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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최소 선폭 안쪽 영역에 콘트롤 게이트를 형성하여 셀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기판의 ONO층상에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 캡 절연층을 적층 형성하고 1차 식각하여 최소 선폭(A)을 갖는 게이트 패턴층을 형성하는 단계;전면에 평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고 캡 절연층을 제거하여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에 측

벽 형태의 마스크 패턴층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이트 패턴층을 2차 식각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상

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에 콘트롤 게이트들과 격리되는 셀렉트 게이트를 형성하고 양측 반도체 기판내에 소오스/드

레인 접합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SONOS, 플래시 메모리, 콘트롤 게이트, 셀렉트 게이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SONOS 구조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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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종래 기술의 Twin MONOS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TEM 사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조 단면도

  도 4a내지 도 4m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를 위한 공정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 반도체 기판 42. 버퍼 산화막

  43. 터널 산화막 44. 트랩 나이트라이드

  45. 블록 산화막 46. 폴리 실리콘층

  47.49.51.55. 제 1,2,3,4 산화막 48.50. 제 1,2 질화막

  52.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 53. 마스크 패턴층

  54. 게이트 산화막 56. 셀렉트 게이트

  57a.57b.57c. 캡 게이트 절연막 58a.58b. 소오스/드레인 접합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최소 선폭 안쪽 영역에 콘트롤 게이트를 형

성하여 셀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SONOS(polysilicon-oxide-nitride-oxide-semiconductor) 구조의 비휘발성 기억소자가 다른 구조의 비휘발성

기억 소자가 갖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상부 산화막(Top Oxide)이 게이트를 통한 전하의 출입에 대해서 전위 장벽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질화막과의

계면에 대단히 큰 농도의 새로운 기억 트랩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모리 윈도우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게이트 절연막 특히 질화막의 두께를 박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및

소거를 위한 프로그래머블 전압 및 소비 전력이 적은 고효율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종래 기술의 SONOS 플래시 메모리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일반적인 SONOS 구조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조 단면도이고, 도 2는 종래 기술의 Twin MONOS 플래시 메모

리 소자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TEM 사진이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크게, 콘트롤 게이트(Control Gate)와 플로우팅 게이트(Floating Gate)가

적층되는 구조를 갖는 게이트 적층형 플래시 셀(Stacked Gate Flash Cell) 소자와 단일 게이트(Single Gate)와 게이트 유

전체(Gate Dielectric)가 Oxide/Nitride/Oxide(ONO)로 적층되는 구조를 갖는 SONOS 플래시 셀 소자로 구분할 수 있다.

  도 1은 SONOS 셀 구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단면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p형 반도체 기판(11)상에 ONO 구조의

터널 산화막(12)-트랩 나이트라이드(13)-블록 산화막(14)이 차례로 적층되고, ONO층(12)(13)(14)상에 n+ 폴리실리콘

게이트(15)가 적층되고 게이트(15)의 양측 반도체 기판(11) 표면내에 소오스/드레인이 되는 n+ 불순물 영역(16)(17)이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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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종래 기술의 SONOS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프로그래밍 동작 및 소거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먼저, 프로그래밍시에 드레인(17)과 게이트(15)에 소정의 양(+)전압을 인가하며 소오스(16)와 반도체 기판(Body)(11)

은 접지(Ground)를 시킨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채널 전자들이 소오스(16)에서 드레인(17) 쪽으로 형성되는 수평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드레인(17) 접합영역 부근에서 핫 일렉트론(Hot Electron)이 되며, 이러한 핫 일렉트론이 터널 산화막(12)의 전

위장벽을 뛰어 넘어 드레인(17) 영역 부근의 트랩 나이트라이드(13)의 트랩 준위에 국부적으로 트랩되는 것에 의해 소자

의 문턱전압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방식을 CHEI(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방식이라 한다.

  그리고 종래 기술의 SONOS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소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소거 동작시에 드레인(17)에 소정의 양(+)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15)에는 소정의 음(-)전압을 인가하며 소오스와 반도

체 기판(Body)(11)은 접지 시킨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드레인(17) 영역과 게이트(15)가 오버랩되는 영역에 형성된 고전계(High

Electric Field)에 의해 n+의 드레인(17) 영역에 공핍(Depletion)영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공핍 영역에서 밴드간 터

널링(Band to Band Tunneling)에 의해 전자/정공쌍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전자는 n+ 영역으로 빠져나가며 정공은 공핍 영역에 형성된 수평 전계(Lateral Electric Field)에 의해

가속되어 Hot Hole로 변하며 이러한 Hot Hole들이 터널 산화막(12)과 반도체 기판(11)사이의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 트

랩 나이트라이드(13)의 가전자대로 주입되어 트래핑되는 것에 의해 문턱전압이 낮아지는 소거 동작이 수행된다. 이러한

소거 방식을 Hot Hole Injection(HHI) 방식이라 한다.

  이와 같은 SONOS 구조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 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핫 캐리어 인젝션(Hot Carrier

Injection)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최근 저전력(Low Power Consumption) 소자의 개발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소자 특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

고 있다.

  그러나 도 1에서와 같이 구조의 SONOS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소거 동작시에 주입된 전자(electron)를 제거하기 위한 방

법으로 HHI 소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입된 전자 개수만큼 정공(hole)을 주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와 같이 정공 주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 소거 동작시에 주입된 전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 축

적되는데, 이는 소자의 내구 특성(Endurance)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구조가 도 2에서와 같은 셀 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도 2는 워드 라인(WL) 양측에 사이드월 스페이서 형태의 콘트롤 게이트(CG)가 형성되어 콘트롤 게이트 하측에 나이트

라이드 저장 사이트들(nitride storage sites)이 형성되는 구조이다.(Embedded Twin MONOS Flash Memories with

4ns and 15ns Fast Access Times; Tomoko Ogura, Nori Orura,.....;2003 Symposium on VLSI Circuits Digest of

Technical Papers)

  이와 같은 구조에서의 프로그래밍 및 소거 동작시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동작

모드

선택 WL

(비선택)

선택 BL

(비선택)

선택 CG

(비선택)

전기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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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Read) 1.8V

(0V)

0 and 1.5V

(1.8V)

1.8 and >2.8

(1.8V)

Ion>60uA/um

Ioff<3.5uA/um

프로그램

(Program)

1.0V

(0V)

4.5 and 0V

(1.8V)

5.5 and >2.8V

(1.8V)

Ipgm<2uA/bit

Tpgm=20us

 소거(Erase hot hole)  0 floating 4.5V

(1.8 or 0V)

-3V

(0V)

Iers<2nA/bit

Ters=10-100ms

  이와 같은 바이어스 조건에 의해 소거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시에 사이드월 형태의 콘트롤 게이트에 의해 정공 주입 동작

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소자의 내구 특성(Endurance)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구조적으로 사이드월 형태의 콘트롤

게이트가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최소 선폭(A) 이외의 영역에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셀 사이즈가 커지

는 문제가 있다.

  이는 소자의 미세화 및 셀 집적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콘트롤 게이트가 에치백에 의한 사이드월 형태를 갖

기 때문에 소자의 제조 공정시에 수율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최소 선

폭 안쪽 영역에 콘트롤 게이트를 형성하여 셀 사이즈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셀 사이즈의 축소시에도 소자의 동작 특

성이 효율적으로 확보되도록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은 반도체 기판의 ONO층상에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 캡 절연층을 적층 형성하고 1차 식각하여 최소 선폭(A)을 갖는 게이트 패턴층을 형성하는 단계;전면에 평

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고 캡 절연층을 제거하여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

내에 측벽 형태의 마스크 패턴층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이트 패턴층을 2차 식각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에 콘트롤 게이트들과 격리되는 셀렉트 게이트를 형성하고 양측 반도체 기판내에 소

오스/드레인 접합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캡 절연층은 산화막과 질화막이 적층되어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을 정의하는 공정시에 질화막은 제

거되고 산화막은 잔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평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기 전에 노출된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의 측면을 산화시키고 전면에 식각 블록킹층으로

사용되는 질화막을 먼저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ONO층은 콘트롤 게이트 형성 후에 마스크 패턴층을 이용하여 1차 패터닝하고, 셀렉트 게이트 형성 후에 2차 패

터닝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의 하측에만 남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잇점들은 이하에서의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구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최소 선폭(A) 이내의 영역에 콘트롤 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소 선폭으로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을 1차 패터닝한 후에 에치백 공정에 의한 측벽 형태의 마스크 패턴층

을 이용하여 1차 패터닝된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을 다시 2차 식각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을 형성한 후에 셀렉트 게이트를

콘트롤 게이트들 사이에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소거 동작시에 정공 주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채택되는 콘트롤

게이트를 갖는 구조에서 콘트롤 게이트의 형성 위치가 제조 공정시의 최소 선폭 이내에 위치되도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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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조는 도 3에서와 같이, 반도체 기판(31)의 게이트 절연막(32)상에 형성되는 셀렉트 게이트(33)와, 셀렉트 게이트

(33)의 양측에 형성되는 터널 산화막(34),트랩 나이트라이드(35),블록 산화막(36)이 적층되는 ONO층과, 상기 ONO층상

에 형성되는 콘트롤 게이트들(37a)(37b)을 포함하고 구성되고, 여기서, 상기 셀렉트 게이트(33)와 콘트롤 게이트들

(37a)(37b)이 제조 공정시에 허용되는 최소 선폭(A)의 이내의 영역에 위치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셀렉트 게이트(33)와 콘트롤 게이트들(37a)(37b)의 양측 반도체 기판(31)의 표면내에 소오스/드레인 접합 영역

(38a)(38b)이 형성된다.

  그리고 콘트롤 게이트들(37a)(37b)은 절연 물질층(39a)(39b)(39c)들에 의해 셀렉트 게이트(33) 및 다른 도전층과 격리

되고, 셀렉트 게이트(33)의 상측에는 캡 게이트 절연막(40)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도 4a내지 도 4m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를 위한 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도 4a에서와 같이, 버퍼 산화막(42)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41)의 표면내에 웰 영역(도면에 도시하지 않음)을 형성

하기 위한 이온 주입 공정과 문턱 전압 조절용 이온 주입 공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 4b에서와 같이, 상기 버퍼 산화막(42)을 제거하고 반도체 기판(41)의 전면에 터널 산화막(43) 역할을 하는 하

부 산화막, 트랩 나이트라이드층(44), 블록 산화막(45) 역할을 하는 상부 산화막이 차례로 적층되는 ONO층을 형성한다.

  여기서, 하부 산화막(43), 트랩 나이트라이드층(44), 블록 산화막(45)은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공정으로

증착된다.

  이어, 상기 ONO층(43)(44)(45)상에 게이트 패터닝을 위하여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으로 사용되는 폴리 실리콘층(46)을

형성하고, 폴리 실리콘층(46)상에 캡 절연층을 형성하기 위한 제 1 산화막(Oxide)(47),제 1 질화막(Nitride)(48)을 차례로

적층 형성한다.

  그리고 도 4c에서와 같이,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으로 'A'의 크기를 갖는 최소 선폭으로 게이트 패터닝 공정을 진행하여 제

1 질화막(48),제 1 산화막(47)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폴리 실리콘 패턴층(46a),산화막 패턴층(47a),질화막 패턴층(48a)

이 적층되는 게이트 패턴을 형성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게이트 패턴(46a)(47a)(48a)의 식각 공정 후에 세정 공정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도 4c에서 게이트 선폭을 나타내는 'A'와 도 2에서 게이트 선폭을 나타내는 'A'는 동일한 크기이다.

  이어, 도 4d에서와 같이, 게이트 패턴을 구성하는 노출된 폴리 실리콘 패턴층(46a)의 노출 부위를 산화시켜 폴리 실리콘

패턴층(46a)의 측면에 제 2 산화막(49)을 형성한다.

  그리고 전면에 나이트라이드층을 증착하여 후속되는 평탄화 공정시에 블록킹층 역할을 하는 제 2 질화막(50)을 형성한

다.

  이어, 도 4e에서와 같이, CVD(Chemical Vapour Deposition) 공정으로 평탄화용 절연층으로 사용되는 제 3 산화막(51)

을 증착하고 제 2 질화막(50)을 블록킹층으로 사용하여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으로 평탄화한다.

  그리고 도 4f에서와 같이, 노출된 제 2 질화막(50)과 질화막 패턴층(48a)을 제거하여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52)을 정

의한다.

  이어, 도 4g에서와 같이, 콘트롤 게이트 패터닝을 위한 공정시에 마스크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면에 나이트라이드층

을 증착하고 에치백하여 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52)내에 사이드월 형태의 마스크 패턴층(53)을 형성한다.

  그리고 마스크 패턴층(53)을 이용하여 노출된 폴리 실리콘 패턴층(46a),산화막 패턴층(47a)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최

초 게이트 선폭(A) 안쪽 영역에 위치하는 콘트롤 게이트(46b)(46c)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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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콘트롤 게이트(46b)(46c) 상부에는 산화막 패턴층(47a)이 마스크 패턴층(53)에 얼라인되어 동시에 식각되어 일

부의 산화막 패턴층(47b)만 잔류한다.

  이어, 도 4h에서와 같이, 마스크 패턴층(53)이 잔류한 상태에서 노출된 ONO층(43)(44)(45)을 선택적으로 1차 제거하고,

반도체 기판(41)의 표면에 게이트 절연을 위한 게이트 산화막(54)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게이트 산화 공정시에 트랩 나이트라이드층(44), 블록 산화막(45)의 측면 부분 즉 도 4h의 (가)부분에서는 도

시하지 않았지만, 산화가 진행되어 산화막이 형성되고, 컨트롤 게이트(46b)(46c)의 안쪽 영역에서도 산화가 진행되어 컨

트롤 게이트(46b)(46c)의 측면에도 제 4 산화막(55)이 형성된다.

  그리고 도 4i에서와 같이, 전면에 셀렉트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으로 폴리 실리콘층을 증착하고 에치백하여 셀렉트 게이

트(56)를 형성한다.

  이어, 도 4j에서와 같이, 상기 셀렉트 게이트(56) 형성시에 마스크 패턴층(53)으로 사용된 질화막층을 제거하고 도 4k에

서와 같이, 제 3 산화막(51)을 제거한다.

  상기 제 3 산화막(51) 제거 공정시에 콘트롤 게이트(46b)(46c)의 상부에 위치하는 산화막 패턴층(47b) 역시 제거된다.

  이와 같은 제 3 산화막(51) 제거를 위한 식각 공정은 제 2 질화막(50)을 식각 엔드 포인트로 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도 4l에서와 같이, 노출된 제 2 질화막(50)을 제거하고 콘트롤 게이트(46b)(46c), 셀렉트 게이트(56)를 마스크로

하여 하부 산화막(43), 트랩 나이트라이드층(44), 블록 산화막(45)을 선택적으로 2차 패터닝하여 콘트롤 게이트

(46b)(46c)의 하측에 위치하는 ONO층(43a)(44a)(45a)을 형성한다.

  이어, 도 4m에서와 같이, 산화 공정을 진행하여 콘트롤 게이트(46b)(46c), 셀렉트 게이트(56)의 노출된 상부 표면에 캡

게이트 산화막(57a)(57b)(57c)을 형성한다.

  그리고 셀렉트 게이트(56) 양측의 반도체 기판(41)의 표면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접합 영역

(58a)(58b)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층간 절연층 형성 및 콘택 형성 등의 공정을 진행하고 상부 배선들을 형성하는 공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소거 동작시에 정공 주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채택되는 셀렉트

게이트의 양측에 콘트롤 게이트를 갖는 구조에서 컨트롤 게이트의 형성 위치가 제조 공정시의 최소 선폭 이내에 위치되도

록한 것이다.

  또한, 콘트롤 게이트 형성시에 에치백에 의한 사이드월 형태가 아니고, 정확한 식각 프로파일을 갖도록 마스크 패턴층을

이용하므로 소자의 제조 공정시에 재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콘트롤 게이트를 갖는 셀 구조를 채택하여 소거 동작을 수행하는 동작시에 정공 주입 동작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

도록 하여 소자의 내구 특성(Endurance)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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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마스크 패턴층에 의한 식각 공정으로 콘트롤 게이트를 형성하므로 정확한 패턴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공정의

재현성이 우수하다.

  셋째, 콘트롤 게이트가 제조 공정에서 허용되는 최소 선폭(A) 이내의 영역에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자의 미세화 및

셀 집적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콘트롤 게이트를 에치백에 의한 사이드월 형태가 아니고 마스크 패턴층을 이용한 식각 공정을 이용하므로 정확한

식각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공정 진행시의 불량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의 ONO층상에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 캡 절연층을 적층 형성하고 1차 식각하여 최소 선폭(A)을 갖는 게이트

패턴층을 형성하는 단계;

  전면에 평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고 캡 절연층을 제거하여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에 측벽 형태의 마스크 패턴층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이트 패턴층을 2차 식각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에 콘트롤 게이트들과 격리되는 셀렉트 게이트를 형성하고 양측 반도체 기판내에 소오스

/드레인 접합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캡 절연층은 산화막과 질화막이 적층되어 형성되고,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을 정의하는 공정시에 질

화막은 제거되고 산화막은 잔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평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기 전에 노출된 게이트 형성용 물질층의 측면을 산화시키고 전면에 식각 블

록킹층으로 사용되는 질화막을 먼저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ONO층은 콘트롤 게이트 형성 후에 마스크 패턴층을 이용하여 1차 패터닝하고, 셀렉트 게이트 형성 후

에 2차 패터닝하여 콘트롤 게이트들의 하측에만 남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셀렉트 게이트를 형성한 후에 마스크 패턴층, 잔류하는 평탄화용 절연층, 마스크 패턴층

하측에 잔류된 캡 절연층, 평탄화용 절연층을 형성하기 위한 CMP 공정시에 블록킹층으로 사용된 질화막을 제거한 후에

ONO층을 2차 패터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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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항에 있어서, 마스크 패턴층을 이용한 ONO층의 1차 패터닝 후에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내의 반도체 기판 표면에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게이트 산화막 형성 후에 셀렉트 게이트 형성 영역이 매립되도록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고 셀렉트 게

이트 형성 영역에만 남도록 이방성 식각하여 셀렉트 게이트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소오스/드레인 접합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 주입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셀렉트 게이트와 콘트롤

게이트들의 상부 표면을 산화시켜 캡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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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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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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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e

도면4f

도면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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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h

도면4i

도면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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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k

도면4l

도면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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