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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스위칭 특성을 갖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에서,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전극, 제2 전극 및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고,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제2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저항이 가변될 수 있는 두께를 갖는 폴리이미드막을 포함한다. 상기 폴리

이미드막이 가변 저항체로서 제공됨에 따라 저항 메모리 장치의 특성 및 신뢰성이 향상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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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2는 폴리이미드 고분자 구조의 일 예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단위 셀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단위 셀들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어레이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6 내지 도 8은 도 3에 도시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0 내지 도 14는 도 9의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도 17은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리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8은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9는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리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0은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 세트 및 리세트를 반복 수행하여 각각 저항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102, 166 : 제1 전극 12, 104 : 폴리이미드막

14, 106, 170a : 제2 전극 100, 150 : 기판

108 : 다이오드 152 : 트렌치 소자 분리막

154 : 게이트 산화막 패턴 156 : 게이트 도전막 패턴

160 : 소오스/드레인 영역 162 : 층간 절연막

164 : 개구부 172 : 상부 전극 콘택

174 : 상부 층간 절연막 168a : 폴리이미드막 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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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양단의 전극 사이의 저항

의 상태에 의해 데이터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디램(DRAM)을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장치로 다양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가 연구되고 있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

리 장치의 경우 대용량화, 고속화, 저전력화를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대표적으로 자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MRAM), 강유전체 랜덤 억세스 메모리(FRAM), 상

변이 랜덤 억세스 메모리(PRAM)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저항이 특정한 전압 펄스에 의해 크게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

한 저항 메모리(이하, RRAM,Resistance RAM)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상기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전극 사이에 가변 저항체가 개재된 구조를 가지며, 상기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 상기 가변

저항체의 저항이 높거나 또는 낮게 변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상기 저항 메모리 장치에 대한 예는 미국특허 공개 2005-

58009호, 미국특허 공개 2004-27849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미국특허 공개 2005-58009호에서는 가변 저항체로서 프로그래밍되기에 충분한 양의 전자 도너 및 전자 억셉터를

포함하는 유기 폴리머 및/또는 무기 산화물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미국특허 공개 2004-27849호는 상기 가변 저항체로서

저분자 유기물과 금속 나노 파티클 또는 클러스터 등의 샌드위치 구조 등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가변 저항체 물질로 사용되는 유기 물질은 일반적으로 무기 물질에 비해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OTF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등과 같이 유기

물질을 사용하는 장치(device)들의 경우, 100℃ 이상 온도를 올리거나 습기 및 산소 등에 일정시간 이상 놓아두면 성능이

급격히 열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여 유기 물질을 사용한 저항 메모리 장치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 예를 들어, 사진 공정 시에 수행되는 노광, 현상 및 베이크 공정과 같은 고온 공정이나, 플라즈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건식 식각 공정 및 습식 식각, 세정 및 스트립 공정과 같은 케미컬을 사용하는 공정 등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상기와 같이 유기 물질 내에 나노 파티클이나 클러스터 등을 균일하게 혼입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상기 나노 파티클이나 클러스터를 혼입하는 공정은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나노 파티클이 금속이나 세라믹 재료인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서로 응집 (agglomeration) 되어 유기물과 상

분리(segregation)될 수 있으므로 물질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더구나, 상기 전자 도너 및 전자 억셉터가 유기물

저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유기물 저분자가 약 100℃정도에서 열적으로 분해될 수 있으므로 이 후의 제조 공정

중에 상기 가변 저항체의 특성이 열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저항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는 중에도 상기 가변 저항체의 특성이

열화될 수 있어 상기 저항 메모리 장치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저항이 높은 상태 또는

낮은 상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재현성 있게 나타나는 가변 저항체 물질을 포함하는 저항 메모리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스위칭 특성을 갖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전극, 제2 전극

및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고,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제2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저항이 가변될 수

있는 두께를 갖는 폴리이미드막을 포함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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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기판 상에 형성

되고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1 전극, 상기 제1 전극을 감싸며 상부면이 평탄한 형태를 갖는 폴리이미

드막 및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

2 전극을 포함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으로, 우

선 기판 상에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1 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전극을 감싸며 평탄한 상부면을 갖

는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

상의 제2 전극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가변 저항체로서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강한 내구

성을 갖는 폴리이미드막을 채용함으로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약 500℃ 정도의 고온에서도 열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특성 변화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통상의 반도체 라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후단 공정(Back end of line)이 약 400℃ 이하에서

진행되므로,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종래와 같이 나노 파티클이나 클러스터 등을 별도로 혼입하지

않고도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 충분히 동작이 가능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및 제2 전극을 선택하는데 있어 특정 전극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즉,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을 특정한 금속 예를 들어 통상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귀금속 등을 사용

하지 않아도 되며, 도전성을 갖는 금속 또는 폴리실리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조 공정이 매우 단순하며 제조

원가가 매우 낮다.

더구나,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간의 전위차에 따른 저항 상태가 큰 차이를 보임으로서 양호한 스위칭 특성을 가질 수 있어

동작 특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

어지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는 개시된 내용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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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들에 있어서, 박막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다. 또한 박막이 다른 박막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박막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3 박막이

개재될 수도 있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는 제1 전극(10)이 구비된다.

상기 제1 전극(10)은 주로 실리콘 기판,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

(도시안됨) 상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1 전극(10)은 반도체 기판이 아닌 유리와 같은 무기물 또는 안정한 유기

물로 이루어지는 기판(통상적으로 플랙시블 기판(Flexible substrate)이라고 함)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

(10)은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하부 전극으로 제공된다.

상기 제1 전극(10)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

하게, 상기 제1 전극(10)은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형성한다.

상기 제1 전극(10)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

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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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0)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 이상이 적층된 형태를 가질 수 도 있다.

상기 제1 전극(10) 상에 가변 저항체로서 폴리이미드막(12)이 구비된다. 여기서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주쇄에 이미드

결합(-CO-NH-CO-)을 가지는 내열성 수지를 총칭하는 것이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에는 기능기들이 다양하게 첨가될

수 있다. 도 2는 사용할 수 있는 폴리이미드 고분자 구조의 일 예이다. 도 2에서 X 및 Y는 결합 가능한 기능기를 의미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제2 전극의 용이한 형성을 위하여 평탄한 상부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제1 전극(10)과 상기 폴리이미드막(12) 상에 형성되는 제2 전극의 양단에 가해지는 전위차에 따라

도전성이 변화되어 저저항 상태 또는 고저항 상태로 가변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제1 전

극과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는 폴리이미드막(12)이 10Å보다 얇으면 폴리이미드막(12) 내로 전하들이 터널링되어 가변

저항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상기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는 폴리이미드막(12)이 500Å 보다

두꺼우면 제1 전극과 상기 폴리이미드막(12) 상에 형성되는 제2 전극이 서로 완전히 절연되기 때문에 가변 저항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100 내지

3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코팅한 이 후에 이미드화 반응을 수행함으로서 획득될 수 있다. 상기와 같

이, 코팅에 의해 폴리이미드막(12)을 형성하는 경우 별도의 평탄화 공정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상부면이 평탄한 막으로 형

성할 수 있다. 또는,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이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순물의 혼입없이도 가변 저향체로서 충분한 기능

을 수행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이 가변 저항체로서 충분히 거동할 수 있는 이유는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을 형성할

시에 제1 전극(10)과의 반응에 의해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의 계면에 나노 파티클들이 자체적으로 생성(self-generation)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상기 폴리이미드막을(12) 형성할 시에 상기 제1 전극(10)과 폴리이미드막(12) 사이의 계면에

상기 나노 파티클들이 생성된다. 상기 나노 입자들이 생성되는 부위는 상기 제1 전극(10)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기

생성된 나노 파티클들은 상기 제1 전극(10)과 상기 폴리이미드막(12) 상에 형성되는 제2 전극의 양단에 가해지는 전위차

에 따라 상기 나노 파티클이 전하를 저장하거나 또는 방출시키는 방식으로 두 전극 사이의 도전성을 변화시킴으로서 비휘

발성 메모리 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한 것과 같이, 가변 저항체를 상기 폴리이미드막(12)으로 형성하는 경우 스스로 나노 파티클이 생성되기 때문에 종래

와 같이 별도의 나노 파티클을 주입하기 위한 복잡한 공정들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은 Tg (유리전이온도), 기계적 강도 및 화학적 안정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므로, 상기 폴리이

미드막(12)을 사용하는 경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 상에 제2 전극(14)이 형성된다.

상기 제2 전극(14)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

하게, 상기 제2 전극은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형성한다.

상기 제2 전극(14)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

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

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14)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의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폴리이미드막

이 개재된 단순한 형태를 갖는다. 또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내구성이 양호하며, 특히 500℃정

도의 온도에서도 열분해가 발생되지 않고 안정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

리 장치는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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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간의 전압에 따라 상기 폴리이미드막의 상태가

고저항 상태 또는 저저항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 안정된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저항 특성의 재현성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로 동작 특성이 양호하다.

이하에서는,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을 도 1을 참조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우선,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형성하기 위한 기판(도시안됨)을 마련한다. 상기 기판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

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이거나 유리와 같은 무기물 또는 안정한 유기물로

이루어지는 기판(통상적으로 플랙시블 기판(Flexible substrate) 이라고 함) 일 수 있다.

기판 상에 제1 전극(10)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전극(10)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을 증착시켜 형성한다.

상기 물질들을 단독으로 증착시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기 물질들을 2 이상을 혼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10)은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을 증착시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0)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

(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

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0)은 물리기상증착법 또는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0)이 구리로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전기 도금 또는 무전해 도금법에 의해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10) 상에 10 내지 500Å의 두께로 폴리이미드막(12)을 형성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선 상기 제1 전극 상에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스핀

코팅한다.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의 예로는 디아민 화합물과 무수물을 용매 속에서 반응시켜서 합성된 폴리아믹산을 들

수 있다. 이 후,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열처리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폴리이미드로 전환한다. 즉, 상기 열

처리에 의해 상기 폴리아믹산이 이미드화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이 형성된다.

상기 열처리 온도가 150℃보다 낮으면 이미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열처리 온도가 450℃보

다 높으면 폴리이미드막 및 하부의 제1 전극막이 열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열처리는 150 내지 450℃의 온도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게, 상기 열처리는 200 내지 450℃의 온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열처리는 질소

(N2)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0)이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상기 폴리아

믹산이 상기 제1 전극에 침투하여 반응하면서 카르복실레이트 (carboxylate)를 형성하게되고, 이것이 추후 열처리를 통한

큐어링 과정에서 나노 파티클로 분해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막(12)과 상기 제1 전극(10)간의 계면에 나노 파티클(nano

particle)이 생성된다.

또한, 상기 제1 전극(10)의 종류, 두께 및 폴리아믹산의 열처리 온도 등에 따라 상기 나노 파티클의 분포 특성 및 밀도 특성

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기 제1 전극의 종류, 두께 및 폴리아믹산의 열처리 온도 등을 변경시킴으로서 상

기 나노 파티클의 분포 특성과 밀도 특성을 조절하여 폴리이미드막(12)으로 이루어지는 가변 저항체의 특성을 적절히 변

경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가변 저항체의 특성은 저저항 상태로 스위칭되는 문턱 전압 및 저저항 상태 또는 고저항 상태

에서의 저항값 등을 말한다.

한편, 상기 폴리이미드막(12)을 통상적인 화학기상증착 공정을 통해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2) 상에 제2 전극(14)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전극(14)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게, 상기 제2 전극(14)은 통상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

되는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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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전극(14)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

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

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단독으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 이상이 혼합된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제2 전극(14)은 물리기상증착법 또는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14)이 구리로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전기 도금 또는 무전해 도금법에 의해 형성할 수도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약 500℃ 정도의 고온에서도 열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열적으로 안정한 폴리이미드막을 가변

저항체로 사용함으로서, 고온 공정이 요구되는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종래와 같이 나노 파티클이나 클러스터 등을 별도로 혼입하지 않고도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서 충분히 동작이 가능

하므로, 상기 나노 파티클이나 클러스터 혼입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 문제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제1 및 제2 전극을 선택하는데 있어 특정 금속 전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공정이 매우 단순하며 제조 원가가 매우 낮아진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단위 셀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단위 셀들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 2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어레이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본 실시예에서의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단위 저항 메모리 셀이

형성되는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Cross point array)를 갖는다.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기판(100)이 마련된다. 상기 기판(100)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과, 반도체 기판이 아닌 유리와 같은 무기물 또는 안정한 유기물로 이루어지는

기판(통상적으로 플랙시블 기판(Flexible substrate) 이라고 함) 등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100) 상에는 상기 기판(100)을 가로지르는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1 전극(102)이 구비된

다. 상기 제1 전극(102)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

람직하게, 상기 제1 전극(102)은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형성한다.

상기 제1 전극(102)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

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

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물질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

우에 따라서 2 이상이 적층된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102)을 감싸며(covering) 상부면이 평탄한 형상을 갖는 폴리이미드막(104)이 구비된다. 상기 폴리이미드

막(104)이 평탄한 상부면을 갖기 때문에,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 표면 상에 형성되어 있는 폴리이미드막(104)은 상기

제1 전극(102)들 사이의 갭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폴리이미드막(104)에 비해 얇은 두께를 갖는다.

그러므로,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 표면 상에 형성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얇은 폴리이미드막(104)만이 가변 저항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은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다.이

로써, 상기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는 폴리이미드막(104)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게 된다.

한편, 상기 제1 전극(102)들 사이의 갭 부위에 두껍게 형성된 폴리이미드막(104)은 층간 절연체로서 작용된다. 따라서, 상

기 제1 전극들 사이의 갭 부위에 형성된 폴리이미드막(104)은 적어도 500Å 이상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전극들 사이의 갭 부위의 폴리이미드막의 두께는 상기 제1 전극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0 내지 100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은 층간 절연체로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산화물에 비해 낮은 유전

상수를 갖는다. 때문에, 상기 라인 형태의 제1 전극(102)들 사이에서의 기생 커패시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등록특허 10-0630437

- 7 -



상기 제1 전극(102)과 폴리이미드막(104) 사이에는 다이오드(도4, 108)가 더 구비될 수 있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다이오드(108)는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면과 접하는 라인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이오드(108)는 서로 다른 일함수를 갖는 도전체를 접촉시킴으로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전극(102)이 다

이오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기 제1 전극(102)과 상기 다이오드를 일체로 구현할 수도 있다.

상기 다이오드(108)는 상기 제1 전극(102)으로부터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으로 향하는 방향이 순방향이 되도록 형성된

다. 그러므로, 상기 다이오드(108)는 후속에 형성되는 제2 전극(106)으로부터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을 통해 상기 제1

전극(102)으로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상기 제1 전극(102)으로부터 상기 제2 전극(106)으

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전류의 방향을 고정시킴으로서 주변 회로에 의하여 이웃하는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04) 상에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태의 제2 전극(106)이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제2 방향은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방향, 예를 들어 수직한 방향을 의미한다. 상기 제2 전극(106)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

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게, 상기 제2 전극(106)은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로 형성한다.

상기 제2 전극(106)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

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

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단독으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기 물질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102)과 제2 전극(106)이 교차하는 지점이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각 단위 셀이 된다. 상기와

같이, 서로 교차되는 제1 전극(102), 제2 전극(106)에 의해 1개의 단위 셀이 형성할 수 있으므로 4F2 셀을 구현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8은 도 3에 도시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6을 참조하면, 기판(100)을 마련한다. 상기 기판(100)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이거나 유리와 같은 무기물 또는 안정한 유기물로 이루어지는 기판(통상적으로 플랙시블

기판(Flexible substrate) 이라고 함) 일 수 있다.

상기 기판(100) 상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시켜 제1 전극막(도시안됨)을 형성한다. 상기 제1 전극막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

핑된 반도체 물질을 증착시켜 형성한다. 상기 물질들을 단독으로 증착시켜 상기 제1 전극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상기 물질들을 2 이상을 적층시키거나 또는 혼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1 전극막은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 또는 금속 질화물을 증착시켜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상기 제1 전극막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

(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막은 물리기상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

해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막 상에 다이오드 박막(도시안됨)을 더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다이오드 박막은 서로 다른 일함수를 갖는 도전

성 물질들이 적층된 형태를 갖는다.

상기 제1 전극막 상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하고, 노광, 현상, 베이크 공정 등과 같은 일련의 사진 공정을 수행함으로서 포

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상기 기판을 가로지르는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

는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제1 전극막을 식각함으로서 상기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의 제1 전극(102)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은 반응성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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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전극막 상에 다이오드 박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에는 상기 제1 전극(102)과 연

결되는 다이오드가 형성된다.

설명한 것과 같이, 사진 식각 공정에 상기 제1 전극(102)을 형성하는 것이 공정 단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제1 전극막이 구리 등과 같이 사진 식각 공정에 의해 패터닝하기가 어려운 물질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다마신 공정을 통해

상기 제1 전극(102)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전극(102) 및 상기 기판(100) 상에 폴리이미드막(104)을 형성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은 상기 제1 전극(102) 및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형성되는 제2 전극 간의 전위차에 따라 저저항

상태 또는 고저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면에 형

성되어 있는 폴리이미드막 만이 가변 저항체로서 제공되고 상기 제1 전극 사이의 갭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폴리이미드막

은 층간 절연체로서 제공된다. 그러므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

께를 갖는다.

즉, 상기 제1 전극(102)의 상부면에 형성되는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께(d)를 갖고, 상기 제1 전극(102) 사이

의 갭 부위의 폴리이미드막(104)은 500Å보다 높은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 상기 제1 전극(102) 상에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스핀 코팅한다. 이 후,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열처리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이미드화한다.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는 폴리아믹

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열처리는 150 내지 450℃의 온도로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스핀 코팅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부 구조가 다소 평탄하지 않더라도, 평탄도가 매우 높은 상부면을 갖

는 폴리이미드막(104)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을 형성한 이 후에 별도의 평탄화 공정을 수행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상기 폴리이미드막(104)을 통상적인 화학 기상 증착 공정을 통해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폴리이미드

막(104)을 평탄화하기 위한 공정 예를 들어 CMP 공정 등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공정이 다소 복잡해진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폴리이미드막(104) 상에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 금속 질화물 또는 반도체 물

질을 증착시켜 제2 전극막(도시안됨)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전극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

(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막은

물리기상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제2 전극막을 패터닝함으로서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의 제2 전극(106)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2 방향은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하거나 또는 일정 각을 갖는 특정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나,본 실

시예에서는 상기 제2 방향을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제2 전극(106)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상기 제2 전극막 상에 포토레

지스트를 코팅하고, 노광, 현상, 베이크 공정 등과 같은 일련의 사진 공정을 수행함으로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

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제2 전극막을 식각함으로서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의 제2 전극(106)을

형성한다. 상기 식각은 반응성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제2 전극막을 사진 식각 공정에 의해 패터닝함으로서 상기 제2 전극을 형성하는 것이 공정 단순화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제1 전극막이 구리와 같이 사진 식각 공정에 의해 패터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물질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마신 공정을 통해 상기 제2 전극(106)을 형성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가변 저항체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막은 열적, 화학적을 안정한 물질이다. 그러므로, 상기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한 이 후에 제2 전극막 증착 공정, 사진 공정 및 건식 식각 등과 같은 일련의 반도체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상기 폴리이

미드막의 특성이 열화되지 않고 충분한 스위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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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의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해당 어드레스를 억세스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구조를

갖는다.

도 9를 참조하면, 기판(150)이 마련된다. 상기 기판(150)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 등을 포함한다. 상기 기판(150)에는 액티브 영역과 필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한 소자 분

리막(152)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판(150) 상에는 해당 어드레스의 셀을 억세스하기 위한 MOS트랜지스터가 구비된다. 상기 MOS 트랜지스터는 게

이트(158)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160)으로 구성된다.

상기 기판(150) 상에는 MOS트랜지스터를 매립하는 층간 절연막(162)이 형성된다. 상기 층간 절연막(162)은 주로 산화물

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층간 절연막(162)의 예로서는 비피에스지(BPSG : borophosphor silicate glass) 박막, 피에스

지(PSG : phosphor silicate glass) 박막, 유에스지(USG : undoped silicate glass) 박막, 에스오지(SOG : spin on glass)

박막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층간 절연막(162)에는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160)을 노출하는 개구부(164)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개구부(164) 내부에는 콘택 플러그 형태의 제1 전극(166)이 구비된다. 상기 제1 전극(166)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전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

(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

(Z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서 사용하거나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기 티타늄과 티타늄 질화

물을 사용하여 장벽 금속층을 형성하고, 상기 장벽 금속층 상에 상기 개구부 내부를 채우는 금속막을 증착함으로서 상기

제1 전극(166)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콘택 플러그를 제1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나, 상기 콘택 플러그 상에 제1 전극

으로 제공되는 도전 패턴이 별도로 더 구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제1 전극으로 제공되는 도전 패턴은 상기 열거된 금

속 또는 도핑된 실리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제1 전극(166) 및 상기 층간 절연막(162) 상에는 폴리이미드막 패턴(168a)이 구비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패턴

(168a)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패턴(168a) 상에 제2 전극(170a)이 형성된다. 상기 제2 전극(170a)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

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전극(170a)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예

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

(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

(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170a)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 이상이 적층

된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제2 전극(170)은 고립된 패턴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170a) 상에는 상부 전극 콘택(172)이 더 구비될 수 있다. 상기 금속 배선(172)들 사이에는 상부 층간 절연

막(174)이 더 구비될 수 있다. 또는, 상기 제2 전극(170a) 없이 동일 물질의 상부 전극 콘택(172)만으로도 목적한 소자구

조를 구현할 수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패턴(168a), 제2 전극(170a) 및 상부 전극 콘택(172)의 사이 공간을 매립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174)

이 구비된다.

상기 상부 전극 콘택(172) 상에 상기 금속 배선(도시안됨)이 더 구비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트랜지

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접속하는 비트 라인이 더 구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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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와 같이, 단위 셀 내에 억세스용 트랜지스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택된 셀의 하부 전극에만 전압이 가해지므로

실시예 2와 같이 별도의 다이오드가 필요없다.

도 10 내지 도 14는 도 9의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기판(150)을 마련한다. 상기 기판(150)은 실리콘 기판, 실리콘-온-인슐레이터(silicon on insulator :

SOI) 기판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일 수 있다. 상기 기판(150)에 트렌치 소자 분리막(152)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과 필드

영역을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기판(150) 상에 패드 산화막과 질화막을 형성한 후, 패터닝을 수행하여 상기 기판(150)의 표면을 부분적

으로 노출시키는 패드 산화막 패턴과 질화막 패턴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패드 산화막 패턴과 질화막 패턴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식각함으로서 상기 기판(150)에 트렌치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트렌치를 형성할 때 상기 기판(150)에 가해

진 손상 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다. 이어서, 상기 트렌치 내부가 충분하게 매립되도록 매립 특성이 우수한 산화

물의 박막을 형성한다. 상기 산화물의 박막은 주로 플라즈마 증대 화학기상증착(PECVD)을 수행하여 형성한다. 계속해서,

상기 질화막 패턴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상기 산화물의 박막을 제거한다. 상기 산화물의 박막은 주로 화학기계적 연마를

수행하여 제거한다. 이어서, 상기 질화막 패턴과 패드 산화막 패턴을 제거한다. 상기 질화막 패턴과 패드 산화막 패턴은 주

로 인산을 사용하는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제거한다. 그 결과, 상기 기판(150)의 트렌치에만 상기 산화물이 박막이 매립된

트렌치 소자 분리막(152)이 형성된다.

이어서, 상기 기판(150)에 게이트 산화막 및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고 이를 패터닝하여 게이트 산화막 패턴(154) 및 게이

트 도전막 패턴(156)이 적층된 형태의 게이트(158)를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게이트(158) 양측의 기판 표면 아래로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서 소오스/드레인 영역(160)을 형성한다. 상기 불

순물 도핑은 이온 주입 공정을 수행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상기 공정을 통해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기판(150) 상에 화학 기상 증착 공정을 수행하여 층간 절연막(162)을 형성한다. 상기 층간 절연막

(162)은 주로 산화물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에서 형성할 수 있는 상기 층간 절연막(162)의 예로서는 비피에스지(BPSG :

borophosphor silicate glass) 박막, 피에스지(PSG : phosphor silicate glass) 박막, 유에스지(USG : undoped silicate

glass) 박막, 에스오지(SOG : spin on glass) 박막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반도체 기판(150) 상에 층간 절연막(162)을 형성한 후, 사진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층간 절연막(162)에 상기 드

레인 영역(160)을 노출시키는 개구부(164)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층간 절연막(162)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은

하부의 드레인 영역(160)이 위치하는 부위를 노출시킨다. 그리고,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한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노출된 부위의 층간 절연막(162)을 제거한다. 그 결과, 상기 드레인 영역(160)을 노출시키는 개구부

(164)가 형성된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개구부(164)를 충분하게 매립하면서 상기 층간 절연막(162) 상에 도전막(도시안됨)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전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

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

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서 사용하거나 둘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상기 티타늄과 티타늄 질화물을 증착하여 장벽 금속막을 형성하고, 상기 개구부 내에 금속 물질을 매립하여 금속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전막은 화학기상증착 공정 또는 물리기상증착 공정을 수행하여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층간 절연막(162)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평탄화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도전막의 일부분을 제거한다. 상기

평탄화는 주로 화학기계적 연마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평탄화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개구부에는 제1 전극(166)이 형

성된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전극(166) 및 상기 기판(150) 상에 폴리이미드막(168)을 형성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68)

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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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폴리이미드막(168)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 상기 제1 전극(166) 상에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스핀 코팅한다. 이 후,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열처리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이미드화한다.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는 폴리아믹

산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열처리는 150 내지 450℃의 온도로 수행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168) 상에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전 물질을 증착시켜 제2 전극막(170)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전극막(170)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예로는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

(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제2 전극막은 물리기상 증착법 또는 화학기상 증착법에 의

해 형성할 수 있다.

도 14를 참조하면, 상기 제2 전극막(170) 및 폴리이미드막(168)을 패터닝함으로서 제2 전극(170a) 및 폴리이미드막 패턴

(168a)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폴리이미드막(168)은 패터닝되지 않아도 상관 없다. 다만, 상기 폴리이미드막(168)이 10

내지 500Å로 매우 얇기 때문에 상기 폴리이미드막(168)을 남기면서 상기 제2 전극막(170) 만을 레지듀나 스트링거 불량

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패터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상기 폴리이미드막(168)까지 패터닝하는 것이다.

다음에, 도 9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폴리이미드막 패턴(168a) 및 제2 전극(170)을 완전히 매립하는 상부 층간 절연막

(174)를 형성한다.

이 후, 상기 상부 층간 절연막(174)에 상기 제2 전극(170a)의 일부분을 노출하는 콘택홀을 형성하고 상기 콘택홀 내부를

도전 물질로 채움으로서 상부 전극 콘택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기 상부 전극 콘택을 형성하는 공정은 생략할 수도 있음을

알려둔다.

다음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상부 전극 콘택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 배선을 형성한다.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스위칭 특성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최초 저항(Initial resistance)은 고저항 (High resistance) 상

태이다.

이 후, 제1 및 제2 전극에서 전압을 계속하여 증가시키면 a 지점까지는 이러한 고저항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류(I)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 후, 상기 전압이 a에 도달하면,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류가 수 오더(Order) 이상 높게 증

가하는 저저항(Low resistance) 상태가 된다.

상기와 같이 스위칭이 일어난 상태를 세트(Set)라 부르며 상기 저저항 상태를 세트 상태(Set state)라 부른다. 전압을 계속

증가하여 b로부터 c지점에 이르더라도 상기 세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상기와 같은 세트 상태에서 전원을 끊었다가 다시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o-d-c의 경로를 따라 증가한다. 즉, 저저항

인 세트 상태에서 전원을 중단하더라도 계속 저저항 상태가 유지됨으로서 전원을 재공급할 시에는 최초부터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저항 상태를 다시 고저항 상태로 복귀시키려면 반대의 극성(polarity)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된다. 즉, 음의 전압

(Negative Bias)을 인가하면 e 지점까지는 저저항 모드로 동작하다가 f 지점에서 저항이 급격히 높아지는 스위칭이 일어

나게 된다. 이 때의 스위칭을 리세트(Reset)이라 부르며 이 후의 고저항 상태를 리세트 상태(Reset state)라고 부른다. 이

후 계속하여 음의 전압을 가하면 f-g까지 Reset 상태가 유지된다. 여기서 전원을 끊은 후 다시 재공급하여 양의 전압

(positive bias)를 가해주면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고저항 상태를 유지하므로 o-a-b-c의 경로를 반복

하게 된다.

따라서, Set 상태를 데이터 '0'으로, Reset 상태를 데이터 '1'로 규정할 때 그림 3의 a 지점의 전압 즉 세트 전압 (Vset) 이

상을 인가하여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0'을 쓸 수 있고, f 지점의 전압 즉 리세트 전압 (Vreset) 이하를

인가하여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1'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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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0V 내지 세트 전압(Vset) 범위 내의 특정 전압을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인가하고, 상기 비

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로부터 측정되는 전류를 기준 전류와 비교함으로서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

치에 0 또는 1을 읽을 수 있다.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전원을 차단하더하도 0 또는 1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세트 및 리세트 특성 평가 1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

프이고, 도 17은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리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 및 도 17에서,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다음과 같다.

제1 전극은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1 전극은 물리 기상 증착 방법에 의해 증착된 알루미늄 박막으로 이루

어진다. 상기 제1 전극은 1500Å의 두께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제1 전극은 100㎛의 폭을 갖고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1 전극의 패터닝은 100㎛ 폭의 오프닝을 갖는 메탈 쉐도우 마스크(metal shadow mask)를 통

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 제1 전극 상에는 폴리이미드막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상기 제1 전극의 상부면으로부터 200 내지

300Å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폴리아믹산을 스핀 코팅한 후 N2 분위기의 200℃ 하에서 45분간 큐어

링함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는 물리 기상 증착 방법에 의해 증착된 알루미늄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제2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2 전극은 1500Å의 두께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제2 전극은 100㎛의 폭을 갖고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

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2 전극의 패터닝은 통상의 사진 및 식각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cross point)에서 저항 메모리 장치로 동작하게 된다.

도 16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전압을 양의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 때,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약 1.2V를 전 후하여 스위칭 특성을 보였

다.

실험 중에 세트 전압(Vset)보다 높은 전압에서 저저항 상태가 유지되어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상기 제1 시료 비휘

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전류에 대한 제한 (Compliance)을 두어 일

정 전류 이상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도 17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전압을 음의 방향으로 하강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 때, 상기 시료 저항 메모리 장치는 약 -0.5V를 전 후하여 스위칭 특성을 보였다.

도 16 및 도 17의 결과와 같이, 폴리이미드막을 가변 저항체로 사용하고 상기 폴리이미드막 양측으로 사진 및 식각 공정을

통해 패터닝된 알루미늄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 충분한 스위칭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세트 및 리세트 특성 평가 2

도 18은 실시예2 에 따라 제조된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19는 상기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의 리세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제1 및 제2 전극의 선폭이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

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비해 작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을 서로 다른 금속으로 사용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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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극은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1 전극은 물리 기상 증착 방법에 의해 증착된 600Å 두께의 이리듐

박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전극은 0.3㎛의 폭을 갖고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1 전극의

패터닝은 통상의 사진 및 식각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 제1 전극 상에는 폴리이미드막이 구비된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상기 제1 전극의 상부면으로부터 200 내지 300Å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폴리아믹산을 스핀 코팅한 후 N2 분위기의 200℃ 하에서 45

분간 큐어링함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는 물리 기상 증착 방법에 의해 증착된 알루미늄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제2 전극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제2 전극은 0.3㎛의 폭을 갖고 상기 제1 방향과 수직한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cross point)에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로 동작하

게 된다.

도 18을 참조하면, 상기한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전압을 양의 방향으로 상승시키면

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상기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약 2.0V를 전 후하여 스위칭 특성을 보였다.

세트 전압(Vset)보다 높은 전압에서 저저항 상태가 유지되어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 상기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전류에 대한 제한 (Compliance)을 두어 일정 전

류 이상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도 19를 참조하면, 상기한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전압을 음의 방향으로 하강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상기 제2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약 -0.7V를 전 후하여 스위칭 특성을 보였다.

도 18 및 19에서,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의 선폭이 0.3㎛ 수준으로 감소되더라도 충분한 스위칭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세트 및 리세트 특성 평가1 및 2에서 보여지듯이, 전극의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폴리이미드가 가변 저항체로서 충분한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가변 저항체로서 폴리이미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전극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세트 및 리세트 반복 수행 실험

도 20은 상기 제1 시료 저항 메모리 장치에서 세트 및 리세트를 반복 수행하여 각각 저항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0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시료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에 약 35회에 걸쳐 세트 및 리세트를 반복하여 수행하

면서 저항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상기 세트 및 리세트 상태에서의 저항값이 약 4 오더(orders)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 장치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센싱 마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신뢰성 및 내구성이 매우 높은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스위칭 특성이 우수하여 양호한 동작 특성

을 갖는다. 더구나, 상기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는 간단한 공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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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극;

제2 전극; 및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 개재되고,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제2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저항이 가변될 수 있는

두께를 갖는 폴리이미드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각각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각각은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

(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Pd). 주

석(Sn). 지르코늄(Zr) 및 아연(Zn)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

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

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극은 불순물 영역을 구비한 반도체 기판 상의 층간 절연막 내에 형성되고 상기 불순물 영역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는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구비되고, 상기 불순물 영역은 상기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기판 상에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전극 상에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제2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저항이 가변될 수 있는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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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각각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중에 적어도 하나의 물질을 증

착시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각각은 각각은 알루미늄(Al), 구리(Cu), 티타늄 질화물(TiN),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xAlyNz), 이리듐(Ir), 백금(Pt), 은(Ag), 금(Au), 폴리실리콘(poly silicon), 텅스텐(W), 티타늄(Ti), 탄탈륨(Ta),

탄탈륨 질화물(TaN), 텅스텐 질화물(WN)), 니켈(Ni), 코발트(Co), 크롬(Cr), 안티몬(Sb), 철(Fe), 몰리브덴(Mo), 팔라듐

(Pd). 주석(Sn). 지르코늄(Zr), 아연(Zn)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반도체 기판에 불순물을 도핑하여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불순물 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갖는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개구부에 도전 물질을 매립시켜 플러그 형상의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전극 상에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스핑 코팅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열처리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이미드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는 폴리아믹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는 150 내지 450℃의 온도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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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10 내지 5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

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기판 상에 도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막이 상기 기판을 가로지르는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이 되도록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도전막을 증착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막이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이 되도록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어느 하나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7항에 있어서, 기판 상에 상기 저항 메모리 장치를 억세스하기 위한 모오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전극은 상기 모오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기판 상에 형성되고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1 전극;

상기 제1 전극을 감싸며 상부면이 평탄한 형태를 갖는 폴리이미드막; 및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2 전극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각각은 금속, 금속 질화물, 도핑된 반도체 물질 또는 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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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상기 제1 전극의 상부면으로부터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어느 하나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이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기판 상에 제1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1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전극을 감싸며 평탄한 상부면을 갖는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이미드막 상에 상기 제1 방향과 일정 각도를 갖는 제2 방향으로 연장되는 라인 형상을 갖는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전극 상에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스핑 코팅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열처리함으로서 상기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이미드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이미드막은 상기 제1 전극의 상부면으로부터 10 내지 500Å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중 어느 하나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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