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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프로그램 속도가 빠르고 리텐션 특성이 우수하며,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로직 소자와 동일하게 스케일링시킬 수 있는 비휘

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고, 터널 산화막 상에 터널 산화

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저장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큰 블락 산화막을 순차 형성한다. 이후, 상

술한 결과물에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비휘발성 메모리, 터널 산화막, 저장 산화막, 블락 산화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플로팅 게이트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종래 SONOS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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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내지 4d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며,

도 5a 내지 5d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고,

도 6a 내지 6d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며,

도 7a 내지 7d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Energy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하층터널 산화막으

로 사용하고 그 위에 Trap 밀도가 낮으면서 Energy 밴드갭이 작은 물질을 증착하여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하며 그 위에 다

시 Energy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증착하여 블락 산화막으로 사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대표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는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소노스( SONOS : silicon ONO(oxide-nitride-oxide)

silicon, 이하 SONOS라 칭함) 소자가 있다.

도 1은 종래 플로팅 게이트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종래 SONOS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먼저, 플로팅 게이트 소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P형 실리콘 기판(10)에 소스(11) 및 드레인(12)이 형성되어 있고, 기

판(10) 상에는 터널산화막(13), 폴리실리콘 플로팅 게이트(14), 커플링 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ONO층(15), 및 컨트롤 게이

트(16)가 소정폭으로 순차 적층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플로팅 게이트 소자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주로 핫 캐리어 주입(hot carrier injection) 방식으로 플로팅 게이

트(14), 터널산화막(13), ONO층(15) 사이에 형성된 전위우물에 전자를 가두어 문턱전압을 증가시키고, 소거 동작 시 다이

렉트 터널링(direct tunneling) 혹은 에프엔 터널링(F-N tunneling) 방식을 사용하여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를 P형 실리콘

기판으로 빼내어 문턱전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플로팅 게이트 소자의 경우 프로그램 속도가 매우 빠르고 리텐션(retention) 특성이 우수하며 넓은 문턱전압 창(Vt

window)을 얻을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상업적인 비휘발성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로팅 게이트 소자는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한 단점이 있으며, 특히 주변 메모리 셀과의 커플링에 의한 전

하 손실이 심해 스케일링(scaling)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또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종래 SONOS 소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형 실리콘 기판(20)에 소스(21) 및

드레인(22)이 형성되어 있고, 기판(20) 상에는 터널 산화막, 트랩 질화막, 블락 산화막이 순차 형성된 ONO층(23)이 있고,

그 위에 게이트(24)가 증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SONOS 소자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주로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전자를 ONO(23)층 중

의 트랩 질화막 내에 존재하는 트랩 사이트에 트랩시켜 문턱전압을 증가시킨다. 소거 동작 시에도 프로그래밍과 마찬가지

로F-N 터널링, 다이렉트 터널링, 트랩 어시스티드(assisted) 터널링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를 터널링시켜 P형 실리콘

기판으로 빼냄으로써 문턱전압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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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ONOS 소자의 경우 로직 소자와 동일하게 스케일링시킬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국부적인 결함이나 우

주선(cosmic rays) 등에 대한 면역력이 크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비교하여

리텐션 특성이 나쁘고 프로그램 속도가 느리며 상대적으로 좁은 문턱전압 창을 가지는 등 해결해야 할 단점들이 많다.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 소자의 장점과 SONOS 소자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절실히 요

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종래 플로팅 게이트 소자의 장점과 SONOS 소자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로그램 속도가 빠르고 리텐션 특성이 우수하며,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로직 소자와 동일하게 스

케일링시킬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터널 산화막; 터널 산화막 상에 형성되

고 터널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저장 산화막; 저장 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저장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큰

블락 산화막; 및 블락 산화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이 때, 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와 블락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가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아서,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과 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으로 둘러싸인 전위우물이 형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시에는 핫 캐리어 주입(hot carrier injection) 방식에 의해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전자가 반도체 기판과 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을 초과하여 전위우물에 저장되고,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direct tunneling) 또는 에프엔

터널링(F-N tunneling) 방식에 의해 전위우물로부터 전자가 터널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반도체 기판으로 이동한다.

터널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2 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O3, Pm2 O3, Sm2O3,

Eu2O3, Gd2O 3, Tb2O3, Dy2O3, Ho2O3 ,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락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널 산화막은 30-150Å의 두께를 가지고, 저장 산화막은 40-500Å의 두께를 가지며, 블락 산화막은 40-200Å의 두께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터널 산화막은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1터널 산화막과 제1터널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2터널 산화막의 2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1터널 산화막은 저장 산화막 보다는 크고 제2터널 산화막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터널 산화막의 두께가 제2터널 산화막보다 더 두꺼운 것이 바람직하다.

제1터널 산화막은 30-15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고, 제2터널 산화막은 5-4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제1터널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2 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O3, Pm2 O3,

Sm2O3, Eu2O3, Gd2O 3, Tb2O3, Dy2O3, Ho2O3 ,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2터널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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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이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보다 더 큰 것이 바

람직하다.

이와 같이 터널 산화막이 제1 및 제2터널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프로그래밍 시 핫 캐리어 주입(hot carrier

injection) 방식에 의해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전자가 반도체 기판과 제1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을 초과한 후, 제1터

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을 초과 하거나 또는 제2터널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전위우물에 저장된다.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터널링 방식에 의해 전위우물로부터 전자가 제2터널 산화막 및 제1터널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반도체 기판으로 이동한다.

또한, 블락 산화막은 저장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1블락 산화막과 제1블락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2블락 산화막의 2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때 제2블락 산화막은 저장 산화막 보다는 크고 제1블락 산화막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가 제1블락 산화막보다 더 두꺼운 것이 바람직하다.

제1블락 산화막은 10-5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고, 제2블락 산화막은 40-200Å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제1블락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블락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2 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O3, Pm2 O3,

Sm2O3, Eu2O3, Gd2O 3, Tb2O3, Dy2O3, Ho2O3 ,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이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보다 더 큰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터널 산화막

상에 터널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저장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저장 산화막 상에 저장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

드갭이 큰 블락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블락 산화막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게이트, 블락 산화막, 저장 산화막, 및

터널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목적하는 폭으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터널 산화막, 저장 산화막, 및 블락 산화막은 확산, 화학기상증착, 금속증착 후 산화처리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

상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로서, 반도체 기판(100)에 소스(110) 및 드레인

(120)이 형성되어 있고, 반도체 기판(100)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200) 및 게이트(300)가 소정폭으로 순차 형성되어 있다.

이 때 게이트 절연막(200)은 크게 터널 산화막(220), 저장 산화막(240), 및 블락 산화막(260)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

고, 이 때 터널 산화막(220)은 제1터널 산화막(221) 및 제2터널 산화막(222)의 2층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고, 블락 산화막

(260) 역시 제1블락 산화막(261) 및 제2블락 산화막(262)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게이트 절연막(200)은 최소 3층 구조로 형성될 수도 있고, 터널 산화막(220) 과 블락 산화막(260) 중의 어느 하나

만 2층으로 형성되어 전체로는 총 4층 구조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또한 터널 산화막(220) 및 블락 산화막(260) 모두가 각

각 2층으로 형성되어 전체로는 총 5층 구조로 형성될 수도 있다.

터널 산화막(220) 상에 형성된 저장 산화막(240)은 터널 산화막(220)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고, 저장 산화막(240) 상에

형성된 블락 산화막(260)은 저장 산화막(240)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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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터널 산화막, 저장 산화막, 및 블락 산화막 사이의 에너지 밴드갭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 산화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터널 산화막(220)으로는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터널 산화막(220) 위에는 유전율이

크고 트랩 밀도가 작으면서 에너지 밴드 갭이 작은 산화막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장 산화막(240)으

로는 HfO2, ZrO2, BaZrO2, BaTiO3, Ta2O5 , CaO, SrO, BaO, La2O3, Ce2O3, Pr2O 3, Nd2O3, Pm2O3, Sm2O3, Eu2O3,

Gd2 O3, Tb2O3, Dy2O3, Ho2O 3, Er2O3, Tm2O3, Yb2O3 , Lu2O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저장 산화막(240) 위에는 블락 산화막(260) 형성을 위해, 다시 터널 산화막(220)처럼 에너지 밴드 갭이 큰SiO2, Al2O3,

Y2O 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터널 산화막(220)을 제1터널 산화막(221) 및 제2터널 산화막(222)의 2층 구조로 형성한다면, 제1터널 산화막(221)

은 저장 산화막(240)보다는 크고 제2터널 산화막(222)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1터널 산화막(221)으로는 HfO2, ZrO2, BaZrO2 , BaTiO3, Ta2O5, CaO, SrO, BaO, La2O3,

Ce 2O3, Pr2O3, Nd2O3, Pm2 O3, Sm2O3, Eu2O3, Gd2O 3, Tb2O3, Dy2O3, Ho2O3, Er2 O3, Tm2O3, Yb2O3, Lu2O 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터널 산화막(222)으로는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블락 산화막(260)을 제1블락 산화막(261) 및 제2블락 산화막(262)의 2층 구조로 형성한다면, 제2블락 산화막(262)

은 저장 산화막(240) 보다는 크고 제1블락 산화막(261)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1블락 산화막(261)으로는 SiO2, Al2O3, Y 2O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제2블락 산

화막(262)으로는 HfO2, ZrO2, BaZrO 2, BaTiO3, Ta2O5, CaO, SrO, BaO, La2O3, Ce 2O3, Pr2O3, Nd2O3, Pm2 O3,

Sm2O3, Eu2O3, Gd2O 3, Tb2O3, Dy2O3, Ho2O3, Er2 O3, Tm2O3, Yb2O3, Lu2O 3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도 4a 내지 4d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로서 반도체 기판으로서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고, 터널 산화막으로 SiO2를 사

용하고 저장 산화막으로 Ta2O5 를, 블락 산화막으로 Al2O3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

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형상태에서는 터널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2eV가 되고, 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된 Al2O3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막

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2.5eV가 되며, 이러한 에너지 밴드 차이에 의해 전위우물이 만들

어지게 된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Ta2O5의 유전율은 23으로 SiO2의 유전율에 비해 5.9배 정도 크며

Al2O3도 유전율이 8.9로 SiO 2에 비해 2.3배 정도 크기 때문에 게이트에 걸어준 대부분의 전압은 SiO2에 다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해 Ta2O5의 유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Ta2O5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다.

핫 캐리어 주입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게이트와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가하면 P형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전자들이 드

레인 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터널 산화막(SiO2)의 전위장벽(3.5eV)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전위장벽을 뛰어넘어 블락 산화

막과 저장 산화막 그리고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에 형성된 전위 우물에 갇히게 되어 문턱전압을 증가시키게 된

다.

여기서 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들 중에서 일부는 저장 산화막내에 존재하는 트랩사이트에 트랩될 수 있으나 트랩밀도가 매

우 낮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트랩사이트에 트랩되며 나머지는 전위우물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된다. 따라서 문턱전압의 증

가는 대부분이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한 것이고 트랩사이트에 트랩된 전자에 의해서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문턱전

압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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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c를 참조하여 리텐션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핫 캐리어 주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터널 산화막(SiO2)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프로그래밍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마찬가지

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두껍게 증착할 수 있다.

저장산화막의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해 형성된 내부 전계(Internal Electric Field)에 의해 터널 산화막이나 블락 산

화막을 터널링하여 P형 기판이나 게이트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링은 터널링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반비례하

므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와 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터널 산화막(SiO2)과 저장 산화막(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3.2eV이고 블락 산화막(Al2O3)과 저장 산화막

(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2.5eV이므로 저장된 전자가 열이나 기타 주위 환경에 의해 에너지를 받더라도 이러한 높은

전위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며, 따라서 리텐션 특성이 개선되게 된다.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전위 우물에 저장된 전자를 터널 산화

막을 통해 터널링시켜 P형 기판으로 뽑아내게 된다. 이때 게이트 전극(여기서 N+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한다고 가

정)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소거시 걸어주는 마이너스 바이어스에 의해 블락 산화막(Al2O3)를 터널링하여 저

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터널 산화막보다 훨씬 두껍게 하

여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a 내지 5d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로서 반도체 기판으로서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고, 제1터널 산화막

으로 Y2O3를 사용하고 제2터널 산화막으로 SiO2를 사용하고 저장 산화막으로 Ta2O5를, 블락 산화막으로 Al 2O3를 사용

한 경우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형상태에서는 제2터널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

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2eV가 되고, 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된 Al2O3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

막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2.5eV가 되며, 이러한 에너지 밴드 차이에 의해 전위우물이 만

들어지게 된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Ta2O5의 유전율은 23으로 SiO2의 유전율에 비해 5.9배 정도 크며

Al2O3도 유전율이 8.9로 SiO 2에 비해 2.3배 정도 크며 제1터널 산화막으로 사용하는 Y2O3도 유전율이 17로서 SiO2 의

유전율에 비해 4.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전기적인 산화막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다.

핫 캐리어 주입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게이트와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가하면 P형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전자들이 드

레인 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제1터널 산화막(Y2O3)의 전위장벽(2.3eV)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전위장벽을 뛰어넘어 제1터

널 산화막(Y2O3)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며 이렇게 제1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된 전자들 중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이 이루는 전위장벽(1.2eV)을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여분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 제2터널 산화막

을 뛰어넘어 저장 산화막의 전위 우물로 주입되고 그렇지 않은 전자들은 얇게 증착된 제2터널 산화막을 다이렉스 터널링

하여 저장 산화막의 전위 우물로 주입된다. 따라서 제1터널 산화막의 전위 장벽이 기존 터널 산화막으로 SiO2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1.2eV 정도 낮기 때문에 핫 캐리어 주입 효율을 향상시켜 프로그램 속도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들 중에서 일부는 저장 산화막내에 존재하는 트랩사이트에 트랩될 수 있으나 트랩밀도가 매

우 낮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트랩사이트에 트랩되며 나머지는 전위우물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된다. 따라서 문턱전압의 증

가는 대부분이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한 것이고 트랩사이트에 트랩된 전자에 의해서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문턱전

압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 5c를 참조하여 리텐션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핫 캐리어 주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제1터널 산화막(Y2O3)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프로그래밍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마찬

가지로 제1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두껍게 증착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79844

- 6 -



저장산화막의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해 형성된 내부 전계(Internal Electric Field)에 의해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

널 산화막이나 블락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P형 기판이나 게이트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링은 터널링 길이에 지

수함수적으로 반비례하므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와 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2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의 높이는 제2 터널 산화막과 제1 터널 산화막

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2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이 제1 터널 산화막과 제2 터널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높아야만 전체 터널링 길이가 제1터널 산화막 두

께와 제2 터널 산화막 두께가 더해진 길이가 되어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터널 산화막(SiO2)과 저장 산화막(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3.2eV이고 블락 산화막(Al2O3)과 저장 산화막

(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2.5eV이므로 저장된 전자가 열이나 기타 주위 환경에 의해 에너지를 받더라도 이러한 높은

전위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며, 따라서 리텐션 특성이 개선되게 된다.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전위 우물에 저장된 전자를 터널 산화

막을 통해 터널링시켜 P형 기판으로 뽑아내게 된다. 이때 게이트 전극(여기서 N+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한다고 가

정)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소거시 걸어주는 마이너스 바이어스에 의해 블락 산화막(Al2O3)를 터널링하여 저

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

막보다 훨씬 두껍게 하여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음, 도 6a 내지 6d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로서 반도체 기판으로서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고, 터널 산화막으로

SiO2를 사용하고 저장 산화막으로 Ta2O 5를, 제1블락 산화막으로 SiO2를 사용하고 제2블락 산화막으로 HfO2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형상태에서는 터널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2eV가 되고, 제1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

막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 역시 3.2eV가 되며, 이러한 에너지 밴드 차이에 의해 전위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Ta2O5의 유전율은 23으로 SiO2의 유전율에 비해 5.9배 정도 크며 제2

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되는 HfO2도 유전율이 25로 SiO2에 비해 6.4배 정도 크며, 제1블락 산화막의 경우 얇게 증착되기 때

문에 게이트에 걸어준 대부분의 전압은 SiO2에 다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해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하는 Ta2O5와 제1블락 산

화막으로 사용하는 HfO2의 유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Ta2O5와 HfO2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강하는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고, 또한 제2 블락산화막으로 사용하는 SiO2는 상대적으로 터널 산화막 보다 얇아서 대부분의 게이트 전압은 터널 산화

막인 SiO2에 걸리게 된다.

핫 캐리어 주입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게이트와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가하면 P형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전자들이 드

레인 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터널 산화막(SiO2)의 전위장벽(3.5eV)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전위장벽을 뛰어넘어 제1블락 산

화막과 저장 산화막 그리고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에 형성된 전위 우물에 갇히게 되어 문턱전압을 증가시키게 된

다.

여기서 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들 중에서 일부는 저장 산화막내에 존재하는 트랩사이트에 트랩될 수 있으나 트랩밀도가 매

우 낮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트랩사이트에 트랩되며 나머지는 전위우물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된다. 따라서 문턱전압의 증

가는 대부분이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한 것이고 트랩사이트에 트랩된 전자에 의해서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문턱전

압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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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c를 참조하여 리텐션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핫 캐리어 주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터널 산화막(SiO2)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프로그래밍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마찬가지

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두껍게 증착할 수 있다.

저장산화막의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해 형성된 내부 전계(Internal Electric Field)에 의해 터널 산화막이나 제1블

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P형 기판이나 게이트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링은 터널링 길이에 지

수함수적으로 반비례하므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와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의 높이는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

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이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이 형성시키는전위 장벽보다 높아야만 전체 터널링 길이가 제1블락 산화막 두께

와 제2 블락 산화막두께가 더해진 길이가 되어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보면 저장 산화막(Ta2O3)과 제1블락 산화막(SiO2 ) 사이의 전위 장벽은 3.2eV이고 제1블락 산화

막(SiO2)과 제2블락 산화막(HfO2) 사이의 전위 장벽은 2.0eV로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이 1.2eV

정도 높기 때문에 저장된 전자가 블락 산화막을 통해 터널링하여 게이트로 빠져나갈 때 터널링하는 전체 길이는 제1블락

산화막 두께와 제2 블락 산화막 두께를 합한 길이가 되며, 따라서 리텐션 특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된다.

또한 터널 산화막(SiO2)과 저장 산화막(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3.2eV이고 제1블락 산화막(SiO2)과 저장 산화막

(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3.2eV이므로 저장된 전자가 열이나 기타 주위 환경에 의해 에너지를 받더라도 이러한 높은

전위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며, 따라서 리텐션 특성이 개선되게 된다.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전위 우물에 저장된 전자를 터널 산화

막을 통해 터널링시켜 P형 기판으로 뽑아내게 된다. 이때에도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 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

화막의 유전율이 터널 산화막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제2 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에 의한 전압강하는 무시할 수 있으

며 제 1블락 산화막은 터널 산화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대분분의 게이트 전압은 터널 산화막에 인가되게 된다.

이때 게이트 전극(여기서 N+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소거시 걸어

주는 마이너스 바이어스에 의해 제2블락 산화막(HfO2)를 터널링하여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터널 산화막보다 훨씬 두껍게 하여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2 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터널 산화막내에 걸리는 전계

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거 특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다음, 도 7a 내지 7d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로서 반도체 기판으로서 p형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고, 제1터널 산화막으로

Y2O3를 사용하고 제2터널 산화막으로 SiO2를 사용하며 저장 산화막으로 Ta2O5를, 제1블락 산화막으로 SiO 2를 사용하고

제2블락 산화막으로 HfO2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각각, 평형상태, 프로그램 동작 시, 리텐션 모드, 소거 동작 시 에너지 밴

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형상태에서는 제2터널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화막으로 사용

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3.2eV가 되고, 제1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된 SiO2의 컨덕션 밴드와 저장 산

화막으로 사용된 Ta2O5의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 역시 3.2eV가 되며, 이러한 에너지 밴드 차이에 의해 전위우물

이 만들어지게 된다.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Ta2O5의 유전율은 23으로 SiO2의 유전율에 비해 5.9배 정도 크고, 제1

터널 산화막으로 사용하는 Y2O3 도 유전율이 17로서 SiO2의 유전율에 비해 4.4배 정도 크며, 제2블락 산화막으로 사용되

는 HfO2도 유전율이 25로 SiO2에 비해 6.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전기적인 산화막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게이트 전압

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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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캐리어 주입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게이트와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가하면 P형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전자들이 드

레인 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제1터널 산화막(Y2O3)의 전위장벽(2.3eV)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전위장벽을 뛰어넘어 제1터

널 산화막(Y2O3)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며 이렇게 제1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된 전자들 중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이 이루는 전위장벽(1.2eV)을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여분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 제2터널 산화막

을 뛰어넘어 저장 산화막의 전위 우물로 주입되고 그렇지 않은 전자들은 얇게 증착된 제2터널 산화막을 다이렉스 터널링

하여 저장 산화막의 전위 우물로 주입된다. 따라서 제1터널 산화막의 전위 장벽이 기존 터널 산화막으로 SiO2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1.2eV 정도 낮기 때문에 핫 캐리어 주입 효율을 향상시켜 프로그램 속도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들 중에서 일부는 저장 산화막내에 존재하는 트랩사이트에 트랩될 수 있으나 트랩밀도가 매

우 낮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트랩사이트에 트랩되며 나머지는 전위우물에 그대로 갇혀 있게 된다. 따라서 문턱전압의 증

가는 대부분이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한 것이고 트랩사이트에 트랩된 전자에 의해서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문턱전

압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 7c를 참조하여 리텐션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프로그래밍 동작 시 핫 캐리어 주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제1터널 산화막(Y2O3)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프로그래밍 특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플로팅 게이트 소자와 마찬

가지로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두껍게 증착할 수 있다.

저장산화막의 전위우물에 갇힌 전자들에 의해 형성된 내부 전계(Internal Electric Field)에 의해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

널 산화막이나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P형 기판이나 게이트로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

링은 터널링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반비례하므로 제1터널 산화막의 두께와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리

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의 높이는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

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이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이 형성시키는전위 장벽보다 높아야만 전체 터널링 길이가 제1블락 산화막 두께

와 제2 블락 산화막두께가 더해진 길이가 되어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2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의 높이는 제2 터널 산화막과 제1 터널 산화막이 형성

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2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이

제1 터널 산화막과 제2 터널 산화막이 형성시키는 전위 장벽보다 높아야만 전체 터널링 길이가 제1터널 산화막 두께와 제

2 터널 산화막 두께가 더해진 길이가 되어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터널 산화막(SiO2)과 저장 산화막(Ta2O5) 사이의 전위 장벽이 3.2eV이고 제1 블락 산화막(SiO2)와 저장 산화막

(Ta2O5) 사이의 전위 장벽도 3.2eV이므로 저장된 전자가 열이나 기타 주위 환경에 의해 에너지를 받더라도 이러한 높은

전위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므로 리텐션 특성이 개선되게 된다.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F-N 터널링 방식으로 전위 우물에 저장된 전자를 터널 산화

막을 통해 터널링시켜 P형 기판으로 뽑아내게 된다.

이때 게이트 전극(여기서 N+ 다결정 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한다고 가정)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소거시 걸어

주는 마이너스 바이어스에 의해 제2블락 산화막(HfO2)과 제1블락 산화막(SiO2)을 터널링하여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

로 주입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를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보다 훨씬 두껍게 하

여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로 주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와 같이 터널 산화막으로 SiO2, Al2O3, Y2O 3와 같이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사용하고 저장 산화막으로 HfO2,

ZrO2, BaZrO2, BaTiO3 , Ta2O5, ZrSiO4, La 산화물(Lanthanide Oxides)를 사용하며 블락 산화막으로 SiO2, Al2O3, Y

2O3와 같이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사용하면 저장 산화막내에 종래의 플로팅 게이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전위 장벽을 만

들 수 있어 핫 캐리어 주입 방식으로 프로그램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고 넓은 문턱전압 창(Vt Window)를 얻을 수 있어 다

단계 비트(Multi-Level Bit)을 구현하기가 용이하며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켜 동시에 리텐션 특성도 획기적으로 개

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ONOS 소자 제조 공정처럼 터널 산화막, 저장 산화막, 블락 산화막, 다결정실리콘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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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한 다음 한번의 패턴닝/에칭공정으로 통해 본 발명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매우

간단하여 기존 로직 소자 제조공정에 임베드(Embeded)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주변 소자와 커플링에 의한 전하 손실이 없

기 때문에 로직 소자와 동일하게 스케일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핫 캐리어 주입 방식으로 저장 산화막 내에 존재하는 전위우물에 전자를 가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프로그램 속도가 터널 산화막의 두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터널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프로그램 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터널 산화막 두께를 증가시켜

리텐션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장 산화막 내에 형성되는 전위우물의 전위 장벽 높이가 플로팅 게이트 소자에서 형성되는 전위우물의 전위 장벽

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열이나 기타 에너지 요인)에 의해 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가 에

너지를 얻어 전위 장벽을 뛰어넘어 P-형 기판이나 게이트 전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리텐션 특성을 플로팅

게이트 소자 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SONOS 소자 제조 공정과 동일하게 터널 산화막, 저장 산화막, 블락 산화막, 다결정 실리콘을 차례로 증착한 다음 한

번의 패턴닝/에칭공정으로 본 발명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매우 간단하며 기존 로직

소자 제조공정에 임베드시키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주변 소자와 커플링에 의한 전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로직 소자와 동일하게 스케일링시킬 수 있다.

또한, 터널 산화막을 2층 구조로 형성할 경우, 제1터널 산화막으로 에너지 밴드 갭이 SiO2보다 작은 산화막을 사용함으로

써 핫 캐리어 주입 효율을 증가시켜 프로그램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제2 터널 산화막으로 에너지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사용함으로써 저장 산화막에 전위 우물을 깊게 형성시켜 리텐션 특성이 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블락 산화막을 2층 구조로 형성할 경우, 제 1 블락 산화막으로 에너지 밴드갭이 큰 산화막을 얇게 증착하여 저장

산화막과 사이에 높은 전위 장벽을 형성시키고 제 2 블락 산화막으로 유전율이 큰 산화막을 두껍게 증착시킴으로써 프로

그래밍이나 소거 시 터널 산화막에 인가되는 전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저장 산화막의 전위우물에 저장된 전자

가 게이트로 터널링하거나 게이트에 존재하는 전자가 저장 산화막의 전위우물로 터널링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

어 리텐션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블락 산화막 및 터널 산화막 모두를 2층 구조로 형성할 경우, 제2블락 산화막과 제1터널 산화막의 유전율이 매우 크

기 때문에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전기적인 산화막 두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터널 산화막;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터널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저장 산화막;

상기 저장 산화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저장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큰 블락 산화막; 및

상기 블락 산화막 상에 형성된 게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와 상기 블락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가 상기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아서, 상기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과 상기 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으로 둘러싸인 전위우물

이 형성되어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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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시에는 핫 캐리어 주입(hot carrier injection) 방식에 의해 상기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전자가 상기 반도체 기

판과 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을 초과하여 상기 전위우물에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소거 시에는 다이렉트 터널링(direct tunneling) 또는 에프엔 터널링(F-N tunneling) 방식에 의해 상기 전위우물로부터 전

자가 상기 터널 산화막을 터널링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으로 이동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 2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 O3, Pm2O3,

Sm2O3, Eu2O 3, Gd2O3, Tb2O3, Dy2O3 , Ho2O3,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락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산화막은 30-15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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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산화막은 40-50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락 산화막은 40-20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산화막은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제1터널 산화막과 상기 제1터널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2터널 산화막의 2층

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제1터널 산화막은 상기 저장 산화막 보다는 크고 상기 제2터널 산화막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터널 산화막의 두께가 상기 제2터널 산화막보다 더 두꺼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터널 산화막은 30-15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터널 산화막은 5-4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터널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 2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 O3,

Pm2O3, Sm2O3, Eu2O 3, Gd2O3, Tb2O3, Dy2O3 , Ho2O3,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

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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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터널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이 상기 제1터널 산화막과 제2터널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보다 더

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와 상기 블락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가 상기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아서, 상

기 제1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과 상기 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으로 둘러싸인 전

위우물이 형성되어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19.

제 1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락 산화막은 상기 저장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1블락 산화막과 상기 제1블락 산화막 상에 형성된 제2블락 산화막의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제2블락 산화막은 상기 저장 산화막 보다는 크고 상기 제1블락 산화막 보다는 작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블락 산화막의 두께가 상기 제1블락 산화막보다 더 두꺼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블락 산화막은 10-5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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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블락 산화막은 40-200Å의 두께를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블락 산화막은 SiO2, Al2O3, Y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블락 산화막은 HfO2, ZrO2, BaZrO2, BaTiO3, Ta 2O5, CaO, SrO, BaO, La2O3, Ce2O3, Pr2O3, Nd2 O3,

Pm2O3, Sm2O3, Eu2O 3, Gd2O3, Tb2O3, Dy2O3 , Ho2O3, Er2O3, Tm2O3, Yb2O3, Lu2O3 중의 어느 하나인 비휘발성 메

모리 소자.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이 상기 제1블락 산화막과 제2블락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보다 더

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와 상기 제1블락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가 상기 저장 산화막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아서, 상

기 터널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과 상기 제1블락 산화막과 저장 산화막 사이의 전위장벽으로 둘러싸인 전

위우물이 형성되어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7.

반도체 기판 상에 확산, 화학기상증착, 금속증착 후 산화처리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터널 산화

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터널 산화막 상에 상기 터널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저장 산화막을 확산, 화학기상증착, 금속증착 후 산화

처리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저장 산화막 상에 상기 저장 산화막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큰 블락 산화막을 확산, 화학기상증착, 금속증착 후 산화처

리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합적인 방법으로 형성하는 단계;

상기 블락 산화막 상에 게이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블락 산화막, 저장 산화막, 및 터널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목적하는 폭으로 만드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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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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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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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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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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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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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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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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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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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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