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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ＲｅＲＡＭ 소자의 제조방법

(57) 요약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함으로써 산화박막의 안정화를 개선할 수 있는 ReRAM 소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ReRAM 소자의 제조방법은, 기판상에 하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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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분위기에서 상기 하부 전극막상에 산화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진공분위기에서 상기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된 산화박막상에 상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의 안정화를 위해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하고

ReRAM 소자 동작시 안정된 세트/리셋 전압으로 소자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효율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 하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

진공분위기에서 상기 하부 전극막상에 산화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진공분위기에서 상기 산화박막을 30~100W, 5~15분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는 단계,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된 산화박막상에 상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

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박막은 이원산화물인 MgO, ZnO, TiO2, NiO, SiO2, Nb2O5, HfO2, V2O5 또는 페로브스카이트

계인 PCMO, LCMO에서 선택된 1종임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박막의 두께는 10~700nm 임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

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에서 가스는, H2, He, Ar, O2, N의 그룹에서 선택된 1종이상을 사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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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에서 가스는 H2, He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

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에서 가스는 O2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

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상온에서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

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1×10-2 ~ 1×10-3Torr의 진공조건에서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

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RF 플라즈마, ECR 플라즈마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이용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이 우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함으로써 산화박막의 안정화를 개선할 수 있는 ReRAM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ReRAM 소자 동작시 산화박막의 안정화에 의한 안정된 세트/리셋 전압으로 소자동작의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가스처리에 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ULSI 반도체 메모리기술은 기가-비트(Giga-bit) DRAM의 실현단계에 이르렀고, 2010년경에는 100억

개 정도의 집적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러한 반도체 소자 특성은 SoC(System on Chip)를 기반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초고속·고용량화·고집적화·저전력 소비화·고기능화의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들의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기존의 비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나 MRAM 에 비해, PRAM(Phase RAM), NFGM(Nano Floating Gate Memory)

, PoRAM(Polymer RAM), ReRAM(Resistance RAM) 소자는 10~20ns 정도로 고속 동작이 가능하며, 저 전압 동작도 가

능하다. 따라서, 플래쉬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PRAM, NFGM, PoRAM, ReRAM 등과 같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

술의 개발은 향후 국가의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핵심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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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메모리로 대표되는 플래쉬 메모리의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ITRS-2003), 2007년 이후의 플래쉬 노드 기술은

65nm 이하의 고집적도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의 플래쉬 NOR 타입의 셀크기는 0.034um 이하의 크기를 요

구하고 있다. 현재의 플래쉬 메모리가 저 소비전력에 필요한 저 전압 동작시 충분한 셀전류 소자 특성 마진을 갖기 어려워

이러한 물리적, 전기적 문제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플래쉬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

념의 신기능성 메모리 소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거대저항 변화 메모리(이하, 간단히 ‘ReRAM’ 이라 함)는 박막에 인가되는 특정 전압에 따라 박막의 저항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 사용되는 소자를 말한다. 기존의 비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나 MRAM

에 비해, 입력 펄스(pulse) 인가시 1000배 이상의 저항 변화로 동작되는 ReRAM 소자는 10~20ns 정도로 고속동작이 가

능하며, 공정적으로 단일막 구조이기 때문에 고집적화 및 고속화가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단층구조로서 제작되기 때

문에 기존의 CMOS 공정과 집적공정(integration process) 기술이 사용가능하여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향후 플래쉬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ReRAM 소자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ReRAM 소자에서 산화박막의 안정화를 위해 산화박막의 열처리를 적용한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5-0017394호(출원인: 샤프 가부시키가이샤, 공개일: 2005.2.22)이다. 이 기술은 ReRAM 소자의 제조

를 위한 스핀코팅된 PCMO 박막의 고온 어닐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이 방법은,

기판을 준비하고, 기판상에 금속 장벽층을 증착한 다음, 하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 전극상에 PCMO 전구체를 사용하여, Pr1-XCaXMnO3(PCMO)층을 스핀-코팅한 코팅단계와 어닐링하는 열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코팅단계와 열처리단계를 반복하여 Pr1-XCaXMnO3(여기서, 0.2<=X<=0.5)의 결정구조를 가지는

PCMO 박막을 제조한 다음, 상부 전극을 증착하고,

상기 상부 전극을 패턴화하여 RRAM 소자를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방법에서는 스핀 공정과 어닐링 공정을 반복하여 전체 공정이 복잡하며, 주요 공정이 대기 상태에서 이루어지

므로 산화 및 표면 오염으로 인해 ReRAM 소자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박막의 고-결정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산화박막의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열처리를 통한 산화박막의 증대 또는 변화로 ReRAM 소자의 특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공정이 간소하고, 표면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우수한 산화박막의 안정성을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ReRAM 소자 동작시 산화박막의 안정화에 의한 안정된 세트/리

셋 전압으로 소자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가스처리에 의한 ReRAM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플라즈마 가스처리 방법은,

기판상에 하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

진공분위기에서 상기 하부 전극막상에 산화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진공분위기에서 상기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된 산화박막상에 상부 전극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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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상기 산화박막은 ReRAM 소자에 사용되는 산화물이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MgO, ZnO,

TiO2, NiO, SiO2, Nb2O5, HfO2, V2O5 등의 이원산화물 또는 Pr1-XCaXMnO3(PCMO), La1-XCaXMnO3(LCMO) 등의 페로

브스카이트계 물질이 있다. 상기 산화박막의 두께는 10~700nm, 보다 바람직하게는 50~200nm 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RF 플라즈마, ECR 플라즈마 등의 플라즈마 가스처리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에서 사용되는 가스로는 H2, He, Ar 등을 포함하는 불활성 기체로 구성되는 그룹 또는 O2, N 등을

포함하는 반응성 가스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 1종이상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30~100W의 조건에서 5~15분간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플라즈마 가스처리단계는 상온에서 수행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때의 진공조건은 1×10-2 ~ 1×10-3Torr가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는데 특징이 있다. ReRAM 소자용 산화박막 내에는 불안정한

댕글링 결합에 의해 전자 부족과 공공 현상이 발생한다. 플라즈마 가스처리는 상기와 같은 결함이 있는 댕글링 결합에 이

온화된 원자들을 결합시켜 전하 포획 및 이탈을 조절하거나, 공공을 안정적으로 배열시킴으로써 산화박막의 안정화를 이

룰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산화박막 형성공정과 플라즈마 가스처리는 모두 진공분위기에서 행하기 때문에 대기상태로

의 이동이 없어 표면 오염의 문제가 없으며, ReRAM 소자 동작시 안정된 세트/리셋 전압으로 소자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처리방법을 도 1을 통해 설명한다.

먼저, 기판을 준비한다(도 1a).

기판은 통상의 반도체 메모리소자에 적용되는 것이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Si기판으로서, 이산화실리콘 기판, 폴리

실리콘 기판 등이 있다.

준비된 기판상에 하부 전극막을 형성한다.(도 1b)

상기 전극은 Pt, Au, Al, Cu, Ti과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 1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하부 전극막상에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을 진공분위기에서 형성한다(도 1c)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은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PLD(Pulse Laser

Deposition), ALD(Atomic Layer Deposition) 등에 의해 형성하고, 본 발명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산화

박막으로는 ReRAM 소자에 적용되는 것이면 가능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MgO, ZnO, TiO2, NiO, SiO2, Nb2O5, HfO2,

V2O5 등의 이원산화물 또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예를 들어 Pr1-XCaXMnO3(PCMO), La1-XCaXMnO3(LCMO)에서 선택

될 수 있다. 산화박막의 두께는 10~700nm가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한 산화박막의 두께는 50~200nm 이다.

상기 기판상에 형성된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시킨다(도 1d).

플라즈마 처리에는 증착과 청정(Cleaning)의 두 가지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본 발명은 이와 다른 플라즈마 가스처리

개념으로 플라즈마처리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ReRAM소자에 적용하여 산화박막의 안정성을 도모

하는 것으로, 이를 종래의 플라즈마 처리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플라즈마 처리방법에서 증착은 챔버내의 타겟에 큰 전압(RF파워)을 가하여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가스와 충돌하면

양이온과 전자가 발생하여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양이온은 큰 전위차에 의해 음전극인 타겟(Target)

에 가속 충돌하고, 충돌로 인해 타겟의 표면에서 중성의 타겟원자들이 튀어나와 기판(Substrate) 표면에 증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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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처리에서 청정은 챔버내에서 RF파워에 의해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가스와 충돌하면 양이온과 전자가 발

생하여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또한, 기판(Substrate)에 음전극이 인가되면 양이온이 기판과 충돌하면서 기판의 표면에 존

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플라즈마처리와는 달리, 플라즈마화된 가스이온들이 산화박막내에 존재하는 댕글링 결합 등의 결함 상

태(defect state)와 반응하여, 저항변화의 원인이 되는 결함 상태(defect state)를 제거함으로써 저항변화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즉, 챔버내에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가스와 충돌하면 양이온과 전자가 발생하여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이 양이온

은 음전극이 인가된 ReRAM소자와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플라즈마 가스처리에 사용되는 가스로는 H2, He, Ar 등의 불활성 기체 또는 O2, N 등의 반응성 가스로부

터 선택된 1종 이상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원자반경이 작은 H2와 He을 사용하여 댕글링 결합에 존재하는 공공

(Vacancy)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산화박막의 균질화를 위해 O2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즈마 가스처리에서 파워는 30~100W이 바람직하다. 30W보다 낮으면 처리시간이 길어져 장시간 표층이 노출되어 표

층부 격자구조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한편, 100W 이상에서는 산화박막내 플라즈마 가스의 침투율보다 표면 손실율이 높

아지므로 산화박막 특성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

플라즈마 가스처리시간은 5~15분간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분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박막 내부까지 균일하게 플라

즈마 가스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15분을 초과하여 처리할 경우, 산화박막내 플라즈마 가스의 침투율보다 표면 손실율이

높아지므로 산화박막 특성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처리는 상온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온에서 플라즈마 가스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정 과정이 간편해질 수 있다.

플라즈마 가스처리의 진공도는 1×10-2 ~ 1×10-3Torr가 바람직하다.

상기 조건은, 전자가 가스와 충돌하여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진공도이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처리는 챔버내에서 RF 플라즈마, ECR 플라즈마 등의 플라즈마 가스처리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 가스처리한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상에 상부 전극막을 형성하고, 패턴을 형성한다(도 2e). 상부 전극막은 섀

도우 마스크 또는 드라이 에칭 공정을 사용하여 패턴화할 수 있다.

제조된 기판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베이킹처리와 어닐링(post-annealing) 단계가 행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소자는 저전력

을 소모하면서, 무한대의 기록/재생이 가능하며, 비휘발성으로 인한 PC의 빠른 리부팅 및 대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다. 또한, 재현성도 우수하여 실제 양산화 공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Pt 기판 상에 100nm의 두께로 성장된 ReRAM 소자용 MgO박막에 대하여 진공챔버내에서 H2 가스를 20sccm 흘려주며

가스의 이온화를 위해 약 60W의 RF를 걸어주고 10-2~10-3Torr로 약 5분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였다.

상기 MgO박막에 대해 20000%의 저항변화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2a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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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t기판상에 50nm의 두께로 MgO 산화물을 성장시켜 상기의 플라즈마 가스처리조건으로 H2 플라즈마 처리한 후 세

트/리셋 전압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 2b에 나타내고, 종래 MgO 박막의 세트/리셋 전압의 결과를 도 2c에 나타내었다.

도 2b,c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 MgO 박막과 비교하여 세트 전압(set voltage)의 변화율이 300%에서 25%로, 리셋 전압

(reset voltage)의 변화율이 230%에서 95%로 개선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형태 및 첨부된 도면은 하나의 예시로서, 본 발명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이루는 것은 어떠한 것이어도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는 산화막으로 MgO를 적용하고 있지만, ZnO, TiO2, NiO, SiO2,

Nb2O5, HfO2, V2O5 등의 이원산화물과 PCMO, LCMO 등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의 형성공정과 플라즈마 처리공정을 모두 진공분위기에서

행하기 때문에 표면오염의 우려 없이 간단한 공정으로 산화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처리된 안정한 산

화박막을 ReRAM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응용함으로써, ReRAM 소자 동작시 안정된 세트/리셋 전압으로 소자동

작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효율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ReRAM 소자용 산화박막을 플라즈마 가스처리하는 공정단면도로서,

도 1a는 준비된 기판의 단면도이고

도 1b는 하부전극막이 형성된 기판의 단면도이고,

도 1c는 산화박막이 형성된 단면도이고,

도 1d는 산화박막의 플라즈마 가스처리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1e는 상부전극이 형성된 기판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저항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도 2a는 본 발명에 대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저항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2b는 본 발명에 대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세트/리셋 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2c는 종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세트/리셋 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반도체 기판 12...... 하부 전극막

13...... 산화박막 13´...... 플라즈마 가스처리된 산화박막

14...... 상부 전극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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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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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94316

- 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발명의 목적 3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7
도면 7
 도면1 8
 도면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