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3. 12. 27  심사완료일자 : 2014. 02. 21  게재확정일자 : 2014. 03. 05
* Corresponding Author Jong-Tae Park(E-mail:jtpark@incheon.ac.kr, Tel:+82-32-835-8445)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406-772,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4.18.3.663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3 : 663~669 Mar. 2014

HfO2 열처리 온도 및 두께에 따른 RRAM의 전기적 특성

최진형 · 유종근 · 박종태*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RRAM with HfO2 Annealing Temperatures and 
Thickness

Jin-Hyung Choi · Chong Gun Yu · Jong-Tae Park*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406-772,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RRAM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소자의 HfO2 열처리 온도와 두께에 따라 소자의 전기

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제작한 소자는 상부전극이 Pt/Ti(150nm), 하부전극은 Pt(150nm), 산화층 HfO2의 두께는 

45nm와 70nm이고, 열처리를 하지 않은 소자와 500℃, 850℃ 로 열처리를 한 3 종류이다. 온도에 따라 소자의 전기적 

성능으로 셋/리셋 전압, 저항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기본특성 분석 실험 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셋 전압

은 감소하고 리셋 전압은 증가하여 감지 여유 폭이 감소하였다. 열처리 온도가 850℃ 소자가 고온 특성이 가장 우수

한 것을 보였다. HfO2 산화층의 두께 45nm 소자가 70nm 소자보다 감지 여유 폭이 크지만 결함으로 LRS(Low 
Resistive State)에서 저항이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HfO2 산화층 증착 시 결함을 줄일 수 있는 공정조건을 설정하면 

초박막의 RRAM 소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RRAM with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and thickness have been measured and 
discussed. The devices with Pt/Ti top electrode of 150nm, Pt bottom electrode of 150nm, HfO2 oxide thickness of 
45nm and 70nm have been fabricated. The fabricated device were classified by 3 different kinds according to the 
annealing temperature, such as non-annealed, annealed at 500℃ and annealed at 850℃. The set and reset voltages and 
the variation of resistance with temperatures have been measured as electrical properties. From the measurement, it 
was found that the set voltages were decreased and the reset voltage were increased slightly, and thus the sensing 
window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measurement temperatures. It was remarkable that the device annealed at 
850℃ showed the best performances. Although the device with thickness of 45nm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the 
point of the sensing window, the resistance of 45nm devices was large relatively in the low resistive state. It can be 
expected to enhance the device performances with ultra thin RRAM if the defect generation could be reduced at the 
HfO2 deposition process. 

키워드 : 저항성 메모리, 열처리 온도, HfO2 산화층 두께

Key word :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annealing temperature, HfO2 oxide thickn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3 : 663~669 Mar. 2014

664

Ⅰ. 서  론

최근에 고집적도와 고속 및 저소비전력의 장점을 갖

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인 RRA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RRAM 소자는 공정이 비교적 간

단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에 응용이 용이하므로 

앞으로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전자 제품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RRAM의 구조는 메탈 전극 사이에 

산화층 물질을 샌드위치 형태로 넣어 만든 것으로 제작

이 용이하고 산화층 및 전극 재료에 따라 소자의 전기

적 특성 차이가 심하다. 
RRAM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제작된 소자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도성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소위 포

밍 과정을 한 후에 다시 인가된 전압에 의해 산화층에 

전도성 필라멘트가 형성 (셋)이 유지되면 두 전극사이

의 저항이 작고 전도성 필라멘트가 일부분 단절(리셋)
이 되면 저항이 크게 되는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데이

터 “1” 과 “0”을 저장하게 된다[1-2]. 전도성 필라멘트

가 양의 전압에서 형성되고 단절이 되는 단극성 RRAM
과 양의 전압에서 필라멘트가 형성되고 음의 전압에서 

단절되는 양극성 RRAM의 2 종류가 있다. 인가된 전압

에 따라 산소 이온의 이주에 의해 전도성 필라멘트가 

형성되므로 RRAM은 공정 조건과 산화층 및 전극 재료

의 종류에 매우 민감하다[3-4]. 
산화층으로는 NiOX, TiOX, CuOX, HfOX 등 다양한 

유전체가 연구되고 있으며 전극으로는 Pt, TiN, Ti, 등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5-9]. 특히 HfO2는 유전상수가 

크므로 소자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 RRAM 뿐만 아

니라 CMOS 소자공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극의 

Ti는 HfO2로 캡핑 층으로 사용된다. 또 소자 제작 후에 

열처리 조건에 따라 HfO2의 유전상수와 포밍 전압이 변

하게 되므로 최적의 열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산화층 및 전극의 재료와 공정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소자의 특성이 많이 변하므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화층의 두께가 크면 포밍 전압이 높으

므로 이 전압을 줄이기 위해 얇은 산화층 만드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산화층의 두께가 

약 3nm이하이면 포밍 과정이 필요 없다는 연구도 보고

되고 있다[10-11]. 
RRAM을 기억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프로그램부터 산소를 결핍시켜 산소 저장 장소 역할을 

하므로 쓰기와 지우기를 106 이상으로 해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장시간 유지되

어야 하므로 고온에서 소자의 전기적 특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고온에서 산화층내의 산소 이온의 이주에 의

한 셋 및 리셋 전압과 저항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HfO2 산화층으로 제작한 RRAM의 

열처리 온도와 두께에 따른 소자의 특성을 측정분석하

고 온도에 따른 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측정 분석

하였다.   
 

Ⅱ. 소자 제작

그림1은 HfO2를 산화층으로 제작한 RRAM 소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제작한 구조는 간단한 MIM 
(Metal-Insulator-Metal) 구조로서 (100) 방향의 p-형 Si 
기판위에 열산화 방법으로 두께 300nm의 SiO2를 성장 

시킨 후 전자 빔 방법으로 두께 150nm의 하부 전극 Pt
를 증착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아세톤과 iso-propanol으
로 세정을 한 후에 DC 스퍼터링으로 HfO2를 증착한 후 

에 두께 150nm의 상부전극  Pt/Ti을 전자빔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그 후에 하부전극으로 Pt(150nm)를 증착

하였다. 제작된 소자의 HfO2 두께는 45nm와 70nm의 2 
종류이며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500℃, 850℃로 열

처리 한 3종류이다. 

그림 1. 제작한 RRAM 소자 구조.
Fig. 1 Device structure of fabricated R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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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3.1. HfO2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소자 특성

그림 2는 HfO2 두께가 70nm인 소자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DC 저항 스위칭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약 

10MV/cm 이상으로 높은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HfO2 산
화층의 격자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 산소 이온은 

하부 전극 근처에서 상부 전극으로 이주하면서 산소가 

없는 빈자리를 형성하여 전도성 필라멘트가 형성 된다. 
이 전압을 포밍 과정이라고 하며 열처리 하지 않은 소자, 
500℃ 및 850℃로 열처리 한 소자의 포밍 전압은 각각 

4.2V, 6.0V 및 7.8V 이었다. 측정 시 소자의 항복현상을 

고려하여 전류 상한선을 10mA로 고정하였다.

그림 2. 열처리 온도에 따른 DC 저항 스위칭 특성   

Fig. 2 DC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그림으로부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셋 및 리셋 

전압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 전압은 열처리하지 않은 

소자는 0.6V, 500℃로 열처리한 소자는 1.8V, 850℃로 

열처리 한 소자는 2.4V 이었다. 리셋 전압은 열처리하지 

않은 소자는 -0.4V, 500℃로 열처리한 소자는 -0.5V, 
850℃로 열처리 한 소자는 -0.6V 이었다. 열처리 하지 

않은 소자의 셋 및 리셋 전압이 작은 것은 HfO2 산화층

에 결함이 많아서 산소 결핍의 증가로 인해 전도성 필라

멘트 형성이 쉽기 때문이다 [6]. 포밍 전압을 줄이기 위

해서는 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림으로부터 

OFF 전류가 증가하여 저항이 높은 상태 (HRS)의 특성

이 좋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RRAM 소자의 읽기는 소

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저항에 따라 데이터가 “0”인지  

“1”인지를 분간하게 되므로 HRS와 저항이 낮은 상태 

(LRS)의 비가 중요하다. 

 

그림 3. 측정 온도에 따른 DC 저항 스위칭 특성  

Fig. 3 DC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with measure- 
ment temperatures

그림으로부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HRS/LRS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박막 두께가 45nm 이고 500℃에서 열처

리된 소자의 고온에서의 DC 저항 스위칭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상온에서 셋 전압은 1.0V 이었으나 50℃
와 80℃에서는 각각 0.8V와 0.7V로 감소하였다. 마찬

가지로 리셋 전압도 상온에서는 –0.75V이었으나 50℃ 

및 80℃에서는 각각 -0.7V와 –0.6V로 증가하였다. 이
런 측정결과는 HfO2 산화층을 사용한 RRAM 타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3]. 그림으로부터 온도가 증

가할수록 HRS에서 OFF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OFF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Schottky, Poole-Frenkel, 터널링 전도 모델 및 

Quantum Point Contact (QPC) 모델이 제안 되었다 

[14-16]. 본 연구에서는 HRS에서는 상부 전극과 HfO2 
사이에 전도성 필라멘터가 단절되는 부분을 산소 이온

이 터널링하여 지나가는 것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HfO2내에 있는 산소원자가 필라멘트로

부터 전자를 받으면 산소이온이 되고 산소이온의 이주

에 따라 RRAM의 HRS/LRS 스위칭 특성이 결정된다. 
결정에서 결함 이론에 의하면 산소 이온이 전위장벽을 

터널링하여 빈자리를 만들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전위장

벽 높이 (E)에 의하여 결정된다[17].

 ∝ exp     (1)

여기서 KB는 볼쯔만 상수이고 T는 측정 온도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결함을 만들 확률이 증가하므로 트랩

을 통한 터널링이 증가한다. 또한 온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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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전위장벽 높이가 감소하므로 터널링이 증가하게 

되어 OFF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OFF전류의 증

가는 리셋 전압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RRAM소자의 고

온 동작에서 데이터 유지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고온

에서는 산소이온의 확산속도가 빠르게 되어 ON 전류

가 증가할 수 있으나 산소이온은 HfO2내의 결함과 산

란을 많이 하게 되어 ON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즉 산

소이온의 확산 속도와 산란은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ON 전류는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고온에서 ON전류의 감소는 산소 이온의 확산 증가보

다는 산란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6].

 

그림 4. 열처리 온도와 측정온도에 따른 셋 및 리셋 전압

Fig. 4 Set and reset voltage with annealing and measure- 
ment temperatures  

그림 4는 열처리 하지 않은 소자와 500℃ 및 850℃
에서 열처리한 소자의 측정온도에 따른 셋 및 리셋 전

압을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하지 않은 소자의 셋 전압

이 열처리한 소자보다 훨씬 낮고 모든 소자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셋 전압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온도에 따

른 셋 전압의 변화가 850℃로 열처리한 소자가 가장 작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처리 하지 않은 소자는 온도

가 증가할수록 리셋 전압이 증가하지만 열처리한 소자

는 리셋 전압 변화가 아주 적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4로부터 열처리하지 않는 소자보다 열처리를 

850℃로 한 소자가 OFF 전류와 셋 및 리셋 전압 특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열처리 온도 및 측정온도에 따른 HRS 및 

LRS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DC 저항 스위칭 특성에서 

읽기 전압을 0.1V로 고정하였을 때의 저항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으로부터 온도가 증가할수록 HRS 변화는 크

지만 LRS 변화는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850℃에서 열처리한 소자는 상온에서 HRS/LRS=3.2 
x103 이었으나 80℃에서는 5.2x102으로 많이 감소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처리 하지 않는 소자와 열처

리를 한 소자의 LRS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850℃로 열처리한 소자의 HRS 변화가 열처리를 안 한 

소자와 500℃로 열처리한 소자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RRAM 소자에서 리셋 후의 저항은 전도성 필라멘

트가 단절된 유효 반경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열처리 및 

측정온도에 따라 전도성 필라멘트의 반경이 변한다고 

생각된다. 열처리를 고온에서 할수록 결함이 적기 때문

에 전도성 필라멘트의 반경이 작고 또 고온 측정에서도 

유효 반경 증가가 적을 것을 것으로 사료되어 HRS 저
항 변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LRS에서의 저항은 전

도성 필라멘트의 유효 반경 크기보다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고온에서 ON 전류가 일부 감소로 

저항이 약간 증가하지만 HRS보다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RRAM 소자의 감지 여유 폭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850℃에서 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 4와 그림5의 특성으로

부터 850℃로 열처리한 소자가 열처리를 하지 않은 소

자와 500℃호 열처리한 소자보다 특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열처리 온도와 측정 온도에 따른 HRS 및 LRS 저항

변화

Fig. 5 Resistance variation with annealing and measure- 
ment temperatures
  

3.2. HfO2의 두께에 따른 소자 특성

그림 6은 HfO2 산화층 두께가 45nm 및 70nm인 소자

의 DC 저항 스위칭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소자는 

850℃로 열처리를 하였고 측정온도는 상온이다. 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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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45nm소자는 약 4.7V 이었고 70nm 소자는 약 

6.0V로 산화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포밍 전압이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포밍 전압은 산화층 

두께에 비례한다는 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0]. 그림으로부터 70nm 소자의 셋 및 리셋 전압은 

1.8V와 -0.5V로 45nm 소자의 1.0V와 -0.75V보다 큰 것

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스위칭 특성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된 것과 같이 보인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HfO2 산화층 두께가 3nm 이하이면 포밍 과정이 필요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본 연구에서 45nm 
소자는 포밍 전압이 약 4.7V로 셋 전압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45nm 및 70nm인 소자의 DC 저항 스위칭. 산화층 

두께가 45nm의 포밍 전압은 4.7V이고 산화층 두께가 70nm
의 포밍 전압은 6.0V이다

Fig. 6 DC resistive switching of 45nm and 70nm devices. 
The forming voltages of oxide thickness of 45nm and 
70nm are 4.7V and 6.0V, respectively

그림 7은 HfO2 산화층 두께가 45nm 및 70nm인 소자

의 온도에 따른 HRS 및 LRS 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온
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층 두께에 상관없이 2 소자의 

HRS는 감소하였으나 LRS는 45nm 소자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온도에 따른 HRS/LRS는 상온

에서는 45nm 소자가 특성이 좋으나 온도가 80℃로 증

가하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5nm 소
자의 제작 시에 생성된 결함이 70nm보다 많기 때문에 

사료된다. 포밍 전압을 낮게 또는 없애기 위해서는 산

화층 증착 시에 결함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얇은 산화층의 소자를 제작할 시에 결

함을 줄일 수 있는 증착 방법이 확립되면 박막 산화층 

소자가 더 RRAM 소자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45nm 및 70nm인 소자의 HRS 및 LRS 변화. 고온

에서 HRS는 감소하고 LRS는 증가한다 

Fig. 7 Variation of HRS and LRS of 45nm and 70nm 
devices. HRS is decreased and LRS is increased at 
elevated temperatures

Ⅳ. 결 론

열처리 온도와  HfO2 산화층의 두께가 다른 RRAM 
소자를 제작하여 고온에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소자보다 열처리를 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좋았으며 고온에서 850℃로 열

처리한 소자의 셋 및 리셋 전압 변화가 작았고 높은 

HRS/LRS 비를 유지하였다. 또 산화층 두께가 45nm와 

70nm인 소자의 전기적 특성으로부터 45nm의 LRS 특
성이 좋지 않으므로  소자를 제작할 시에  결함을 줄일 

수 있는 증착 조건을 확립하면 얇은 산화층 소자가 

RRAM 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결함이 

많지 않게 산화층 두께 10nm이하로 RRAM을 제작하

면 포밍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전력 모바일

용 소자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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