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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의
연구 동향
류성연, 권유림, 최병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 서론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실시간 처
리 정보량이 급증하고,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사물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실화, 기
계학습 등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이 커짐에 따라, 고
성능·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주력 메모리인
DRAM (Dynamic Random-Access Memory)과 플
래시 (Flash) 메모리는, 메모리 계층 (hierarchy)에서
고속 연산을 위한 휘발성 연산 정보 저장과 반영구적
인 데이터 저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
만 DRAM과 플래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물
질 내 저장된 전하량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차를 센
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메모리 소자의 크기가 작아
지는 스케일링에도 측정 가능한 전압 차와 전하량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자 스케일링과 함께,
특히 소자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는 수직형 NAND
플래시 (vertical NAND Flash)에 대한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층하는 층수가 증가함에 따
라 메모리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공정
비용의 증가 및 동작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따
르고 있다. [1]
기존 메모리가 이러한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 동안 다양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
모리가 학교, 연구소, 기업에서 활발히 연구·개발되

어 왔다. 그 중, 저항변화메모리(ReRAM; Resistive
switching RAM)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기 때
문에 스케일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적
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수직형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하는 고밀도
메모리로써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 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동
작 속도가 수십 내지 수천 배 이상 빠르고, 쓰기/지우
기 수명 또한 1012 사이클까지 가능하여 DRAM과 플
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보완하는 스토리지 클래스 메
모리 (SCM; storage class memory)의 역할이나, 두
메모리 간의 정보 교환에 따른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임베디드 메모리 (embedded memory)의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에서 나타나는 저항변화 현
상과 물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이용해 제
작한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의 기술적인 이슈
인 저전력 구동에 따른 변동성 (variability)과 이에
따른 신뢰성 문제, 누설 전류 문제와 선택소자, 3차
원 입체 적층 등에 대한 최근 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
하겠다. 끝으로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의 관
련 재료 개발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2. 산화물 저항변화메모리 개요
2.1. 저항변화메모리의 정의 및 종류
저항변화메모리는 매우 다양한 절연체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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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항변화현상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
리이다. 산화물의 저항변화현상은 1960년대 말에
이미 리뷰 논문이 나왔고, 물질의 종류 및 동작 원
리에 따른 분류에 관한 많은 리뷰 논문이 최근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2013
년 Yang 등이 발표한 Nature Nanotechnology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저항변화메
모리의 동작 원리에 따라 4 종류의 저항변화메모
리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먼저 저항변
화메모리의 기본 구조는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절
연체가 있는 MIM (metal-insulator-metal) 구
조이다. 외부의 전기적 자극에 의해 절연체 내부
에 soft breakdown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포밍
(electroforming) 이라고 하고, 이러한 포밍 과정에
의해 형성된 전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전도성 경로
(CF; conducting filament)의 형성/제어 메커니즘
이 Fig. 1 (a)-(d)에 도시 되었다. 외부에서 가해지
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 CF가 확장되면 낮은 저항상
태 (LRS; low resistance state), 반대로 퇴보하면 높
은 저항상태 (HRS; high resistance state)가 된다.
CF의 확장/퇴보가 전기적 신호의 극성 (polarity)
에 따르는 경우 양극성 저항변화현상 (BRS; bipolar
resistive switching)이 나타나고, 이는 전기장이 CF
제어의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같은 극
성의 전기적 신호에 의해 저항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무극성 또는 단극성 저항변화현상 (URS; nonpolar

or unipolar resistive switching)이라고 부르고, 줄
열 (Joule heating)에 의한 발열이 CF 제어의 중요
한 요인이라 알려져 있다.
Fig. 1 (a)에서는 BRS에서 CF가 전기장 방향에 따
라 전진/후퇴하여 CF와 전극 간의 간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비선형적이고 정류적인 전류-전압 (I-V)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Fig. 1 (b)에
서는 (a)와 같은 BRS이나 선형적인 I-V 직선이 나
타나고, 이는 전기장과 함께 CF의 농도 구배에 따른
수평적인 이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
문에 CF의 폭 (또는 산소 공공의 농도)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c)와 (d)는 URS
특성을 보이는 타입인데, (c)는 가해지는 전압에 의
해 CF가 형성된 상태로 전압이 없어도 그 상태를 유
지되다가, 다시 전압을 인가했을 때 높은 줄열에 의
해 CF가 파괴되는 거동을 보이는 타입이고, (d)는
CF가 일정 문턱 전압 이상에서 형성은 되지만 전압
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 가
는 휘발성의 I-V 거동을 보이는 저항변화현상을 나
타낸다. 두 현상 모두 줄열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
져 있지만 줄열에 의한 CF의 형성/파괴 원인에 대
해서는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CF 근처에
서의 온도 구배에 의한 물질 이동 현상 (Soret 효과
또는 thermophoresis)과 농도 구배에 의한 확산 현
상의 경쟁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산화물에서는 위의 4 종류 저항변화현상

그림 1. The driving forces, electrical characteristics, transport mechanisms of ions and electrons for the switching of anionbased (oxide-based) ReRAM devices. (a) bipolar nonlinear switching, (b) bipolar linear switching, (c) nonpolar nonvolatile switching and (d) nonpolar threshold switching. Reproduced with permission.[2] Copyright 2013, Nature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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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합적으로 모두 나타나는데, 특히 Fig. 1 (a),
(b)와 같은 BRS 현상에 의한 저항변화현상을 메모
리로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세하다. 전기장 방
향에 의한 CF 조절이 줄열에 의한 것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고, 따라서 메모리 소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도 유리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발열이 클 경우
집적 소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높은 소모전력이 요구된
다. 저항변화메모리로 사용하기 위해 소모전력이
낮으면서 신뢰성이 좋은 산화물과 전극 재료의 조
합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대
해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겠다.
2.2. 물질 및 작동 원리

_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소재 기술

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시화 했다. 상부 전극에 양의
전압이 가해지는 양극이 되면 상부 전극에서는 산
소 이온의 이동과 함께 산소 공공이 NiO 내로 유입
되어 음극인 하부 전극으로 이동한다. 반면 음의 전
하를 띠는 NiO 내의 Ni 공공은 상부 전극으로 이동
을 하게 된다. 만약 산소 공공의 이동이 충분히 빠르
고, 하부 전극이 Pt와 같은 귀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산소 공공이 빠져 나가지 못하면 하부 전극에서 산
소 공공이 쌓이게 된다. 그런데 NiO는 Ni에 대한 산
소 용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공이 계속적
으로 음극 계면에 쌓이게 되면 Ni과 산소로 상분리
(phase separation)가 일어나게 되어 Ni 금속 상이
형성 된다. 이렇게 음극에서 형성된 낮은 저항의 국
부적인 Ni 금속 상이 가상의 음극이 되어 양극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CF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Fig. 2 (b)에는 TiO2에서 CF 형성 과정을 순
차적으로 도시화 했다. TiO2에는 이미 CF가 될 산
소 공공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보다 단순하게 CF
가 형성될 수 있다. 상부 전극이 양극이 되는 경우
산소 공공이 공급되고, 이들은 하부 전극인 음극으
로 이동하게 된다. 음극에서 산소 공공이 반응하거
나 빠져 나가지 못하면 쌓이게 되고, 국부적인 산
′ 상
소 부족에 의해 열역학적 준안정상인 Magneli

산화물 기반의 저항변화메모리에서는 CF를 형
성하는 물질이 산화·환원 반응에 따른 산소 공공
의 형성과 이들의 응집에 따른 국부적인 금속성 상
(metallic phase) 또는 환원 상 (reduced phase)
으로 알려져 있다. [3] CF 형성에는 전극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성, 금속 산화물의 산소 이온 용
해도 및 열역학적 안정성, 산소 (공공) 이온의 확
산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eong 등은 포밍
에 의해 CF가 형성되는 원리를 산화물 저항변화
메모리 물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NiO와 TiO2에 관해 보고한 바 있다.
[3] NiO와 TiO2는 각각 과화학정량적
(hyperstoichiometric), 저화학정량
적 (hypostoichiometric) 산화물, 또
는 p-타입, n-타입 산화물로써 크게
대비된다. 즉, NiO에서는 화학양론적
으로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2가의
Ni 공공과 홀 (hole)이 자연적으로 발
생하고, 반면에 TiO2에서는 산소 부족
으로 +2가의 산소 공공과 자유 전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결함 (point
defect)의 관점에서, 외부에서 가해지 그림 2. Schematics of the point-dynamics-triggering CF formation
는 전압에 의해 산화물 내에 CF가 발
sequence for (a) hyperstoichiometric NiO and (b) hypostoichiometric
TiO2. Reproduced with permission.[3] Copyright 2016, John Wiley and
생하는 원리를 Fig. 2에 나타냈다. 먼
Sons. (c) TEM images of conducting filament in TiO2. Reproduced with
저 Fig. 2 (a)에는 NiO에서의 CF 형성
permission.[4] Copyright 2010, Nature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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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O2n-1, n = 4, 5)의 환원 상을 형성하게 된다.
′ 상은 TiO2 모상에 비해 전기적으로 훨씬
Magneli
낮은 저항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CF 역할
을 할 수 있다. 양극에서 공급되는 산소 공공은 이
′ 상의 CF가 싱크 (sink)로 작용하여 제거되
Magneli
고 CF는 양극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
산화물 저항변화메모리 연구에서는 NiO와 TiO2
가 대표적으로 연구 되었으나 두 물질에서는 높은
안정성과 충분한 메모리 수명을 확보할 수 없었다.
고장 원인과 저항변화 기구를 규명하기 위해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저항변화현상이 일어난 TiO2 메모
리 소자의 활동 영역을 관찰한 결과 Fig. 2 (c)와 같
′ 상의 CF가 음극에서 양극
이 앞서 언급한 Magneli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또
한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TiO2 저항변화메모리에서
′ 상이 형성되는 것을
도 X-선 분석을 통해 Magneli
′
확인했다. 하지만 Ti-O 상태도에 따르면 Magneli
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전기적인 저항 상태 역
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저항변화메모리가 동
작할 때 중간 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
도한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그에 따라 과도하게
′ 상의 파괴가 일어나 고장이나 변동성의 원
Magneli
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 [2]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저항변화메모리용 산화물
은 HfO2와 Ta2O5가 주를 이룬다. 이들 산화물에서
는 TiO2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긴 수명의 메모리
특성이 보고 되었다. [2] HfO2에서는 10nm×10nm
크기의 메모리 소자에서도 안정적인 메모리 동작
이 보고 되었고, 특히 양산성이 높은 TiN 전극을 사
용한 소자에서도 우수한 메모리 특성이 나타났다.
Ta2O5에서는 Ta 전극 또는 TaOx 층과의 적층을 통
해 1012 사이클 이상의 쓰기/지우기 횟수가 보고 되
었다. Yang 등은 HfO2와 Ta2O5의 상태도를 고찰함
으로써 보다 적합한 산화물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
시했다. [2] 첫째, Me(금속)-O 상태도에는 Me (금
속)과 MeOn (산화물) 두 안정상 만이 존재하고 이
들은 각각 금속성과 절연성을 띈다. 따라서 상대적
으로 전도성이 높은 Me상이 CF를 형성하고, Me과
MeOn 두 안정상 사이에 준안정상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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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은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계면을 형성한다. 둘
째, Me 상은 산소 (이온)에 대해 높은 용해도를 가
질 수 있고, 산소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산소 이온의 출입에 따라 CF의 확장 또는 퇴
보와 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여러 Me-O 시스템의 상태도를 확인
한 결과 Ta-O, Hf-O 외에도 Y-O, Er-O 등의 희
토류 금속 산화물 시스템이 이러한 상태도 특성을
나타내 향후 저항변화메모리 물질 탐색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전극 재료의 선택 역시 저항변화메모리의 특성,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발열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URS에 비해, 전기장 방향이 중요한 BRS
에서는 양쪽의 전극 재료를 달리 하여 저항변화의
극성에 따른 비대칭성을 갖도록 한다. 보통 하부 전
극은 Pt와 같이 산화막 내 이온이 소자 외부로의 이
동이 어려운 차단 전극 (blocking electrode)을 사
용하는 데, 양산성을 위해서는 TiN과 같은 전극 재
료로 대체해 사용한다. 반면 상부 전극은 산소 흡착
이 용이한 게터 (getter) 금속을 사용하여 산소 공공
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금속 산화물과 동일한
금속 전극 재료 (Ta/Ta2O5, Hf/HfO2 등)나, Ti와 같
은 산소 친화적인 금속 전극 (Ti/HfO2)을 사용하기
도 한다. [3]
이상에서는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의 기본
적인 작동 원리와 물질, 특히BRS 특성을 나타내는
이종 금속 산화물과 전극 물질에 대한 개괄적인 소
개를 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
음 장에서는 저항변화메모리가 갖는 기술적인 이슈
를 짚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료 공학적인 접
근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 산화물 저항변화메모리의 기술적 이슈
산화물 기반의 저항변화메모리는 동작 속도
(100ps), 프로그래밍 수명 (1012cycle), 미세소자화
(10nm×10nm), 멀티레벨 동작 (3bit), 3차원 적층
을 통한 고밀도화 등 많은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우수한 특성들이 프로토 타입 이

테마

(07~31)30호-3 테마1~3.indd 10

2017-01-21 오전 7:15:51

테마기획

상의 소자 레벨에서 동시에 구현되지는 않았다. 저
항변화메모리의 양산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기술적
이슈로는 첫째, 소비 전력이 낮을 수록 메모리 신뢰
성과 성능 역시 저하되는 문제로 CF의 안정성과 관
계 된다. 소자 파라미터의 변동성이나 노이즈와 같
은 문제 역시 여기에 해당 된다. 둘째, 크로스바 어
레이를 구현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로 인접 셀을 통
한 누설 전류 문제이다. 누설 전류가 클 경우 소비
전력도 커지게 되고 따라서 소자의 집적도 역시 낮
아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택
소자를 메모리소자와 함께 집적 시키거나, 메모리
소자 자체에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한 선택성이 내포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고밀도화를 위해 3차원 적
층 구조를 구현하는 문제이다. 다양한 구조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물질 및 공정 이슈가 예상된다.
3.1. 소비 전력과 신뢰성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
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는 산소 공공에 의한 CF형
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항변화메모리 셀
의 소비 전력과 신뢰성 역시 CF의 거동에 의해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F는 음극에서 연장된
가상 음극으로 그 끝단과 양극과의 전기적 접촉 상
태는 양자점 접촉 (QPC; quantum point contact)
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5] 다양한 산화물에
서 포밍이 일어난 이후 CF를 형성했고, 안정된 ON
상태 (즉, LRS 상태)는 최소한 1/2 양자점 컨덕턴
스 (half-integer quantum conductance, 1/2G0
= e2/h = ~3.9×10-5S) 이상의 접촉에 의한 전기
전도를 가져야 하고, 이는 저항으로 환산하면 약
25.6 kΩ 이하의 저항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6]
만약 reset 전압이 1V라고 하면 reset에 필요한 전
력 (P=Vres2 ×1/2G0)은 ~39μW/bit가 된다. 이는
DRAM (~0.5μW/bit)이나 NAND 플래시 메모리
(~0.2pW/bit) 대비 꽤 높은 소비 전력이 요구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CF의 양자점 접촉 특성은 메모리 소자의 신뢰성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양자점 컨덕턴스를 낮출 경우에는 CF가 충분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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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메모리 소자의 신
뢰성이 크게 저하 된다. [5] 산화물의 저항변화현상
은 CF의 성장과 퇴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 내
원자 또는 이온의 이동을 수반하고, 프로그래밍 동
작 시 CF 근처에서의 국부적인 발열 온도가 1000K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인 변동성
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동성에는 크게 나
누어 스위칭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 (cycle-tocycle variability)과 소자 간의 변동성 (cell-tocell variability)이 있다. 또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의
저항 상태를 반복적으로 읽을 경우 랜덤 텔레그래
프 노이즈 (RTN; random telegraph noise)가 발생
하는데 이 역시 저항 상태가 높을수록, 즉 양자점 컨
덕턴스가 낮을수록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뢰성과 관련된 변동성과 노
이즈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근법으로 보완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 회
로적인 방법론, 재료공학적 방법론 등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변동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CF의 랜덤한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소자 간의 변동성은 주로 포밍
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이 크고, 스위칭 사이클에 대
한 변동성은 사이클마다 CF가 형성되는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형성되는
CF의 형태나 크기 등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크기,
즉 저항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동성은 메모리
소자의 읽기 쓰기 마진을 감소 시키게 되고, 특히 어
레이 레벨이 커짐에 따라 한 도선에 연결된 소자 수
가 증가하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프
로그래밍 방법은 메모리에 펄스 전압을 주는 방식
이나, 전류에 제한을 두어 필라멘트 형성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포밍 또는 프로그래밍 시 허용
전류이나 펄스 폭이 커지게 되면, CF가 두껍게 형성
이 되어 사이클 마다 저항변화가 안정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 그로 인해 소자 간 또는 사이클 간 변동
성을 줄이게 된다. [7] 또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는 NAND 플
래시의 멀티레벨 셀 (multi-level cell)에 쓰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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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동일한 것으로 프로그래밍 전압을 인가 후 그
저항의 크기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전
압의 크기를 조금씩 증가시켜 반복적으로 인가하는
write-verify방식이 있다. [8] Fig. 3 (a)는 writeverify방식의 펄스 전압 인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3 (b)를 통해 HRS와 LRS 두 상태
가 초기 설정한 저항을 갖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설정한 저항값을 얻은 최종
펄스 전압의 분포를 Fig. 3 (c)에서 확인해 볼 수 있
었다.
(a)

(b)

그림

(a)

그림

12

둘째, 추가적인 회로를 통하여 변동성을 줄인 방
법이 보고 되었다. 저항변화메모리 소자 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CF 형성 후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완화시키게 된다. [9] 그러나 직렬 저항이 너
무 커지게 되면 Reset 전압을 증가시켜 안정된 작
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는 저항변화메모리 소자
에 병렬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저항변화메모리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HRS상태에서 메모리 쪽으
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병렬 연결된 저항에 흐르도
록 유도할 수 있다. [10] 이 때, 병렬 저항의 크기는
저항변화 메모리가 갖는 HRS상태보다는 훨
씬 작은 크기여야 하고, LRS상태보다는 훨
씬 큰 값을 가져야한다. Fig. 4 (a)에는 저항
변화메모리에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을 모
두 연결한 경우가 나와있다. 이런 경우 저항
변화메모리가 HRS상태일 때는 등가 회로가
병렬 저항을 따르게 되고, LRS상태일 때는
(c)
직렬 저항을 따르게 된다. Fig. 4 (b)에는 여
러 저항 상태에서의 개선된 변동성을 나타
냈다.
셋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재료공학적
방법으로는 원자나 나노입자 단위의 이종
물질을 저항변화 물질 내부에 분산시키거나
3. (a) A schematic of the incremental step pulse programming 이차 상을 만듦으로써 CF가 형성되는 경로
method used in this test (b) The cycling result for 10k cycles
를 제한하는 방법을 쓰거나, 적층을 통해 변
with 2k and 10k ohm of target set and reset resistances (c)
The distributions of the switching voltages during this cycling. 동성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Choi 등은 이종
Reproduced with permission.[8] Copyright 2016, Nature
물질인 Pt를 저항변화 물질인 SiO2 박막 내
Publishing Group.
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Fig. 5에 나
(b)
타낸 바와 같이 저항변화메모리 셀
의 변동성을 크게 감소 시킨 결과를
발표했다. [11] Pt으로 이루어진 나
노 입자가 시드 역할을 하면서 CF가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된 것으로 생
각되었고, CF 근처에서의 국부적인
가열에 의한 Pt 나노 입자의 성장이
관찰 되었다. 한편, 적층 박막을 통
4. (a) The ultra-low variability memristor device configuration, where
the memristor (M) is regarded as a nonvolatile toggling switch selecting 해 변동성을 줄이는 경우 로는 최근
either of two resistance values. (b) The pulse switching results of the (M– 연구가 이뤄지는 VMCO (VacancyRS) and RP parallel configuration with RP in the range from 200 Ω to 1 kΩ.
Modulated Conductive Oxide) 저
Reproduced with permission.[9] Copyright 2015,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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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화체에 전자 전도를 제한하는 장벽 역할을 하
는 물질을 적층하는 사례가 보고 되었다. [12] 여기
서 VMCO 저항변화체는 TiO2 박막을 형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저항변화층 내부의 산소 공공을 재분
배한 것을 일컫는다. 비정질 실리콘을 활용하여 비
정질 실리콘/TiO2의 적층을 만들어 μA 범위의 낮
은 전류에서 저항변화가 발생하고, 터널형 전자전
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도 향상되는 결
과를 얻었다. 또한 적층막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성
을 갖는 저항변화현상과 같은 흥미로운 현상이 보
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3.2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이상의 변동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표 1에 간단하게 나타냈다.
(a)

(b)

(c)

그림 5. (a) Plan-view TEM image of the as-prepared Pt
dispersed SiO2 film. (b) I-V switching loops of 1000
consecutive quasi-DC voltage sweep tests. (c)
Endurance test using voltage pulse with 10μs pulse
width. Reproduced with permission.[11] Copyright
2013,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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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외에 저항변화 메모리의 신뢰성을 나타내
는 RTN은 저항변화메모리의 저항 상태를 반복적으
로 읽게 되면, 그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노이즈가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RTN의 원인은 전자가 CF
주변의 산소 공공에 트래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CF주변의 산소 공공의 영향을 줄이는 것
이 이러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CF로의 전자 이동을 안
정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밍 또는
프로그래밍 시 허용 전류를 높여 CF의 크기를 크게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13] CF의 크기가 커지면
전자가 CF를 통해 주로 흐르게 되어, CF 주변 산소
공공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는 Reset전압
을 줄임으로써 과잉 Reset을 막는 방법도 개선 효과
가 있다. [14] Reset이 높은 전압에서 발생하게 되
면, 그만큼 메모리 내부에는 활성화된 trap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Reset전압이 큰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갖고 노이즈
도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는 Ta2O5/TiO2를 사용한 저항변화메모리에 하부전
극으로 Ti가 확산될 수 있는 Ti, TiN이 아닌 Pt, Ru
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 [15] Ti가
확산되게 되면 TiO2 층 내에 산소 공공의 농도가 커
져서 CF주변으로 트래핑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하
여 불안정한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산소 공공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Ru과 Pt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노이즈를 줄인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3.2. 누설 전류와 선택소자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에서는 Fig. 6 (a)와 같이

표 1. Method for reducing variability.

Method
Programming
Circuit
Material innovation

Solution

Description

References

Pulse modulation

Pulse shape – pulse height & pulse width

[7]

Algorithm

Write-verify (Feedback loop)

[8]

Series

Connection of series resistor

[9]

Parallel

Connection of parallel resistor

[10]

Dispersing

Doping/alloying/second-phase

[11]

Multi-layer stacking

VMCO, TiO2/Al2O3, TaOx/HfOx, etc.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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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트 라인 (bit line)이나 워드 라인 (word
line)을 공유하는 인접 셀을 통해 누설 전류 (sneak
path current)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가 제대로 읽혀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읽기나 쓰기 동작을 위해 인가 된 전
압이 원하는 메모리 셀에 제대로 인가되지 않는 문
제도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Fig. 6 (b)와 같이 비선형적인 I-V 특성을 갖는 선
택 소자가 메모리 셀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선택 소자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경우 3-터미널 구조이기 때문에 단위 소자의 크기
가 커질 뿐 만 아니라, 3차원 적층 역시 한계를 갖는
다. 따라서 저항변화메모리 셀에 적층할 수 있는 선
택 소자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선
택 소자에 대한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전압 범위 내에서 비선형적인 I-V 특성으로 비선형
성 (NL; nonlinearity, NL ≡ I@V/I@V/2) 또는 선택성
(selectivity)이 높을 것, 2) 허용전류밀도 (JON)가 높
아 저항변화메모리 셀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 미세소자화가 가능할 것, 3) 응답·회복 속도가
충분히 빠를 것, 4) 변동성, 수명 등의 신뢰성이 높
을 것, 5) 적층 공정이 가능할 것 등이다. 특히 산화
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는 BRS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실리콘 기반의 PN 접합 다이오드와 같은 단방향성
선택 소자를 사용할 수 없어서, 폴리 실리콘을 사용
하는 NPN 접합 다이오드나, 비실리콘 기반의 새로
(a)

(b)

그림 6. (a) A schematic diagram of the typical 2D CBA
showing the read disturbance problem by the
presence of sneak current: reading current (thin
blue line), sneak current (thick red line). Reproduced
with permission.[23] Copyright 2014, John Wiley
and Sons. (b) typical nonlinear I-V curve and
non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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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물질을 사용하는 선택 소자가 개발되어야 한다.
[16]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다양한 물질을 이
용해 고선택성을 갖는 선택 소자가 제안되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컨셉의 소재 및 소자로는 산화막이
나 질화막을 이용한 MIM 구조의 터널형 선택 소
자, 문턱 스위칭 (TS; threshold switching)을 이용
한 TS형 선택 소자, 이온-전자 혼합 전도체 (MIEC;
mixed ionic-electronic conductor) 또는 확산 전
도체를 이용한 확산형 선택 소자 등이 있다. [16]
먼저 터널형 선택 소자는 전자 친화도와 밴드 갭
에너지가 큰 절연막을 이용해 돌출형 에너지 장벽
(crested barrier)을 형성해 높은 비선형성 I-V 특
성을 갖게 한 소자이다. 즉, 읽기 시에는 이 돌출형
에너지 장벽에 의해 낮은 누설 전류를 갖고, 프로
그래밍 시에는 높은 전기장이 에너지 장벽에 걸리
면서 Fowler-Nordheim (F-N) 터널링 현상이 발
생해 투과 전류가 높아지는 선택성을 이용한다. 돌
출형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정질 실리
콘 (a-Si; amorphous Si), 산화막, 질화막 등을 이
용해 다층산화막 (TaOx/TiOx), 다층 복합막 (Ni/
TiO2/Ni, TaNx/TaOx/TaNx, a-Si/SiO2/a-Si) 등
이 쓰였다고 보고 되었다. [17,18] 터널형 선택 소자
는 포밍과 같은 과정이 필요 없고 균일한 영역에서
전기 전도가 일어나며 온도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선택 소자 특성을 보이는 반면, 터널 현
상이 전도 전도성이 낮은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
에 높은 전류 밀도를 갖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TS형 선택 소자는 Fig. 1 (d)와 같이 문
턱 스위칭을 일으키는 여러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
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턱 스위칭을 일으키는 물
질에는 부도체-도체 전이 (IMT; insulator-tometal transition) 현상을 일으키는 NbO2, VO2,
Ti2O3 등과, 칼코게나이드계 물질로 이루어진 오보
닉 문턱 스위치 (OTS; Ovonic threshold switch)
등이 있다. [19,20] TS형 선택 소자는 높은 선택성
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턱 전압의 변동성이
높고, 온도 의존성을 보인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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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C 또는 확산형 선택 소자는 비교적 최근에
고 있다. 동작 원리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보고된 선택 소자인데, 물질이나 작동 원리에 관
않았으나, 저항변화메모리 자체의 I-V 특성이 높
해 알려 진 바가 많지 않다. [21,22] 최근 보고된 확
은 비선형성을 갖고 있는 경우, 저항변화현상이 자
산형 선택 소자에 따르면, 전도성 상이 섞여 있는
기 제어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 또는 Fig. 7 (a)에 나
Pt (Au)/HfO2:Ag/Pt (Au) 또는 Pt (Au)/
SiOxNy:Ag/Pt (Au) 구조에서 일정 전압 이 (a)
상이 걸릴 경우 오스발트 숙성 (Oswald
ripening) 과정에 의해 절연막에 포함된
Ag 석출상이 성장해 전도성 경로를 형성했
다가, 전압이 없어지면 확산에 의해 전도상 (b)
(c)
이 저절로 녹아서 사라진다는 것이 관찰되
었다. [22] MIEC 또는 확산형 선택 소자의
장점은 TS형 선택 소자와 같이 높은 선택
성을 가지면서도 문턱 전압이 낮다는 것이
나, 이온 확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자 간
변동성이나 수명과 같은 신뢰성, 응답·회
복 속도 등과 같은 동작 속도 등에서는 소
그림 7.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volution of 1D-1R structure.
자 레벨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Reproduced with permission.[23] Copyright 2014, John Wiley
and Sons. (b) Pt/NbOx/TiOy/NbOx/TiN memristor device. The
2에는 이상의 선택 소자에 대한 유형별 물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image
질 및 성능과 이슈에 대해 최근 보고 된 결
of the device. The right panel shows the electron energy-loss
spectroscopy (EELS) mapping image for heavy-metal elements.
과를 비교해 간단히 요약했다.
(c) The resistance switching I-V curves of the device with a 10
한편,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선택성을 갖
nA set compliance current (ICC). Reproduced with permission.[6]
Copyright 2016, American Chemical Society.
는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가 보고 되
표 2. Comparison table for various selector devices.

Selector type

Schottky and/or
Tunnel barrier

Threshold
switch

Diffusion

Materials

Nonlin-earity JON(A/cm2)

Challenges

References

Oxide
(e.g. Ni/TiO2/Ni, Ti/
TiOx/Pt)

~103

~105

Inter-device yield
& variability

[17]

Multi-layer
(e.g. Pt/Ta2O5/TaOx/
TiO2/Pt)

~104

~107

Inter-device yield
& variability,
voltage margin

[18]

IMT (e.g. VO2, NbO2)

~100

2×106

High Ioff, variability
of threshold voltage

[19]

OTS (e.g. AsTeGeSiN)

~103

1.1×107

Material complexity,
variability of
threshold voltage

[20]

MIEC (Cu-based
compound)

~107

5×107

Voltage margin,
recovery time

[21]

HfO2:Ag, SiOxNy:Ag,
ZnO:Ag

~1010

~103

Voltage margin &
material complexit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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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바와 같이 한쪽 계면이 저항변화메모리, 다른
쪽 계면이 선택 소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경우
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이든 메모리 소자와 선택 소
자를 각각 만드는 과정이 합쳐 지기 때문에 크로스
바 어레이 제작 공정이 훨씬 간단해 진다는 큰 장점
이 있다. Kim 등은 최근 논문에서 원자층 증착 공정
(ALD; atomic layer deposition)을 이용해 Fig. 7
(b)와 같이 30nm - 2μm 직경의 Pt/NbOx/TiOy/
NbOx/TiN 구조를 갖는 메모리 셀을 제작했다. [6]
이 메모리 셀은 상부 전극의 양전압에 의해 SET,
음전압에 의해 RESET이 일어나고 동작 전류 영역
이 10nA 이하인 저전류 구동의 메모리 특성을 보였
다. 이 논문 외에도 Pt/Ta2O5/HfOx/TiN, Pt/Ta2O5/
HfOx/Ti, Pt/Al2O3/NiO/W, Ti/HfO2/TiOx/Pt,
TiN/Al2O3/TiO2/TiN, Ta/TaOx/TiO2/Ti 등의 복합
막 구조를 갖는 메모리 셀에서 비선형적이고 자기
제어적인 특성을 갖는 저항변화 메모리 특성이 보
고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성을 내재한 저항변
화 메모리는 동작 전압 영역이 5 – 10V로 비교적 높
고, 전자의 트래핑 (trapping)에 의한 동작 메커니
즘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위 전압-시간 딜
레마 (voltage-time dilemma)에 의해 고속 동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전압-시간 딜레마는 전자의
트래핑에 의한 저항변화 현상에서 트래핑을 위한
인가 전압과 전압 펄스 폭 (시간) 사이에는 역비례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10년 간 정
보를 보존할 수 있는 안정된 트랩에 전하를 보존하
기 위해서는 고전압 펄스 또는 긴 폭의 펄스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높은
(a)

(b)

저항 영역의 저항변화 메모리에서 짧은 폭의 펄스
에 의한 고속 동작 및 데이터 안정성이 동시에 보고
된 바가 없다. 따라서 선택성을 내재한 저항변화메
모리에서는 저전류 및 저전압에 의한 저전력 동작
특성 및 자기 제어적인 저항변화 메모리 특성 뿐 만
아니라 펄스에 의한 고속 동작 특성 역시 검증할 필
요가 있다.
3.3. 입체 적층 구조
한정된 면적에서 메모리 용량을 더욱 높이기 위
해서는 메모리 소자의 패턴 미세화에 의한 스케일
링과 멀티레벨 동작 특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저
항변화메모리와 선택 소자의 1S1R 단위의 크로스
바 어레이를 여러 층으로 적층하게 되면 층수에 해
당하는 만큼 메모리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장에
서는 저항변화메모리의 3차원 입체 적층 구조를 소
개하고 최근에 보고 된 적층 구조를 갖는 저항변화
메모리 및 소재와 공정적인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Seok 등에 따르면 MIM 구조의 메모리 셀을 2
차원으로 확장한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를 다시 3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23] Fig. 8 (a)와 (b)에 각각 나타낸 바
와 같이 수평적인 크로스바 어레이를 수직 방향으
로 적층하는 입체 구조를 수평형 크로스바 어레이
(H-CBA; horizontally stacked crossbar array),
이를 90도 방향으로 눕혀 수평 방향으로 적층하
는 입체 구조를 수직형 크로스바 어레이 (V-CBA;
vertically stacked crossbar array) 구조라고 명명
(c)

그림 8. The standard structures of cross-line type 3D CBA: (a) vertical stacking and (b) horizontal stacking of 2D CBA, and
(c) word-plane type CBA. Reproduced with permission.[23] Copyright 2014,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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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H-CBA 구조의 경우, 배선 구조가 간단하고
수 있다.
층별로 동일한 공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적층 수가
아직V-CBA구조를 적용한 저항변화메모리 연구
적을 경우에는 장점이 있지만, 적층 수가 커질수록
결과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최근 이러한 구조를 구
어드레싱을 위한 배선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고
현하기 위한 선행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리소그래피 공정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
대표적으로 Lee 등은 Fig. 9과 같이 V-CBA 구조를
이 있다. 반면에 V-CBA 구조의 경우에는, 여러 층
갖는 워드 전극층으로 Pt와 그래핀을 각각 두 층 형
으로 전극층과 절연층을 적층한 후 식각 공정을 통
성하고 두 전극층 사이는 SiO2 막으로 절연 시켰다.
해 한번에 크로스바 접점을 형성하
(a)
(b)
기 때문에 리소그래피를 포함한 공
정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
가 이 V-CBA 구조에 자기 제어적
인 특성을 갖는 저항변화메모리를
적용할 경우, 선택 소자에 필요한
전극 형성 공정을 한 차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해 진
다. 한편, Fig. 8 (c)와 같이V-CBA
의 워드 라인을 평판형 구조로 대체
할 경우, 워드 라인을 형성하기 위 그림 10. (a) HRTEM image of the Pt(TE)/Ta2O5/HfO2/TiN(BE) structure, (b)
Resistive switching I-V curves (inset figure: on/off current and F/R ratio) of
한 리소그래피 공정을 추가적으로
the vertical Pt/Ta2O5/HfO2/TiN cell as a function of the absolute voltage.
더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인 전
Reproduced with permission.[25] Copyright 2016, American Chemical
Society.
극에 비해 낮은 전극 저항을 얻을
(a)

(b)

(c)

(d)

(e)

그림 9. Structure of grapheme-based and Pt-based ReRAM in a vertical
3D cross-point architecture. (a) An illustration of graphene-based
ReRAM in a vertical cross-point architecture. (b) A schematic crosssection of the graphene-based ReRAM. (c) High-resolution TEM
image of the two-stack V-CBA structure. Scale bar, 40 nm. (d,e) First
and second layer of graphene-based ReRAM with graphene on top
of the Al2O3 layer. Scale bars, 5 nm. Reproduced with permission.[24]
Copyright 2015, Nature Publishing Group.

[24] 저항변화층으로 HfO2 박막을 성장
시킨 후 TiN 상부 전극을 형성했다. 이
때 F (half-pitch) = 22nm 디자인 룰에
의해 Pt 워드 전극층을 사용할 경우 60
층의 크로스바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는
데 반해, 0.3nm 두께의 그래핀과 6nm
두께의 SiO2 절연막을 사용할 경우 200
층의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
다. Yoon 등은 Fig. 10과 같이 V-CBA
구조에 선택성이 있는 자기 제어적인
I-V특성을 갖는 저항변화메모리로 Pt/
Ta2O5/HfO2-x/TiN 층을 적용했다. [25]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저항변화층인10nm
Ta2O5와 10nm HfO2-x 박막을 각각 원
자층 증착법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높
은 종횡비를 갖는 V-CBA 구조에도 충
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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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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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저항변화메모리는 지난
10여년 간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받으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메모리 용량을 늘려 오면서 연구·개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항변화메모리를 개괄적으
로 소개하고, 산화물 기반 저항변화메모리의 최근
연구 결과와 기술적 이슈에 대해 논했다.
경쟁 위치에 있는 다른 차세대 메모리, 즉 FRAM
(Ferroelectric RAM), PcRAM (Phase change
RAM) 또는 STT-MRAM (Spin-transfer torque
magnetic RAM) 등이 동작 원리에 대한 기본 이해
를 바탕으로 메모리가 명명이 되고, 핵심 소재 개발
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데 반해, 저항변화메모
리는 여전히 저항변화 물질이 정해지지 못했고, 또
한 각각의 저항변화 물질에 따라 그 저항변화 원리
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CF에 의해 구동하는 저항변화메모리가
저전력 구동과 신뢰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각 연구 그룹별로 서로 다
른 물질/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개발 결과가 서로 공유되
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저항변화메
모리를 위한 저항변화 물질과 전극 재료, 선택 소
자 재료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종 산
화물 (binary oxide)에서 저항비를 늘리거나 변동
성을 낮추기 위한 도펀트 (dopant) 첨가 또는 이
종 구조 (hetero-structure)를 갖도록 가공된 재
료 (engineered material) 개발에 눈을 돌릴 수 있
다. 또한, 산화물뿐 만 아니라 질화물, 황화물 또는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 (TMDC;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물질과 같이 비산화물계 역시 저
항변화 현상을 포함한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보고된 바 있어서, 저항변화메모리와 관련해
서 더욱 활발한 재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가 된다. [26]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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