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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서 자화를 반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또는 비트선) 제조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자기장 키퍼층을 갖는 워드선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에 광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Trench)를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외측 전표면에 물리적 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Co-P 합금, Co-B 합금, Co-Si 합금, Co-Nb 

합금, Co-Ta 합금, Co-Mo 합금, Co-Cu 합금, Co-W 합금 중에 임의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층으로 자기장 키퍼(k

eeper)층을 형성하여 장벽층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키퍼층 상부의 전면에 구리(Cu) 재질의 시드(see

d)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시드층 상에 트렌치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 두께로 구리(Cu) 재질의 도전층을 전

기도금 방식으로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의 상부 표면이 노출될때 까지 CMP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드선 제조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1) 연자성 특성이 비교적 우수하여 자기장 키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벽층으로서도 우

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로 Co로 구성된 자성층을 제공하며; 2) 상기의 자기장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비트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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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이 최대가 되도록 워드선/비트선에 대한 최적의 형상을 제공한다.

대표도

색인어

자기메모리, 키퍼층, 센서, 워드선, 비트선, 자화반전, 종횡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f는 본 발명에 따라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도 2는 키퍼층의 유무에 따라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3 및 도 4는 키퍼층이 존재하는 워드선에서 종횡비가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반도체 기판 102 : 절연층

104 : 트렌치(Trench) 106 : 키퍼(keeper)층

108 : 시드(seed)층 110 : 도전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서 자화를 반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또는 비트선)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자기 메모리 및 센서는 자성재료로 된 박막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다층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메모리 및 센서

의 작동은 자성 다층막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화 반전을 필요로 하며,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은 워드선 및 비트

선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얻어진다. MRAM(magnetic random access memory)으로 알려진 자기메모리 소자는 넓

은 의미로서 자성재료를 이용한 메모리 소자를 통칭하며, 이는 1970년대의 페라이트 코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버블 

기술까지 다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협의의 자기 메모리 소자는 자기저항(MR: magnetoresistance)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로서 초기

의 이방성(anisotropic) MR (AMR)에서 최근의 거대자기저항(GMR: giant magnetoresistance) 및 턴넬링형 자기저

항(TMR: tunneling-type magnetoresistance) 현상을 이용한 자기메모리 소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 메모리 소

자에서 디지털 정보는 자성 다층막에서 자화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자성 다층막은 통상 3개의 핵심층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2개의 자성막이 도전막(GMR 현상) 또는 절연막(TMR 현상)을 에워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정

보의 쓰기 및 읽기 과정은 하나 또는 두 자성막의 자화 반전을 수반한다.

하나의 예로서 TMR 현상을 이용한 자기 메모리 소자의 경우 통상 소자의 작동시 하나의 자성막의 자화는 항상 고정

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의 자성막만이 자화 반전된다. 고정된 자성막을 고정층, 자화가 반전되는 자성막을 자유층이라

일컫는다. 고정층의 자화가 (+)X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자유층 또한 X축 방향으로 일축 자기이방성이 형성되어

있어 자화가 (+)X 또는 (-)X 방향으로만 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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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저항박막에서 저항은 두 자성층에 있는 자화의 방향에 의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자화 방향이 평행하면 낮은 저항

상태가 되며, 자화방향이 반평행하면 높은 저항상태가 된다. 자유층의 자화가 (+)X 방향인 경우 두 자성층의 자화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저항상태가 되며, 반대로 자유층의 자화가 (-)X 방향을 향하는 경우 높은 저항

상태가 된다. 자유층의 자화 상태가 (+)X 또는 (-)X 방향의 2가지 방향만을 향하기 때문에 자유층의 자화 방향은 디

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상의 자기 메모리 소자는 많은 수의 워드선과 비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선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워

드선과 비트선은 통상 비저항이 낮은 구리(Cu) 또는 알루미늄(Al)-구리(Cu)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정보를 

저장하는 자성 다층막은 서로 직교하는 워드선과 비트선 사이에 위치하는데, 자성 다층막에서 자화의 반전은 워드선

과 비트선에 흐르는 전류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에 의해 달성된다.

이는 자유층과 고정층의 2개 자성층으로 이루어진 자기 메모리 소자에서 자유층의 자화 반전은 워드선과 비트선에 

전류를 동시에 흘려줌으로써 달성된다. 이 때 워드선과 비트선에 흘려주는 전류의 크기는 자유층의 자화 반전에 필요

한 자기 장의 크기에 의존한다.

즉,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이 크면 워드선과 비트선에 많은 전류를 흘려주어야 하며, 자화 반전 자기장이 작은 경

우 작은 전류를 흘려주어도 자화가 반전된다. 워드선과 비트선에 지나치게 많은 전류를 흘려주는 경우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것은 물론 발열로 인한 소자의 성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류 밀도 또한 높아지게 되어 일렉트로마

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에 의해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메모리 소자의 작동시 워드선과 비트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적정한 크기 이하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한편, 자기 메모리를 포함한 메모리 소자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가 밀도이다. 자기 메모리 소자

에서 고밀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자성 다층막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메모리 소자

가 기존의 다른 메모리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요구되는 밀도에서 자성막의 크기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n)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성막의 이러한 크기 범위에서 정자기 상호작용(magnetostatic interactions)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자화를 반전시키는데 매우 큰 자기장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소자를 작동시키는데 워드선과 비트선에 많은 전

류를 흘려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urst 등은 미국 특허 제 5,956,267에서 워드선의 일부분을 연자성 막으로 에워싸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워드선을 에워싼 연자성 막을 자기장 키퍼층(magnetic field keeper layer) 이라고 하는데, 이러

한 키 퍼층의 사용에 의해 워드선/비트선으로부터 자성 다층막에 가해지는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워드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전류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고전류 밀도와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자기 메모리 소자의 고밀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성 다층막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워드선과 비트선의 폭 및

두께 또한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전류가 흐르는 도전체의 단면적이 줄어들어 일정한 전류를 흘리더라도 도전체

에 흐르는 전류밀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고밀도의 자기 메모리 소자에서 자성막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자화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이 크게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워드선과 비트선의 크기 또한 감소하여 워드선과 비트선에 많은 전류를 흘리는 것이 어려워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을 얻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 메모리의 고밀도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기 메모리 소자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웃한 셀 간의 간격이 감소하여 셀 간의 간섭(cross-talk)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 키퍼층은 셀 간의 간섭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워드선과 비트선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주로 구성된 두꺼운 절연막에 트렌치 (trench) 또는 캐비티(cavity)를 미세가

공 기술에 의해 제작한 다음 구리를 전해 도금하는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다. 종래의 기술에서 자기장 키퍼층을 도전

체의 일부에 에워쌈으로써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는데, 이 때 자 기장 키퍼층으로는 NiFe, 

NiFeCo 및 CoFe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자기장 키퍼층을 절연막과 워드선/비트선 사이에 곧바로 위치시키는 경우 키퍼층 재료가 절연막으로 

확산되어 들어가거나 키퍼층과 구리와의 반응이 일어나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기술에서는 자기장 키퍼층의 전후에 장벽층(barrier layer)을 삽입하였다.

즉, 장벽층은 절연막과 키퍼층 사이 및 키퍼층과 워드선/비트선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장벽층으로는 Ta, TiW, TiN 

또는 TaN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벽층의 삽입은 추가적인 공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류가 주로 흐르는 구

리의 단면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류밀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기장 키퍼층으로서 주로 Co로 구성

된 자성층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때,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주성분이 Co로 구성된 자성층은 연자성 특성이 비교적 우

수하여 자기장 키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벽층으로서도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벽층의 삽

입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목적은 정보를 저장하는 자성 다층막의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의 크기가 키

퍼층을 가진 워드선과 비트선의 형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장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과 비트선의 형상을 최적

화하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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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워드선과 비트선의 구체적인 형상 및 워드선/비트선과 자 성 다층막간의 간격에 따라 자성 다층막

에 인가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자기 메모리 소자에 사용되는 워드선과 비트선의 형상에 

대한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원리는 유사한 자기장 키퍼 층을 가진 워드선과 비트선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써 본 발명은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자기장 키

퍼층을 갖는 워드선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에 광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Trench)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외측 전표면에 물리적 기상증착법을 이

용하여 Co-P 합금, Co-B 합금, Co-Si 합금, Co-Nb 합금, Co-Ta 합금, Co-Mo 합금, Co-Cu 합금, Co-W 합금 중

에 임의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층으로 자기장 키퍼(keeper)층을 형성하여 장벽층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키퍼층 상부의 전면에 구리(Cu) 재질의 시드(seed)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시드층 상에 트렌치를 충분히 덮

을 수 있을 정도 두께로 구리(Cu) 재질의 도전층을 전기도금 방식으로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의 상부 표면이 노출될때 까지 CMP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드선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그 작용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자기 메모리 소자에서 통상 정보를 저장하는 자성 다층막의 자화 반전은 워드선과 비

트선에 전류를 동시에 인가함으로써 달성되지만, 본 발명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워드선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발명에서의 워드선과 비트선의 형상은 종횡비(aspect ratio; 두께/폭의 비)로 나타내었다.

도 1a 내지 도 1f는 본 발명에 따라 키퍼층을 갖는 워드선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반도체 기판(100) 즉, 실리콘 기판 위에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절연층(102)을 형성한다.(도 1a 참조) 이어서, 

상기 절연층(102)에 통상의 광식각 공정을 사용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Trench)(또는 캐비티(cavity))(104)를 형성

한다.(도 1b 참조)

그 다음, 상기 트렌치(104)의 내외측 전표면에 스퍼터링 방법과 같은 물리적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자기장 키퍼(kee

per)층(106)을 코팅한 후(도 1c 참조) 그 상부 전면에 구리(Cu) 재질의 시드(seed)층(108)을 얇게 형성한다.

이 때, 상기 자기장 키퍼층(106)은 주로 Co로 구성된 합금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Co-P 합금, Co-B 합금, Co-Si

합금, Co-Nb 합금, Co-Ta 합금, Co-Mo 합금, Co-Cu 합금, Co-W 합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구리가 

절연층(102)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연 역할과 함께 투자율이 높아 자기장 키퍼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도 1d 참조)

다음, 상기 시드층(108) 상부의 전면에 전기 도금에 의해 도전층(110)으로 구리(Cu)를 입힌다. 이 때, 상기 도전층(11

0)은 트렌치(104)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증착한다.(도 1e 참조)

그 후, 상기 절연층(102)의 상부 표면이 노출될때 까지 화학적기계적 평탄화(CMP : chemical-mechanical planariz

ation) 공정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박막 을 제거함과 동시에 최종 상층면을 평탄화한다.(도 1f 참조)

여기서, 도 1f에 좌표축으로 가로축을 y, 세로축을 z로 나타내었다. x축은 종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서 전류가 흐르

는 방향과 같다.

또한, 도 1f에는 워드선의 종횡비가 1에 유사한 경우에 대한 공정도를 나타내었지만, 다른 종횡비를 가진 워드선을 제

작하기 위한 공정은 본 발명과 유사하다. 본 발명에서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워드선 종횡비 및 실제 워드선의 단면적

은 다음과 같다.

종횡비가 16인 경우 (4.0 μm (두께) × 0.25 μm (폭)), 9인 경우 (3.0 μm (두께) × 0.333 μm (폭)), 4인 경우 (2.0

μm (두께) × 0.5 μm (폭))이다.

종횡비가 1.56인 경우 (1.25 μm (두께) × 0.8 μm (폭)), 1.0인 경우 (1.0 μm (두께) × 1.0 μm (폭)), 0.44인 경우

(0.67 μm (두께) × 1.5 μm (폭)), 0.25인 경우 (0.5 μm (두께) × 2.0 μm (폭))이다.

도 2는 키퍼층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주성분이 Co로 구성된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과 키퍼층이 없는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때, 두 워드선의 종횡비는 각각 1.0이며, 키퍼 층의 두께는 0.03 μm이다. 워드선에 인가된 전류의 크기는 10 mA

이며, 단면적은 1 um2 이다. 도 2의 가로축은 y 방향(수평 방향)의 길이를 나타내며, 여기서 y=0은 워드선의 중앙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워드선에서 z방향(수직 방향)으로 0.13 μm 떨어진 거리(즉 z=0.13 μm)에서 y방향 성분의 자기

장(Hy)을 나타낸다. z=0.13 μm는 통상의 자기 메모리 에서 워드선과 자유층 사이의 거리에 해당된다.

도 2에서 세로로 나타낸 2개의 점선은 워드선의 폭을 나타낸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퍼층의 존재에 의해 워드

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은 매우 크게 증가한다. 또한, 발생되는 자기장이 워드선 주변에만 존재하고 워드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감소한다. 도 2의 결과로부터 키퍼층은 워드선의 전류밀도를 줄이고, 고

밀도 자기 메모리에서 발생되는 셀 간의 간섭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도 3은 키퍼층이 존재하는 워드선에서 종횡비가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을 살펴보면, 워드선에 인가된 전류의 크기는 10 mA이며, 단면적은 1 um2 이다. 가로축은

워드선의 중앙 (y=0)에서 z 방향으로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며 세로축은 자기장의 y 방향 성분 (Hy)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워드선의 단면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Hy는 종횡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특히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은 경우 종횡비에 따른 Hy의 변화는 매우 크다. 자기 메모리에 응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거리 (통상 z=0.1∼0.2 um 범위)에서 Hy의 크기는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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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Hy의 크기가 종횡비에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어떤 종횡비 범위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최대

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기 메모리 소자의 설계시 워드선 형상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은 경우 Hy는 종횡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여 4.0 의 종횡비에서 최대를 

보이며 종횡비가 더 이상 감소하면 Hy가 다시 감소한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특징은 종횡비가 큰 경우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Hy는 급격하게 변화하나, 종횡비

가 작은 경우 Hy는 서서히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큰 경우 종횡비에 따른 Hy의 변화

는 워드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은 경우에 비하여 매우 작다.

도 4는 여러 종횡비에 대하여 키퍼 층을 가진 워드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장에 대한 결과를 도 2와 유사하게 나타

낸 그래프이다. 즉, 가로축은 y 방향의 길이를 나타내며, y=0은 워드선의 중앙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워드선에서 z 방

향으로 0.13 μm 떨어진 거리(즉 z=0.13 μm)에서 y 방향 성분의 자기장 (Hy)을 나타낸다. 워드선에 인가된 전류의 

크기는 10 mA이며, 단면적은 1 um2 이다. 워드선의 중앙 (y=0)인 경우 도 3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횡비가 4.

0인 경우 Hy가 최대이나 워드선의 중앙에서 벗어남에 따라 Hy는 매우 급격히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횡비가 증

가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1.56의 종횡비에서 Hy의 변화는 매우 작으며, 종횡비가 감소함에 따라 Hy의 

변화는 감소한다.

한 예로서 종횡비 1.0 이하에서는 워드선의 중앙으로부터 0.3 μm 거리까지 벗어나더라도 Hy의 변화는 거의 없다. H

y의 크기 및 워드선의 중앙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른 Hy의 변화를 고려할 때 최적의 종횡비는 0.44 ∼ 4.0 범위로 생각

되며, 더욱 바람직한 범위는 1.0 ∼ 1.56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서는 자기 메모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은 자기센서, 특히 마이크로 자기센서의 응용

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 자기센서에서 자기장은 자기 메모리와 유사하게 구리 등의 도전체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얻어지며, 이러한 응용에서도 자기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낮은 전류 (전류밀도)에서 큰 자기장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 제조방법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본 발명에서는 연자성 특성이 비교적 우수하여 자기장 키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벽층으로서도 우수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주로 Co로 구성된 자성층을 제공한다.

통상의 자기장 키퍼 층을 가진 워드선/비트선에서는 키퍼층의 전,후에 장벽층이 필요하나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주성

분이 Co 구성된 막을 사용하면 장벽층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는 자기 메모리 소자에 필요한 공정을 줄여주

며, 또한 전류가 주로 흐르는 구리의 단면적 감소를 최소화시키게 된다. 이는 일정한 크기의 전류에 대하여 구리를 통

한 전류 밀도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높은 전류밀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게 된다.

둘째,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자기장 키퍼층을 가진 워드선/비트선에 대하여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이 최대가 되

도록 워드선/비트선에 대한 최적의 형상을 제공한다.

고밀도 자기 메모리에 해당되는 소자에서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의 크기는 워드선/비트선의 형상에 매우 민감하

며 특정한 형상에서 최대의 자기장이 얻어 진다.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자기장의 관점에서 볼 때, 워드선/비트선의 최적

형상은 종횡비가 0.44 ∼ 4.0 사이일 때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기 메모리 및 센서에 응용 가능한 자기장 키퍼층을 갖는 워드선 제조방법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에 광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소정 깊이의 트렌치(Trench)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치의 내외측 전표면에 물리적 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Co-P 합금, Co-B 합금, Co-Si 합금, Co-Nb 합금, C

o-Ta 합금, Co-Mo 합금, Co-Cu 합금, Co-W 합금 중에 임의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층으로 자기장 키퍼(keeper)

층을 형성하여 장벽층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키퍼층 상부의 전면에 구리(Cu) 재질의 시드(seed)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시드층 상에 트렌치를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 두께로 구리(Cu) 재질의 도전층을 전기도금 방식으로 증착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의 상부 표면이 노출될때 까지 CMP 공정을 이용하여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드선 제조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워드선의 최적 형상 종횡비는 0.44 ∼ 4.0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드선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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