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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멤리스터 소자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자 제작 단계에서 30 nm 두께의 ZrO2 금속

산화물 박막 위 국부영역에 리튬 filament seed 층을 패턴하여 작은 이온반경의 리튬이온을 저항변화 주체로 활용하는 멤

리스터 소자를 구현하였다. 패턴 된 리튬 filament seed 대비 다양한 상부전극의 면적을 적용하여 멤리스터-커패시턴스

병렬 구조의 이온형 저항변화 소자에서 커패시턴스가 filament type 저항변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ZrO2 박막 위에 5 nm 두께, 5 μm  5 μm 면적의 리튬 filament seed 증착 후 50 μm, 100 μm 직경의 상부전

극을 증착, 리튬 메탈의 확산을 위한 250oC 열처리 전 후 샘플에서 저항변화 특성을 확인하였다. 열확산에 의해 형성된

전도성 filament의 경우 전압에 의한 제어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전압에 의해 형성된 filament만이 electrochemical

migration에 의한 가역적 저항변화 특성 구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압에 의한 filament 형성 시 병렬로 존재하는

커패시턴스의 크기가 filament의 형성 및 소실에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secure the high reliability of the memristor, we adopted a patterned lithium filament

seed layer as the main agent for resistive switching (RS) characteristic on the 30 nm thick ZrO2 thin film at the device

manufacturing stage. Lithium filament seed layer with a thickness of 5 nm and an area of   5 μm  5 μm were formed on

the ZrO2 thin film, and various electrode area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pacitance on filament type

memristive behavior in the parallel memristive circuit of memristor and capacitor. The RS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in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250°C post-annealing for lithium metal diffusion. In the case of conductive filaments

formed by thermal diffusion (post-annealed sample), it was not available to control the filament by applying voltage, and

the other hand, the as-deposited sample showed the reversible RS characteristics by the formation and rupture of filaments.

Finally, via the comparison of the R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lectrode area, it was confirmed that capacitan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formation and rupture of fil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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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동작 및 무제한의 기록횟수를 나타내는 휘발성 메

모리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와 상대적

으로 느린 속도, 기록횟수가 제한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인 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모두 갖춘 차세대 비휘

발 메모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

는 차세대 비휘발 메모리는 기존의 charge trap 방식이 아

닌 재료의 상태변화를 이용하는 메모리 소자로 phase

change RAM (PCRAM), ferroelectric RAM (FeRAM),

ferroelectric tunnel junction (FTJ), spin torque transfer

magnetic RAM (STT-MRAM), ion-based resistive RAM

(ReRAM) 등이 있으며 그 중 이온기반 멤리스터 소자

를 이용하는 ReRAM의 경우 빠른 쓰기속도와 큰 on/off

ratio로 차세대 비휘발 메모리 뿐만 아니라 뉴로모픽 컴

퓨팅을 위한 아날로그 메모리 소자로 응용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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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1-11) 이온기반 멤리스터의 저

항 변화 특성은 프로그램 전압에 의한 산소이온의

electrochemical migration, 박막 내 산소이온 재분포를 통

하여 나타나며 인가된 전압의 크기, 시간, 횟수에 따라 점

차적으로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저항

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소공공들 간의 clustering 또는

ordering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은 더 이상 electrochemical

migration이 불가하여 신뢰성 및 endurance 특성을 저해하

게 된다.12) 또한, 이온기반 멤리스터는 저항변화 특성을

위하여 과전압을 이용한 forming process (국부영역에 전

도성 filament를 형성하는 과정)가 필수이나 이 filament

형성 과정에서 filament의 크기 및 개수의 제어가 어려우

며 이는 소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진다.13-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소이온이 아닌 electrochemical migration에

유리한 리튬이온을 저항변화 특성에 활용하고자 절연 특

성의 ZrO2 금속 산화물 박막 위 국부 영역에 패턴 된 리

튬 메탈 filament seed 층을 상부전극과 ZrO2 금속산화물

층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저항 스위칭이 가능한 리튬 이

온 기반 멤리스터 소자를 구현하였다. Filament seed 층의

면적 이외의 상부전극과 ZrO2 박막의 접합영역은 커패시

터 이므로 멤리스터 커패시터 병렬구조의 멤리스터 소자

가 형성된다. 따라서 리튬 filament seed 층 면적 대비 상

부전극 면적 크기를 두 가지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커패

시턴스의 크기가 멤리스터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였다.

2. 실험방법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먼저 e-beam evaporator를 이용

하여 세척된 SiO2 (300 nm)/p+Si 기판(100) 위에 Pt 40 nm

하부전극을 증착하였다. 준비된 하부전극 위에 atomic

layer deposition (ALD, ITECHU Co., Ltd., Korea, IC-

100)를 이용하여 챔버 온도 250oC에서 약 0.09 nm/cycle

의 성장속도로 30 nm (320 cycles) 두께의 ZrO2 박막을

성장시켰다. 전구체는 tetrakis(dimethylamino)zirconium

(TDMAZr, EG chem, Co., Ltd., Korea)와 deionized water

(DI water)를 사용했으며, 50 sccm의 고순도 Ar (99.999%)

을 carrier gas로 이용하였다. ZrO2 박막형성 공정의 1 cycle

은 TDMAZr pulse 0.2 s → Ar purge 10 s → H2O pulse 0.2

s → Ar purge 20 s 로 구성하였다. 성장시킨 ZrO2 박막의

두께는 atomic force microscope (AFM, Park system, XE-

70)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x-ray diffraction (XRD,

PANalytical X`Pert PRO MPD) 측정을 통해 tetragonal 상

형성을 확인하였다. 완성된 ZrO2 박막 위에 mask aligner

(PRO Win, Co., Ltd., Korea, M-150)을 이용하여 국부 영

역을 패턴 한 뒤,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5 μm  5

μm 면적의 리튬 filament seed 층을 5 nm 두께로 증착하

였으며, 대기 노출 시 산화방지 및 lift-off 과정에서 리튬

filament seed가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5 nm의 리

튬 메탈 위에 Pt metal을 5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이후

N-methyl-2-pyrrolidone (NMP) 용액으로 photoresist (PR)

을 lift-off 한 뒤 AFM을 활용하여 두께를 확인하였다. 이

후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리튬 이온의 확산을 위하여

250oC 에서 1시간 열처리를 진행한 샘플(annealed sample)

과 열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샘플 (as deposited sample), 2

가지를 제작한 뒤 mask aligner와 e-beam evaporator를 이

용하여 상부 전극으로 지름 50 μm, 100 μm의 두가지 면

적의 Pt 전극을 40 nm 두께로 증착하여 소자를 완성하였

다. 완성된 소자의 저항변화 특성은 Keithley2634B source

meter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30 nm 두께로 성장된 ZrO2 박막의 두께 및 결

정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a)는 두께 측정을 위하여

Pt 하부전극 (bottom electrode: BE)이 일부 노출된 ZrO2

film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로 어두운 영역은 ZrO2 film이

며 밝은 영역은 노출된 하부 Pt BE이다. ZrO2 박막과 Pt

BE 경계에서 측정된 AFM line scan data를 Fig. 1(b)에 나

타내었다. 그 결과 두께는 30 nm로 확인되었으며 박막

경계 부분의 peak는 PR lift-off 시 분리되지 않는 박막의

일부분이다. 250oC에서 성장된 ZrO2 박막의 결정성을 확

Fig. 1. (a) Th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deposited ZrO2 thin film using ALD on Pt substrate. (b) AFM line scan data measured at

the boundary between ZrO2 film and Pt substrate. (c) XRD result of the 30 nm thick ZrO2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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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하여 glancing angle (입사각 1o) XRD 2 mode

로 측정한 결과 Fig. 1(c)와 같이 tetragonal phase ZrO2의

(111), (220), (131) 면에 의한 회절 peak이 관찰되었다.17)

56o 부근에 ‘*’로 표기된 peak는 monoclinic phase ZrO2의

(221) 면에 의한 peak로 박막내 일부 monoclinic phase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bulk ZrO2의 경우 상

온에서 monoclinic phase가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소공공의 함량이 높을 시 tetragonal phase가 우세하며

tetragonal phase 내 monoclinic phase가 석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tetragonal

phase의 우세는 박막형태의 박막 및 ALD 증착과정에서

미반응기에 의한 잔류 카본에 의한 결함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Fig. 2(a)와 (b)는 ZrO2 박막위에 패턴 된 리튬

filament seed 층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로 (a)는 as deposited,

(b)는 250oC annealed sample을 각각 나타낸다. 패턴 된 리

튬 filament seed층의 두께를 AFM을 통하여 측정하였으

며 scan 영역을 Fig. 2(a), (b) 노란색 선으로 표기하였다.

Fig. 2(c)와 (d)는 패턴 된 리튬 filament seed 층의 두께를

측정한 AFM 결과로 as deposited (Fig. 2(c)) sample의 경

우 10 nm 두께의 filament seed 층 (Pt(5 nm)/ Li(5 nm)) 이

그대로 측정되었으며 250 oC annealed sample의 경우 5 nm

두께로 측정되었다. 이는 filament seed 층 Pt(5 nm)/Li(5

nm) 중 리튬 층의 확산으로 인하여 두께가 감소한 결과

이다. Fig. 3(a), (b)는 40 nm 두께의 Pt 상부전극(top

electrode: TE)이 증착된 소자의 광학현미경 이미지로 50

μm, 100 μm 직경의 두 가지 면적의 Pt dot 전극을 증착하

여 소자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소자의 단면 모식도를 Fig.

3(c)에 나타내었으며 리튬 filament seed 영역(5 μm  5 μm)

을 제외한 상부전극의 면적은 커패시터로 작용하게 된

다. 따라서 각각의 소자에서 멤리스터 소자의 면적은 25

μm2이며 커패시터 소자의 면적은 각각 100 μm TE는 7825

μm2, 50 μm TE는 1937.5 μm2 이다. 두 전극모두 동일한

두께의 ZrO2 박막을 커패시터로 사용하므로 100 μm TE

의 경우 50 μm TE 대비 약 4배의 정전용량을 가진다.

Fig. 4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소자의 저항변화 특성을 측

정한 전류전압 곡선이다. 먼저 Fig. 4(a)와 (d)의 경우 리

튬 filament seed 층이 없이 250oC annealed sample, as

deposited 샘플의 전류전압 곡선을 나타낸 그림으로 리튬

filament seed가 없는 경우 전극 면적에 관계없이 ±6 V 이

내에서 우수한 절연 특성을 나타내었다. 리튬 filament

seed를 포함하고 있는 250oC annealed sample의 경우 (b)

100 μm, (c) 50 μm 전극에서 모두 저항이 낮은 전류 전압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inset으로 삽입된 log-log plot에서와

같이 기울기 1.2를 나타내며 전 전압 영역에서 기울기 2

에 도달하지 않는 Ohmic에 가까운 전도기구를 나타냈

다. 측정 전압 내에서 저항변화 특성은 관찰되지 않았으

며 그 이상의 전압에서는 hard breakdown이 관찰되었다.

이는 열처리과정에서 리튬 메탈의 확산에 의한 전도성

filament가 형성되며 형성된 filament는 프로그램 전압으

로 제어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반면 as deposited sample

Fig. 2. Th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lithium filament seed layer on ZrO2 thin film of (a) as-deposited and (b) annealed (250oC)

samples. The AFM line scan data for lithium filament seed area (c) as-deposited and (d) post-annealed (250oC)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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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튬 filament seed를 보유한 ZrO2 박막의 경우 별도

의 forming 과정 없이 저항변화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압인가 시 리튬 filament seed로부터 리튬이온의

electrochemical migration에 의한 전도성 filament의 형성

및 소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ig. 4(e) 100 μm, (f) 50 μm

는 같은 면적의 리튬 filament seed (5 μm  5 μm)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변화 특성에서 100 μm 전

극의 경우 전류량이 크게 관찰되었고, 또한 50 μm 전극

의 경우 양의 전압과 음의 전압에서 대칭성을 유지하면

서 상대적으로 비선형 특성이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100

Fig. 3. Th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50 μm, 100 μm dot electrodes of (a) as-deposited, (b) annealed (250oC) samples. The cross-

sectional schematic diagram (left) and circuit diagram (right) of device 

Fig. 4. I-V characteristics of annealed samples (a) without lithium filament seed, with lithium filament seed (b) 100 μm (inset: log-log

plot) and (c) 50 μm (inset: log-log plot) electrodes. I-V characteristics of as-deposited samples (d) without lithium filament seed,

with lithium filament seed (e) 100 μm and (f) 50 μm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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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전극의 경우 형성되는 전도성 filament의 크기가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100 μm 전극의 경우 50

μm 전극에 비해 약 4배의 커패시턴스를 보유하여 저항

변화시 커패시터 영역에 축적된 전하의 영향인 것으로 판

단된다. 일반적으로 filament type의 멤리스터의 경우 국

부영역에 filament가 형성되므로 본 연구에서 디자인된

소자와 동일한 멤리스터-커패시터 병렬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filament type 멤리스터 소자의

filament 형성 특성을 이해하고 제어하는데 중요한 단서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멤리스터의 특성 제어에 응용하고자 박

막 형성 단계에서 리튬 filament seed를 형성시킨 멤리스

터-커패시터 병렬 구조의 이온기반 저항변화 소자를 제

작,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매트릭스 절연 산화물로 30

nm 두께의 tetragonal phase ZrO2 박막을 ALD로 형성하였

으며,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ZrO2 박막 위 리튬

filament seed를 증착하여 필라멘트의 위치 및 두께를 제

어하였다. I-V curve 측정결과 리튬 filament seed를 통하

여 저항변화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 열처리를 진행한 경우 리튬 filament seed의 확산 및 제

어가 불가능한 전도성 filament 형성으로 인하여 저항변

화 특성을 구현할 수 없었으며, 전압에 의한 리튬 filament

seed의 확산 만이 전도성 filament의 형성 및 소멸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Filament type의 저항변화 특성의 경우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filament로 인하여 나머지 영역은

커패시터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커패시턴스 크기가

저항변화 특성 제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인자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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