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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홍경희

(54) 탐침 어레이를 가지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탐침 어레이를 가지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은,

제1기판 상에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제2기판 상에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저항성 탐침들의

어레이를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탐침의 팁 부분이 강유전층의 표면에 대향되게 제1기판을 제2기판에 폴리머층을 포

함하는 결합층을 이용하여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저항성 탐침, 유전 분극, 도메인, 도핑, 공핍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메모리 소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들이

다.

도 5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탐침 어레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

적으로 도시한 평면도들이다.

도 15 내지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탐침 어레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

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을 수행하

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메모리 소자(memory device)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 개의 탐침 어레이(multi probe array)를 가지는 저항

성 메모리 소자(resistive memory device)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용 통신 단말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휴대 전자 제품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휴

대 전자 제품에 대용량의 고집적화 메모리 소자 또는 기록 소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휴대 전

자 제품에 요구되는 메모리 소자는 고밀도 기록 및 재생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충격성 및 내

마모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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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의 하드 디스크(hard disk) 형태의 장치는 소형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FeRAM 소자와 같은 비휘발성 메

모리 소자는 원하는 수준의 고집적도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 공보 제US2004/0090841호(Frederick

A. Perner 등에 의한 "Triple sample sensing for magnetic random access memory(MRAM) with series diodes",

2004년 5월 13일 공개)에 제시된 바와 같이 MRAM 소자와 같은 새로운 메모리 소자의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록층 표면 상에 탐침(probe)을 주사(scan)하여 기록층 표면의 전하 분포를 검출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 소자

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탐침을 이용한 기록 소자 또는 메모리 소자는 FeRAM 소자 등에 비해

높은 기록 밀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침을 이용한 기록 소자는 주사 탐침의

구조에 따른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 전자 제품 환경에 적합하게 고밀도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

이 구현될 수 있는 메모리 소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휴대 전자 제품 환경에 적합하게 고밀도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

은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이 구현될 수 있는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은, 강유전층(ferroelectric layer)을 메모리층으로 이용하고, 이러

한 메모리층에 저항성 탐침(resistive probe)을 대응시켜, 저항성 탐침을 이용하여 메모리층에의 기록(writing) 및 재생

(reading)을 구현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resistive memory device)를 제시한다.

상기 저항성 메모리 소자는, 제1기판 상에 형성된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포함하는 메모리부, 제2기판 상에 어레이

(array)되고 상기 강유전층 상으로 팁 부분이 대향되어 상기 강유전층에의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저항성 탐침들을

포함하는 탐침부, 및 상기 탐침들을 상기 강유전층 상에 잡아 고정시키는 결합층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저항성 메모리 소자는 제1기판 상에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제2기판 상에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저항성 탐침들의 어레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탐침의 팁 부분이 상기 강유전층의 표면에 대향되게 상

기 제1기판을 상기 제2기판에 결합층을 이용하여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저항성 탐침은 상기 팁 부분에 위치하고 상기 팁 부분에 대응되는 상기 강유전층의 도메인에의 잔류 분극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화되는 저항 영역, 및 상기 저항 영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격된 경사면에 각각 위치하여 상기 데이터의 재

생 시 상기 저항 영역의 저항값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저항성 탐침은 제1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을 포함하는 원뿔 또는 다각뿔 형상의 몸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은 상기 몸체의 상호 이격된 경사면들에 상기 제1불순물에 반대되는 도전형의 제2불순물이 도핑된 영

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저항 영역은 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에 비해 낮은 농도로 상기 제2불

순물이 도핑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탐침부는 상기 탐침의 어레이 배후에 상기 어느 하나의 저항성 탐침을 선택하고 선택된 탐침에 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단자로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배선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상기 탐침부는

상기 탐침의 어레이 배후에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비트 라인(bit line)들, 및 상기 비

트 라인에의 전류 인가를 제어하는 선택 트랜지스터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저항성 탐침들의 어레이는 상기 제2기판 상에 제1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층을 도입하는 단계, 상기 실리콘층의 적어

도 이웃하는 두 일부 영역들에 선택적으로 상기 제1불순물에 반대되는 도전형의 제2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제2불순물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불순물영역들 주위로 상기 이온주입된 제2불순물을 확산시켜 상기 제2불순

물영역들 사이에 상기 상대적으로 낮은 제2불순물확산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불순물확산영역 상을 가리는 팁마

스크(tip mask)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팁마스크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실리콘층 부분을 등방성 식각하여 저항성 탐침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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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저항성 탐침은 상기 등방성 식각에 의해서 상기 제2불순물확산영역에 팁 부위가 위치하고 상기 제2불순물영역

들에 각각 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이 위치하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1기판의 상기 강유전층 상에 폴리머층을 포함하는 결합층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머층에 상기 탐침의 팁 부분을 침

투시킨 후, 상기 폴리머층을 경화하여 상기 폴리머층이 상기 탐침을 잡아 고정시킴으로써 상기 제1기판을 상기 제2기판에

결합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 전자 제품 환경에 적합하게 고밀도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내충격성 및 내마모

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를 제시할 수 있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

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강유전층(ferroelectric layer)을 메모리층으로 이용하고, 이러한 메모리층에 저항성 탐침

(probe)을 대응시켜, 저항성 탐침을 이용하여 메모리층에의 기록(writing) 및 재생(reading)을 구현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

시한다.

탐침은 팁 부분에 저항 영역을 가지고, 팁 부분에 인근하는 경사면에 저항 영역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는 두 전극 영역들을

포함하는 저항성 반도체 탐침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탐침은 뾰족한 팁을 가지는 원뿔형 또는 사각뿔, 다각뿔 형태로

형성될 수 있으며, 반도체의 몸체에 경사면에 팁 부분을 사이에 두고 상호 간에 이격되게 도핑된 두 불순물 영역들을 전극

영역들로 구비할 수 있다. 이때, 반도체 몸체는 전극 영역들에 도핑된 제1불순물과 반대되는 도전형의 제2불순물이 도핑

될 수 있다.

두 전극 영역들 사이의 팁 부분을 포함하는 저항 영역은 두 전극 영역에 비해 낮은 불순물 농도로 도핑된 불순물 영역을 포

함하거나 또는 두 전극 영역에 도핑된 불순물에 대해 반대되는 도전형의 불순물이 도핑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팁 부분

에 대향되게 위치하는 메모리층의 표면의 전하 분포에 의해 발생되는 전장에 의해서 공핍층(depletion layer)이 발생되고,

이러한 공핍층의 발생에 의해서 저항 영역의 저항은 달라지게 된다.

메모리층의 표면의 전하 분포는 메모리층인 강유전층의 도메인(domain)의 잔류 분극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잔류 분극의 방향에 따라 팁 부분에 작용하게 되는 전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잔류 분극에

따라 팁 부분을 포함하는 저항 영역에 공핍층이 형성되거나 또는 형성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공핍층의 형성 여부에 따라,

저항 영역의 전기적 저항 정도, 즉, 두 전극 영역 사이의 저항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저항값의 두 상태를 각각 데이터

의 "0" 및 "1"로 설정함으로써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강유전층의 잔류 분극 상태는 강유전층의 도메인 별로 변화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강유전층에 기록되는 최소 메모리 영역은 도메인 크기에 의존하여 매우 작아질 수 있다. 따라

서, 매우 높은 기록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

한편, 탐침의 팁 부분에 잔류 분극의 항 전압(coercive voltage) 이상의 전압 또는 항 전장(coercive field) 이상의 전장을

인가하면, 팁 부분에 대응되는 강유전층의 도메인의 분극의 방향은 반대로 변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탐침을 이용하여 강

유전층에의 데이터의 기록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탐침들의 어레이(array)를 강유전층 상에 도입함으로써, 강유전층과 하나의 탐침이 하나의 메모

리 셀을 구성하게 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셀 별로 강유전층에의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메모리 셀 아

래, 실질적으로, 탐침의 배후에 메모리 셀의 선택을 위한 선택 트랜지스터(selection transistor) 소자와, 비트 라인(bit

line) 및 워드 라인(word line), 연결 콘택(interconnection contact)들을 포함하는 배선 구조를 구비하여, 어떤 하나의 메

모리 셀을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이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메모리 소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소자는, 메모리부(10)와 탐침부(20)가 결합층(500)에 의해서 결합되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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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부(10)는 웨이퍼(wafer) 또는 제1기판(도시되지 않음) 상에 형성된 바닥 전극층(bottom electrode: 100) 및 바닥

전극층(100) 상에 메모리층으로 형성된 강유전층(200)을 포함한다. 강유전층(200)은 유전 분극이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록 형성되며, 강유전 물질, 예컨대, PZT 또는 BTO(BaTiO3)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바닥 전극층(100)은 강유전층

(200)에 전장을 인가할 때 또는 접지를 위해 도입된다.

이와 같이 강유전층(200)을 형성한 후, 강유전층(200) 상에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을 위한 결합층(500)

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합층(500)은 후속되는 공정에서 탐침을 잡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다. 결합층(500)

은 탐침이 그 층 내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침투될 수 있고, 탐침이 침투된 후 상대적으로 간단히 열 공정 또는 자외선

(UV) 조사 등으로 경화되어 탐침을 잡아 탐침을 강유전층(500) 상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결합층(500)은

접착 레진(resin) 또는 폴리머(polymer)나 또는 폴리머 유사물(polymer-like)로 형성될 수 있다.

메모리부(10)에 탐침(400)의 팁 부분이 강유전층(200)에 대향되게 결합되는 탐침부(20)는, 웨이퍼 또는 제2기판(300) 상

에 형성된 다수 개의 탐침(400)들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탐침(400)은 다수 개가 어레이를 이루고, 이러한 탐침(400)의 어

레이는 곧 메모리 셀(30)의 어레이를 이루게 유도한다. 탐침(400)은 뾰족한 뿔 형태의 몸체(401)를 가진다. 개개의 탐침

(400)의 몸체는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지며, 원뿔, 사각뿔 또는 다각뿔 형태로 제작된다.

이러한 개개의 탐침(400)은 저항성 반도체 탐침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탐침(400)은 몸체(401)의 팁 부분에 저항 영역

(404)을 구비하고, 저항 영역(404)의 좌 우 경사면에 서로 이격된 두 전극 영역들(403, 405)을 구비한다. 이때, 몸체(401)

는 반도체 물질, 예컨대, 실리콘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두 전극 영역들(403, 405)은 n형 또는 p형의 불순물이 도핑된

영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몸체(401)는 이러한 두 전극 영역들(403, 405)과는 반대 도전형의 불순물로 도핑된 영

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전극 영역들(403, 405) 사이의 몸체(401)의 팁 부분은 저항 영역(404)으로 설정되는 데, 두 전극 영역들(403, 4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을 갖도록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두 전극 영역들(403, 405)들이 n+ 형으로 도핑될 때, 두 전

극 영역들(403, 405) 사이의 저항 영역(404)은 n- 형으로 도핑될 수 있다. 이때, 몸체(401)는 p형으로 도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탐침부(20)는 메모리부(10)에 탐침(400)들의 팁 부분이 강유전층(200)의 표면에 대향되게 결합된다. 이

러한 결합은 웨이퍼와 웨이퍼 형태가 결합되는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으로 수행된다. 이때, 메모리부(10)

의 강유전층(200)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결합층(500) 내로 탐침(400)들의 팁 부분이 침투하여 결합층(500) 내에 탐침(400)

들이 박히게 한다. 이후에, 결합층(500) 내에 탐침(400)들의 팁 부분이 박힌 채, 결합층(500)을 이루는 폴리머층을 경화하

여 결합층(500)에 의해 탐침(400)들이 고정되게 한다. 이에 따라, 탐침(500)들은 제2기판(300) 상에 배열된 어레이 그대

로 강유전층(200) 상에 그 팁 부분들을 대향케 하며 배열되게 된다.

폴리머층의 결합층(500)은 절연층으로서 작용하며, 또한, 강유전층(200)을 보호하여 전하 입자(charged particle)들의 흡

착이나 대기로부터의 습기(humidity)의 흡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탐침부(20)와는 다른 웨이퍼 또는

기판 상에 강유전층(200)이 형성되므로, 강유전층(200)을 형성하는 공정에서의 온도 제약이 극복될 수 있다. 즉, 강유전층

(200)을 증착하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수행할 수 있어, 강유전층(200)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강유전층(200)과 탐침(400)과 같은 센서(sensor)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함께 형성될 경우, 탐침(400)의 도핑 영역

들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워, 강유전층(200)을 고온 공정으로 증착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러

한 강유전층(200) 증착에의 온도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소자에서의 하나의 메모리 셀(30)의 선택 및 동작은 탐침(400)의 두 전극 영역들(403,

405)에 전기적으로 각각 연결되는 두 단자(terminal:407, 409)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때, 강유

전층(200) 배후의 바닥 전극(100)은 접지(ground)된 상태일 수 있다. 두 단자들(407, 409)은 각각 비트 라인(bit line)과

같은 배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셀(30)의 선택, 셀(30)에의 데이터 기록, 및 셀(30)에 기록된 데이터의 재생 등의 동작

시 각각의 전압 조건들을 탐침(400)에 인가하는 데 사용된다. 예컨대, 도시되지는 안았지만, 워드 라인(word line)과 비트

라인(bit line)이 상호 교차하게 매트릭스(matrix)를 이루는 배선 구조를, 일반적인 메모리 소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탐침

(400)의 어레이 배후의 제2기판(300)에 매몰 구조로 형성하고, 제1단자(407)를 어느 하나의 워드 라인에 접속시키고, 제2

단자(409)를 어느 하나의 비트 라인에 접속시킴으로서, 셀(30)의 선택,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기본적인 동작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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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셀에의 데이터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셀에의 데이터 재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탐침(400)은 강유전층(200)의 도메인에 형성된 유전 분극에 따른 전장 차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탐침(400)은 제1전극 영역(403)과 제2전극 영역(405) 사이의 팁

부분에 저항 영역(404)을 구비한다. 팁 부분의 저항 영역(404)은 강유전층(200)의 표면에 접촉하거나 또는 미소한 이격

거리로 이격된 상태로 결합층(500)으로 고정된다. 이때, 강유전층(200) 표면에는 별도의 보호층(501)이 더 구비될 수도

있다.

팁 부분의 저항 영역(404)에는 팁 부분에 대향하는 강유전층(200)의 유전 분극에 따른 전장에 영향을 받아 공핍층이 형성

되거나 또는 형성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전극 영역(403, 405)들 사이에 저항값이 두 가지 상태로 인식되게

된다.

도 3을 참조하면, 팁 부분의 저항 영역(404)에 대향하는 강유전층(200) 부분에 특정 방향으로의 유전 분극을 형성함으로

써, 강유전층(200)의 특정 도메인 영역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를 위해서, 제1 및 제2전극 영역(403, 405)에 동시에 동일

한 극성의 전류를 인가한다. 이때, 인가되는 전압은 유전 분극의 방향을 바꾸는 데 요구되는 전압, 즉, 항전압(VC) 이상이

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유전 분극의 방향을 바꾸는 데 요구되는 전장인 항전장(EC) 이상의 전장이 접지 상태인 바닥

전극(100)과 탐침(400)의 팁 부분 사이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 탐침(400)의 팁 부분에 대향되는 강유전층(200)의 도메인

영역은 유전 분극이 일정한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다. 기록을 위한 전압은 두 단자(407, 409)를 통해서 인가되는 데, 인가

되는 전압의 극성에 따라, 강유전층(200) 내의 도메인의 유전 분극의 방향이 반대로 달라지게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두 단자(407, 409) 사이에 전압 차를 두어 전류를 흐르게 하면, 강유전층(200) 내의 도메인 정렬 방향이

위인 경우, 저항 영역(404)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어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흐르게 된다. 이 경우, 저항 영

역(404)은 n- 로 도핑되고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430, 405)은 n+ 인 경우이다. 반대로, 도메인 정렬 방향이 아래인 경우

저항 영역(404) 내에는 잔류 분극에 의한 전장의 영향에 의해서 공핍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저항 영역(404)의 저항은 상

대적으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 상태와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 상태가

형성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0" 및 "1"을 재생하게 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어느 하나의 메모리 셀(30)을 선택하여 메모리 셀(30)에 선택,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전압을 탐침

(400)에 선택적으로 인가하기 위해서, 탐침(400) 어레이 배후의 제2기판(300) 내에는 배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배선

구조는 탐침(400)의 두 단자들(407, 409)에 각각 특정 배선이 연결되게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이 교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는, 하나의 워드 라인에 평행한 두 개의 비트 라인들이 교차하게 구성하고, 워드 라인에 접속되게 선택 트랜지스터

(selection transistor)가 도입되게 배선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 트랜지스터를 수반하는 배선 구조가 제2

기판(300) 내에 구성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탐침(400)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례를 설명한다.

도 5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탐침 어레이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

적으로 도시한 평면도들이다. 도 15 내지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의 탐침 어레이를 형성하는 과

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실리콘(Si) 반도체 기판의 제2기판(300) 상에 트랜지스터 형성 과정들 중의 소자 분리 공정을 이용하여

액티브 영역(301)을 설정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액티브 영역(301) 상에 도전성 다결정실리콘층(polycrystalline silicon

layer) 등을 이용하는 워드 라인(310)을 트랜지스터의 게이트(gate) 형성 과정을 이용하여 액티브 영역(301)을 가로지르

게 형성한다. 이때,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액티브 영역(301)과 워드 라인(310) 사이에 게이트 산화층이 도입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어느 하나의 탐침(도 1의 400)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도 7을 참조하면, 워드 라인(310)에 인근의 액티브 영역(301) 부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비트 라인 플러그(bit line

plug: 321)를 형성한다. 이때,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워드 라인(310)을 덮는 절연층이 도입되고, 도전성의 비트 라인 플러

그(321)는 이러한 절연층을 관통하여 액티브 영역(301)에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형성된다. 도 8을 참조하면, 워드 라인

(310)과 교차되는 도전성의 비트 라인(320)을 형성한다. 이때, 비트 라인(320)은 비트 라인 플러그(321)에 전기적으로 연

결되게 형성된다. 비트 라인(320)과 워드 라인(310)은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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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비트 라인(320) 및 워드 라인(310)의 옆을 지나 관통하여 액티브 영역(301)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도

전성의 셀 플러그(cell plug: 330)를 형성한다. 셀 플러그(330)는 비트 라인(320)을 덮는 절연층 및 그 하부의 워드 라인

(310)을 덮는 절연층을 관통하여 액티브 영역(301)에 접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메모리 셀(도 1의 30)을 선택, 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배선 구조가 형성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셀 플러그(330)가 형성된 제2기판(300) 상에 실리콘층(350)을 형성한다. 실리콘층(350)은 증착 과정

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실리콘층(350)은 탐침(도 1의 400)의 전극 영역들(403, 405)에 도핑된 불순물과는 다른 도전

형의 불순물이 도핑된 상태일 수 있다. 예컨대, 실리콘층(350)에는 p형 불순물이 도핑될 수 있다.

도 11 및 도 15를 참조하면, 실리콘층(350) 상에 이온주입(ion implantation)을 위한 이온주입마스크(610)를 형성한다. 이

온주입마스크(610)는 셀 플러그(330)에 겹쳐지는 실리콘층(350) 부분을 노출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이온주입에 의해서

실리콘층(350)의 노출된 부분에 불순물영역(640)이 형성된다. 이때, 불순물은 n형 불순물일 수 있다. 이러한 불순물영역

(640)은 결국 셀 플러그(33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도 12 및 도 16을 참조하면, 불순물영역(640)의 주위로 이온주입된 불순물을 확산(diffusion)시켜 불순물영역(640)의 주

위에 불순물영역(640)에 비해 낮은 농도의 불순물확산영역(641)을 형성한다. 이때, 이온주입 불순물의 확산은 양측의 불

순물영역(640)으로부터 확산된 불순물들이 중간에 만나 겹쳐지게 확산 과정을 제어한다. 즉, 불순물확산영역(641)이 이온

주입마스크(610) 아래의 실리콘층(350)의 표면 인근에서 만나고 그 아래에는 실리콘층(350)이 존재하는 확산 프로파일

(profile)을 가지게 불순물의 확산을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층의 표면에 인근하는 표면 아래 부분에서의 불순물의 확산 속

도는 그 아래 내부에서의 확산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불순물의 확산 프로파일은 도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리

콘층(350)의 표면으로 볼록한 형태의 프로파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탐침(도 1의 400)을 형성하기 위한 실리콘층(350)의 식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팁마스크(tip

mask:650)를 형성한다. 팁마스크(650)는 하드 마스크(hard mask)로서 셀 플러그(330) 사이 부분에 겹쳐지는 실리콘층

(350) 부분을 가리게, 즉, 불순물영역(640)들 사이 부분을 가리게 형성된다. 이러한 팁마스크(650)는 탐침(도 1의 400)이

형성될 부분을 가리게 형성된다.

도 14 및 도 17을 참조하면, 팁마스크(650)에 의해서 노출된 실리콘층(350) 부분을 등방성 식각하여 팁 부분이 위로 향하

는 탐침(400)을 형성한다. 이때, 팁마스크(650)가 사각형이면, 등방성 식각에 의해서 탐침(400)은 사각뿔 형태로 형성된

다. 탐침(400)의 팁 부분은 저항 영역(404)으로 설정되는 데, 이러한 저항 영역(404)은 실질적으로 불순물확산영역(도 16

의 641)의 영역이게 된다. 그리고, 탐침(400)의 마주보는 두 경사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전극 영역(403, 405)은 불순물

영역(도 16의 640)의 영역이게 된다.

이러한 탐침(400)을 형성하는 등방성 식각 과정은 실질적으로 실리콘층(350) 아래의 층이 노출될 때까지 수행될 수도 있

으나, 실리콘층(350)이 일부 잔존하게 수행될 수도 있다. 실리콘층(350)이 잔존할 경우, 탐침(400)의 제1 및 제2전극 영역

(403, 405)은 그 아래에 이어져 잔존하는 불순물영역(640)을 통해 그 아래에 위치하는 셀 플러그(330)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도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전극 영역(403)은 셀 플러그(330)를 통해 액티브 영역(301)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선택 트

랜지스터에 접속된다. 따라서, 선택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310)의 제어 또는 스위칭(switching)에 따라 비트 라인 콘택

(321)을 통해 비트 라인(3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2전극 영역(405)은 다른 셀 플러그(330)를 통해 다른 선

택 트랜지스터에 접속되어 역시 동일한 워드 라인(310)의 제어 또는 스위칭에 따라 다른 비트 라인 콘택(321)을 통해 이웃

하는 다른 비트 라인(3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배선 구조에서는 워드 라인(310)의 선택에 의해서 워드 라인

(310)에 집속된 탐침(400)들의 한 열이 선택된다. 그리고, 각각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403, 405)에 각각 연결된 한 쌍의

비트 라인들(320)이 선택된 열의 탐침(400)들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비트 라인들(320)은 탐침(400)의 두 단자

들로 사용되어 선택된 탐침(400)에의 전압인가의 통로(pass)로 사용된다.

이제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탐침(400)의 어레이가 형성된 제2기판(도 1의 300)을 강유전층(200)이 형성된 제1기판과 결

합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소자가 형성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항성 메모리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 수준 결합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해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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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를 참조하면, 탐침(400)의 어레이가 형성된 제2기판(300)을 포함하는 탐침부(20)를, 제1기판(도시되지 않음) 상에

형성된 강유전층(200)을 포함하는 메모리부(10)와 웨이퍼 수준 결합으로 결합시킨다. 이때, 강유전층(200) 상에 형성되어

있는 폴리머층 또는 폴리머 유사물의 층을 포함하는 결합층(500) 내로 탐침(400)들의 팁이 침투되거나 박히게 된다. 그리

고, 탐침(400)들이 결합층(500) 내에 침투되어 강유전층(200)과 팁 부분이 접촉하거나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결합층

(500)의 폴리머층을 경화시켜 탐침(400)들을 강유전층(200) 상에 고정시킨다. 이와 같은 결합 과정은 웨이퍼와 웨이퍼를

결합시키는 웨이퍼 수준 결합 과정으로 수행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저항성 탐침과 강유전층의 메모리층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메모리 소자는 기계적 구동이 요구되는 부품을 포함하지 않아, 기계적 구동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휴대용 전자 제품의 메모리 소자 또는 기록 소자에 요구되는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 휴대용 전

자 제품에 매우 높은 신뢰성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탐침 어레이와 강유전층이 결합층을 이용하여 웨이퍼 수준 결합으로 결합됨에 따라, 결합층이 강유전층의 표면이 습

기 또는 저하 입자들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더욱이, 강유전층이 별도의 웨이퍼 상에서 증착되

므로, 강유전층을 증착할 때 고온 공정을 적용할 수 있어 강유전층의 특성 제고 및 신뢰성 제고를 구현할 수 있다. 탐침 어

레이에서의 탐침 밀도에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 및 기록 밀도가 의존하므로, 종래의 FeRAM 소자에 비해 높은 기록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기판 상에 형성된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포함하는 메모리부;

제2기판 상에 어레이(array)되고 상기 강유전층 상으로 팁 부분이 대향되어 상기 강유전층에의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

한 저항성 탐침들을 포함하는 탐침부; 및

상기 탐침들을 상기 강유전층 상에 잡아 고정시키는 결합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성 탐침은

상기 팁 부분에 위치하고 상기 팁 부분에 대응되는 상기 강유전층의 도메인에의 잔류 분극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화되는

저항 영역; 및

상기 저항 영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격된 경사면에 각각 위치하여 상기 데이터의 재생 시 상기 저항 영역의 저항값을 검

출하는 데 사용되는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성 탐침은 제1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을 포함하는 원뿔 또는 다각뿔 형상의 몸체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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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은 상기 몸체의 상호 이격된 경사면들에 상기 제1불순물에 반대되는 도전형의 제2불순물이 도

핑된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저항 영역은 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에 비해 낮은 농도로 상기 제2불순물이 도핑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부는 상기 탐침의 어레이 배후에 상기 어느 하나의 저항성 탐침을 선택하고 선택된 탐침에 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단자로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배선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부는 상기 탐침의 어레이 배후에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비트 라인(bit

line)들; 및

상기 비트 라인에의 전류 인가를 제어하는 선택 트랜지스터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층은 폴리머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8.

제1기판 상에 형성된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포함하는 메모리부;

제2기판 상에 어레이(array)되고 상기 강유전층 상으로 팁 부분이 대향되어 상기 강유전층에의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

한 저항성 탐침들을 포함하되,

상기 저항성 탐침은 제1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을 포함하는 원뿔 또는 다각뿔 형상의 몸체를 포함하고 상기 몸체의 팁 부

분에 위치하여 상기 팁 부분에 대응되는 상기 강유전층의 도메인에의 잔류 분극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화되는 저항 영

역, 및 상기 저항 영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격된 상기 몸체의 경사면에 각각 위치하여 상기 데이터의 재생 시 상기 저항

영역의 저항값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을 포함하고, 상기 저항 영역은 상기 제1 및 제2전극 영역들

에 비해 낮은 농도로 상기 제2불순물이 도핑된 영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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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하성 탐침의 어레이 배후에 상기 어느 하나의 저항성 탐침을 선택하고 선택된 탐침에 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단자로

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비트 라인(bit line)들, 및 상기 비트 라인에의 전류 인가를

제어하는 선택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탐침부; 및

상기 탐침들을 상기 강유전층 상에 잡아 고정시키는 폴리머층을 포함하는 결합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9.

제1기판 상에 바닥 전극 및 강유전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제2기판 상에 데이터 기록 및 재생을 위한 저항성 탐침들의 어레이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탐침의 팁 부분이 상기 강유전층의 표면에 대향되게 상기 제1기판을 상기 제2기판에 결합층을 이용하여 웨이퍼 수준

결합(wafer level bonding)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성 탐침들의 어레이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2기판 상에 제1불순물이 도핑된 실리콘층을 도입하는 단계;

상기 저항성 탐침들이 형성될 부분의 양측으로 상기 실리콘층의 일부 영역에 상기 제1불순물에 반대되는 도전형의 제2불

순물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제2불순물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불순물영역들 주위로 상기 이온주입된 제2불순물을 확산시켜 상기 제2불순물영역들 사이에 상기 제2 불순물 영

역들보다 도핑농노가 낮은 제2불순물확산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불순물확산영역 중 상기 저항성 탐침들이 형성될 부분의 상부를 가리는 팁마스크(tip mask)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팁마스크에 의해 노출된 상기 실리콘층 부분을 등방성 식각하여 저항성 탐침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등방성 식각에 의해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팁부위는 상기 제2불순물확산영역으로 형성되고, 상기 저항성 탐침 측면

으로 형성되는 제1 및 제2전극은 상기 제2불순물영역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층을 형성하기 이전에 상기 제2기판 상에 상기 어느 하나의 저항성 탐침을 선택하고 선택된 탐침에 전류를 제

공하기 위한 단자로서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배선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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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층을 형성하기 이전에 상기 제2기판 상에 상기 저항성 탐침의 상기 제1 및 제2전극들에 각각 연결되는 비트 라

인(bit line)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비트 라인에의 전류 인가를 제어하는 선택 트랜지스터들을 상기 비트 라인들 아래에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판을 상기 제2기판에 결합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1기판의 상기 강유전층 상에 폴리머층을 포함하는 결합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폴리머층에 상기 탐침의 팁 부분을 침투시키는 단계; 및

상기 폴리머층을 경화하여 상기 폴리머층이 상기 탐침을 잡아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성 메

모리 소자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의 팁 부분은 상기 강유전층의 표면에 접촉하거나 또는 인근하도록 상기 폴리머층에 침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저항성 메모리 소자 제조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612867

- 11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12867

- 12 -



도면3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612867

- 13 -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612867

- 14 -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612867

- 15 -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612867

- 16 -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612867

- 17 -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등록특허 10-0612867

- 18 -



도면18

도면19

등록특허 10-0612867

- 1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8
도면 11
 도면1 12
 도면2 12
 도면3 13
 도면4 13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4
 도면8 15
 도면9 15
 도면10 16
 도면11 16
 도면12 17
 도면13 17
 도면14 18
 도면15 18
 도면16 18
 도면17 18
 도면18 19
 도면1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