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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이 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요약

전이 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이 제공된다. 데이타 저장 물질

막으로써 제공되는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켜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

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1 기간(a first period) 동안 제1 전기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

항을 감소시키는 것 및 상기 제1 기간 보다 긴 제2 기간(a second period) 동안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저항램, 셋, 리셋, 펄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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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저항 램 소자의 단위 셀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은 전기 펄스에 따른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 스위칭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이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 비휘발성 기

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휘발성 기억소자들은 그들의 전원이 차단될지라도, 그들 내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소멸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

라, 상기 비휘발성 기억소자들은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및 메모리 카드 등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상기 비휘발성 기억소자들로서 플래쉬 메모리소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플래쉬 메모리소자는 적층 게이트 구조

(stacked gate structure)를 갖는 메모리 셀들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상기 적층 게이트 구조는 채널 영역 상에 차례로 적

층된 터널 산화막, 부유 게이트, 게이트층간 절연막(inter-gate dielectric layer) 및 제어게이트 전극을 포함한다. 상기 플

래쉬 메모리 셀의 신뢰성 및 프로그램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터널 산화막의 막질(film quality)이 개선되어야

하고, 셀의 커플링 비율(coupling ratio)이 증가되어야 한다.

상기 플래쉬 메모리 소자 대신에 새로운 비휘발성 기억 소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적 펄스에 의해 의하여

가역적으로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data storage material layer)으로 이용하는 비휘발성 기억 소자

는 셀 면적의 크기에 메모리 특성이 비례하는 캐패시터 기억 소자와 달리 집적화에 유리하다. 이러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들

중의 하나는 인가된 전기 펄스 (electric pulse)에 의하여 비정질 상태 및 결정질 상태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상변

화 물질막(phase change material layer)을 사용하는 상변화 기억소자 (phase change memory device)이다. 이 밖에,

최근 가변 저항 물질막(variable resistive material layer)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이용하는 저항램 (Resistance

RAM;RRAM)이 제안된 바 있다. 상기 가변 저항 물질막은 인가된 전기 펄스의 극성 및/또는 크기에 따라서 가역적인 저항

변화를 나타내는 물질막으로써, 통상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를 갖는 거대 자기저항 물질막 (Colossal

Magnetro- Resistive material layer;CMR material layer), 예를 들어, PrCaMnO3(PCMO)막이 사용된다. 그러나, 상기

PCMO막은 웨이퍼 전체에 균일한 결정구조를 갖도록 형성되기가 힘들며 통상의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및 식

각 공정에 의하여 패터닝되기 힘들어 실제 제품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전이 금속 산화막은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착 및 패터닝이 가능하여 상기 PCMO막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써 연구되고 있다.

상변화 물질막 또는 가변 저항 물질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 또는 스위칭 메카니즘에 따라 최

적화된 프로그램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변화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이 미국특허 번호 제6,487,113호에 개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PCMO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사용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이 미국특허 번호 제

6,673,691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방법이 전이 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사용하는 저

항램 소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며, 그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이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적합

한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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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태양에 의하면,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써 제공되는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켜 비휘발성 기억소자

를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제공된다.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1 기간(a first period) 동안 제1

전기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 및 상기 제1 기간 보다 긴 제2 기간(a second

period) 동안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을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안, 바람

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 동안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는 단일 전기 펄스(single electric pulse) 또는 다중 전기 펄스(multiple electric

pulse)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일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

안,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

키는 것은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를 각각 약 10㎱ 내지 약 1000㎱ 동안,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인가

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10V의 전압, 바람직하게는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상기 제2 전기 펄스의 약 1.5배 내지

약2.5배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약 0.15V 내지 7.5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각각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적어도 2회 인가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은 MxOy의 화학식으로 표현되되, 상기 기호들 (characters) "M", "O", "x"

및 "y"는 각각 전이 금속, 산소, 금속 조성비 및 산소 조성비를 나타내고, 상기 전이금속은 니켈, 니오븀,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코발트, 철, 구리 또는 크롬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의하면,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제공되는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켜 저항램 소자를 프로

그램 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저항램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절연막을 구비한다. 상기 절연막 상에 서로 중첩

된 하부전극 및 상부전극이 형성된다.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은 상기 하부전극 및 상부전극 사이에 개재된다. 상기 전이금

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기 하부전극 및 상기 상부전극 사이에 제1 기간(a first period) 동안 제1 전기 펄

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 및 상기 하부전극 및 상기 상부전극 사이에 상기 제1 기간

보다 긴 제2 기간(a second period) 동안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어지

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된 내용이 철저

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저항 램 소자의 단위 셀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기판(100)의 소정영역에 소자분리막(102)이 제공되어 활성영역을 한정한다. 상기 활성영역 내에

서로 이격된 드레인 영역(108d) 및 소스 영역(108s)이 제공된다. 상기 상기 드레인 영역(108d) 및 상기 소스 영역(108s)

사이의 활성영역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게이트 전극(106)이 배치된다. 상기 게이트 전극(106)은 연장되어 워드라인들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 전극(106)은 게이트 절연막(104)에 의해 상기 활성영역으로부터 절연된다. 이 경우에, 상기

게이트 전극(106), 상기 드레인 영역(108d) 및 상기 소스 영역(108s)은 억세스 트랜지스터(TA)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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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억세스 트랜지스터(TA) 및 상기 소자분리막(102)은 절연막(112)으로 덮여진다. 상기 절연막(112)은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또는 이들의 조합막(combination layer)일 수 있다. 상기 소오스 영역(108s)은 소오스 콘택 플러그(108)를

통하여 상기 절연막(112) 내의 소오스 라인(11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소오스 라인(110)은 상기 게이트 전극

(106)에 평행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상기 드레인 영역(108d)은 상기 절연막(112)을 관통하는 노드 콘택 플러그(114)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절연막(112) 상에 데이터 저장요소(data storage element; 122)가 제공된다. 상기 데이터 저장요소(122)는 상기 노

드 콘택 플러그(114)를 덮도록 배치된다. 상기 데이터 저장요소(122)는 차례로 적층된 하부전극(116), 전이금속 산화막

(118) 및 상부전극(120)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하부전극(116) 및 상기 상부전극(120)은 내산화성 금속막(oxidation resistant metal layer)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면, 상기 하부전극(116) 및 상기 상부전극(120)은 이리듐막(Ir), 백금막(Pt), 이리듐 산화막(IrO), 티타늄 질화막

(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막(TiAlN), 루테늄막(Ru) 또는 루테늄 산화막(RuO)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하부전극

(116) 및 상기 상부전극(120)은 폴리실리콘막일 수도 있다.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은 화학식 MxOy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화학식에서, 상기 기호들(characters) "M", "O", "x"

및 "y"는 각각 전이금속, 산소, 전이금속 조성비(transition metal composition) 및 산소 조성비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상

기 전이금속은 니켈, 니오븀,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코발트, 철, 구리 또는 크롬일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저장요소(122) 및 상기 절연막(112)은 금속층간 절연막(124)으로 덮여질 수 있다.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

(124)은 실리콘 산화막일 수 있다.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124) 상에 비트라인(128)이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비트라인(128)

은 상기 금속층간 절연막(124)을 관통하는 비트라인 콘택 플러그들(126)을 통하여 상기 상부전극(120)에 전기적으로 접

속된다. 상기 비트라인(128)은 상기 게이트 전극(106)의 상부를 가로지르도록 배치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저항램 소자의 단위셀은 하나의 트랜지스터 및 하나의 데이타 저장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데이타 저장 물

질막으로써 전이금속 산화막을 채택하는 다양한 구조의 저항램에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저항램 소자

의 프로그램 방법은 미국 공개특허 번호 US2004/0108528호에 예시적으로 개시된 바와 같은 교차점 어레이(cross-point

array)를 갖는 저항램 소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은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즉 상기 저항램 소자를 리

셋(reset)시키기 위하여 상기 하부전극(116) 및 상부전극(120) 사이에 인가되는 전기 펄스(이하 "리셋 펄스"라 한다.)의

폭은,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즉 상기 저항램 소자를 셋(set)시키기 위하여 상기 하부전

극 (116) 및 상부전극(120) 사이에 인가되는 전기 펄스(이하 "셋 펄스"라 한다.)의 폭 보다 큰 것을 특징들 중의 하나로 한

다. 상기 '전기 펄스의 폭'라는 용어는 전기 펄스가 인가되는 기간(period)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상기 셋 펄스는 나

노초(㎱) 단위의 기간 동안 인가될 수 있으며, 상기 리셋 펄스는 나노초 또는 마이크로초(㎲) 단위의 기간 동안 인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리셋 펄스의 길이는 상기 셀 펄스의 길이의 약 100배 내지 1000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셋 펄스는 단일 펄스로써 약 1㎱ 내지 약 100㎱의 기간동안 인가되어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셋 펄스에 의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은 낮은 저항을 갖는 셋 상태

(set state)로 스위칭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셋 펄스는 약 1㎱ 내지 약 10㎱의 기간 동안 인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

기 셋 펄스는 후에 설명될 리셋 펄스의 1.5배 내지 2.5배의 크기를 갖는 전압 펄스일 수 있다.

상기 리셋 펄스는 단일 펄스(single pulse) 또는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로 이루어진 다중 펄스(multiple pulse)일 수 있

다. 상기 리셋 펄스가 단일 펄스인 경우에 상기 리셋 펄스는 약 1㎲ 내지 약 100㎲의 기간 동안,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의 기간 동안 인가되어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118)의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 리셋 펄스에 의하여 상기 전

이금속 산화막(118)은 상기 셋 상태보다 높은 저항을 갖는 리셋 상태(reset state)로 스위칭 된다. 상기 리셋 펄스가 다중

펄스인 경우에 상기 다중 펄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전기 펄스는 약 10㎱ 내지 1000㎱의 기간동안, 바람직하게는 약 50㎱

등록특허 10-0576369

- 4 -



내지 약 100㎱의 기간동안 인가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리셋 펄스는 약 0.1V 내지 약 10V, 바람직하게는 약 0.1V 내

지 약 3V의 범위를 갖는 전압 펄스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셋 펄스는 약 0.15V 내지 약 25V, 바람직하게는 0.15V 내지

7.5V의 전압 펄스 일 수 있다.

<실험예들>

도 2 및 도 3은 전기 펄스에 따른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 스위칭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다. 도 2 및 도 3의 결과들은 도 1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데이타 저장요소를 제조하여 실험한 결과들이다. 여기에서, 전이금속 산화막은 니켈 산화막으로 형

성하였다. 상기 니켈 산화막은 스퍼터링 공정에 의하여 니켈막을 증착하고 증착된 니켈막을 산소 플라즈마 처리하는 공정

을 반복하여 200Å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되었다. 하부전극 및 상부전극은 이리듐을 사용하여 각각 500Å의 두께를 갖도

록 형성되었다. 또한, 상기 데이타 저장 요소는 평면도로 부터 보여질 때 0.3×0.7㎛2의 직사각형 형태를 갖도록 형성되었

다.

도 2에서 상기 니켈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0.7V의 크기(amplitude) 및 10㎱의 폭을 갖는 셋 펄스를 상기

상부전극 및 하부전극 사이에 인가하였으며, 상기 니켈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1.1V의 크기 및 5㎲의 폭을

갖는 리셋 펄스를 상기 상부전극 및 상기 하부전극 사이에 인가하였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니켈 산화막은 충분

히 넓은 마진을 가지고 수백Ω의 셋 상태에서 수만Ω의 리셋 상태로 가역적인 저항 스위칭을 보였다.

도 3에서 상기 니켈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0.7V의 크기 및 10㎱의 폭을 갖는 셋 펄스를 인가한 반면, 상기

니켈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1.1V의 크기 및 100ns의 폭을 갖는 복수개의 전기 펄스를 포함하는 리셋 펄스

를 인가하였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니켈 산화막은 단일의 셋 펄스에 의하여 셋 상태로 스위칭 되었으며, 5회의

전기 펄스를 포함하는 리셋 펄스를 인가한 경우에 리셋 상태로 스위칭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셋 펄스는 짧은 폭을 갖는 단일 전기 펄스인 것으로 충

분한 반면,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리셋 펄스는 상기 셋 펄스 보다 큰 폭을 갖는 단일 전기 펄스

또는 다중 전기 펄스인 것이 바람직 함을 보여준다. 즉,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 저항램

소자를 프로그램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셋(set)을 위하여는 짧은 폭의 펄스를, 리셋(reset)을 위하여는 큰 폭의 펄스를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보여준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전이금속 산화막을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 채택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있어서, 최

적화된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저장 물질막으로써 제공되는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켜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1 기간(a first period) 동안 제1 전기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 및 상기 제1 기간 보다 긴 제2 기간(a second period) 동안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

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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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는 단일 전기 펄스(single electric pulse) 또는 다중 전기 펄스(multiple electric pulse)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일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일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를 각각 약 10㎱ 내지 약 10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를 각각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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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10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상기 제2 전기 펄스의 약 1.5배 내지 약2.5배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약 0.15V 내지 7.5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각각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적어도

2회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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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은 MxOy의 화학식으로 표현되되, 상기 기호들 (characters) "M", "O", "x" 및 "y"는 각각 전이 금속,

산소, 금속 조성비 및 산소 조성비를 나타내고, 상기 전이금속은 니켈, 니오븀,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코발트, 철, 구리

또는 크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기억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6.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절연막; 상기 절연막 상에 형성되고 서로 중첩된 하부전극 및 상부전극; 및 상기 하부전극 및 상

부 전극 사이에 개재되어 데이타 저장물질막으로써 제공되는 전이금속 산화막을 구비하고,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

을 변화시킴으로써 프로그램되는 저항램 소자를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기 하부전극 및 상기 상부전극 사이에 제1 기간(a first period) 동안

제1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 및 상기 하부전극 및 상기 상부전극 사이에 상

기 제1 기간 보다 긴 제2 기간(a second period) 동안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여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

키는 것을 포함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는 단일 전기 펄스(single electric pulse) 또는 다중 전기 펄스(multiple electric pulse)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일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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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일 전기 펄스를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를 각각 약 10㎱ 내지 약 10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어도 두개의 전기 펄스를 각각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4.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10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기 펄스를 인가하는 것은 상기 제2 전기 펄스의 약 1.5배 내지 약2.5배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약 0.15V 내지 7.5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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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약 1㎲ 내지 약 10㎲ 동안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약 0.1V 내지 약 3V의 전압을 각각 약 50㎱ 내지 약 100㎱ 동안 적어도

2회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이금속 산화막은 MxOy의 화학식으로 표현되되, 상기 기호들 (characters) "M", "O", "x" 및 "y"는 각각 전이 금속,

산소, 금속 조성비 및 산소 조성비를 나타내고, 상기 전이금속은 니켈, 니오븀,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코발트, 철, 구리

또는 크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램 소자의 프로그램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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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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