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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과 메모리 및 메모리 소자 형성 방법

요약

복수의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는 메모리 및 메모리 소자가 기술되며, 여기서 각 메모리 소자는 이격된 소
스와 드레인 영역, 채널, 배리어 절연층, 나노크리스탈이나 복수의 나노크리스탈, 제어 배리어 층 및, 게
이트 전극을 갖는다. 양자 도트일 수도 있는 나노크리스탈은 상온에서 한 개의 전자나 홀, 또는 정수개의 
전자나 홀을 저장하여, 저장된 전자나 홀에 있어서의 각각의 변화에 대해 열 전압(thermal voltage)을 초
과하는 문턱 전압 변화(threshold voltage shift)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저장된 전자나 홀
을 채널에 정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반면, 저장된 전하량(charge)을 감지하고 경로내 쿨롬-장벽에 의해 제
어되는 전도(in-path Coulomb-blockade controlled conduction)를 회피하는데 있어, 쿨롬 장벽을 활용한
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제2도의 1-1선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평면도.

제3도는 나노크리스탈에 전자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제1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대해 수직 거리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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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도 밴드(conduction band)의 하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도시한 그래프.

제4도는 나노크리스탈 내에 한 개의 전자가 저장된 경우, 제1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대해 수직 거리의 
함수로서 전도 밴드의 하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도시한 그래프.

제5도는 제1도 및 제6도 내지 제9도에서 도시된 복수의 각 실시예를 활용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 2
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대한 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대한 단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대한 평면도.

제9도는 제8도의 9-9선 단면도.

제10도는 제8도 및 제9도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의 드레인 전류 대 게이트-소스간 전압에 대한 그래프.

제11도는 제8도 및 제9도에서 도시된 실시예 5에서의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대 게이트 전압에 대
한 그래프.

제12도는 제1도 및 제6도 내지 제9도에서 도시된 복수의 각 실시예를 활용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 6
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 셀 또는 저장 소자      14 : 드레인

16 : 제어 게이트                   18 : 소스

20 : 기판                          21 : 기판의 상위 표면

22 : 반도체 층                     23 : 소형 섬(island)

24 : 섬의 상위 표면                26 : 채널

28 : 게이트 스택                   30 : 배리어 층 또는 주입 층

31 : 배리어 층의 상위 표면         34 : 나노크리스탈

38 : 제어 절연체 층                39 : 제어 절연체 층의 상위 표면

40,41 : 스페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및 소자,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드레인, 소스, 채널 및 영, 일 또는 그 이상의 
전자를 저장하여 이 소자가 대응하는 불연속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을 갖는 영역을 구비한 반도체 
소자 나노-구조(nano-structure)에 관한 것이다.

소자의 크기가 100nm 범위 내의 크기로 접근함에 따라, 기능성(functionality)을 획득하는데 있어 오늘날 
제조된 ULST 및 VLSI 집적 회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복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논리 회로에 있어서는, 부
문턱  효과(sub-threshold  effects),  출력  컨덕턴스(output  conductance)  및,  소자의  파워  이득(power 
gain)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메모리, 즉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
M)같은  휘발성  메모리  및,  전기적으로  삭제  및  프로그램  가능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ble random access memory; E
2
PROM)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는, 저장된 전하의 누

설 또는 명확히 정의된 문턱값의 상실로 이어지는 부문턱 전도(sub-threshold conduction) 등의 문제점이 
있다. 단위 면적당 기능성과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격화된 디자인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종래의 
방향에 대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쿨롬 장벽(coulomb blockade)은 에이치. 마츠오크(H. Matsuoak) 등에 의해 “Coulomb blockade in 
the  inversion  layer  of  a  Si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with  a  dual  gate 
structure”, Appl. Phys. Lett. 64, 586(199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되는 주제이다.

쿨롬  자벽은  또한  이.  에이치.  니콜리안(E.H.  Nicollian)과  알.  추(R.  Tsu)에  의해  “Electrical 
properties of a silicon quantum dot diode”, J. Appl. Phys., 74, 4020(1993)에서 기술되었다.

케이.  야노(K.  Yano)  등에 의한 “A  room-temperature  single-electron  memory  device  using  a fine-
grain polycrystalline silicon”, Dig. of Int. Electron Dev. Mtg., Dec. 1993, Washington D.C., p. 
541과 케이. 바크(K. Bock) 등에 의한 “Proposal for the concept of ultradense integrated memories 
based on coulomb blockade at room temperature”, Electron. Lett., 29, 2228, (1993)에서와 같이 쿨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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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활용하여 메모리 구조를 제조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상기 예 및 시도들 모두는 쿨롬 장벽의 인-패스 전도에 대한 컨덕턴스 효과(conductance effect 
on in-path conduction of Coulomb blockade)를 활용한다.

케이.  케이.  리카레브(K.  K.  Likharev)등에  의한  “single  electronics”,  Scientific  American  June 
1992,  pp.  80-85에서,  터널  정션(tunnel  juntion)을  통과하는  단일-전자  터널링(single-electron 

tunneling; SET) 발진이 기술된다. 85페이지, 1열에서, “단일 전자에 근거한 회로에서는, 개개의 전자의 
있고 없음에 따라 소량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용한다.

엘. 알. 도슨(L.R. Dawson)등에게 1991년 10월 8일에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55,890호에서, 전하 캐
리어(charge carrier)를 저장하는 저장 채널을 갖는 비휘발성 3차원 메모리가 기술된다. 전하 캐리어는 
소스로부터 저장 채널을 통해 드레인까지 측면으로 흐른다. 이 전하는 예를 들면 AlAs 또는 AlSb로 이루
어진 인접 층의 상이한 에너지 밴드 갭에 의해 형성된 양자 벽에 의하여 GaAs 또는 InAs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로 제한된다.

와이. 히라이(Y. Hirai)등에게 1991년 9월 13일 특허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47,140호에서, 대안적으로 
배치된 양자 도트 구조물 및 양자 와이어 구조물과 각각의 양자 와이어 및 도트의 내부 전위(potential) 
제어용인 복수의 전극을 사용하고 서로 인접한 양자 와이어중 하나 및 양자 도트중 하나가 그 사이에서 
처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전위 배리어를 통해 접속된 전자 전달 소자가 기술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타를 표시하는 k(여기서 k는 0 이상인 정수) 개의 전자 또는 홀 저장용 저장 소자
를 제조하는 소자 및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 저장 소자는 반도체 채널, 반도체 채널상에 형성된 1절
연체  층,  전기적으로  플로팅(floating)  상태이고  쿨롬  장벽에  의해  반도체  채널에  용량적으로 결합
(capacitively connected)된 것으로서 제1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나노크리스탈(nanocrystal)(양자 도트), 
나노크리스탈상의 제2절연체 층 및, 제2절연체 층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개개의 절연체 층에 의해 서로 종적으로 이격되거나 제1절연체 층상에 인접하여 서로 이
격된 복수의 나노크리스탈을 구비한 메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절연체 재료로 수평 및 수직으로 서로 이격되어 제1절연체 층 위의 3차원 나노크리스탈 
어레이를 형성하는 복수의 나노크리스탈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호 접속되어 메모리를 형성하는 저장 소자 어레이를 제공한다. 이 메모리는 열(column) 
및 행(row)으로 접속된 메모리 소자 어레이일 수 있다. 하나의 열에 속하는 드레인은 공통되는 열 리드
(column lead) 또는 라인에 접속될 수 있다. 하나의 행에 속하는 게이트는 공통되는 행 리드(row lead) 
또는 라인에 접속될 수 있다. 해당 열 내의 소스에 접속된 제2열 리드 또는 라인에는 전류를 검출하기 위
한 회로가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소자의 나노크리스탈 내에 저장된 각 전자에 대해 불연속적으로 문턱 전압이 변화하는 메
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 값이 소자의 나노크리스탈 내에 저장된 전자의 수에 대응하는 복수의 비트 워드를 저
장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섭씨 23도 또는 상온에서 동작하는 메모리 셀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채널의 마주 보는 쪽에 소정의 드레인 및 소스 영역을 제공하여 채널을 통해 전류를 전달
하고 드레인 및 소스 영역에 전위(potential)를 인가한다.

본  발명은  또한  채널  제어용  필드  효과  트랜지스터의  채널에  용량적으로  결합되어  (나노  크리스탈 
내에서)쿨롬 장벽 효과를 갖는 저장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저장된 전자당 상온(23℃) 열 전압(thermal voltage)(kT/q, 0.0259 Volt)보다 큰 불연속적인 
문턱 전압을 갖는 저장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절연 기판을 선택하는 단계와, 이 기판 상에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주입 절연체
(injection insulator)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갖는 제1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절
연체 층 위에 나노크리스탈을 형성하는 단계와, 나노크리스탈 상에 제어 절연체로서 기능하는 제2절연체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절연체 층 위에 게이트 전극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층, 
나노크리스탈,  제2층,  게이트 전극 층을 에칭하여 반도체 층의 한 영역(채널)  상에 게이트 스택(gate 
stack)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장 소자의 형성 방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제1도는 나노크리스탈당 k(k는 0 혹은 그 이상의 정수, 가령 10) 개의 전자 또는 
홀 저장용 메모리 셀 또는 저장 소자(10)에 대한 제2도의 1-1선 단면도를 도시한다. 제2도는 드레인(14), 
제어 게이트(16) 및, 소스(18)를 도시하는 메모리에 셀(10)에 대한 평면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기판
(20)은, SOI(silicon on insulator)와 같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licon dioxide) 등의 상위 표면(21)을 
갖는 절연체일 수 있다. 상위 표면(21) 위에 반도체 층(22)이 형성되며, 반도체 층(22)은 상위 표면(24)
을 갖는 소형 섬(23)을 형성하도록 패터닝되고 p 또는 n 타입으로 도핑될 수 있다. 반도체 층(22)은 예를 
들면,  실리콘(silicon),  실리콘  게르마늄(silicon  germanium),  게르마늄(germanium),  실리콘 카바이드
(silicon carbide), 갈륨 아세나이드(garllium arsenide), 인듐 아세나이드(indium arsenide) 또는, 주기
율표에서 반도체 및 반도체 합금을 형성하는 IV 족, III-V 족, II-VI 족 원소일 수 있다. 소형 섬(23)은 
n 또는 p 타입으로 도핑되어 두 개의 이격된 영역인 드레인(14)과 소스(18)를 형성한다. 채널(26)은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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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4)과 소스(18)  사이의 영역이다. 이 소스 및 드레인은 보통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er; FETs)에서와 같이 서로 교환 가능할 수도 있다. 소형 섬(23) 및 이로부터의 채널(26)은 4nm
에서 30nm까지 범위 내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상위 표면(24) 상에는 게이트 스택(28)이 형성되는데, 게이트 스택(28)은 1nm에서 4nm까지 범위 내의 두
께를 가질 수 있는 상위 표면(31)을 구비한 배리어 또는 주입 층(30)을 포함하며, 배리어 또는 주입 층
(30)은 상위 표면(31)을 갖는다. 나노크리스탈(34)은, 예를 들면, 상위 표면(31)상에 형성된 양자 도트일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배리어 층(30)을 통과한 전자 또는 홀에 의해 획득된 k 개의 전자 또는 홀
을 저장하도록 기능한다. 나노크리스탈(34) 위에는, 상위 표면(39)을 갖는 제어 절연체 층(38)이 형성된
다. 배리어 층(30) 및 제어 절연체 층(38)은 2nm에서 3nm까지 범위 내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제어 절연
체 층(38)은 예를 들면, 실리콘 옥사이드(silicon oxide), 실리콘 나이트라이드(silicon nitride), 칼슘 
플루오라이드(calcium fluoride)일 수 있으며, 나노크리스탈(34) 내의 전자 또는 홀에 대한 배리어로서 
기능한다. 나노 크리스탈(34)이 GaAs이면, GaAlAs 또는 GaInAs와 같이 보다 넓은 밴드 갭을 갖는 물질이 
배리어 층(30) 및 제어 절연체 층(38)에 사용될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주기율표상에서 IV 족인 반
도체이거나 III 족 및 V 족 각각의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 화합물 또는 II-VI 족인 원소로 이루어진 반
도체 화합물일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반도체 층(22)에 적합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 즉, 실리콘, 실
리콘 게르마늄,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인듐 아세나이드, 기타 IV 족, III-V 족, II-VI 족 
반도체 및, 이들의 반도체 합금 중 하나일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물리적으로 3차원으로 제한되며, 
예를 들면 높이, 폭, 깊이 등의 각 크기가 40nm 이하라는 점에서 반도체 재료로 된 보통의 일반적인 층과
는 구별된다.

스페이서(40, 41)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또는 실리콘 옥사이드같은 절연 재료로 형성되며, 나노크리스탈
(34) 내의 전자 또는 홀에 배리어를 제공하도록 게이트 스택(28)의 어느 한 쪽 측면이나 바람직하게는 게
이트 스택(28)의 모든 측면 상에 위치할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쿨롬 장벽의 원리를 이용하여 메모리 셀(10)의 채널(26)에 용량적으로 결합된다. 메
모리 셀(10)은 수학식 1에서 나타낸 상온 열 전압 VT보다 훨씬 크게 될 수 있는 불연속 문턱 전압을 나타

낸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서, T는 절대온도, k는 볼츠만 상수이고, q는 전자 또는 홀의 전하량이다. 상온 열 전압보다 
큰 불연속 문턱 전압은 채널(26)의 길이 및 폭의 크기가 30nm 오더(order)인 경우에 가능하며 이 크기가 
감소되면 보다 개선된다.

제어 게이트 구조 또는 게이트 스택(28)내에 매설된 나노크리스탈(34) 내에 전자 또는 홀이 없는 경우에, 
메모리 셀(10)은 인버전 형(inversion-based) 전도 채널을 섬(2)의 채널(26)내에 유도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된 고전적 문턱 전압을 나타낸다. 실리콘 채널에 있어, 이러한 고려는 0.25㎛ 보다 큰 치수에서 잘 
공지되고 있고, 쇼트-채널(short-channel), 터널링 및, 준 탄동 효과(quasi ballistic effect)를 반영하
도록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SOI에 의해서와 같이 3차원 모두에서 채널(26)을 한정하고 제한함으로써, 부
문턱 전류 효과가 감소된다.

제1도 및 제2도에서, 박막의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채널(26)은 게이트 스택(28)내의 나노크리스탈(34)에 
의해  제어된다.  실리콘  옥사이드로  이루어진  절연체(30)의  두께는,  2nm에서  3nm까지  범위로서,  예를 
들면, 2.5nm일 수 있다. 나노크리스탈(34)은 1nm 내지 2nm 두께인 실리콘 양자 도트일 수 있다. 실리콘 
옥사이드로 이루어진 제어 절연체(38)의 두께는 2nm에서 3nm까지 범위 내의 두께로서, 예를 들면 2.5nm일 
수 있다. 제어 게이트(16)는 폴리실리콘일 수 있다.

메모리 셀(10)의 자연 문턱 전압(natural threshold voltage)은 0.2V 오더이다. 한 개의 전자 또는 홀이, 
소스(18)와 드레인(14)에 관하여 게이트에 각각 정(positive) 또는 부(negative) 전압 바이어스(bias)를 
인가함으로써, 나노크리스탈(3) 또는 양자 도트에 주입될 수 있다. 다른 방도로서, 소스 및/또는 드레인 
전압을 상승시켜 전자 또는 홀을 나노크리스탈(34)에 주입할 수도 있다. 나노크리스탈(34)내에 전자 또는 
홀이 발생하거나 또는 나노크리스탈(34)내의 전자 또는 홀수가 변화하므로, 문턱 전압이 변화하며, 그 크
기는 수학식 2에서 주어진다.

[수학식 2]

수학식 2에서, Cg는 채널에 대한 게이트 캐패시턴스이며 q는 전자 전하량의 크기이다. 게이트 캐패시턴스

의 크기는 수학식 3에 의해 주어진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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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에서, ε은 유전 상수, A는 면적이고, t는 층(30, 38)의 두께이다.

수학식 3에 전형적인 값을 대입함으로써, 캐피시턴스 Cg를 수학식 4에서 얻을 수 있다.

[수학식 4]

결과적인 문턱값의 변화는 수학식 5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5]

수학식 5로부터 얻어진 전압 0.17V는 수학식 1에서 0.0259V로서 얻어진 열전압에 비해 크므로 전기적으로 
감지되거나 검출될 수 있다. 전자 또는 홀이 일단 나노크리스탈(34)내에 위치하면 이 전하량은 누설되지 
않는데 이는 나노크리스탈(34)내의 전자 전하와 관련된 정전 에너지(electrostatic energy)가 높기 때문
이다. 이 정전 에너지가 수학식 6에 의해 주어진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서, Ct는 배리어 층(30)의 배리어 두께에 의해 결정된 채널(26)에 대한 나노크리스탈(34) 캐패

시턴스이다. 수학식 6에 의해 주어진 에너지는 상온 열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나노크리스탈(3
4)내에 위치한 전자 또는 홀은 그것의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충분한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한 누설되지 않는다.

제1도에서 도시된 나노-구조 메모리 소자는 메모리 셀(10)내에 하나를 초과하는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게 
하며, 나노크리스탈(34)내의 각 전자 또는 홀은 메모리 셀(10)의 문턱 전압을 수학식 4 및 수학식 5에서 
예로서 주어진 바와 같이 약 0.17V정도 변화시킨다. 따라서 10개의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면 1.7V만큼 문
턱 전압이 변화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소자의 주요 특성은 저장된 전자의 수에 대한 함수로서 한 개
의 메모리 셀 내에 2 이상의 비트 폭을 갖는 워드(bit wide word)를 저장함으로써 비트 패키징 밀도를 현
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메모리 셀에 관련된 기입/판독 전자 소자 및 이에 대응하는 센스 
증폭기 회로 역시 0.17V 증가를 검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제3도는 나노크리스탈(34)내에 전자를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 셀(10)의 게이트(16) 아래의 거리에 대한 함
수로서 전도 밴드의 하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제3도에서, 세로 좌표는 전도 밴
드의 하부에 있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가로 좌표는 게이트(16) 밑의 거리를 나타낸다. 제3도
의 참조선(9)은 페르미 에너지 EF를 나타낸다. 곡선(42)은 전도 밴드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43)는 제

어 게이트(16)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44)는 제어 절연체(38)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45)는 
그 안에 전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나노크리스탈(34)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46)는 배리어 
절연체(30)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또한, 곡선부(47)는 채널(26)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45)에서 도
시된 바와 같이, 나노크리스탈(34)은 전자가 비어 있다. 전자가 나노크리스탈(34)에 도달하거나 주입되려
면 곡선부(42, 46)에 의해 도시된 절연체 배리어 에너지를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제4도는 나노크리스탈(34) 내에 한 개의 전자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전도 밴드 하부에 있는 전자의 에너
지를 메모리 셀(10)을 지나는 거리의 함수로서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제4도에서, 세로 좌표는 전도 밴드
의 하부에 있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가로 좌표는 게이트(16) 밑의 거리를 나타낸다. 참조 선
(59)은 페르미 에너지 EF를 나타낸다. 곡선(52)은 전도 밴드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53)는 제어 게이

트(16)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54)는 제어 절연체 층(38)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55)는 한 
개의 전자(51)가 저장된 나노크리스탈(34)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56)는 배리어 절연체(30)의 에너
지를 도시한다. 또한, 곡선부(57)는 채널(26)의 에너지를 도시한다. 곡선부(55)로 도시된 바와 같이, 나
노크리스탈(34)은 그 안에 한 개의 전자가 저장된 경우, 제3도에서 도시된 곡선부(45)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 곡선부(54, 56)는 곡선부(55)의 어느 한 측에, 전자가 나노크리스탈(34)로 진입하거나 나노크리
스탈 안 또는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에너지 배리어가 있음을 도시한다. 곡선부(57)는 메모리 셀
(10)내의 채널(26)에서의 전도 밴드 에지 에너지(edge energy)를 나타낸다.

제5도는 행 및 열을 형성하도록 위치할 수 있는 저장 소자(71-76) 어레이(70)를 포함하는 메모리(68)에 
대한 개략도이다. 제5도에서, 제1도 및 제2도에 대응하는 기능부에 대해 유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된다. 
저장 소자(71-76)는 제1도 및 제2도에서 도시된 저장 소자(10) 또는 제6도 내지 제9도에서 도시된 메모리 
셀(104, 114, 128)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메모리(68)는 상호 접속되어 제5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랜
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를 형성할 수 있다. 메모리(68)는 또한 데이타가 기입된 후
에 기입 모드가 디스에이블된 판독 전용 메모리(read only memory; ROM)일 수도 있다. 제5도에서, 워드 
라인 디코더(78)는 워드 라인(79, 80)에 결합되고 비트 라인 디코더(81)는 비트 라인(82-84)에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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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86, 87)상의 어드레스 신호 A1, A2는 워드 라인 디코더(78)에 결합되며, 라인(88, 89)상의 어드레스 
신호 A3, A4가 비트 라인 디코더(81)에 결합된다. 워드 라인(79)은 저장 소자(71-73)의 게이트(16)에 결
합된다. 워드 라인(80)은 저장소자(74-76)의 게이트(16)에 결합된다. 비트 라인(82)은 저장 소자(71, 7
4)의 소스(18)에 결합된다. 비트 라인(83)은 저장 소자(72, 75)의 소스(18)에 결합된다. 비트 라인(84)은 
저장 소자(73, 76)의 소스(18)에 결합된다. 센스 라인(91)은 저장 소자(71, 74)의 드레인(14)에 결합되고 
센스 증폭기(92)의 입력에 결합된다. 센스 라인(93)은 저장 소자(72, 75)의 드레인(14)에 결합되고 센스 
증폭기(94)의 입력에 결합된다. 센스 라인(95)은 저장 소자(73,  76)의 드레인에 결합되고 센스 증폭기
(96)의 입력에 결합된다. 센스 증폭기(92, 94, 96)는 센스 라인(91, 93, 95)상의 전압 또는 전류를 검출
하여 각각 라인(97-99)상에 출력을 제공하도록 기능한다.

메모리(68)에 데이타를 기입하는 메모리(68) 동작시, 라인(86-89)상의 어드레스 신호 A1-A4가 활성화되어 
워드 라인(79)같은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83)과 같은 비트 라인을 선택한다. 기입 신호(WRITE)가 라인
(101)상에서 하이(high)가 되면, 워드 라인(79)상의 전압이 제1전압이 된다. 비트 라인(83)상의 전압은 
리드(102)상에 기입될 데이타가 1인지 혹은 0인지에 따라 제1전압 또는 제2전압이 된다. 라인(79)와 라인
(83)간의 전압은 예를 들면 하나 혹은 일정한 수의 전자 또는 홀로 하여금 배리어(30)를 통해 저장 소자
(72)의 나노크리스탈(34)의 안 또는 바깥으로 터널링하게 하는 값을 가진다. 라인(79)에 대한 라인(82, 
84)상의 전압은 전자 또는 홀로 하여금 저장 소자(71, 73)의 나노크리스탈(34)의 안 또는 바깥으로 터널
링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라인(80)에 대한 라인(82-84)상의 전압은 전자 또는 홀로 하여금 저장 소자
(74-76)의 나노크리스탈(34)의 안 또는 바깥으로 터널링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메모리(68)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는 메모리(68) 동작시, 라인(86-89)상의 어드레스 신호 A1-A4가 활성화
되거나 어드레스된다. 워드 라인, 예를 들면 워드 라인(79)상에 제1전압을 위치시킴으로써 워드 라인(7
9)이 선택된다. 이어서, 리드(103)상의 판독 신호(READ)가 하이가 된다. 비트 라인(82-84)은 예를 들면 
2.0v volts와 같은 제1전압으로 된다. 각각의 저장 소자(71-73)의 나노크리스탈(34)내에 저장된 전자 수
를 나타내는, 리드(91, 93, 95)상의 전압 또는 전류가 센스 증폭기(92, 94, 96)에 의해 감지되어 리드
(97-99)상에 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제6도는 메모리 셀(104)의 단면도를 도시하며, 이 메모리 셀 내의 게이트 스택(106)은 채널(26)과 제어 
절연체 층(38) 사이의 각 배리어 층(30, 30′, 30″)상에서 이격되고 서로 수직으로 위치설정된 복수의 
나노크리스탈 층(34, 34′, 34″)을 갖는다. 제6도 내지 제9도에서, 전술한 제1도, 제2도 및 제6도 내지 
제8도의 소자에 대응하는 기능부에 대해 유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되었다. 채널(26)과 게이트(16)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개개의 전자 또는 홀이 각각의 나노크리스탈(34, 34′, 34″)에 주입되거
나 그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전자나 홀이 하나의 나노크리스탈로부터 다른 나노크리스탈로 이동되
어 메모리 셀(104)내에 저장된 데이타를 나타내는 문턱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제7도는 메모리 셀(114)의 단면도를 도시하며, 이 메모리 셀 내의 게이트 스택(116)은 복수의 나노크리스
탈(34, 34′, 34″, 117, 118)을 이격되고 수평으로 위치설정되거나 인접하게 하여 배리어 층(30)과 제어 
절연체 층(38) 사이에 1차원 또는 2차원 나노크리스탈(34, 34′, 34″, 117, 118) 어레이를 형성한다. 채
널(26)과 게이트(16)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 또는 홀이 삽입되고, 나노크리스탈(34, 
34′, 34″, 117, 118)에 주입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될 수도 있다.

제8도는 메모리 셀(128)의 평면도를 도시하며, 이 메모리 셀 내에서 이격된 나노크리스탈(34)의 2차원 또
는 3차원 어레이는, 제9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층내에 있거나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층
에 있는 제어 절연체 층(38)과 배리어 층(30)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다.

제9도는 제8도의 9-9선 단면도이다. 제9도에서, 그 사이에 배리어 층(30, 30′, 30″)을 갖는 이격된 나
노크리스탈의 복수의 이차원 어레이가 도시된다. 제8도에서, 게이트(16)는 0.4㎛×20㎛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2차원  어레이  중의  하나에  있는  양자  도트(34)  또는  나노크리스탈은 10
12
cm

2
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제10도는 제8도에서 도시된 메모리 셀(128)의 드레인 전류 대 게이트-소스간 전압의 실험치에 대한 그래
프이다. 제10도에서, 세로 좌표는 드레인 전류를 나타내고 가로 좌표는 게이트-소스간 전압을 나타낸다. 
이 실험치는 300K에서 메모리 셀(128)에 대해 측정된 것이다. 곡선(136)은 완전 방전되거나 전자를 갖지 
않는 나노크리스탈(34)을 갖는 메모리 셀(128)에 대해 원(137)으로 도시한 데이타 포인트를 서로 연결한 
것이다. 곡선(138)은 채널(26)(소스(18)  또는 드레인(14)를 경유하여)과 게이트(16)  사이에 1.25volt를 
인가함으로써 획득된 전자로 완전 충전된 나노크리스탈(34)을 갖는 메모리 셀(128)에 대해 사각형(139)으
로 도시된 데이타 포인트를 서로 연결한 것이다. 10μA의 드레인 전류에 대한 전압 변화는 제10도에서 화
살표(140)로 도시된 바와 같이 약 0.255volt이다.

제11도는 제8도 및 제9도에서 도시된 메모리 셀(128)의 게이트 전압 대 문턱 전압의 실험치에 대한 그래
프이다. 제11도에서, 세로 좌표는 문턱 전압을 나타내고 가로 좌표는 게이트 전압을 나타낸다. 실험치는 
77K에서 메모리 셀(128)에 대해 얻어진 것이다. 곡선(146)은 원(147)으로 도시된 데이타 포인트를 서로 
연결한 것이다. 참조선(151-154)은 각각의 나노크리스탈(34)에 저장된 0에서부터 3개까지의 전자에 대한 
함수로서 메모리 셀(128)의 문턱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제12도는 행 및 열을 형성하도록 위치할 수 있는 저장 소자(171-179)의 어레이(170)를 포함하는 메모리
(168)에 대한 개략도이다. 제12도에서, 제1도 및 제5도 내지 제9도의 소자에 대응하는 기능부에 대해 유
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되었다. 저장 소자(171-179)는 제1도 및 제2도에서 도시된 저장 소자(10)나 제6도 
내지 제9도에서 도시된 메모리 셀(104, 114, 128)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메모리(168)는 상호 접속되어 
제12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형성할 수 있다.

제12도에서, 워드 라인 디코더(78)가 워드 라인(79, 80, 180)에 결합된다. 드레인/소스 디코더(187)는 리
드(188)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는 데이타 입력/출력 
리드(192)를 갖는다. 저장 소자(171, 174, 177)의 소스는 리드(195)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저장 소자(171, 174, 177)의 드레인은 리드(196)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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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장 소자(172, 175, 178)의 소스는 리드(197)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저장 
소자(172,  175,  178)의  드레인은 리드(198)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저장 소자
(173,  176,  179)의  소스는  리드(199)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저장  소자(173, 
176, 179)의 드레인은 리드(200)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다.

어레이(170)내의 각 저장 소자의 소스 및 드레인이 리드를 통해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결합된 경
우, 소스 및 드레인상의 전위가 함께 단락되거나 제각기 각각의 전위를 가질 수도 있다. 게이트가 제1전
위에 있고 소스가 제2전위에 있으며 드레인이 제3전위에 있는 경우, 저장 소자(171-179)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드라이버/센스 증폭기(190)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선택되지 않은 열의 선택되지 않은 저장 소자
의 게이트는 각 저장 소자를 통해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제4전위에 있을 수도 있다.

판독/기입(READ/WRITE)  제어  신호는  리드(202)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204)의  입력에  결합된다. 삭제
(Erase) 신호는 리드(206)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204)의 제2입력에 결합된다. 어드레스 신호 A1-A4는 리
드(207-210)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204)에 결합되며, 이 메모리 제어기는 리드(211, 212)를 통해 어드레
스 드라이버(214)에 결합된다. 어드레스 드라이버(214)는 리드(215)를 통해 워드라인 디코더(78)에 결합
된다. 어드레스 드라이버(214)는 리드(216)를 통해 드레인/소스 디코더(187)에 결합된다. 메모리 제어기
(204)는 기입, 판독 및 삭제 제어 신호를 접속하여 리드(218)에 의해 워드라인 디코더(78)에 결합된다. 
메모리 제어기(204)는 기입, 판독 및 삭제 제어 신호를 접속하는 리드(220)에 의해 드레인/소스 디코더
(187)에 결합된다.

하나 이상의 나노크리스탈이나 양자 도트를 포함하는 메모셀 및 이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를 기술
하고 예시하였으나,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소자의 나노크리스탈 내에 저장된 각 전자에 대해 불연속적으로 문턱 전압이 변화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고 소자의 나노크리스탈 내에 저장된 전자의 수에 대응하는 값인 복수 비트 워드를 저장하
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며 섭씨 23도 또는 상온에서 동작하는 메모리 셀을 제공한다. 이로써 저장된 전
자의 수에 대한 함수로서 한 개의 메모리 셀 내에 2 이상의 비트 폭을 갖는 워드를 저장함으로서 비트 패
키징 밀도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장된 전자당 상온(23℃)  열전압 보다 큰 불연속 문턱 전
압을 갖는 저장 소자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k가 0 이상의 정수인 경우, 데이타를 나타내는 k 개의 전자 혹은 홀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에 있어서, ① 
반도체 채널과, ② 상기 반도체 채널상에 형성된 제1절연체 층과, ③ 쿨롬 장벽에 의해 전기적으로 플로
우팅 상태이고 상기 반도체 채널에 용량적으로 결합된,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제1나노크리스탈과, ④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상의 제2절연체 층과, ⑤ 상기 제2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게
이트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은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서 서로 이격된 복수의 나노크리스
탈로 되어 있는 메모리 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나노크리스탈은 어레이로 배열된 메모리 셀.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1차원 어레이인 메모리 셀.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2차원 어레이인 메모리 셀.

청구항 5 

k가 0 이상의 정수인 경우, 데이타를 나타내는 k 개의 전자 혹은 홀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에 있어서, ① 
반도체 채널과, ② 상기 반도체 채널상에 형성된 제1절연체 층과, ③ 쿨롬 장벽에 의해 전기적으로 플로
우팅 상태이고 상기 반도체 채널에 용량적으로 결합된,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제1나노크리스탈과, ④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상의 제2절연체 층과, ⑤ 상기 제2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게
이트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은 절연체 재료 내에서 서로 이격되어 상기 제1절연체 층상
에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의 3차원 어레이를 형성하는 복수의 제1나노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메모리 셀.

청구항 6 

k가 0 이상의 정수인 경우, 데이타를 나타내는 k 개의 전자 혹은 홀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에 있어서, ① 
반도체 채널과, ② 상기 반도체 채널상에 형성된 제1절연체 층과, ③ 쿨롬 장벽에 의해 전기적으로 플로
우팅 상태이고 상기 반도체 채널에 용량적으로 결합된,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제1나노크리스탈과, ④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상의 제2절연체 층과, ⑤ 상기 제2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게
이트 전극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절연체 층은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 갭보다 더 넓은 밴드 갭을 
갖는 재료로 이루어지며 상기 나노크리스탈은 갈륨 아세나이드이고, 상기 제1 및 제2절연체는 갈륨 알루
미늄 아세나이드 및 갈륨 인듐 아세나이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메모리 셀.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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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 0 이상의 정수인 경우, 데이타를 나타내는 k 개의 전자 혹은 홀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에 있어서, ① 
반도체 채널과, ② 상기 반도체 채널상에 형성된 제1절연체 층과, ③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 형성되어 있
으며, 전기적으로 플로우팅 상태이고, 열 전압보다 큰 쿨롬 장벽 에너지에 의해 상기 반도체 채널에 용량
적으로 접속된 제1나노크리스탈과, ④ 상기 제1나노크리스탈상의 제2절연체 층과, ⑤ 상기 제2절연체 층
상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기적으로 플로우팅 상태이고, 열 전압보다 큰 쿨롬 장벽 에너지에 의해 상기 반
도체 채널에 용량적으로 접속된 제2나노크리스탈과, ⑥ 상기 제2나노크리스탈상의 제3절연체 층과, ⑦ 상
기 제3절연체 층상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절연체 층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칼슘 플루오라
이드, 갈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갈륨 인듐 아세나이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유전체 재료로 만
들어지는 메모리 셀.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절연체 층은 실리콘 옥사이드이며 상기 제1 및 제2나노크리스탈은 실
리콘인 메모리 셀.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절연체 층은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 갭보다 더 넓은 밴드 갭을 갖는 
재료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및 제2나노크리스탈은 갈륨 아세나이드인 메모리 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절연체 층은 갈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및 갈륨 인듐 아세나이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메모리 셀.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나노크리스탈은 실리콘, 실리콘 게르마늄, 게르마늄,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아세나이드, 인듐 아세나이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절연체 층상에서 서로 이격된 복수의 제1나노크리스탈을 더 포함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절연체 층상에서 서로 이격된 복수의 제2나노크리스탈을 더 포함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상기 제4절연체 층 위에서 서로 이격된 복수의 제3나노크리스탈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4절연체 층 및 상기 복수의 제3나노크리스탈은 상기 복수의 제2나노크리스탈과 상기 
제3절연체 층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16 

메모리에 있어서,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는 복수의 저장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의 각각은 게이트 전
극,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채널, 상기 채널 위의 배리어 절연체 층,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 위의 나노
크리스탈, 상기 나노크리스탈 위의 제어 절연체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제어 절연체 층 위
에 있고, 상기 복수의 저장 소자는 행 및 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행에 속하는 각각의 저
장 소자의 상기 게이트 전극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워드 라인 디코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소스 영역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비트 라인 디코
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드레인 영역은 함께 결합되
어 있으며, 그 출력 상의 데이타를 감지하기 위한 센스 증폭기의 입력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상에서 서로 이격된 복수의 나노크리스탈을 더 포함하는 메모리.

청구항 17 

메모리에 있어서,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는 복수의 저장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의 각각은 게이트 전
극,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채널, 상기 채널 위의 배리어 절연체 층,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 위의 나노
크리스탈, 상기 나노크리스탈 위의 제어 절연체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제어 절연체 층 위
에 있고, 상기 복수의 저장 소자는 행 및 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행에 속하는 각각의 저
장 소자의 상기 게이트 전극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워드 라인 디코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소스 영역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비트 라인 디코
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드레인 영역은 함께 결합되
어 있으며, 그 출력 상의 데이타를 감지하기 위한 센스 증폭기의 입력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메모리는 
절연체 재료 내에서 서로 이격되어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상에 3차원 나노크리스탈 어레이를 형성하는 복
수의 나노크리스탈을 더 포함하는 메모리.

청구항 18 

메모리에 있어서, 전자 또는 홀을 저장하는 복수의 저장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의 각각은 게이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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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채널, 상기 채널 위의 배리어 절연체 층,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 위의 나노
크리스탈, 상기 나노크리스탈 위의 제어 절연체를 포함하며, 상기 게이트 전극은 상기 제어 절연체 층 위
에 있고, 상기 복수의 저장 소자는 행 및 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행에 속하는 각각의 저
장 소자의 상기 게이트 전극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워드 라인 디코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소스 영역은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비트 라인 디코
더에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인 열에 속하는 각각의 저장 소자의 상기 드레인 영역은 함께 결합되
어 있으며, 그 출력 상의 데이타를 감지하기 위한 센스 증폭기의 입력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 및 상기 제어 절연체 층은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 갭보다 더 넓은 밴드 갭을 갖는 재료로 이
루어지며 상기 나노크리스탈은 갈륨 아세나이드인 메모리.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배리어 절연체 층 및 상기 제어 절연체 층은 갈륨 알루미늄 아세나이드 및 갈륨 
인듐 아세나이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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