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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메모리 셀과, 채널 초기 2차 전자 주입(channel-initiated secondary electron inje

ction)(CISEI)을 이용하는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에 있어서, 약 1.1 볼트 내

지 약 3.3 볼트의 포지티브 바이어스 전압은 상기 플로팅 게이트로 전하가 주입될 때 상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

된다. 약 -0.5 전압 또는 그 이상의 네가티브 바이어스 전압은 상기 기판과 상기 소스에 인가된다. 상기 드레인 기판 

바이어스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기 위해 상기 기판과 플로팅 게이트 사이의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는 충분

한 에너지량으로 형성되도록 충분한 양의 2차 핫 전자를 유도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의 형태의 플래시 메모리 셀의 횡단면도.

제 2 도는 기판에 인가된 바이어스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셀의 횡단면도.

제 3 도는 드레인-기판 접합부에서 p-헤비 도핑된(heavily p-doped) 영역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 셀의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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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도는 얕은 드레인 연장(shallow drain extension)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 셀의 횡단면도.

제 5 도는 기판이 p-도핑된 실리콘 상에 p-도핑된 SiGe의 두개의 층 구조로 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 셀의 횡단면도.

제 6 도는 본 발명의 EPROM의 어레이의 개략도.

제 7 도는 0.5㎛의 채널 길이를 갖는 MOSFET에 대하여 여러 기판 바이어스(V B )에서 게이트 전류에 대해 V DS 의

그래프.

제 8 도는 0.4㎛의 채널 길이와 약 60Å의 게이트 산화물 두께를 갖는 MOSFET에 대하여 여러 V B 에서 게이트 전

류에 대한 V DS 의 그래프.

제 9 도는 드레인-기판 접합부에서 도핑된 붕소 헤일로(boron halo)를 갖는 MOSFET 장치에 대하여 여러 V B 에서

게이트 전류에 대한 V DS 의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20, 60:유전층

40:게이트 50:소스

70:드레인 80:채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전용 메모리(EPROMs 및 EEPROMs) 장치에 관한 것이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제거될 때 저장된 데이타가 보유되는 메모리 형태이다. 판독 전용 메모리(ROMs), 프로그

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PROMs), 소거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PROMs)와, 전기적으로 소

거 가능하고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s)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다. 어떤 E

EPROM은 자외선 광을 이용하여 소거 가능하고, 어떤 EEPROM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소거 가능하게 된다. 전기 

신호는 EPROM 및 EEPROM을 기록하는데 이용된다. 종래의 플래시 EEPROM(여기서 '플래시(flash)' 모든 메모리 

셀 또는 셀의 섹터단위로 동시에 소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에 있어서, 메모리 셀은 저임계 전압으로 소거되고, 그후

개별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고임계 전압으로 동시에 프로그램 가능하게 된다. EPROMs 및 EEPROMs는 재프로그램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공통으로 이용된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EPR

OMs 및 EEPROMs는 본 명세서에서 통칭하여 EPROMS로 칭한다.

EPROMS에 대한 전형적인 장치는 플로팅-게이트 폴리실리콘 트랜지스터(floating ploysilicon transistor)이다. 전

형적인 플로팅 게이트 구조는 제 1 도에 예시되어 있다. 제 1 도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유전 층(20 및 60) 

사이에 삽입된 플로팅 게이트(10)는 기판(30)과 통상의 선택 게이트(40) 사이에 있게 된다. 제 1 도에 설명된 구조는 

스택크된 게이트 메모리 셀(stacked gate memory cell)인데, 상기 용어 스택크는 플로팅 게이트(10)이 기판의 소스

부(50)와 드레인부(70) 위에 적층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EPROM 구조는 분할된 게이트 구조인데, 여기서, 플

로팅 게이트부는 상기 드레인부 상에만 놓이면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부는 상기 소스부에는 놓이지 않는다. 분할된 

게이트 EPROM 장치 구조는 본 명세서의 참고 문헌인 Hong의 미국 특허 제 5, 349, 220 호에 기재되어 있다. 결과적

으로, EPROMS에 있어서, 선택-게이트 전압은 아래에 놓이는 채널에 직접 연결되는 것 보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와 

직렬로 용량적으로(capacitive) 연결되어야 한다.

상기 구조에 따라 n-채널 및 p-채널 장치가 존재한다. n-채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은 n-형 도판트로 

도핑되고, 상기 기판는 p-형 도판트로 도핑된다. p-채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은 p-형 도판트를 포함

하고, 상기 기판은 n-형 도판트를 포함한다. 실리콘 또는 실리콘- 게르마늄(SiGe) 합금과 같은 실리콘 기초 기판(sili

con based substrates)에 있어서, p-형 도판트의 한 예는 붕소이고, 적당한 n-형 도판트의 한 예는 비소(As) 및 인(P

)이다.

EPROMS는 제 1 도에 설명된 장치에 일련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프로그램된다. 상기 선택-게이트(이하 제어 

게이트라 칭한다)에 인가된 전압은 V C 이고,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은 V D 이며, 소스에 인가된 전압은 V S 이다. 그

들 여러 단자 사이의 전형적으로 바이어스로서 칭하는 전압 차는 다음 방식, 즉 V CS = V C -V S 등으로 표시된다. 

n-채널 장치에 있어서, 기록 바이어스(writing biases)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에 부가적인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하여 

이용되고, 그로 인해 상기 셀이 기록된다. 그러나, 충전된 상태(charged state)가 기록 안된('unwritten') 상태로서 선

택된다면,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하는 것은 상기 셀을 소거할 것이다. 더 네가티브하게 충전된 상태로

주입하는데 이용되는 바이어스 상태는 충전된 상태를 읽거나 보다 포지티브적으로 대전된 상태를 만드는데 이용되는

바이어스 상태와 다르다.

이러한 기록 바이어스는 전형적으로 높은 제어 게이트-소스 전압(V CS ) 및/또는 높은 드레인-소스 전압(V DS )이다

. 이 프로그래밍 전압은 장치영역[채널(80) 및/또는 소스(50) 및 /또는 드레인(70)] 으로부터 전자를 트랩핑하는(trap

) 플로팅 게이트(10)로 전자의 이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그로 인해,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보다 네가티브하게 충

전한다. 전하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가 유전 산화층(60)에 의해 선택-게이트(40)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얇은 산화층(2

0)에 의해 드레인-소스-기판 영역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10)에 트랩핑된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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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자를 트랩핑하는 효과는 약간의 소정 레벨까지 임계 전압(V T )을 상승시킨다. 또한, 이 프로그래밍 전압은 부

주의로 인한 기록이 판독 동안 발생하지 못하도록 정상 판독 바이어스 상태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EPROMS는 전형적으로 플로팅-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어레이(array)를 가진다. 주어진 셀의 V T 는 그 논리 값으로 

판독 및 디코드될 때 감지 증폭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두 가지 상태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기재

된 것 같이 기록에 의해 얻어지는 높은 V T 는 논리 1로서 디코드되고, 고유의 V T [상기 플로팅 게이트(10)에 네가

티브 전하를 부가하여 기록되지 않은 장치의 V T ]는 논리 0으로 디코드된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셀은 10년 이상 및 심지어 그 이상의 주기 동안 프로그램 또는 소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하는데 이용되는 한 방법은 채널 핫 전자 주입(CHEI)이다. 상기 CHEI의 

목적은 전자가 상기 산화층(20)의 전도 대역으로 주입하고, 여기를 통해 통과하며, 플로팅 게이트(10)로 주입하기 위

해 충분히 높은 에너지로 상기 채널의 전자를 가열시키는 것이다. 상기 CHEI에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는 

전류는(I F ) 상기 소스로부터 상기 드레인(I DS )까지 흐르는 전류에 의해 초기화된다. 만일, I DS 가 0이 된다면, I F

가 0이 되고, 그 결과 더 이상의 네가티브 전하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되지 않는다. CHEI가 적절한시간 동안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는 데 충분히 큰 전하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전자 들은 반도체와 산화물 사이의 전도 대

역 에너지 장벽(barrier)을 극복하기 위해 상기 장치 내에서 가열되어야 한다. 실리콘/SiO 2 접촉부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 장벽은 약 3.2eV가 된다. 이러한 '핫-전자(hot electrons)'는 에너지를 통한 그들 분포가 실리콘 기판의 결정 격

자의 열적 평형으로 존재하는 것 보다 큰 높은 에너지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핫(hot)'으로 칭한다. 상기 '핫 전

자' 는 상기 장치 내에서 전계 및 전위 에너지 강하로부터 그들 에너지를 얻는다.

CHEI 에 있어서, 상기 소스(50)에서 드레인(70) 까지 이동하는 전자의 일부분(이 전자들은 드레인-소스 전류의 일부

분으로, I DS 로 표시됨)은 소스-드레인 전위 강하로부터 산화물 접촉부(oxide interface)에서 3.2 eV를 갖기위한 충

분한 에너지를 얻는다. 상기 에너지를 갖는 채널 핫 전자들의 일부분은 산화물 층의 전도 대역에 들어가고, 상기 플로

팅 게이트(10)에 전달된다.

상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상기 채널 내의 고전계 전압 강하(high field potential drop)로 근본적으

로 제한되는 에너지 량을 얻는다. 상기 채널 내의 고전계 전압 강하는 상기 소스-드레인 바이어스(V DS )와, 상기 채

널과 드레인 사이의 빌트인(built-in) 전위의 합 보다 전형적으로 작다. 전형적으로, 상기 드레인에 대한 상기 채널의 

빌트인 전위는 0.3V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들 값의 합은 E MAX 로 칭한다.

전자와 전자 사이의 산란(electron-electron scattering)과 같은 효과가 없 을 시에는, 전압 강하를 통해 E MAX 를 

강하시키는 전자는 E MAX 와 전하량(q: 전자의 전하량을 쿨롱단위로 표현한 것)의 곱인 전위 에너지 강하와 최대한 

같은 에너지 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수 있다. 배경지식을 통하면, 전자의 전위가 V의 단위

로 표현된다. 전자가 V의 전압 강하를 통해 강하한다면, eV의 단위로 표시되는 에너지(q x V)를 얻는다. 전자와 전자

사이의 산란은 상기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 주입에 필요한 에너지가 3.2eV 이고, 매우 약간의 전자가 그와 같은 효과

를 통해 상기 에너지 임계값을 얻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전형적으로 중요치 않다.

현재, 3.2V의 V DS 는 유용한 시간 내에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네가티브하게 충전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유용한

시간은 최근에 약 1ms 또는 그 보다 작다. 현재의 장치에 있어서, 최소한 5V는 상기 채널 내의 고전계 전위 에너지 

강하가 필수적인 3.2eV 또는 그 이상으로 되기 위해 상기 장치 내에 주입되어야 한다. 보다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심지어 보다 높은 전압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EPROMs 및 EEPROMs와 같은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장치와 채널 초기화 2차 전자 주입(CI

SEI)을 이용하여 상기 장치들 내의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CISEI에 있어

서, CHEI와 같이 플로팅 게이트(I F )를 충전시키는 전류는 I DS 가 0으로 될 때 I F 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소스로부

터 상기 드레인까지의 전류에 의해 초기화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CISEI 량은 5V 보다 작은

V DS 가 상기 장치에 인가될 때 약 1ms 또는 그 보다 작은 시간 내에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는데 충분하게 

된다. 상기 이유는 CISEI에 의해 제조된 높은 에너지 전자의 수가 전압차(V D -V S )로 제한되지않기 때문이다. CIS

EI는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impact ionization teedback)에 의해 가열된 2차 전자를 이용한다. 한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V DS 는 약 3.3V 보다 작다.

본 발명에 있어서, 2차 전자가 종래의 장치 보다 더 큰 주파수를 갖는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에 의해 가열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상기 프로세스는 장치의 채널 내에서 임팩트 이온화에 의해 초기화된다. 상기 채널 내의 전자의 흐름에 

나란하지 않은 전위 에너지 강하 및 전계(통칭하여 '필드(field)'로 칭한다)는 상기 목적을 위해 장치에 이용된다. 편의

상, 이러한 필드는 수직 필드(vertical field)로 지칭한다. 그들 필드의 예는 기판과 드레인 사이의 필드와, 드레인 엣

지 근처의 산화물 접촉부와 기판 사이의 필드를 포함한다, 이는 전자들이 채널내 전자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전계와 전위 에너지 강하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종래 장치와 대비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수직 필드 및 전위 에너지 강하는 장치 내에서 네가티브 전압(V B )을 갖는 기판을 바

이어스함에 의해 향상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시키기를 원할 때(예컨데, 플로팅 게이트를 기록하

기를 원할 때), 드레인이 소스(V DS )에 관련하여 약 1.1V 내지 약 3.3V로 바이어스 되고, 상기 기판이 소스(V BS )에

관련하여 약 -0.5V 내지 약 -3V로 바이어스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V S = 0V, 1.1V≤V D

≤3.3V, 및 -3V≤V B ≤-0.5V이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드레인-채널 및 드레인 기판 접합부 근처의 수직 전계는 장치 구조를 변경시켜

종래 기술의 EPROMS 보다 증가된다. 많은 상이한 수단이 상기 목적을 얻기 위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기판 도핑

은 드레인-기판 접합부 근처에서 증가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게이트 산화물 두께는 약 10nm 또는 그 보다 작고

, 얕은 드레인 접합부는 산화물 접촉부로부터 0.1 마이크로 또는 그 보다 작게 된다. 이는 상기 장치의 수직 필드를 향

상시키고, CISEI에서 피드백 가열 프로세스를 가속시키며, 채널과 나란한 필드를 향상시키고, 채널 전자의 임팩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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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CISEI를 초기화시키는 메카니즘이다. 또한, 상기 얕은 접합부는 2차 전자가 산화물 표면

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보다 짧게 한다. 2차 전자가 산화물 장벽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거리가 짧으면 짧

을수록, 2차 전자가 산화물 장벽을 도약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하여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보다 높아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채널, 소스 및 드레인이 형성된 장치의 활성 영역은 실리콘의 밴드갭보다 낮은 밴드

갭을 갖는 재료이다. 보다 낮은 밴드갭 재료는 임팩트 이온화에 대해 보다 낮은 임계 에너지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보

다 높은 채널 임팩트 이온화 및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은 특정 V DS 에서 실리콘 내에서 보다 낮은 밴드갭 재료에서 

발생한다. 적당한 재료의 예는 실리콘 및 게르마늄의 합금을 포함한다. 만일, 그들 두 재료 사이의 밴드갭 불연속성이 

가전자 대역(valence band)에만 존재하고 전도 대역(conduction band)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다.

비록, 본 발명의 이점이 그들 선택적인 실시예의 각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도록 의도된다 할지라도, 장치가 기록 모드

에서 동작될 때 상기 장치 구조에 대한 그들 변경이 상기 장치에 기판 바이어스 전압의 인가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리

하다. 그러나, 한 선택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약 0.05㎛ 또는 보다 작은 접합 깊이, 최소한 약 5 x 10 19 /cm 3 의 n-

도판트 농도를 갖는 드레인, 최소한 약 2 x 10 18 /cm 3 의 p-도판트 농도를 갖는 드레인 헤일로(halo)와, 약 10nm 

또는 보다 작은 기판과 플로팅 게이트 사이의 산화물 두께를 갖는 장치는, 약 1.1V 내지 약 3.3V의 V D 가 상기 장치

에 인가될 때, V BS 가 1m초 또는 보다 작은 시간에 0 일 때 플로팅 게이트가 네가티브하게 충전되도록 수직 필드를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EPROM 또는 EEPROM은 단지 기록 모드에서만 상기 EEPROM에 네가티브 기판-소

스 바이어스(V BS )를 인가하므로써 CISEI를 이용하여 기록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V BS 는 약 -0.5V 내지 약 -3

V 이다. 기록 모드에 있어서, 장치에 인가되는 V DS 는 5V 보다 작다. 만일, V DS 가 약 1.1 볼트 내지 약 3.3 볼트가

된다면 바람직하다. 또한, V CS 가 10V 또는 보다 낮게 된다면 바람직하다. 양 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

는 제어 게이트 전압(V CS )이 V CD 와 같거나 보다 작게 될 때, 약 1ms 또는 보다 작은 시간 내에 네가티브하게 충

전된다.

본 발명은 CISEI를 이용하는 플로팅 게이트 장치(예를 들어 EPROMS)에 관한 것으로 네가티브 전하를 플로팅 게이

트에 주입하여 상기 EPROMS를 '기록(writing)'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편의상,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

의 주입은 EPROMS를 기록하는 것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EPROMS가 프로그램 가능한 전하 기억 소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충전(charged)' 및 '비충전(uncharged)' 보다 일반적인 응용을 갖는다. 예를 들어,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충

전 레벨은 단일 셀에 기억, 그 셀로부터의 판독 및 디코드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는 충전 레벨의 연속 동안 저장될 

수 있고, 신경 회로망 응용 및 아날로그 데이타 기어 장치에 EPROMS가 이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가 충전은 플로

팅 게이트의 충전 레벨을 교정하기 위해 주입될 수도 있다. 그러한 교정은 전하 레벨이 Fowler-Nordheim 터널링 소

거(tunneling erase)에 의해 설정되었을 때 필요하게 된다. 그로 인해, 본 명세서의 '기록 펄스(writing pulse)'의 참조

는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부가할 목적으로 EPROM의 드레인, 소스, 제어 게이트 및 기판에 일반적으로 1

초 보다 짧게되는 시간 주기 동안 인가되는 일련의 전압으로 칭한다. '기록(writing)' 및 '기록 동작(writing operation

)'은 상기 정의된 기록 펄스의 실행을 설명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본 발명은 CISEI를 이용하는 EPROMS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선, 채널 핫 전자 등은 임팩트 이온화하여 낮은 에너지 전자-정공 쌍(e2, h2)을 형성하는 드레

인으로 주입된다. 채널 전자에 의해 운반되는 전류는 I e1 (소스-드레인 전류, I DS 와 대략 동일)로 표시된다. 임팩트

이온화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 e2 및 정공, h2의 이동은 I e2 및 I M2 로서 각각 표시된다. 상기 이동 사이의 관계는 

다음 등식으로 정의된다.

상기 정공, h2는 드레인-기판 영역 내의 필드에 의해 가열되고, 전자-정공 쌍(e3, h3)을 형성하기 위해 임팩트 이온

화하는 기판으로 주입된다, 상기 e2 전자는 드레인을 통과하지만, 전형적으로(약 5V보다 작은 V DS ), 플로팅 게이트

를 충전시키기 위해 Si/SiO 2 전도 대역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는 적당한 에너지를 갖지 못한다. h2 정공의 임팩트 이

온화에 의해 형성된 e3 전자의 이동은 I e3 으로 표시된다. I e3 와 h2 정공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e3 전자는 드레인으로 주입되어 산화물 접촉부로 확산되거나, 수직 전위 강하를 통해 산화물 접촉부에 도달하게 된다

. 그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 약간의 전자는 산화물 장벽을 극복하고, 프로팅 게이트에 주입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

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상기 프로세스는 e3 전자의 임팩트 이온화와 함께 계속되어, 잇따라 일어나는 전자 정

공 쌍(e4, h4; e5, h5; 등)을 발생한다. 참조 편의상, e2, e3, e4 등을 '2차 전자'라 칭한다. e2, e3, e4 등 및 h2, h3, h

4 등의 생성에 기인하여 번갈아 일어나는 임팩트 이온화 현상을 포함하는 상기 서술된 과정을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

으로 칭한다. 상기 프로세스에 따라 핫 2차 전자의 작성은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에 의한 가열(heating by impact ion

ization feedback)' 로서 지칭된다.

상기에 주목한 것처럼, 이 2차 전자의 이동 (I e2 , I e3 등)은 승수에 의해 이전 2차 정공의 이전 발생 전류,(예를 들어

I e3 = M 2 x I M2 같이) 에 관계지어진다. 상기 장치가 브레이크다운(즉, │M 1 │ ≥ 1, │M 2 │ ≥ 1 인 상태)에

서 바이어스 되지않을 때, 플로팅 게이트는 e3 전자로 1차로 기록된다. 드레인-기판 접합 도핑이 증가됨에 따라 상기

브레이크다운 임계값이 감소되지만, 전형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V DS 가 약 9V 보다 크게 될 때 브레이크다운에 

바이어스된다.

상기 장치를 통과하는 e3 전자의 전체 전류는 소스 드레인 전류(I DS ), M 1 및 M 2 의 곱이다. 게이트 전류(I G )는 

상기 곱의 어떤 비율, T 이다. 상기 비율(T)는 주어진 e3 전자가 산화물 접촉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 즉 상기 접촉

부에 한 번 도달하고, 산화물 전도 대역 장벽을 극복하게 되는 가능성과, 상기 산화물 대역 장벽을 극복할 때 플로팅 

게이트 전극에 도달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상기 메카니즘 관계를 기초로 하여, 플로팅 게이트 전류(I F )는 (I D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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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 x (M 2 ) x (T)의 곱을 포함한다.

EPROMS와 그들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은 본 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에 이미 공 지되어 있다. 본 발명은 EPROMS를 바

이어스 시키기 위한 방법과 종래의 n-채널 EPROM 및 EEPROM 구조를 변경하여 소정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E

PROM 또는 EEFROM 장치 전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본 명세서에 토론하지 않았다. 종래의 EPROMS의 구조에 대한 

변경안을 형성하는데 이용된 수단을 기술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여러 상이한 방법으로 임팩트 이온화 피드백에 의한 가열처리로부터 증가된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EEPROM은 도2에 도시되어 있다. 제 2 도의 EEPROM은 이중-폴리실리콘 MOSFET(금속-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스택크된 게이트 구조를 갖는다. 제 2 도의 EEPROM은 종래의 EEPROMs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기판(100), 소스 영역(110), 드레인 영역(120), 채널(130), 플로팅 게이트(140) 및 제어 게이트(160)를 

갖는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140)는 실리콘 이산화물의 제 1 층(150)과 실리콘 이산화물의 제 2 층(170) 각각에 의해

기판(100) 및 제어 전극(160)으로부터 유전된 폴리실리콘 층이다. 실리콘 이산화물의 제 1 층(150)은 Fowler-Nord

heim(FN) 터널링 또는 핫 전자 주입에 의해 그들 전체를 통과하는 전자에 대해 약 100 Å 또는 보다 작은 두께로 충

분히 얇다.

상기 소스 영역(110)은 전압 소스(V S )(175)에 접속되고, 상기 드레인 영역(120)은 전압 소스(V D )(176)에 접속된

다. 상기 제어 게이트(160)는 전압 발생기(V C )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100)은 전압 소스(V B )(178)에 접속된다. C

ISEI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플로팅 게이트(140)에 전자를 주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 즉 1.1V ≤ V DS ≤ 3.

3V; 및 -3V ≤ V BS ≤ -0.5V 로 상기 장치가 바이어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소스 전압

은 기준 0 볼트가 된다.

본 기술 분야에 당업자들은 플로팅 게이트를 네가티브 적으로 충전하는데 필요한 V CS 의 크기는 상기 플로팅 게이

트와 제어 게이트 사이의 용량성 연결에 따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역으로, 상기는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

사이의 유전체의 구조 및 기하적 형태 (geometry)와,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 자체의 구조 및 형태에 따른다. 본

발명의 장치와 프로세스에 있어서, V DS 및 V BS 가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될 때, 제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10

V 또는 보다 작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V CS 는 V DS 와 같거나 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도2에 설명된 장치가 다음 전형적인 상태 하에 동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재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소 V D (1.1V)는 대략 실리콘의 온도에 따른 밴드갭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제 

2 도에 설명된 장치의 채널 영역(130) 또는 드레인 영역(120) 내에서 발생하는 임팩트 이온화를 위해, 채널 내의 전

자는 최소한 그 전위에 도달해야 한다. 비록, 본 출원인은 상기 기술한 V D , V S 와 V B 사이의 관 계로부터 얻은 포

지티브 바이어스로 인하여, 특정 이론을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상기 기술한 2차 전자(e2)는 V D 를 통해 드레인을 통

과하지만, 2차 정공(h2)은 드레인(120)과 기판(100) 사이의 경계 면에서 영역인 상기 장치의 드레인-기판 공핍 영역

을 통해 확산 및 드리프트에 의해 기판(100)으로 복귀한다. 상기 정공(h2)은 V DS 와 V BS 사이의 포지티브 차이로

부터 결과를 얻은 드레인과 기판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보다 높은 에너지로 가열되는데, 그것은 상기 h2 정공을 다른 

임팩트 이온화를 일으키게 한다. 상기 임팩트 이온화로부터 얻은 전자는 포지티브 V DS -V BS 바이어스로 인하여 

상기 드레인에 역으로 진행하여 드레인(120)과 기판(100) 사이의 전위 강하에 의해 더 가열되거나, V BS 에 의해 증

가된 채널 내의 수직 전위 강하에 의해 더 가열되는 채널 영역(130)으로 복귀한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는 제 3 도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드레인-기판 접합부, 영역(165)에서

의 최대 p-형 도핑은 최소한 약 5 x 10 17 /cm 3 이다. 적당한 p-형 도판트의 한 예는 붕소이다. 만일, 상기 p-형 도

핑이 드레인-기판 접합부에서 비교적 크게 되고, 상기 기판의 다른 영역 및 산화물 접촉부 근처의 기판의 채널 영역에

서 비교적 작게 된다면 유리하게 된다. 상기 채널 내의 p- 도판트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한 방법은 '헤일

로(halo)' 이온 주입 또는 'p-포킷(p-pocket)' 이온 주입을 형성하는 것이다. 장치의 기판/드레인 경계 영역으로 p-포

킷 이온주입을 위한 전형적인 프로세스는 본 명세서에 참고 문헌을 구성하는 Oshima, Y 등에 의해, IEDM Tech. Dig

. 90, pp95-98(1990)의 'Process and Device Technologies for 16Mbit EPROMs With Large-tilt-angle Implant

ed P-Pocket Cell'에 기재되어 있다. 드레인/기판 영역에서 최소한 5 x 10 17 /cm 3 의 p-형 도판트 밀도는 포지티

브 바이어스 전압이 드레인과 기판 사이에 인가될 때 상기 드레인과 기판 사이의 경계에서 설정된 전계를 증가시킨다.

상기 증가된 전계는 M 1 , M 2 , M 3 등과 T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증가된 주입 전류를 플로팅 게이트(I F )에 제공

한다. 상기 구조를 갖는 EEPROM은 다음 상태 하에, 즉 V S = 0; V B = -2.5, V C = 2.5 와; 2.5 ≤ V D ≤ 3의 상

태 하에서 1ms 또는 보다 작은 시간 동안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기록하게 된다.

본 발명의 EEPROM의 다른 실시예는 도4에 설명되어 있다. 제 4 도에 설명된 EEPROM에 있어서, 드레인 영역(230)

의 도핑 프로필은 드레인-기판 접합이 산화물 접촉부 이하의 0.1㎛ 보다 작게 되도록 변경된다. 얕은 트레인-기판 접

합부는 짧은 e3 냉각 거리(cooling distance)를 제공하고, 그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주입의 가능성(T)을 증가시킨

다. 본 실시예의 EEPROMs에서 드레인은 상기와 유사한 장치에 표준 n-형 도판트로 도핑되고, 그 예는 비소 및 인이

다. 만일, 상기 드레인 영역 내의 초소 도판트 농도가 약 5 x 10 19 /cm 3 이 되면 바람직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392855

- 6 -

본 발명의 EEPROM의 다른 실시예는 도5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기판 영역(400)은 두 개의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다. 보다 낮은 영역은 종래 의 EEPROM 기판용 재료인 p-형 실리콘(401)이다. 상기 장치의 활성 영역(

402)은 벌크 실리콘(bulk silicon) 보다 낮은 밴드갭을 갖는 실리콘 합금으로 구성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설명된 것

처럼 바이어스 된다. 적당한 합금 재료의 예는 실리콘-게르마늄(SiGe)이다. n-형 드레인(430) 및 소스 영역(410)은 

다른 p-형 SiGe 영역(402)에 형성된다. 상기 SiGe 영역(402)은 드레인 접합부 이하의 최소한 0.02㎛의 깊이 까지 연

장된다. 만일, 상기 장치의 활성 영역 내의 실리콘 기판과 실리콘 합금 사이의 밴드갭의 불연속성이 가전자 대역 내에 

있다면 유리하게 된다. 또한, 상기 SiGe 영역(402)이 드레인 영역(430)과 채널(480)의 일부에 존재하지만 소스영역(

410)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시도된다.

본 발명의 장치가 드레인-기판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기판에 전자 주입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은 한 장치 또는 여러 장치의 블럭에 대해 기판 전압을 변화시켜 선택적으로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에 설명된 EEPROM 셀(600)의 어레이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두 개의 블럭(601 및 602)으로 

분할된다. 특정 블럭에 대한 기판의 접속부(610)는 블럭(601 및 602) 각각에 대해 블럭 선택, 즉 611 및 612에 공통

으로 접속된다. 상기 블럭 선택(611 및 612)은 서로 분리되고, 결과적으로, 한 블럭 내의 기판 전압은 다른 블럭에서

의 기판 전압으로부터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블럭(601 및 602)은 예시된 것처럼 12 EEPROM셀(600)을 각각 갖지

만,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더 많은 셀이 상기 어레이 내에 포함될 수 있다.

EEPROM 셀의 어레이는 3개의 행(620, 621 및 622)으로 배열된다, 각각의 행 의 셀은 워드 라인(630, 631 및 632) 

각각에 의해 선택된다. 각각의 워드 라인에는 접지된 소스 노드(640, 641 및 642) 각각이 제공되고, 복귀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셀(645)의 각각의 열 내의 셀(600)의 드레인(650)은 비트/데이타 라인(650)에 접속된다.

0V의 기준 전압에서 소스 노드를 이용하여 종래의 기록 모드에서 제 6 도의 어레이를 동작시키기 위해, 상기 워드 라

인(이 워드 라인은 상기 어레이 내의 셀의 제어 게이트에 공급한다) 중 한 워드 라인은 약 12 내지 약 20V의 매우 높

은 값으로 설정된 기판 전위(V CB )에 대한 제어 게이트를 갖는다. 프로그램되기를 원하는 셀에 대한 비트 라인(예를 

들어, 플로팅 게이트가 충전되기를 원하는 셀에 대한 비트 라인)은 약 6V 내지 약 18V의 전압에서 유지된다. 상기 장

치에 있어서, 만약,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비트 라인에 한 전압이 인가된다면, 선택된 비트 라인 및 선택된 워드 라인의

교점에서 모든 셀은 프로그램된다. 상기와 같은 장치에서 한 셀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없다. 본 발명의 장치는 기판 전

압이 -0.5V 이거나 보다 네가티브일 때만 프로그램되기 때문에, 특정 블럭 내의 셀은 분리될 셀이 발견되는 블럭에 

대한 기판 전압을 상승시켜 (즉, 보다 포지티브하게 만들어) 분리시킬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장치 및 프로세스가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시킴에 의해 한 셀을 '기록'한다고 문맥상 

설명하고 있지만, 본 기술 분야에 당업자들은 단지 충전되지 않거나 네가티브 적으로 충전된 플로팅 게이트가 논리1

과 관련된다는 논리를 반전시킴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에 네가티브 전하를 주입하여 상 기 플로팅 게이트를 '소거(era

ses)'시키는 것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6을 참조하면, 블럭(601)이 소거되지만 블럭(602)이 소거되지 않는

다면, 블럭(601)에 대한 블럭 선택 라인의 전압은 -0.5V 내지 약 -3V의 범위 내에 있고, 블럭 선택 라인(602)의 전압

은 -0.5V보다 크게 된다. 상기 상태 하에서, 상기 셀들이 접속되는 워드 라인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블럭(601)내의 

셀들만이 소거된다.

본 발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EEPROM이 기록될 때 V BS 가 상기 기판에 인가된다. 만일, V BS 가 약 -0.5V 내지 

-3V이고, V DS 가 약 1.1V 내지 약 3.3V일 때, 보다 유리하게 된다. 이는 상기 기재된 방식으로 CISEI의 효율을 증

가시킨다. EEPROM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주입의 효율은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된다. 한 기술에 있어서, 제어 게

이트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기적으로 접속(예를 들어, 쇼트)된다. 이는 제어 게이트 전위에서 플로팅 게이트 전위를 고

정시킨다. 전류가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제어 게이트 전극으로 드레인된다. 그러면, 그렇게 측정된 제어

게이트 전류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주입의 직접 측정치가 된다. 상기 방법의 연장은 짧은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스

택크된 게이트 EEPROMS와 전기적으로 유사한 종래의 MOSFET 구조를 이용하여 스택크된 게이트 EEPROMS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설명은 상기 열거된 CISEI의 몇몇 특징을 증명하는 여러 MOSFET 구조의 게이

트 전류의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0.54㎛ 채널 길이 및 0.05㎛ 드레인/소스 접합 길이를 갖는 MOSFET[플로팅 게이트(140)가 게이트 전

극과 같은 기능을 하는 영역(160 및 170)없 이 도2에 설명된 장치]의 측정된 게이트 전류(I G )는 4V의 게이트-소스

바이어스에서 기판 바이어스(V BS )와 드레인-소스 바이어스(V DS )의 함수로서 도7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장치는 

약 50Å의 두께를 갖는 게이트 산화물을 갖는다. 그들 장치는 V BS 가 0 에서 -3V 까지 감소할 때, I G 는 지수 함수

적으로 증가한다.

도8에 있어서, V BS 의 함수로서 I G 는 0.4㎛의 채널 길이, 0.07㎛의 드레인/소스 접합 깊이와, 약 60Å의 게이트 산

화물을 갖는 MOSFET 장치에 대한 V DS 의 함수로서 설명된다. 효과적인 기록(예를 들어, 플로팅 게이트 상에 네가

티브 전하의 소정량을 주입시키기 위해 1ms 보다 짧은 시간이 요구)을 위해서, 약 10 -12 A 내지 약 10 -10 A의 게

이트 전류가 요구된다. 제 8 도에 설명된 것처럼, 2V의 V GS 에서, 원하는 범위 내에서 게이트 전류는 3.5V보다 작은

V BS = 0 및 V DS 에 대해서 얻지 못한다. 그러나, V BS 가 약 -1V 내지 -3V로 감소될 때, 필수적인 I G 는 약 2.2V

내지 약 3V의 V DS 에 대해서 얻어진다. V BS 가 증가할 때, 원하는 I G 를 얻기 위해 필요한 V DS 는 감소한다.

도9는 드레인 기판 접합부에서 기판을 도핑하여 나타난 결과인 붕소 헤일로를 갖는 MOSFET 장치용 V DS 와 I G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상기 장치는 0.4㎛의 채널 길이와, 약 0.07㎛의 드레인/소스 접합 길이를 갖는다. 상

기 붕소 농도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드레인-기판 접합부에서 약 10 18 /cm 3 이 된다. 제 9 도 는 2V의 V GS

에서, 기판 바이어스를 갖는 장치가 기판 바이어스를 갖지 않는 장치가 행하는 것 보다 훨씬 낮은 V DS 에서 상기 기

술한 것처럼 수용 가능한 게이트 전류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붕소 헤일로를 갖는 장치는 소스 전압에서 

바이어스될 때 붕소 헤일로를 갖지 않는 장치 보다 더 낮은 V DS 에서 수용 가능한 게이트 전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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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형성된 반도체 n-채널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판 내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상기 기판 상에 침착된 유전층과, 상기 유전층상내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 전극으로서, 적어도 일부가 상기 드레인 영

역 위에 놓이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 전극과, 상기 플로팅 게이트 전극의 표면상에 형성된 부가 유전 재료와, 상기 부

가 유전 재료 상에 형성된 제어 게이트 전극과;

상기 장치에 약 -0.5 볼트 이상의 네가티브 전압의 네가티브 기판-소스 바이어스 전압(V B -V S )을 인가하는 수단

과, 약 10 볼트 이하의 제어 게이트-소스 바이어스 전압(V C -V S )을 인가하는 수단과, 약 5 볼트 이하의 드레인-

소스 바이어스 전압 (V D -V S )을 인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네가티브하게 충전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하는 전류는 상기 소스에서 상기 드레인으로의 전자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네가티브하게 충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과 상기 소스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은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할 때 약 -0.5 볼트 내지 약 -3 볼트인 반

도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게이트와 상기 소스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은 상기 드레인-소스 바이어스 전압보다 작은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게이트 전압은 상기 드레인 전압 보다 작거나 같은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실리콘-게르마늄의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은 상기 실리콘-게르마늄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소스는 상기 실리콘-게르마늄 영역에 형성되지 않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7.
소스, 드레인, 제어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 및 기판을 가지는 메모리 셀의 n-채널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과 상기 소스 사이에 약 5 볼트 이하의 포지티브 바이어스를 초래하도록 셀의 상기 드레인 단자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제어 게이트와 상기 소스 사이에 약 10 볼트 이하의 포지티브 바이어스 를 초래하도록 셀의 상기 제어 게이트 단

자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기판과 상기 소스 사이에 적어도 약 -0.5 볼트의 네가티브 바이어스의 결과를 갖도록 상기 기판에 네가티브 전

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하는 전류는 상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의 전자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에 인가된 전압은 0이고, 상기 기판에 인가된 전압은 약 -0.5 볼트 내지 약-3 볼트이며, 상기 제어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은 약 10 볼트보다 작으며, 상기 드레인에 인가된 전압은 약 1.1 볼트 내지 3.3 볼트인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전극에 인가된 전압은 상기 드레인에 인가되는 전압보다 작거나 동일한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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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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