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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변화층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 간의 접촉면적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전류밀도를 획득하여 문턱

전류, 문턱전압 및 되돌이 전류 등의 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하부전극과, 상기 하부전극 상에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주형으로 이용하고,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

에 형성된 기공을 발열체 또는 상변화 물질로 매립시켜 형성된 오믹 컨택층과, 상기 오믹 컨택층 상에 형성된 상변화층과,

상기 상변화층 상에 형성된 상부전극을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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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부전극;

상기 하부전극 상에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주형으로 이용하고,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에 형성된 기공을 발열체 또는 상

변화 물질로 매립시켜 형성된 오믹 컨택층;

상기 오믹 컨택층 상에 형성된 상변화층; 및

상기 상변화층 상에 형성된 상부전극을 포함하되,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Silica

계열의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형성된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로는 (H-SiO3/2)n, (alkyl-SiO3/2)n, (alkenyl-SiO3/2)n, (alkoxy-SiO3/2)n 및

(aryl-SiO3/2)n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상기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로는 SiLKTM(Dow

chemial), ZirconTM(Shipley) 및 NanoglassTM(Honeywell)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상기 Silica 계열의 물질로

는 CoralTM(Novellus), Black DiamondTM(Applied Materials) 및 AuroraTM(ASM) 및 OrionTM(Trikon)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 상기에서 n은 임의의 자연수이다.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공의 크기는 1×1nm2~5×5nm2 인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1~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된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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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열체는 상기 하부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체는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 물질은 상기 상변화층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 물질은 Te, Se, Ge, Sb, Bi, Pb, Sn, As, S, Si, P 및 O으로 구성된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 물질로 이루

어지거나, GeaSbbTec(a, b, c는 각각 원자 몰분율, a+b+c=1, 0<a,b,c<1), IndAgeSbfTeg(d, e, f는 각각 원자 몰분율,

d+e+f+g=1, 0<d,e,f,g<1)과 같은 일군의 화합물 중 선택된 화합물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

청구항 10.

하부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하부전극 상에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Silica 계열의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기공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에 형성된 상기 기공을 발열체로 채워 오믹 컨택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오믹 컨택층 상에 상변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변화층 상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하부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하부전극 상에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Silica 계열의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기공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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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의 상기 기공이 채워지도록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 상에 상변화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변화층 상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로는 (H-SiO3/2)n, (alkyl-SiO3/2)n, (alkenyl-SiO3/2)n, (alkoxy-SiO3/2)n 및

(aryl-SiO3/2)n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상기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로는 SiLKTM(Dow

chemial), ZirconTM(Shipley) 및 NanoglassTM(Honeywell)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상기 Silica 계열의 물질로

는 CoralTM(Novellus), Black DiamondTM(Applied Materials) 및 AuroraTM(ASM) 및 OrionTM(Trikon)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상기에서 n은 임의의 자연수이다.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기공의 크기는 1×1nm2~5×5nm2 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1~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체는 상기 하부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체는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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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층은 상변화 물질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변화 물질은 Te, Se, Ge, Sb, Bi, Pb, Sn, As, S, Si, P 및 O으로 구성

된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 물질로 이루어지거나, GeaSbbTec(a, b, c는 각각 원자 몰분율, a+b+c=1, 0<a,b,c<1),

IndAgeSbfTeg(d, e, f는 각각 원자 몰분율, d+e+f+g=1, 0<d,e,f,g<1)과 같은 일군의 화합물 중 선택된 화합물로 이루어

진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체는 화학기상증착법, 물리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또는 스핀 코팅법으로 상기 기공에 채워지는 상변화 메모

리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층은 화학기상증착법, 물리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또는 스핀 코팅법으로 형성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메모리 소자 중 상(phase)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거 동작을 수행하는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소자는 상(phase)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크게 변하는 상변화 물

질의 성질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전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는 비휘발성 특성을 갖는다. 이에 더

하여, 상변화 메모리 소자는 디램(DRAM) 및 에스램(SRAM)과 같이 낮은 전원전압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는 휴대용 통신기 및 휴대용 컴퓨터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각광받고 있다.

상변화 메모리 소자는 상변화물질의 결정질상(crystalline phase)과 비정질상(amorphous phase) 사이의 전기저항의 차

이를 신호로 이용하는 소자로서, 그 기본적인 원리는 미국특허 제3271591호(S.R. Ovshinsky 등에 의해 제안된

"Symmetrical current controlling device", 1966년 9월 6일자로 등록됨) 및 미국특허 제3530441호(S.R. Ovshinsky 등

에 의한 제한된 "Method and apparatus for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1970년 9월 22일자로 등록됨)에 개시

된 원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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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물질은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상이 결정질 상태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큰 반면, 상이 비정질 상태인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낮다. 이러한 상의 상태는 상변화물질의 온도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바,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온도변

화를 위한 열이 필요하다. 이러한 열은 전기적 저항체에 전류를 흘러줌으로써 발생되는 줄 열(Joule heating)이다. 이처럼,

결정질상과 비정질상 사이의 상변화는 상변화층을 통해 흐르는 전기 전류(electrical current)에 의한 줄 열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이에 따라, 상변화 메모리 소자에서는 상변화층의 상부와 하부 각각에 발열 특성과 전기 전도 특성을 동시에 갖는 발

열층이 전극(electrode)으로 사용된다.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상변화 양상은 Y.N. Hwang 등이 2003년 IEDM03-893에 "Writing current reduction for high-

density phase-change RAM"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변화시 흐르는 전류밀도(electrical current density)에 큰 의존성

을 갖는다. 즉, 문턱전류(threshold current),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되돌이 전류(reset current) 등과 같이 상변

화 메모리 소자의 저전력화와 고직접화 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상변화층과 하부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류밀도에 크게 의존

한다. 같은 양의 전류가 상변화 물질로 흐를 경우, 접촉면적을 줄임으로써 더 큰 전류밀도를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좀더 고효율을 갖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상변화를 위한 스위칭 동작에 필요한 전

류, 즉 프로그래밍(programming) 전류를 감소시켜 줄 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부전극의 접촉면적을 줄여 상변화가 일어난 물질의 부피 자체를 줄이고, 높은 전류밀도를 이용하여 문턱전류와 문턱전

압, 되돌이 전류 등의 값을 줄이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한편, 종래의 반도체 제조공정을 이용한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의 일례가 미국특허 제5166758호(S.R.

Ovshinsky 등에 의해 제안된 "Electrically erasable phase change memory", 1992년 11월 24일자로 등록됨)에 제안되

었다. 이 미국특허 제5266758호에 제안된 바와 같이,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상변화층과 하부전극 사이의 접촉면적은 광학

리소그래피(optical lithography)를 통한 포토공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광학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포토공정을 통해 접촉면적이 결정된 종래기술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구조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는 상변화층(10)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20) 사이의 접촉면적

이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접촉면적은 광학 리소그래피에 의해 결정되는데, 광학 리소그래피의 한계상 상변

화층(10)과 하부전극(20)의 접촉면적을 50ⅹ50nm2 미만으로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공정시 광학 리소그래피를 적용하는 경우 상변화층과 하부전극 간

의 접촉면적의 크기는 전적으로 사용되는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된다. 보편적으로 광학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KrF 광원

의 경우 얻을 수 있는 최소 선폭은 90nm이고, ArF를 광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최소 선폭은 70nm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특허 제5687112호(S.R. Ovshinsky 등에 의해 제안된 "Multibit single cell memory

element having tapered contact", 1997년 11월 11일자로 등록됨)에서는 경사진 접촉 팁(tapered contact tip)을 형성하

여 팁의 끝 부분에서 상변화층과 발열층을 접촉시키는 방법, 미국특허 제6420725호(S.T. Harshfield 등에 의해 제안된

"Method and apparatus for forming an integrated circuit electrode having a reduced contact area", 2002년 7월 16

일자로 등록됨)와 같이 하부 접촉 구멍(contact hole)에 유전 박막을 증착한 후 식각에 의해 측벽(side wall)을 형성하는

방법, 미국특허 제6337266호(R.C. Zahorik에 의해 제안된 "Small electrode for chalcogenide memories", 2002년 1월

8일자로 등록됨)와 같이 이중 측벽(double spacer)를 이용하여 상변화가 상변화층 양 끝에서 일어나게 하는 방법 등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방법들은 모두 광학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포토공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50ⅹ50 nm2이하의 접

촉면적의 구현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미설명된 도면부호 'A'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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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상변화층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 간

의 접촉면적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전류밀도를 획득하여 문턱전류, 문턱전압 및 되돌이 전류 등의 값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하부전극과, 상기 하부전극 상에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주형으로

이용하고,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에 형성된 기공을 발열체 또는 상변화 물질로 매립시켜 형성된 오믹 컨택층과, 상기 오

믹 컨택층 상에 형성된 상변화층과, 상기 상변화층 상에 형성된 상부전극을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Silica 계열의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형성된다.

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H-SiO3/2)n, (alkyl-SiO3/2)n, (alkenyl-SiO3/2)n, (alkoxy-SiO3/2)n, (aryl-SiO3/2)n,

SiLKTM(Dow chemial), ZirconTM(Shipley), NanoglassTM(Honeywell), CoralTM(Novellus), Black DiamondTM

(Applied Materials) 및 AuroraTM(ASM), OrionTM(Trikon)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형성된다. 여기서, n은 임

의의 자연수이다.

또한, 상기 기공의 크기는 1×1nm2~5×5nm2 이다.

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1~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된다.

또한, 상기 발열체는 상기 하부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발열체는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

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상변화 물질은 상기 상변화층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상변화 물질은 Te, Se, Ge, Sb, Bi, Pb, Sn, As, S, Si, P 및 O으로 구성된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 물질로

이루어지거나, GeaSbbTec(a, b, c는 각각 원자 몰분율, a+b+c=1, 0<a,b,c<1), IndAgeSbfTeg(d, e, f는 각각 원자 몰분

율, d+e+f+g=1, 0<d,e,f,g<1)과 같은 일군의 화합물 중 선택된 화합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하부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하부전

극 상에 복수의 기공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에 형성된 상기 기공을 발열

체로 채워 오믹 컨택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오믹 컨택층 상에 상변화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변화층 상에 상부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하부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하

부전극 상에 복수의 기공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의 상기 기공이 채워지

도록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 상에 상변화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변화층 상에 상부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및

Silica 계열의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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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H-SiO3/2)n, (alkyl-SiO3/2)n, (alkenyl-SiO3/2)n, (alkoxy-SiO3/2)n, (aryl-SiO3/2)n,

SiLKTM(Dow chemial), ZirconTM(Shipley), NanoglassTM(Honeywell), CoralTM(Novellus), Black DiamondTM

(Applied Materials) 및 AuroraTM(ASM), OrionTM(Trikon)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로 형성한다. 여기서, n은 임

의의 자연수이다.

또한, 상기 기공의 크기는 1×1nm2~5×5nm2 이다.

또한,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은 5~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또한, 상기 발열체는 상기 하부전극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발열체는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

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상변화층은 상변화 물질로 이루어지되, 상기 상변화 물질은 Te, Se, Ge, Sb, Bi, Pb, Sn, As, S, Si, P 및 O으로

구성된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 물질로 이루어지거나, GeaSbbTec(a, b, c는 각각 원자 몰분율, a+b+c=1,

0<a,b,c<1), IndAgeSbfTeg(d, e, f는 각각 원자 몰분율, d+e+f+g=1, 0<d,e,f,g<1)과 같은 일군의 화합물 중 선택된 화

합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발열체는 화학기상증착법, 물리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또는 스핀 코팅법으로 상기 기공에 채워진다.

또한, 상기 상변화층은 화학기상증착법, 물리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또는 스핀 코팅법으로 형성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종래기술에 따른 제조공정에서 적용된 광학 리소그래피를 바탕으로 하는 제조공정

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상변화층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 사이의 실질 접촉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

다. 즉, 다공성(porous) 부도체 박막을 주형(template)으로 이용하고, 다공성 재료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에 의

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노 미터 크기의 기공(pore)을 전극 물질(발열체)이나 상변화 물질로 채워서 극미세의 접촉면적

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공의 크기가 다공성 재료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광학 리소그래피에 의한

한계를 뛰어 넘는 극미세의 접촉면적(물질에 따라서는 1ⅹ1nm2 미만)이 포함된 하부전극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전류밀도를 얻음으로써 문턱전류, 문턱전압 및 되돌이 전류 등의 값을 낮출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들의 두께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장되어진 것이며, 층이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경우

에 그것은 다른 층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3의 층이 개재될 수도 있다. 또한 명세서 전

체에 걸쳐서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된 부분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실시예1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1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 구조도로서, 다공성 박막의 기공을 발열체 물질

로 채워 극미세 접촉면적이 형성된 구조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1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은 상변화층(114)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110)과, 상변화층(114)과 하부전극(110) 사이에 형성된 오믹 컨택층(ohmic contact layer, 113)을 포함한다.

이때, 오믹 컨택층(113)은 그 내부에 나노 미터 크기의 기공(111a, 도 3d참조)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 도 3d참

조)과, 상기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 내에 생성된 나노 미터 크기의 기공(111a)을 하부전극(110)과 동일한 발열체 물질

로 채운 구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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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부도체 박막(111) 내에 형성된 기공(111a)의 크기와 모양은 사용되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나, 그 크기나 모양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공(111a)의 면적은 광학 리소그래피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최소 면적보다도 월등히 작다.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물질로는 저유전 박막 재료(low k dielectric thin film materials)로 사용되거나 거론되는 대

부분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H-SiO3/2)n, (alkyl-SiO3/2)n, (alkenyl-

SiO3/2)n, (alkoxy-SiO3/2)n, (aryl-SiO3/2)n 등, n은 임의의 자연수),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는 각종 고분자 물

질 (SiLKTM (Dow chemial), ZirconTM (Shipley), NanoglassTM (Honeywell) 등), Silica 계열의 물질 (CoralTM

(Novellus), Black DiamondTM (Applied Materials), AuroraTM (ASM), OrionTM (Trikon) 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은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원자층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 물리기상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스핀코팅(spin coating)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발열체로 채워진다.

K. Maex 등이 2003년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ume 93, page 8793에 " Low dielectric constant materials for

microelectronics"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공성 물질의 종류와 기공들이 다공성 박막에서 차지하는 부피에 따라 각 기공

들과 그에 따라 형성된 발열체는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오믹 전도 특성을 보여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정을 선택하여 형성된다. 통상 단면적이 1ⅹ1nm2 이하인 극미세의 기공들이 발열체로 채워지

므로, 발열체와 상변화층의 접촉면적은 이러한 극미세 기공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광학 리소그래피에 의해 형성된 하부전극의 접촉면적보다 월등히 작은 실질 접촉면적을 갖는 하부전극을

다공성 물질의 종류와 다공성 부도체 박막의 형성 공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큰 전류밀도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도 3a 내지 도 3g에 도시된 공정 단면도를 참조하여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1에 따른 상변화 메모

리 소자의 단위 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결정 실리콘 기판(미도시) 상에 복수의 게이트 전극(104)을 형성하고, 그 양측벽에 스

페이서(105)를 형성한 다음, 스페이서(105)의 양측으로 노출되는 기판 내에 소스 및 드레인 영역(미도시)을 형성한다. 이

때, 게이트 전극(104)은 게이트 절연막(101), 폴리 실리콘막(102) 및 도전막(103)의 적층 구조로 이루어지며, 도전막

(103)은 텅스텐 또는 텅스텐 실리사이드층으로 형성한다. 이로써, 게이트 전극(104), 소스 및 드레인 영역으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이어서, 게이트 전극(104) 사이에 드레인 영역 또는 소스 영역과 연결되는 컨택 플러그(contact plug)(106)를 형성한다.

이때, 컨택 플러그(106)는 폴리 실리콘막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컨택 플러그(106)를 포함하는 전체 구조 상부에 층간 절연막(Inter Layer Dielectric layer; ILD, 107)을 형성한

다. 이때, 층간 절연막(107)은 CDO(Carbon Doped Oxide) 또는 카본(carbon)이 함유된 울트라(ultra) 저유전막(k<3.0)

으로 형성한다. 예컨대, 층간 절연막(107)은 SiOC막, HDP(High Density Plasma) 산화막, BPSG(Boron Phosphorus

Silicate Glass)막, PSG(Phosphorus Silicate Glass)막, PETEOS(Plasma Enhanced Tetra Ethyle Ortho Silicate)막,

USG(Un-doped Silicate Glass)막, FSG(Fluorinated Silicate Glass)막 및 OSG(Organo Silicate Glass)와 같은 일군의

막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막을 단층 또는 적층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공정과 건식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컨택 플러그(106)가 노출되도록 층간 절연막

(107)을 식각하여 트렌치(trench, 미도시)를 형성한다.

이어서, 트렌치가 매립되도록 컨택 플러그(108)를 형성한다. 이때, 컨택 플러그(108)는 Al, Cu, W 및 폴리 실리콘막과 같

은 일군의 도전성 물질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을 이용하여 스퍼터링(sputtering), 화학기상증착, 물리기상증착 또는

원자층증착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 제조과정은, 먼저 상기한 증착방식으로 트렌치가 매립되도록 상기한 도전성 물질

을 증착한 후 화학기계적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실시하여 트렌치 내부에 고립시키는 공정으로 진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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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택 플러그(108)를 포함하는 전체 구조 상부에 화학기상증착 방식을 이용하여 절연막

(109)을 형성한다. 이때, 절연막(109)은 층간 절연막(107)과 동일한 물질로 형성할 수 있으나, 그 두께는 서로 다를 수 있

다.

이어서, 포토 공정 및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컨택 플러그(108)가 노출되도록 절연막(109)을 식각한다. 이로써, 컨택 플러그

(108)의 상부가 노출되는 트렌치(미도시)가 형성된다.

이어서, 트렌치가 매립되도록 전극물질을 채운 후 화학기계연마 공정을 실시하여 트렌치 내부에 고립된 하부전극(110)을

형성한다. 이때,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110)은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conducting

carbon)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형성한다.

한편, 하부전극(110)이 매립되는 트렌치의 최소 선폭은 ArF를 사용한 포토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50nm 보다 클 수 있다.

이어서,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전극(110)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 상부면에 기공(110a)을 갖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

(111)을 형성한다. 이때,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은 화학기상증착법, 원자층증착법, 물리기상증착법 및 스핀 코팅 등과

같은 증착방법 중 선택된 방법을 이용하여 수십 나노 미터 이하로 형성한다. 그러나, 소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십nm 이하

의 두께, 바람직하게는 1~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러한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물질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Silsesquioxane(SSQ) 계열의 물질 ((H-SiO3/2)n, (alkyl-

SiO3/2)n, (alkenyl-SiO3/2)n, (alkoxy-SiO3/2)n, (aryl-SiO3/2)n 등, n은 임의의 자연수), 무극성 탄소-탄소 결합을 하고 있

는 각종 고분자 물질 (SiLKTM(Dow chemial), ZirconTM(Shipley), NanoglassTM(Honeywell) 등), Silica 계열의 물질

(CoralTM(Novellus), Black DiamondTM(Applied Materials), AuroraTM(ASM), OrionTM(Trikon) 등) 등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에 형성된 기공(111a)의 크기 및 모양은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공(111a)의 크기는

5×5nm2 미만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1×1nm2~5×5nm2 를 갖는다.

이어서,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을 물리기상증착법, 화학기상증착법 또는 원자

층증착법으로 하부전극(110)과 동일한 물질, 즉 발열체 물질(112)로 채워 오믹 컨택층(113)을 형성한다. 이때, 발열체 물

질은 전술한 바와 같이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

은 그 조합으로 형성한다.

한편,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을 채우는 발열체 물질의 두께는 작게하여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

(111a)을 채우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어서,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믹 컨택층(113) 상부에 상변화층(114)을 형성한다. 이때, 상변화층(114)은 Te, Se,

Ge, Sb, Bi, Pb, Sn, As, S, Si, P, O 등으로 구성된 칼코제나이드(chalcogenide) 물질이 사용되며, GeaSbbTec(a, b, c는

각각 원자 몰분율, a+b+c=1, 0<a,b,c<1), IndAgeSbfTeg(d, e, f는 각각 원자 몰분율, d+e+f+g=1, 0<d,e,f,g<1) 등과

같은 일군의 화합물 중 선택된 화합물로 형성한다.

이어서, 상변화층(114) 상부에 상부전극(115)을 형성한다. 이때, 상부전극(115)은 하부전극(110)과 마찬 가지로 TiN,

TaN, WN, MoN, NbN, TiSiN, TiAlN, TiBN, WBN, ZrAlN, MoSiN, MoAlN, TaSiN, TaAlN, Ti, W, Mo, Ta, TiSi,

TaSi, TiON, TiAlON, WON, TaON, 및 도전성 탄소 계열 물질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포토공정 및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상부전극(115), 상변화층(114) 및 오믹 컨택층(113)을 패터닝한다. 이로써, 동

도면에서와 같은 프로파일(profile)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전극(115)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 상부에 절연막(116)을 증착한 다음,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을 실시하여 평탄화한다. 이때, 절연막(116)은 절연막(109)와 동일한 물질로 형성하되, 그 두께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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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토공정 및 식각공정을 실시하여 상부전극(115)가 노출되도록 절연막(116)을 식각한다. 이로써, 상부전극(115)

의 일부가 노출되는 트렌치(미도시)가 형성된다.

이어서, 트렌치(미도시) 내부에 매립되어 고립되는 컨택 플러그(117)를 형성한다. 이때, 컨택 플러그(117)는 컨택 플러그

(108)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이어서, 컨택 플러그(117)와 연결되는 금속배선(118), 즉 비트라인을 형성한다.

실시예2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2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 구조도로서, 다공성 박막의 기공을 상변화 물질

로 채워 극미세 접촉면적이 형성된 구조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2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은 도 2에 도시된 실시예1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다만, 오믹 컨택층(213)을 구성하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

(111, 도 5a참조)의 기공(111a)을 채우는 물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실시예2에서는 실시예1에서와 같이 다공성 부

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을 하부전극(110)과 동일물질인 발열체 물질로 채워 오믹 컨택층(213)을 형성하는 것이 아

니라, 상변화층(114)과 동일한 물질인 상변화 물질로 채워 오믹 컨택층(213)을 형성한다.

이러한 실시예2에서는 하부전극(110)과 상변화층(114) 간의 실질 접촉면적이 극도로 미세해질 뿐만 아니라, 상변화 메모

리 소자의 동작에 있어서 상변화가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을 채운 상변화 물질 부분으로 한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큰

전류밀도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변화가 일어나는 부피(programming volume)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문턱전류, 문턱전압 및 되돌이 전류 등의 값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실시예2에서는 실시예1에 비해 공정수를 감소시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즉, 실시예1에서는 다공성 부도체 박막

(111)을 증착한 후 별도의 증착공정을 통해 기공(111a)을 채우기 때문에 증착공정이 추가된다. 그러나, 실시예2에서는 상

변화층(114)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이 채워져 오믹 컨택층(213)이 형성됨에 따라

실시예1에서와 같이 기공(111a)을 채우기 위한 별도의 증착공정을 스킵(skip)할 수 있어 그 만큼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공정 단면도를 참조하여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2에 따른 상변화 메모

리 소자의 단위 셀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a 내지 도 3d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

(미도시) 상부에 트랜지스터, 컨택 플러그(106, 108), 층간 절연막(107), 절연막(109), 하부전극(110) 및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성 부도체 박막(111)의 기공(111a)이 채워지도록 그 상부에 상변화 물질을 이용하

여 상변화층(114)을 형성한다. 이로써, 상변화층(114)이 형성되는 동시에 오믹 컨택층(213)이 형성된다. 이때, 상변화 물

질은 실시예1과 같다.

이어서, 상변화층(114) 상부에 상부전극(115)을 형성한 후 포토공정 및 식각공정을 실시한다.

이어서, 상부전극(115)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 상부에 절연막(116)을 형성한 후 그 내부에 컨택 플러그(117)를 형성한 다

음, 그 상부에 금속배선(118)을 형성한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이 완성된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1 및 실시예2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들은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들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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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상변화층과 전기적 발열체인 하부전극 사이에 다공성 부도체 박막을 주형

으로 이용하고, 다공성 부도체 박막 재료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노 미터 크기의

기공을 전극 물질이나 상변화 물질로 채우는 방법으로 오믹 컨택층을 형성함으로써 상변화층과 하부전극 간의 접촉면적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전류밀도를 획득하여 문턱전류, 문턱전압 및 되돌이 전류 등의 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1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구도.

도 3a 내지 도 3g는 도 2에 도시된 실시예1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제조 공정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2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구도.

도 5a 내지 도 5c는 도 4에 도시된 실시예2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단위 셀의 제조 공정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4 : 상변화층 20, 110 : 하부전극

101 : 게이트 절연막 102 : 폴리 실리콘막

103 : 도전막 104 : 게이트 전극

105 : 스페이서 106, 108, 117 : 컨택 플러그

107 : 층간 절연막 109, 116 : 절연막

111 : 다공성 부도체 박막 111a : 기공

112 : 발열체 113 : 오믹 컨택층

115 : 상부전극 118 : 금속배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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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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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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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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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f

도면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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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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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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