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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성 채널을 사용하는 MOSFET에서의 벌크 트랩 전
하가 유도하는 문턱전압 변화를 수식적 모델로 나타내었다. 먼저, 벌크
트랩으로부터 유도된 게이트 전하를 무효화 시키는 게이트 전압을 새로
운 플랫 밴드 전압으로 정의하였다. 벌크 면 전하 가정에 기반 한 새롭
게 정의한 플랫 밴드 전압을 가지고, 진성 반도체를 가지는 나노 선, 평
판 반도체에 대한 MOS 방정식을 각각 수식으로 유도하였다. 수식적 모
델들은 디바이스의 특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수치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합리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 전하 가정에
의한 오차는 수치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실제 점 전하를 통해
비교하였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로부터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수식적 모델을 통해 문턱전압을 예측할 때 선형근사에
기반 한 그린함수 방법을 통한 예측 방식보다 물리적 이해가 더 쉽고 계
산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둘째, 면 전하 가정에 의한 수식적 모
델과 수치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써 문턱전압
예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3-D 분자 시뮬레이
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 정의를
통해 복잡해질 수 있는 MOS 방정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플랫 밴드 개념은 앞으로 이산 전하 분포를 다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실제 점 전하와 비교를 통해 유도된 모델은 진성 폴리 실
리콘 채널을 사용하는 현대 3-D NAND 플래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의 문턱 전압 변화를 예측하는데 특히 유용할 것이라 본다.

주요어 : 수식적 모델, 문턱전압, 진성채널, 나노선 FET, 면전하 가정
학 번 : 2015-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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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평판 기반의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사이즈가 극도로 축소되면서,
반도체 공정 기술은 물리적, 전기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ord Line (WL) 구조를 수직 방향으로 쌓아
올림으로써 단위 면적 당 셀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3-D 수직 형
플래시 메모리가 출현하였다 [1], [2]. 완만한 동작 특성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3-D NAND 플래시 메모리에는 원통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통형 구조에 대해서는 과거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3]-[7]. 문턱 전압 그리고 문턱아래 swing에 관한 수식적
모델이 좁은 채널 나노 선 MOSFET에 대하여 potential 분포 모델을
사용하여 유도 되었다. [3]-[5]. 게다가, 통합적인 charge control
model에 기반한, 회로 디자인에 적용이 가능한 전체 커패시턴스 모델이
얻어졌다 [6].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V-NAND 플래시 메모리의 셀
트랜지스터를 고려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 원인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원통형 구조같이 수직 형 채널을 가지는 구조에서는 실리콘
채널이 균일하지 않게 도핑 되기 때문에 문턱 전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진성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졌으나, 각기 다른
결정 방향으로 생기는 결정 경계에서 나타나는 벌크 트랩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결정 사이즈가 100 n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과정에서 쌓기 실패로 인한 결정 경계는 무작위로 존재하게 된다
[8]. 결과적으로 무작위의 결정 경계는 예상치 못한 소자의 문턱 전압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무작위 트랩에 의한 변동은 몇 가지 수치해석 적
방법을 통해서 이미 연구되어 왔다 [9], [10]. 그러나 벌크 트랩을
가지는 진성 채널에서의 문턱전압을 예측하는 수식적 모델은 아직까지
연구 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벌크 면 전하가 무작위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진성 채널 MOSFET의 문턱전압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Poisson 방정식을 이용하여 문턱전압을 위한 수식적 모델을 유도하고,
수치해석적 방식을 이용해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양자 효과는 V-NAND를 위한 셀 트랜지스터의 실질적 산화물
1

두께 및 채널 poly-Si 두께가 임계 길이 (1 nm, 5 nm)보다 크기
때문에 (작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효과이다.) 본 논문에선 고려하지
않는다 [11]-[13].

2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논문의 구성
MOSFET

신뢰성의

주요

지표중의

하나인

문턱전압은

소자

사이즈가 축소 됨에 따라 가변성으로 인해 더욱 더 중요한 parameter가
되었다. Surface potential이 Fermi potential의 두 배가 되는 시점을
문턱전압으로 하는 기존의 정의는 long-channel MOSFET에서 많이
쓰이지만 현대 디바이스,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수직 형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로는 수직 형
채널 구조에서는 dopant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도핑 채널을 가정하여 플랫 밴드에서 전 Silicon 영역에서 Fermi
potential을 균일하게 얻는 방식을 쓸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이산화 된
도펀트 또는 트랩에 의한 문턱전압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진성 채널
Silicon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Fermi potential의 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면 weak inversion에서 문턱 전압이
일어나게 된다.
소자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몇 가지 문턱 전압에 대한 정의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구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문턱전압에서의
전자농도 또는 current density 값을 기준 값으로 정해놓고 graph를
그려

문턱전압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지만

device-to-device

variation에 의하여 그 기준을 잡는 방식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14], [15]. 두 번째는 진성 채널 MOSFET에서의 문턱전압 추출
방식으로, weak inversion과 strong inversion으로 구역을 나눠서
게이트 전압 vs. surface potential 그래프를 통해 각 구역의 graph가
교차하는 점을 문턱전압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6]. 이
방식은 수식적으로 표현하기에 용이 할 뿐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문턱전압 추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ak inversion과 strong inversion의
교차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 벌크 트랩이 존재하는 진성 채널에서의
문턱전압을 찾아내고자 한다. 간단한 MOS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진성
채널

MOSFET 경우와는 다르게

MOSFET의

경우는

MOS

벌크 전하가

방정식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표현된다.

진성채널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을 통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으로 표현된 MOS 방정식은 다시 Fermi
potential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속적인 p-type 반도체의
3

경우와 비슷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먼저 2장에서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에 대한 정의를 에너지 밴드
(기존의 플랫 밴드, 새로운 플랫

밴드, weak inversion, strong

inversion)를 통해 소개하고 surface potential vs. 반도체 전하의
graph를 통해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의 물리적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3장에서는 nanowire 구조 그리고 평판 구조 모두에 대해서 potential
및 electric field 분포를 얻고 이를 통해 MOS 방정식을 도출해낼
것이다. 또한 bulk charge 위치의 local potential에 의한 트랩 상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Capacitance model이 유도되었다. 마지막으로
면전하 가정을 통해 얻은 수식적 모델이 실제 점전하가 유도하는
문턱전압 변화를 잘 예측하는지 보기 위하여 3-D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조건을 간략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4장에에서는 결과 및 논의를
다루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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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Energy Band Diagrams and a New Flat Band
Grain boundary trap을 위한 모델을 유도하기에 앞서, 벌크 트랩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고정 전하가 있을 때를 가정한 에너지 밴
드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1]는 벌크 전하가 면 전하
의 모양으로 임의의 위치에 존재할 때의 nanowire MOSFET을 나타낸
,

다. 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은 각각

로 바이어스가 가해진다. 명백

히 하기 위해, [그림 2-2]에 음의 고정전하가 화살표가 가리키듯이 존
재하고 있으며, radial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냈다. 4
가지 상태로 (a)는

가 벌크 전하가 없을 때의 기존 플랫 밴드 전압이

며, (b)는 벌크 전하가 존재할 때의 새롭게 정의한 플랫 밴드 전압이다.
나머지 (c), (d)는 weak inversion, 그리고 strong inversion일 때의 밴
드를 각각 나타내었다. 우리는 기존 플랫밴드 그리고 새로운 플랫밴드를
벌크 전하가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점선
들은 벌크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실리콘 바디의 기존 플랫밴드 전
압을 가할 때의 에너지 레벨로써, 이번 논문에서 기준 에너지 레벨로써
사용할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는 새롭게 정의한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을 게
이트 전압의 합이 0이 되는 게이트 전압 혹은 실리콘 영역의 전하의 합
이 0이 되는 전압으로 정의한다.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서는, 게이트
옥사이드 밴드와 옥사이드/채널의 경계면이 [그림 2-2] (b)에 보듯이
평평하게 된다.

[그림 2-1] 벌크 전하가 존재하는 나노 선 MOSFET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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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음의 고정전하가 있을 경우의 radial 방향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림 2-2] (c)에서는 새로운 플랫밴드 전압보다 높고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게이트 전압을 가하였을 때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에너지 밴드의 모양은 벌크 면전하의 위치를 기점으로
기울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전하 조건에서는 경계면
근처의 전계가 더 크기 때문에 경계면 근처에서의 밴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2-2] (d)에서는
문턱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진성 채널에서의 문턱전압을 정의하기 위하여, 우리는 뒤에서 문턱
전압을 weak inversion, 그리고 strong inversion 의 교차점으로 정의할
것이고, 이는 결국 페르미 포텐셜의 2 배에 해당하는 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설명 및 유도는 제 3 장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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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urface Charge Curves and a New Flat Band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새로운 플랫밴드에 대해 surface
charges vs surface potential 관점에서 의미를 도출하려 한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더불어, 새로운 플랫 밴드의 중요성은 채널 전하의
합과 표면 포텐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2-3]에 1) 진성 채널,
2) 벌크 전하가 존재할 때의 진성 채널, 그리고 3) 비교를 위해 ptype 채널에 대해 나타내었다. 결과 값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림
2-1]에서 사용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3-D 수치해석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이제, [그림 2-3]에 있는 ‘진성채널 + 면전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점은 커브가 균일하게 p 도핑 된 채널의 커브와
유사하다는
나타난다.

것이다.
이를

반면,

물리적인

진성

채널인

관점에서

경우엔

해석해보면

대칭되는
새로운

플랫

커브가
밴드

상태에선, 전체 실리콘 채널 영역의 전하가 0이 되게끔 이동 홀들이 면
전하를 차폐 시킨다.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서 차폐하는 홀들이 모두
실리콘 채널 영역에 있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러한 차폐하는
홀과

진성

홀들을

‘유사-다수

캐리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면

포텐셜이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서 증가할 때, 유사-다수 홀들은 면
전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결국, 면 전하에 있는 고정 전하들이 이
영역(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부터 문턱 상태까지)을 지배하고, 이는 p
타입 반도체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 반대로 양의 면 전하를 고려한다면,
n 타입 반도체의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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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세 가지 경우에서의 반도체 전체 전하 vs. 표면 포텐셜 곡선
결론적으로 [그림2-3]에서 설명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는 축적 영역과 문턱아래 영역을 유사-다수 캐리어 관점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게된다. 게다가,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의
정의는 문턱 전압을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간단한 MOS 방정식을
제공한다. 문턱 전압은 앞서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했듯이 표면
포텐셜이

새로운 플랫밴드 상태에서 정의한 페르미 포텐셜의 대략

2배 일 때로 정의할 수 있다. 문턱 전압에 대한 유도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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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턱 전압을 위한 수식적 모델 유도

제 1 절 Derivation of the New Flat Band Voltage
문턱 전압을 유도하는 데 앞서 각 영역에 대한 포텐셜 및 전계
분포를 알아야 하고 이는 알맞은 경계조건에 의해 구한다. 이로부터
MOS equation이 유도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새로운
문턱 전압을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나노 선 FET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 전계 및 포텐셜
분포 곡선
먼저, [그림 3-1]에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3 영역으로 분리 된
나노선 MOSFET을 나타내었다. 영역 I은 면 전하의 좌측 (r<r’), 영역
II은
(

면

전하의

우측

(r<r’<R),

그리고

영역

III은

산화물

)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영역으로 나눔으로써, 일반적인

진성 실리콘 채널을 위한 1-D 포아송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d æ dy ö
q
( ni e -y /Vth - ni ey /Vth ) - Et d ( r - r ') , (1)
çr
÷=r dr è dr ø
e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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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는

상온에서의
그리고

열전압을,

는

진성

캐리어

농도,

는 면 전하 농도를 의미한다. The Chamber

variable transformation technique [17], [18]를 사용하면,

w=r

dy
,
dr

(2)

h = r 2 ey /Vth .

(3)

영역 I의 경계조건과 치환변수를 사용하면, Eq. (1)의 다음과 같은
적분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w

ò0 (2Vth +w) dw

=

qniVth h
dh .
e si ò0

(4)의 해는
경우

(4)

)가 1 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의 근사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으로 진성 드바이 길이이고

는 r=R 에서 표면

포텐셜이다. 따라서 포텐셜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æ r2
ö
y I (r ) = -Vth ln ç - 2 + e -y 0 /Vth ÷ ,
è 8 Li
ø
여기서

(5)

는 [그림 3-1]에서 나타낸 r=0일 때의 포텐셜이다. (5)에서

음의 공간적 미분 값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전계가 유도된다,

EI (r ) =

-2rVth
.
- r + 8Li 2e -y 0 /Vth

(6)

2

다음의 적분 형태는 앞선 방식을 사용해 영역 II에서 나타낸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경계조건이다:
- REs

òw

qniVth R2ey s /Vth
(2Vth +w) dw =
dh .
e si ò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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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에서 사용한 같은 근사방식이 포텐셜 형태를 유도하는데 적용되었다.
(7)의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2
-y s /Vth
æ (r / R ) M /Vth é
+ mR 2 ùû - mr
ë ( M - 2Vth )e
y II ( r ) = -Vth ln ç
ç
M - 2Vth
è

ö ,(8)
÷
÷
ø

여기서

m=

(Vth / Li ) 2 ,
2( RE s - 2Vth )

(9)

y s / Vth

M = RE s - mR 2 e

.

(10)

(8)의 음의 공간적 미분 값은 아래와 같다,

EII (r ) =

( M / r )(r / R )
(r / R )

M /Vth

M /Vth

-y s /Vth
é
+ mR 2 ùû - 2mrVth
ë ( M - 2Vth )e
.
2
-y s /Vth
é
+ mR 2 ûù - mr
ë ( M - 2Vth )e

(11)

영역 III에서, 우리는 산화물 영역에서의 전하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면 (1)에서의 적분 꼴은 다음과 같다,

ò

w
- RE s +

dw =

ò

r
R

0 dr .

(12)

(12)로부터, 포텐셜 분포 및 전계 분포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y III (r ) = y s - REs

EIII ( r ) =

e si REs
e ox

r

e si
e ox

ln

()
r

R

,

.

(13)

(14)

정확한 수식적 해가 아직 유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 전하 위치
(r=r’)에서의 경계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11

y I (r ') = y II (r ') .
는 표면 포텐셜의 항,

(15)
,과 표면 전계의 항,

,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다,
2
-y s /Vth
æ ( r '/ R) M /Vth é
ö
+ mR 2 ùû - mr '
r '2 ÷ .(16)
ë ( M - 2Vth )e
y 0 = -Vth ln ç
+
ç
M - 2Vth
8Li 2 ÷ø
è

면 전하 위치에서의 전계의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II (r ') - EI (r ') = Et .

(17)

(6)의 식과 (11)의 식을 (17)에 대입하면, 표면 전계를 다음과 같이 간
단화 된 꼴로 표현할 수 있다,

Es =

여기서

와

y s /Vth

g + 2a 2e

(Vth / Li )2 + g 2

2a

,

(18)

는 지배 파라미터로써, 나노 선 FET에서는

,

로 사용 가능하며, 평판 MOSFET에서는

및

로 쓰인다. 평판 MOSFET에 대한 유도는 부록 I에서 유도되었다.
여기까지 문턱 전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든 성분들이 준비되었다.
따라서 MOS 방정식은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도되었다,

VGS - VFB0 = y s + y ox ,
여기서

(19)

는 게이트 물질과 실리콘 채널의 일함수 차이이다. (13)의

식을 사용하면,

는

(R)과

(R+

)의 차이로, 다음과 같이 확장

할 수 있다,

VGS - VFB0 = y s +
여기서

e si
Es ,
Ceff
는

(20)

나노

커패시턴스이다. 평판 MOSFET의 경우,

선

FET의
는

유효

산화물

로 표현된다.

게이트 전압을 표면 포텐셜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18)을 (20)
12

식의

에 대입한다,

e
VGS - VFB0 = y s + si
Ceff

g - 2a 2ey s /Vth (Vth / Li )2 + g 2 .
2a

(21)

이제, [그림2-2] (b)에 나타낸 새로운 플랫밴드 전압과 같이 산화물
전계를

0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나노

선

FET에

대해서는

, 평판 MOSFET에 대해서는

인

조건에 대하여 수식적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페르미 포텐셜은 이
값들의 절대 값과 같다. 다음은 새로운 플랫 밴드를 표현한 식이다;

æ -4 Li 2 r ' Et
ç R 2V
è
th

VnewFB _ cylinder = VFB 0 - Vth ln ç

VnewFB _ planar = VFB 0 + Et (l - x ') .

ö
÷÷ ,
ø

(22)

(23)

(21)의 기존의 플랫 밴드 전압은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으로 표현된
MOS 방정식을 얻기 위하여, (22)와 (23)의 식으로 치환 가능하다,

VGS - VnewFB = y s '+

여기서

e si
Ceff

g - 2a 2e

(y s '-f

fp

)/Vth

(Vth / Li ) 2 + g 2 , (24)

2a

, 그리고 Eq. (24)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식이다.
일 때,

가 0에 근사하고 산화물 밴드가 평평해 진다.

13

제 2 절 Threshold Voltage with the New Flat Band
Voltage
2절에서는 1절에서 유도한 새로운 플랫 밴드로 표현되는 MOS 방정
식을 가지고 제안 된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문턱 전압을 유도해볼 것이
다.
먼저, (21)에서

일 때, 즉, 벌크 전하가 없을 경우의 MOS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VGS - VFB0 = y s +

e si

g

Ceff

Et =0

y s /Vth

- 2a 2e

(Vth / Li )2 + g 2

Et =0

. (25)

2a

기존의 문턱전압 정의 중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도핑 된 채널인 경우
의 표면 포텐셜이

인 점에서 정의하는 방식은 진성 채널에서는 더

이상 적용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평판 MOSFET에서 제안 된
[16]의 방식, weak inversion과 strong inversion의 교차 지점으로 문
턱 전압을 잡는 방식, 을 적용할 것이다.
다음은 제안 된 방식으로, Eq. (25)는 아래와 같은 weak inversion 영
역의 식 그리고 strong inversion 영역의 식으로 각각 근사화 한다.

VGS - VFB0 = Ty s ,
VGS - VFB 0 =
여기서

VGS < VT

e si Vth y s /2Vth
e
,
Ceff Li 2

(26)

VGS > VT

(27)

은 나노 선 FET에 대한 값,

는 평판

MOSFET에 대한 값이다. (26)과 (27)의 식의 교차 점은 다음과 같이
벌크 전하가 없을 경우의 진성 채널 MSOFET의 문턱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e si
æ
ö
VT 0 = VFB 0 - 2VthT ×W-1 ç ÷.
è 2 2 Li Ceff T ø

기호

(28)

는 Lambert W 함수 [19] 의 -1 브랜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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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24)를 앞의 방식과 같이 나누면,

VGS - VnewFB = T ×y s ' ,

VGS -VnewFB =

VGS < VT

(29)

e si Vth (y s '-f fp )/2Vth
e
+ Tf fp , VGS > VT . (30)
Ceff Li 2

(29)와 (30)의 식으로부터 고정 벌크 전하를 위한 새로운 문턱 전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 si
æ
VT = VnewFB - 2VthT × W-1 ç è 2 2 Li C eff T

ö
÷ - T f fp .
ø

(31)

Eq. (28)과 (31)로부터, 벌크 전하로 인한 문턱전압 변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VT = 여기에서,
선에서는

e si
h Et .
Ceff

(32)

는 표면으로부터 면 전하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나노
가

이 되는 반면, 평판 MOSFET에서는

가

이

된다. (31)과 (32)의 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결과이며, 고정 된 벌
크 전하로 인한 MOSFET에서의 문턱 전압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식
적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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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apacitance Model for the GB traps

[그림 3-2] 벌크 트랩 농도가 local 포텐셜에 의해 변화 할 때의 트랩
상태 및 에너지 밴드
벌크 트랩이 [그림 3-2]에서 보여주듯이 local 포텐셜에 의해 변화하
는 경우, 표면 상태 [20]의 경우와 같이 문턱 전압을 수식적으로 얻기
가 어렵다. 따라서, 벌크 전하가 표면 포텐셜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이해
하기 위해 C-V 특성을 얻는 건 문턱 전압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전체 게이트 커패시턴스 곡선으로 간접적으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노 선 FET에서 전체 게이트 커패시턴스는
아래와 같다,
dQG
=
dVG

여기서,

1
,
1
1
+
( -dQs / dy s ) Ceff

는 단순히

(33)

이다.

는 (18) 식의 미분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

dQs
dy s

=-

r ' dQt
2 R dy s

+

dQt
y s /V
æ Re si ö
(2e siVth - r ' Qt )
ç L ÷ Vth e th - r '
dy s
. (34)
è i ø
2

æ Re siVth ö ey s /Vth + (2e V - r ' Q ) 2
÷
si th
t
è Li ø

2R 2 ç

벌크 면 전하로 인한 커패시턴스 성분,
16

,은 (5)에서 나타나는

와

의 관계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1
1
æ
ö
dQt
+
.
= 1/ ç ( dQt / dy t ) é
r' ù÷
e si / r ' ln
ç
÷
dy s
ëê
R ûú ø
è

(

(35)

)

를 위해서는, 우리는 트랩 상태를 유사-도너 트랩과 유사억셉터 트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 하였다. 트랩 된 벌크 전하들의
밀도

,

,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Qt = q

ò0 [ NTD (1 - f ( E )) - NTA f ( E )] dE ,
Eg

여기서

(36)

는 각 각 유사-도너 트랩, 유사-억셉터 트랩,

그리고 페르미-디락 점유 함수를 나타낸다. 표면 상태 커패시턴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트랩된 벌크 전하

,

,에 의한 커패시턴스는

다음으로 쓰여진다,
Ct = - dQt / dy t @ q ( NTD

EF + qy t

+ NTA

EF + qy t

).

(37)

마침내, (33)의 전체 게이트 커패시턴스는 [그림 3-3] (a)와 (b)에서
나타난 회로 모델로써 표현할 수 있다. 문턱 아래 영역에서의 벌크
실리콘 커패시턴스는

로 얻어지고, 반전 영역에서의

반전 전하에 의한 커패시턴스는

가 얻어진다.

[그림 3-3] 커패시턴스 등가 모델 (a) 문턱 아래 영역에서의 등가
회로 (b) inversion 상태에서의 등가 회로
17

제 4 장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시뮬레이션 조건 및 고려 된 모델

[그림 4-1] Techinsights [22]로부터 제공 된 Samsung’s 86 Gbit
32-layer 2nd generation V-NAND cell transistor

본 논문에서 얻어진 수식적 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Sentaurus
툴 [21]를 이용하여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모델 및 구조를 설
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디바이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실제 사이즈를
고려하기 위하여 Techinsights [22]로부터 제공되는 Samsung’ s 86
Gbit 32-layer 2nd generation V-NAND cell transistor를 분석하였다.
[그림 4-1]에 따르면, 한 워드라인에 있는 셀 트렌지스터는 원통형 구
조로 내부 산화물 및 O-N-O 구조 (SiO2 두께 = 8nm, Si3N4 두께 =
5.5 nm, HfO2 또는 Al2O3 두께 = 8.5 nm)를 가진다. 따라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산화물 두께는 O-N-O 절연체 층의 등가 산화
물 두께 계산 공식에 의하여 10 nm로 고려되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나노선 FET 구조는 현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유사하다; 진성 채널,
L/W는 뒷 절 Fig. 10에 면 전하 가정을 검증할 때 (L/W 10 nm/10 nm
에서 50 nm/50 nm까지)를 제외하고는 400 nm/

nm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화물 두께는 10 nm, 그리고 실리콘 두께는 40nm로 가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판 MOSFET도 비슷한 조건으로 고려되었다; L/W는
300 nm/300 nm, 산화물 두께는 10 nm, 그리고 실리콘 두께는 40 nm
18

로 정하였다.
여기서,

비이상적

현상

(예를

들어,

이동도

효과

및

velocity

overshoot [11]. [23]) 그리고 양자 효과를 고립시키기 위해 DriftDiffusion 모델과 일정한 이동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양자 효과 모델, 즉,
Density-Gradient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소개 된 [3]-[7] 일
반적인 원통형 구조에서 고려되어져 왔다. 하지만, 등가 산화물 두께 공
식이 V-NAND 셀 트렌지스터에 탑재된 절연체 층에 적용하면, 얻어지
는 등가 두께는 12.15 nm로 양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큰 두
께가 산출된다. 명백한 설명을 위해, T-CAD 시뮬레이터, sentaurus,가
양자 접근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4-2]에서 보
듯이, 우리는 DD 시뮬레이션과 DG 시뮬레이션을 O-N-O 구조와 내부
산화물로 구성 된 V-NAND 셀 트렌지스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았다.

[그림 4-2] V-NAND cell transistor에서 DD 및 DG 전송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단면도
19

[그림 4-3]는 각 각의 전압 조건에 의해 1-D 축으로 전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4-3] 원통형 구조의 시뮬레이션 축을 radius 방향으로 본 차지
분포 (위),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체 전하 합을 DD, DG
측면에서 비교한 곡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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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에서 산화물 두께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듯이, 고전적
방식과 양자 접근 방식의 결과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더
해,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간단화 된 구조를 이용하여 전체 실리콘
전하 곡선 그래프를 앞의 [그림 4-3] 조건과 같이 양자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그림 4-4]에 그려졌다.

[그림 4-4]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 된 구조를 통한 양자 효과 검증

이것으로부터, 양자 효과는 10nm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이상적 현상, 특히 velocity overshoot 효과와 같이 채널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온도와 이동도에 취약해지는 효과 같은 경우 추후
에 연구 방향으로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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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he Distribution of Conduction Band Energy
본 절에서는, 앞서 유도했던 평판 MOSFET 및 나노 선 FET의 포텐
셜 분포의 해를 3-D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의 비교를 통해 해가 유효함
을 보일 것이다. 먼저 Fig. 7은 평판 MOSFET의 모델로부터 얻은 전도
대 에너지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를 numerical simulation
을 통해 먼저 기존 플랫 밴드에 대해서 얻은 그래프를 전도대 에너지,
그리고 전계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4-5] 면 전하가 각각 10 nm, 20 nm 떨어져 있을 때의 기존
플랫 밴드에서의 에너지(좌) 및 전계 분포(우)

[그림 4-5] 좌측그림에서, 면 전하의 위치가 산화물-반도체 경계
면으로부터 10nm, 20nm 떨어짐에 따라 포텐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포텐셜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 포텐셜 변화는 면 전하가
표면에 가까워 질수록 더욱 더 커진다. [그림 4-5] 우측그림은 전계
분포를 나타내며 영역 II와 영역 III의 경계 조건이 불연속이며, 이 때의
차이는 면 전하 농도를 나타낸다. 선형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유는
면 전하에 의한 변화는 매우 작은 스케일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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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면 전하가 각각 10 nm, 20 nm 떨어져 있을 때의 새로운
플랫 밴드에서의 에너지(좌) 및 전계 분포(우)

다음으로, [그림 4-6] 좌측그림에서는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 대한
전도대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기존 플랫 밴드 상태와 같이 면 전하가
산화물에 가까워 질수록, 반도체의 면 포텐셜이 더 커진다.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게이트에

유도된

모든

전하가

반도체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산화물의 전도대 에너지가 평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물/반도체 근처의 에너지 분포는 면 전하가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평평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 영역은 실제로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평평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엔 홀들이 분포하여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4-6] 우측그림에서 이러한 에너지 분포에 대응하는 전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수식적 모델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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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나노 선 FET 구조에서의 기존 및 새로운 플랫 밴드에서
면 전하가 10 nm 떨어져있을 때의 에너지 밴드

마지막으로 [그림 4-7]에서 목표하는 나노 선 구조에서의 포텐셜
분포를 위치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이를 수식적 모델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면 전하는 r=30nm에 존재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서는, 산화물/반도체 경계면에서 평판 반도체의 경우와
비슷하게 평평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플랫 밴드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면 전하에 의해 유도된 전하들이 모두 반도체 영역으로
이동하여 반도체 영역의 전하 합이 0이 된다.

24

제 3 절 Surface potential vs. Gate Voltage
본 절에서는 문턱 전압 추출 방식에 사용되었던 표면 포텐셜과 게이트
전압의 관계를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앞서 유도하
였던 수식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검증한다. 문턱 전압 추출 방식에 사
용하였던 weak inversion 영역과 strong inversion 영역은 따로 표현되
어야 하나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하였다.
[그림 4-8]에서는 표면 포텐셜 vs. 게이트 전압의 관계를 벌크 면 전
하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로 구분지어 각각 그렸다. 점근선은 수식
적 모델, 실선은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31)
식에서 구한 문턱 전압은 화살표로 따로 표시해두었다. 흥미로운 것은
면 전하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의 문턱 전압 차이는 커브들의 문턱
아래 게이트 전압 차이와 같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문턱 전압
을 추출하는 데 있어 명백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문턱 전압 추
출

값이

결과적으로

전류

관점에서

추출하는

방식인

Linear

extrapolation의 추출 값과 같다는 점에서 간단하고도 수식적으로 표현
되는 좋은 문턱 전압 추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이
렇게 구한 전압을 통해 문턱 전압 변화를 구하여 수식적 모델을 검증해
볼 것이다.

[그림 4-8] 나노 선 FET에 대한 표면 포텐셜 vs. 게이트 전압의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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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Variation of Threshold Voltage

[그림 4-9] 문턱 전압 vs. 면 전하의 상대적 거리 곡선

다음으로 앞 절에서 언급한 문턱 전압에 대한 Solution 을 적용 하여
면 전하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문턱 전압 변화를 알아 보았다. 비교를
위해 나노 선 FET 과 평판 MOSFET 모두에 대해서 추출하였고, 이를
수식적 모델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추출한 값은 표면 포텐셜 vs.
게이트 전압 곡선의 문턱 아래 영역에서의 게이트 전압 차이를 뽑아낸
것이다. 결과 그래프를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r’=0 (중심)을 의미하며,

는

는 r’=R (산화물/반도체 경계면)을

의미한다. 수식적 모델과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문턱 전압 변화는 면 전하 농도 뿐만 아니고
면 전하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경계면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면 전하가 분포할 경우 평판 MOSFET 과
나노 선 FET 에 대해서 문턱 전압 변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 선 FET 에 대하여 값이 미세하게 작게 나온 것은 면 전하가
게이트 전극에 유도하는 전하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 말은 원통형
구조상, 채널에 존재하는 면 전하의 전계가 게이트 전극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작은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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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Verifying the Charge Sheet Approximation

[그림 4-10] 면 전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평판 및 나노 선
MOSFET에 대하여 점 전하가 있는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식적
모델을 비교한 곡선

이번 절에서는, 수식적 모델에 사용했던 균일한 벌크 전하 면 가정에
대해 검증해볼 것이다. 실제로, defect 은 점 전하 형태로 MOSFET 에
분포되어있다. 우리는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점 전하 결과
값과 점 전하와 동일한 양을 가지는 면 전하 가정을 사용한 수식적 모델
결과 값과 비교할 것이다.
고정된 면 전하의 농도는

로 점 전하의 양과 같게 두었다. 각

각의 위치는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수직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두었다.
또한, 3-D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문턱 전압 추출 방식은
linear extrapo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10]에서, 나노 선
FET 의 경우 3-D 점 전하에 의한 문턱 전압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평판 MOSFET 의 경우와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는 평판 MOSFET 에서의 문턱 전압 저하 현상은 게이트
산화물/반도체 경계면에 걸친 채널에 이른 turn-on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노

선

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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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채널

경로가

volume

inversion 에 의해 채널 전 영역에 걸쳐 형성된다. 산화물/반도체
경계면에서는

이른

turn-on

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점

전하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문턱
전압 변화가 더 높게 나온다. 즉, 디바이스의 면 넓이가 작아질수록, 면
전하 농도가 커질테고 3-D 점 전하와의 차이를 감소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균일하게 퍼져있는 면 전하는 3-D 점 전하의 크기를 닮아 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면 전하를 위한 수식적 모델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축소될수록 더욱 더 정확한 해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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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C-V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ce of Bulk
Traps
본 논문의 최종 목표인 Grain boundary 를 위한 문턱 전압 변화
예측을 위하여, 우리는 local 포텐셜에 의해 변하는 실제 벌크 트랩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그림 4-11]의 주석에 나타나 있는 것 처럼, 실제
3-D V-NAND 플래시 메모리 내에 존재하는 그레인 관련 된 트랩
[24]을 고려하였고, 트랩 상태가 밴드 갭 내에 [그림 4-12]와 같이
분포해있다. ‘Deep’ 트랩 상태와, ‘Tail’ 트랩 상태로 유사 도너 트랩과
유사 억셉터 트랩 각각에 대해서 나뉘어 지며 이는 각 각의 트랩 발생
진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Deep’ 트랩 상태는 Grain boundary
내부에 근본적으로 지배적으로
의해

미드갭

근처에

발생하게

발생하는 Dangling-bond defects 에
된다.

반면

‘Tail’

트랩

상태는

Distorted-bond defects 에 의해 밴드갭 끝 부분에 주로 생기게 된다.
[그림 4-12]의 실선은 이 두가지 트랩 상태를 모두 합한 그래프이다.

[그림 4-11] GB trap state를 고려한 C-V 곡선. DOS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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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GB trap state를 고려한 DOS 곡선

커패시턴스 모델의 결과를 보면 게이트 전압에 대한 (33)의 수식적
모델과 수치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턱-아래
영역에서는 밴드 갭 내에 트랩 상태의 분포에 의존하는 벌크 실리콘
커패시턴스 값을 따르며, inversion state 가 되면 inversion 에 의한
커패시턴스 성분이 지배하여 이 성분의 값을 따르게 된다. 모델과
시뮬레이션 값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Fermi-Dirac 함수를 Unit step
함수로 보는 가정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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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과 앞으로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벌크 트랩 전하를 가지는 진성 채널 평판 및 나노 선
MOSFET에 사용이 가능한 수식적 문턱 전압 모델을 제안하였다.
수식적 모델과 수치해석적 해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플랫 밴드 전압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식적 문턱 전압은 현대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된 셀 트렌지스터 안의 벌크 전하 효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본 논문
전반에 걸쳐 가정한 면 전하 가정으로 인한 오차는 벌크 점 전하와
비교하였고 디바이스 사이즈가 축소 됨에 따라 차원에 의한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향후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디바이스

사이즈에 따라 생기는 비이상적 효과들, 예를 들어, velocity overshoot
및 Quantum effects를 고려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모델로서
사용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 면
전하를 하나로 두는 간단한 가정을 하였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복수의
면

전하에

대한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3-D V-NAND 플래시 메모리 셀 트렌지스터는
program/erase 시 양자 효과가 고려되는 소자이기 때문에, Effective
mass approximation, WKB (Wentzel-Kramer-Brillouin) method,
and parabolic potential well approximation을 가정하여 수식적 모델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연구는 미래 연구의 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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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평판 MOSFET을 위한 (18)식의 유도>

본 논문에서는 원통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V-NAND 플래시
메모리의 셀 구조를 목표로 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평판 MOSFET에
대한 수식적 모델링 기법을 3장에서 따로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Appendix에 유도하기 위한 기법, 그리고 이에 대한 해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A-1] (a)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벌크 전하 면이 존재하는
진성 채널 평판 MOSFET을 위한 수식적 모델을 유도할 것이다.
Source와 drain 전극은 ground 포텐셜로 바이어스를 주었고, 게이트는
를 가하였다. 1-D 포아송 방정식을 통해,
d 2y
dx 2

=-

q

e si

-y /Vth

( ni e

y /Vth

- ni e

) - E t d ( x - x ') .

(A1)

[그림 A-1] (b)에서, 경계 (x=l, x=0)에서 실리콘 영역 임의의 점까지
적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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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 ,

(A2)

,

(A3)

) dy

(A4)

(A2)-(A4)를 이용하여 각 영역에 대한 포텐셜 및 전계 분포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유도 방식은 (1)-(17)의 나노 선 FET에 유도한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의 해는 각 영역에 대한 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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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1 = ( EL - a1 )( l - x ), a1 =

y s /Vth

A2 = -( E s - b1e

2

æ Vth ö
ç ÷ ,
2E L è Li ø
1

1 æ Vth ö
) x + y s , a2 =
ç ÷
2E s è Li ø

(A11)

2

.

(A12)

는 아래와 같은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y I ( x ') = y II ( x ') ,

(A13)

EI ( x ') - EII ( x ') = Et .

(A14)

가 표면 포텐셜,

, 및

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수

식적 표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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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y s /Vth

- Et (l - x ') +y s + 2l 2e

(Vth / Li )2 + (- Et (l - x ') +y s )2
2l

.(A15)

[그림 A-1] (a) 평판 MOSFET의 구조 및 모델링 축 (b) 전계, 포텐셜
분포 및 이에 대응하는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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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Model for the
Threshold Voltage of Intrinsic
Channel MOSFET having Bulk
Trap Charges
Hyunwoo Jo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nalytical model for the bulk trap charge induced threshold
voltage variation in the intrinsic channel MOSFET is presented. A
new definition of the flat band voltage, the gate voltage necessary
to nullify the gate charge which is induced by the bulk charges, is
introduced. With the newly defined flat band voltage based on the
bulk charge sheet approximation, the analytical MOS equations are
derived for both the intrinsic channel nanowire and planar
MOSFETs. It is shown that the analytical models predict the device
characteristics reasonably well, compared to the numerical device
simulations.

Also,

the

error

induced

by

the

charge

sheet

approximation is compared with the point charge, using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model will be useful to predict the
threshold voltage variation of the intrinsic poly-Si, adopted by the
modern 3-D NAND flash memory cell trans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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