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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공공을 이용한 V2O5 저항성 메모리의 전기적인 동작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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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화물반도체의 저항을 이용한 메모리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V2O5 를 산소가스를 이용하여 증착하고 

열처리를 하였다. 산소의 유량이 많을수록 산소공공의 형성을 위하여 높은 열처리온도가 필요하였으며, 산소공공은 

쇼키접합을 형성하면서 전기적인 특성이 저항성 메모리소자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V2O5 박막은 열

에 의한 이온화 반응에 의하여 산소공공이 형성되었으며, 전압 혹은 전류제어 가능한 저항성 메모리 소자를 위하여 

쇼키접합이 +전압과 –전압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며, 쇼키접합은  150도 혹은 200도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쇼키접합이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2O5 음이온인 산소공공은 역방향전압 혹은 순방향

전압인지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면서 쓰기/지우기 상태로 전기적인 동작이 이루어졌으며 저항성메모리로서 구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to be a resistive memory of V2O5 deposited by oxygen various gas flows and 
annealed, the hysteresis curves of V2O5 were analyzed. The good resistive memory was obtained from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V2O5 films with the Schottky contact as a result of electron-hole pair, and the oxygen vacancy 
generated from the annealing process contributes the high quality of Schottky contact and the formation of resistive 
memories. The balanced Schottky contacts owing to the oxygen vacancy effect as the result of an ionic reaction were 
formed at the V2O5 film annealed at 150℃ and 200,℃  and the balanced Schottky contact with negative to positive 
voltages enhanced the electrical operation with write/erase states according to the forward or reverse bias voltages for 
the resistive memory behavior due to the oxygen vac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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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산화물반도체의 쓰임이 다양해지면서 메모

리소자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1,2]. 반도

체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물론 비휘발성 (non 

volatile)의 특성을 가지면서 빠르고 용량이 큰 메모리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메모리를 

ReRAM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이 있는데 산

화물을 사용하여 저항을 변화시켜가면서 스위칭이 

일어나게 하는 메모리소자이다. 특히나 ReRAM은 

DRAM이나 NAND Flash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어지는 메모리소자이기도 하다. 빠른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전압이 끊어져도 정보가 유지되는 비

휘발성 특성과 저전압에서 동작한다는 특징은 매우 매

력적인 것으로 대량 고집적화에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비정질 IGZO는 ZnO 기

반의 산화물반도체로서 산소공공에 의한 전도성이 우

수하고 투명하고 휘어질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차세

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다. 산화물반도

체로는 결정성의 특성이 우수한 AZO, GZO, ZTO, 

SnO2, V2O5 등이 있으며, 비정질이면서도 우수한 전도

성물질을 가진 IGZO물질이 있다. 대부분의 산화물반

도체는 n형반도체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에 SnO2는 p형

반도체 특징을 갖는다. V2O5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민

감하여 스마트 윈도우에 쓰인다. 전도성이 우수한 산화

물 반도체를 메모리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IGZO를 

이용한 멀티 레벨 저장력을 가진 저항성 메모리장치 

(RRAM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는 네 개의 다

른 저항 상태가 전압펄스 또는 규정 전류(compliance 

current)에 의해 얻어지며, 프로그램/지우기 내구성 

(endurance)과 리텐션 (retention-저장한 정보를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간으로 측정)의 우수한 

특성은 멀티레벨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응용에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의 스케일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금속 산

화막에 기초한 저항성 메모리장치는 간단한 구조, 고집

적 가능성, 저전력 소비, 빠른 스위칭 등의 장점이 있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망한 소자 형태 중 하나이

다. 무결정 IGZO에 기초한 RRAM소자들은 매우 우수

한  저항 스위칭 특성을 보이고, TFT와 집적할 수 있어, 

매우 유망한 전자 재료로 간주된다. 메모리소자의 구성

은 +와 –전극판 사이에 유저체를 갖는 단순한 MIM 

(metal-semiconductor-metal) 구조이며, 전기적인 특성

이 오믹접합이거나 쇼키접합을 이루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물질의 접합특성은 산소공공의 이온화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산소공공이 전하로 활용되어 전도성

에 영향을 주므로 산소공공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조

건에 의해서 메모리소자에서 필라멘트효과를 유도하

게 된다[5-8]. 

본 연구에서 산화물반도체의 산소공공의 형성과 저

항성 메모리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V2O5 박막을 증

착하고 산소공공을 형성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였다. 

히스테리시스효과를 연구하여 계면특성에 따른 전도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V2O5를 사용한 저항성 메모리소

자의 제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Ⅱ. 소자 제작

n-type Si기판은 증착하기전에 SC1, SC2 클리닝과정

을 수행하였으며, V2O5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서 n-type 

Si기판 위에  rf 마크네트론 스퍼터링으로 V2O5 타겟을 

사용하고 반응가스로는 Ar은 5 sccm으로 고정시키고 

산소의 유량은 20 sccm과 25 sccm으로 변화시키면서 

70W 파워에서 10분간 증착하고 100도~250도까지 변

화시키면서 열처리를 진공 중에서 실시하였다. 초기진

공은  ~10-5 Torr이며, 증착시에 진공도는 ~10-2 Torr 이

다.  증착한 박막은 산소공공 발생을 다르게 하기 위하

여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전기적인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MIM(Metal- V2O5 -Si wafer) 구조의 

전극을 만들어 커패시터를 제작하였다. 전기적인 특성

은 I-V 곡선으로 얻었으며, 미시영역에서의 접합특성을 

조사하고 접합특성과 산소공공의 연관성 그리고 메모

리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V2O5 박막의 메모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 Ar:O2=5 sccm:20 sccm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증착

하고 열처리를 하여 히스테리시스특성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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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V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물 반도

체는 열처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소공공(O2-)이 케리

어로써 전하의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의 전도성에 기여

하기 때문에 케리어의  양이 많을수록 전도성이 높아지

게 된다. 

산소공공은 산소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생기는 산소

음이온이다. 따라서 이온화반응에 따라서 전하 케리어

의 양이 결정된다. 산화물 반도체에서 이온화 반응은 

Fig. 1 I-V characteristics of V2O5 ReRAM with mixde gases of Ar:O2=5 sccm:20 sccm, (a) RT, (b) 100 oC, (c) 150 oC,
(d) 200 oC, (e) 250 oC. 

Fig. 2 I-V characteristics of V2O5 ReRAM with mixde gases of Ar:O2=5 sccm:25 sccm, (a) RT, (b) 100 oC, (c) 150 oC,
(d) 200 oC, (e) 2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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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가 산

소공공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V2O5 박막공정에서 산소가스를 20 sccm을 사용한 

경우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100도 이상에서  열처리를 

하는 경우 I-V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온화 반응이 100도 이상에서 일어나

고 있고 산소공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1(c)는 이러한 산소음이온인 산소공공의 형

성은  150도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스위칭특성은 양의 전압에서 우수하다. 

그림 2는 V2O5를 증착하기 위해서 산소를 25 sccm을 

사용한 경우이다. I-V곡선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200

도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소의 유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온화하기 위한 반응온도도 높은 온도를 필요

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소가 많을수록 음의 

전압에서 스위칭 특성이 우수해지는 것은 음전하인 산

소공공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케

리어들이 많아서 전도성이 좋아지며, 또한 음의 방향에

서 스위칭 특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Switching and hysteresis of I-V characteristics of 
V2O5 memory of IDS-VDS curve of IsGZO/SiOC TFTs. 

그림 3은 V2O5  메모리의 I-V 특성에 대한 히스테리

시스곡선과 스위칭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메모리 소자

의 측정에서는 +, -극 모두의 주기적인 전압 또는 전류

에 의해 구동될 때, I-V 평면에서 볼 수 있는 히스테리

시스곡선이 되며, 가해준 전류량과 전류 방향에 따라 

저항 값의 스위칭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인 필라멘트의 생성과 소멸을 이용해 메로

리의 write, erase 특성을 나타내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이다. 양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활성층인 V2O5 층에서 

필라멘트를 형성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며(write), 이때 

낮은 저항 상태인LSR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음의 

전압을 인가하여 필라멘트가 소멸하면 저항이 높아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며(erase), 이때를 HRS라

고 한다. V2O5 박막을 증착하여 –4V ~ +4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의 히스테리시스를 보임으로써 저항기반

의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처음 0~4 V 

에서는 HRS 상태를 보이다가 역방향바이어스에서 

2.5V 근처에서 LSR상태로 변하며, 전류 수준이 높아진

다. 이는 소자의 메모리 특성이 “write”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후 소자의 상태는 음전압이 –4V까지 유

지되면서 HRS 로 변하게 된다. 이는 소자의 메모리 특

성이 “erase”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류량과 방향이 따른 소자의 전류 히스테리시

스와 write, erase가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저항 기반

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a)                               (b)

Fig. 4 Switching process of V2O5 resistive memory, (a) 
high resistance state, (b) low resistance state.  

그림 4(a)는 역방향바이어스를 걸어주면  V2O5 층의 

산소공공이 트랩으로 작용하여 전도성 전자의 이동을 

막음으로 필라멘트의 파열로 인해 HRS (high resistance 

state)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순방향의 

바이어스가 걸리면 그림 4(b)에서와 같이 V2O5 층의 

산소공공이 필라멘트를 형성하여 LSR (low resistance 

state)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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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산소공공이 많이 형성되는 V2O5 박막의 전

기적인 접촉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5(a)는  20sccm의 산

소를 이용하여 150도에서 열처리한 경우 산소공공이 

많은 시료에서 쇼키접합이 잘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나머지 시료들에서는 쇼키접합을 형성하는데 균

형이 잡히지 않았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여준

다. 그림 5(b)에서 엮시 산소 25 sccm에서 증착하고 200

도에서 열처리를 한 시료를 제외하고는 전기적인 접합

특성이 균형 있는 쇼키접합을 이루고 있지 않다. 쇼키

접합이 이루어지려면 전자홀 쌍의 이온화반응이 이루

어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산소공공의 형성과 쇼키접합

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림 5의 결과로부터 우수한 특성의 쇼키접합이 이

루어지는 V2O5 박막에서 히스테리시스특성도 잘 나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2O5 박막은 열처리 온도에 따

라서 전기적인 상태가 많이 변하였으며, 열처리를 통하

여 산소공공이 형성됨으로써 소자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

른 전류 히스테리시스를 통하여 스퍼터를 이용하여 증

착된 V2O5 박막이 저항성 스위칭 메모리의 비휘발성 특

성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스퍼터링을 이용한 V2O5 박막을 증착하여 열처리를 

하여 저항성 메모리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V2O5  

타겟을 사용하고 아르곤와 산소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증착하기 위해 아르곤은 5 sccm을 고정하고 산소의 유

량을 변화시켜가면서 증착하고 열처리 온도도 100도, 

150도, 200도와 250도에서 변화하면서 제작하였다. 산

화물반도체의 특성상 산소공공이 전도성에 미치는 효

과가 크며, 산소공공이 많이 발생하는 V2O5 박막에서 

메모리소자에 유리한 히스테리시스특성이 크게 나타났

다. 전류-전압의 히스테리시스특성은  산소유량과 열처

리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저항성 메모리소

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공공의 형성을 위해서 

열처리를 150도 혹은 200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소공공은 열처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열처리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저항 기반의 비휘발성 메모리특성을 얻을 

수 있었던 박막은 산소가 20 sccm인 경우 150도 열처리

된 박막과 산소가 25 sccm인 경우 200도에서 열처리한 

V2O5 박막이었다. V2O5 박막에 존재하는 산소공공이 

순방향 바이어스 때와 역방향 바이어스인 경우에서 필

라멘트를 형성하는 작용이 분극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

용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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