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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대상체 상으로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제공하여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

층을 형성한다.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제공하여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 후,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제공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

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대상체 상에 복수 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및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한다. 실리콘 함량의 변화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스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과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

여 높은 실리콘 함량과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거 동작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상체 상으로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

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

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

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헥사디클로로실란(HCD)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가스는 아산화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

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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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실리콘 및 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

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실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가스의 유량의 조절에 따라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크

기 및 밀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

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복 수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사이에 개재된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

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수소 가스 또는 중수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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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열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은 질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의 800∼1,100℃의 온도에서

10∼90분 동안 열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

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예비 산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

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은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예비 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플래시 어닐링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은 상기 대상체를 20∼500℃의 온도로 유지하고 5∼20msec

동안 플래시 어닐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청구항 19.

기판 상에 터널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해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전하 트랩 구조물 상에 컨트롤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터널 유전층 상으로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제공하

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

는 제2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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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과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서로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

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하나의 실리콘 원자 및 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

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헥사디클로로실란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실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가스는 아산화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

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여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크기

및 밀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

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복 수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사이에 개재된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는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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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

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수소 가스 또는 중수소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질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예비 산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5∼20msec 동안 플래시 어닐링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 게이트를 형성하기 전에,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 상에 차단 유전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유전층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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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보다 상세하게는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ALD)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및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잃어버리지만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이 빠른 휘발성(volatile) 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입력된 데이터가 유지되지만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이 느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근래 들

어 이러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중 전기적으로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장치 또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은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를 포함하는 적층형 게이

트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적층형 게이트 구조는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터널 유전층 또는 층간 유전층과 상기 플로팅 게

이트의 상부 또는 주변에 형성된 컨트롤 게이트를 포함한다.

전술한 적층형 게이트 구조를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메모리 셀은 채널 영역에서 발생된 열 전자(hot electron)들이

터널 유전층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프로그래밍 되며, F-N(Fowler-

Nordheim) 터널링 방식에 의해 상기 플로팅 게이트 내의 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기록된 정보가 소거된다.

그러나 종래의 적층형 게이트 구조를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메모리 셀은 기록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자 보유

(retention)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이 기록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된 전자들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터널 유전층에 핀홀(pinhole)과 같은 결함(defect)들이 존재하면 플

로팅 게이트에 주입된 전자들이 이러한 결함들을 통해 유출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보존력이 저하된다. 또

한, 적층형 게이트 구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전자들이 관통될 터널 접합(tunnel junction)을

구성하는 터널 산화층이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높은 에너지 장벽을 갖고 있는 산화물과 같은 절연 물질을 사용하여 형성된

다. 이 경우, 전자들에 대한 에너지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상기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감소되지 않으면 전자의 터널링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터널 유전층을 매우 정확하고 얇은 두께로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터널 유전층의 균일

한 형성을 매우 어렵게 하고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최근에는 적층형 게이트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리콘 리치 산화층(silicon rich oxide layer)을

전하 트랩핑 층(charge trapping layer)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가 개발되었다.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

의 전하 트랩핑 층으로 이용되는 실리콘 리치 산화층 내에는 실리콘 나노-크리스탈(silicon nano-crystal)들이 형성되며,

이러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이 플로팅 게이트로서 역할을 한다.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은 터널링 효과에 의해

전자들을 트랩핑하거나 또는 디-트랩핑(de-trapping)하며, 서로 전기적으로 이격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프로그래밍 동작 동안, 전자들은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에 주입되지만,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들이 서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 사이에서 전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터널 유전

층에 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결함에 의한 누설 전류가 인접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에 트랩되어 있는 전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종래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을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마다 하나의 전

자가 저장될 때 수반되는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의 쉬프트(shift)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다중 스테이트 셀(multi-state cell)을 구현할 수 있다.

전술한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실리콘 리치 산화층은 미국 특허 제6,274,429호, 미국특허 제5,726,070

호, 미국특허 제5,763,937호, 미국특허 제6,774,061호 및 미국특허 제6,458,722호 등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란

(SiH4) 가스와 아산화질소(N2O) 가스를 사용하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공정, 플라즈마-증대 화학 기상 증착

(PECVD) 공정 또는 실리콘 주입(implantation) 공정과 같은 다양한 공정들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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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 가스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 공정으로 실리콘 리치 산화층을 형성할 경우, 실란 가스와

아산화질소 가스의 반응에 따라 실리콘-실리콘(Si-Si)의 결합들보다 실리콘-산소(Si-O)의 결합들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

기 때문에 실리콘 리치 산화층의 실리콘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고밀도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HDP-CVD) 공정으로 패턴이 형성된 기판 상에 실리콘 리치 산화층을 형성할 경우,

플라즈마의 직진성에 의해 실리콘 리치 산화층의 단차 도포성(step coverage)이 매우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패턴의 측벽

및 저부에 증착되는 실리콘 리치 산화층 내의 실리콘 함량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된다.

한편, 산화층 내에 실리콘 이온들을 주입하여 실리콘 리치 산화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온 주입에 의한 실리콘 리

치 산화층의 손상으로 인하여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며, 실리콘 리치 산화층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밀도와 크

기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 및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 및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

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층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본 발명의 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

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에 있어서, 대상체 상으로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한다.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제

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 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

는 제3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실리콘 화합물은 헥사디클로로실

란(HCD)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가스는 아산화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

은 실리콘 및 수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은 실란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

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가스의 유량을 조절

하여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크기 및 밀도를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기 대상체 상에 복 수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사이에 개재된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실리콘 리

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수소 가

스 또는 중수소 가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열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질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의 약 800∼1,100℃ 정도의 온도에서 약 10∼90분 동안 열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예비 산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실리

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예비 산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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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플래시 어닐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

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은 상기 대상체를 약 20∼500℃ 정도의 온도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약 5∼20msec

동안 플래시 어닐링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원자층 적층 공정을 이용한 불휘발

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기판 상에 터널 유전층을 형성한 후,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

해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형성한다. 상기 전하 트랩 구조물 상에는 컨트롤 게이트가 형성된다.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상기 터널 유전층 상으로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한 후,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으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

함하는 제3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터널 유전층 상에 복 수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및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 사이에 개재된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는 상기 전하 트랩

핑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질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열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예비 산화시킬 수 있다. 본 발

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을 플래시 어닐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전하 트랩핑 구조물과 상기 컨트롤 게이트 사이에 차단 유전층을 형성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상기 차단 유전층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리콘 함량의 변화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스들을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과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과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

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거 동작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데

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하기의 실시예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

양한 다른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대상체, 기판, 층(막), 영역, 패드, 패턴들 또는 구조물들

의 치수는 본 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각 층(막), 영역, 전극,

패드, 패턴 또는 구조물들이 대상체, 기판, 각 층(막), 영역, 전극, 패드 또는 패턴들의 "상에", "상부에" 또는 "하부"에 형성

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각 층(막), 영역, 전극, 패드, 패턴 또는 구조물들이 직접 기판, 각 층(막), 영역, 패드 또는

패턴들 위에 형성되거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층(막), 다른 영역, 다른 패드, 다른 전극, 다른 패턴 또는

다른 구조물들이 대상체나 기판 상에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물질, 가스, 화합물, 층(막), 영역, 패드, 전극, 패턴

또는 구조물들이 "제1", "제2", "예비", "하부" 및/또는 "상부"로 언급되는 경우, 이러한 부재들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단지 각 물질, 가스, 화합물, 층(막), 영역, 전극, 패드, 패턴 또는 구조물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1", "제

2", "예비", "하부" 및/또는 "상부"는 각 물질, 가스, 화합물, 층(막), 영역, 전극, 패드, 패턴 또는 구조물들에 대하여 각기 선

택적으로 또는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50)은 복수 개의 실리콘 리치(silicon rich) 절연층들

(15, 25, 35)과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silicon nano-crystal) 층들(20, 30)이 대상체(10) 상에 서로 교대로 반복

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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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10)는 실리콘 웨이퍼 또는 SOI(Silicon-On-Insulator) 기판과 같은 반도체 기판이나 금속 산화물 단결정 기판 등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대상체(10)와 절연 구조물(50) 사이에는 도전층 및/또는 추가적인 절연층이

개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silicon rich silicon oxide

layer)들에 해당되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은 나노-크리스탈 실리콘 산화층(nano-crystalline silicon

oxide layer)에 해당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silicon rich silicon oxynitride layer)들에 해당되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은 각기 나노-크리스

탈 실리콘 산질화층(nano-crystalline silicon oxynitride layer)에 해당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각기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함유하는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와 산소(O)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가스는 헥사클로로디실란[hexachlorodisilane(Si2Cl6); HCD] 가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2 가스는 아산화질소

(N2O) 가스 또는 산소(O2) 가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

층들에 해당된다. 또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은 각기 제2 실리콘 화합물 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 제3 가스는 실란(SiH4) 가스를 포함한다. 이 때, 실리콘 나노-크리

스탈 층들(20, 30)은 각기 나노-크리스탈 실리콘 산화층들에 해당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각기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함유하는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가스, 산소(O)를 포함하는 제2 가스 그리고 수소(H)를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가스는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가스는 아산화

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3 가스는 암모니아(NH3) 가스, 수소(H2) 가스 또는 중수소(D2) 가스를 포함

한다. 이 때,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들에 해당된다. 또한, 실리콘 나노-크

리스탈 층들(20, 30)은 각기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4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

경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은 각기 나노-크리스탈 실리콘 산질화층들에 해당된다.

원자층 증착(ALD) 공정에 있어서, 기판과 같은 대상체 상에 반응성 전구체들을 화학적으로 흡착(chemisorption)시켜 반

응성 전구체들의 단일층(mono-layer)을 형성하게 된다. 즉, 각 반응성 전구체들의 공급을 불활성 가스 퍼지에 의해 분리

시키면서 상기 반응성 전구체들을 챔버 내에 위치하는 대상체 상으로 교대로 공급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반응성 전구체들

의 단일층을 형성한다. 각 반응성 전구체들의 공급에 따라 상기 대상체 상에 이전에 증착된 단일층에 대해 새로운 단일층

을 추가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요구되는 두께를 가지는 균일한 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자층 증착 공정의 사이클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 대상체 상에 원하는 두께를 가지는 절연층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실리콘 화합물인 실란(SiH4)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종래

의 실리콘 산화층에 있어서, 실리콘과 산소 사이의 원자 비율은 약 1.0：1.95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두 개의 실리콘 원자

들을 포함하는 실리콘 화합물인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

들(15, 25, 35)을 형성할 경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 내의 실리콘과 산소 사이의 원자 비율은 약 1.0：1.8 정

도가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은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에 비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

을 가진다.

도 2는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을 형성하기 위한 실리콘 화합물인 실란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며, 도 3은 본 발명

에 따른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을 형성하기 위한 실리콘 화합물인 헥사클로로디실란(HCD)의 화학 구조를 설명

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실란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판과 같은 대상체의 표면에 -SiH3

가 흡착된다. 그러나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수행할 경우에는 대상체의 표면에 -

Si2Cl4 또는 -Si2Cl5가 흡착된다. 구체적으로는, 실란 가스를 이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수행하면 대상체의 표면에 하

나의 실리콘 원자를 포함하는 실리콘 화합물이 흡착되어 화학 흡착층을 형성한다. 이에 비하여,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를 이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대상체 표면에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포함하는 실리콘 화합물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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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silicon rich chemisorption layer)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헥사클로로디실란

(HCD)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된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내의 실리콘 함량이 실란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된 화학 흡착층에

비하여 높아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대상체 상에 형성된 높은 실리콘 함량을 갖는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공급할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과 제2 가스가 반응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단일 실리콘 리

치 실리콘 산화층과 같은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대상체 상에 형성된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 및

수소를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과 제2 가스가 반응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단일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과 같은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형성되는 한편 상기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

으로부터 염소(Cl)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성분이 제거된다.

실란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종래의 단일 실리콘 산화층에 있어서는 인접한 실리콘 원자들끼리는 산소 원자를 중심으

로 서로 결합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 및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사용하거나 수소를 포

함하는 제3 가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형성되는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실리콘 원자들끼리 서로

직접 결합되기 때문에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에 실리콘-실리콘(Si-Si) 결합들이 생성된다. 즉, 헥사클로로디실란

(HCD)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된 실리콘 리치 절연층은 실란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된 실리콘 산화층에 비해 높은 실리콘 함

량을 가진다. 결국, 헥사클로로디실란(HCD) 가스 및 제2 가스를 사용하거나 제3 가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수행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을 가지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을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대상체(10) 상에 요구되는 두께 및 실리콘 함량을 갖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

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을 형성하기 위한 원자층 적층 공정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은 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 사이에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15)을 형성하기 위한 원자층 적층 공정의 하나의 사이클을 수행한 다음, 실리

콘 및 수소를 함유하는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다른 하나의 사이클을 수행함

으로써,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15)의 일부를 단일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20)으로 변화시킨다. 즉, 실리콘 리치 절연

층(15) 상으로 상기 실리콘을 포함하는 가스를 공급하면, 실리콘이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15)과 반응하여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15) 상에 단일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20)이 형성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실리콘 및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

에 포함된 수소가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15)으로부터 염소(Cl)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성분을 제거한다.

전술한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20) 상에 다시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25)을 형성한 다음,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25)의 일부를 다시 단일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30)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공정들을 반복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대상체(10) 상에 복수 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과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들(20, 30)을 포함하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50)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50)이 높은 실리콘 함량을 갖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

사이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이 개재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50) 내의

실리콘 함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층 적층 공정의 사이클들의 반복 회수를 조절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15, 25, 35)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실리

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0, 30)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크기 및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

탈 구조물(50) 내의 실리콘 함량의 변화의 폭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우수한 단차 도포성 및 향상된 두께 균일도

(thickness uniformity)를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50)을 형성할 수 있다.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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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 또는 금속 산화물 단결정 기판과 같은 대상체를 원자층 증착 장비의 반응 챔버 내에 로딩시

킨다(단계 S100).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온도는 약 600∼650℃ 정도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상기 반응 챔버의 내부 온도는

약 630℃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위치하는 상기 대상체도 실질적으로 약 600∼650℃ 정도의 온도

를 가진다.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위치하는 상기 대상체 상으로 제1 반응성 전구체(reactive precursor)로서 제1 가스를 공급하여 상

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한다(단계 S110). 상기 제1 가스는 적어도 두 개의 실리콘 원자들을 갖는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반응성 전구체로서 상기 제1 가스는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한다.

상기 대상체 상으로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상기 제1 가스가 제공되면, 상기 제1 가스의 제1 부분은 상

기 대상체에 화학적으로 흡착되어 상기 대상체 상에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이 형성된다. 한편,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은 상기 대상체 또는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에 물리적으로 흡착되거나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한다. 이와 같

이 물리 흡착되거나 잔류하는 제1 가스의 제2 부분은 상기 대상체 상에 형성된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의 순도를 감소시

키는 불순물 또는 오염 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기 대상체 및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잔류하는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제거한다(단

계 S12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펌핑 공정을 통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제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이 약 1.0Torr 이하가 되게 상기 반응 챔버를 펌핑함으로써, 헥사디클로

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를

제1 퍼지 가스로 퍼지하는 제1 퍼지 공정을 통하여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퍼지

가스는 아르곤(Ar) 가스, 헬륨(He) 가스 또는 질소(N2)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

어서, 상기 제1 펌핑 공정과 상기 제1 퍼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제2 반응성 전구체로서 제2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

을 형성한다(단계 S130). 상기 제2 반응성 전구체로서 상기 제2 가스는 산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가스는 아

산화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은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에 해당된다.

상기 대상체 상에 형성된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상기 제2 가스를 공급하면,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과 상

기 제2 가스에 포함된 산소가 화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상기 대상체 상에는 높은 실리콘 함량을 가지는 동시에 우수한 단

차 도포성을 가지는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형성된다.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 다음,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는 반응하지 않은 제2 가스를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한다(S14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 펌핑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

는 제2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이 약 1.0Torr 이하가 되도록 상기 반응 챔버를 펌핑

하여 반응하지 않은 제2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2 퍼지 가스를 사용하는 제2 퍼지 공

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퍼지 가스는 아르곤 가스,

헬륨 가스 또는 질소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2 펌핑 공정과 상기

제2 퍼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반응하지 않은 제2 가스를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1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10), 상기 잔류하는 제1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20), 상기 제2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30) 및 상기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40)로 이루어진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1 사

이클(I)을 적어도 1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실리콘 함량을 조절한다. 즉, 상기 제1 사

이클(I)의 반복 회수를 조절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 리치도(richness)를 조절한다.

상기 제1 사이클(I)의 반복 회수가 작을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실리콘 함량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상기 실

리콘 리치 절연층이 전기적 절연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제1 사이클(I)의 반복 회수를 조절하

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실리콘 함량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예를 들면, 상기 제1 사이클(I)을 5회 내지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적절한 실리콘 함량을 갖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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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층 적층 공정의 상기 제1 사이클(I)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다음, 상기 반응 챔버 내부에 제3 반응성 전구체로서 실리콘

및 수소를 함유하는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

스탈 층을 형성한다(단계 S150). 예를 들면, 상기 제3 가스를 실란 가스를 포함한다. 상기 제3 가스가 상기 실리콘 리치 절

연층 상으로 공급되면,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과 상기 제3 가스가 반응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일부가 상

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으로 변화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제3 가스는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흡착되어 있는 염소

(Cl)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성분들을 탈착시킨다.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일 때,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은 나노-크리스탈 실리콘 산화층이 된다.

상기 제1 반응성 전구체로서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제1 가스를 사용하고 제2 반응성 전구체로서 산소

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사용할 경우, 상기 제1 사이클(I)을 수 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절

연층을 증착하면 일정 시점부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상기 헥사디클로

로실란(HCD) 가스에 함유된 염소가 실리콘 과 공유 결합을 형성함으로 인하여 후속 단계에서 실리콘 원자가 실리콘 원자

또는 산소 원자와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적절한 두께를 갖도록 성장하지 못할 경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과 그 상부에 형성되는 다

른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적용할 경우, 인접하는 실리콘 나노-크리

스탈 층들에 트랩된 전자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것과 같은 원하지 않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의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반응성 전구체로서 헥사디클로로실란

(HCD) 가스를 사용하고 상기 제2 반응성 전구체로서 아산화질소 가스 또는 산소 가스를 사용하여 원자층 단위의 단일 실

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 후, 상기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수소(H)를 포함하는 가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상기 실

리콘 리치 절연층에 흡착되어 있는 염소 성분을 탈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잔류하는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 아

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반응하지 않은 아산화질소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원자층 적층 공정의 사이

클을 80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상기 대상체 상에 약 106Å 정도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을 형

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의 굴절률(Refractive Index; R.I)을 측정하였을 때, 상기 실리콘

리치 산화층은 약 1.77 정도로 낮은 굴절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의 실리콘 함

량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1 사이클(I)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다음, 실리콘 원자와 수소 원자를 포함하

는 가스를 공급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흡

착되어 있는 염소 성분을 탈착시킴으로써, 상기 대상체 상에 요구되는 실리콘 리치도를 갖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효과적

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을 약 1.0Torr 정도로 유지하면서 상기 대상체 상으로 약 0.5L 정도의 유량으로 약 8초 동안 상

기 제3 가스로 실란 가스를 공급할 경우, 상기 실란 가스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표면에 도달할 때 상기 대상체의 온도에

의해 실리콘(Si)과 수소(H)로 분해되어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을 형성한다. 이와 동시에,

분해된 수소는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흡착되어 있는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수소(HCl)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염소를 탈착시킨다. 이때, 상기 실란 가스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내

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크기 및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하고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분

을 탈착시킨 다음,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잔류하는 반응하지 않은 제3 가스를 제거한다(단계 S160).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르면,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이 약 1Torr 이하가 되도록 펌핑하는 제3 펌핑 공정을 통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상기 반응하지 않은 제3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반응 챔버를 아르곤, 헬륨, 질소 등

의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제3 퍼지 가스로 퍼지하는 제3 퍼지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는 제3 가스

를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3 펌핑 공정과 제3 퍼지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반응하지 않은 제3 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대상체 상에는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 및 단일 실

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포함하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원하는 두께를 가질 때까지 제1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S110), 잔류하는 제1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20), 제2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30),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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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S140), 제3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50) 그리고 잔류하는 제3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60)로 이루어진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2 사이클(II)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상기 대상체 상에는 복수 개의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과 복수 개

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이 서로 반복적으로 교대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

된다.

이 후에, 원하는 두께를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된 대상체를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언로딩시킨다

(단계 S17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이 석출되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열처리한다. 예를 들면, 상기 열처리 공정은 약

800∼1,100℃ 정도의 온도에서 질소를 포함하는 가스 분위기 하에서 약 10∼90분 동안 수행된다. 또한, 상기 열처리 공정

을 통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내에 원하지 않는 전하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열처리 공정을 거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전하 트랩핑 구

조물로 이용할 경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programming) 동작 및 소거(erasing)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열처리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거 동작의 속도는 열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1.5∼2.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하에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에 대한

예비 산화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후속 공정에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지나치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데이터

보존(data retention)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에 대하여 플래시 어닐링(flash annealing)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

면, 상기 플래시 어닐링 공정은 상기 대상체를 약 20∼500℃ 정도의 온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약 5∼20msec 동안 수행된

다. 또한, 상기 플래시 어닐링 공정을 거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전하 트랩핑 구

조물로 적용할 경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및 소거 동작 속도와 데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플래시 어닐링 공정을 거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는 플래시 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보다 약 10∼20% 정도 향상된 기록 동작 및 소거 동작 속도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10), 잔류하는 제1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20), 제2 가스를 공급하는 단

계(S130) 및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40)로 이루어진 제1 사이클(I)을 수 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3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50) 및 잔류하는 제3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60)를 실시

한 후, 상기 제1 사이클(I)에 제3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150) 및 잔류하는 제3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160)가 추가된 상

기 제2 사이클(II)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한다. 적절한 실리콘 함량을 갖는 실

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에 흡착되어 있는 염소를

탈착시킨 후,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상에 다시 적절한 두께를 갖는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내의 실리콘 함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두께

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1 사이클(I)과 제2 사이클(II)의 반복 회수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들

의 두께 및 굴절률(refractive index)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제1 사이클(I)의 반복 회수 제2 사이클(II)의 반복 회수 두께[Å] 굴절률(R.I)

3 10 74 2.14

5 10 80 2.13

10 10 83 2.09

15 10 9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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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들은 모두 2.0 이상의 높은 굴절

률들을 가지기 때문에 각기 높은 실리콘 함량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 사이클(I)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 후,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의 형성 및 염소 탈착을 위한 실란 가스 공급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두께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상기 제1 사이클(I)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

여도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두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란 가스만으로는 상기 실리콘 리

치 절연층으로부터 충분한 염소 탈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두께를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포함하는 가스 외에도 별도의 염소 탈착을 위한 가스가 요구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형성 방법을 설명

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 또는 금속 산화물 단결정 기판과 같은 대상체를 원자층 증착 설비의 반응 챔버 내에 로딩시

킨다(단계 S200). 이 때,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온도는 약 600∼650℃ 정도로 유지된다.

상기 반응 챔버 내로 제1 반응성 전구체로서 적어도 두 개의 실리콘 원자를 갖는 제1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1 반응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을 형성한다(단계 S210). 예를 들면, 상기 제1 가스는 헥사클

로로디실란 가스를 포함한다. 상기 제1 가스의 제1 부분은 상기 대상체에 화학적으로 흡착되어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

착층을 형성하지만,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은 상기 대상체 또는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에 물리적으로 흡착되거

나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게 된다.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제거한다(단계 S220). 상기 제1 가스의 제2 부분은 제1 펌핑 공정, 제1

퍼지 공정 또는 제1 펌핑 공정과 제1 퍼지 공정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된다. 예를 들면, 상

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을 약 1Torr 이하가 되도록 펌핑하거나, 상기 반응 챔버를 아르곤 가스, 헬륨 가스 또는 질소 가스

등의 불활성 가스로 퍼지하거나, 전술한 펌핑과 퍼지를 동시에 수행하여 잔류하는 제1 가스의 제2 부분을 상기 반응 챔버

로부터 제거한다.

제2 반응성 전구체로서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 상으로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제공하여 상기 대상체 상에 실

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한다(단계 S230). 예를 들면, 상기 제2 가스는 산소 가스 또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포함한다.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은 상기 제2 가스와 상기 실리콘 리치 화학 흡착층의 반응에 따라 상기 대상체 상에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은 높은 실리콘 함량과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가진다.

제2 펌핑 공정, 제2 퍼지 공정 또는 제2 펌핑 공정과 제2 퍼지 공정을 조합한 공정을 통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는

반응하지 않은 상기 제2 가스를 제거한다(단계 S240). 예를 들면,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이 1Torr 이하가 되도록 상기

반응 챔버를 펌핑하거나, 상기 반응 챔버를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제2 퍼지 가스를 사용하여 퍼지하거나, 펌핑과 퍼지를

동시에 수행하여 잔류하는 제2 가스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한다.

상기 반응 챔버로 수소를 포함하는 제3 가스를 도입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에 흡착되어 있는 원하지 않는 성분을

제거한다(단계 S250). 예를 들면, 상기 제3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수소 가스 또는 중수소 가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3 가스

에 포함된 수소가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에 흡착된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분이 제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3 가스가 수소 및 질소를 포함하고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이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일 경우, 상기 제3 가스에 포함된 질소가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과 반응하여 실리콘 댕글링 본드

(dangling bond)들을 감소시키면서 결합력이 강한 실리콘-질소(Si-N) 결합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은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 내의 실리콘-질

소 결합들은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 내에 원하지 않는 전하 트랩 사이트들이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상기

실리콘 리치 산질화층의 열 또는 응력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한 다음,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는 반응하지 않은 제3 가

스를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한다(단계 S260). 전술한 바와 유사하게, 잔류하는 제3 가스는 제3 펌핑 공정, 제3 퍼지

공정 또는 제3 펌핑 공정과 제3 퍼지 공정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제거된다. 예를 들면, 상기 반

응 챔버 내의 압력이 약 1Torr 이하가 되도록 상기 반응 챔버를 펌핑하거나,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제3 퍼지 가스로 상

기 반응 챔버를 퍼지하거나, 이러한 펌핑과 퍼지를 동시에 수행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는 제3 가스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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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210), 상기 잔류하는 제1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20), 상기 제2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S230), 상기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40), 상기 제3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250) 그리고 상기 잔류하는 제

3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60)로 이루어진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3 사이클(III) 사이클을 적어도 1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실리콘 함량을 조절한다. 상기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3 사이클(III)의 반복 횟수가

작을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실리콘 함량이 너무 높아져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전기적 절연 특성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상기 제3 사이클(III)을 5회 내지 10회 정도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제3 사이클(III)을 반복하여 수행한 후, 상기 반응 챔버로 제2 실리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4

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을 형성한다(단계 S270). 예를 들면, 상기 제4 가

스는 실란 가스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4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여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내의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들의 크기 및 밀도를 제어할 수 있다.

제4 펌핑 공정, 제4 퍼지 공정 또는 제4 펌핑 공정과 제4 퍼지 공정을 조합한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반응 챔버 내에 잔류하

는 반응하지 않은 제4 가스를 제거한다(단계 S280). 예를 들면, 상기 반응 챔버 내의 압력이 약 1Torr 이하가 되도록 펌핑

하거나, 상기 반응 챔버를 불활성 가스를 포함하는 제4 퍼지 가스로 퍼지하거나, 이러한 펌핑과 퍼지를 동시에 수행하여

잔류하는 제4 가스를 제거한다. 이에 따라, 상기 대상체 상에는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및 상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을 포함하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된다.

상기 실리콘 리치 구조물이 요구되는 두께를 가질 때까지, 상기 제1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단계 S210), 상기 잔류하는 제1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20), 상기 제2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230), 상기 잔류하는 제2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40), 상

기 제3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250) 및 상기 잔류하는 제3 가스를 제거하는 단계(S250)를 포함하는 제3 사이클(III)을 수

회 반복한 다음, 상기 제3 사이클(III)과 상기 제4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S270) 및 상기 잔류하는 제4 가스를 제거하는 단

계(S280)를 포함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4 사이클(IV)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대상체 상에는 원하는 두

께를 가지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된다.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요구되는 적절한 두께를 가질 경우,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형성된 대상체를 상기 반응 챔버로부터 언로딩시킨다(단계 S290).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이 석출되는 양을

증가시키고,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내에 원하지 않는 전하 트랩 사이트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열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처리 공정을 거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

스탈 구조물을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이용할 경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

거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에 대한 예비

산화 공정을 수행하여 후속 공정에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이 지나치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

며,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데이터 보존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에 대하여 플래시 어닐

링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플래시 어닐링 공정을 거친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적용할

경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및 소거 동작 속도와 데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원자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원하지 않는 성분

을 탈착시키는 공정을 교대로 반복하여 수행하기,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두께 증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상기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3 사이클(III)의 반복 회수를 조절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의 두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표 2는 상기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3 사이클(III) 및 제4 사이클(IV)의 반복 회수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들의 두께 및 굴절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제3 사이클(III)의 반복 회수 제4 사이클(IV)의 반복 회수 두께[Å] 굴절률(R.I)

2 10 7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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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75 2.29

10 10 95 2.32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수소를 포함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성분이 제거된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

크리스탈 구조물들은 모두 2.2 이상의 매우 높은 굴절률을 가지기 때문에,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들의 실

리콘 리치도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에 따르면,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 단일 실리콘 리치 절연층 내의 원하지 않는 성분을 탈착시

키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제3 사이클(III)을 수 회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상기 실리콘 리치 절연층 상에 실리콘 나노-크리

스탈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두께 증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상기 제3 사

이클(III)의 반복 회수에 비례하여 상기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표 3은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과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 및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 내의 실

리콘(Si), 산소(O) 및 질소(N) 함량과 굴절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실리콘, 산소 및 질소 함량은 X-선 광

전자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3]

 굴절율 실리콘 함량 산소 함량 질소 함량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 1.46 33.3% 64.7% 0.0%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 2.13 49.1% 46.4% 0.0%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A) 2.36 44.2% 32.9% 18.1%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B) 2.37 44.6% 38.2% 12.5%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C) 2.36 45.0% 41.1% 7.7%

상기 표 3에 있어서,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은 실란 가스를 사용하여 형성하였다. 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은, 헥사

디클로로실란 가스를 공급 하는 단계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루어진 제1 사이클을 5회 반복하

여 수행한 다음, 실란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제1 사이클을 포함하는 제2 사이클을 10회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형성하

였다. 상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들은, 헥사디클로로실란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암모니아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제3 사이클을 5회 반복하여 수행한 후, 실란 가스를 공급하는 단계 및 상기

제3 사이클을 포함하는 제4 사이클을 5회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여기서,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들(A,

B, C)은 암모니아 가스의 유량에 따라 구분된다. 즉,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A)은 암모니아 가스의 유량이 가장 높

은 경우를 나타내고,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C)은 암모니아 가스의 유량이 가장 낮은 경우에 해당되며,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B)은 암모니아 가스의 유량이 중간 정도인 것을 나타낸다.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란 가스를 사용하는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에 있어서, 실리콘 함량과 산소 함량 사이의 비

는 약 1:2 정도이다. 또한, 종래의 실리콘 산화층은 약 1.46 정도의 낮은 굴절률을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 내의 실리콘 함량과 산소의 함량은 거의 비슷하며,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화층

은 약 2.13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굴절률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들(A, B, C)은 약

2.36 내지 약 2.37 정도의 높은 굴절률을 가지며, 암모니아 가스의 유량 변화에 따라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들(A,

B, C) 내의 산소 함량 및 질소 함량이 변화되는 반면, 실리콘 함량은 거의 균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의 유

량을 조절하여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 내의 질소 함량을 최적화시킬 경우, 실리콘-질소(Si-N) 결합들의 형성에 따

라 실리콘 리치 실리콘 산질화층 내의 원하지 않는 전하 트랩 사이트들을 감소시켜 안정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실리콘 리

치 실리콘 산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다.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등록특허 10-0722776

- 17 -



도 6을 참조하면, 실리콘 웨이퍼 또는 SOI 기판과 같은 기판(200) 상에 소자 분리층(205)을 형성하여 기판(200)을 활성

영역과 소자 분리 영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소자 분리층(205)은 쉘로우 트렌치 소자 분리(STI) 공정 또는 열산화 공

정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기판(200)의 활성 영역 상에 터널 유전층(205)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터널 유전층(205)은 실리콘 산

화물 또는 실리콘 산질화물과 같은 실리콘 화합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터널 유전층

(205)은 하프늄 산화물, 지르코늄 산화물, 알루미늄 산화물 등과 같은 고유전율을 갖는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도 7을 참조하면, 터널 유전층(205) 상에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에 해당되는 전하 트랩핑 구조물(charge

trapping layer)(230)을 형성한다.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은 복수 개의 실리콘 리치 층들(215, 216, 217)과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은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제1

가스 및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1 사이클과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3 가스를 추가적으

로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2 사이클을 수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은 헥사디클로로실란(HCD) 가스를 포함하는 제1 가스, 산소를 포함하는 제2 가스 및 수소를 포

함하는 제3 가스를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3 사이클 그리고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4 가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층 적층 공정의 제4 사이클을 수회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에 있어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은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장

치의 플로팅 게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 내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이 석출되는 양을 증가시키고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 내에 원하지 않는 전하 트랩 사이트들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을

열처리함으로써, 열처리 공정을 거친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을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거 동

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에 대한 예비 산화 공정을 수행하

여, 후속 공정에서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이 지나치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데

이터 보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에 대하여 플래시 어닐

링 공정을 수행하여 실리콘 나노-크리스탈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및 소거 동작

속도와 데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전하 트랩층(106) 상에 차단 유전층(blocking dielectric layer)(235)을 형성한다. 차단 유전층(235)은

그 상부에 형성되는 컨트롤 게이트(240)로부터 전하 트랩핑 구조물(230)로 전하들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차단 유전층(235)은 실리콘 산화물 또는 실리콘 산질화물 등의 실리콘 화합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또한, 차단 유전

층(235)은 하프늄 산화물, 지르코늄 산화물 또는 알루미늄 산화물 등의 높은 유전율을 갖는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형성

할 수 있다.

차단 유전층(235) 상에 도전성 물질을 사용하여 컨트롤 게이트(240)를 형성한다. 컨트롤 게이트(240)는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컨트롤 게이트(240)에 인접하는 기판(200)에 불순물을 주입하

여 소스/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함으로써 기판(200) 상에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를 완성한다.

이하, 전술한 구조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programming) 동작, 읽기(reading) 동작 및 소거(erasing) 동

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프로그래밍 동작에 있어서, 컨트롤 게이트(240)와 상기 소스 영

역에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드레인 영역을 접지시킨다. 이에 따라, 상기 소스 영역 부근에서 열전자들이 발생하며, 발생된

열전자들은 터널 유전층(205)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 상기 소스 영역 부근의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로 이동한다.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에 열전자들이 주입됨에 따라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이 상승하여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은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215, 216, 217)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프로그래밍 동작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중 어느 하나에 주입된 전자는 실리콘 나노-크리스

탈 층들(220, 221) 중 다른 하나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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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프로그래밍 동작에 있어서, 상기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을

접지시키고 컨트롤 게이트(240)와 기판(200)에 전압을 인가하는 F-N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여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

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들이 F-N 터널링 현상에 의해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로 균일하게 주입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읽기 동작에 있어서, 컨트롤 게이트(240) 및 상기 드레인 영역에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소스

영역을 접지시킨다. 이 때, 컨트롤 게이트(240)에 인가되는 게이트 전압(Vg)은 복수 개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

(220, 221) 내에 열전자들이 주입되었을 때의 문턱 전압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

에 전자들이 주입된 메모리 셀에서는 채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셀에서는 "0"의 데이터가 얻어진다.

반면,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에 전자들이 주입되지 않은 메모리 셀에서는 상기 게이트 전압에 의해 채

널이 턴-온되어 채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에 전자들이 주입되지 않은

메모리 셀에서는 "1"의 데이터가 얻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소거 동작은 열 정공 주입(hot hole injection) 방식을 이용하

여 수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 게이트(240)에 음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소스 영역 근처에서 열 정공들을 발생시키

면, 발생된 열 정공들은 컨트롤 게이트(240)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 터널 유전층(210)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 상기 소스 영

역 부근의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에 이동한다.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로 주입된 열

정공들은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 층들(220, 221) 내의 전자들을 제거하여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삭

제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소거 동작은 컨트롤 게이트(240)에 음의 전압을 인가하고

기판(200)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여 유도되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들

(220, 221) 내에 주입된 전자들이 F-N 터널링 방식으로 소거됨으로써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로부터 데이터가 삭제된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실리콘 함량의 변화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스를 이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하

여 실리콘 리치 절연층들과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층들을 포함하여 높은 실리콘 함량과 우수한 단차 도포성을 갖는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전하 트랩핑

구조물로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기록 동작 및 소거 동작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상기 불휘발성 반

도체 장치의 데이터 보존력을 개선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

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

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실란의 화학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3은 헥사클로로디실란(HCD)의 화학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원자층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 흐름도이다.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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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대상체 15, 25, 35, 215, 216, 217：실리콘 리치 절연층

20, 30, 220, 221：실리콘 나노-크리스탈 층

50：실리콘 리치 나노-크리스탈 구조물

200：기판 205：소자 분리막

210：터널 유전층 230：전하 트랩핑 구조물

235：차단 유전층 240：컨트롤 게이트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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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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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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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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