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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ge Trap Flash (CTF) memory device is a replacement candidate for the NAND Flash device. In this study,
Pt/Al2O3/La2O3/SiO2/Si multilayer structures with lanthanum oxide charge trap layers were fabricated for nonvolatile memory
device applications. Aluminum oxide films were used as blocking oxides for low power consumption in program/erase operations
and reduced charge transports through blocking oxide layers. The thicknesses of SiO2 were from 30 Å to 50 Å. From the C-V
measurement, the largest memory window of 1.3V was obtained in the 40 Å tunnel oxide specimen, and the 50 Å tunnel oxide
specimen showed the smallest memory window. In the cycling test for reliability, the 30 Å tunnel oxide sample showed an abrupt
memory window reduction due to a high electric field of 9~10 MV/cm through the tunnel oxide while the other samples showed
less than a 10% loss of memory window for 104 cycles of program/erase operation. The I-V measurement data of the capacitor
structures indicated leakage current values in the order of 10-4 A/cm2 at 1V. These values are small enough to be used in non-
volatile memory devices, and the sample with tunnel oxide formed at 850oC showed superior memory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sample with 750oC tunnel oxide due to higher concentration of trap sites at the interface region originating from the rough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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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AND Flash 메모리 소자는 현재 다양한 휴대용 기

기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에서는 현재의 NAND Flash는 약 25 nm node에서부터

인접 셀간의 간섭 현상과 aspect ratio 증가로 인한 기

계적 불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1) 최근 이러한 고집적의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의 일환으로 전

하 포획 플래시　소자 (Charge Trap Flash, CTF) 소자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3)

전하 포획 소자는 크게 SONOS (poly-Si/SiO2/Si3N4/

SiO2/Si) 형태의 소자와 nanocrystal 소자로 나눌 수 있

는데 nanocrystal 소자의 경우 양자점 분포의 균일성 문

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SONOS 형태의 소자

는 양자점 형성과 같은 추가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

므로 제조상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SONOS-type 메모리 소자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에서

전하 저장을 위해 이용되던 다결정 실리콘 대신, 실리콘

질화물 (Si3N4)이나 하프늄 산화물 (HfO2)과 같은 부도

체를 전하 저장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도

체 내에 물리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트랩 내에 전

하를 저장하므로, 다결정 실리콘에서 발생하던 셀 간 간

섭 문제나 전하 유실 등을 억제할 수 있다.4) 이러한 전

하 포획 소자의 메모리 특성에서 상용화를 위해 개선되

어야 할 점은 erase 동작 하에서의 전압 문제 및 retention

특성과 같은 신뢰성 문제이다.5-7)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하저장층

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Si3N4 대신 란타늄 산화물

(La2O3)을 전하 저장 물질로 사용하였다.8) 또한, 실리콘

산화물 (SiO2) 대신 이보다 두 배 정도 더 높은 유전상

수를 가지는 알루미늄 산화물 (Al2O3)을 blocking oxide

로 사용하여 터널 산화막에 작용하는 전계를 증가시켜

program 및 erase 동작을 더 낮은 전압에서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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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경우 La2O3가 하부의 SiO2

와 상부의 Al2O3보다 전도대 (conduction band) 에너지

레벨이 낮아 program 동작을 통해 전하를 저장할 수 있

게 된다.9) Program 및 erase pulse를 인가할 때의 다층

막 구조의 에너지 밴드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를 바탕으로 Al2O3/La2O3/SiO2 다층 유전막을 사용한 캐

패시터를 제작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물 및 자연 산

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 용매에 세척 후 10% HF

용액 처리를 하였다. SiO2 터널 산화막 형성을 위하여

Rapid Thermal Oxidation (RTO)을 사용하여 750 oC 및

850 oC에서 웨이퍼를 dry O2 분위기에서 산화시켰다.10) 산

화막의 두께는 두께 변화에 따른 메모리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 3 nm, 4 nm 그리고 5 nm로 달리하였다. 전하저

장층으로 사용한 La2O3 박막 및 blocking oxide로 사용

한 Al2O3 박막은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 (MOCVD)을

사용하여 350 oC, 667 Pa (5 torr)에서 증착하였다. La2O3

박막과 Al2O3 박막의 두께는 각각 7 nm, 15 nm이었고

이를 ellipsometer (Gaertner L117, λ = 632.8 nm)와 고

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HRTEM,　JEM-2100, JEOL)으

로 확인하였다. 상부 전극은 백금 (Pt)을 사용하였으며,

shadow mask를 이용하여 DC magnetron sputtering으로

증착하였다. 만들어진 Pt/Al2O3/La2O3/SiO2/Si 캐패시터의

메모리 특성 관찰을 위하여 C-V (HP 4280A　C-V plotter)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시 Program pulse는 5 V 에서

13 V까지 1 ms ~ 1000 ms의 범위에서 변화시켜가며 인가

하였다. Erase 역시 -5 V에서 -13 V 범위에서 동일한 시

간 범위의 pulse를 인가하였다. 그리고 메모리 소자로서

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하여 104회까지의 program/erase

cycling을 수행 후 C-V 측정을 통해 메모리 특성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누설전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I-V (HP 4284A LCR Meter) 측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 실리콘 기판 위에 증착된 Al2O3/La2O3/SiO2

다층막의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사진과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터널 산화막 두께가 40 Å인 시편을 측정하

였으며, 각 층의 두께가 각각 15 nm/7 nm/4 nm 정도임

Fig. 1. The energy band diagrams of the multilayer structures in (a) program operation and (b) erase operation.

Fig. 2. The HRTEM image of Al2O3/La2O3/SiO2/Si structure
and diffraction pattern.



464 차승용·김효준·최두진

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절 패턴을 통해 전체 다층 유전

막 구조가 비정질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터널 산화막을 850 oC에서 형성시키고, 두께

를 30~50 Å으로 달리한 다층막 구조의 프로그램 동작의

전압과 시간에 따른 문턱전압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시편의 경우, 비교적 낮

은 프로그램 전압인 7 V부터 문턱전압 변화가 이루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의 터널링을 위한 에너

지 장벽의 길이가 짧아서 전자가 통과할 확률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Fig. 3(a)에서 (c)까지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

았을 때 터널 산화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충분한 문

턱전압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전압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문턱전압 변화값은 터

널 산화막이 30 Å 및 40 Å일 때 각각 3.3 V, 3.5 V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산화막의 두께가 매우 얇을 경

우 산화막 내에 결함이 존재할 때 전하 손실이 쉽게 일

어나고 이로 인해서 3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하였을 경

우 프로그램 동작 후 C-V 측정 중에 전하 손실이 일어

나게 된다. 이들 30 Å 및 4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시편에서는 11 V 및 13 V에서 좋은 프로그램 특성을 나

타내며 10 ms 이상의 동작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5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의 터널

링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에 의한

충분한 문턱전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30 Å 및 4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시편의 경우

11 V 100 ms, 50 Å 터널 산화막의 경우 13 V 100 ms에

서 좋은 특성이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Erase 동작 전의

프로그램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Fig. 4에 프로그램 후 erase pulse에 의한 문턱전압 변

화를 나타내었다. 30 Å 터널 산화막 및 40 Å 터널 산화

막 사용의 경우 -9 V부터 양호한 동작이 이루어졌다.

40 Å 터널 산화막 시편의 경우 -13 V 1000 ms에서 최대

1.3 V의 메모리 윈도우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에 광범

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Si3N4를 사용하였을 경

우의 약 5 V보다는 작은 값이며, 이를 통해 란타늄 산

화물이 실리콘 질화물보다 트랩 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

다.10) 하지만 메모리 셀에서의 데이터 구분을 위한 차이

로는 충분한 값이라고 생각된다. 30 Å 터널 산화막을 사

용한 시편보다 4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시편의 경우

메모리 윈도우가 약 0.2 V 정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

는 프로그램 동작에 의한 문턱전압 변화 차이와 유사한

값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특성 에서 나타난 전하 손실에

따른 차이에 따라 이러한 메모리 윈도우 차이가 나타나

게 된다. 50 Å 터널 산화막 시편의 경우 -11 V까지는 충

분한 문턱전압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13 V의 고전압

을 인가하였을 때 erase 동작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

Fig. 3. Threshold voltage (Vth) shifts of (a) 30 Å, (b) 40 Å, (c)
50 Å tunnel oxide specimen after program pulse of 5~13 V and
1 ~ 10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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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또한 erase에 필요한 시간 또한 다른 두 시편보

다 더 길게 나타났다. 세 시편 모두 프로그램 동작 후

의 문턱전압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erase

동작 시에 프로그램 동작보다 좀 더 큰 전압이 필요하

고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층 박막 메모리 구조의 신뢰성 측정을 위해서 program/

erase cycling test를 수행하였다. 30 Å 및 40 Å 터널 산

화막을 사용한 시편의 경우 프로그램 조건은 11 V 100 ms,

erase 조건은 -13 V 100 ms에서 측정하였고 50 Å 터널 산

화막 시편의 경우 프로그램 13 V 100 ms, erase에는 -13 V

1000 ms를 사용하였다. 104회까지의 측정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3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시편은 약

103회의 동작부터 메모리 윈도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실

리콘 산화물은 약 10 MV/cm 정도의 유전 강도를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1) 터널 산화물의 두께가 30 Å

정도로 매우 얇은 경우 La2O3 및 Al2O3 박막과 SiO2 터

널 산화막 간의 유전상수 차이로 인하여 터널 산화막에

약 9 ~ 10 MV/cm의 큰 전계가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

하여 터널 산화막의 유전파괴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된

다. 반면 40 Å 및 50 Å 터널 산화막의 경우 각각 104회

동작 후 각각 0.11 V, 0.07 V의 메모리 윈도우 감소가 나

타났으며 이는 각각 초기 문턱전압 차이의 8.5%, 6.4%

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0 Å 이상

의 두께를 가지는 터널 산화막을 사용할 경우 플래시 메

모리의 신뢰성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105회 작동이 충

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 실리콘 질화물을 전하 저장에 이용하였을 때보다 더

뛰어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10) 

Fig. 6에 이들 Al2O3/La2O3/SiO2 다층막의 I-V 측정

Fig. 4. Memory windows of (a )30 Å, (b) 40 Å, (c) 50 Å
tunnel oxide specimen after erase pulse of -5 ~ -13 V and
1 ~ 1000 ms.

Fig. 5. Threshold voltage changes after program/erase cyc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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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었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서 읽기 동작

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전압인 1 V에서의 누설전류밀

도는 30 Å, 40 Å 그리고 50 Å 터널 산화물을 사용한 시

편에 대해 각각 5.89 × 10-4 A/cm2, 2.16 × 10-4 A/cm2 그

리고 1.72 × 10-4 A/cm2 이었다. 이는 문턱전압 변화를 일

으키기에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실제 메모리 소자에 적

용 시 read disturb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전체 유전막의 두께는 각각 25 nm, 26 nm, 27 nm

인데 누설전류밀도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SiO2

의 경우 전도대 에너지 레벨이 La2O3 및 Al2O3에　비

해 높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더 어렵게 하고, 따라서 전

체 구조에서 blocking oxide와 전하 저장층에 비해 누설

전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리콘 산화막의 형성 온도 변화에 따른 표면 특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메모리 특성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

았다. Fig. 7(a)는 터널 산화막을 750 oC 및 850 oC로 변

화시켜 40 Å 의 동일한 두께로 형성시켰을 때의 AFM

image이다. 850 oC로 형성시켰을 때의 RMS roughness는

15 Å이었고, 750 oC로 형성시켰을 때는 5.5 Å의 roughness

가 측정되었다. 이러한 거칠기 변화를 통해 SiO2/La2O3

및 La2O3/Al2O3 계면에서의 트랩 밀도를 변화시켜 메모

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7(b)

는 이들 터널 산화막 위에 메모리 다층막 구조를 만들

고 program 및 erase를 수행하였을 때의 C-V 측정 결과

이다. 850 oC에서 터널 산화막을 형성하였을 때 program/

erase 차이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750 oC에서 산화

시킬 경우에는 터널 산화막과 전하 저장층 사이 계면의

거칠기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계면에서의 전하 트랩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program/erase시 더 적

은 문턱전압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12) 따라서, 전하 포

획 소자에서의 터널 산화막을 형성시킬 경우 SiO2의

viscous flow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거친 계면

Fig. 6.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Pt/Al2O3/La2O3/SiO2/
Si capacitors.

Fig. 7. (a) AFM images of 750 oC - and 850 oC -grown 40 Å SiO2

on Si. (b) C-V plots of Pt/Al2O3/La2O3/SiO2/Si capacitors of
750 oC - and 850 oC -grown tunnel oxides after program and 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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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형성되도록 높은 온도에서 산화시키는 것이 유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위한 다층　유전막　캐패시터

구조를 제작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저전력

으로 program/erase 동작이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전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산화물 blocking

oxide를 사용하였고 기존의 Si3N4 대신 La2O3 전하저장

층을 사용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터널 산화

막의 형성 온도를 850 oC로 고정하고 두께를 30 Å, 40 Å

그리고 50 Å으로 변화시키면서 메모리 특성의 차이를 C-

V 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4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

한 경우 program 및 erase 시에 가장 큰 문턱전압 변화

를 나타내었다. Program/erase 반복에 의한　신뢰성 측

정 결과, 30 Å 터널 산화막을 사용한 구조의 경우 약

103회의 program/erase 반복에 의해 급격한 memory

window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는 반복적인 높은 전압 스

트레스에 의해 생겨나는 결함으로 인한 유전 파괴 때문

이다. 40 Å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터널 산화막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104회의 반복 후에도

10% 미만의 메모리 윈도우 감소만이 일어났다. I-V 측

정을 통해 2 × 10-4 A/cm2 ~ 6 × 10-4 A/cm2 단위의 누설전

류밀도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메모리 소자로 사용하기

에 충분히 작은 누설량을 나타내었다. 750 oC에서 형성

한 실리콘 산화물 터널 산화막의 경우, 850 oC에서 형성

하였을 때보다 더 평평한 계면 구조로 인해 계면에 포

획되는 전하 밀도가 줄어들어 더 좋지 않은 메모리 특

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SiO2 터널 산화막을 850 oC에

서 40 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였을 때 메모리 특성이 최

적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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