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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녹는점과 빠른 결정화 속도를 가진 상변화재료로 이용한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그 소자 및 방법은 포어에 의해 노출된 발열성 전극층과 접촉하면서, 포어를 매립하는 안티몬(Sb)-셀레늄(Se) 칼코게나이

드인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포함한다. 상변화재료층으로 SbxSe100-x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비해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성 전극층;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포어가 형성된 제1 절연층; 및

상기 포어에 의해 노출된 상기 발열성 전극층과 접촉하면서, 상기 포어를 매립하는 안티몬(Sb)-셀레늄(Se) 칼코게나이드

인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포함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어의 크기는 500㎚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안티몬(Sb)의 조성(x)은 40~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

리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은 540~5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은 Ge2Sb2Te5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에 비해 50~80℃ 낮은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결정화에 필요한 시간은 상기 안티몬의 조성(x)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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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결정화온도는 122℃에 비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

소자.

청구항 8.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발열성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포어가 내재된 제1 절연층을 형

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포어에 의해 노출된 상기 발열성 전극층과 접촉하면서, 상기 포어를 매립하는 안티몬(Sb)-셀레늄(Se) 칼코게나이드

인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안티몬(Sb)의 조성(x)은 40~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

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은 건식식각에 의해 상기 포어를 중심으로 상변화에 필요한 영역에 한정되

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식각하는 챔버의 압력은 3~5 mTor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식각하는 식각가스는 아르곤(Ar)과 염소(Cl2)의 혼합가스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상변화재료층을 덮는 제2 절연층을 형성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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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ECR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상온에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상변화재료로서 안티몬(Sb)과

셀레늄(Se)으로 구성된 칼코게나이드 금속 합금을 이용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소자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대표적인 휘발성 메모리소자이며, 동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리프레쉬(reflesh)

의 작업을 수반한다. 메모리소자의 집적도가 낮은 경우에는 리프레쉬 작업에 필요한 소비전력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전력이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1~10ms/Mbit에 해당하는 리프레쉬 율(rate)을 적

용하는 경우 DRAM 전체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구체적으로, 1Gbit에 달하는 현재의 DRAM에서는 리프레쉬를

위한 소비전력의 소모가 전체 동작의 소비전력을 지배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소비전력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고속이며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DRAM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다.

휘발성 DRAM을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소비전력의 감소는 물론 기동시간의 대폭적인 절감효과를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가운데, 가장 기술개발

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플래쉬메모리이다. 하지만, 플래쉬메모리는 속도가 느리고 비

교적 높은 전압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현재는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메모리소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능 중의 하나는 재기록 동작에 대한 신뢰성이다. 플래쉬메모리의 경우, 재기록

동작에 대한 신뢰성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단말기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에 한정되어 사용한다면 재기록할

수 있는 횟수를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기기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재기록 동작 신뢰성으로는 범용

PC 등에 안정된 동작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다양하게 요구하는 메모리소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DRAM/SRAM/플래쉬메모리 등을 적절하

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방법은 메모리칩의 전체크기를 크게 증가시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기나 용도에 안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통합형 메모리소자가 요구되고 있다. 통합

형 메모리소자는, 비휘발성, 고속, 저소비전력, 및 높은 재기록 동작 신뢰성 등의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데, 현재까지 이

러한 특성을 모두 갖춘 반도체 메모리소자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기술이 현재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각 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상용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상변화메모리(Phase-Change RAM, PRAM)로 불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는, 재료가 갖는 결정상태에 따라 저항

값이 바뀌는 상변화 재료를 이용한다. 즉,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적절한 조건의 전류 또는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재료가

갖는 결정상태를 제어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재료의 결정상태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로부터 저장된 정보의 종류를 판독하

여 메모리 동작을 실현한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현재까지 CD-RW나 DVD 등의 광저장 정보장치에 주로 사용되어 오던 칼코게나이드 금속합금계

의 상변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자의 제조공정이 종래의 실리콘 기반의 소자 제조공정과 잘 정합하기 때문

에, DRAM과 동등한 정도 이상의 집적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와 경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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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저항형(Magneto-Resistive) 메모리소자 및 강유전체 메모리(Ferroelectric Memory)소자는 소자의 미세화에 따라

공정의 난이도가 크거나 소자의 성능 자체가 열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현재의

플래쉬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후보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소자의 구동에 필요한 소비전력을 크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항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주울열을 이용하여 상변화재료의 결

정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메모리소자를 구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전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전력 문제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가 다른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들어

서야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원인이었다.

즉, 비교적 큰 치수의 소자를 제작하던 종래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하면, 전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과 열이 발생하여 실용적인 메모리소자의 실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디자인룰(design rule)

의 지속적인 축소와 함께 소자 자체의 크기도 크게 줄어 들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룰을 이용한다면, 상

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에 요구되는 소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을 위한 전류의 크기

를 줄이는 것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고집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집적도를 가지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신뢰

성있는 메모리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소비전력형 소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저소비전력형 소자는 상변화 메모리

어레이가 소모하는 소비전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저소비전력형 소자의 채용은 상기 소비전력의 절감 이외에도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즉, 특정 소자의 메

모리 동작 시에 발생한 열이 인접한 메모리소자에 저장된 정보를 파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집적도를 가지

는 메모리 어레이 내에서의 소자의 간격은 매우 축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셀 메모리 동작 시 발생한 열이 잡음 요소

로 작용하여 인접 셀의 메모리 동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에 필요한 전류의 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들이 응용되고 있다.

(1) 첫번째 방법은 재료적인 접근방법이다. 즉, 녹는점이 비교적 낮은 상변화 재료를 채용하여 상전이에 필요한 온도를 낮

춤으로써, 필요한 전류값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자 구조와 상관없이 상변화재료 자체를 변경하여 상변화형 메모리

소자 전체의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2) 두번째 방법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의 핵심부분인 상변화영역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전류값을 줄이는 것이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상변화재료와 전극재료의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상전이하기 때문에, 접촉부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전체의 소비전력 절감하는 방법이다. 현재, 접촉부분을 최소화하는 상기 방법이 가

장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

(3) 세번째 방법은 소자 내에 위치한 상변화재료가 경험하는 열적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소자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즉, 두번째 방법에서와 같이 아무리 상변화영역을 최소화하여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열에너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전류를 인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세번째 방법은 적절한 소자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상변화영역에 인가된 열이 누설성분없이 모두 상변화재료를

상전이할 수 있도록 하여, 상변화 메모리 전체의 소비전력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물론, 상기 세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한다면,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에 소요되는 소비전

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상변화재료는 게르마늄(Ge) 안티몬(Sb) 텔레륨(Te)이 일정한 조성을 갖는 칼코게나이드계 금속합금, 특히 게르마

늄안티몬텔레륨의 조성이 2:2:5인 Ge2Sb2Te5(GST)가 주로 채용되어 왔다. 상기 조성의 GST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레이저 광에 의한 상변화 현상을 이용하는 광저장매체의 핵심재료로도 널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기 GST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상변화형 메모리

소자는 대부분이 GST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GST를 상변화 재료로 이용한 반도체 메모리소자(이하, GST 메모리소자)의 집적도가 256Mb에 달하고 있으며, 그

동작특성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 J. Ahn et al., Tech. Dig. Symp. VLSI Tech. 2005, pp. 18-19 참조).

차세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소자의 연구에 있어서 상기 집적도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진보된 공정 및 소자 기술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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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강유전체 메모리나 자기저항형 메모리소자는, 제조공정 및 소자구현의 어려움 때문에, 16~32Mb급 소자를 제

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상변화형 메모리는 매우 뛰어난 스케일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플래쉬메모리를

대체할 유력한 소자이다.

그런데,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가 종래의 플래쉬메모리소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집적도의 메모리 모듈에서 보

다 안정적인 동작을 해야 한다. 특히, 기가비트 레벨의 상변화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뛰어난 물성

을 가진 상변화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종래의 상변화재료인 GST는 녹는점(약 620℃)이 다소 높아서, 동작

전류를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DRAM급의 동작속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변화재료의 상전이 속도, 특

히 결정화 속도가 빠른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물론 소비전력의 절감과 동작속도의 향상은 소자구조를 개량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구동 회로의 아키텍쳐를 고안하여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공정의 복잡성 및 소자특성의 불균일성을 증가시키므로, 가능하다면 종

래의 소자구조, 제조공정, 동작회로의 아키텍쳐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작에 있어서, 녹는점이 종래의 상변화재료인 GST보다 낮고, 결정화속도가 GST보다 빠

른 새로운 상변화 재료를 이용하여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면, 보다 저렴하고 용이한 방법

으로 고속,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낮은 녹는점과 빠른 결정화 속도를 가진 상변화재료를 이용하여 고속 동

작과 저소비전력 동작이 가능한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낮은 녹는점과 빠른 결정화 속도를 가진 상변화재료를 이용하여 고속

동작과 저소비전력 동작이 가능한 상변화형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발열성 전극층과,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부를 덮으

면서,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포어가 형성된 제1 절연층을 포함한다. 상기 포어에 의해 노출된

상기 발열성 전극층과 접촉하면서, 상기 포어를 매립하는 안티몬(Sb)-셀레늄(Se) 칼코게나이드인 SbxSe100-x 상변화재

료층을 포함한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안티몬(Sb)의 조성(x)은 40~70일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은 540~570℃일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은

Ge2Sb2Te5 상변화재료층의 녹는점에 비해 50~80℃ 정도 낮을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결정화에 필요한 시간은 상기 안티몬의 조성(x)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결정화온도는 적어도 122℃에 비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은 먼저, 기판을 준비한다. 그후, 상기

기판 상에 발열성 전극층을 형성한다.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부를 덮으면서, 상기 발열성 전극층의 일면의 일부를 노출

시키는 포어가 내재된 제1 절연층을 형성한다. 상기 포어에 의해 노출된 상기 발열성 전극층과 접촉하면서, 상기 포어를

매립하는 안티몬(Sb)-셀레늄(Se) 칼코게나이드인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형성한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의 안티몬(Sb)의 조성(x)은 40~70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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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은 건식식각에 의해 상기 포어를 중심으로 상변화에 필요한 영역에 한정되어 형성될 수 있

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식각하는 챔버의 압력은 3~5 mTorr일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식각하는 식각가스는 아르곤(Ar)과 염소(Cl2)의 혼합가스일 수 있다.

상기 SbxSe100-x 상변화재료층을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상변화재료층을 덮는 제2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절연층은 ECR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제2 절연층은

상온에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은 상기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낮은 녹는점과 빠른 결정화속도를

가진 상변화재료를 채용하여 상변화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서는 안티몬과 셀

레늄의 금속합금을 상변화재료로 채용하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상기 안티몬과 셀레늄 금

속합금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이고, 종래의 세가지의 원소로 구성되는 GST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소자동작의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는 여러 가지 다

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도면에 있어서, 층 영

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된 것이다. 또한,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3의 층이 게재될 수도 있다. 실시예 전체에 걸쳐서 동일

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기판(10)은 예컨대 실리콘기판 또는 실리콘의 표면을 열산화하여 형성하는 실리콘산화막을 사용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상변화재료를 이용한 상변화형 반도체 메모리소자(이하, SbxSe100-x 메모리소자)는 어

레이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SbxSe100-x 메모리소자가 메모리 어레이 구동용 XY 디코더, 센스 앰프 등과 같은 회로 모

듈과 함께 집적되는 경우에는, 이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CMOS 트랜지스터가 배열된 소정의 기판 위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기판(10) 상에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스택(30)이 배치된다. 메모리소자의 스택(30)은, 하부전극층(14), 발열성 전극층

(16), 실리콘산화막 등의 제1 절연층(18), 상변화재료층(22), 제2 절연층(24), 상부전극층(28)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

를 갖는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스택(30)은 반드시 실리콘 기판 또는 실리콘산화막

등으로 이루어진 기판(10) 상에 형성될 필요는 없다. 즉, SbxSe100-x 메모리소자로 구성된 어레이와 함께 제작될 트랜지스

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정의 기판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하부전극층(14)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하부단자 역할을 하며 저저항의 금속전극으로 형성된다. 금속전극은, 예컨대 백

금(Pt), 텅스텐(W), 티탄텅스텐합금(TiW) 등을, 통상적인 금속전극 형성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발열성 전극층(16)은 상변화재료층(22)과의 접촉부분에서 상변화재료의 결정상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

다. 열의 발생은 하부전극층(14)을 통해 공급된 전류에 의해 달성되며, 발열성 전극층(16)의 저항은 하부전극층(14)에 비

해 높다. 발열성 전극층(16)의 재료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발열성 전극층

(16)의 재료를 형성하는 방법은 재료의 특성을 좌우하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발열성 전극층(16)은 예컨대, 티탄질

화물(TiN), 티탄산질화물(TiON), 티탄알루미늄질화물(TiAlN), 탄탈알루미늄질화물(TaAlN), 탄탈실리콘질화물(TiSiN)

중에서 선택적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일 수 있다.

제1 절연층(18) 또는 제2 절연층(24)은 상부의 상변화재료층(22)과 하부의 발열성 전극층(16) 및 하부전극층(14) 또는 상

변화재료층(22)과 상부전극층(28)을 전기적으로 절연한다. 동시에 제1 절연층(18)은 상변화재료층(22)과 발열성 전극층

(16)을 일정부분에서만 접촉시켜 각각을 열적으로 절연한다. 제1 절연층(18)은 저온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발열성 전극층(16)이 제1 절연층(18)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화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

2 절연층(24)의 경우에도, 저온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변화재료층(22)의 산화를 막고, 상변화재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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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결정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1 절연층(18) 및 제2 절연층(24)의 열전달특성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1 절연층(18) 및 제2 절연

층(24)은 예컨대, 실리콘산화막, 실리콘질화막(SiN), 실리콘계 절연층 또는 저온에서 형성할 수 있는 유기계 절연층 중에

서 선택된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상변화재료층(22)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이며, 통상적으로 칼코게나이드 계열 금속 원소

의 합금으로 구성된다. 상변화재료층(22)은 금속합금을 구성하는 원소 및 조성에 따라 다양한 상변화 특성을 가진다. 상변

화형 메모리소자에서 사용하는 상변화재료를 구성하는 칼코게나이드 계열의 금속원소는 예컨대, Ge, Se, Sb, Te, Sn, As

등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된다. 아울러, 상기 칼코게나이드계 금속원소의 조합 이외에, Ag, In, Bi, Pb 등의 원소를 혼합

하여, 상변화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광 저장 장치에 폭넓게 사용되는 재료로는, Ge, Sb, Te이 2:2:5의 비율로 조

합된 Ge2Sb2Te5가 가장 통상적인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변화재료

층(22)은 스퍼터링 또는 전자빔 증착법 등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상부전극층(28)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상부단

자 역할을 하며, 하부전극층(14)과 마찬가지로 저저항의 금속 전극으로 형성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는 상변화재료층(22)으로 SbxSe100-x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

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상변화재료층(22)을 소정의 조성을 갖는 SbxSe100-x 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

다.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에 사용되는 SbxSe100-x는 광 정보저장 장치용 상변화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R. Barton at al., Appl. Phys. Lett., Vol. 48, pp. 1255-1257, 1986; V. I. Milka et al., Mat. Sci. Eng. B, Vol. 48,

pp. 74-78, 2001 참조). 특히 SbxSe100-x는 상대적으로 낮은 녹는점과 낮은 열전도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상기 특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유용하다. 그러나 SbxSe100-x는 750~830nm 파장 영역에서 낮은 흡수율(absorption

coefficient)을 가지고, 광디스크의 반복된 기록 동작에 있어서 잡음성분이 현저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광 정보저장용

상변화 재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bxSe100-x의 상평형도를 참조하면, 40≤x≤70의 조성에서 540~570℃ 의 녹는점을 가지며, 상기 녹는점은 종래

의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GST 보다 50~80℃ 정도 낮은 것이다. 그런데 광 신호에 대한 흡수율 특성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낮은 녹는점은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SbxSe100-x 상변화재료의 기본적인 재료특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M. J. Kang et al., J. Appl. Phys. Vol. 98, pp.

014904, 2005 참조). 특허 상기 문헌에서 60<x<70의 조성을 가진 SbxSe100-x 의 특성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문헌에 의

하면, SbxSe100-x 의 결정화온도는 안티몬의 조성(x)이 60%에서 70%로 증가함에 따라 161℃에서 122℃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정화과정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안티몬의 조성(x)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b70Se30(X=70)의 결정화온도는 122℃로써,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낮다. 왜냐

하면,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동안에는 전체 메모리칩의 발열에 의해 저

장된 정보가 변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변화재료의 비정질상태를 이용하여 기록한 정보가 동작 중의

원하지 않는 재결정화에 의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전이한다. 또한, 소정의 메모리셀에 저장된 정보는 인접한 셀의 메모

리 동작과정에서도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122℃의 결정화온도는 상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너무 낮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작에 있어서는 상기 SbxSe100-x의 조성(x)을 70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빠른 동작속도를 얻기 위한 상변화재료는 빠른 결정화속도가 요구된다. 상기 문헌에 의하면,

SbxSe100-x의 조성(x)이 증가할수록 결정화속도는 빨라진다. 결정화온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는 한도에서 조성(x)값을 증

가시키는 것이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SbxSe100-x에 있어서 조성(x)가 65인

Sb65Se35 재료의 결정화온도는 152℃이다. 상기 결정화온도는 메모리소자의 동작과정에서 상변화재료가 재결정화가 일

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 아울러 상기 문헌에 따르면 Sb65Se35 재료의 결정화속도는 종래의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가 사용하고 있는 GST보다 충분히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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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bxSe100-x의 상평형도를 참조하면, SbxSe100-x의 가장 안정적인 조성은 조성(x)가 40인 Sb2Se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성(x)이 40이하인 경우에는, SbxSe100-x의 재료특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조성(x)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변화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SbxSe100-x 의 조성(x)가 40이상 70이하인 재료를 사용하여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한다면, 종래의 GST 메

모리소자에 비해,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실현할 수 있다.

한편, SbxSe100-x의 조성(x)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변화와 전기적 스위칭 현상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으나(H. A. Zayed et

al., J. Phys. D, Vol. 28, pp. 770-773, 1995; V. I. Mikla et al., J. Mat. Sci. Vol. 35, pp. 4907-4912, 2000; E. H. Aly

at al., J. Phys. D, Vol. 33, pp. 2549-2522, 2000 참조), SbxSe100-x 을 사용하여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실제로 제작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SbxSe100-x를 이용하여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공

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비해 고속 및 저소비전력 동작이 가능한 상변화형 메모리

소자를 제공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흐름도이다. 도 2는 상변화형 메모리소

자의 제조방법 중에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스택(30)을 형성하는 공정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기 흐름도는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의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이며, 본 발명의 기술적인 범주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이

후에, 설명될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는 도 1을 참조하기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기판(10) 상에 하부전극층(14)을 형성한다. 상기 하부전극층(14)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

소자의 제작에 있어서 소자의 하부단자 역할을 하며 저저항의 금속으로 형성된다. 하부전극층(14)은 예컨대, 백금(Pt), 텅

스텐(W), 티탄텅스텐합금(TiW)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 예컨대 스퍼터링이나 전자빔 금속증착법 등에 의

해 형성된다. 그후, 하부전극층(14)의 상부에 발열성 전극층(16)을 형성한다. 발열성 전극층(16)은 상변화재료층(22)과의

접촉부분에서 상변화재료의 결정상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발열성 전극층(16)의 저항은 하부

전극층(14)에 비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발열성 전극층(14)은 예컨대, 티탄질화물(TiN), 티탄산질화물(TiON), 티탄알루

미늄질화물(TiAlN), 탄탈알루미늄질화물(TaAlN), 탄탈실리콘질화물(TiSiN) 등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하부전극층(14)은 약 500의 두께를 가지는 티탄텅스텐(TiW)을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하였다. 또한,

발열성 전극층(16)은 약 500의 두께를 가지는 티탄질화물(TiN)을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하였다(스텝100).

이어서, 통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1 절연층(18)을 형성한다. 이때, 제1 절연층(18)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어레이 구조

에서 각각의 메모리소자를 전기적 또는 열적으로 절연하는 역할을 한다. 제1 절연층(18)은 실리콘산화막 또는 실리콘질화

막 등으로 형성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기타 절연물질층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실리콘

산화막을 제1 절연층(18)로 사용하는 경우, 저온에서 화학적 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실리콘산화

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제1 절연층(18)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열성 전극층(16)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제1 절연층(18)의 형성을 통해 적절한 소자분리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실리콘산화막을 제1 절연층

(18)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변화형 메모리소자 영역으로 정의될 부분을 건식 또는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각

메모리소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약 2,000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산화막(SiO2)을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기상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법에 의해 형성하였다. 실리콘산화막의 형성온도는 약 400℃이다(스텝

102).

그후, 제1 절연층(18)을 식각하여 상변화재료층(22)과 발열성 전극층(16)이 접촉할 수 있도록 미세한 홀을 형성한다. 이

때, 미세한 홀은 실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이 일어나는 영역이며, 통상적으로 홀(hole) 또는 포어(pore)의 형태로

형성된다. 이후, 본 발명에 따르면, 포어 영역을 액티브 포어(20; active pore)로 지칭한다. 액티브 포어(20)의 크기는 상변

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동작에 필요한 전류값을 줄일 수 있

다. 한편, 액티브 포어(20)의 크기는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의 종류와 식각공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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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i-line을 사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 장비를 이용하여 액티브 포어(20)를 형성하였으며, 포어(20)

의 크기는 약 500nm이다. 액티브 포어(20)는 실리콘산화막을 건식으로 식각하여 형성하였다.

한편, 약 500nm 크기의 액티브 포어(20)는 실제 상용화될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에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는 현저히 큰 값이다. 그런데, 본 실시예에서의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은 종래의 소자에 비해 고속 및 저소비

전력 동작특성을 가진다는 공정조건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를 실제로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보다 작은 액티브 포어(20)를 형성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i-

line 리소그래피 장비보다 패터닝 해상도가 뛰어난 KrF, ArF 및 전자빔 리소그래피 등의 패터닝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스텝104).

다음에, 액티브 포어(20) 내에 상변화재료층(22)을 형성된다. 상변화 재료층(22)은 금속합금의 구성원소 및 조성에 따라

다양한 상변화 특성을 가지며, 이것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래의 Ge, Sb, Te이

2:2:5의 비율로 조합된 Ge2Sb2Te5가 가장 통상적인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GST 이외의 재료로는 As-Sb-Te계의 칼

코게나이드 합금 재료(K. Nakayama et al., Jpn, J. Appl. Phys., Vol. 39, pp.6157-6161, 2000 참조) 또는 Se-Sb-Te계

의 칼코게나이드 합금 재료(K. Nakayama et al., Jpn, J. Appl. Phys., Vol. 32, pp.404-408, 2003 참조)가 실험적으로 제

조된 바 있다. 상변화재료의 형성방법으로는 스퍼터링 또는 전자빔 증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원재료

의 타겟은 다원계 또는 일원계의 형태로 준비된다.

상변화재료층(22)은 식각공정을 이용하여 패터닝함으로써 소정의 위치, 즉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할 위치에만 형성

할 수 있다. 한편, 칼코게나이드계 상변화 재료는 지금까지 주로 광 정보저장 디스크의 기록매체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식각특성과 같은 반도체 공정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소정의 원소 구성을 가지는 상변화재료

를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각공정 조건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식각공정에는 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식각 장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적절한 식각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SbxSe100-x 메모리소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SbxSe100-x를 초고진공 다원계 증착법에 의해 형성하였

다. 이때 원재료를 증착하기 위해서는 Knudsen Cell(K-Cell)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증착 시의 진공도는 약 5×10-8 mbar

이었다. 한편, SbxSe100-x는 반드시 K-Cell을 이용한 초고진공 다원계 증착법을 이용해서 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

상적인 다원계 또는 일원계 스퍼터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SbxSe100-x 의 건식식각 특성을 도출하였다. 건식식각

장치는 헬리콘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고밀도 헬리콘 플라즈마(helicon plasma)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식각가스는 아르곤

(Ar)과 염소(Cl2)의 혼합가스이다.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RF 소스의 출력값 (RF Source Power) 은 약 600W이며, 플라즈

마의 이방성을 높여주기 위해 인가되는 RF 바이어스의 출력값 (RF Bias Power)은 약 150W이다. 한편, 식각공정 중에 유

지되는 챔버의 압력(chamber pressure)은 약 3~5 mTorr이다. 식각공정에 사용한 Ar/Cl2 혼합가스의 조성은 약 90/10

이며, 이때 SbxSe100-x의 식각율은 약 200nm/min이다.

한편, 상기 식각공정에 있어서는 제1 절연층(18)이 과도하게 식각되지 않아야 하므로, SbxSe100-x와 제1 절연층(18)은 충

분한 식각선택비를 가져야 한다. 한편, 상기 식각조건에서, 실리콘산화막인 제1 절연층(18)의 식각율은 약 40nm/min으로,

식각 선택비는 약 5이었다. 상기 식각선택비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값

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전술한 식각장치 및 식각조건을 사용하여 SbxSe100-x를 패터닝하였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

는 안티몬 조성 (x)이 65인 Sb65Se35를 사용하여 최적화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작하였다(스텝 106). 하지만, 본 발

명의 SbxSe100-x에서 안티몬의 조성(x)은 40 내지 70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조성(x)가 65인 SbxSe100-x는

하나의 사례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상변화재료층(22) 상부에 제2 절연층(24)을 형성한다. 제2 절연층(24)은 상변화재료층(22)과 상부에 형성될 상부

전극층(28)을 전기적으로 절연한다. 제2 절연층(24)은 상변화재료층(22)의 산화 및 구성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저온에

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2 절연층(24)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변화재료층(22)의 결정상태를 변화시키지 않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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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제2 절연층(24)으로 약 2000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산화막을 ECR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기

상증착법(ECR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ECRCVD)법에 의해 형성하였다. 이때, 산화막 형성온도는 상온이다.

즉, ECRCVD에 의한 실리콘산화막의 형성공정은 상온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상온에서의 제조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

형 메모리소자의 제조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스텝 108).

계속하여, 제2 절연층(24) 상에는 상부전극층(28)을 형성하기 위한 비아홀(26; via hole)을 형성한다. 비아홀(26)을 형성

하기 위해서는 제2 절연층(24)을 습식 또는 건식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비아홀(26)이 형성된 제2 절연층

(24) 상부에는 상부전극층(28)이 형성된다. 상부전극층(28)은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상부단자 역할을 하며, 하부전극층

(14)과 마찬가지로 저저항의 금속전극으로 형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상부전극층(28)과 상변화재료층(22)의 접촉특성을

좋게 하고, 계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반응이나 원소의 이동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금속층(도시 안됨)이 삽입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부전극층(28)은 약 1000의 두께를 가지는 텅스텐(W)을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하였

다(스텝 110).

한편,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는 고속 및 저소비전력 동작특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위해, 비교대상으

로서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를 도 2와 동일한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제작하였다. 본 실시예에서 GST 상변화 재료

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증착 방법은 일원계 타겟을 이용한 RF형 스퍼터링이었다.

한편, 앞에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구조, 재료의 조합 및 소자 제조방법은 상변화형 메모리소

자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는 도 1에서 참조한 소자

구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즉, 전술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구조 및 제조방법은 본 발

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상세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자구조 및 제조방법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범주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이다. 이때, 기록된 전류의 값은 0mA에서 1mA까

지 변화하면서, 메모리소자에 걸리는 전압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본 발명의 SbxSe100-x에서 안티몬의 조성(x)은

40 내지 70일 수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조성(x)가 65인 SbxSe100-x는 하나의 사례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서, 고저항을 갖는 비정질상태에서 저저항을 갖는 결정

상태로의 전이하는 셋(SET) 동작에 있어서 부성저항 특성(negative-resistance)을 보인다. 부성저항 특성은 상변화 현상

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비휘발성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초과하였을 때 주울열(joule-heat)에 의한 결정상태로 전이가 일어나, 상변화 재료가 급격한 저항

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부성저항 특성 및 문턱전압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

변화 재료의 상변화 현상에 의해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는, SET 동작에 있어서 명백한 부성 저항 특성을 보이며, 약 1.65V의 문턱

전압값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는 SbxSe100-x(x=65)의 상변화 현상에 의해

비휘발성 메모리 기록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소정의 전압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셋(SET) 및 리셋

(RESET) 동작특성이다. 또한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소자 특성의 비교를 위해 동시에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전압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셋 및 리셋 동작특성이다. 상기 셋 및 리셋 동작을 위해 인가된 전압신호의 크기는 5V이다.

이때, 전압신호의 펄스폭을 변화시켜, 각각의 셋 및 리셋 동작에 필요한 동작 시간을 측정하였다.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저항값은 각각의 기록이 종료된 후, 1V의 크기를 가지는 별도의 전압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측정되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와 GST 메모리소자를 동일한 소자 구조 및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동

시에 제작하였다. 상기 두 소자의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동작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전압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셋 및 리셋 동작을 비교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와 동작특성을 비교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본 발명의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의 액티브 포어(20)의 크기는 약 500nm이며, 상기 액티브 포어(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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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가지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에서 실제 상용화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조건을 만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의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동작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와 동

작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셋 동작 및 리셋 동작에 필요한 전압 신호의 폭은 각각 1s

과 50ns이었다.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있어서는, 셋 동작 및 리셋 동작에 필요한 전압 신호의

폭은 각각 250ns와 35ns이었다. 특히 셋 동작에 소요되는 동작시간이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서

크게 단축된다. 동작시간의 단축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가 종래의 GST 보다 빠른 결정화속도를 가지고 있

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 속도는, 고저항의 비정질 상태에서 저저항의 결정 상태로 변화하는

셋 프로그래밍을 위한 동작속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왜냐하면, 저저항의 결정상태에서 고저항의 비정질상태로의 전이는

리셋동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고속동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셋 동작속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결정화속도가 빠른 상변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

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는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비해 고속동작이 가능하다.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셋 프로그래밍 동작특성이다. 또한

도 5b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소자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시에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셋 프로그래밍 동작 특성이다. 정보의 기록을 위해 인가되는 전류 신호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각 시료의 저항값을 측

정한 것이다. 이때 인가하는 전류신호의 폭은 1s로 고정하였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셋 동작에 필요한 전류신호의 크기는 약 50A이었다. 본 발

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셋 동작에 필요한 전류신호의 크기는 30A이었다. 즉, 셋 동작에 소요

되는 기록전류의 값이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를 이용함으로써 절감된다. 전류신호의 감소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가 종래의 GST보다 낮은 녹는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즉, 재료의 녹는점이 낮아지면 동

시에 결정화온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셋 동작에 필요한 기록전류가 감소하였다. 다만, 상변화

재료의 녹는점을 낮춤으로써 기록전류를 절감하는 효과는 셋 동작보다 리셋 동작에서 현저하게 반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저항의 결정상태에서 고저항의 비정질 상태로의 전이하기 위해서는 상변화 재료를 용융상태로 만든 후 급냉시키는 과정

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도 6a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리셋 프로그래밍의 동작특성이다.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소자와 동작특성의 비교를 위해 동시에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의 리셋 프로그래밍의 동작특성이다. 동작특성은 정보의 기록을 위해 인가되는 전류신호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각 시료

의 저항값을 측정한 것이다. 이때 인가하는 전류신호의 폭은 100ns로 고정하였다.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리셋 동작에 필요한 전류신호의 크기는 약 15mA이었다.

한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리셋 동작에 필요한 전류신호의 크기가 약 1.6mA이었다. 리

셋 동작에 소요되는 기록전류의 값이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를 이용함으로써 1/10 정도로 감소된다. 기록전류

의 감소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가 종래의 GST 재료보다 낮은 녹는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한

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소비전력값은 저저항의 결정상태에서 재료를 용융시켜 급냉시키는 과정을 통해 고저항의 비정

질 상태로 전이하는 리셋 동작을 위한 전류값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저소비전력 동작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리셋 동작의 기록전류값을 줄여야 한다. 즉, 녹는점이 낮은 상변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는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비해 저소비전력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한 소자구조와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상변화 재료의 종류만을 바꾸어 제작한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동작특성의 비교에 있

어서, 리셋 동작에 소요되는 기록전류값을 1/10로 줄일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구조 및 제조방법에 의하면, 상변화재료층으로 SbxSe100-x를 사용함으

로써, 종래의 GST 메모리소자에 비해 고속 및 저소비전력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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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bxSe100-x 의 안티몬의 조성(x)을 조절하여 빠른 결정화속도 및 낮은 녹는점을 갖게 함으로써, 고속 및 저소비전력

형 상변화형 메모리소자를 실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 메모리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낸 공정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소정의 전압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셋(SET) 및 리셋

(RESET) 동작특성이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소자 특성의 비교를 위해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있어서 전압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셋 및 리셋 동작특성이다.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셋 프로그래밍 동작특성이다. 도 5b

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소자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셋 프로그래

밍 동작 특성이다.

도 6a은 본 발명에 따른 SbxSe100-x(x=65)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리셋 프로그래밍의 동작특성이다.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소자와 동작특성의 비교를 위해 제작된 GST 메모리소자에 전류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리셋

프로그래밍의 동작특성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기판 14; 하부전극층

16; 발열성 전극층 18; 제1 절연층

20; 액티브 포어 22; 상변화재료층

24; 제2 절연층 26; 비아홀

28; 상부전극층

30: 상변화형 메모리소자의 스택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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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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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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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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