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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메모리의 채널(Channel) 폭(Width)을 전자의 Debye Screen Length(LD) 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하게 할 
때 나타나는 단일전자의 충전(Charging)에 기인한 문턱전압 변화(ΔVth)를 이용한 MNOS계 메모리 및 그 구동 방법
을 기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NMOS계 메모리는 채널 폭을 반도체 기판의 불순물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전자의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L D ) 보다 작거나 혹은 같게 할 때 나타나는 단일전자의 충전(Charging)에 기인
한 문턱전압 변화(ΔVth)를 이용한다.

대표도
도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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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MNOS 메모리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1b는 도 1a의 불휘발성 MNOS 메모리의 동작 특성을 보여주는 전류-전압(I-V) 특성 곡선,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MNOS 메모리의 채널(Channel) 영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분해 사시도,

도 2b는 도 2a의 불휘발성 MNOS 메모리를 채널(21)의 길이 방향에서 수직으로 절단한 수직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MONOS 메모리의 수직 단면도,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의 전형적인 전류-전압(I-V) 특성 곡선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p형 반도체 기판 11. 채널

12. 소스 13. 드레인

14. 산화물층 15. 질화물층

16. 게이트 17. 트랩 사이트

20. p형 반도체 기판 21. 채널

22. 소스 23. 드레인

24. 산화물층 25. 질화물층

26. 게이트 27. 트랩 사이트

30. p형 반도체 기판 31. 채널

32. 소스 33. 드레인

34. 제1산화물층 35. 질화물층

36. 게이트 37. 트랩 사이트

38. 제2산화물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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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메모리의 채널(Channel) 폭(Width)을 전자의 Debye Screen Length(LD) 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하게 할 
때 나타나는 단일전자의 충전(Charging)에 기인한 문턱전압 변화(ΔVth)를 이용한 MNOS계 메모리 및 그 구동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 불휘발성 MNOS계 메모리라 함은 MNOS(Metal Nitride Oxide Semiconductor) 메모리 및 MON
OS(Metal Oxide Nitride Oxide Semiconductor) 메모리를 지칭한다.

도 1a는 종래의 불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MNOS 메모리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MNOS 
메모리는, p형 반도체 기판(10) 상부에 역전층(inversion layer)의 채널(11)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n + 로 도핑된 
소스(12)와 드레인(13)을 구비하고, 채널(11) 상에는 SiO 2 로 이루어진 터널악사이드(tunnel oxide)층(14)과 Si 3 N

4 로 이루어진 질화물 박막(15)이 순차로 적층되며, 그 위에 게이트(16)가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채널(11)과 
게이트(16) 사이에 적층된 터널악사이드층(14)과 질화물 박막(15) 사이에는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trap 
sites)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불휘발성 MNOS 메모리의 동작 특성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류-전압(I-V) 특성 곡선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전자들이 트랩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들이 트랩되어 있지 않을 때 보다 메모리셀을 동작시킬 수 있는 
게이트 전압 즉 문턱 전압(threshhold voltage)이 ΔV th 만큼 높아진다. 다시말해서, 전자들을 Fowler-Nordheim(F
-N) Tunneling 법 혹은 Channel Hot Electron(CHE)에 의해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에 충전시키면 전원을 끄더
라도 전자들이 누설되지 않으며 읽을 때는 트랩사이트(Trap Site)들에 충전된 전자들이 채널(Channel)을 스크린(Sc
reen)하게 되어 문턱전압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전자의 충방전 상태를 각각 1 과 0으로 지정하여 정보를 기록하
도록 한 것이 불휘발성 NMOS 메모리이다.

기존의 단일 전자 충전을 이용한 메모리로서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FG)형 SET 플래쉬(Flash) 메모리가 많
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히타치사는 98년 초에 128M 급 상온작동 SET 플래쉬(Flash) 메모리(U.S. Paten
t #5600163) 를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고, IBM사는(U.S. Patent #5714766, #5801401) 기존의 FET 채널 위에 
수많은 나노 결정들을 형성시켜 이들을 플로팅 게이트로 응용 하였으며, Fujitsu(Appl.Phys.Lett Vol 71,p353,1997) 
및 Princeton 대학은(Science,Vol 275,p649,1997) FET 위에 있는 플로팅 게이트의 크기를 나노미터 크기로 하고 
채널(Channel) 폭을 전자의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보다 작게하여 한 개의 전자에 의해서도 채
널을 스크린(Screen)할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 상온에서 불휘발성 메모리를 작동 시킨바 있다. 또한 NEC(Appl.Phys.
Lett Vol 71,p2038,1997)및 NTT (Electron.Lett,Vol 34,P45,1998)에서는 단일 전자 트랜지스터를 전자 한 개 한 
개를 센싱(Sensing)하는 일렉트로미터(Electrometer)로 작동시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의 저장 여부를 판단하여 메
모리를 작동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장단점이 있다. 히타치사 SET Flash 메모리는 작동 전압이 매우 높고 플
로팅 게이트로 이용되는 나노결정들과 채널로 응용되는 나노결정들을 다른 메모리들과 달리 임의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IBM 사의 경우 플로팅 게이트로 응용되는 나노결정들의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가 어려워 ΔV th

및 온도의 요동(Fluctuation)이 발생한다. 후지츠(Fujitsu) 및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경우 기억 시간(Retent
ion Time)이 수 초 정도여서 불휘발성 메모리로는 상품화가 어려우며 특히 나노미터 크기로 플로팅 게이트 제어는 재
현성 및 균일성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NEC 및 NTT의 제품의 경우 소자 구조 및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 지금까지 제
안된 소자의 특성 및 실현성을 분석해 본 결과 IBM이 제안한 다수의 나노결정들을 플로팅 게이트로 이용하는 방법, 즉 
1 비트(Bit)를 한 개 아닌 수십개 이상의 전자로 구성하는 것이 신뢰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크기에 제한을 받지않고, 단일 전자 충전 현상을 응용하며 저전압하에서 작동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창안한 것으로, 채널(Channel) 폭(Width)을 전자의 Debye Screen Le
ngth(LD) 보다 작거나 혹은 동일하게 할 때 나타나는 단일전자의 충전(Charging)에 기인한 문턱전압 변화(ΔVth)를 
이용한 MNOS계 메모리 및 그 구동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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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NOS 메모리는,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
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산화물층; 상기 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NOS 메모리에 있어서, L 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에서
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은 단일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
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은 불순물 농도 N A 가 1017 ~1013 /cm3 범위 내에 있는 p형 실리콘 기판
이고, 상기 제2도전형은 n+ 형이며, 상기 산화물층은 기록 속도 증가를 위해 직접 터널링, Fowler-Nordheim 터널링 
혹은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이 일어나도록 두께 10nm 이하의 자연 산화물, 열 산화물 혹은 유전상수 3.5 이
상의 고유전체로 형성되며, 상기 질화물층은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되거나 혹은 유전상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막으로 형성되며, 특히, 상기 산화물층 및 질화물층은 Si 3 N4 /SiO2 , SiON/SiO 2 , AlON/SiO 2 , A
lN/SiO 2 들 중 어느 한 질화물/산화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게이트는 Al, W, Co, Ti, 폴리실리콘 중 어느 하나
로 형성되며, 상기 트랩 사이트의 밀도는 10 10 ~1015 /cm2 의 범위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질화물층 대
신 산화물층을 사용하여 TiO2 /SiO2 , Ta 2 O5 /SiO2 , Al 2 O3 /SiO2 들 중 어느 한 산화물/산화물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ONOS 메모리는,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
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제1산화물층; 상기 제1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상에 형
성된 제2산화물층; 상기 제2산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제1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ONOS 메모리에 있어서,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
은 단일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
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은 불순물 농도 N A 가 1017 ~1013 /cm3 범위 내에 있는 p형 실리콘 기판
이고, 상기 제2도전형은 n+ 형이며, 상기 제1산화물층은 기록 속도 증가를 위해 직접 터널링, Fowler-Nordheim 터널
링 혹은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이 일어나도록 두께 10nm 이하의 자연 산화물, 열 산화물 혹은 유전상수 3.
5 이상의 고유전체로 형성되며,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상기 질화물층은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되거나 혹은 유전상
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막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2산화물층은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되며, 특히, 상기 제1산화물층, 
질화물층 및 제2산화물층은 SiO2 /Si3 N4 /SiO2 , SiO 2 /SiON/SiO 2 , SiO 2 /AlON/SiO 2 , SiO 2 /AlN/SiO 2 들 중 어느 한 
산화물/질화물/산화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게이트는 Al, W, Co, Ti, 폴리실리콘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되며, 상
기 트랩 사이트의 밀도는 1010 ~1015 /cm2 의 범위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질화물층 대신 산화물층을 
사용하여 SiO2 /TiO2 /SiO2 , SiO 2 /Ta2 O5 /SiO2, SiO2 /Al2 O3 /SiO2 들 중 어느 한 산화물/산화물/산화물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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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은,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
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산화물층; 상기 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하되, L D 를 디
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 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에서의 불
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은 단일 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식 L

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된 MNOS 메모리 셀들을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들을 연결하여 워드라인으로 하고,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들을 연결하여 
비트라인으로 하며, 이 비트라인에 센서 증폭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가 5 volt 이하가 되게 하여 전자가 상기 채널들에서 Channel Hot Electron Injec
tion에 의해 터널링되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에 충전 되게하는 기록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에 5 
Volts 미만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2 Volts 이하로 인가하여,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전
자들이 충전되어 있으면 오프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상기 트랩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온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기 센서 증폭기로 감지하는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와 드레인을 오픈시키고,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기판의 전자들이 F-N 터널링에 의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충전되게 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MO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은,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
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
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제1산화물층; 상기 제1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
물층 상에 형성된 제2산화물층; 상기 제2산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제1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
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하되,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
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이 수학식 L

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된 MONOS 메모리 셀들을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들을 연결하여 워드라인으로 하고,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들을 연결하여 
비트라인으로 하며, 이 비트라인에 센서 증폭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가 5 volt 이하가 되게 하여 전자가 상기 채널들에서 Channel Hot Electron Injec
tion에 의해 터널링되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에 충전 되게하는 기록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에 5 
Volts 미만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2 Volts 이하로 인가하여,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전
자들이 충전되어 있으면 오프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상기 트랩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온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기 센서 증폭기로 감지하는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와 드레인을 오픈시키고,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기판의 전자들이 Fowler-Nordheim 터널링에 의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충
전되게 하여 이루어지것도 바람직하며,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기록 상태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NOS계 메모리 및 그 구동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기존의 MNOS 및 MONOS 메모리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읽고 쓰는 작동 원리도 전자들을 
Trap Site 들에 저장하여 쓰고 이들 전자들에 의한 문턱전압 변화에 의해 읽는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MNOS 및 MON
OS(SONOS)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메모리와 다른점은 채널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하여 트랩(Trap)된 전자 하나에 의해서도 문턱전압 변화를 가져온다는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작동원리와 구조를 응용하면 현존한 MNOS 혹은 MONOS 메모리의 치수(Scaling) 한계를 극복 할수 있으며 메
모리를 유지 하기위해 수 만개의 전자가 필요한 기존의 MNOS 혹은 MONOS 메모리 와는 달리 수 천개 미만의 전자만
으로도 메모리가 유지된다, 따라서 전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초저 소비전력과 초고집적 메모리를 구현 할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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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NOS 메모리의 채널(Channel) 영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분해 사시도이고, 도 
2b는 도 2a의 불휘발성 MNOS 메모리를 채널(21)의 길이 방향에서 수직으로 절단한 수직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
이,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NOS 메모리는 p형 반도체 기판(20) 상부에 역전층(inversion layer)의 채널(21)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n+ 로 도핑된 소스(22)와 드레인(23)을 구비하고, 채널(21) 상에는 SiO 2 로 이루어진 터널악
사이드(tunnel oxide)층(24)과 Si 3 N4 로 이루어진 질화물 박막(25)이 순차로 적층되며, 그 위에 게이트(26)가 적층
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채널(21)과 게이트(26) 사이에 적층된 터널악사이드층(24)과 질화물 박막(25) 사이에는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trap sites)(27)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NOS 메모
리는 기존의 MNOS 메모리와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채널(Channel)(21) 폭이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
e Screen Length) 보다 작거나 동일한 크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디지탈 0(혹은 1)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기존 
MNOS 메모리에서는 트랩 사이트(Trap Site)(27)에 저장된 전자의 숫자가 수 만개이나, 본 발명에 따른 MNOS 메모
리에서는 수 천개 미만이 된다.

이와 같은 구조의 MNOS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FET 제조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MNOS 메모
리를 제작하는 경우, Si 기판(20)의 불순물 농도는 10 17 ~1013 /cm3 범위이며 기판의 불순물 농도에 따라 디바이 스크
린 길이 LD 를 결정하여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 L D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결정한다. 메모리 소자를 구
성하는 물질들로 게이트(M)(26)와 채널(S)(21) 사이에 적층되는 NO(Si 3 N4 /SiO2 )층(24, 25)은 여러가지 유전체
들의 조합들 예를들면 TiO2 /SiO2 , Ta 2 O5 /SiO2 , SiON/SiO 2 , AlON/SiO 2 , AlN/SiO 2 , Al 2 O3 /SiO2 들로 대체될 수 
있다. 전자들이 충전되는 유전체 조합들은 화학 기상 증착법(CVD) 혹은 물리 기상 증착법(PVD)으로 형성한다. 그 다
음 레지스트(resist)를 도포한 후 전자빔(E-beam) 직접묘화 혹은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와 식각을 통
해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 L D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형성시킨다. 이 후 게이트를 형성한다.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금속(Metal; M)으로는 Al, W, Co, Ti, Poly-silicon(도전성 반도체; p형 혹은 n형으로 도핑함)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한 금속(도전성 반도체)을 선택하여 화학적(CVD) 혹은 물리적(PVD) 방법으로 형성한다. 그 다
음 레지스트(resist)를 도포한 후 전자빔(E-beam) 직접묘화 혹은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와 식각을 통
해 게이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MNOS 메모리는 트랩 사이트(Trap Site) 밀도가 10 10 ~1015 /cm2 이 되도록 
증착 조건을 설정한다. 기록(Write) 방법으로는 Channel Hot Electron(CHE) 혹은 Fowler-Nordheim(F-N)법이 
사용되며, 이 때, 산화물의 두께는 10nm 이하가 된다. 기록(Write) 속도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 산화물(Oxide)층(24)
의 두께를 직접 터널링(Direct Tunneling) 만 일어 나도록 유효 등가 두께 1.5 nm 이하의 자연 산화물(Natural Oxi
de), 열 산화물(Thermal Oxide) 혹은 고유전율(유전상수 3.5이상)의 유전체를 이용한다. 저소비전력 구동을 위해 질
화물(Nitride)층(25)의 두께를 100 nm 이하로 줄여 주거나 혹은 고유전율(유전상수 4이상) 유전체막을 적용하여 전
기장을 대폭 낮춘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ONOS 메모리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
ONOS 메모리는 p형 반도체 기판(30) 상부에 역전층(inversion layer)의 채널(31)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n + 로 
도핑된 소스(32)와 드레인(33)을 구비하고, 채널(31) 상에는 SiO 2 로 이루어진 터널악사이드(tunnel oxide)층(34)
과 Si3 N4 로 이루어진 질화물 박막(35)이 순차로 적층되며, 그 위에 산화물층(38)과 게이트(36)가 적층된 구조를 갖
는다. 그리고 채널(31)과 게이트(36) 사이에 적층된 터널악사이드층(34)과 질화물 박막(35) 사이에는 전자들이 충전
되는 트랩 사이트들(trap sites)(37)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MONOS 메모리는 기존의 
MONOS 메모리와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채널(Channel)(31) 폭이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보다 작거나 동일한 크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디지탈 0(혹은 1)이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기존 MONOS 
메모리에서는 트랩 사이트(Trap Site)에 저장된 전자의 숫자가 수 만개이나, 본 발명에 따른 MONOS 메모리에서는 
수 천개 미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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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의 MONOS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FET 제조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 MONOS 
메모리를 제작하는 경우, Si 기판(30)의 불순물 농도는 10 10 ~1015 /cm3 범위이며, 기판(30)의 불순물 농도에 따라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를 결정하여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 L D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결정한다. 메모
리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들로 게이트(M)(36)와 채널(S)(31) 사이에 적층되는 ONO(SiO 2 /Si3 N4 /SiO2 )층(34, 35, 
38)은 여러가지 유전체들의 조합들 예를들면 SiO 2 /TiO2 /SiO2 , SiO 2 /Ta2 O5 /SiO2 , SiO 2 /SiON/SiO 2 , SiO 2 /AlON/
SiO2 , SiO 2 /AlN/SiO 2 , SiO 2 /Al2 O3 /SiO2 들로 대체될 수 있다. 전자들이 충전되는 유전체 조합들은 화학 기상 증착법
(CVD) 혹은 물리 기상 증착법(PVD)으로 형성한다. 그 다음 레지스트(resist)를 도포한 후 전자빔(E-beam) 직접묘
화 혹은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와 식각을 통해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 L D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형성시킨다.

이 후 게이트를 형성한다.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금속(Metal; M)으로는 Al, W, Co, Ti, Poly-silicon(도전성 반도
체; p형 혹은 n형으로 도핑함)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한 금속(도전성 반도체)을 선택하여 화학적(CVD) 혹은 물리
적(PVD) 방법으로 형성한다. 그 다음 레지스트(resist)를 도포한 후 전자빔(E-beam) 직접묘화 혹은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와 식각을 통해 게이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MONOS 메모리는 트랩 사이트(Trap Site) 밀
도가 1010 ~1015 /cm2 이 되도록 증착 조건을 설정한다. 기록(Write) 방법으로는 Channel Hot Electron(CHE) 혹은 
Fowler-Nordheim(F-N)법이 사용되며, 이 때 산화물의 두께는 10 nm 이하가 된다. 이 때, 기록(Write) 속도를 증
가시켜 주기 위해 제1산화물(Oxide)층(34)의 두께를 직접 터널링(Direct Tunneling) 만 일어나도록 유효 등가 두께 
1.5 nm 이하의 자연 산화물(Natural Oxide), 열 산화물(Thermal Oxide) 혹은 고유전율(유전상수 3.5이상)의 유전
체를 이용한다. 저소비전력 구동을 위해 질화물(Nitride)층(35)의 두께를 10 nm 이하로 줄여 주거나 혹은 고유전율(
유전상수 3.5 이상) 유전체막을 적용하고 제2산화물(Oxide)층(38)의 두께를 100 nm 이하로 하여 전기장을 대폭 낮
춘다

이상과 같은 구조로 제작된 MNOS계(MNOS, MONOS) 메모리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MNOS계 메모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극소 소비전력, 초고속(nsec),초고집적화를 위해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이하 혹은 동일한 크기로 줄이면 트랩 사이트(Trap Site)에 저장된 전자 
하나에 의해서도 채널(Channel)을 스크린(Screen)할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 창안되었다.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
e Screen Length)는 아래 수학식 1과 같이 표시된다.

[수학식 1]LDB2A1/2

여기서 ε; 기판 유전상수, kB ; Boltzmann's 상수, T; 절대온도(Absolute Temperature), q; 전하량(Charge), N A ; 
기판에서의 불순물 농도

[표 1]
기판에서의 불순물 농도(NA ); cm -3 디바이 스크린 길이(LD ); nm
4×1018 2
1016 42
1015 130
1014 420
1013 1300

상기 표(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스크린 길이(Screening Length)는 기판의 불순물(Impurity) 농도 변화
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LD 를 100 nm 로 가정하는 경우 기판(Substrate)의 불순물 농도를 10 15 ~1016 cm-3 범위에 
놓으면 그 때의 채널(Channel) 폭은 100nm 혹은 그 이하로 하면된다. 이렇게 채널(Channel) 폭을 조절한 후 전자 하
나를 트랩 사이트(Trap Site)에 저장하면 전자 하나가 채널(Channel)을 스크린(Screening)하여 아래 수학식 2와 같
이 ΔVth 를 가져온다.

[수학식 2]ΔVth= nq(tn0n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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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트랩 밀도(Trap Density)로 보통 10 11 ~1014 /cm2 이며, tn은 질화물(Nitride) 두께이고, t 0 는 산화물(
Oxide)의 두께이다. 또한, ε 0 및 εn은 각각 산화물(Oxide)과 질화물(Nitride)의 유전 상수이다. 만약, 트랩 밀도(T
rap Density)가 10 13 /cm2 이고, 유효 두께가 3.5 nm 라면 트랩(Trap) 당 전자 하나에 의한 ΔVth 는 1.5 Volt 에 달
해 Sub-threshold 전류를 수 십만배 작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
e Screen Length)로 줄여주면 단일전자에 의한 충전 효과를 메모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판(Substrate)의 불순물
(Impurity)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나노테크놀러지(Nanotech)를 응용하지 않고, 현존하는 기술을 응용하여도 초
고집적 메모리를 실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더욱이 IBM사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나노 결정을 형성시키지 않
아도 증착중에 형성된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이 IBM사의 나노 결정들 처럼 작동되기에 단지 채널(Channel) 폭을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정도로 줄여주면 단일 전자 충전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
점이 있다. 한 예로 채널 길이(Channel Length)를 180 nm, 채널(Channel) 폭을 100 nm 로 제조하는 경우 1800 개
의 전자가 기록(Write)할 때에 필요하게 되므로 저 소비전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터널링에 의해 기록하는 경우 
기억 시간(Retention Time)이 다른 메모리에 비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시간이 지난후 재기록(Refresh)을 
반드시 시켜주어야 한다. 기록할 때는 워드라인(즉 게이트 라인)에 연결된 게이트에 15 volts 이내의 전압을 걸고 또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를 5 volt 이내로 하면 전자가 트랜지스터의 채널에서 CHEI에 의해 터널링되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트랩 사이트(Trap Site)에 충전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스와 드레인은 오픈(Open)시키고 워드라
인에 연결된 게이트에 15 Volts 이내의 전압을 걸면 기판의 전자들이 F-N 터널링에 의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트
랩 사이트(Trap Site)에 충전된다. 읽을 때는 게이트에 5 Volts 미만의 전압을 가하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2 Volts 이하로 가하게 되면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에 전자들이 충전 되어 있으면 Off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On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전류에 의해 발생된 전압 스윙(Voltage Swing)을 비트
라인을 따라 연결된 센서 증폭기(Sense Amp.)(A)로 검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의 전형적인 전류-전압(I-V) 특성 곡선이다.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에 전자가 충전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잘알려진 FET의 I-V 특성곡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자들이 트랩 사이트(Trap Site)들
에 충전되면 문턱전압 변화와 더불어 단일 전자 트랜지스터(Single Electron Transistor)의 전형적인 I-V 특성인 쿠
우롬 계단(Coulomb Staircase)을 보이게 된다. 즉 전자 하나 하나가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에 충전되었음을 의미
하는 I-V 특성을 보여준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전자 충전 MNOS(MONOS) 메모리는 나노입자(Nanoparticle)을 형성시
키지 않아도 나노 입자(Nanoparticle)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트랩 사이트(Trap Site)들을 이용하므로 채널(Cha
nnel) 폭 만 디바이 스크린 길이(Debye Screen Length) 이하로 줄여주면 단일전자 충전에 의한 문턱전압 변화(ΔV
th)를 가져온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나노입자(Nanopaticle) 혹은 나노 크기의 플로팅 게이트 제작 등이 필요
한 플로팅 게이트형 세트 플래쉬(SET Flash) 메모리와는 달리 기존의 FET 기술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어 초고집적
(16 G 이상)화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NVROM(Flash 메모리,EEPROM,EPROM)은 디지탈 0을 표시 하기 위해서 수 만개의 전자를 트랩 사이트
(Trap Site)들에 저장해야 하나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는 수 천개 미만의 전자로 디지탈 0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전력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즉 전력(power; P)는 다음과 같은 수학식 3으로 표시된다.

수학식 3
P=cv2f=Qvf=nqvf

여기서, c는 용량, v는 작동 전압, f는 주파수, Q는 충전전하량, n은 전자수, q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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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에서 알 수 있듯시 기존의 NVROM에 비해 본 발명에 따른 MNOS계 메모리는 기억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자 숫자가 수십배 가량 적기 때문에 디지탈 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 전력은 단순 계산으로 셀 당 수십배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결국, 소자 작동시 열발생에 따른 문제가 없다. 따라서, NVROM의 고집적화에 따라 생기는 열문제가 본 
발명의 MNOS계 메모리에서는 전혀 생기지 않으므로 테라비트(Tb) 단위 까지 고집적화가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MNOS계 메모리에서는 수 천개 미만의 전자로서 메모리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NVROM에 
비해 쓰고 지우는 시간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어, nsec 범위의 고속 작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배선상에 흐르는 전자 숫
자가 기존의 NVROM에 비해 작기 때문에 Electromigration에 의한 배선 절단이 없다. 특히, 직접 터널링(Direct Tu
nneling)에 의해 전자를 충전시키기 때문에 Hot-Carrier Effect에 의한 소자 열화가 없다.

따라서, 본발명은 초고집적 Flash 메모리,초고집적 EEPROM 및 EPROM, DRAM, 집적 EEPROM 혹은 EPROM, DRA
M, SRAM 등에 적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산화물층;

상기 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NOS 메모리에 있어서,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
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은 단일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은 p형 실리콘 기판이며, 상기 제2도전형은 n +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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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형 실리콘 기판의 불순물 농도 NA 는 1017 ~1013 /cm3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층은 Fowler-Nordheim 터널링 혹은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기록을 위해 10nm 이하 두께를 
유지하며, 기록 속도 증가를 위해 직접 터널링만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 두께 1.5nm 이하의 자연 산화물, 열 산화물 혹
은 유전상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물층은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되거나 혹은 유전상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막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6.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층 및 질화물층을 이루는 질화물/산화물의 조합은 Si3 N4 /SiO2 , SiON/SiO 2 , AlON/SiO 2 , AlN/SiO 2 들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Al, W, Co, Ti, 폴리실리콘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8.

제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 사이트의 밀도는 1010 ~1015 /cm2 의 범위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9.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제1산화물층;

상기 제1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상에 형성된 제2산화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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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산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제1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ONOS 메모리에 있어서,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
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은 단일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은 p형 실리콘 기판이며, 상기 제2도전형은 n +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p형 실리콘 기판의 불순물 농도 NA 는 1017 ~1013 /cm3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산화물층은 Fowler-Nordheim 터널링 혹은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기록을 위해 10nm 이하 두께
를 유지하며, 기록 속도 증가를 위해 직접 터널링만 일어나도록 두께 1.5nm 이하의 자연 산화물, 열 산화물 혹은 유전
상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해 상기 질화물층은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되거나 혹은 유전상수 3.5 이상의 고유전체막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2산화물층은 두께 100nm 이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4.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산화물층, 질화물층 및 제2산화물층을 이루는 산화물/질화물/산화물의 조합은 SiO 2 /Si3 N4 /SiO2 , SiO 2 /SiO
N/SiO2 , SiO 2 /AlON/SiO 2 , SiO 2 /AlN/SiO 2 들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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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는 Al, W, Co, Ti, 폴리실리콘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6.

제9항 또는 10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 사이트의 밀도는 1010 ~1015 /cm2 의 범위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청구항 17.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n + )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산화물층; 상기 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하되,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은 단일전자충전 효과에 의한 문턱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
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된 MNOS 메모리 셀들을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들을 연결하여 워드라인으로 하고,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들을 연결하여 비트라인으로 
하며, 이 비트라인에 센서 증폭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가 5 volt 이하가 되게 하여 전
자가 상기 채널들에서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에 의해 터널링되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
트에 충전 되게하는 기록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에 5 Volts 미만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2 Volts 이하로 인가하여,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되어 있으면 오프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상기 트랩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
되어 있지 않으면 온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기 센서 증폭기로 감지하는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와 드레인을 오픈시키고,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기
판의 전자들이 F-N 터널링에 의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충전되게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기록 상태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20.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 12 -



등록특허 10-0343210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
성된 제1산화물층; 상기 제1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상에 형성된 제2산화물층; 상기 제2산화물
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제1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하
되,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
판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이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
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된 MONOS 메모리 셀들을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들을 연결하여 워드라인으로 하고,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들을 연결하여 비트라인으로 
하며, 이 비트라인에 센서 증폭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가 5 volt 이하가 되게 하여 전
자가 상기 채널들에서 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에 의해 터널링되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
트에 충전 되게하는 기록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에 5 Volts 미만의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2 Volts 이하로 인가하여,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되어 있으면 오프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상기 트랩사이트들에 전자들이 충전
되어 있지 않으면 온 상태가 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기 센서 증폭기로 감지하는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소스와 드레인을 오픈시키고, 상기 워드라인에 15 Volts 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기
판의 전자들이 Fowler-Nordheim 터널링에 의해 수 천개 미만의 전자들이 상기 트랩 사이트들에 충전되게 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하는 단계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기록 상태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ONO
S 메모리의 구동 방법.

청구항 23.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제 1산화물층;

상기 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제 2산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NOS 메모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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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
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이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산화물층 및 상기 제2산화물층을 이루는 산화
물/산화물의 조합은 TiO2 /SiO2 , Ta 2 O5 /SiO2 , Al 2 O3 /SiO2 들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NOS 메모리.

청구항 24.

제1도전형 반도체 기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된 역전층의 채널;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상기 채널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제2도전형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

상기 채널 상에 형성된 제1산화물층;

상기 제1산화물층 상에 형성된 질화물층;

상기 질화물층 상에 형성된 제2산화물층;

상기 제2산화물층 위에 형성된 게이트; 및

상기 제1산화물층과 질화물층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들이 충전되는 트랩 사이트들;을 구비한 MONOS 메모리에 있어서,

LD 를 디바이 스크린 길이, ε을 상기 기판의 유전상수, kB를 볼츠만의 상수, T 를 절대온도, q 를 전하량, N A 를 기판
에서의 불순물 농도라고 각각 정의할 때,

상기 채널의 폭이

수학식 LD = (εkBT/q2 NA )1/2

로 표시되는 디바이 스크린 길이 LD 보다 크지 않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1산화물층, 제2산화물층 및 제3산화물층을 이
루는 산화물/산화물/산화물의 조합은 SiO2 /TiO2 /SiO2 , SiO 2 /Ta2 O5 /SiO2 , SiO 2 /Al2 O3 /SiO2 들 중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MONOS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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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도면 1b

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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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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