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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ckel oxide thin films exhibit the resistive switching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s. The switching phenomena involve low and
high resistance states after electroforming. The electrical features are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and rupture of
filaments. The set and reset behaviors are controlled by the oxidation and reduction of filaments. The indirect evidence of filaments
is corroborated by the presence of nanocrystalline nickel oxides found in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insertion of insulating layers seems to control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by preventing the continuous formation of conductive
filaments, potentially leading to artificial control of resistive behaviors in NiO-bas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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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정보/통신기기의 디지털 컨버젼스와 유비쿼터스화에 따

라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처리속도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효율적

으로, 대용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집적도를 가진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통적인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1개의 트랜지스터와 1개의 캐

퍼시터로 구성되어 정보 저장 기능을 수행해 왔다. 비록

휘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정 및 재료 개선으로

scaling down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Si을 기반으로 한 소

자 크기의 지속적인 감소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

을 매우 얇게 함에 따라, 전기적 응력에 의한 누설전류와

캐퍼시터의 공정 난이성, 반도체 소자의 수율 감소로 이

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다양한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는 다음

과 같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DRAM의 높은 집적도와 저공정 비용, 2) SRAM의

빠른 Write/Erase 속도, 3) Flash 메모리의 비휘발성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현재 연구되는 차세대 메모리로는 나노

부유 게이트 메모리 (Nano-Floating Gate Memory :

NFGM), 상변환 메모리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 PRAM), 자성 메모리 (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MRAM), 폴리머 메모리 (Polymer Random

Access Memory : PoRAM) 및 저항성 메모리 (Resistance

Random Access Memory : ReRAM) 등이 제안되어 있다.
1-4)

높은 일함수를 갖는 전하 저장층을 요구하는 나노 부유

게이트 메모리(NFG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는 모두 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 특징

적인 요소이다.

저항성 메모리는 1개의 트랜지스터와 1개의 저항체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며, 그 핵심적인 저항체는

MIM (Metal-Insulator-Metal) 형태를 갖는다. 구조의 단순

성은 메모리 제조 공정을 단순화시키며, 반도체 단가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특히 작동 속도는 현재의 플래쉬 메

모리보다 10,000배 정도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와 유

사하게 2~5 V사이의 저전압에서 작동된다. 아울러, 10
10

cycle 이상으로 Programming/Erasing을 반복할 수 있으며,

우주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으로 인해 우주 항공 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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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저항성 메모리의 MIM구조에서

금속 전극은 Pt, Ir 등과 같은 귀금속이 쓰이며, 절연체

(Insulator)는 보통 전이 금속 산화물이 적용되고 있다. 인가

전압에 따른 고저항과 저저항 상태를 반복하는 저항성 메

모리의 스위칭 현상은 크게 1) 전류 구동 방식의 음 미분

저항(Current-Controlled Negative Differential Resistance)

과 2) 전압 구동 방식의 음미분 저항 방식(Voltage-controlled

Negative Differential Resistance)으로 나뉠수 있다. 특히 전

압구동의 음 미분 저항 특성에서는 직류 전압을 증가시킴

으로써 저항이 증가하여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압 구동 방식으로 나타나는 저항성 기반 스위칭 현

상은 전이금속 산화물(Transition Metal Oxides)과 페로브

스카이트 산화물(Perovskite Oxides)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질로는 NiO, TiO2, Nb2O5, Cr-doped SrZrO3,

(Pr,Ca)MnO3.
5-10)

 등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

항성 기반 스위칭 현상은 고저항과 저저항 사이를 가역

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메모리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

과 보고서에서는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된 NiO 기반의

나노적층 구조에서의 전기적 스위칭 현상과 전기적 특성

을 분석하여, 저항성 메모리 특성의 고유 기능 및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나아가 저항성 메모리에서의 절연

체 삽입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NiO 박막은 Inostek사의 Pt가 증착된 Si wafer에 원자층

증착법을 통해 제작되었다. Pt층의 두께는 1000Å으로 증

착하였으며, Pt층과 Si와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SiO2를 열

산화한 후 Ti 등의 증착이 선행된 후에 마지막으로 Pt 층

이 증착된다. NiO 박막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시 Ni

전구체로는 Ni(dmamb)2가 사용되었으며, dmamb는 1-

dimethylamino-2-methyl-2-butanolated으로 불리며, 그 화학

식은 (-OCMeEtCH2NMe2)으로 쓰여진다. 산소 전구체로는

물(H2O)를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Ni 전

구체 발생온도는 80
o
C로, 물은(H2O) 25

o
C로 유지된다. Ni

전구체는 Si표면의 반응기(functional group)와 반응하게 된

다. 80
o
C로 예열된 Ni(dmamb)2은 99.99% 순도의 Ar를

캐리어 기체를 사용하여 반응 Chamber로 보내어진다. 모

든 원자층 증착 Chamber 및 연결부위는 100
o
C 이하로 유

지될 경우 전구체가 준고체 상태로 응축될 수 있으므로,

100
o
C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초기 압력은 1 mTorr 정도로

유지하나, 작업 압력은 5 Torr 정도로 유지되며 기판 온도

는 140
o
C로 고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공정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 Chamber는

shower-head형을 사용하여 전구체의 균일한 분산을 확보

하도록 조절하였다. Fig. 1은 원자층 증착법에 적용된 반

응 전구체의 주입 순서를 나타낸다. 그 순서는 Ni(dmamb)2,

Ar, H2O, Ar로 주입된다. 이와 같은 Ni(dmamb)2-Ar-H2O-

Ar 조합이 1 cycle을 구성한다. 각각의 주입시간은 4초, 5

초, 3초, 5초로 구성된다. Ar기체가 위의 전구체를 효과적

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캐리어로 사용되었으며, 본 실험의

경우는 원하는 두께에 따라 100~1000 cycle로 조절하여

증착되었다. NiO 박막이 Pt박막위로 증착된 후에 Cr

shadow mask를 사용하여 Pt 혹은 Al 전극을 Sputtering

혹은 thermal evaporation 방법으로 1000Å의 두께로 증착

하여, 측정용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전극과 시편을 포함

한 전극 구조를 Fig. 2에 정리하였다. 직류 방식의 전류-

전압 측정은 두 금속 전극 (Pt 하부전극과 Pt (혹은 Al)상

부 전극 사이)에서 2탐침 분석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NiO와 금속 전극 사이에는 Ohmic 전극 형성이 중요하다.
11)

전극형성이 완료된 시료의 전기적 특성은 SMU(Source

Meter Unit :Keithley 236, Cleveland, OH, USA)를 통해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Nickel Oxide Thin Films

Material NiO

Precursor Ni(dmamb)2

Precursor temperature (
o
C) 80

Pulse time of precursor (sec) 4

Pulse time of H2O (sec) 3

Ar flow (sccm) 100

Purge time (sec) 5

Working pressure (Torr) 5

Deposition temperature (
o
C) 140

Fig. 1. Reaction sequences applied to atomic layer deposition

of nickel oxide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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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으며, Electroforming 및 on-off switching을 유도

하기 위해 전류 제한치(Current compliance)를 조절하면서

측정하였다. 제어되지 않은 전류 제한치는 시료의 영구적

인 파괴 현상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최대 전류

제한치는 100 mA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임피던스 분광

분석기는 두 종류로, HP사의 저주파수 임피던스 분석기

(Low-Frequency Impedance Analyzers: Hewlett Packard,

4129A, Palo Alto, CA)와 주파수 응답 분석기 (Solartron

Analytical, SI1260, Hampshire, U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두 측정 모두 25 mV 교류 진폭으로 측정이 진행되었다.

NiO 및 Al2O3 박막의 전자분광적 화학분석을 위한 방

법으로 법인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가 사

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XPS(V. G. Scientific Ltd.,

ESCALAB MK-II, East Grinstead, Sussex, England)는

X-선으로 Al K
α
를 사용하였으며, 그 해당된 에너지는

1486.6 eV이다. 아울러 Ar sputtering 시스템을 위해 일부

박막 표면을 제거한 후에 스펙트럼을 얻어 분석하였다.

NiO 박막의 표면 및 측면 구조의 균질성 및 두께를 확인하

기 위하여 FESEM(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JEOL JSM-6700F,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가속전압은 10 kV로 측정 배율은 50,000배로 고

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NiO 박막의 구조 및 결정성을 분

석하기 위해 FETEM(Field-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를 사용하였다. 그 분석용 가속전압은 200keV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고분해능 분석 및 전자 회절을

이용해 Electroforming된 NiO 박막의 결정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XPS 분석 결과로 부터, 탄소 peak인 C(1s)가 254.8 eV

위치에 보이지 않는다. 탄소의 잔류는 Ni(dmamb)2의 분해

반응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

소의 완전한 제거는 Ni 아미노 알콕사이드와 수증기가 기

판 위에 적절하게 증착되었음을 의미한다. Ni 2p
2/3

 관련된

peak가 854.9 eV와 861.4 eV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Table 2

에 나타낸 피크정보 중 NiO와 가장 유사하므로, 본 연구

에서 증착된 박막은 NiO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13)

 X선 회

절 결과로부터 비정질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의

Fig. 2. The electron configuration employed for electrical

characterization of resistive switching thin films.

Table 2. XPS Analysis Information on Valence State of Nickel

Ions
12,13)

Ni State Major Peak Satellite Peak

Metallic Ni 852.7 eV 858.9 eV

Ni+2 in NiO 854.9 eV 862.1 eV

Ni+3 in Ni2O3 857.1 eV 863.0 eV

Fig. 3. The cross-section images of NiO thin films using SEM

with different cycles of deposition: (a) 500 cyc (b)

1000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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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로부터 500 cycle, 1000 cycle로

증착된 NiO 박막의 두께는 각각 40 nm, 190 nm으로 측정

되었으며, 표면이 매우 평탄함을 확인할 수 있어 원자층

증착법의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0 cycle 증착된 NiO 박막의 SEM이미지는 Fig. 3에 보

이고 있다. 특히 NiO 박막의 표면 거칠기(Root-mean-

square roughness)가 500 nm×500 nm 측정영역에서 8.7 Å

로 측정되었다. 이 표면 Morphology 정보는 NiO 박막이

Si 기판 위에 균일하게 증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X-선 분석에서는 Si 기판과 관련된 Si(100),

Si(200), Pt(111) Peak 만이 발견되었을 뿐, Ni과 관련된

Peak는 발견되지 않아, 비정질상태로 증착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는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된 NiO 박막의 전류-

전압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4(a)는 500 cycle로 증착

된 NiO 박막(두께는 40 nm)의 전류-전압 특성을, Fig. 4(b)

는 1000 cycle로 증착된 NiO박막의 전류-전압 특성 결과

이다. 즉 40 nm 두께로 증착된 NiO 박막에 전압을 인가

함에 따라, 초기에는 높은 저항을 보이다가, 특정 전압에

서 (본 연구에서는 4.5 V 부근에서) 갑자기 전기적으로 저

항이 낮은 상태로 바뀌면서 메모리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초기 저항 변화를 Electroforming이라 정의한다. 이

와 같은 특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저항의 상대적 변화를

유발하는 메모리 특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두께로 No-

rmalized 된 전기장의 크기로는 1.13 MV/cm이다. 190 nm

두께의 경우는 Electroforming 전압으로는 8.1 V이다. (전

기장으로는 0.43 MV/cm이다).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Electroforming 전압이 증가하나 표준화된 전기장의 크기

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Dearnaley

등이 보고하였다.14) 40 nm와 190 nm 두께의 NiO 박막에

저항성 메모리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류 제한치(Current

Compliance)를 각각 10 mA와 30 mA로 설정하여 재료의

영구적인 파괴 없이 Electroforming을 형성할 수 있었다.

Electroforming을 형성한 후 다시 100 mA로 전류 제한치

를 설정하여 다시 전압을 순차적으로 인가하였다. 40 nm

의 경우는 1.5 V에서, 190 nm NiO의 경우는 1.0 V에서 각

각 Off-State로 바뀌면서 저항이 증가하여, 전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전류의 감소폭은 103
정도

까지 크게 나타났다. Off-State에서 다시 전압을 순차적으

로 인가 했을 경우, 2.35 V, 1.7에서 각각 40 nm와 190 nm

의 NiO 박막에서 On-State로 변경되면서 저항이 감소, 즉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Reset 작업시의 전류 제한치(Current Comp-

liance)가 Set 작업이나 Electroforming시보다도 더 크다. 반

대로 Reset시의 전류 제한치가 Set 혹은 Electroforming 시

보다 더 작으면, 재현성있는 저항성 Switching현상을 유

지하기 어렵다.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Electroforming

전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Reset 전압 (Vreset), Set 전압

(Vset)의 순서로 감소한다. 전류를 함수로 한 전압 특성 결

과를 전압으로 미분한 결과를 Fig. 5에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미분치 dv/dI는 순간 저항(Dynamic Resistance)으

로 정의되며, 순간 저항을 전압의 함수로 나타날 때 전기

신호 형성 및 변경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Fig. 5(a)

와 (b)의 윗 부분의 line은 NiO 박막에 Electroforming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저항이 감소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나 아랫부분에 있는 line은 저항 변화는 On-State

Fig. 4.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NiO thin films prepa-

red through ALD with different cycle of deposition: (a)

500 cyc and (b) 1000 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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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Off-State로 변경되는 즉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순간 저항

은 인가되는 전압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이지 않는

다. 전류-전압 특성은 On-state와 Off-state에 있어서 직선

적이지 않다. 또한 40 nm NiO 박막은 더 높은 Off-State

전류, 더 낮은 On-state 전류, 더 낮은 Electroforming 전압

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두 번의 연속적인 순차적인 전압

인가 Stress를 거친 후 Reset 및 Set 전압이 190 nm NiO

박막의 해당 수치와 비슷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NiO 나노 박막에서의 스위칭 현상은 전도성 필라멘트

의 형성 및 파괴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저항이 높은 벌

크 NiO 박막에 전계 인가 방향으로 Defect의 Clustering이

Fig. 5. The derivative of voltage versus current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NiO thin films with different cycle of

ALD: (a) 500 cyc and (b) 1000 cyc.

Fig. 6. (a) Low magnification TEM image of 1000 cyc NiO

thin film (b) high magnification TEM image of electro-

formed 1000 cyc NiO thin film which is located under

Pt top electrode. The inset of (b) is its electron diff-

rac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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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저항이 작은 filament의 Percolation이 형성되어

저항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전압인가

는 Joule Heat에 의해 필라멘트의 산화를 유발하여, 이전

의 연결된 filament들의 연결 고리를 끊으면서 저항이 높

은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Fig. 4와 5의 저저항 상태는 Ni

금속 혹은 결함이 매우 많은 NiO 수준의 전도성을 보인

것으로 예상되며, 고저항상태는 반도체 산화물의 전기저

항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저항성 메모리의 filament

의 국부적인 파괴는 Joule 열의 발생으로 예상되는 바, 전

기적으로 저항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 박막에서의 투과전

자현미경 분석 (Fig. 6 참조)의 결과로부터 나노 결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나노 결정의 존재는

Electro-forming 이후의 메모리 특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국부적인 가열, 즉 Joule heating으로 인해 필라멘트

가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저항성 메모리 반도체에 절연층을 삽입할 경우에 발생

하는 전류-전압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NiO 박막 내부에

Al2O3 박막을 0.5 nm에서부터 2 nm를 삽입하여 전기적 특

성을 직류의 전류-전압 특성과 교류의 임피던스를 측정하

여 메모리 특성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Fig. 7은 0.5,

1, 2 nm Al2O3가 삽입되었을 때의 전류 전압 특성이다. 세

경우 모두 Electroforming이 형성되고 있다. 0.5 nm Al2O3

에 있어서는 5.7 V, 1 nm Al2O3에 있어서는 5.7 V, 2 nm

Al2O3의 경우에는 8.8 V에 있어 Electroforming이 형성된

다. 해당된 시료에 적용되는 전극으로 하부 전극으로는

Pt가, 상부전극으로는 Al이 사용되었다. Pt는 일함수가

5.32 eV인 반면, Al은 4.24 eV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

Fig 7.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in nanolaminate struc-

ture. NiO(20 nm)/Al2O3(0.5 nm, 1 nm, 2 nm)/NiO(20 nm)

Fig. 8. Impedance spectra of various nanolaminate structures

toward resistive memories as a function of Al2O3

Thickness. (The bias voltage was applied to NiO thin

layers ranging from 1 V to 7 V). (a) NiO(20 nm)/Al2O3

(0.5 nm)/NiO(20 nm), (b) NiO(20 nm)/Al2O3(1 nm)/NiO

(20 nm),  (c) NiO(20 nm)/Al2O3(2 nm)/NiO(2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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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낮은 일함수가 현재의 Reset 현상, 즉 고저항 상

태로의 이동을 방해하는 Schottky barrier가 형성되었을 가

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Al2O3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Forming voltage가 증가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임피던스 분광 분석을 Bias인가와 접목하여 진행하였다.

Fig. 8은 Al2O3가 삽입된 위의 세 경우에 대한 Bias인가

후의 임피던스 분광 결과로, 모두 절연 특성을 보이며 메

모리 특성은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0.5 nm 박막의 경우

Al2O3가 가장 얇아 메모리 특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므로, 이에대한 임피던스 분석을 Bias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 절대 임피던스의 Bode Plot 측면에서 분

석하였다. 먼저 Bias인가 하의 임피던스 스펙트럼(Fig. 8)

은 인가되는 Bias의 크기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현상을

4 V부터 발견되었으나 Bias가 제거된 후 0 V에서는 메모

리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Fig. 9는 임피던스의 절대값

|Z|는 4 V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울러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Capacitance는 거의 모든 Bias에서 고주파에

서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해당된 전기적

특성이 NiO/Al2O3/NiO 복합체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절연체인

Al2O3가 삽입된 NiO 나노 적층 구조는 충분한 전류 제한

치 (current compliance)가 보장되지 않으면 저항성 기반

스위칭 현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는 낮은 전압으로는 삽

입된 Al2O3 박막를 통해 전도성 Filament가 재료 내에 형

성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류 제한치

를 상승시킬 경우, Al2O3 층을 원자층 수준으로 삽입한

경우에도 저항성 메모리 특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저항성 기반 스위칭 현상을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된

NiO 박막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40 nm와 190 nm NiO

박막에서 Pt금속을 하부전극으로, 상부전극으로는 Pt를 적

Fig. 9. (a) Impedance spectra as a function of Bias. NiO

(20 nm)/Al2O3(0.5 nm)/NiO(20 nm), (b) Enlargement of

Fig. 9 (a) near the origin.

Fig. 10. Impedance as a function of Bias (for NiO(20 nm)/

Al2O3(0.5 nm)/Al2O3(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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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MIM 구조로 구성되어 전류 제한치를 조절하여, Elect-

roforming, Set 현상 및 Reset 현상을 확인하였다. 전기적

특성 및 전자현미경 분석으로부터 NiO 박막의 스위칭 현

상은 NiO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함 등에 기인한 벌

크 현상으로 규명되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전

도 기구는 전도성 필라멘트 모델의 형성 및 파괴 메커니

즘 인 것으로 판단된다. Al2O3 극소 박막을 NiO 박막 내

부로 삽입된 나노 적층 구조의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가

진 제한 된 전류 제한치로 인해 Electroforming 현상만 확

인되었으며, Electroforming 이전 소자의 전류는 삽입된

Al2O3 박막이 두꺼워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극 및 Al2O3 박막의 추가적인 조절을 통해 나노 적층

구조로 스위칭 소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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