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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자기저항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MRAM) 셀을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며, 이는 터널 접합 층과 자기층들간의 계면의 비평

탄성으로 인한 닐 커플링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상기 방법은, 도전체(112)상에 제 1 배리어 층(113) 및 제 2 배리어 층

(114)을 증착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배리어 층(113)은 상기 제 2 배리어 층(114)과 상이한 폴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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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가진다. 그 후, 제 2 배리어 층(114)은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CMP)에 의해 본질적으로 제거되며, 평활하고 균일한

제 1 배리어 층(113)이 남겨진다. 그 후, 자기 스택(115)이 폴리싱된 제 1 배리어 층(113)상에 형성되는 경우, 계면 비평탄

성이 터널 접합층에 대해 병진되지 않으며, 자화의 손상을 겪지 않는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기저항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셀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전 물질내에 매입된 1이상의 도전체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도전체의

최상면은 상기 유전 물질의 최상면과 공면이고;

상기 도전체 및 상기 유전 물질상에 제 1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

상기 제 1 물질상에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제 2 물질은 상기 제 1 물질 보다 빠른 폴

리싱 속도를 가지며;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에 의해 상기 제 2 물질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제 1 자기층, 비-자기 터널 접합 배리어 층, 및 제 2 자기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및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상기 제 1 물질, 상기 제 1 자기층, 상기 비-자기 터널 접합 배리어 층, 및 상기 제 2 자기층을 패터닝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물질은 탄탈륨 질화물이고, 상기 제 2 물질은 탄탈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물질은 티타늄 질화물이고 화학적 기상 증착 공정에 의해 증착되며, 상기 제 2 물질은 티타늄 질화물이고 물리적

기상 증착 공정에 의해 증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는 구리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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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은 상기 도전체와 상기 유전 물질 사이에 배치된 라이너 물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물질은, 상기 제 1 물질의 제거 속도보다 약 4배의 속도로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은, 약 1 내지 5 psi의 다운포스, 약 30 내지 80rpm의 테이블 회전 속도, 및 약 30 내지 80rpm

의 캐리어 회전 속도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물질은, 약 800 내지 1200 옹스트롬/분의 속도로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물질의 일부분도 상기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물질은, 200 내지 300 옹스트롬/분의 속도로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하여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자기저항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MRAM) 셀들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자기층들간의 계면 비평탄성(interficial roughness)을 개선시키는 바이레이어 CMP 공정(bilayer CMP process)을 이용

하여 이러한 MRAM 셀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기저항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MRAM)는, 종래의 DRAM 및 FLASH 메모리에 비해 비휘발성, 3-차원 셀 팩킹 능력, 저

전력 소비, 보다 간단하고 저가인 공정의 장점들을 가진다. MRAM용 아키텍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 또는 메모리 셀들의

어레이, 및 복수의 디지트(digit)와 비트 라인 교차점(intersection)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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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M 셀은 자기 터널 접합부(magnetic tunnel junction; MTJ), 격리 트랜지스터(isolation transistor), 및 디지트와 비

트 라인들의 교차점으로 구성된다. 상호연결 스택부(interconnect stack)는 격리 트랜지스터를, MRAM 셀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 자기장의 일부분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트 라인, 비트라인, 및 MTJ 디바이스에 연결시킨다.

MRAM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강자성 물질들의 자화(magnetization)의 상대 방위를 이용한다. 자기-저항성 터널 접합

디바이스들의 최적의 성능은 평활한 터널 배리어(smooth tunnel barrier)들을 필요로 한다. 자화의 상대 방위는 표면 비평

탄성에 의해 손상(corrupt)될 수 있다. 이러한 자화의 손상은 "닐 커플링(Neel coupl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면의 비평탄성으로 인한 잔류 자성(remnant magnetism)이다. 비평탄한 터널 배리어는 닐 커플링을

유도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자기-저항성 디바이스의 스위칭 필드내에 오프셋을 생성함에 따라, 메모리 어레이의 디바이스

의 동작 마진(operating margin)을 감소시킨다. 또한, 터널링 접합부의 두께가 표면 비평탄성의 정도인 경우, 자기 스택 증

착시 터널링 접합부를 통해 금속 단락(metal shorting)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비평탄성은 자기 터널 접합

금속 스택부의 증착에 앞서 기판의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CMP)을 수행하여도 발생된다.

CMP에 따른 평활도(degree of smoothness)는 배리어 층에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좌우된다. 본 명세서에서 배리

어라는 용어는 와이어링 도전체(wiring conductor)로부터의 금속성 오염(metallic contamination)에 대한 상기 층의 확산

저항을 칭한다. 이는 디바이스 전자 터널 배리어와 상기 배리어 층의 기능이 구별되게 한다. 배리어 층의 통상적인 물질 중

의 하나는 탄탈륨 질화물(TaN)이다. 그 이외의 통상적인 물질들로는, 닐 커플링의 악영향을 제거하도록 평활한 계면들을

얻기 위해, 단일 층들로서 구현되는 티타늄 질화물(TiN), 탄탈륨(Ta) 및 루테늄(Ru) 또는 그 조합이 있다.

금속 스택 밑에 사용되는 버퍼층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practical ramification) 중 하나는, 그것이 디바이스들을 격리시

키기 위해 디바이스 패터닝 시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아래에 놓인 유전 물질에 대해 높은 선

택성을 갖는 TaN, 또는 자기-저항성 디바이스 아래의 와이어링 레벨에 사용되는 여하한의 노출된 구리(exposed copper)

를 에칭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웨이퍼 표면상의 동등하게 균일한 나머지 두께(commensurately a uniform remaining

thickness)와 평활한 표면 양자 모두를 얻기 위해 얇은 금속층을 균일하게 폴리싱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 비평탄성을 최소화하여, 상술된 닐 커플링 및 금속 단락 문제가 해결된 MRAM 셀들을 제조하는 방법

을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나머지 금속 두께의 비-균일성을 감소시키면서 평활한 표면을 제공하는 공정을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된 문제들은 자기저항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셀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본 발명의 이용을 통해 해결되며, 상기 방법

은, 유전 물질내에 매입(embed)된 1이상의 도전체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

기 도전체의 최상면은 유전 물질의 최상면과 공면(coplanar)이고; 상기 도전체 및 상기 유전 물질상에 제 1 물질을 증착시

키는 단계; 상기 제 1 물질상에 제 2 물질을 증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제 2 물질은 상기 제 1 물질보

다 빠른 폴리싱 속도를 가지며; 화학적 기계적 폴리싱에 의해 상기 제 2 물질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제 1 자기층 스

택, 비-자기 터널 접합 배리어 층, 및 제 2 자기층을 증착시키는 단계; 및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상기 제 1 물질, 상기 제 1

자기층 스택, 상기 비-자기 터널 접합 배리어 층, 및 상기 제 2 자기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실시예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도면들에서, 본 발명을 보다 명확히 서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구조체

들의 다양한 실시형태가 간단한 방식으로 도시되고 개략적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도면들은 축척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조체들의 다양한 실시형태들의 수직 단면도가 직사각형 형상으로 예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업자라면, 실제

적 구조체들과 함께, 이들 실시형태는 보다 테이퍼진 모양(more tapered feature)들을 아주 쉽게 통합(incorporate)할 수

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어떤 특정 형상으로 된 구성예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도 1a는 계면 비평탄성으로 인한 자화의 상대 방위의 손상을 보여주는 부분-제조된 MRAM 셀을 예시한다. 보다 상세하게

는, 도 1a에는 MRAM 셀용 하부 전극을 형성하는 비-자기 도전체(2)를 포함하고, 배리어 층(3), 고정 자기층(pinned

magnetic layer; 4), 비-자기 터널 배리어 층(5), 및 자유 자기층(free magnetic layer; 6)을 더 포함하는 부분-제조된

MRAM 셀이 도시되어 있다. 터널 배리어 층(5)의 표면은 종종 계면의 비평탄성(7)을 겪게 된다. 이러한 비평탄성으로 인

한 자화의 손상은 "닐 커플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세 자기 모멘트(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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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moment)의 방위에 대해 오정렬(misalign)된 잔류 자기 모멘트(Remnant Magnetic moment)가 유도된다. 본질

적으로, 이러한 닐 커플링은 자기저항성 디바이스의 스위칭 필드에 오프셋을 생성함에 따라 메모리 어레이내의 상기 디바

이스의 동작 마진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계면 비평탄성은 자기 터널 접합 금속 스택의 증착에 앞선 기판의 CMP 폴리싱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

도 2a 내지 도 2e에는 자기 터널 접합 금속 스택에 대한 통상적인 제조 공정이 도시되어 있다. 도 2a에는 유전층(10)이 패

터닝되고 에칭되어 트렌치들을 형성하는 부분-제조된 금속 스택이 도시되며, 상기 트렌치들은 라이너 물질(liner

material; 11)로 라이닝된 후, 도전 물질(12)이 증착된다. 도전 물질(12)은 통상적으로 구리이며, 라이너 물질(11)은 TaN

일 수도 있다.

도 2b에는 과도한 도전 물질(12) 및 라이너 물질(11)이 CMP 폴리싱에 의해 제거된 후의 부분-제조된 금속 스택이 도시되

어 있다. 도 2c에서, 배리어 층(13)은 유전 물질(10) 및 도전체(12)들상에 증착된 블랭킷(blanket)이다. 배리어 층(13)은

통상적으로 TaN이며, 증착 후 통상적으로 약 500 A 두께를 갖는다.

그 후, 배리어 층(13)은 자기저항성 금속 스택 증착을 위해 평활한 표면을 제공하도록 CMP에 의해 평활화된다. 하지만,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균일한 폴리싱 속도는 흔히 남겨진 배리어 층(13)의 두께 편차(thickness variation)를 유도하

게 된다. 배리어 층(13)이 후속하여 에칭되는 경우, 배리어 층(13)의 일부분들이 언더에칭(underetch)되어 도전체들간의

단락이 유도될 수도 있는 한편, 배리어 층(13)의 나머지 부분들이 오버에칭(overetch)되어 아래에 놓인 유전층(10)의 파

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배리어 층(13)이 에칭된 후, 남겨진 금속 스택 층들(집합적으로 층(15)으로 도시됨)이 증착되며, 리소그

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마스크(16)에 의해 노출된 영역들내의 추가 금속 스택 층(15)들 및 배리어 층(13)을 에칭하기 위해

금속 마스크(16)가 사용된 부분-제조된 금속 스택을 도시하는 도 2e에 나타나 있다. 도 2e에 도시된 부분-제조된 금속 스

택의 영역에서, 배리어 층(13)은 CMP 후에 너무 두꺼워서 불완전하게 에칭되므로, 도전체들간의 단락을 유도하는 배리어

물질(13a)이 남겨진다. 도면 2e의 영역(b)에서, 배리어 층(13)은 CMP 후에 너무 얇아 오버에칭되므로, 도전체들 사이로

부터의 유전 물질(10)의 제거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폴리싱된 도전체(12)의 표면의 비평탄성은 터널 배리어

층과 자기층들 사이의 계면에 대해 병진(translate)될 수도 있어, 도 1에 도시된 계면의 비평탄성(7)이 유도된다.

배리어 층들 및 도전체의 폴리싱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은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완화(alleviate)된다. 상기 방법의 일

실시예는 도 3a 내지 도 3d에 도시되어 있다. 도 3a에서는, 유전 물질(110)내에 도전체(112)들이 형성되었다. 도전체

(112)들과 유전 물질(110)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라이너(111)가 배치된다. CMP에 의한 도전체(112)들의 평탄화

(planarization)에 따라, 제 1 배리어 층(113)이 블랭킷 증착된 다음, 제 1 배리어 층(113) 위에 제 2 배리어 층(114)이 블

랭킷 증착된다.

제 1 배리어 층(113)은 제 2 배리어 층(114)과 상이한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제 1 배리어 층

(113)은 제 2 배리어 층(114)보다 상당히 느린 폴리싱 속도를 가지므로, 이로 인해 제 1 배리어 층(113)에 대한 폴리싱 선

택성(polish selectivity)이 유도된다. 다시 말해, 제 1 배리어 층(113)은 약 200 내지 300 옹스트롬/분(angstroms/min)의

폴리싱 속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 2 배리어 층(114)은 약 800 내지 1200 옹스트롬/분의 폴리싱 속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약 1:4의 폴리싱 선택성이 유도된다.

또한, 제 1 배리어 층(113)용 물질은 폴리싱 시 매우 평활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 배리어 층(113)은 TaN이며, 제 2 배리어 층(114)은 Ta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 1 배리어 층(113)은 화학적 기상

증착(CVD)에 의해 증착된 TiN일 수도 있으며, 제 2 배리어 층(114)은 물리적 기상 증착(PVD)에 의해 증착된 TiN일 수도

있다.

약 1 내지 5 psi의 다운포스(downforce), 약 30 내지 80rpm의 테이블 회전 속도, 약 30 내지 80rpm의 캐리어 회전 속도

는, 상술된 상이한 폴리싱 속도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바람직한 CMP 조건들이다. 폴리싱 패드 IC1000TM on SubaIVTM,

또는 IC1000TM on IC1000TM K-grooved(Rodel사의 상표)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실리카 연마 슬러리(silica

abrasive slurry)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도 3c에서, 제 2 배리어 층(114)은 CMP를 이용하여 폴리싱하고, 제 1 배리어 층(113)을 노광하며, 제 1 배리어 층(113)상

에 매우 평활한 표면을 생성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제거된다. 제 1 배리어 층(113)의 적어도 일부분을 남겨두면서 제 2 배리

어 층(114)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d에서, 금속 스택 층(115)들이 배리어 층(113)상에 증착되며,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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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층(115)들 및 배리어 층(113)은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 마스크(116)에 의해 노출된 영역들내에서 에칭됨

으로써 제거된다. 배리어 층(113)이 균일하게 폴리싱되기 때문에, 배리어 층(113)이 언더에칭되어 도전체(112)들간의 단

락을 유도하는 영역이 없으며, 배리어 층(113)이 오버에칭되어 너무 많은 유전 물질(110)을 제거하는 영역들도 없게 된다.

더욱이, 배리어 층(113)이 매우 평활한 마무리(smooth finish)로 폴리싱되기 때문에, 터널 배리어 층과 금속 스택(115)내

의 자기층들간의 계면에는 계면 비평탄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술된 닐 커플링 문제가 해결된다.

본 발명은 특정 바람직한 실시예 및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들과 연계하여 특정적으로 서술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수많은 대

안예, 수정예, 변형예들이 이전의 설명에 따라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첨부된 청구항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실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모든 대안예, 수정예, 변형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히, 신규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본 발명의 부분들 및 본 발명의 소자 특성은 첨부된 청구항에서 설명된다. 도면들은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축척대로 도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도면들내의 동일한 번호들은 동일한 특징들을 나타낸

다. 하지만, 본 발명 자체는, 다음의 첨부된 도면들과 연계하여 서술되는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동작의 구성 및 방

법 양자 모두에 관해 더욱더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도 1a 내지 도 1b는 계면 비평탄성으로 인한 자화의 상대 방위의 손상을 보여주는 부분-제조된 MRAM 셀의 개략적 단면

도,

도 2a 내지 도 2d는 MRAM 셀을 형성하는 종래 기술의 방법을 예시하는 도면; 및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따른 MRAM 셀을 형성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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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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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d

도면2e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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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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