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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및 이 메모리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메모리는 기판상에 위상 변화 재

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는 위상 변화 재료에 연결된 스위칭 재료를 포함하고, 스위칭 재료는 산소 이외의 칼코겐을

포함하며, 스위칭 재료 및 위상 변화 재료는 기판상에 수직 구조부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메모리, 위상 변화, 결정, 비결정, 칼코겐화물, 리소그래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2는 선택장치의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선택장치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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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일부의 단면도.

  도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중 도1의 메모리 일부의 단면도.

  도6은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5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7은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6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8은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7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9는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8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0은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9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1은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10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2는 후속 제조 단계에서 도11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어래이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1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일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셀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17에 나타낸 메모리 일부의 단면도.

  도19는 메모리 셀의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일부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메모리 119∼119: 메모리 셀

  120: 선택장치 130: 메모리 소자

  141∼143: 칼럼 라인 151~153: 로우 라인

  210: 저부 전극 220: 스위칭 재료

  230: 정부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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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변화 메모리 장치(phase change memory device)는 전자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상 변화 재료, 즉 대체적인

비결정 상태(generally amorphous state)와 대체적인 결정 상태(generally crystalline state)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스위

칭될 수도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어느 한 형태의 메모리 소자는, 어느 한 용도에서, 대체적 비결정 로칼 오더(local order)

의 구조 상태와 대체적으로 결정 로칼 오더의 구조 상태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스위칭되거나, 완전 비결정 상태와 완전 결

정 상태 사이의 전체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로칼 오더의 상이한 검출가능 상태들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스위칭될 수도 있

는 위상 변화 재료를 이용한다. 위상 변화 재료의 상태는, 저항값을 나타내는 결정(crystalline), 반-결정(semi-

crystalline), 비결정(amorphous) 또는 반-비결정(semi-amorphous) 상태 중 어느 경우에서도 비휘발성을 가지며, 이 저

항값은 다른 프로그래밍 이벤트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지되며, 이 값은 재료의 상(phase) 또는 물리적 상태(예컨대, 결

정 또는 비결정)를 나타낸다.

  트랜지스터 또는 다이오드가 위상 변화 재료에 접속될 수도 있으며, 프로그래밍 또는 판독 연산 동작 동안에 위상 변화

재료를 액세스하기 위한 선택장치(select device)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 트랜지스터 또는 다이오드는 실리콘 단결정

기판의 상면내에 또는 상면상에 일반적으로 형성된다. 트랜지스터는 메모리 칩의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따라서 메모리 셀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되어, 그에 따라 메모리 정전용량과 메모리 칩의 단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및 이 메모리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메모리는 기판상에 위상 변화 재료

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는 위상 변화 재료에 연결된 스위칭 재료를 포함하고, 스위칭 재료는 산소 이외의 칼코겐을 포

함하며, 스위칭 재료 및 위상 변화 재료는 기판상에 수직 구조 부분을 형성한다.

  간결하고 명확한 도시를 위해서, 도면에 나타낸 구성요소들은 일정 비율로 도시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명확함을 위해

일부 구성요소들의 치수는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과장될 수도 있다. 또한, 도면중 대응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동일한 참조번호를 반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수의 특정 사양이 제공된다. 그러나, 당업자는 본 발명이 이러한

특정 사양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경우, 공지의 방법, 절차, 구성요소 및 회로에 대한 설명은 본 발

명의 요지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생략할 것이다.

  이하의 설명 및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연결(couple)" 및 "접속(connect)"이란 용어는 그들의 파생물에 따라 이용될 수

도 있다. 이들 용어는 서로에 대한 동의어는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이란 용어는 둘 또

는 그 이상의 소자가 물리적이거나 전기적으로 상호 직접 접촉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연결"이란 용어

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소자가 물리적이거나 전기적으로 직접 접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결"이란 용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소자가 상호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상호 협력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1을 참조하면, 메모리(100)의 실시예가 도시된다. 메모리(100)는 메모리 셀(111∼119)의 3×3 어래이(array)를 포함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메모리 셀(111∼119)은 각각 선택장치(120) 및 메모리 소자(memory element)(130)를 포함한다.

도1에 3×3 어래이가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메모리(100)는 보다 대규모의

메모리 셀 어래이를 가질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130)는 위상 변화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100)는 위상 변화 메모리

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위상 변화 재료는 예컨대, 열, 빛, 전위(voltage potential), 또는 전류(electric current) 등의 에너

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화될 수도 있는 전기적 특성(예컨대, 저항, 정전용량 등)을 갖는 재료일 수도 있다. 위상 변화 재

료의 예는 칼코겐화물(chalcogenide) 재료 또는 오보닉(ovonic) 재료를 포함한다.

  오보닉 재료는 전자 또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재료일 수도 있으며, 전위, 전류, 빛, 열 등의 인가시에 반도체로서 작용

한다. 오보닉 재료는 메모리 소자에 이용되거나 전자 스위치에 이용될 수도 있다. 칼코겐화물 재료는 주기표의 VI족으로부

터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재료이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칼코겐 원자를 포함하는, 예컨대 텔루르, 황, 또는 세

레늄 중 어느 한 원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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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100)는 기록 및 판독 동작 동안 어래이의 특정 메모리 셀을 선택하기 위해 칼럼 라인(column line)(141∼143) 및

로우 라인(row line)(151∼153)을 포함할 수도 있다. 칼럼 라인(141∼143) 및 로우 라인(151∼153)은 이들 라인이 프로

그밍 동안이나 판독 동안 어드레스 메모리 셀(111∼119)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라인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

다. 칼럼 라인(141∼143)은 비트 라인(bit line)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으며, 로우 라인(151∼153)은 워드 라인(word line)

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메모리 소자(130)는 로우 라인(151∼153)에 접속될 수도 있으며, 선택장치(120)를 통해 칼럼 라인(141∼143)에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메모리 셀(예컨대, 메모리 셀(115))이 선택될 때, 메모리 셀에 전위를 인가하기 위해 전위는 이 메

모리 셀의 관련된 칼럼 라인(예컨대, 142)과 로우 라인(예컨대, 152)에 인가될 수도 있다.

  선택장치(120)는 메모리 소자(130)의 프로그래밍이나 판독 동안에 메모리 소자(130)를 액세스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

다. 선택장치(120)는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전위의 양에 따라 "오프(off)" 되거나 "온(on)"되는 스위치로서 동작될 수도 있

다. 오프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전기적으로 비도전(nonconductive) 상태이고, 온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도전 상태일 수도

있다. 예컨대, 선택장치(120)는 임계 전압을 가질 수도 있으며,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 보다 작은 전위가 선택장치

(120)에 인가되면, 선택장치(120)는 "오프"를 유지하거나 비교적 높은 저항성 상태를 유지하여 메모리 셀을 통해 거의 전

류가 흐르지 않거나, 완전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또한,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보다 큰 전위가 선택장치(120)에

인가되면, 선택장치(120)는 "온"으로 되어, 예컨대 비교적 낮은 저항 상태로 동작되어 전류가 메모리 셀을 통해 지난다.

즉, 선택장치(120)는 소정 전위보다 작으면, 예컨대 임계 전압 보다 작은 전위가 선택장치(120)에 인가되면 실질적으로는

전기적으로 비도전 상태로 있게 된다. 선택장치(120)는 소정 전위 보다 큰 전위가 선택장치(120)에 인가되면 실질적으로

는 도전 상태로 있게 된다. 선택장치(120)는 액세스 장치, 절연 장치, 또는 스위치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예컨대 칼코겐화물 또는 오보닉 재료 등의 스위칭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오보닉 임

계 스위치 또는 단순히 오보닉 스위치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선택장치(120)의 스위칭 재료는 두개의 전극 사이에 위치된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있는 재료일 수도 있고, 소정 전위 또는 소정 전류의 인가에 의해 높은 저항의 "오프" 상태(예컨

대, 약 10메가 옴 이상)와 비교적 낮은 저항의 "온" 상태(예컨대, 약 0 옴)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원상복귀 가능하게 스위치

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비결정 상태로 있는 위상 변화 메모리 소자와 유사한 전류-전압(I-V) 특성

을 갖는 2단자 장치(two terminal device)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상 변화 메모리 소자와는 달리, 선택장치(120)의 스위

칭 재료는 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즉, 선택장치(120)의 스위칭 재료는 프로그램 가능한 재료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선택장치(120)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가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선택장치(120)의 스위칭 재료는 영구적으

로 비결정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으며, I-V 특성은 동작 기간 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선택장치(120)의 I-V 특성의 일

례를 도2에 나타낸다.

  도2를 참조하면, 낮은 전압 또는 낮은 전기장(electric fidle) 모드에서, 예컨대 선택장치(120)에 인가된 전압이 임계 전

압(VTH로 표기됨)보다 작은 경우, 선택장치(120)는 "오프" 또는 비도전 상태일 수도 있으며, 예컨대 약 10메가 옴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저항을 나타낸다. 선택장치(120)는, 선택장치(120)를 도전성이면서, 비교적 낮은 저항을 갖는 온상태로 전환

할 수도 있는, 예컨대 VTH와 같이 충분한 전압이 인가될 때 까지, 또는 예컨대 ITH와 같이 충분한 전류가 인가될 때 까지

오프상태로 유지된다. 약 VTH 보다 큰 전위가 선택장치(120)에 인가된 후, 선택장치(120)를 횡단하는 전위는 VH로 표기

된 유지 전압(holding voltage)까지 강하(스냅백(snapback))될 수도 있다. 스냅백은 선택장치의 VTH와 VH 사이의 전압차

로 언급될 수도 있다.

  온 상태에서, 선택장치(120)를 횡단하는 인가된 전위는, 선택장치(120)를 통해 지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유지

전압(VH)으로 남게 된다. 선택장치(120)는 선택장치(120)를 통과하는 전류가 IH로 표기된 유지 전류 아래로 강하할 때 까

지 온 상태로 남게 된다. 이 값 아래에서는, VTH와 IH가 재차 초과될 때 까지 선택장치(120)는 비교적 높은 저항과 비도전

성을 갖는 오프 상태로 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약 5.3 볼트의 임계 전압(VTH), 약

0.8볼트의 유지 전압(VH), 약 4나노 암페어의 임계전류(ITH), 및 약 100나노 암페어의 유지전류(IH)를 가질 수도 있다. 재

료의 두께와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약 2볼트의 VTH와 약 1볼트의 유지 전압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스냅백을 일련의 메모

리 소자의 VTH 보다 작아지도록 하여, 스냅백이 메모리 소자의 VTH를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판독 장애의 가능성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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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고, 또한 선택장치를 온 상태로 하여 칼럼 및 로우 라인의 정전 용량이 구동되는 것을 촉진하며, 메모리 소자가 리

세트 상태로 있을 때 메모리 소자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방향 전류(adversely passing current)의 발생 가능성을

회피시켜 준다.

  도3은 선택장치(120)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저부 전극(210) 및 저부 전극(210) 위에 놓

여진 스위칭 재료(220)를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스위칭 재료(220)는 저부 전극(210)상에 이 저부 전극과 접촉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선택장치(120)는 스위칭 재료(220) 위에 놓여진 정부(丁部) 전극(23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저부 전극(210)은 막 두께가 약 20Å 내지 2000Å인 박막 재료일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전극(210)의 두께는 약 1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

(210)의 두께는 약 300Å일 수도 있다. 저부 전극(210)에 적합한 재료로는 티타늄(Ti), 질화 티타늄(TiN), 티타늄 텅스텐

(TiW), 탄소(C), 탄화 실리콘(SiC), 티타늄 알루니늄 질화물(TiAlN), 티타늄 실리콘 질화물(TiSiN), 다결정 실리콘, 질화

탄탈(TaN)의 박막, 이들 막의 일부 조합, 또는 스위칭 재료(220)와 융화성을 갖는 기타 적당한 도체 또는 저항성 도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스위칭 재료(220)는 약 20Å 내지 2000Å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

다. 일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의 두께는 약 2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의 두께는 약 500Å일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220)는 예컨대 화학적 기상 증착(CVD) 프로세스 또는 물리적 기상 증착(PVD) 프로세스 등의 박막 증착 기

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220)는 소정 전류 또는 전위의 인가에 의해 높은 저항의 "오프" 상태와 비교

적 낮은 저항의 "온" 상태 사이를 반복적으로 복원 가능하게 스위치될 수도 있는 칼코겐화물 재료나 오보닉 재료의 박막일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220)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재료가 아닐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스위칭 재료(220)는 산소 이외의 칼코겐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실

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는 텔루르 및/또는 세레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는 실리콘

(Si0), 텔레륨(Te), 비소(As), 게르마늄(Ge), 또는 이들 원소의 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

(220)용 조성물은 실리콘(Si), 텔루르(Te), 비소(As), 게르마늄(Ge), 및 인듐(In)의 합금 또는 Si, Te, As, Ge, 및 인(P)의

합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의 조성물은 약 14% 농도의 Si, 약

39% 농도의 Te, 약 37% 농도의 As, 약 9% 농도의 Ge, 및 약 1% 농도의 In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

(220)의 조성물은 약 14% 농도의 Si, 약 39% 농도의 Te, 약 37% 농도의 As, 약 9% 농도의 Ge, 및 1% 농도의 P를 포함한

다. 이들 예에서, 백분율비는 원자 구성요소가 총 100%인 원자 백분율비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용 조성물은 원자 백분율비가 각각 10%, 21%, 2%, 15%, 50%, 및 2%인 비소(As),

텔루르(Te), 황(S), 게르마늄(Ge), 세레늄(Se), 및 안티몬(Sb)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220)는 Si, Te, As, Ge, 황(S), 및 세

레늄(Se)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례로서, 스위칭 재료(220)의 조성물은 약 5% 농도의 Si, 약 34% 농도의 Te, 약 28% 농도

의 As, 약 11% 농도의 Ge, 약 21% 농도의 S, 및 약 1% 농도의 Se를 포함한다.

  정부 전극(230)은 약 20Å 내지 2000Å의 두께를 갖는다. 일실시예에서, 전극(230)의 두께는 약 100Å 내지 1000Å 범

위내에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230)의 두께는 약 300Å일 수도 있다. 정부 전극(230)에 적합한 재료로는 티타늄

(Ti), 질화 티타늄(TiN), 티타늄 텅스텐(TiW), 탄소(C), 탄화 실리콘(SiC), 티타늄 알루미늄 질화물(TiAlN), 티타늄 실리

콘 질화물(TiSiN), 다결정 실리콘, 질화 탄탈(TaN)의 박막, 이들 막의 일부 조합, 또는 스위칭 재료(220)와 융화성을 갖는

기타 적당한 도체 또는 저항성 도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정부 전극 및 저부 전극은 탄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약 500Å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다. 정부 전극(230)은

상부 전극이라 언급될 수도 있으며, 저부 전극(210)은 하부 전극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 이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전류가 정부 전극(230)과 저부 전극(210) 사이의 스위칭 재료(220)를 통해 수직으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수직 구조물로

언급될 수도 있다. 선택장치(120)는 박막이 스위칭 재료(220) 및 전극(210,230)에 이용된 경우 박막 선택장치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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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류(ITH)는 높은 저항으로 설정된 오보닉 메모리 장치에 대한 임계 전류보다 작을 수도 있다. 선

택장치(120)의 임계 전압(VTH)은 예컨대 스위칭 재료(220)의 두께 또는 합금 조성 등의 프로세스 변수를 변경함으로써 변

경될 수도 있다. 예컨대, 스위칭 재료(220)의 두께 증가는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선택장치

(120)의 유지 전압(VH)은 스위칭 장치(120)로의 컨택의 종류에 의해 변경되거 설정될 수도 있으며, 예컨대 전극

(210,230)의 조성이 선택장치(120)의 유지 전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일실시예에서, 실리콘(Si), 텔루르(Te), 비소(As), 및 게르마늄(Ge)으로 이루어진 스위칭 재료(220)의 두께가 약

300Å이라면, 전극(210,230)은 탄소(C)층이고, 이어서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은 약 2볼트일 수도 있으며, 선택장치

(120)의 유지 전압은 약 1볼트일 수도 있다. 또한, 전극(210,230)이 300Å의 두께를 갖는 TiSiN 층이라면, 선택장치(120)

의 유지 전압은 약 0.8볼트 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210,230)이 약 300Å의 두께를 갖는 TiAlN이라면, 선택

장치(120)의 유지 전압은 0.4볼트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계속하여, 전극(210,230)이 코발트 규화물의 층이라면,

선택장치(120)의 유지 전압은 약 0.15볼트일 수도 있다.

  선택장치(120)는 예컨대 금속-옥사이드-반도체(MOS) 트랜지스터 또는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BJT)와 같은 기타 스위치

장치에 비교하여 장치의 소정 면적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온 전류(on current)"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온 상태에서 선택장

치(120)의 비교적 높은 "온 전류"는 메모리 소자(예컨대, 130)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 선택장치(120)가 비교적 높은 프로

그래밍 전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도3에 도시된 선택장치(120)를 이용하는 도1에 나타낸 메모리 어래이는 선택장치(120)와 메모리 소자(130)를 수직 구

조로 적층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메모리 소자(130)상에 형성된 선택장치(120)를 포함하는 수직 구조의 예가 도4에 도

시된다.

  도4를 참조하면, 메모리(100)의 일부의 예가 도시된다. 메모리(100)는 기판(240), 기판(240)상에 놓여진 절연 재료

(260), 및 절연 재료(260)상에 놓여진 도전 재료(240)를 포함한다. 도전 재료(270)는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로우라인

(152))일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상에는, 개구(도4에서는 도시되지 않음)가 절연 재료(280)내에 형성될 수도 있다. 이

개구에는 하부 전극(340)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전극(340)상에는, 메모리 재료(350), 전극 재료(360), 배리어(barrier) 재

료(370), 전극(210), 스위칭 재료(220), 전극(230), 및 도전 재료(380)의 층이 수직 메모리 셀 구조를 형성하도록 차례대

로 증착될 수도 있다. 도전 재료(380)는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칼럼 라인(142))일 수도 있다.

  도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메모리 재료(350)가 오보닉 재료이거나 칼코겐화물 재료일 경우, 메모리 소자(130)는 위상 변

화 메모리 장치 또는 오보닉 메모리 장치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게다가, 도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는 수직

구조물 또는 수직 스택(stack)을 형성하도록 메모리 소자(130)상에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130)는 수직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선택장치(120)상에 형성될 수도있다. 도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 및 메모리 소자

(130)는 박막 재료만을 이용하여 형성되고, 수직 스택은 박막 수직 스택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박막 재료는 기판 또는 기타 재료상에 증착되는 절연성 또는 도전 재료의 특정 종류(class)일 수도 있고, 특정 두께를 가

질 수도 있으며, 예컨대 박막 재료는 약 0Å 보다는 크고 약 25,000Å 보다는 작은 두께 범위를 갖는 재료로 언급될 수도

있다. 게다가, 박막 재료는, 예컨대 PVD(Physical Vapor Deposion), CVD(Chemical Vapor Deposion), 또는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on) 등의 박막 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증착되는 재료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수직 구조는 변경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일실시예에서, 배리어 재료(370)는 수직 구조로부터 제거될 수

도 있으며, 전극(360)은 단일 전극을 형성하도록 전극(210)과 함께 단일 도전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게다가, 다른 실시

예에서, 전극(230)은 단일 도전층 또는 단일 전극을 형성하도록 도전 재료(380)와 연결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는 실질적으로 결정 상태와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 사이에서 메모리 재료(350)의 상을 변경하기 위해

메모리 재료(350)에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적어도 2가지의 메모리 상태 중 하나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위상 변화 프로그램

가능한 재료일 수도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있는 메모리 재료(350)의 저항은 실질적으로 결정 상태로 있

는 메모리 재료(350)의 저항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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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의 상태 또는 상을 변경하기 위한 메모리 재료(350)의 프로그래밍은 전위를 도전 재료(380,270)에 인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장치(120)와 메모리 소자(130)를 횡단하는 전압을 생성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전위가 선택장치(120)와 메

모리 소자(130)의 임계 전압 보다 큰 경우, 전류는 인가된 전위에 따라 메모리 재료(350)를 통해 흐를 수도 있고, 결과적으

로 메모리 재료(350)가 가열된다.

  이러한 가열은 메모리 상태 또는 메모리 재료(350)의 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의 위상 또는 상태의 변경

은 메모리 재료(350)의 전기적 특성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예컨대 재료의 저항은 메모리 재료(350)의 상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는 프로그램 가능한 저항상 재료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리세트" 상태에서, 메모리 재료(350)는 결정 또는 반결정 상태일 수도 있다. 비결정 또는 반-비결정(semi-amorphous)

상태로 있는 메모리 재료(350)의 저항은 결정 또는 반결정(semi-crystalline) 상태로 있는 메모리 재료(350)의 저항보다

크다. 비결정 및 결정 상태로의 "리세트(reset)" 및 "세트(set)"는 각각 종래의 것일 수도 있으며, 종래의 것과는 적어도 하

나가 반대하는 것이 채택될 수도 있다.

  전류를 이용하여, 메모리 재료(350)를 비결정화하고, 메모리 재료(350)를 리세트(예컨대, 메모리 재료(350)를 논리 "0"

값으로 프로그램함)하기 위해, 메모리 재료(350)는 비교적 높은 온도로 가열될 수도 있다. 비교적 낮은 결정 온도까지 메

모리 재료(350)의 부피(volume)를 가열하는 것은 메모리 재료(350)를 결정화하여 메모리 재료(350)를 "세트"(예컨대, 메

모리 재료(350)를 논리 "1"값으로 프로그램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의 부피를 통과하는 동안 전류의 양을 변화

시킴으로써, 각종 저항값의 메모리 재료(350)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획득될 수 있다.

  도4에 나타낸 메모리(100)는 어드레스는 전류가 선택장치(120)와 메모리 소자(130)를 통해 어드레스 라인 사이를 수직

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직 위상 변화 메모리 구조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100)는 상이하게 배치될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층과 구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판

(240)내에 절연구조, 주변 회로(예컨대, 어드레스 회로), 트랜지스터 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면내에 이

들 구성요소의 부재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도4에 도시된 메모리 구조는 트랜지스터 또는 다이오드 선택장치를 이용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도4에 도시된 메모

리 구조는 독립된 어래이 또는 기판상의 어래이로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구조를 형성하는 보다 복작합 프로세

스 흐름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모듈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 모듈은 N 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 그들의 상호접

속 배선 및 기타 회로 소자를 형성하는 완전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프로세스에 통합될

수도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로우 및 칼럼 라인은 당업자에게 알려진 방식으로 판독 및 기록을 위해 N 및 P 채널에 의해

각각 구동될 수도 있다.

  다시 도1을 참조하면, 어드레싱 방법(scheme)의 실시예가 도시된다. 선택된 메모리 소자(예컨대, 115)에 있어서, "반 선

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half select biasing scheme)"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예컨대 V 볼트 전압이 선택된 칼럼

라인(예컨대, 142)에 인가될 수도 있고, 거의 0볼트가 선택된 로우 라인(예컨대, 152)에 인가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의 프로그래밍의 경우에 대한 "반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에서, V는 선택장치(120)의 임

계 전압(VTH SD)과 메모리 소자(130)의 리세트 임계 전압(VTH Reset)의 합보다 크고, VTH SD의 2배 보다는 작게 선택

될 수도 있다. 즉, (VTH SD + VTH Reset) < V < (2*VTH SD)이다. 선택되지 않은 모든 로우 및 칼럼은 V/2에서 바이어스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비선택 로우 라인 및 비선택 칼럼 라인 사이에 전압 바이어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백그

라운드 누설 전류(background leakage current)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메모리 어래이를 연속적으로 바

이어싱한 후, 어래이의 메모리 소자는 충분히 크기가 크고, 메모리 재료의 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리세트 동안 약 5나노-세

컨드 보다 작은 급강하 에지(fast falling edge)와, 세트 상태 동안 약 200나노-세컨드의 완만한 강하 에지(slow falling

edge)를 갖는 전류를 연속하여 인가함으로써 프로그램될 수도 있다.

  메모리 소자 판독의 경우에 있어서, V는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VTH SD)보다 크게 선택될 수도 있지만, 선택장치

(120)의 임계 전압(VTH SD) + 메모리 소자(130)의 리세트 임계 전압(VTH Reset)보다 작게 선택될 수도 있다. 즉 (VTH

SD) < V < (VTH SD + VTH Reset) 이다. 모든 비선택 로우 및 비선택 칼럼은 V/2에서 바이어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

근에서, 비선택 로우 라인 및 비선택 칼럼 라인 사이에 전압 바이어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백그라운드 누설 전류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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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메모리 어래이를 바이어스한 후, 메모리 소자의 메모리 재료의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비트의 기록 또는 교란(disturb)에 요구되는 전류 또는 전압보다 비교적 낮은 전류 또는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함으로써

어래이의 메모리 소자는 연속적으로 판독될 수도 있다. 인가된 전압은 메모리 소자의 임계값을 초과하게 되는 전압보다 작

지만 리세트 비트보다 세트 비트를 통해 보다 많은 전류를 검출하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메모리 소자의 ITH보다 작은 전류

는 비트를 통해 인가될 수도 있다. 이 전류는 리세트 메모리 소자보다 세트 메모리 소자를 횡단하는 작은 전압 강하를 검출

하게 해준다. 예컨대, 리셋트 전류는 약 1.5 미리-암페어(ma)일 수도 있고, ITH는 약 0.03ma보다 클 수도 있다. Iread는

약 10,000옴 보다 작은 Rset를 갖는 프로세스 동안 약 0.01ma일 수도 있고, 따라서 세트 메모리 소자를 횡단하는 최대 강

하는 약 0.1볼트 아래일 수도 있으며, 메모리 소자의 ITH는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다. 약 0.8볼트의 VTH를 갖는 메모리 장

치에 있어서, 리세트 장치는 임계변화(thresholding)나 스냅백 없이 메모리 장치를 횡단하는 전압을 약 0.6볼트로 강하한

다. 이는 약 0.6볼트 빼기 약 0.1볼트 또는 0.5볼트의 세트 및 리세트 상태 사이의 판독 전압 차를 제공하고, 스위치 장치와

메모리 소자의 유지 전압내에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

  어드레싱 방법의 다른 실시예는 "1-3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일 수도 있다. 이 실시예는 마진 해제(deselect

margin)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의 프로그램의 경우, V볼트의 전압은 선택된 칼럼 라인에 인가

되고, 0볼트는 선택된 로우 라인에 인가될 수도 있다. V는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VTH SD) + 메모리 소자(130)의 리

세트 임계 전압(VTH Reset)보다 크도록 선택될 수 있지만, VTH SD의 3배 보다는 작다. 즉, (VTH SD + VTH Reset) < V

< (3 * VTH SD) 이다. 모든 비선택 로우는 (2V)/3에서 바이어스될 수도 있다. 모든 비선택 칼럼은 V/3에서 바이어스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비선택 로우 라인과 비선택 칼럼 라인의 사이에는 거의 ±V/3의 전압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

다. 이는 선택장치(120)와 메모리 소자(130)의 임계 전압의 변이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조 마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메모리 어래이를 바이어싱한 후, 어래이의 메모리 소자는 메모리 재료의 상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전류를 인

가받아 프로그래밍될 수도 있다.

  메모리 소자의 판독에 있어서, V의 전압은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VTH SD)보다 크게 선택될 수도 있지만, 선택장치

(120)의 임계 전압(VTH SD) + 메모리 소자(130)의 리세트 임계 전압(VTH Reset)보다 작다. 즉, (VTH SD) < V < (V TH

SD + VTH Reset) 이다. 모든 비선택 로우는 (2V)/3에서 바이어스될 수도 있다. 모든 비선택칼럼은 V/3에서 바이어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비선택 로우 라인과 비선택 칼럼 라인의 사이에는 거의 ±V/3의 전압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의 변이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조 마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모리

어래이를 바이어싱한 후, 어래이의 메모리 소자는 반 선택 접근법(half select approach)에서 설명한 V/2접근법에 이용된

방법에 의해 메모리 소자의 메모리 재료의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판독될 수도 있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래밍은 "반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 및 "1-3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비선택 로우 및 비선택 칼럼라인의 바이어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선택된 칼럼 라인상에서, 전류는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과 메모리 소자(130)의 임계 전압 보다 클 수도 있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 따라 인가될 수도 있다. 전류

진폭, 주기, 및 펄스 형태는 메모리 소자를 원하는 상이나 메모리 상태로 두기 위해 선택될 수도 있다.

  어래이의 선택된 메모리 셀의 판독은 "반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 및 "1-3 선택 어래이 바이어싱 방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비선택 로우와 비선택 칼럼 라인의 바이어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품내 마진 필요(margin need), 어래이 크

기, 누설 요구를 반영하는 종래 사용을 위한 이들 방법의 조합은 당업자로 하여금 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제품 사양

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하게 해준다. 선택된 로우 라인에는 0볼트가 인가될 수도 있고, 선택된 칼럼라

인에는 전압 1V가 인가될 수도 있다. 이 인가 전압의 전류 컴플라이언스는 메모리 소자의 현재 위상 또는 메모리 상태를

프로그램하거나 교란하는 전류보다 작을 수도 있다. 메모리 소자가 "리세트" 상태로 있다면, 메모리 소자는 "온(on)"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 상태를 센스 증폭기(미도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센스 증폭기는 획득된 칼

럼 전압을 기준 전압과 비교하거나, 획득된 칼럼 전류를 기준 전류와 비교할 수도 있다.

  도5 내지 도12는 메모리(100)의 일부를 제작하거나 제조하기 위한 실시예를 도시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도5

내지 도12는 선택장치(120) 및 메모리 소자(130)을 제작하기 위한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도5에서, 메모리(100)는 예컨대 반도체 기판(예컨대, 실리콘 기판)일 수도 있는 기판(240)을 포함하지만, 본 발명의 범위

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세라믹 재료, 유기 재료, 또는 유리 재료를 포함하는 다른 적당한 기판일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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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재료 층(260)은 기판(240)상에 접촉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절연 재료(260)는 예컨대, 실리콘 이산화물과 같은 열적

및/또는 전기적 절연 재료인 유전 재료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절연재료

(260)는 약 300Å 내지 10,000Å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절연 재료(260)는 확학적 또는 화학-기계적 연마(CMP) 기술을 이용하여 평탄화될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의 박막은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절연 재료(270)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는 포

토리소그래피 및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y-방향(도5에서 직교방향)으로 소규모의 폭을 형성하도록 패턴될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의 막 두께는 약 20Å 내지 2,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도전 재료(270)의 두께는 약

2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전 재료(270)의 두께는 약 500Å일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는 메모리(100)의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로우 라인(151, 152, 또는 153)일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는

예컨대 텅스텐(W) 막,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 막, Ti 막, TiN 막, TiW 막, 알루니늄(Al) 막, 구리(Cu) 막, 또는 이들 막의 일

부 조합일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도전 재료(270)는, 두꺼운 필드 옥사이드(thick filed oxide)상의 CMOS에 이용된 폴

리 게이트와 유사하게, 그 상면상에 내화성 살리사이드(salicide)의 저항 저하 스트랩(resistance lowering strap)을 갖는

다결정 실리콘 막일 수도 있다.

  절연 재료(280)는 예컨대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프로세스, HDP(High Density

Plasma) 프로세스, 또는 스핀-온(spin-on) 및 소성(bake) SOLGEL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도전 재료(270)상에 형성될 수

도 있다. 절연 재료(280)는 예컨대 실리콘 이산화물과 같은 열적 및/또는 전기적 절연 재료인 유전 재료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100Å 내지 4,000Å의 범위내에 있지

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실시예에서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500Å 내지

2,500Å의 범위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1,200Å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연 재료(280)는 화학 또는 CMP 기술을 이용하여 평탄화

될 수도 있다. 얻어진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20Å 내지 4,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절연 재

료(280)의 평탄화 후,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200Å 내지 2,000Å의 범위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절연

재료(280)의 두께는 약 900Å일 수도 있다.

  희생막(410)은 측벽(416)을 갖는 개구(415)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와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패턴될 수도 있

다. 개구(415)는 홀(hole), 비아(via) 또는 트렌치(trench)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

은 아니다.

  일실시예에서, 개구(415)는 포토리소그래피 및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일례로서, 개구(415)는 희생층

(410)상에 포토레지스트 재료(미도시)의 층을 도포하고, 이 포토레지스트 재료를 노광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마스크(미도

시)는 포토레지스트 재료의 선택된 영역을 노출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으며, 이 영역은 에칭되어 제거될 영역을 정의

한다. 에칭은 화학적 에칭일 수도 있으며, 이는 습식 에칭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또는, 에칭은 건식 에칭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는 플라즈마(이온 충격) 에칭일 수도 있다. 개구(415)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되고, 개구(415)의

직경 또는 폭은 적어도 하나의 최소 배선 폭(minimun feature size)일 수도 있다.

  최소 배선 폭의 구조는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치수로 언급될 수도 있다. 예컨대, 최소 배선 폭

은 구조내에서의 재료의 폭이나 재료의 간격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 이해되는 바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는 특정 파장 또

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하나의 매체로부터 패턴이나 이미지를 다른 매체로, 예컨대 마스크로부터 웨이퍼로 전사시키는

프로세스로 언급될 수도 있다. IC 제조 기술에서 이용가능한 전사된 패턴의 최소 피처 크기는 광원 파장의 제한에 의해 제

한될 수도 있다. 최소 배선 폭 보다 작은 간격(distance), 크기(size), 또는 치수(dimension)는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간

격, 크기, 또는 치수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부 포토그소그래피 프로세스는 대략 2500Å의 최소 피처 크기를 가

질 수도 있다. 이 예에서,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간격은 약 2500Å 보다 작은 폭을 갖는 피처(feature)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치수를 획득하기 위해 각종 기술이 이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

는 것은 아니지만, 위상 쉬프트 마스크, 전자 빔 리소그래피, 또는 X-ray 리소그래피가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치수를 얻

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전자 빔 리소그래피는 웨이퍼상의 레지스트를 노출시키기 위해 전자 빔을 용하는 직접-기록

(direct-write) 리소그래피 기술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X-ray 리소그래피는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에 전사시키기 위한 향

상된 리소그래피 프로세스로서 언급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전자기 방사선으로서 장파장 방사선보다는 X-ray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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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에서의 단파장(예컨대, 약 10∼200Å, 좌외선에서는 2,000∼3,000Å)은 회절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약 1,000Å

이하의 피처 크기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측벽 스페이서(spacer)가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치수를 획

득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도6은 리소그래피 간격 보다 작은 치수를 얻기 위해 측벽 스페이서(420)를 이용한 도면을

나타낸다.

  도6은 측벽 스페이서(420)를 형성한 후 동일한 단면을 통해 5도의 구조를 나타낸다. 일실시예에서, 측벽 스페이서(420)

는 희생막(410)의 측벽(416)을 따라 형성될 수도 있다. 측벽(416)간 거리는 하나의 피처 크기일 수도 있고, 포토리소그래

피 및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잇다. 측벽 스페이서(420)는 질화 실리콘, 폴리 실리콘, 또는 기타 희생 재료를 측

벽(416) 사이의 공간에 적층하고, 예컨대 이방성 에칭(anisotropic etch)과 같은 건식 에칭을 이용하여 이 재료를 패터닝

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측벽 스페이서(420) 사이의 거리는 리소그래피 간격 보다 작을 수도 있다. 측벽 스페이서(420)가 형성된 후, 일실시예에

서, 다른 이방성 에칭이 박막(280)내에 리소그래피 간격 이하의 작은 직경을 갖는 개구(430)(도7)를 형성하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

  도7을 참조하면, 일실시예에서, 희생막(410)과 스페이서(420)는 경질 마스크(hard mask)로서 이용될 수도 있고, 절연

재료(280)는 에칭제를 이용하여 이방적으로 에칭되고, 에칭제는 도전 재료(270)에서 정지되거나 또는 도전 재료는 에칭하

지 않는다.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칭 작업은 도전 재료(270)의 일부분을 개구(430)를 통해 노출시킨다. 한가지 양상으로, 측벽

스페이서(420)는 개구(430)내에 형성된 전극 재료(예컨대 도8에서의 340)의 품질을 저하하도록 작용할 수도 있다. 일실

시예에서, 개구(43)의 직경은 약 1,000Å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개구(430)를 형성하기 위해 측벽 스페이서(420)를 이용하는 것은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다른 서브-리소그래피 방법이 개구(430)의 형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고, 여기서 계구(430)는 서브-리소그래피

직경을 가질 수도 있다. 또는,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개구(430)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으며, 따

라서 약 하나의 최소 피처 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큰 직경을 가질 수도 있다.

  희생막(410)과 스페이서(420)는 개구(430)를 형성한 후 제거될 수도 있다. 예컨대, 희생막(410)과 스페이서(420)는 절

연재료(280)와 도전 재료(270)를 보존하면서 선택적으로 에칭될 수도 있다.

  도8은 절연재료(280)상과 개구(430)(도7)내에 전극재료(340)의 등각 증착한 후의 메모리(100)를 나타낸다. 전극재료

(340)는 C, SiC, TiSlN, TlAlN, 다결정 실리콘, TaN, 이들의 일부 조합, 또는 적당항 저항성 도체의 층일 수도 있다. 일례

로서, 전극재료(340)는 화학적 기상 증착(C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전극재료

(340)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특별한 프로세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극재료(340)를 형성하기 위해 또 다른

프로세스가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한다. 일례로서 ALD(Atomic Layer Deposition)가 이용될 수도 있다.

  이하 전극재료(340)의 설명에서, 도8에 나타낸 구조는 전극재료(340)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절연층(280)의 일부분을 제

거할 수도 있는 평탄화 처리를 받게된다. 적당한 평탄화 기술은 화학적 기술 또는 CMP 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기

술이 재료(340,280)의 패터닝에 이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블랭킷 에칭(blanket each)이 절연층(280)과 전극재료(340)

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도9는 전극재료(3340)의 패터닝 후 도8에 나타낸 구조를 도시한다.

  도10은 제작의 후반 단계에서의 도9의 구조를 나타낸다. 메모리 재료(350)의 박막은 절연재료(280)와 전극(340)상에 증

착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는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는 예컨대 위상 변화 재료와

같은 프로그램 가능한 재료일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350)는 오보닉재료이거나 칼코겐화물 재료일 수도 있다. 메모리 재

료(350)의 두께는 약 20Å 내지 4,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 재료(350)의 두께는 200Å 내

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재료(350)의 두께는 약 500Å일 수도 있다.

  전극재료(360)는 메모리 재료(350)상에 증착될 수도 있다. 전극재료(360)는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전극 재료(360)는 Ti, TiN, TiW, C, SiC, TlAlN, TiSiN, 다결정 실리콘, TaN, 이들의 일부 조합, 또는 다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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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도체나 저항성 도체일 수도 있다. 전극재료(360)의 두께는 약 20Å 내지 2,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실시

예에서, 전극재료(360)의 두께는 약 1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재료(360)의

두께는 약 300Å일 수도 있다.

  배리어(barrier) 재료(370)는 전극재료(360)상에 증착될 수도 있다. 배리어 재료(370)는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

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배리어 재료(370)는 전극 재료(360,210) 사이에 배리어를 제공하는 Ti, TiN, TiW, C, SiC,

TlAlN, TiSiN, 다결정 실리콘, TaN, 이들의 일부 조합, 또는 다른 적당한 도체나 저항성 도체일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배리어 재료는 TiN과 Ti 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배리어 재료(370)의 두께는 약 1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배리어 재료의 두께는 약 300Å일 수도 있다.

  전극(210)은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배리어 재료(370)상에 증착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220)는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극(210)상에 증착될 수도 있으며, 전극(230)은 예컨대 PV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스위칭 재

료(220)상에 증착될 수도 있다. 전극(210), 스위칭 재료(220) 및 전극(230)의 조성물의 예는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박막층(350,360,370,210,220, 및 230) 또는 그들의 일부는 PVD 프로세스에 의해 본 위치에 증착될

수도 있다. 즉, 모든 층은 대기압력으로 휘어지거나 각 박막 증착 층 사이에서 대기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 스퍼터 증착 공

구(sputter deposition tool)내에서 차례대로 증착될 수도 있다.

  도11은 원통형 또는 박스 구조(500)를 형성하기 위해 예컨대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및 에칭 기술를 이용하여 재료

(230,220,210,370,360, 및 350)를 패터닝한 후의 도10에나타낸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실린더 형상의 구조는 단일 포토/

단일 에칭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 박스 형상 구조는 이중 포토/단일 에칭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획득될 수 있

다. 다른 실시예에서, 박스 형상 구조는 단일 포토/단일 에칭/단일 포토/ 단일 에칭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획득될 수 있다. 3

개의 실리더 또는 박스 구조가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른 실시예에서, 3개 보다 많은 실

린터 또는 박스 형상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도11은 절연재료(280)의 상면의 일부와, 측벽 및 구조물(500)의 상면을 따라 절연 재료(510)를 정각 증착

(conformal deposition)한 후의 메모리(100)를 나타낸다. 절연재료(510)는 실리콘 이산화물 또는 질화 실리콘 재료일 수

도 있다. 절연재료(510)는 약 20Å 내지 10,000Å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절연재료(510)의 두께는

100Å 내지 1,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절연재료(510)의 두께는 약 250Å일 수도 있다. 절연

재료(510)는 200∼600℃내의 비교적 차가운 온도에서 증착될 수도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 약 250℃의 온도에서 증착될

수도 있다.

  층간 절연체(520)는 절연재료(510)상에 증착될 수도 있다. 층간 절연체(520)는 예컨대 HDP(High Density Plasma) 프

로세스를 이용하여 증착되는 실리콘 이산화물일 수도 있다. 층간 절연체(520)는 약 300Å 내지 20,000Å의 두께를 갖는

다. 일실시예에서, 층간 절연체(520)의 두께는 약 2,000Å 내지 10,000Å의 범위내에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층간 절연체(520)의 두께는 약 6,000Å일 수도 있다.

  도12는 예컨대 CMP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재료(510,520)와 가능하다면 전극(230)을 평탄화 후 도11에 나타낸 구조를

도시한다. 도전 재료(380)는 예컨대 알루미늄 층을 증착하고, 이 층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및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y-방

향(도12에 나타낸 x-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평행한 스트립을 형성하도록 패터닝함으로써 전극(230)상에서

이 전극과 접촉하여 형성된다. 도전 재료(380)는 예컨대 도1에 나타낸 칼럼 라인(141∼143)으로 회로적으로 어드레스될

수도 있다. 나타낸 바와 같이, 칼럼 라인(141∼143)은 로우 라인(151∼153)과 직교한다.

  도전층(380)에 대해 다른 적당한 재료로는 텅스텐(W) 막, 도핑된 다결정 실리콘막, Ti 막, TiN 막, TiW 막, 구리막, 또는

이들 막의 일부 조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전 재료(380)는 그 상면에 코발트 규화물(CoSi2)의 저항 저

하 스트랩을 갖는 다결정 실리콘막일 수도 있다. 도전 재료(380)는 약 100Å 내지 20,000Å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도전 재료(380)의 두께는 약 300Å 내지 5,000Å의 범위내에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전 재료(380)의 두께

는 2,000Å일 수도 있다.

  도1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메모리 재료(350)와 전극(340,360)은 메모리 소자(130)(도1)를 형성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220)와 전극(210,230)은 선택장치(120)(도1)를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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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2에 도시된 구조를 이용하는 메모리 어래이는 메모리 소자와 선택장치를 위한 박막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

러한 형식의 어래이에서, MOS 트랜지스터 또는 BJT와 같은 단일 결정 실리콘 장치는 메모리 어래이내에 이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메모리 어래이를 다른 메모리 어래에 수직으로 적층하여 웨이퍼 처리 비용은 비교적 조금 증가시키면서 메모

리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어래이의 4층 스택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13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온칩(on-chip) 트랜지스터, 주변회로, 및/또는 어드레스 회로가 메모리 어래이 아래에 위

치될 수도 있다. 이는 칩 다이 영역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메모리 어래이 효율은 다른 회로에 이용되는 칩 영역의 총계에

대한 메모리 셀로 이루어진 전체 제품 칩 영역의 백분율로서 정의된다. 일실시예에서, 메모리 어래이 아래에 온칩 트랜지

스터, 주변회로, 및/또는 어드레스 회로를 배치함으로써, 90%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효율이 상술한 박막 메모리 구조를

이용하여 획득될 수도 있다. 또한, SRAM은 칩의 비휘발성 메모리부내에 뒤이은 데이터 배치를 위해 칩의 기록 밴드위드

를 향상시키도록 메모리 어래이 아래의 이용가능한 곳에 배치될 수도 있다.

  도14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적층된 다층 어래이는 예컨대 로우 드라이버, 칼럼 드라이버, 및 센스 증폭기와 같

은 어래이 지지 부회로(array support subcircuit)가 피치된 온 칩 CMOS 트랜지스터로 게인 액세스(gain access)한다.

도14를 참조하면, 메모리(600)가 도시된다.

  메모리(600)는 로우 라인(610)과 칼럼 라인(620) 사이에 연결된 메모리 셀(630)을 포함하고, 이 메모리 셀은 로우 라인

(610)과 직교하여 이어진다. 메모리 셀(630)은 수직으로 적층된 박막 선택장치와 본 명세서에서와 설명한 바와 같은 위상

변화 메모리 소자 등의 메모리 소자를 포함한다. 즉, 메모리 셀(630)은 박막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선택장치 및 위상 변

화 메모리 소자와 같은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수직 구조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지지 부회로(support subcircuit)(640)는 메모리 셀(630)의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로우 라인(610)과 칼럼 라인(620)에

연결될 수도 있다. 이들 부회로는 어래이용의 드라이브 및 센스 트랜지스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한 예컨대 캐시 SRAM

메모리와 같이 시스템내 메모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른 지지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모리 어

래이 아래에 지지 부회로(640)를 배치하면 메모리 효율이 향상될 수도 있고, 로우 라인 및 칼럼 라인 당 적은 비트가 인가

되어 경제적이다. 이는 기생 저항 및 기생 용량의 감소시켜 판독 및 기록 동작 동안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보다 효율적인 리둔던시(redundancy)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도15는 메모리(100)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로우 라인은 N+ 또는 P+의 살리사이드화(salicided) 단

결정 활성 영역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예컨대, 로우 라인은 P 영역(720), N+ 영역(730), 및 예컨대 CoSi2, TiSi2, 또는

NiSi2의 내화성 살리사이드 스트랩(740)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이 로우 라인은 도전성 플러그(710)를 통해 전극

(340)에 연결될 수도 있다. 도전성 플러그(710)는 예컨대 실리콘 이산화물과 같은 절연재료(750)에 의해 둘러싸일 수도

있다. 도전성 플러그(710)는 예컨대 텅스텐일 수도 있으며, 예컨대 Ti 및/또는 TiN의 라이너(liner)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전 재료(380)는 도전성 플러그를 통해 전극(230)과 연결될 수도 있다.

  도16은 메모리(100)의 메모리 셀(예컨대, 115)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115)은 전극(830), 전극(830)상에 놓여진 스위칭 재료, 스위칭 재료(820)와 메

모리 재료(850) 사이에 전류를 전도시키기 위해 스위칭 재료상에 놓여진 전극(810)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전극(810)은

메모리 재료(850) 아래에서 메모리 재료와 접촉하고 있다. 게다가, 메모리 셀(115)은 메모리 재료(850) 위에 놓여진 전극

(840)을 포함한다.

  메모리 셀(115)은 박막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고, 기판(미도시)상에 형성될 수도 있는 수직 구조물이다. 선택장치(120)는

그 상부 및 하부 전극(810,830)을 각각 따라 스위칭 재료(820)를 포함하고, 메모리 소자(130)는 그 상부 및 하부 전극

(840,810)을 따라 메모리 재료(850)를 각각 포함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820)는 스위칭 재료(220)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와, 상술한 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

여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메모리 재료(850)는 메모리 재료(350)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와, 상술한 바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전극(830,840)은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칼럼 또는 로우 라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전극(830,810,840)은 재료

(380,370,230,210,360,340)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전극(830,810,84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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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층일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재료

(380,370,230,210,360,340)의 두께와 이 재료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된 기술은 전극(830,810,840)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

될 수도 있다.

  도17은 메모리(100)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111∼119)는 각각 선택장치(120),

선택장치(125), 및 메모리 소자(130)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전체 스냅백은 낮은 임계값의 메모리 소자를 사용하기

위해 감소될 수도 있다. 예컨대, 한상의 오보닉 스위치에 대한 전체 VTH는 약 2볼트이고, 각 스위치의 개별적인 VTH는

스위칭 재료 두께의 적당한 선택에 의해 약 1볼트일 수도 있다. 각각의 VH가 예컨대 0.8볼트라면, 스냅백은 단일 장치가

이용된 경우 전체 1.2볼트로부터 약 0.4볼트로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스위치 장치의 일련의 적층된 세트는 판독중에

비트를 교란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스택은 안정적인 메모리 선택 및 동작을 지원하는 로우 및 칼럼 라인

사이에 모두 배치된, 메모리 소자에 연달아 하나의 스위치, 두개의 스위치, 또는 그 이상의 스위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소자(130) 및 선택장치(120,125)는 직렬로 접속된다. 일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125)는 오

보닉 스위치일 수도 있고, 메모리 소자(130)는 오보닉 메모리일 수도 있다.

  도18을 참조하면, 메모리(100)의 메모리 셀(예컨대 115)의 실시예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시된다. 메모리 셀

(115)은 기판(240), 기판(240)상에 놓여진 절연재료(260), 및 절연재료(360)상에 놓여진 도전 재료(270)를 포함한다. 도

전 재료(270)는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로우 라인 152)일 수도 있다. 도전 재료(270)상에는 전극(340)이 절연재료(280)의

부분들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다. 전극(340)의 상측에는, 메모리 재료(350), 전극 재료(360), 스위칭 재료(920), 전극재료

(930), 스위칭 재료(940), 전극재료(950), 및 도전 재료(980)의 층이 순차적으로 증착되어 수직 메모리 셀 구조를 형성한

다. 도전 재료(980)는 어드레스 라인(예컨대, 칼럼 라인 142)일 수도 있다.

  도18에 도시된 메모리 셀(115)의 실시예는 도5 내지 도12 및 도15를 기초하여 설명한 바와 유사한 ㅈ료와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도18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5 및120)는 직렬로 연결된 박막 수직 구조 또는 수직

형 스택을 형성하도록 메모리 소자(130) 상부에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130)는 선택 장치(120,125)상에

형성될 수도 있고, 또는 메모리 소자(130)는 직렬로 연결된 박막 수직 구조를 형성하도록 선택장치(120,125) 사이에 형성

될 수도 있다. 도18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125) 및 메모리 소자는 박막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수직형 스택은 박막 수직형 스택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도18에 나타낸 실시예에서, 메모리 재료(350) 및 전극(340,360)은 메모리 소자(130)를 형성할 수도 있다. 메모리 재료

(350)는 오보닉재료이거나 칼코겐화물 재료일 수도 있고, 오보닉 메모리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920) 및 전극

(360,930)은 선택장치(125)를 형성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920)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스위칭 재료(220)를 형성하

는데 이용되 것과 유사한 재료 및 유사한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940) 및 전극(930,950)은

선택장치(120)를 형성할 수도 있다. 스위칭 재료(940)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스위칭재료(220)를 형성하는데 이용된 것

과 유사한 재료 및 유사한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920,940)는 동일한 재료

또는 상이한 재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일실시예에서, 스위칭 재료(920)는 칼코겐화물 재료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스위칭 재료(940)는 상이한 칼코겐화물 재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125)는 오보닉 스위치일 수도 있고, 메모리 소자(130)는 오보닉 메모리일 수도 있으며, 메

모리 셀(115)은 오보닉 메모리 셀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택장치(120)에 대한 I-V 특성이 도2에 나타

내어져 있다. 선택장치(125)는 도2에 나타낸 것과 유사한 I-V 특성을 갖는다.

  도19를 참조하면,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130)와 선택장치(125)를 포함할 수도 있는 메모리 셀(115)의 I-V 특성의

예가 보여진다. VH로 표기된 메모리 셀(115)의 유지 전압은 선택장치(120,125)와 메모리 소자(130)의 유지 전압으로부터

얻어진다. 메모리 셀(115)의 임계 전압은 메모리 소자(130)와 선택장치(120,125)의 연결 임계 전압과 동일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선택장치 또는 오보닉 스위치의 임계 전압은 오보닉 스위치의 두께 또는 합금 조성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오보닉 스위치의 유지 전압은 오보닉 스위치의 스위칭 재료와 접촉하는 전극의 조성에 의해 결정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실시예에서, 스냅백 전압, 예컨대 오보닉 스위치의 임계 전압과 유지 전압 사이의 차이는 스위칭

재료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특정 전극을 이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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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도18에 도시된 선택장치(120)를 참조하면, 전극(930,950)이 탄소층이고, 또한 스위칭 재료(940)의 두께가 약

200Å이라면, 선택장치(120)의 유지 전압은 약 1볼트일 수도 있으며,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은 약 1.2볼트일 수도 있

다. 이 예에서, 스냅백 전압은 선택장치(120)의 유지 전압과 임계 전압의 차인 약 0.2볼트이다.

  도18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높은 스위칭 전압과 유지 전압이 요구될 때, 메모리 셀의 유지 전압과 임계 전압 사이의 전압

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메모리 셀(115)은 오보닉 메모리에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오보닉 스위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즉, 메

모리 셀의 "스냅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즉 높은 스위칭 전압과 유지 전압이 요구될 때, 오보닉 메모리의 임계 전압과 유

지 전압 사이의 전압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오보닉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2개의 오보닉 스위치가 오보닉

메모리에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전극(360,930,950)은 탄소일 수도 있으며, 스위칭 재료(920)의 두께는 약 200Å일 수도 있고, 스위칭 재

료(940)의 두께는 약 200Å일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선택장치(120)의 임계 전압은 약 1.2볼트일 수도 있고, 선택장치

(120)의 유지 전압은 약 1볼트일 수도 있다. 선택장치(125)의 임계 전압은 은 약 1.2볼트일 수도 있으며, 선택장치(125)의

유지 전압은 약 1볼트일 수도 있다. 리세트/세트 메모리 소자(130)의 임계 전압이 약 0.8/0.0 볼트인 경우, 메모리 셀(115)

의 임계 전압은 각각 리세트 및 셋트 상태로 있는 메모리 셀(115)에 대해 약 3.2/2.4볼트일 수도 있고, 이는 메모리 소자

(130) 및 선택장치(120,125)의 연결 임계 전압이다. 즉, 약 3.2볼트 보다 큰 전위가 메모리 셀(115)에 인가되어 선택장치

(120,125)를 "온"시키고, 메모리 셀(115)을 통해 전류를 도통시킨다. 칼럼 라인(142)에 약 3.2볼트보다 큰 전위을 인가하

고, 로우 라인(152)에는 약 0볼트의 전위를 인가함으로써, 약 3.2볼트보다 큰 전위가 메모리 셀(115)에 인가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선택된 메모리 셀 예컨대 메모리 셀(115)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비선택 칼럼 및 비선택 로우 라인, 예컨

대 라인(141,143,151,153)에 약 1.8볼트의 전압이 인가될 수도 있다. 약 3.2볼트 보다 큰 전압은 선택된 칼럼 라인 예컨대

142에 인가되고, 0볼트는 선택된 로우 라인 예컨대 로우 라인 152에 인가될 수도 있다. 이 예에서, 선택장치(120,125)가 "

온"된 후, 메모리 셀(115)의 전압 강하는 셀의 메모리 상태와 칼럼에 의해 제공된 전류에 따라 약 3.2볼트로부터 약

2.0∼2.8볼트로 감소될 수도 있다. 이어서, 정보는 메모리 셀(115)을 통해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메모리에 저장되는 반면,

비선택메모리 셀이 교란되지 않도록 선택된 칼럼 라인은 약 1.8볼트에서 바이어스된 비선택 로우 라인의 약 2.4볼트 내에

서 유지된다. 즉, 칼럼은 프로그래밍 동안 약 4.2볼트 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도19는 이 예를 도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용될 수 있고, 여기서 전체 메모리 셀(모두 3개의 성분이 함께 취해짐)에 대

해, VTH는 리세트 상태 및 세트 상태에서 각각 3.2/2.4볼트이고, VH는 2.8볼트이다. 메모리 셀(115)를 통하는 전류는 메

모리 셀이 각각 리세트 또는 세트 상태로 있는지에 따라 예컨대 약 3.2 또는 2.4볼트의 임계 전압이 초과될 때 까지 거의 0

암페어이다. 이어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셀(115)의 전압은 약 2.8볼트의 유지 전압 VH로 강하하고(리세트 비트

인 경우), 또는 유지 전압까지 상승한다(세트 비트인 경우).

  선택된 메모리 셀에 저장된 정보 값을 판독하기 위해, 이 예에서는, 약 2.8볼트의 전압이 메모리 셀(115)에 인가될 수도

있다. 메모리 소자(130)의 저항은 메모리 소자(130)가 저저항 결정질인 "세트" 상태(예컨대, 약 10,000 옴 미만)에 있는지

또는 메모리 소자(130)가 고저항 비결정질인 "리세트" 상태(예컨대, 10,000 옴 초과)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지될 수

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선택된 메모리 셀에 저장된 정보의 값을 판독하기 위해, 선택된 칼럼에 2.8볼트를 인가하고, 선택된 로

우에 0볼트를 인가하고, 다른 비선택 로우 및 칼럼에 1.4볼트를 인가함으로써, 약 2.8볼트의 전압이 메모리 셀(115)에 인

가될 수도 있다. 선택된 저항으로부터 선택된 로우로의 저항은 메모리 소자(130)가 저저항 결정질 "세트" 상태로 있는지,

또는 메모리 소자(130)가 고저항 비결정질 "리세트" 상태로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지될 수도 있다. 이 실시예에서, 일

련의 선택장치는 리세트 상태의 경우 "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선택된 칼럼과 선택된 로우 사이에 높은 저항을 제

공한다.

  상술한 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메모리 셀의 스냅백을 변경하기 위해 스위칭 재료(920,940)의

두께와 전극(360,930,950)의 조성물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유지 전압과 임계 전압이 획득될 수도 있다. 메모리 셀의 스냅

백 감소에 따른 한가지 장점은 메모리 셀을 통하는 전류의 용량성 이동 전류(cpacitive displacement current)가 감소될

수도 있고, 따라서 판독 동안 비트를 상이한 상태로 교란하는 경향이 감소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18에 도시된 메모리 셀(115)은 상이하게 배치될 수도있고, 추가적인 층과 구조를 포함한다. 예컨대,

절연 구조, 배리어 층, 주변 회로(예컨대, 어드레싱 회로) 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모리 셀은 상이한 전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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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으로 프로그램된 상이한 상을 갖는 제1철-전기 재료 또는 제1철 자기 재료일 수도 있고, 상이한 상태로 프로그램될 때

상이한 임피던스를 갖는다. 또한, 메모리 셀은 임의의 기타 재료이거나 소형 액세스 장치로부터 이익을 얻는 장치일 수도

있다. 이들 소자의 결핍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도2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860)의 일부분이 설명된다. 시스템(860)은 예컨대 PDA, 무선 성능을

갖는 랩탑 또는 휴대용 컴퓨터, 웹 타블렛, 무선 전화, 무선호출기, 즉석 메시지 장치, 디지털 음악 재생기,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 등의 무선으로 정보를 송신 및/또는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장치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시스템(860)은 이하의

시스템, 즉 : 무선 LAN(WLAN) 시스템, 무선 PAN(WPAN) 시스템, 셀룰러 네트워크 중 어느 하나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시스템(860)은 제어기(865), 입력/출력(I/O) 장치(870)(예컨대, 키패드, 디스플레이), 메모리(875), 및 버스(885)를 통해

상호 연결된 무선 인터페이스(88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들 성분 중 일부 또는 이들 모두를 갖는 실시

예로 제한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제어기(865), 예컨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메모리(875)는 시스템(860)으로 전송되거나 시스템에 의해 전송된 메세지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메모

리(875)는 필요에 따라 시스템(860)의 연산중에 제어기(865)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어를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고, 유

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메모리(875)는 한가지 형식의 메모리 또는 하나 이상의 각종 형식의 메모리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예컨대, 메모리(875)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및/또는 상술한 메모리

(100)와 같은 메모리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I/O장치(870)는 이용자가 메시지를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시스템(860)은 라디오 주파수(RF) 신호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 인터페이스(880)를

이용한다. 무선 인터페이스(880)의 예는 안테나 또는 무선 송수신기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

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860)은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이하의 통신

공중 인터페이스(air interface), 즉 : CDMA(코드분할 다중 액세스), 셀룰러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

스템(GSM)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 북아메리카 디지털 셀룰러(NADC) 무선전화 시스템,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 시

스템, 확장-TDMA(E-TDMA)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 광대역 CDMA(WCDMA), CDMA-2000 등의 3세대(3G) 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보닉 메모리는 상술한 기술에 의해, 필요하다면 당업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피드백에 의해 실질적인 동적 범위를 갖

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물리적 메모리 셀은 겹치지 않은 저항 범위를 2개 이상 기록하고 판독함으로써 1비트 이상을 저장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을 본 명세서에서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많은 변형, 대체, 변경 및 등가의 것이 당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의 범위는 본 발명의 진정한 사상내에 있는 이러한 변형 및 변경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기판상에 위상 변화 재료를 포함하고, 또한 이 위상 변화 재료에 연결된 스위칭 재료를 포함하는 메모

리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의 위상 변화 재료; 및

  상기 위상 변화 재료에 연결되며, 스위칭 재료를 포함하는 오보닉 임계 스위치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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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위칭 재료는 산소 이외의 칼코겐을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 재료 및 상기 위상 변화 재료는 상기 기판상에 수직 구

조 부분을 형성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변화 재료 및 상기 스위칭 재료는 박막 재료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변화 재료 및 상기 스위칭 재료는 상호 직렬로 연결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재료는 상기 위상 변화 재료의 위에 있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변화 재료는 상기 스위칭 재료의 위에 있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변화 재료는 칼코겐화물 재료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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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구조는 상기 위상 변화 재료와 상기 스위칭 재료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전극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위상이 변화하는 제1 칼코겐화물 재료; 및

  위상이 변화하지 않는 제2 칼코겐화물 재료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칼코겐화물 재료는 비결정(amorphous)과 결정(crystalline) 위상 사이에서 복원가능하게 변화하고, 상기 제2

칼코겐화물 재료는 비결정 위상으로 유지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칼코겐화물 재료는 선택 장치를 형성하고, 상기 제1 칼코겐 재료는 위상 변화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위

상 변화 메모리 소자와 상기 선택 장치는 서로 연결되는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칼코겐화물 재료는 프로그램불가능한(non-programmable) 칼코겐화물 재료인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칼코겐화물 재료는 프로그램가능한(programmable) 칼코겐화물 재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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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칼코겐화물 재료에 소정 전위 미만의 전위가 인가된 경우, 상기 선택장치는 실질적으로 전기적 비도전 상태로 있고,

상기 칼로겐 화물 재료에 소정 전위을 초과한 전위가 인가된 경우, 상기 선택장치는 실질적으로 도전 상태로 있는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소자는 상기 메모리 재료의 상을 실질적으로 결정 상태와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 사이에서 변경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소자의 상기 메모리 재료에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적어도 2개의 메모리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프로그래

밍될 수 있고,

  상기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있는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은 상기 실질적으로 결정 상태로 있는 메모리 재료의 저항

보다 큰

  장치.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칼코겐 재료는 실질적으로 비결정 상태로 있는 재료이고, 소정 전압 또는 소정 전류의 인가에 의해 높은 저항 상태

와 비교적 낮은 저항 상태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복원 가능하게 스위칭되는

  장치.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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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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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상의 수직 스택을 포함하고,

  상기 수직 스택은 오보닉 메모리에 연결되는 오보닉 스위치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오보닉 스위치는 스위칭 재료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재료는 칼코겐화물 재료인

  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오보닉 스위치는 상기 오보닉 메모리의 위에 있는

  장치.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오보닉 메모리는 상기 오보닉 스위치의 위에 있는

  장치.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오보닉 스위치는 상기 오보닉 메모리에 직렬로 연결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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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오보닉 메모리 및 상기 오보닉 스위칭는 박막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장치.

청구항 44.

  기판상에 제1 칼코겐화물 재료를 포함하는 위상 변화 메모리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제2 칼코겐화물 재료를 포함하는 오보닉 임계 스위치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칼코겐화물 재료와 상기 제2 칼코겐화물 재료는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1 및 제2 칼코겐화물 재료

는 상이한 재료인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칼코겐화물 재료를 직렬로 연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프로그램불가능한 칼코겐화물 재료의 상기 제2 칼코겐화물 재료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등록특허 10-0526067

- 21 -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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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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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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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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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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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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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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