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volatile Memory Device with Designed Geometric Nanocrystal and its Analytic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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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nvolatile memory (NVM)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using well-ordered geometric Cr nanocrystal (NC)
through the assistance of the block copolymer template. An
analytical model for a cone shaped NC was developed and it was
well-matched with the measured data. Program efficiency
depending on different NC shapes: hemisphere, circular cone, and
sphere was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by the proposed model
1. Introduction
모바일 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고집적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polycrystalline silicon 층을
부유게이트로 가지는 기존의 Flash 메모리는 나노크기로
소형화 됨에 따라 얇아지는 게이트산화막으로 인해
원하는 수준의 비휘발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제안된 것이 이산적인 전하저장층 (discrete charge storage
node)을 부유게이트로 이용하는 나노입자 메모리이다 [1].
나노입자의 도입을 통해 게이트산화막의 defect들에 대한
immunity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2-4], 인접소자간의
기생커패시턴스 성분이 줄여 메모리동작 시 나타나는
간섭효과 또한 효과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보고 된 나노입자 형성방법은 입자들이 무작위로
형성됨으로써 소자간 균일한 동작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5-7].
또한
기존의
보고들은
나노입자
형성의
무작위성으로 인해 모양과 관련한 메모리동작특성에 관한
analytic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공중합체 (Block copolymer:
BCP)를 이용하여 균일한 나노입자를 통해 제작된
메모리동작 특성을 확보하고 측정된 결과와 잘 일치하는
analytical modeling을 통해 나노입자의 모양에 따른
프로그램 효율에 대하여 해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Experiment
그림 1은 나노입자 제작에 이용된 직경 40nm, 중심간
간격 80nm의 BCP template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1(가)) 및 형성된 나노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1(나))이다. Template는 70% Polystyrene과 30% PMMA로
이루어진 실린더상의 이중블록공중합체를 Si wafer에 spincoating
및
고온열처리과정
후
UV
irradiation과
아세트산에서의
wet-etching을
통해
PMMA성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cylindrical pore array를 구현한다.
이러한 nanoporous template에 Cr을 증착시켜 나노입자를
형성한다. 증착되는 Cr 나노입자의 크기는 증착시간을
통해 조절되고 PS(polystyrene) matrix 와 PS 위에 있는
불필요한
Cr부분은
toluene에서
ultra-sonication으로
제거하여 터널링 산화막 위에만 Cr 나노입자 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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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 나노입자가 삽입된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구조도

그림 2의 Cr 나노입자가 삽입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제작을 위해 (100) 방향의 기판을 이용하여 850
도에서 3nm 실리콘 산화막 (tunneling dielectric: TN)을
성장시킨다.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한 Cr 나노입자를
형성한 후 10nm 두께의 하프늄옥사이드 (control dielectric)
증착 및 control gate (CG) 로서 300nm Cr 층을 증착하고
습식식각법을 통하여 부유게이트로서 Cr 나노입자가
삽입된 메모리 device를 제작하였다.
3. Device Modeling
제작된 소자에서 사용된 나노입자가 원뿔 모양 (그림
1(나)) 임을 고려하여, 해석적 modeling을 수행하였다.
원뿔형태의 Gaussian box를 고려하면, CG와 TN 부분의 Efield는 식 (1), (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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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는 appendix 참조)

식 (1), (2)에서 k값은 나노입자의 CG부분과 TG부분의
면적비율로써 작을수록 E-field가 커지게 된다.
나노입자에 전자들이 저장됨에 따라 programming time 은
아래 식(3)과 같이 recursive form으로 표현된다.
tn = tn −1 +

q

식 (3)
σJ net
(여기서 Jnet =Jtn+Jcg : net current density, σ : capture area)
각 부분의 전류밀도는 oxide band bending 정도에 따라서
direct tunneling mechanism, 또는 Fowler-Nordheim (F-N)
tunneling mechanism으로 계산할 수 있다.(appendix 참조)
Potential 변화에 따른 Current mechanism 변화기준은 식
(4)로 주어진다.
식 (4)
Echange = φox / T
(여기서 Φox : barrier height, T : insulato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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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oltage shift는 식 (5)로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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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ΔVth = nq / Ccg
(여기서 n : electron number, Ccg : CG capac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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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BCP Template, (b) 원뿔 형태의 Cr 나노입자의 주사
전자현미경의 단면 및 상면 사진

6V, 8V 게이트 프로그램전압 (VG_PGM)에 대해서, 위
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계산 결과가 실제 측정과 잘
일치하는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Results and Discussions
그림 3은 고정된 프로그램 게이트전압 (VG_PGM=6V,
8V)에서 프로그램 시간 (tPGM)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VG_PGM=8V 일 경우 6V 일 때와 비교하여
문턱전압의 변이가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VG_PGM에서 더 큰 E-field 가 걸리게 되고 더 많은
전자들이 나노입자에 저장된다. 또한 VG_PGM=6V에 비해
일정시간의 경과 후 문턱전압의 변이가 saturation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턱전압 경향성의 변이는
나노입자에 저장된 전자들이 포화된 상태로써 이때 Jnet=0
인 상태가 된다. 즉 전자가 나노입자에 저장됨에 따라서
CG 부분의 E-field가 증가하여 Jcg가 증가하고, 반면 TN
부분은 E-field가 감소하여 Jtn이 감소한다. 일정 프로그램
시간 후 Jcg 와 Jtn 의 값이 같아지게 되어 나노입자로의
Jnet=0이 되고 나노입자에 저장된 전자는 포화상태에 있게
된다.
그림 4는 (VG_PGM=6V @tPGM=10 ms)과 (VG_PGM =8V
@tPGM=40 μs) 일 때 모양에 따른 문턱전압변이를 비교한
것이다. 반구와 구의 반지름은 원뿔의 밑면 반지름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반구의 높이는 h=r이며, 구의
높이는 h=2r 이다. 그래프의 경향을 살펴보면 program
efficiency 는 반구, 원뿔, 구 순서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양에 따라서 program speed가 달라지는 이유는
CG부분의 capacitance (Ccg) 변화 및 E-field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나노입자의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Ccg 가
증가하게 되어 같은 양의 전자가 저장되어도 문턱전압의
변이가 증가하게 되어 program efficiency가 증가한다. 또한
나노입자의 표면적이 커지면 E-field의 parameter인 k값이
줄어들게 되고, E-field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나노입자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program speed가 증가하게
된다. 위의 두 영향을 비교해 보면, tunneling current는 Efield의 exponential 함수이기 때문에 표면적 증가에 따른
capacitance 증가효과 보다 전류 증가효과가 dominant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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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노입자의 제한된 단면적의 경우 본 연구에서 구현한
원뿔형 나노 입자에서 높이 증가를 통해 E-field 및
나노입자로의 전류를 증가시켜 program efficiency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4. Summary
블록공중합체 템플릿을 이용하여 균일한 배열을
가지는
나노입자를
형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메모리소자를 제작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동작특성을
확인하였다. 형성된 원뿔모양의 Cr 나노입자를 모델링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노입자의 구조에 따른 프로그램 효율의 관계를
analytical modeling을 통하여 해석적으로 알아 보았다.

1.2

: VG_PGM
=6V,
program
time = 10ms
VG_PGM
=6V,
tPGM=10ms
: VG_PGM
=8V,
program
time = 40us
=8V,
tPGM=40μs
VG_PGM

1.0

r : NC radius (13.6nm)
h : NC height (33.1nm)
εox : CG dielectric (HfO2 ) const. (25)
εhf : TN dielectric (SiO2 ) const. (3.9)
εsi : Silicon dielectric const. (11.7)
tcg : CG thickness (10nm)
ttn : TN thickness (3.2nm)
n : Number of electrons in NC
k : NC area ratio (k=Stn /Scg )
Stn : CG부분 NC area
Scg : TO부분 NC area
Ccg : CG Oxide Capacitance
Ctn : TN Oxide Capacitance
σ : Capture cross section area

<Tunneling Current Equation>
(1) F-N Tunnel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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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정한 프로그램 시간 (tPGM)의 경우 나노입자 구조에
따른 (반구, 원뿔, 및 구) 따른 문턱전압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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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rect Tunneling Current
J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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