부는,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의 최상부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제1 절연막(19)에 비해 전하 트랩의 양이 많은 제2 절연막(20)의 막 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제1 실시예에 비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확산층(11) 상에 트랩되는 전하의 양을, 더욱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특성

의 저하를, 더욱 방지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제3 실시예를, 도 1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은 제1 실시예와 마

찬가지이다. 평면도는 도 1을 참조한다.

도 12는 도 1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제3 실시예는,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13) 상, 및 소스선 컨택트 확산층(15) 상으로

부터 에칭 제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제1 실시예와 상이하다. 그 밖의 부분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3 실시예에서는,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각각 퇴적한 후, 계속해서 제3 절

연막(21)을 퇴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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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은, 제1,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남고, 또

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상에도 남는다. 또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을,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13) 상,

및 소스선 컨택트 확산층(15) 상으로부터 제거하는 에칭을 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1 실시예보다 제조 코스트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제3 실시예에서도,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의 최상부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제3 절연막

(21)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매립된 구조로 해도 된다.

(제4 실시예)

제4 실시예를, 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제4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은 제1 실시예와 마

찬가지이다. 평면도는 도 1을 참조한다.

도 13은 도 1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본 제4 실시예는,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남는다. 또한, 제1 절연막

(19), 및 제2 절연막(20)은, 소스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

(12)에 마주 대한 측면, 및 소스선 선택 게이트 전극(14)에 마주 대한 측면 각각에, 측벽 형상으로 남는다. 또한, 제3 절연

막(21)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제1 실시예와 상이하다. 그 밖의 부분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4 실시예에서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의 거

리,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의 거리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의

거리보다 크게 되어 있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

(14)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에, 제3 절연막(21)이 매립된 구조로 되어 있다.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의 거리,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메모리 셀 게

이트 전극(6) 사이의 거리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의 거리보다 크기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비교하여, 포토

리소그래피법을 이용한 게이트 전극의 패터닝 시의 프로세스 마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

리의 사이는 매립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

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에 오목부가 생기도록, 제1 실시예보다 제2 절연막(20)을 얇게 함으로써, 제1 실시예보

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확산층 상에 트랩되는 전하의 양이 억제되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C의 특성의 저하를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도 13에서는, 제3 절연막(21)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에, 게이트 절연막(5)까지 매립되어 있지만, 제3 절연막(21)이 매립되는

깊이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12)과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과 메모리 셀 게

이트 전극(6) 사이의 임의의 깊이이어도 된다.

또한, 본 제 4실시예에서도,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의 최상부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제3 절연막

(21)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매립된 구조로 해도 된다.

또한, 본 제4 실시예에서도, 제3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을 퇴적한 후, 계속해서 제3 절연

막(21)을 퇴적한 구조로 해도 된다.

(제5 실시예)

본 제5 실시예는, 본 발명을 NOR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실시한 경우의 일례에 관한 것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NOR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15는 도 14에

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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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및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5 실시예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16)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메모리 셀 트랜지

스터 MC의 수가 2개이며, 선택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제1 실시예와 상이하다. 그 밖의 부분에서의 형태

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5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의, 비트선 컨택트 전극(16)과 반대측에서의 측

면 사이에,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이 매립되어 있다. 소스선은 확산층(15)에 의해 형성되며, 비트선 컨택트 전

극(16)은 제1 배선층으로 이루어지는 비트선(25)에 접속된다.

또한, 본 제5 실시예에서도,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3 절연막(21)이, 플로팅 게이트 전극(7)의 최상부보다 높게 위치

하도록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에 매립된 구조로 해도 된다.

또한, 본 제5 실시예에서도, 제3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을 퇴적한 후, 계속해서 제3 절연

막(21)을 퇴적한 구조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뿐만 아니라, NOR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물론, AND형이나 DiNOR형 등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복

수개 접속되고, 게이트 전극 사이에 컨택트 전극이 없는 구조이면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소자 영역(3)에 대하여 여

유가 없는 컨택트 전극을 갖고, 게이트 산화막(5)에 터널 전류를 흘려, 게이트 산화막(5)에 강한 전기적 스트레스를 인가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유용하다.

(제6 실시예)

제6 실시예를, 도 1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은 제1 실시예와 마

찬가지이다. 평면도는 도 1을 참조한다.

도 16은 도 1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7은 게이트 전극간 거리 L1, L2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본 제6 실시예는, 제1 실시예와,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이, 소자 분리 영역(3) 내의 상부에 매립되어 있는 것

이 상이하다. 그 밖의 부분에서의 형태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소자의 미세화가 진행되면, 게이트 전극을 에칭할 때의 프로세스 마진이 저하되고, 소자 영역(4) 상의 게이트 전극을,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한 형상으로 가공할 때에, 소자 분리 영역(3)에 매립된 절연막의 상부의 일부를, 에칭 제거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향은, 예를 들면, 선택 게이트 전극(12)끼리, 혹은 선택 게이트 전극(14)끼리의 사이의 거리 L1(도 17 참조)과, 메모

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의 거리 L2(도 17 참조)의 차가 커짐에 따라, 현저해진다. 즉, 패턴의 조밀차에 의해 발생

하는 에칭의 속도차 때문에, 소자 분리 영역(3)의, 선택 게이트 전극(12)끼리, 혹은 선택 게이트 전극(14)끼리의 사이에 위

치하는 부분이, 에칭 제거되기 쉽다. 결과로서,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 분리 영역(3)의 상면과 소자 영역(4)의 상

면 사이에 오목부 S가 발생한다. 오목부 S가 발생한 상태, 또한, 정합 어긋남이 발생한 상태에서 컨택트홀을 형성하면, 설

령, 제3 절연막(21)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도, 도 19∼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불량이 발생한다.

우선,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층간 절연막(22)을, 제3 절연막(21)에 도달할 때까지 에칭한다. 층간 절연막(22)의 에칭

은 제3 절연막(21)에서 멈춘다. 그러나, 집적 회로를 형성하는 반도체 웨이퍼의 전역에서, 층간 절연막(22)의 에칭이 제3

절연막(21)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오버 에칭을 행하는 것이 통상이다. 이 때문에, 도 19에서의 파선원(50)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층간 절연막(22)의 에칭이 소자 영역(4)의 상면보다 하방으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절연막(21)을 에칭한다. 이 때, 소자 영역(4)의 측면 상에 형성된 제3 절연막(21)

도 에칭되어, 소자 영역(4)의 측면이 외부에 노출된다.

다음으로,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5)을 에칭한다. 이 때, 게이트 절연막(5)과 소자 분리 영역(3)으로 되

는 절연막이 거의 동일한 종류의 막이며, 또한, 소자 분리 영역(3)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상부도 약간 에칭되기 때

문에, 소자 영역(4)의 측면의 노출량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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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택트 전극(16)을 컨택트홀 내에 형성한다. 소자 영역(4)의 측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컨택트 전극(16)은 확산층(13)뿐만 아니라, 소자 영역(4)에도 접촉한다. 이 때문에, 컨택트 전극(16)이 소

자 영역(4)에 단락, 즉, 비트선이 선택 트랜지스터의 백 게이트에 단락하여, 누설 전류가 증가한다. 누설 전류가 증가함으

로써, 불량이 발생한다. 비트선이 선택 트랜지스터의 백 게이트에 단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오목부 S가 생기면, 접합 누설

이나 소자 분리 내압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제6 실시예와 같이, 소자 분리홈의 폭 W(도 16 참조)가,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의 거리 L2 이하

(L2≥W)인 경우에는,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를,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으로 매립할 때에, 컨택트 전극

(16 혹은 17)에 인접하는 소자 분리 영역(3)의 에칭 제거된 부분을, 오목부 S에 상관없이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

(20)으로 매립할 수 있다.

즉,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제6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기판(1) 상의 웰(2) 내에 소자 분리 영역(3)이 형성되어, 소자

분리 영역(3)에 의해 분리된 소자 영역(4)이 형성된다. 이 소자 영역(4) 전면에,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이 접속된다. 소자

분리 영역(3) 내의 상부에는 제1 절연막(19)이 매립되며, 제1 절연막(19)에 소자 분리 영역(3) 내부에 형성된 오목 형상의

내부에, 제2 절연막(20)이 매립된다. 소자 분리 영역(3) 내의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 상에는, 제3 절연막(21)

이 형성된다. 제3 절연막 상에는 층간 절연막(22)이 형성된다. 이들 층간 절연막(22), 제3 절연막(21)을 관통하여,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이 형성된다.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은, 비트선 접속부(23)에 접속되며, 또한 배선간 컨택트(24)를 통해

비트선(25)에 접속된다. 비트선 접속부(23)와 배선간 컨택트(24)는, 배선간 절연막(27)으로 피복된다.

여기서, 소자 분리 영역(3) 내의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의 상면은, 소자 영역(4)의 상면과 동일한 위치에 형성

되어 있지만, 소자 영역(4)의 상면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본 제6 실시예에 따르면, 소자 분리 영역(3) 내에 발생한 오목부 S를,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에 의해 매립함으

로써, 제3 절연막(21)을 평탄하게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단차가 제3 절연막(21)에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에, 도 19∼도 22에 도시한 메카니즘에 의한 불량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선과 선택 트랜지스터의 백 게이

트가 단락되거나, 접합 누설이나 소자 분리 내압이 저하되는 것이 억제된다. 즉, 컨택트홀 개구를 위한 에칭의 프로세스 마

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 사이가 제1 절연막(19)과 제2 절연막(20)으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임계

값 전압의 변동이나 게이트 절연막에서의 내압의 저하 및 게이트 전극의 배선 지연 등의 전기 특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제6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컨택트 전극 형성 공정의 예를 설명한다.

도 23∼도 27은 제6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컨택트 전극 형성 공정의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절연막(19) 상에, 층간 절연막(22)을 형성한다. 제6 실시예에서는, 오목부 S가 제1 절연막

(19), 및 제2 절연막(20)으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3 절연막(19)의 표면은 평탄하다.

다음으로,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층간 절연막(22)을, 제3 절연막(21)에 도달할 때까지 에칭한다. 층간 절연막(22)의

에칭은 제3 절연막(21)에서 멈춘다. 그러나, 제3 절연막(21)의 표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컨택트홀의 바닥에, 제3 절연막

(21) 이외의 막이 노출되는 것은 억제된다. 따라서,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은 오버 에칭 형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절연막(21)을 에칭한다. 이 때, 컨택트홀의 바닥에는, 게이트 절연막(5)의 표면,

및 제2 절연막(20)의 표면이 노출된다. 또한, 제1 절연막(19)은, 소자 영역(4)의 측면, 및 소자 분리 영역(3)의 표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1 절연막(19)의 표면도, 게이트 절연막(5)과 제2 절연막(20) 사이로부터 노출된다.

다음으로,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5)을 에칭한다. 이 때, 게이트 절연막(5)이,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20)과 거의 동일한 종류의 막이며, 또한, 제1 절연막(19), 및 제2 절연막의 상부도 약간 에칭되어, 소자 영역(4)의

표면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6 실시예에서는 오목부 S에의 에칭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 21에 도시

한 예와 비교하면, 소자 영역(4)의 측면의 노출량은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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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19)의 에칭 레이트가 제2 절연막(20)의 에칭 레이트보다 작은, 즉, 제

1 절연막(19)쪽이, 제2 절연막(20)보다 에칭하기 어려운 것이면,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 영역(4)의 측면이 노출

되는 것을, 제1 절연막(19)에 의해 억제할 수도 있다. 또한, 제1 절연막(19)의 에칭 레이트가 작으면 막질도 양호하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즉, 제1 절연막(19)의 절연성도 양호하다.

따라서, 만약, 제2 절연막(19)의 에칭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제1 절연막(19)에 의해,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

택트홀 내에 컨택트 전극(16)을 형성하였을 때에, 컨택트 전극(16)과 소자 영역(4)이 단락하는 불량을, 보다 양호하게 억

제할 수 있다.

또한, 본 제6 실시예에서는, 비트선 컨택트 전극(16)의 주위의 부분에 주목하여 설명하였지만, 소스선 컨택트 전극(17)의

주위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또한, 이하의 요건을 포함한다.

(1)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형

성된 제2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의 한쪽의 측면 아래에서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제1 확산층과, 상

기 제1 게이트 전극의 다른쪽의 측면 아래와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의 한쪽의 측면 아래 사이에서의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된 제2 확산층과,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

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상으로 형성된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질

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과, 적어도 일부의 영역에서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상기 제1 확산층 상과 상

기 제1 게이트 전극 상과 상기 제2 확산층 상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형성된 제3 절연막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형

성되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제2 확산층에서의 최

하부의 위치가, 상기 제1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고, 상기 제2 절연막

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이다.

(2) (1)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확산층의 폭은, 상기 제2 확산층의 폭보다 크다.

(3)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제1 셀 유닛과,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설치되며, 게이

트 전극을 갖는 적어도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열의 일단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이트 전극을 갖는 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제2 셀 유닛과, 상

기 제1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제2 셀 유닛의 선택 트랜지스터, 및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의 사이의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확산층과, 상기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컨택트

전극과, 상기 제1 셀 유닛, 및 상기 제2 셀 유닛 각각에서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질

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과, 상

기 제1 셀 유닛 상, 상기 제2 셀 유닛 상, 및 상기 확산층 상에,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및 상기 제2 셀 유닛

의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는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제3 절연막과,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

에서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확산층 상에서 상기 컨택트 전극에 접하는 부분에서의 최하부의 위치보다 높고, 상기 제2

절연막은 상기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 및 상기 제2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가, 적어도 상기 제1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을 포함하는 다층 구조이다.

(4) (1)∼(3)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은, 플로팅 게이

트와 컨트롤 게이트를 포함하는 스택 게이트 전극이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스택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컨트롤 게이트의 최상부의 위치보다 높다.

(5) (1)∼(3)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은, 플로팅 게이

트와 컨트롤 게이트를 포함하는 스택 게이트 전극이고, 상기 제3 절연막의, 상기 스택 게이트 전극 사이에서의 제3 절연막

의 최하부의 위치가, 상기 플로팅 게이트의 최상부의 위치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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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셀 유닛, 및 상기 제2 셀 유닛 각각에서의 상기

게이트 전극간 거리가, 상기 제1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셀 유닛의 게이트 전극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

(7) (1)∼(6)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상기 컨택트 전극에 상대하는 측면측

에 형성된 상기 제1 절연막의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을 따른 방향의 막 두께와, 상기 컨택트 전극에 상대하는 측면측에 형

성된 상기 제2 절연막의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을 따른 방향의 막 두께의 합이, 상기 게이트 전극간 거리의 절반 이상이다.

(8) (1)∼(7)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소자 영역과, 상기 소자 영역을 따라

형성되며, 제4 절연막을 포함하는 소자 분리 영역을 갖고, 상기 제1 셀 유닛, 상기 확산층, 및 상기 제2 셀 유닛은 상기 소

자 영역에 형성되며, 상기 제4 절연막은 상기 확산층에 인접하여 오목부를 갖고,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2 절연막이

상기 제4 절연막의 오목부 내에 형성되어 있다.

(9) (8)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소자 분리 영역의, 이 소자 분리 영역이 상기 소자 영역을 따르는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의 폭은, 상기 게이트 전극간의 거리 이하이다.

(10) (1)∼(9)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절연막, 및 제2 절연막의 각각의 유전율은, 상

기 제3 절연막의 유전율보다 작다.

(11) (1)∼(10)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절연막 내의 전하 트랩의 밀도는, 상기 제2 절

연막 내의 전하 트랩의 밀도보다 작다.

(12) (1)∼(11)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절연막에 함유되는 수소의 밀도는, 상기 제2

절연막에 함유되는 수소의 밀도보다 작다.

(13) (1)∼(12)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는, 상기 제2 절연막의

에칭 레이트보다 느리다.

(14) (1)∼(13)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1 절연막, 및 상기 제2 절연막은, 각각 실리콘

산화막이다.

(15) (1)∼(14)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 상기 제3 절연막은, 실리콘 질화막이다.

(16) 반도체 기판 상에, 제1 게이트 전극, 및 제2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제1 확산층, 및 제2 확산층을

형성하고, 상기 제1 확산층, 상기 제2 확산층, 상기 제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

지 않는 제1 절연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형성하며, 상기 제1 절연막 상

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을, 상기 제1 게이트 전극과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

록 형성하고,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제3 절연막을 형성하며,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

간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형성 예정 개소 상의 부분을 에칭하여, 컨택트

홀을 형성하고,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트 전극을 형성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이다.

(17) 반도체 기판 상에, 적어도 1개의 제1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과, 이 게이트 전극에 인접한 제1 선택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및 상기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에 인접하며, 적어도 1개

의 제2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과, 이 게이트 전극에 인접한 제2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제2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을 형성하고,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상기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및 상기 제2 셀 유닛 게

이트 전극군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불순물을 도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내에, 복수의 확산층을 형성하고, 상기 복수의 확

산층, 상기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및 상기 제2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1 절연막

을, 각 게이트 전극 사이에 오목부를 갖고 형성하고,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지 않는 제2 절연막을, 상기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내의 게이트 전극 사

이의 오목부, 및 상기 제2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내의 게이트 전극 사이의 오목부를 매립하도록 형성하고, 상기 제2 절연

막 상에, 제3 절연막을 형성하며, 상기 제3 절연막 상에, 이 제3 절연막과는 주성분이 다른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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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절연막 내, 상기 제1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과 상기 제2 셀 유닛 게이트 전극군 사이의 상기 확산층의 컨택트 전극 예

정 개소 상의 부분을 에칭하여, 컨택트홀을 형성하고, 상기 컨택트홀 내에, 상기 제1 확산층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컨택

트 전극을 형성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이다.

(18) (16) 및 (17)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절연막을 형성한 후, 이 제1 절

연막을 산화성 분위기에서 처리한다.

(19) (16)∼(18) 중 어느 하나에 따르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 상기 제1 절연막의 성막 속도를, 상기 제

2 절연막의 성막 속도보다 느리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트랜지스터의 특성 열화, 및 임계값의 변동 및 배선 지연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미세

화에도 적합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복수의 실시예에 의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 시에는 발명

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각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끼리의 사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과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전극

(12) 사이,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6)과 소스측 선택 게이트 전극(14) 사이를 매립하는 제2 절연막에는 공동이 있어도 된

다. 공동이 있어도, 막의 상면이 폐쇄되어 있으면, 제3 절연막(21)은 각 실시예에서 규정한 위치보다 매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시예에서의 이점은 변화되지 않는다.

또한, 각 실시예는, NAND형, 혹은 NOR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NAND

형, 혹은 NOR형 이외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도 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의 메모리 셀 MC를,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와, 소스측 선택 트랜

지스터 STS 사이에 직렬로 접속한 3 트랜지스터형 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고, 도 35에 도시한 바

와 같이 1개의 메모리 셀 MC와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TS(혹은 드레인측 선택 트랜지스터 STD)를 직렬로 접속한 2트

랜지스터형 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NAND형 셀과 3트랜지스터형 셀을 1개의 칩 내에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NAND형 셀과 2트

랜지스터형 셀을 1개의 칩 내에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및 NAND형 셀과, 3트랜지스터형 셀과, 2트랜지스터

형 셀을 1개의 칩 내에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실시예는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기한 이외에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실시예는 다양한 단계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실시예에서 개시한 복수의 구성 요건의 적당한 조합에 의해,

다양한 단계의 발명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적용한 예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내장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예를 들면, 프로세서, 시

스템 LSI 등도 또한 본 발명의 범주이다.

당 분야의 업자라면 부가적인 장점 및 변경들을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관점에서의 본 발명은 본 명세서

에 예시되고 기술된 상세한 설명 및 대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 범위 및 그 등가물에 의

해 정의된 바와 같은 일반적인 발명적 개념의 정신 또는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트랜지스터의 특성 열화, 및 임계값의 변동 및 배선 지연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미세화에도 적

합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0724665

- 21 -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2는 도 1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3은 도 1에서의 B-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조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AND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NOR형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평면 패턴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15는 도 14에서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구조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7은 거리 L1 및 L2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8은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19는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0은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1은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2는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3은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4는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5는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6은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7은 제6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택트홀 형성 공정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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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제1 분석예에 따른 막 중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제2 분석예에 따른 막 중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

도 30은 제3 분석예에 따른 막 중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제4 분석예에 따른 막 중 수소 프로파일을 도시하는 도면.

도 32의 (A)∼도 32의 (F)는 에칭 레이트 시험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3의 (A)∼도 33의 (F)는 다른 에칭 레이트 시험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3트랜지스터형 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일례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5는 3트랜지스터형 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일례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 : 소자 분리 영역

4 : 소자 영역

5 : 게이트 절연막

6 : 메모리 셀 게이트 전극

11 : 확산층

13 : 비트선 컨택트 확산층

16 : 비트선 컨택트 전극

17 : 소스선 컨택트 전극

19 : 제1 절연막

20 : 제2 절연막

21 : 제3 절연막

22 : 층간 절연막

24 : 배선간 컨택트 전극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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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24665

- 24 -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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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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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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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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