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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항 변화 메모리의 한 종류인 CBRAM(Conductive Bridge Random 

Access Memory)은 전압을 인가하였을 시 전극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 금속성의 전도성 필라멘트가 생성 및 성장하는 것을 

이용한 소자이다. 반복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 기존 CBRAM은 

절연체 안으로 양이온들이 Global injection 및 Over-injection 되어 

Multiple Filament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다수의 필라멘트들 

때문에 소자의 Reliability 및 Endurance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된 CBRAM 소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Planar 구조의 Active metal 위에 Cu-cone의 

구조체를 삽입함으로써 Cation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하여 반복 동작 

시 과도한 양이온이 절연체로 유입되어 Multiple Filament들의 형성 

및 소자 OFF 동작 시 저항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다수의 Cu-cone을 제작하는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CBRAM의 집적화를 통한 Application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번째, 최적화된 Cu-cone을 형성하기 위해서 COMSOL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전계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Cone 구조체의 모

양을 확인하였다. 새로 확보한 공정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 Variation

에 의해 균일하지 못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Cu-cone의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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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었으며 상부 크기가 100nm 수준의 균일한 Cu-cone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두번째, Cu-cone이 삽입된 나노 크기의 축소된 소자를 제작하였으

며 전기적인 특성 측정을 통해 기존 Planar 전극 구조인 

Conventional CBRAM과 비교를 하였다. FESEM과 STEM 분석을 통해 

두 소자의 구조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one 구조체로 

인해 나타나는 전계 집중 효과 때문에 Electroforming 조건을 낮은 

전압에서 확보할 수 있었으며 Cation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하는 동

시에 전계 집중 효과를 유발시켜 소자의 안정적인 Switching 동작을 

기반으로 Endurance 및 Retention 개선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저항 변화 메모리, 전도성 브릿지 메모리, 전계 집중 현상, 

콘 모양 구리 구조체, 다중 구리 콘, 균일성, 마스크리스 

패턴 시스템, 구리, 이산화 타이타늄      

학  번 : 2018-22116 

         마 성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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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휴대폰, 캠코더 등의 휴대용 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에서 최근에 

사용되어 지는 메모리는 비휘발성(Nonvolatile)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모리이다.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다. 현재 대표적인 

비휘발성 메모리는 Flash memory로서 최근 비휘발성 메모리가 갖추어야 

하는 특징인 High density & Speed, Low cost & power 등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Flash memory는 가까운 미래에 물리적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3D (Vertical) NAND Flash가 

개발되었지만 새로운 대안의 메모리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1].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저항 변화를 이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로는 Figure 1.1에서 보듯이 자기저항 메모리(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MRAM), 상 변화 메모리(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PCRAM) 등이 있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선택소자로서 

트랜지스터(Transistor)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4F2의 작은 단위 소자 

크기 (cell size)을 구현할 수 있으며 크로스바 어레이 (Crossbar array)로도 

적용 가능하여 수직 적층 구조를 만들어 매우 경제적인 메모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낸드플래시 (NAND flash) 메모리의 물리적인 축소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682&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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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M)가 고집적 저장 매체로서 주목받고 있다[2-4]. 

 

 

Figure 1.1. 메모리 소자의 분류와 차세대 메모리 소자의 종류 

 

 

앞서 언급한 RRAM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그 중 저항 Switching 동작의 

Random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Switching voltage 및 Compliance Current 

에서도 LRS(Low Resistance State)/HRS(High Resistance State) 저항 값의 

변동이 존재한다[5-6].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RRAM 소자의 Uniformity 

및 Endurance 특성이 열화 된다. 또한 고집적의 메모리 소자 구현을 

위해 Crossbar-array 제작 시 의도치 않는 Sneak current로 인해 Arra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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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접한 Cell간의 간섭으로 인해 Data 

retention 및 Power consumption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7].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증착 Layer에 추가적인 Treatment 

과정을 추가하거나[8-10], RRAM 소자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1-12]. 소자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Electrode에 Cone 모양의 구조체를 삽입하여 제한된 양이온 

Source를 메모리 소자에 적용함과 동시에 Cone 모양의 구조체로 인해 

국부적인 전계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스위칭 영역에서 Random 

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멀티 필라멘트(Multi-filaments) 형성을 

억제하고 싱글 필라멘트(Single-filament) 성장을 통해 소자의 Uniformity 

및 Reliability를 개선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3]. 또한 전계 집중 

효과(Electric field enhancement effect)로 인해 Forming voltage가 낮아져 동작 

전류 역시 줄어 들어 Low power operation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동작 특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집적 RRAM 메모리로서 

Field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Figure 1.2와 같이 무엇보다도 축소화를 

통해 집적화(Integr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보고된 Cone-based 

RRAM 메모리 소자의 경우 수십 um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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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고집적 CBA(Cross Bar Array)를 구조를 가진 RRAM 3D-Stack; 

(a) 수직적 구조 (b) 수평적 구조[14] 

 

본 논문에서는 Cone 구조체를 삽입한 CBRAM 소자를 RRAM 메모리 

Application을 위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Maskless Pattern 

System(Model DL-1000 HP) 및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소자 Size 

및 Cone 구조체의 축소화를 진행하였으며 Nano-scale의 Cu-cone RRAM 

소자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RRAM을 고집적 비휘발성 

메모리로서의 Application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Cu-cone 구조체의 축소화 공정 및 최적화된 Cone 모양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Cone 모양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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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Switching 특성 개선을 위해 최적화된 Cone 구조체를 Nano-

scale의 Ti/Pt/TiN/TiO2/Pt/Au stack의 CBRAM에 적용하는 Fabrication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제작한 CBRAM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종래의 Conventional CBRAM 과의 비교를 통해 Nano-scale의 Cone 

구조체를 적용한 CBRAM의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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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 1 RRAM의 기본 동작 원리 

 

RRAM은 물질의 저항 변화를 메모리 특성으로 이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Figure 2.1과 같이 두 개의 전극(Metal Electrode) 사이에 

절연체(Insulator)가 삽입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Metal 전극 사이의 

Insulator 물질은 TiO2, HfO2, TaO2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물질 

역시 Insulator 물질로 최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들다.   

 

 

  

 

Figure 2.1. RRAM의 Metal-Insulator-Metal(MIM)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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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아직까지 RRAM의 Conduction 및 Switching Mechanism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5-16]. Figure 2.2과 같이 Metal-

Insulator-Metal 구조의 셀은 초기에 High Resistance State에서 Electrode에 

임계 전압 이상을 가하게 되어 스위칭 동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Electroforming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저항 상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적어도 두개 이상의 저항 값을 갖는 

이유는 인가된 전압의 크기와 Filament 형태에 따라 Switching Layer의 

저항 값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Multi Resistance Level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Figure 2.3과 같이 두 가지 State로 나누며 전류가 잘 

통하는 저 저항 상태인 LRS(Low resistance state)와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는 고 저항 상태인 HRS(High resistance state) 로 표현할 수 있다. LRS와 

HRS는 Logic value ‘1’과 ‘0’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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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RRAM의 Pristine 상태에서 Electroforming 후 변화 

 

 

 

Figure 2.3. RRAM의 ON(LRS)/OFF(HRS)에 따른 필라멘트 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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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forming 후 Switching Layer는 High Resistance State에서 LRS로 

변하며 이때 소자의 Permanent breakdown을 피하기 위해 Compliance 

current를 제한한다. LSR에서 HRS로 변하기 위해서는 Electrode의 극성을 

LRS와 반대로 Electrode에 인가 하면 된다. LRS에서 HRS로의 Switching 

동작은 RESET이라고 하며 HRS에서 LRS로의 Switching 동작은 

SET이라고 한다.  

RRAM 소자의 동작에 따라 구분하면 Unipolar와 Bipolar로 나눌 수 

있다[17]. Figure 2.4에서 보듯이 Unipolar는 SET과 RESET 동작이 전압의 

Polarity에 상관없이 한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Bipolar는 SET과 

RESET 동작이 서로 다른 전압의 Polarity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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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인가되는 전압에 따른 RRAM 소자의 동작 특성 I-V Curve; 

(a) Bipolar (b) Unipola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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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Conductive Bridge Random Access Memory 

2. 2. 1 CBRAM의 기본 동작 원리 

 

RRAM의 MIM(Metal-Insulator-Metal) 구조에서 발생하는 동작 메커니즘 

중 산화 환원(redox)과 관련된 ECM(Electrochemical metallization) 방식 

기반의 저항변화 메모리를 CBRAM(Conductive bridge random access 

memory)이라고 한다. CBRAM의 구조는 양쪽 전극 역할을 하는 Active 

metal과 Inert metal 사이에 ion-conductor 역할을 하는 얇은 Solid 

electrolyte로 이루어져 있다. Active metal 물질로는 Ag, Cu or Ni 등이 

사용하며 inert metal로는 Pt, Ir, W or Au 등의 물질이 전극으로 사용된다.  

Figure 2.5의 ‘Case 1’에서와 같이 Active metal 전극에 (+) 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산화된 양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여 반대쪽 Inert metal 전극 

(-)과 전해질 계면에서 환원되어 금속성의 전도성 필라멘트가 생성 및 

성장하여 Switching on 되는 방식이다. ON 상태의 소자에 인가하던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바꾸면 금속성 필라멘트가 산화하여 Active 

metal과 전해질 계면에서 환원되는 방식으로 Switching off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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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고체 전해질(Solid electrolyte) 스위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개략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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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기존 CBRAM의 문제점 

 

CBRAM은 MIM(Metal-Insulator-Metal)이라는 Simple structure 및 Low 

power consumption 등의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로서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어 왔다[18-20]. CBRAM의 구조는 양쪽 전극 

역할을 하는 Active metal과 Inert metal 사이에 ion-conductor 역할을 하는 

얇은 Solid electrolyte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Active metal은 Anode으로 

Inert metal은 Cathode로 역할을 하게 된다. Anode에 Positive bias를 

인가하면 Active metal에서 산화(Oxidation) 반응이 일어나서 Cation이 

발생하고 Solid electrolyte에 주입된다. 주입된 Cation은 인가된 Bias에 

영향을 받아 Solid electrolyte를 거쳐 Cathode로 이동하게 된다. Cation들은 

Cathode에서 방출되는 Electron과 결합하여 Electrolyte와 Cathode 표면에서 

환원(Reduction)되어 Metal atom을 형성하게 되어 Anode 방향으로 

Conductive Filament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된 CF(Conductive Filament)가 

Anode와 연결되면 소자가 ON 상태(LRS)가 되며, Anode와 Cathode에 

반대 Bias를 인가하였을 시 연결된 CF(Conductive Filament)가 

Anode로부터 떨어져 OFF 상태(HRS)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CF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Filament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Electrolyte의 물질의 종류 및 Cation/Electron의 Mobility 그리고 그것들의 

Redox reaction rate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의 Parameter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21-22].  

하지만 기존의 Bulk electrode 구조인 Conventional CBRAM은 Anod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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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bias를 인가 했을 시 Electrode를 통해 무한한 Cation 공급 

Source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 ON/OFF 스위칭 시 Filament 형성에 

참여하는 Cation 외 추가적인 양의 Cation이 Electrolyte 층으로 Over-

injection 되어 소자의 OFF 저항을 낮추게 된다. 또한 Electrode에 Bias가 

인가되면 Switching area에 Electric field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Area 

전반에 비교적 동일하게 분포하게 된다. (Electric field에 대한 자세한 

전기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3장에서 소개하였다) 이로 인해 Figure 

2.6의 (b)과 같이 Switching area 내 하나 이상의 멀티 필라멘트가 

형성되어 CBRAM 소자의 동작 Uniformity 및 Reliability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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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Pt Tip을 사용하여 측정한 기존 CBRAM 소자의 CFAM 결과; 

(a) Reverse bias voltage of 1V (b) Forward bias voltage of 1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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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Cu-cone 구조체를 삽입한 CBRAM[13]  

 

Conventional CBRAM의 Reliability는 Filament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Bias가 인가되면 Active metal로부터 Oxidation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발생한 Cation들이 Electrolyte layer에 Global하게 Injection 되게 

된다. SET과 RESET 동작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Switching area 내 

Cation의 양은 Initial 대비 증가하게 되고 Electrolyte layer 내 Over-injection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얘기했다.  

Kim et al.은 Conventional CBRAM에서 나타나는 Cation의 Global injection 

및 Over-injection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Active metal 위에 Cone 모양의 

구조체를 삽입하여 Copper라는 제한된 Cation Source를 CBRAM 소자에 

적용하였다. 동시에 Cone 모양의 구조체로 인해 Local한 Area에 Electric 

Field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Switching Area에서 Random 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었던 멀티 CFs(Conductive Filaments) 형성을 억제하고 

싱글 Filament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RHRS Degradation을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소자의 Switching performance 및 Reliability 를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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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기존 CBRAM 문제점과 Cu-cone 삽입을 통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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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증착 물질의 특성 

2. 3. 1 구리 

 

Copper(Cu)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금속이다. 일반적으로 구리는 주로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청동(구리+주석), 황동(구리+아연), 백동(구리+니켈)과 

같은 합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전기를 전달하는 배선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상온(Room Temperature)에서 은(Sliver)에 이어 2번째로 

전기전도도(Conductivity)가 높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리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Silver와 Copper의 Conductivity는 각각 6.30x107 

S/m, 5.96x107 S/m이다, Table 2-1)  

구리는 주기율표상 11족에 해당하는 원소이며 원자 번호 29번, 원자 

기호는 ‘Cu’ 이다. 구리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d’ orbital 위에 전자 

하나를 가진 ‘s’ orbital을 가지고 있는 [Ar]3d10 4s1 전자배열을 가지고 있다. 

격자 구조의 경우 Figure 2.8와 같이 정사각형의 각 모서리 이외에 각 

면의 중심에 1개씩 원자가 들어있는 면심 입방 구조(Face centered cubic, 

FCC)이다. 면심 입방 구조의 성질은 물질이 잘 늘어나는 성질, 즉 

전연성이 좋으나 이 때문에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   

구리는 금속 가운데서도 연성(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과 

전성(두드렸을 때 얇게 펴지는 성질)이 우수하여 어떠한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변형이 쉽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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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을 시 인가되는 Bias에 의해 Electric filed가 형성된 상황에서 Cu 

ion이 쉽게 Migration 되어 문제를 유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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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주요 금속 물질의 저항과 전기전도도 

 

 

 

 

 

 

 

 

 

Figure 2.8. 면심 입방 구조(FCC)의 원자 모형과 격자 구조 

 

Material
Resistivity

ρ (Ω·m) at 20℃

Conductivity

σ (S/m) at 20℃

Silver 1.59x10-8 6.30x107

Copper 1.68x10-8 5.96x107

Gold 2.44x10-8 4.10x107

Aluminium 2.65x10-8 3.77x107

Tungsten 5.60x10-8 1.79x107

Nickel 6.99x10-8 1.43x107

Platinum 1.06x10-7 9.43x106

Titanium 4.20x10-7 2.38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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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1 열 증발 방식에 의한 구리 증착 

 

열 증발 증착(Thermal Evaporation Deposition)은 Figure 2.9에서 보듯이 

진공 상태의 Chamber 내에서 Target Material을 열로 가열하여 증발시키는 

원리를 사용한 Thin-film 증착 방식이다. Target Material에 열이 가해지면 

물질은 Chamber 내에서 증기(Vapor) 형태로 변하여 Chamber 상부의 

Substrate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Substrate와 증기 형태로 변한 

Material이 서로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Substrate Holder의 낮은 온도로 

인해 Vapor 형태의 물질이 Solid 형태로 변하면서 얇은 Film 형태로 

Substrate 표면에 증착 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증착 가능한 

물질들로는 Copper를 포함하여 Ti, Cr, Pt, Al, Ni, Au 등이 있다. 또한 S. 

Pereira 및 R. Sivakumar et al. 는 WO3, MoO3, NiO과 같은 물질들을 얇은 

박막 형태로 증착 하기 위해 Thermal evaporation deposition을 

이용하였다[27,28]. 

Thin-Film의 특성이 결정짓는 Parameter factor로는 Substrate 

Temperature가 있다. Substrate Temperature를 가변 함에 따라 증착 되는 

Thin-Film의 공극률(Porosity), 접착력(Adhesion),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및 결정화(Crystallinity)와 같은 특성을 결정 지을 수 있다. 

WO3의 경우 낮은 Substrate Temperature에서 비정질(Amorphous) 결정, 

높은 공극률, 부드러운 표면 특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0.74라는 우수한 

광학 밀도(Optical density) 및 61.8% (Wavelength 550nm 기준) 투과율 

변조(Transmittance modulation)를 얻을 수 있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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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증발 증착(Thermal evaporation deposition)의 장점은 증착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과 증착 중 Contamination에 비교적 Free 하다는 

점이다. Deposition rate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Heater의 Power이며 

Power Source로는 RF(Radio Frequency), E-beam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Step coverage가 나쁘며 Sputter 대비 Film composition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Figure 2. 9. 열 증발 증착 방식의 모식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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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이산화 타이타늄(TiO2) 

 

이산화 타이타늄(Titanium dioxide)는 타이타늄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 타이타늄(Ti)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이며 원소기호로는 TiO2 이다. 이산화 타이타늄은 산업 

전반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양전지, 광전자 

장치, 필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TiO2 가 가지고 있는 High-k (높은 

유전율) 특성을 활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Gate dielectric 물질로 

사용되거나 DRAM Capacitor의 유전막 물질로써 활용되고 있다[30].  

이산화 타이타늄의 기본 특성은 산소와 강하게 결합하려는 성질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이 없는 안정한 물질이다. 

이산화 타이타늄(TiO2)은 3가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 

구조에 따라 유전율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ure 2.10에서 보듯이 

보통의 Natural(Normal Pressure) 상태에서는 Rutile, Anatase, Brookite의 

3가지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High Pressure 상태에서는 Monoclinic 

baddeleyite, orthorhombic α-PbO2 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 Rutile, 

Anatase 결정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상을 이루고 있으며, 안정한 특성을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결정상을 가지고 

있는 Rutile과 Anatase는 Ti 원자 하나에 6개의 산소(Oxygen)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는 Octahedral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격자구조에 따른 

유전상수는 Rutile TiO2는 a축 ~90, c축은 ~170이며 Anatase TiO2는 ~45로 

알려져 있다[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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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0. 대표적인 TiO2 격자구조 (a) Rutile (b) Anatase (c) Brookit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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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cone 구조체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 

3. 1 실험 설계 

 

Conventional CBRAM과 본 연구에서의 Embedded Cu-cone CBRAM의 

가장 큰 차이는 Cu-cone의 유무에 있다. 앞서 2장 [2.3.3]에서 

언급하였듯이 Cu-cone 구조체의 역할은 전도성 Filament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ation Source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Cu-

cone의 모양으로 인한 전계 집중 효과(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로 

인해 Multi-Filament 형성을 억제하여 소자의 신뢰성(Reliability) 및 

Switching 특성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시 

Cu-cone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소자의 전체적인 전기적인 특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효과적인 소자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u-cone 모양의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실제 Cu-cone 공정에 앞서 Cone의 Size 및 

Height가 어떠한 조건일 때 효과적인 구조체 모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COMSOL Multiphysics Tool을 이용하여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Cu-cone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군으로는 Cu-cone이 

없는 Conventional CBRAM(Planar electrode structure)과 같이 진행하였다. 

최적의 Cone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변 Parameter로는 

Cone structure의 상부 반지름(Top radius), 하부 반지름(Bottom radius) 및 

Cone 높이(Height)이다. Simulation에 대한 자세한 조건과 결과는 [3.2]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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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one의 Fabrication 방법 측면에서는 2가지를 평가하였다. Figure 

3.1에서 보듯이 첫번째는 Cu를 먼저 증착 후 Photoresist를 Hard mask로 

이용하여 Wet etching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Cu deposition을 통해 형성하는 방법이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판으로 사용하는 SiO2 와 Copper간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Adhesion Layer로 TiN (Titanium Nitride)을 증착 하였다. 기본적인 소자의 

Stack 구성은 SiO2/TiN/Cu이며, 오직 최적화된 Cu-cone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구조로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Cu-cone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전계 집중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양을 가지는 Cone 제작 공정을 Set-up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확보된 Cu-cone을 실제 CBRAM 소자에 적용하여 기존 Conventional 

CBRAM 대비 전기적인 특성의 차이점을 확인하였으며, 4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Figure 3.1. Cu-cone 구조체 형성을 위한 2가지 Fabrication 방법; (a) PR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 (b) PR의 Image reverse 후 Cu 

deposition을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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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Mask Design 

  

실험에 앞서 Cu-cone 공정 평가를 위해 Layout editor를 이용하여 Mask 

Design(GDS File)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nm 수준의 미세 패턴을 

확보하기 위해서 Figure 3.2의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Maskless 

Patterning system 장비(Model DL-1000 HP)를 사용하였다. 광원은 Laser 

diode이며 Wave length는 405nm로 장점으로는 물리적인 Mask 제작이 

필요 없고 GDS File 만으로 최대 500nm의 미세 선 폭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Figure 3.2. Maskless Pattern System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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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한 Mask의 Size는 시료의 크기(2x2cm)를 고려하여 Figure 3.3에서 

와 같이 가로 1.5cm, 세로 1.5cm 크기를 가지는 정사각형(1.5 x 1.5cm)으로 

제작하였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Cu-cone을 형성하기 

위해서 2가지 Fabric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Fabrication에 따른 Cu-cone을 

형성하는 방법과 원리는 다르지만 Mask design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Hard mask로 사용하는 Photoresist의 패턴 

모양이나 Negative Photoresist를 이용해 Negative slope을 만들기 위한 Hole 

패턴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Hard mask와 Hole을 형성하기 위한 

Pattern 모양은 Circle type과 Square type으로 구분하여 각각 Design 하였다. 

Pattern의 크기는 Diameter 기준 0.5um에서부터 1.05um까지 0.5um 단위 

간격으로 Split 하였으며 향후 SEM 분석 시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Size별로 외각 테두리를 만들어 구분하였다. Mask design 관점에서 

두 공정의 차이점은 Negative slope을 가지고 있는 Hole 패턴 형성을 

목적으로 Cu deposition 방식을 이용하는 공정에는 2nd exposure(Flood 

exposure)용 Planar mask(1.6 x 1.6cm)를 추가되는 점이다. 

 

 

 

Table 3-1. Fabrication 방식에 따른 Mask design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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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Cu-cone 형성 실험을 위한 Mask design (GDS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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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E-Gun Evaporator를 이용한 구리 증착  

 

 Cone 구조체 물질로 Copper를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다른 금속들에 

비해 저렴한 Cost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온(Room 

Temperature)에서 은(Sliver)에 이어 2번째로 전기전도도(Conductivity, 

5.96x107 S/m)가 높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Evaporator 방식을 

사용하여 Copper를 증착 하였는데, Sputter 방식과 함께 대표적인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증착 방식 중 하나이다. Evaporator 장비는 

크게 저항열을 이용하는 Thermal Evaporation과 Electron Beam을 이용하는 

E-beam Evapo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고 

진공(High vacuum) 중에서 금속, 화합물 또는 합금을 가열하여 

증발시킴으로써 Evaporated된 입자들이 기판(Substrate)의 표면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진공 증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발 증차 

시 다른 분자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직진성을 가지고 기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Chamber 내부의 잔류 기체는 Evaporated Gas와 함께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여 물질의 순도 및 형태에 영향을 주며, 

Crucible로부터 증발된 재료의 직진을 방해하여 균일한 박막 형성에 

지장을 주게 된다.  

Thermal Evaporator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원리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Boat(Source 보관 용도) 자체 증발도 동시에 발생하여 

박막에 불순물이 증착 될 수 있으며, 두꺼운 막을 증착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W(텅스텐), Mo(몰리브덴) 등의 고 융점 금속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낮은 밀착 강도 등이 있다. E-beam Evaporator의 장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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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증착 속도가 빠르며 고 융점 재료의 증착이 가능한 점과 높은 밀착 

강도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속 전압(보통 10kV 이상)으로 인해 

X-ray 발생한다는 점과 Electron beam source 위에 원자의 농도가 크므로 

Discharge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3.4. E-gun Evaporator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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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vaporator 동작 원리; (a) Thermal Evaporator (b) E-beam 

Evaporator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는 앞서 얘기한 두가지 방식의 

Evaporator가 모두 사용 가능했으며 두 장비를 사용해서 증착 한 

Copper의 결정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XRD(X-Ray Diffraction)를 

측정하였다. Copper의 결정 방향을 확인하는 이유는 결정면에 따른 

Anisotropy한 Wet etching 특성을 이용하여 Cone 모양의 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Copper와 동일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Si)의 경우 Etch rate은 결정 방위(crystal orientation)에 

의존하며[34,35], (100) 및 (110) 배향 된 표면에서의 Etching 속도는 (111) 

배향 된 표면에서의 Etching 속도보다 각각 37배 및 68배인 것으로 

밝혀졌다[36]. (111) 배향 된 표면은 격자 간 간격이 좁아(Bond가 조밀함) 

(100) 혹은 (110) 배향 된 표면보다 Etching 속도가 느리다.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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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면이 (111) 배향면을 가지고 있고 측면이 (100) 혹은 (110) 배향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시 Anisotropy한 Wet etching 특성을 

이용한다면 상부가 좁고 하부 면적이 넓은 Cone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가지 방식의 Evaporator를 이용하여 Copper를 증착 한 

후 XRD를 통해 증착 표면의 결정 방위를 확인하였다. Copper의 

Thickness는 Thermal Evaporator은 300nm, E-Gun Evaporator는 500nm로 모두 

동일한 Cu Source(Pellet)를 사용하여 증착 하였다. XRD 분석 결과, Figure 

3.6 (a)에서와 같이 2 theta-intensity 그래프에서 두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증착 한 Copper에서 Intensity는 다르지만 동일한 2 theta 값에서 Peak가 

확인되었다. Peak가 발생한 2 theta 값을 확인한 결과, 회절 

각도(Diffraction angle)는 43.38 °, 50.62 °, 74.3 °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서 

Muhammad Raffi et al. 연구 결과에 따르면 Inert Gas Condensation 방식을 

통해 Copper nanoparticle들을 형성하여 XRD 분석을 통해 Diffractogram 

결과, Diffraction Peak는 각각 43.2 °, 50.3 ° 및 73.9 °의 회절 각도에서 이들 

샘플에서 관찰된 (111), (200) 및 (220)으로 색인된 특징적인 면심 입방 

구조(Face Centered Cubic) 구리 라인에 대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7]. 

결과를 바탕으로 증착 된 Copper의 결정 구조는 다결정(Poly-crystalline) 

가지고 있으며 (111) 배향면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Figure 3.6. XRD diffractogram of Copper; (a) Evaporator 방식에 따른 XRD 

결과 (b) Copper nanoparticles의 XRD 결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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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공정에 앞서 COMSOL Multiphysics 시뮬레이션 Tool을 이용하여 

CBRAM 소자에서 최적의 전계 집중 효과(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를 얻기 위한 Cu-cone structure를 평가하였다. Embedded Cone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 Conventional CBRAM의 구조인 Planar type의 Switching 

area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Switching Area의 Size는 가로(X) 1um, 

세로(Y) 1um, 높이(Z) 40nm (1um x 1um x 40nm)로 Figure 3.7 (a) 과 같은 

모양이다. 하부면(Bottom area)을 0V(Ground)로 고정 Voltage 값을 인가한 

후 상부면(Top area)을 0~2V로 가변 인가 하였을 시 Electric filed는 

Surface 전반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ectric field의 

최대 값은 4x107 V/m로 확인되었다. Figure 3.7 (b)에서 보듯이 Planar 

structure에서는 Bias 인가 시 Switching area에 골고루 분포되는 Electric 

field로 인해 Multiple filament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Condition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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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스위칭 영역이 1um2인 평판 전극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a) 전압 (b) 전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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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모양의 Structure에서 최적의 전계 집중 효과(Electric filed 

concentration effect)를 평가하기 위한 Modeling Parameter는 Figure 3.8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설정하였다. 3가지 Parameter는 Cone structure의 상부 

반지름((a), Upper radius), 하부 반지름((b), Lower radius) 및 Cone 높이(c), 

(Height)이다. 가로 1um, 세로 1um의 1um x 1um 크기의 정사각형 

Electrode(Switching area) 위에 Cone structure의 Size는 상부 반지름 200nm, 

하부 반지름 450nm, 높이 400nm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3.8. Cone 구조체 시뮬레이션을 위한 Modeling Parameter   

 



38 

초기 상부 반지름 Size 200nm(2.0x107 V/m)에서 100nm가 되었을 시 

Electric field는 1.69x107 V/m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부 반지름의 

Size가 작아질수록 Electric field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0nm까지 

Size가 감소되면 대략 8.0x107 V/m까지 Electric field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9에서 보듯이 Conventional CBRAM의 Switching area에 

골고루 Electric field가 분포하는 것과 다르게 강한 Electric field는 Cone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Cone 

structure의 상부 반지름 Size가 작아질수록 Electric field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Cone의 상부 반지름 Size가 Electric field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 거에 

비해 하부 반지름 Size는 Electric field와 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e의 하부 반지름 Size의 가변 Parameter 값은 150nm에서부터 

450nm까지 10nm 단위로 확인하였다. 하부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Electric 

field는 증가하였으며 100nm를 키웠을 시 대략 8.14x106 V/m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Cone의 높이는 상부 반지름 Size와 Electric field간의 경향과 

같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Electric field가 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높이의 가변 Parameter 값은 250nm부터 400nm까지 설정하였으며 최초 

기준 값인 400nm에서 100nm 정도 높이를 낮춘 300nm 수준에서 Cone을 

제작하였을 시 Electric field는 대략 8.87x106 V/m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Simulation 결과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Cu-Cone 제작을 

위해서는 상부는 면적은 좁게, 하부 면적은 넓게, 마지막으로 높이는 

낮추는 방향으로 Cone을 제작한다면 Bias 인가 시 Electric field에 의한 



39 

전계 집중 효과(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가지 Modeling Parameter 가운데 Cone 모양의 

최초 기준 값에서 100nm 증가/감소 측면에서 보았을 시 상부 

반지름(Upper radius, Top) > 높이(Height) > 하부 반지름(Lower radius, Bottom) 

순으로 Electric field에 더 Dominant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2. COMSOL Multiphysics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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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스위칭 영역이 1um2인 Cu-cone 전극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a) 상부 반지름 (b) 하부 반지름 (c) 높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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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Cone 구조체 모양의 전계 예측 결과; (a) 상부 반지름 (b) 

하부 반지름 (c)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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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Cu-cone 제작 결과 

3. 3. 1 Process Flow 

  

앞서 3.1.1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실험에서는 Cu-cone을 형성하기 

위해서 2가지 Fabric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번째는 Cu를 먼저 증착 

후 Photoresist를 Hard mask로 이용하여 Wet etching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Negative Photoresist의 Negative slope을 형성(Image reverse 방식)한 

후 Cu deposition을 통해 형성하는 방법이다. 

 

3. 3. 1-1 PR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 

  

우선 Figure 3.11에서 보듯이 실리콘 옥사이드(SiO2) 웨이퍼 위에 

Copper와 실리콘 옥사이드 기판 간의 Adhesion 개선을 위해 Radio 

Frequency(RF) Sputter(Model: SORONA 120)를 사용하여 TiN(Titanium Nitride) 

15nm를 증착 하였다. TiN 상부에 Copper 증착을 위해 E-Gun 

Evaporator(Model: SORONA 200)을 사용하였으며 증착 두께는 500nm로 

하였다. 증착된 Copper 상부에 Spin coating 장비를 이용하여 Photoresist를 

Coating한 후 Soft bake(90℃, 90초)를 진행한다. Soft bake를 통해 샘플의 

수분을 제거한 후에 Maskless patterning system을 이용하여 노광을 

진행하였다. 노광 조건은 Subpixel x4/Dose 80mJ로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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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esist는 Positive PR인 SS03A9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Subpixel은 원 

등의 곡선이 포함된 모양을 좀 더 부드럽게 노광하기 위한 Maskless 

장비의 기능이며 Dose는 파장이 405nm인 Laser diode의 노광 시 에너지를 

나타낸다. 노광이 끝난 후 빛에 노출된 부분의 원자간 결합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Hard bake(110℃, 90초)를 진행한다. PR의 Patterning을 

위해 Solvent 용액인 AZ300에 75초간 Development 과정을 거치면 빛에 

노출된 부분의 PR은 Solvent와 반응하여 사라져 Dot 모양의 PR Pattern이 

형성된다. Dot 모양의 PR Pattern은 최적화된 Cone 모양을 얻기 위한 

평가를 목적으로 0.5~1.05um로 크기를 Split 하였다.  

 

 

 

Figure 3.11. Process Flow; PR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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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Dot 모양의 PR Pattern이 Wet etch 시 Hard mask 역할을 하게 되며, 

Cu etchant는 옥살산암모늄((NH
4
)

2
C

2
O

4
) 이용하였으며 Etch time은 

25/30/35초 3가지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Etch가 끝난 후 남아 

있는 PR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Acetone) 처리를 하였다.   

 

 

3. 3. 1-2 PR의 Image reverse 후 증착을 통한 방법 

 

앞서 설명한 PR Hard mask를 이용한 공정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옥사이드(SiO2) 웨이퍼 위에 Copper와 실리콘 옥사이드 기판 간의 

Adhesion 개선을 위해 Radio Frequency(RF) Sputter(Model: SORONA 120)를 

사용하여 TiN(Titanium Nitride) 15nm를 증착 하였다. TiN 상부에 노광 

방법에 따라 Positive와 Negative Slope을 얻을 수 있는 AZ5214 

Photoresist를 Coating 하였다. 샘플에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Soft bake(95℃, 210초)를 진행하고 1st Exposure를 Subpixel x2/Dose 80mJ 

조건으로 Maskless pattern system으로 노광을 하였다. Hard bake(95℃, 150초) 

후 PR AZ5214를 Image reverse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2nd Exposure를 

진행하였다. Image reverse 방식이란 두 번의 노광(Exposure) 과정을 통해 

원하는 Pattern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AZ5214 PR의 경우 첫번째 노광 

후 Hard bake를 통해 빛에 노출된 영역이 PR의 화학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결합한다. 그 상태에서 두번째 빛에 노출되면 첫번째 

노출에서 이미 화학분자들이 결합한 영역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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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노광 시 빛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역이 처음으로 빛에 노출되어 

화학분자들의 결합이 깨지게 되고 Solvent에 반응하여 녹게 된다. 

Solvent는 H2O:AZ300 = 1:6 비율의 용액을 사용했으며 Development 

시간은 120초를 진행하였다.  

 

 

 

Figure 3.12. Process Flow; PR Image reverse 후 증착을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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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Hole Patten은 0.5~1.05um 크기로 Split 하였으며, Copper 증착을 

위해 E-Gun Evaporator(Model: SORONA 200)을 사용하였다. Copper 증착 

두께는 200/500nm로 하였다. 아세톤(Acetone)을 이용하여 남아 있는 

PR을 Lift-off 함으로써 Cone을 만들기 위한 구조체를 형성하였다. Cu-

cone의 크기를 더 작고 Cone의 Tip을 Sharp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Wet 

etch를 진행하였다. Etchant는 옥살산암모늄((NH
4
)

2
C

2
O

4
)을 H2O에 

희석시켜서 사용하였는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1] 

(NH4)2C2O4:H2O=1:1.5 / Etch time 10초, [조건2] (NH4)2C2O4:H2O=1:2.5 / Etch 

time 25초. 마지막으로 샘플에 남아있던 Residue를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Acetone) 용액을 사용하여 Clean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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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제작 결과  

3. 3. 2-1 PR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  

 

형성된 Photoresist Hard mask는 크기는 0.5~1.05um이며 Mask의 형태는 

Circle type으로 Design한 후 노광 과정을 거쳐 형성하였다. Figure 3.13은 

형성된 Hard mask 크기별로 측정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이다. 지름 0.5um 크기의 Pattern의 경우 PR 외경(Outer diameter)의 

경계가 균일하지 않으며 Mask design과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름 0.8um 이상의 PR은 외경과 내경(Inner diameter) 

모두 Circle 모양으로 형성되었으며 경계선 역시 Circle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외경과 내경이 생기는 이유는 Positive PR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Slope profile 때문에 PR의 상부와 하부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지기(외경보다 상대적으로 내경이 작게 형성) 때문이다. 노광 조건 

Subpixel x4 / Dose 80mJ에서 Pattern 크기 0.8um 이상(지름 기준)에서 

정상적인 Circle 모양의 PR Hard mask pattern을 확보 할 수 있었다.    

Figure 3.14는 두께 500nm의 Copper 상부에 크기 0.5~1.05um의 Circle 

모양 PR Hard mask를 형성하고 옥살산암모늄으로 Wet etch을 진행한 

결과이다. Etch time은 25/30/35초로 진행하였고 SEM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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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Photoresist Hard mask의 SEM 이미지; (a) 0.5um (b) 0.8um (c) 

0.9um 

 

Table 3-3은 PR Hard mask 크기별로 Wet etch 후 형성된 Cu-cone에 대한 

Dimension 측정 결과이다. 측정한 Cu-cone은 Multiple Cu-cone들 중에 

10개를 Random하게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값이며 3가지 Parameter(Top, 

Bottom, Height)를 측정하였다. Figure 3.14와 Table 3-3에서 보듯이 PR Hard 

mask 0.9um에서 Wet etch time 25초 진행했을 시 Cu-cone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작고 Tip 부분이 Sharp하게 형성된 Cu-cone의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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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lue는 Variation 고려하였을 시 Top 153~176nm, Bottom 

541~743nm, Height 357~366nm 로 확인되었다. PR Hard mask의 크기가 

작을수록 Etch time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PR Hard mask의 크기가 

클수록 Etch 후에도 Process uniformity가 확보되었다. Multiple Cu-cone의 

전체적인 Process uniformity는 좋지 못하였다. 이는 Cu-cone이 삽입된 

CBRAM을 활용하여 CBA(Cross Bas Array)를 제작할 시 Cell to Cell 

Uniformity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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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PR Hard mask 크기 별 Wet etch 후 SEM 이미지; (a) Etch time 

25s@0.9um (b) Etch time 25s@1.1um (c) Etch time 30s@0.9um (d) Etch time 

30s@1.1um (e) Etch time 35s@1.1um (f) Etch time 35s@1.4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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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PR Hard mask 크기 별 Wet etch 후 SEM Tilt 이미지; (a) Etch 

time 25s@0.9um (b) Etch time 25s@1.1um (c) Etch time 30s@0.9um (d) Etch 

time 30s@1.1um 

 

 

Table 3-3. PR Hard mask 크기 별 Wet etch 후 Dimension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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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2 PR의 Image reverse 후 증착을 통한 방법 

 

PR을 이용하여 Image reverse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Negative 

slope 형성 조건을 Set-up 해야만 했다. Table 3-4는 Hole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Maskless pattern system의 노광 조건의 Split 표이다. 조건 별 Hole 

profile을 확인하기 위해 FIB(Focused Ion Beam)를 이용하여 단면을 

확인하였다. Hole pattern 크기에 따라 3가지 노광 조건을 평가하였을 시 

Figure 3.16에서 확인하듯이 조건#3에서 Negative slope을 가지는 Hole 

pattern을 확보할 수 있었다. Mask pattern의 반지름 0.35um 이하에서는 

Pattern이 형성되지 않거나 Pattern의 Bottom profile이 Abnormal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상적인 Negative slope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Pattern 

크기가 0.45um이고 조건#3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노광 조건에 따라 

Development 후 PR Slope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4. Hole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노광 조건 Split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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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노광 조건에 따른 Hole patterning 결과(FIB)  

 

 

Hole 형성 후 Cu 증착을 통해 얻는 구조체는 Figure 3.17~18과 같다.  

Cu 증착 두께는 200/500nm으로 하였으며 증착 후 SEM Tilt 모드를 통해 

확인하였다. THK. 200nm의 경우는 Height가 낮아 Electric filed concentration 

effect에 효과적이지만 구조체의 Top을 Wet etch를 통해 Sharp하게 

만들기에는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 THK. 500nm의 경우 추가 

Wet etch를 통해 Height를 낮추면서 Top을 Sharp하게 만들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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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증착 방법을 통해 형성된 Cu 구조체(THK. 200nm); (a) 반지름 

0.35um (b) 반지름 0.375um (c) 반지름 0.4um (d) 반지름 0.42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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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증착 방법을 통해 형성된 Cu 구조체(THK. 500nm); (a) 반지름 

0.45um (b) 반지름 0.475um (c) 반지름 0.5um (d) 반지름 0.525um 

 

형성된 Cu 구조체에 추가 Wet etch을 진행한 결과는 Figure 3.19와 같다. 

Wet etch 조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가지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조건1] (NH4)2C2O4:H2O=1:1.5 @Etch time 10초, [조건2] 

(NH4)2C2O4:H2O=1:2.5 @Etch time 25초. 



57 

[조건1]과 [조건2]를 각각 적용한 결과는 Figure 3.19와 Figure 3.20과 

같다. Cu-cone의 전체적인 크기와 높이는 줄었으며 Top 영역은 증착 후 

구조체보다 Sharp한 모양을 얻을 수 있었다. Table 3-5는 Hole 크기 별 

조건에 따른 Cu 구조체 및 Cone의 Dimension 측정 결과이다. 측정한 Cu-

cone은 Random하게 10개를 선정하였으며 Top, Bottom, Height를 

확인하였다.  Hole 크기 0.45um를 [조건2]로 진행하였을 시 Cu-cone의 

Top은 130~132nm이며 Bottom은 441~446nm, 그리고 Height는 

402~403nm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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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조건1] Wet etch 후 Cu-cone SEM 이미지; (a) 반지름 0.45um (b) 

반지름 0.475um (c) 반지름 0.5um (d) 반지름 0.52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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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조건2] Wet etch 후 Cu-cone SEM 이미지; (a) 반지름 0.45um 

(b) 반지름 0.475um (c) 반지름 0.5um (d) 반지름 0.52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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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Process 조건 별 Cu-Cone의 Dimension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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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결론 

3장에서는 최적화된 Cu-cone을 형성하기 위해 크기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번째 방법인 Photoresist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은 

Process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형성된 Cu-cone의 Uniformity 

수준은 Cu-cone이 삽입된 CBRAM을 활용하여 CBA(Cross Bar Array)로 

Application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 방법인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Deposition을 적용하였을 시 Process는 

첫번째 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였지만 Cu-cone의 축소화를 통해 Tip의 

Sharping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Negative PR slope을 이용하여 CBA 제작 

시 필요한 Multiple Cu-cone들의 uniformity를 확보할 수 있었다. 

Multiple Cu-cone들의 Uniformity 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지름 0.45um 크기의 Mask를 기준으로 각 공정 조건에 대해 

Variation을 비교하였다. 10개의 Cu-cone을 Random하게 선정하여 Top, 

Bottom, Height를 측정한 후 중간 값(Median)을 구한다. 측정된 10개의 값 

중 최소값과 최대값이 중간 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Variation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Figure 3.21은 Mask 크기 0.45um 일 때 

Top/Bottom/Height 3가지 Parameter에 대해 공정 조건 별 Variation을 

나타낸다. ‘Method 1’은 Photoresist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을 

의미하고 ‘Method 2’는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Deposition 방법을 

의미한다. (a)~(e)는 각 Process 조건을 나타낸다. ‘Method 1’이 ‘Method 2’ 

대비 형성된 Cu-cone의 Uniformity가 나쁘며 그 중에서도 Top, Bottom이 

Height 대비 좋지 못하였다. ‘Method 2’ 대비 ‘Method 1’이 Top 20%, Bottom 

12%, Height 0.2% 수준의 Uniformity 개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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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Mask 크기 반지름 0.45um에서 Process 조건 별 Cu-cone 

Uniformity 비교; (a) 상부 (b) 하부 (c) 높이  



63 

4. Cu-cone이 삽입된 CBRAM 제작과 스위칭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4. 1 제작 결과 

4. 1. 1 Process Flow  

 

3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Cu-cone을 형성하는 방법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실제 Cu-cone 소자에 적용하였다. Figure 

4.1은 CBRAM의 제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리콘 옥사이드(SiO2) 

기판 위에 하부 전극(Ti/Pt/TiN)을 Sputter와 E-Gun evaporator를 이용하여 

증착 하였다. TiN은 Cu와 Pt간의 Adhesion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하부 전극을 증착 한 후 Photoresist(AZ5214)를 Coating 하고 Maskless 

pattern system을 이용하여 노광 하였다. 노광 조건은 Subpixel x2 / Dose 

80mJ으로 진행하였으며 노광 후 Development를 통해 Hole을 형성 하였다. 

E-Gun evaporator를 이용하여 Cu를 증착(THK. 500nm) 한 후 Lift-off 

과정을 통해 Cu-cone 구조체를 형성하였다. Cu etchant인 

옥살산암모늄((NH4)2C2O4)과 물(H2O)를 1:2.5 비율로 섞은 용액에 

25초동안 Etch를 진행하여 Cone 구조체를 작고 Sharp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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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u-cone이 삽입된 CBRAM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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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층을 증착 하기 전에 하부 전극 Contact을 위해 PR mask를 Patterning 

하였다. TiO2를 Sputter로 증착 후 Lift-off를 통해 PR mask를 제거한다. 

상부 전극을 Patterning 하기 위해 Photoresist(SS03A9)를 증착 하고 

Maskless pattern system으로 노광 하였다. Development 과정을 통해 

Patterning을 한 후 상부 전극 물질(Pt/Au)을 E-gun evaporator를 통해 증착 

하였다. 상부 전극 물질로 골드(Au)를 사용한 이유는 소자의 크기가 

축소하여 선 저항(Line resistance)이 문제가 발생하여 저항을 줄이고자 

전도도가 뛰어난 골드(Au)를 사용하였다. Table 4-1은 상부 전극 물질 

변경에 따른 저항비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PR Lift-

off를 통해 상부 전극을 형성하였다. 

 

 

 

Table 4-1. 상부 전극 물질 변경에 따른 Resistance ratio 변화 결과; (a) 

상부전극 Pt (b) 상부전극 Pt → Au로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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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제작한 CBRAM의 기본 구조 

 

Figure 4.2는 Process Flow에 따라 제작한 CBRAM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Cu-cone CBRAM과의 비교를 위해 Figure 4.2 (a)와 같이 

Conventional CBRAM을 제작하였으며 Figure 4.3은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를 사용하여 평면과 단면을 확인한 결과이다. CBRAM 소자의 

최소 선 폭은 2um이며 Cu-cone의 크기는 Top ~130nm, Bottom ~441nm, 

Height ~402nm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4.2. 제작한 CBRAM의 기본 구조 비교; (a) Conventional CBRAM 

(b) Cu-cone CB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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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제작한 CBRAM의 기본 구조; (a) Conventional CBRAM의 

FESEM 평면 이미지 (b) Conventional CBRAM의 STEM 단면 이미지 (c) 

Cu-cone CBRAM의 FESEM 평면 이미지 (d) Cu-cone CBRAM의 STEM 

단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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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CBRAM의 전기적 특성 측정 결과 

4. 2. 1 측정 조건 

 

CBRAM의 전기적 특성 측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첫번째는 기본적인 소자의 전기적 특성(Electroforming 조건 및 On/Off 

Switching 동작)을 확인하였으며 두번째는 CBRAM의 신뢰성(Reliability) 

개선 확인을 위해 DC 전압 Sweep mode를 이용하여 Switching Endurance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On(LRS)/Off(HRS)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Data의 Retention 특성 측정을 통해 메모리 소자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측정은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Hewlett Packard, 4155B)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하부 전극 

Ti/Pt/TiN에 Ground(0V)를 인가하고 상부 전극 Pt/Au에 원하는 DC 전압을 

인가하여 Test 한 후 측정 Data를 확보하였다. 또한 Endurance와 Retention 

측정 시 LRS와 HRS 상태에서의 전류/저항 값을 판독하기 위해 SET과 

RESET 후, 0.2V 판독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 값을 판독하였다.      

 

4. 2. 2 CBRAM의 기본적인 동작 특성 

 

Pristine 상태의 소자를 Switching 동작을 통해 LRS/HRS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Electroforming 과정이 필요하다. Electroforming은 전류의 

Path가 되는 초기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의 전압 

조건을 Forming condition이라고 한다. Figure 4.4는 Conventional CBR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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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one CBRAM의 Forming condition을 비교한 것이다. Conventional 

CBRAM과 Cu-cone CBRAM를 각각 5개씩 측정하였으며 상부 전극에 DC 

전압을 Sweep하여 진행하였다.  측정 Conventional CBRAM은 약 3V에서 

Forming이 일어나며 Cu-cone CBRAM은 약 1.5V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u-cone CBRAM에서 Forming voltage가 낮아지는 이유는 Cone 

모양의 하부 전극으로 인해 전계가 Cone의 Tip 끝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에서 Forming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4.5는 CBRAM의 대표적인 I-V Curve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Switching 동작은 Cu-cone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ECM(Electrochemical 

metallization) 방식 기반의 저항변화 메모리의 Mechanism과 관계가 있다. 

제작된 소자는 SET과 RESET 동작이 서로 다른 Polarity에서 발생하는 

Bipolar Switching 동작이며 Negative Bias에서 SET 동작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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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BRAM의 Electroforming condition 비교; (a) Conventional CBRAM 

(b) Cu-cone CB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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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대표적인 CBRAM의 I-V Curve와 Cu-cone CBRAM의 Switching 

Mechanism 모식도  

 

상부 전극(Pt)에 Negative Bias를 인가 시 하부 전극의 Cu는 산화되어 Cu+ 

양이온을 생성하게 되고 Negative Bias에 의해 공급되는 전자와 Inert 

Electrode와 전해질 경계에서 결합하게 된다. 전자와 결합한 양이온은 

환원되어 Cu 전도성 필라멘트를 형성 및 성장하게 된다. 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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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가 성장하게 되어 연결되면 소자는 LRS(On State) 상태가 되고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상부 전극에 Positive Bias가 인가되면 

환원된 Cu가 산화(Filament dissolution)되어 Cu+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고 

연결된 전도성 필라멘트는 끊어지게 된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상태는 

전류가 흐르기 쉽지 않은 상태, 즉 HRS(Off state) 상태가 되고 SET 

동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4. 2. 3. Endurance 특성 평가 결과 

 

메모리 소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Endurance이다. 제작한 소자가 동일한 Switching 특성을 가지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제품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Parameter라고 할 수 있다. Cu-cone CBRAM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DC Sweep mode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Switching 

동작을 평가하였다.  

Figure 4.6은 Conventional CBRAM과 Cu-cone CBRAM의 DC cycle 평가를 

통한 Endurance 측정 결과이다. Planar 구조를 가지고 있는 Conventional 

CBRAM의 경우 Switching 동작이 반복될수록 Unstable한 특성을 

보였으며 SET 동작 전압인 VSET과 RESET 동작 전압인 VRESET 이 

Switching 동작이 반복될 때 마다 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Figure 

4.7은 Cycle 횟수에 따른 LRS와 HRS 시 전류 값을 측정한 것인데 (a) 

Conventional CBRAM의 경우를 보면 전류 값(저항 수치)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번째 Cycle에서는 결국 HRS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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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LRS와 유사해져서 LRS 상태로 고정되는 SET stuck 현상까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면 구리층을 가지고  

 

 

Figure 4.6. DC cycle 평가를 통한 Endurance 측정 결과; (a) Conventional 

CBRAM (b) Cu-cone CB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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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DC cycle 횟수에 따른 LRS와 HRS의 전류 변화; (a) Conventional 

CBRAM (b) Cu-cone CB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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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onventional CBRAM은 전압 인가 시 전계의 고른 분포로 인해 

양이온의 Global injection을 유발하게 되고 Multiple Filament들이 형성된다. 

형성된 Multiple Filament들은 크기와 모양이 각자 다르며 SET과 RESET 

동작을 반복하면서 Switching 동작에 관여하는 필라멘트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ycle 횟수에 따라 VSET과 VRESET이 달라지고 

LRS와 HRS의 전류 값(저항)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Cu-cone CBRAM은 Switching 동작이 반복될수록 Stable한 특성을 

보였으며 SET 동작 전압인 VSET과 RESET 동작 전압인 VRESET 이 

Switching 동작이 반복될 때 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Conventional 

CBRAM과 달라 Cu-cone 전극 모양으로 인해 전계가 Cone의 Tip 끝에 

집중되어 Single Filament가 형성된다. 또한 Cu-cone을 통해 제한된 양을 

가지는 양이온을 가지게 되고 Local injection을 기반으로 Single Filament를 

형성하게 된다. Figure 4.6 (b)와 Figure 4.7 (b)에서와 같이 Single Filament에 

의해 Switching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VSET/VRESET과 LRS/HRS의 

전류(저항) 값이 비교적 일정하여 반복적인 Switching 동작에도 안정적인 

소자의 Endurance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510 번째 Cycle 후에도 

메모리 윈도우(Memory window)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LRS/HRS의 

전류(저항) 값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Conventional CBRAM과 Cu-cone CBRAM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Endurance 특성이 약 36배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u-cone 

삽입으로 인해 절대적인 양이온 감소와 전계 집중에 의한 효과로 개선된 

Endurance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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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Retention 특성 평가 결과 

 

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동안 보존할 수 있는 특성, 즉 

Retention 특성은 Endurance 특성과 함께 메모리 소자의 중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이다. 

Figure 4.8은 LRS/HRS 상태에서 Conventional CBRAM과 Cu-cone 

CBRAM의 시간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를 확인한 Retention 측정 

결과이다. 측정은 상온(Room temperature)에서 하였으며 소자에 전압 

인가를 통해 LRS/HRS 상태를 만들어 놓고 5초마다(Interval time) 전류 

값을 읽어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Read 전압은 

LRS/HRS 모두 0.2V에서 하였다. LRS와 HRS 모두에서 Conventional 

CBRAM 대비 Cu-cone CBRAM에서 개선된 Retention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ventional CBRAM의 경우 LRS와 HRS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 값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LRS의 경우 HRS 저항 값 수준으로 열화 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Cu-cone CBRAM의 경우는 약 104 초까지 LRS/HRS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Xiaoxin Xu et al.은 2015년에 발표문 

논문에서 필라멘트의 형태에 따라 CBRAM의 LRS의 Retention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농도 변화에 관한 법칙인 픽스의 제 

법칙(Fick’s first law)은 물질의 확산양은 농도 기울기에 비례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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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Retention 측정 결과; (a) LRS (b)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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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와 같이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J’가 금속의 Diffusion 

flux이며 ‘D’는 온도와 Activation energy에 의해 결정되는 Diffusion 

coefficient이다. 법칙에 의하면 절연체에 형성된 전도성 금속 필라멘트는 

Cu 농도차이로 인해 필라멘트 주변의 절연체로 확산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필라멘트의 형태를 Single과 Multiple로 나눠본다면 

절연체와 필라멘트가 서로 맞닿아 있는 면적인 Surface area ‘S’는 단일 

필라멘트보다 다중 필라멘트가 더 크며 확산으로 인해 손실되는 Cu 

금속 원자의 양은 Surface area에 비례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N’과 같다[38] 

  

 

Figure 4.9. 필라멘트 표면적에 따른 금속 원소의 확산; (a) 단일 필라멘트 

(b) 다중 필라멘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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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전계 분포로 인해 Conventional CBRAM은 Multiple Filaments가 

형성되고 Surface area가 넓은 이유 때문에 Filament로부터 확산되어 

손실되는 Cu 금속 원자의 양은 Single Filament 대비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반면 Cu-cone CBRAM은 전계 집중 효과로 인해 Single Filament가 

형성되고 Surface area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손실되는 Cu 금속 

원자의 양도 작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LRS 상태를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고 Retention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HRS의 경우도 

전극과 전극 사이의 연결은 끊겼지만 Cu 금속 원자의 손실로 인해 이미 

형성된 Filament 전류 통로(Path)가 점점 사라져 저항 값이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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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결론 

 

4장에서는 나노 크기의 Cu-cone이 삽입된 축소된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기존 Conventional CBRAM과의 전기적인 특성 

측정을 통해 Electroforming 조건 및 Endurance/Retention 개선을 

확인하였다. 삽입된 Cu-cone은 3장에서 소개한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Deposit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소자를 FESEM과 

STEM으로 확인하였다. 소자 제작 과정에서 하부 전극 뜯김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해결책을 찾아가며 나노 크기의 전극과 

Cu-cone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STEM을 통해 Cu-cone의 Tip 

끝부분의 모양이 Sharp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Tip 끝이 100nm 수준은 확보하였지만 전계 집중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Cu-cone 제작 공정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A(Cross Bar Array) 제작을 

위해서는 소자의 선 폭 축소를 통해 Switching area를 더 작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Maskless pattern system 보다 작은 선 폭을 

구현할 수 있는 E-beam 노광 장비를 이용하여 Cu-cone CBRAM을 활용한 

CBA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Conventional CBRAM과의 전기적 특성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Cu-cone CBRAM의 Pristine 상태에서 Electroforming 전압은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C Cycle 반복 측정을 통해 

일정한 VSET/VRESET 전압에서 안정적인 Switching 동작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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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약 36배 이상의 Endurance 특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LRS/HRS 상태에서 Data retention 측정을 통해 104초 이상 

저항 값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기존 대비 약 10배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Filament 형태에 따라 표면적에 비례하는 

손실되는 Cu 금속 원자 차이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전기적 측정 결과를 

통해 Cu-cone의 삽입으로 한 CBRAM 소자의 스위칭 특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82 

5. 결론 

 

본 연구는 절연체 내부에 전도성 필라멘트 형성을 통해 소자의 저항 

차이를 메모리 소자로 활용하는 CBRAM에서 축소된 소자를 제작하고 

나노 크기 Cu-cone 모양의 전극 구조체를 삽입하여 소자의 스위칭 특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기존 Planar 전극 구조인 Conventional CBRAM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하였다. 기존 Planar 구조의 Active metal 

위에 Cu-cone의 구조체를 삽입함으로써 Cation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하여 반복 동작 시 과도한 양이온이 절연체로 유입되어 다중의 

전도성 필라멘트의 형성 및 OFF 동작 시 저항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로 최적화된 Cu-cone을 형성하기 위해서 Photoresist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과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Cu Deposition 

방법 2가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단순한 Process 과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Photoresist Hard mask를 이용한 Wet etching 방법은 

모양이 일정하고 균일한 Multiple Cu-cone들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확인되었다. 앞서 말한 방법보다는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Cu Deposition 방법은 축소화를 통해 

Cu-cone의 100nm 크기 수준의 Tip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Cu-cone의 Top/Bottom/Height의 공정 Variation을 개선함으로써 균일한 

Multiple Cu-cone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Cu-cone의 상부를 전계 

집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뾰족하게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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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나노 크기의 Cu-cone이 삽입된 축소된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전기적인 특성 측정을 통해 기존 Conventional 

CBRAM과의 비교를 하였다. FESEM과 STEM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Profile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자의 스위칭 특성 평가를 통해 전계 

집중 효과로 인해 낮아진 Electroforming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Cu-

cone 구조체를 통해 필라멘트 형성에 중요한 절대적인 양이온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단일 필라멘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Switching 동작을 

기반으로 Endurance 및 Retention 개선을 확인하였다. 

기존 CBRAM에서 반복 Switching 동작 시 Cation의 Global injection과 

Over-injection으로 인해 Multi-Filament가 형성되면서 소자의 Reliability, 

Endurance 및 OFF 시 저항 값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Cu-cone 구조체의 Active metal을 형성함으로써 Cation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계 집중 효과를 유발시켜 소자의 

Switching 동작과 Reliability를 개선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Cone 구조체의 최적화된 공정 조건 확보 시 더욱 향상된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hotoresist의 Image reverse 후 Cu Deposition 방법이란 새로운 공정 기법 

확보를 통해 Cu-cone 구조체 및 소자의 축소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향후 

CBRAM의 집적화를 통한 Application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험의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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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BRAM (Conductive Bridge Random Access Memory), which is a type of 

resistance change memory, is a device that utilizes the generation and growth of 

metallic conductive filaments due to an oxidation/reduction reaction at an electrode 

when a voltage is applied. Due to the repetitive switching operation, cations are 

globally injected and over-injected into the insulator of the conventional CBRAM, 

thereby forming multiple filaments.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ilaments formed 

as described above, there is a problem of degrading the reliability and endurance 

characteristics of the device,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a method for improving the 

problem. 

In order to improve problems of CBRAM device, this study limits the absolute 

amount of cation by inserting a Cu-cone structure on the active metal of the planar 

structure. The purpose is to prevent the formation of multiple filaments and the 

reduction in resistance during the element ‘OFF’ operation. In addition, by securing 

a process for fabricating a large number of Cu-cones with the same shape, we tri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hrough integration of CBRAM. 

First, to form the optimized Cu-cone, we confirmed the shape of the Cone 

structure to maximize the 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 by using COMSOL 

simulation. Using the newly secured process method, uniformity of Cu-cone with a 

non-uniform size and shape due to process variation can be improved, and a large 

number of uniform Cu-cones with a top size of 100nm could be secured. 

Second, a reduced nanoscale device with Cu-cone is fabricated and it compared 

to conventional CBRAM with planar electrode structure by measuring electrical 

characteristics. FESEM and STEM analysis showed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evices. Also, due to the 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 caused by the 

cone structure, the electroforming condition could be secured at low voltage an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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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ime as limiting the absolute amount of cation, an 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 was induced, and a reliable switching characteristic of the device 

was obtained.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obtain the result that the endurance and 

retention characteristics of CBRAM were improved.  

 

Keywords : resistive switching random access memory, conductive bridge random 

access memory, electric field concentration effect, cone-shaped copper 

structure, multiple copper cones, uniformity, maskless pattern system, 

Cu,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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