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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향후 기존의 메모리들의 스케일링에 있어 한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자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RRAM) 또는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PRAM) 과 같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메모리들은 교차 배열 구조를 통해 소자의 밀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차 배열 구조상
선택된 소자의 인접한 소자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메모리 소자에 정류 특성을 갖는 선택
소자를 직렬 연결하여 누설 전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
소자에는 transistor, diode,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소자, metalinsulator-transition (MIT) 소자, 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or (MIEC) 와
같이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이종호 박사와
박지운 박사가 보고한 OTS 소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두 소자
모두 matrix 내에 Te 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TS
거동이 잘 일어났기에 박막에서 Te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Oxide matrix 가 아닌, 다른 matrix 에도 적용해 보고자
Silicon nitride matrix 에 Te 을 doping 한 Te:SiN 박막을 제작하여 TS
거동을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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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iN 박막을 magnetron sputtering 으로 증착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TS 거동이 확보되었는데 이는
전계를 가해주면 Te cluster 사이로 비정질 Te filament 가 형성이 됨에
따라 TS 거동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실험 진행 중에
본래 oxide matrix 가 아닌 silicon nitride matrix 에서도 TS 거동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TS 거동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다. 이 안정적인 TS 거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Nitrogen 인데, 이 Nitrogen 이 Si 과 결합하면서 Te 의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고 비정질 상태로 존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TS
거동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TS 거동에서 Forming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Te 이 군데군데 비정질 상태로 분포되어 존재하고 있고,
이 Te 들이 모여 filament 로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주요어: 선택 소자, Te-Si-N, Ovonic Threshold Switching
학번: 2016-20838
최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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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개요 및 목표
Phase change memory(PCM)은 비휘발성 메모리가 요구하고 있는
빠른 작동 속도를 특성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PCM 은 기존 flash
memory 들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의 잠재적인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러한 PCM 의 작동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PCM 구조들이 개발이 되어 적은 비용에 높은 집적도를 가지는
메모리 제작에 기여하게 되었다.
최근, 많은 PCM 구조 중에서 stackable cross-point PCM 소자에서
칼코제나이드 물질이 가지는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selector 가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각각의 메모리 bit 라인이 비정질 칼코제나이드 물질로 이루어진
OTS selector 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OTS
소자는 적절한 voltage pulse 에 인접한 메모리 소자가 전기적으로
switch on 될 수 있도록 스위치 작용을 한다. 또한, 스위치가 켜지게
하는 임계 전압 이하에서는 OTS selector 가 off 상태가 되는데, 이런
성질을 가지는 OTS selector 가 모든 bit line 의 메모리 소자에
결합되어 선택된 메모리 소자에 인접해있는 메모리 소자에 의해
작동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9

현재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및 NAND flash 소자
기술의 문제점은 소자 구조가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향후 미세화를
지속할 때 축적 전하를 늘리고 메모리 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들은 20 nm, 15 nm, 12 nm 세대로
DRAM 을 미세화 될수록 점점 심화될 것이다. NAND flash 의 경우
메모리 셀에 높은 전계가 가해지는 문제 때문에 셀의 축소와
게이트

절연막의

박막화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미세화 공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소자 구조와 작동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NAND flash 의 CMOS 스케일링의 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유망한 차세대 메모리가 잠재적인 후보로 조명받고
있다. [1] Fig. 1.1 에 주요 차세대 비 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NVM)의 분류되어 있다. RRAM, PRAM 과 같은 차세대
NVM 은 두 개의 말단을 가지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차
배열 구조에 적합하다. Fig. 1.1 에서 볼 수 있듯이 교차 배열 설계로
4F2 의 소자 범위를 달성할 수 있다. 교차 배열의 다중 층 구성을
통해 3D 로 적층할 수 있는 메모리 구조는 스케일링에 큰 장점을
가져다

준다.

스케일링,

소자

밀도,

비용,

교차

배열

등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소자 선택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Fig. 1.2 를
보면 두 개의 전극 라인 사이의 소자가 가해진 전압의 차에 의해
선택될 때 같은 전극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저 저항 상태 (Low
10

Resistance State, LRS) 에 있는 소자들이 누설 전류 (sneak current) 의
통로로써 작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문제점은 정류 특성을 갖는
선택 소자를 도입하여 메모리 셀과 직렬 연결하여 방지할 수 있다.
Crosspoint array 소자는 동작 시에 각각 하나의 상부와 하부
와이어가 select 되면 그 두 와이어의 교차점에 위치한 소자에
program/erase 동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select 된 와이어 상에
함께 존재하는 half-select 된 메모리 소자도 전압의 영향을 받아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서 소자의 동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좀
더 개선된 ReRAM 개발을 위해서 crosspoint array 소자 동작을
저해하는 누설 전류 억제에 필수적인 selector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Selector 는 비선형적인 Current-Voltage 특성을 가지고 있어
ReRAM 의 저전압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누설 전류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연구되어 온 OTS 소자에서는 비정질 Te filament 가 TS
거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박막이 Te 과 matrix 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이러한 TS 거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Te:SiN 박막 기반의 selector 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후, 이 박막의 물성과 전기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OTS
선택 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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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emory taxonomy with two-terminal emerging memory devices
highlighted. Inset shows a crossbar array layout with 4F2 device footpri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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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hematics of the crossbar array of memory a) with selection device
(switch element in this Figure) for the prevention of sneak current and b)
without selection device. c) Leakage current path formed by the memory with
low resistance state shared selected metal line and prevention of sneak current
using diode as selection devices. d) Serial connection of NiO as memory and
VO2 as selection devi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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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 1. 선택 소자
2. 1. 1. 필요성
차세대 메모리 중 저항 변화 메모리 (RRAM 또는 PRAM)는
소자 크기가 4F2 로 기존 DRAM 또는 NAND flash 메모리에 비해
작기 때문에 교차 배열 구조를 통해 소자를 3 차원으로 적층하여
소자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교차 배열 구조에서 메모리
소자의 특성 상 누설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접 소자에 의해
잘못된 읽기 동작 또는 쓰기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선택된
소자를 제외한 다른 소자의 누설 전류를 방지하여 성공적인 읽기
동작과 쓰기 동작을 위해 선택 소자가 필수적이다. 선택 소자는
메모리 소자와 직렬 연결되어 Fig 2.1 과 같이 SET 상태의 메모리
소자에서 낮은 전압일 때의 전류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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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V characteristics of selection device (blue line), memory (green
line) and serial connection of selection device and memory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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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요구 조건
선택 소자의 연구 단계에서 만족시켜야 할 소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ON 전류 밀도는 PRAM 을 위해 대략 수 십
MA/㎝ 2 가 요구 되고, RRAM 의 경우 수 MA/㎝ 2 가 요구된다. 또한
OFF state 의 누설 전류는 ON/OFF 전류 비율이 106 이상이 될 정도로
낮아야 하며, large array 에서 half-select 된 셀을 맞추기 위한 낮은
넓은 전압 영역의 OFF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읽고 쓰기
작동에서 failure 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다.
(Threshold Selector with high selectivity and Steep Slope for Cross-Point
Memory Array) 양극성 (bipolar) RRAM 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 소자
역시 양극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 차원 적층 공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400 ℃ 이하의 공정으로 소자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1. 3. 분류
다양한 종류의 선택 소자들이 보고 되고 있다.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MOSFET) [4], bipolar junction transistor
(BJT) [5], PN junction diode, Schottky diode [6], metal-insulator transition
(MIT) switch [7], Ovonic threshold switch (OTS) [8], 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or (MIEC) [9] 등이 보고 되었다. MOSFET 의 경우 요구 되는
전류는 MOSFET 의 폭을 결정한다. PRAM 의 RESET 전류는 앞서
16

언급했듯이 매우 크기 때문에 PRAM 을 위한 MOSFET 선택 소자의
폭도

역시

매우

커져야

한다.

따라서

메모리

배열의

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밀도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diode, MIT switch,
OTS, MIEC 소자의 연구가 필요하다.
J. H. Oh et al. 은 5.5 F2 PN junction diode 를 사용여 90 ㎚ diode 기술을
기반으로 한 512Mb PRAM 를 발표하였다. [10] 순방향 전류는 1.8
V 에서 1.8 ㎃ (~28 MA/㎝ 2) 이고, 반대로 역방향 전류는 -2 V 에서
10-11 A 로 나타났다. S. Kim et al. 은 PH3 로 도핑한 n-Ge nanowire 와 pSi 의 junction diode 를 보고 하였다. [11] 접촉 크기는 40 ㎚이고 SET 과
RESET 전류는 각각 173 과 45.5 ㎂이었다. 이를 ON 전류 밀도로
환산하면 대략 0.1 MA/㎝ 2 이다. ON/OFF 비율은 100 이다. G. Tallarida
et al. 은 104 A/㎝

2

의 ON 전류 밀도를 갖고, 정류 비율이 108 인

Ag/ZnO Schottky diode 를 보고 하였다. [12] Diode 는 양극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RRAM 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etal-insulator transition (MIT) 는 전기적인 효과에 의한 저항 변화
메커니즘을 이용한 선택 소자이다. MIT 는 휘발성 스위칭 (volatile
switching, 또는 threshold switching)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MIT 가 선택 소자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잘 알려진 MIT 물질
중의 하나는 바나듐 산화물 (VOx) 이다. M. Son et al. 은 VO2 박막을

17

이용한 MIT 소자를 보고 하였다. [7] ON 전류 밀도는 0.4 V 의
전압에서 106 A/㎝

2

을 보여주고 ON/OFF 비율은 50k 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Ovonic threshold 스위칭은 비정질 chalcogenide 에 전압을 가했을 때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고

저항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장 널리 받아 드려지는 threshold 스위칭의 메커니즘은 D.
Adler 의 모델로, 전기적 케리어의 생성 (전계와 케리어 밀도의 함수)
과 재결합 (Shockley Reed Hall 메커니즘, SRH) 간의 경쟁에 기반된다.
J. H. Lee et al. 은 Ge2Sb2Te5 (GST) chalcogenide 물질에서 Ge 과 Sb 을
각각 결합 에너지가 더 큰 물질인 Si 과 As 로 대체하여 chalcogenide
물질의 비정질상을 안정화 시킨 Si-As-Te OTS 선택 소자를 제작을
보고 하였다. [8] Si22As39Te39 조성을 갖는 박막과 단극성의 TiO2
RRAM 을 직렬 연결하고 I-V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선택 소자로
인해서 RRAM 이 SET 일 때 전류가 1.32 ㎃에서 26.9 ㎂ (0.5 V) 로
약 120 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opalakrishinan et al. 은 구리 (Cu) 가 포함된 MIEC 를
선택 소자로써 사용한 교차 배열 메모리를 발표했다. [13] ON 전류
밀도는 1.6 V 에서 15 MA/㎝ 2, ON/OFF 비율은 107 로 좋은 특성을
보였다. 그 외의 여러 예들이 Table 2. 1. 1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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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Summary of the reported selection devices for crossbar array.

Type

Voltage

ON current

ON/OFF

range

density

ratio

Poly-Si

± 2V

8 MA/cm2

8×104

[14]

Epitaxial Si

± 1.8 V

28 MA/cm2

108

[10]

p-CuOx/n-InZnOx

± 2V

3×104 A/cm2

3×104

[15]

p-NiOx/n-TiO2

± 3V

20 A/cm2

104

[16]

± 4V

0.1~1 MA/cm2

50

[11]

Ag/ZnO/TiAu

± 2V

104 A/cm2

108

[12]

Ni/TiOx/Ni

± 4V

0.1 MA/cm2

50

[17]

TaN/SiNx/TaN

± 2V

0.1 MA/cm2

150

[18]

Pt/VO2/Pt

- 0.4 V/0.6 V

400 A/cm2

103

[19]

Chalcogenide

N/A

N/A

106

[20]

Si-As-Te

± 2V

100 A/cm2

N/A

[8]

1.6 V

15 MA/cm2

107

[13]

Materials

Ref.

PN
junction
diode

n-Ge nanowire/
p-Si

Schottky
diode

MIT

OTS

MIEC

Cu-containing
M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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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OTS mechanism
2. 2. 1. Threshold switching mechanism of chalcogenide glasses
Threshold switching mechanism 을 이해하는 것은, 비정질 반도체의
작동 원리와 band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칼코제나이드 물질에서의 TS
거동의 이론적인 분석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화학적으로 도움을 받은 hopping transport, 두번째는 높은
전계에서의 carrier 들의 에너지 상승, 마지막으로 전자와 phonon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energy-relaxation 현상이다. 각각의 모델은
칼코제나이드 물질에서 소자의 두께, 온도, 그리고 energy gap 에
따른 subthreshold 와 switching 특성 변화를 설명한다.
칼코제나이드 물질에서의 Threshold switching 은 NDR 거동과 함께
갑작스럽게 전도성이 증가하여 voltage snap back 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전류의 불안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thermally
assisted

hopping

mechanism

에서

높은

전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2.2 (a)는 칼코제나이드
물질의 mobility gap 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데, mobility 의 가장자리는
각각 𝐸𝐶′ , 𝐸𝑉′ 로 두고 midgap 에 Fermi level 𝐸𝐹0 가 고정되어 있다. 높은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전기장에 의해 캐리어들이 에너지를 얻게
되어 fig. 2.2 (b)에서 묘사된 것처럼 비평형 캐리어들이 비정질
20

반도체

내에서

분포되어

자리잡게

된다.

단순하게

전자들의

움직임만 고려했을 때, z 지점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자가 차있을 확률이 1/2 인 에너지 레벨, 즉 quasi-Fermi
에너지 𝐸𝐹 와 𝐸𝐹0 사이의 차이에서부터 얻어진다.
전기장이

𝐸𝐹 까지 상승하게 되면, 비탄성적인 scattering 과정이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의 효과는 일차 에너지 완화
시간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다음 식을 보면,
𝑑𝐸𝐹
𝐸𝐹 − 𝐸𝐹0
|=−
𝑑𝑡
𝜏𝑟𝑒𝑙
에너지 완화 시간 𝜏𝑟𝑒𝑙 은 국부적인 state 에서의 electron-phonon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2.1.1 (b) 그림에서 Z 와 z+dz 사이의
간격에서 에너지가 얻어지고 완화되는 것은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𝐸𝐹 − 𝐸{𝐹0}
𝐽(𝑧)𝐸𝐹 (𝑧) 𝐽(𝑧 + 𝑑𝑧)𝐸𝐹 (𝑧 + 𝑑𝑧)
−
+ 𝐽(𝑧)𝐹(𝑧)𝑑𝑧 −
𝑛 𝑇 (𝑧)𝑑𝑧 = 0
𝑞
𝑞
𝜏𝑟𝑒𝑙
위의 식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term 은 각각 단위 전하량 q 로
나뉘어진 J 와 평균 axcess 에너지인 𝐸𝐹 의 곱, z 와 z+dz 사이에서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 량을 나타내고 그 단위는 [J cm2 s-1]이다.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 term 은 에너지 gain 과 loss 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term 들은 tapped 된 전자들 𝑛 𝑇 의 농도에서 비롯된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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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trapped 된 전자들의 농도는 state 의
밀도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𝑛 𝑇 = 𝑁𝑇

𝑘𝑇
𝐸′𝐶 − 𝐸𝐹0

이 때, trap 의 분포 𝑁𝑇 는 에너지적으로 일정하고, 에너지 범위가
kT 인 상태에서의 trap 들만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Maxwell-Boltzmann 분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들을
적분한 것과 같다. 위의 식에서 J 는 [J(z)=J(z+dz)] 상태의 연속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이고, 따라서 위 식은 아래의 식처럼 보다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𝑑𝐸𝐹
𝑞𝑛 𝑇 𝐸𝐹 − 𝐸𝐹0
= qF −
𝑑𝑧
𝐽
𝜏𝑟𝑒𝑙
오른쪽 항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term 은 각각 energy gain 과 loss 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가해진

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activation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trap 된 carrier 들에 의해서
전도도가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oole-Frenkel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sub-threshold I-V 특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𝑧

𝑞𝑉 ∆𝑧

I = 2qA𝑁𝑇,𝑡𝑜𝑡 𝜏 𝑒 −(𝐸𝐶 −𝐸𝐹 )/𝑘𝑇 sinh( 𝑘𝑇𝑎 2𝑢 )
0

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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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𝑁𝑇,𝑡𝑜𝑡 은 페르미 레벨 위의 갭에서 trap 분포의 적분
값이고, ∆z 는 두 트랩 사이의 평균 거리이며, 𝜏0 는 trap 된 전자의
벗어나려는 고유한 시간을 의미하며 A 는 소자의 영역, 𝑢𝑎 는 비정질
칼코제나이드의

두께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서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모델 값은 fig. 2.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V 특성과 온도
의존성에서 아주 잘 매치가 되었다.
Threshold

voltage(VT)보다

높은

전압이

소자에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TS 가 일어나게 된다. TS 의 물리적인 원리를 볼 때, traplimited conduction model 로 설명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원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전자들은 가해지는
전기장이 0 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을 때(off state), fig. 2.4 (a)에서 볼 수
있듯이, Fermi level 아래의 trap 상태(deep trap)를 차지한다. 그러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계가 가해지면(on state), 전자들은 trap 에서
trap 으로 점프하며 thermal emission 혹은 tunneling process 를 통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얕은 trap 들 중 비어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Fig. 2.4 (b)는 series 저항(영구적인 breakdown 을 방지하기 위한)과
함께 계산되고 측정된 TS 거동을 보여준다. I-V 커브에서, 세 개의
다른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threshold current(IT) 이하의 영역인
subthreshold 영역과, IT 이상의 영역인 negative differenti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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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 그리고 IT 의 10 배 이상의, 높은 전류가 흐르는 영역이 있다.
NDR 은 얕은 trap 에서 유입되는 n′T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DR 이 나타나게 된다. On-state 영역에서는 chalcogenide layer 에 따른
voltage drop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고, 따라서 전류와는 무관하게
chalcogenide layer 를 통과하는 voltage 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큰
전도도의 변화는 TS 에서 VH 와 VT 의 intrinsic 의존성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ff state 에서는, input voltage (Va)가 압도적으로
chalcogenide layer 에 가해지게 되고, VT 에서 순간적으로 전도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VT 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값
(Rs), 혹은 다른 저항 요소와는 거의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n state 에서는 chalcogenide layer 가 전도성이 높아지면서
Va 가 Rs 에 우세하게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VH 는 Rs 의
영향을 매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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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lor online) (a) schematic for the energy distribution of electrons
in the amorphous chalcogenide film at equilibrium (no applied electrical field).
The mobility edges at the conduction and valence bands 〖 E'〗 _c and
〖 E'〗 _V, respectively, and the Fermi level E_F0 are shown. Black and white
circles schematically represent occupied and unoccupied localized states. (b) is
the same as (a) but under off-equilibrium conditions at high electric field. Note
the increase in average energy 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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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easured and calculated I-V characteristics for temperatures of 0,
20, 40, an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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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 Schematic for the low-field (off state) and high-field (on state)
potential profile and energy distribution of electrons in the amorphous
chalcogenide. In the on state, electrons occupy shallow trap states through trapto-trap carrier injection. (b) Measured and calculated IeV characteristics of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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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Si-As-Te OTS 선택소자
이종호 박사는 crossbar resistive memory 에 사용되는 Si-As-Te
selector 의 TS 거동과 성능을 연구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crossbar 구조로 만들어진 RRAM 에서 발생하는 sneak current 를 막기
위해서 여러 selector device 가 연구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예로
metal-insulator transition (MIT) 재료들로 만들어진 selector 소자 등이
있다. 또한 chalcogenides 와 같은 threshold switching (TS) 재료도 bias
polarity 에 의존하지 않는 TS 를 갖는 성질 때문에 bipolar memory 에
적용되는 selector 소자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런
chalcogenide 재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종호 박사는 TS 재료로 Si-As-Te ternary 비정질 박막을 선택하였고,
chalcogenide 박막의 비정질 상을 안정화하기 위해 Si 과 As 이 crosslinking 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cross-linking 이 생기게 되면
TS 거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막의 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2.5(a)는 TS 가 나타나는 조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빨간 원으로 표시된 조성에서 TS 거동이 나타났다.
Si-As-Te 합금에서, Si 과 As 이 비정질 상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Si 과 As 이 Te 에 비해서 좀
더 bond 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bond 가 Te chain 과 연결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Te 이 비정질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Si 과 As 량이 박막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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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ng 하게 만들고 bond 를 단단하게 하여 VAP 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Si 과 As 의 량이 너무 많을 땐, breakdown
현상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너무 적을 땐 TS 거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cross-linking 요소가 너무
적으면 박막이 leaky 해지고 Te chain 을 통해서 자유전자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issue 들을 고려했을
때, 조성 성분은 fig. 2.5(a)의 1,2,3 으로 한정될 수 있다.
Fig. 2.5(b)는 TS 가 on 상태일 때, 소자 크기에 따른 전류 밀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MIM 구조에서 전압 pulse 를 200ns 로 주고 TS
거동을 관찰한 결과 전극 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Si-As-Te 박막에서 TS 가 일어난
후에 current path 가 localized path 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류가 박막 전체로 흐른다면, 전극 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류 밀도도
함께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듯 chalcogenides 박막에서의 TS 는 여러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localized path, 필라멘트 형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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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Color online) (a) Si-As-Te ternary phase diagram for the film
composition. (b) Current density of Si-As-Te thin film induced by voltage pulse.
Inset: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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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Te-SbO OTS 선택소자
이번 장에서는 Te-SbO OTS 소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소자는 Pt/Ti/SiO2/Si 로 증착되었으며, metal-insulator-metal 즉 MIM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어닐링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Pt/TeSbO/Pt 전체 소자를 어닐링하였고, 5 분 동안 진행되었다. Fig 2.6 (a)는
Te-SbO MIM 구조에서 TS 거동의 I-V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sample

은

TS

거동을

얻어내기

위해서

electroforming

과정이

필요하였고, threshold voltage 는 3.5V 로 관찰되었다. Annealing 을 하지
않은 초기 MIM sample 의 저항은 1.31 × 105 에서 electroforming
이후에 7.68 × 102 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electroforming 이후에, TeSbO MIM 소자는 TS 거동을 보였다. Current 는 대략 0.8V 에서(Vth)
갑자기 증가했고, 0.5V 정도에서(Vh) 다시 갑자기 감소하였다. 이러한
TS 거동은 negative voltage 에서도 관찰이 되었고, 따라서 Te-SbO
박막의 bi-directional 한 TS 거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MIM 소자를
300 ℃ 의 온도로 annealing 을 해준 후에도, 거의 같은 TS 거동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Chalcogenide 물질을 재료로 한 소자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문데,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Te-SbO
박막의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2.6
(b)을 보면 annealing 하지 않은 Te-SbO 박막의 endurance 특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Positive bias 로 polarity 가 고정된 voltage 를 DC
sweep 해줌으로써 TS 거동의 endurance 를 확인해본 결과, 2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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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failure 없이 정상적인 TS 거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Te-SbO 가 훌륭한 endurance 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 준다. 260
cycle 이상부터 조금씩 TS 거동의 저하가 나타났다.
미세구조의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Te-SbO 박막의 plan-view TEM
분석이

시행되었다. Fig. 2.7(a)는

Te-SbO

박막의

회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8 개의 결정질 ring 패턴이 관찰되었고, 200 ℃ 에서
annealing 을 해주고 나서는 fig. 2.7(b)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11 개) 결정질 Te ring 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 증착 과정
중에 결정질 Te 이 형성이 되었고, 200 ℃ annealing 을 통해
추가적으로 Te 의 결정화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ig.
2.7(c)와 fig. 2.7(d)는 Te-SbO 박막의 annealing 전후 plan-view TEM
사진인데,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때,
어두운 점들은 결정화된 Te nanocluster 이다. Annealing 전후에 Te
nanocluster 들의 평균 크기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의 annealing 공정이 Te nanocluster 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e nanocluster 들의 결정도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TEM 을 이용하여 관측해본 결과를 fig.
2.7(e), (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figure 은 모두 Te nanocluster 의
결정도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00℃로 어닐링 된 Te-SbO
박막에서 더 결정화된 spot 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6(a)에서

32

확인했던, Te-SbO 박막의 열적 안정성이 Te nanocluster 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결정화 된 Te 이 포함되어 있는 Te-SbO 박막에서 TS 거동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칼코젠 원소의 Lone-pair
전자들이

defect

를

이루는데,

이것이

TS

거동을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다. 칼코젠 원소는 두 개의 lone pair 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전자들이 𝐶3+ 와 𝐶1− 가 형성되게 하여 전하를 띄는,
VAP 라고 하는 defect 가 생기게 된다.
전하가 가해지게 되면, 낮은 전압에서는 높은 저항 상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캐리어들이 VAP 에 갇히면서 전류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전기장이 높아짐에 따라 VAP 는 캐리어들로 채워지게
되고, Vth 에서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게 된다. VAP 는 비정질
상태의

칼코제나이드

물질에서만

관찰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정질 칼코젠 원소가 두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VAP 는
three-fold 와 dangling bond 가 있는 하나의 coordinated 칼코젠 원소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칼코제나이드가 결정화가 되면, VAP 는
사라지게 되고 TS 는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Ge2Sb2Te5 는 잘 알려져
있는 칼코제나이드 재료이다. 이 재료는 phase-change RRAM 에
사용이 되고, 결정질 상에서는 Ohmic I-V 커브를, 비정질 상에서는
TS 거동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Te-SbO 박막에서 거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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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이 nano 입자 정도의 결정화된 cluster 형태로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TS 거동이 얻어졌다. 이것은 일반적인 칼코제나이드 TS
재료와 Te-SbO 박막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TS
거동은 Te-SbO 박막에서 Electroforming 이 일어나는 중에 생겨나는
conduction path

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Te-SbO

박막에서 conduction path 는 (1) 전기장에 의해 noncluster 에서부터
Te 이 움직임에 따라, (2) Sb, 그리고 (3) 산소가 부족한 SbO 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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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 Initial log(I)-V curves of as-deposited and annealed Te-SbO films. (b)
DC endurance characteristics of Te-SbO film without annealing. Over 200 times of
forward-scan were conducted without dera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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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Diffraction patterns and their indexing of (a) as-deposited and (b)
200℃ annealed Te-SbO films. TEM bright-filed plan-view images of (c) asdeposited and (d) 200℃ annealed Te-SbO films. HRTEM images and fast
Fourier transformed micrographs of (e) as deposited and (f) 200℃ annealed TeSbO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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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Ag-Si based 선택소자
이번 장에서는 Ag-Si 기반의 선택 소자의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확인한 연구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
pA 이하의 매우 낮은 off current 와, 아주 가파른 turn-on 기울기와
같은 좋은 성능의 threshold switching 거동이 정교하게 조작된
Ag/amorphous Si (a-Si) 기반의 programmable metallization cell (PMC)
소자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PMC 소자의
mechanism 은 전기화학적인 반응으로 전해질 안에서 일어나는
필라멘트의 형성과 파열을 포함한다. 또한 Ag 원자의 확산도를
높여주고, a-Si 층에 수소를 도핑해서 a-Si 박막에서 leakage path 를
제거해 줄 때, 금속 filament 의 용해를 빠르게 하고, 소자의 off
current 를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Icomp 값은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정해진다. Icomp 가 100 μ A
이상의 높은 값일때는 filament 가 두껍게 형성되는데, 이유는 fig. 2.8
(a)에서 볼 수 있듯이, TE 에서 Ag 이온들이 다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 두꺼운 filament 는 Ag 원자들을 강하게 묶는 많은
금속-금속 결합들로 구성하고 있어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filament 는 voltage bias 를 가해주지 않을 때에도 유지될 수 있으며,
memory switching 거동을 보여준다. 한편, Icomp 가 10 μ A 이하로
떨어지면 fig. 2.8 (b)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개의 Ag 이온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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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filament 가 형성된다. Filament 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결합들이

적어지면서

금속

원자들이

서로

뭉치고

묶어주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voltage bias 가 사라지면, fig. 2.8
(c)에서처럼 filament 를 구성하고 있던 Ag 원자들이 쉽게 주변의
defect 로 확산되어 사라지게 된다. Ag 원자들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은, filament 의 용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금속

이온이

전해질에서

높은

확산도를

가진다면,

금속

filament 의 빠른 용해가 일어나(이것은 표면 원자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보이게 된다. 비정질
matrix 에서 금속 원자들의 확산도는 아래의 Arrhenius 법칙에 따른
interstial 확산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Interstial diffusion
equation 은 다음과 같다.
∗
𝐷𝑖∗ = 𝐷𝑖,0
exp[−(𝐻𝑖𝑀 + 𝐻𝑖𝑡𝐵 )/kT]

∗
𝐷𝑖∗ , 𝐷𝑖,0
, 𝐻𝑖𝑀 그리고 𝐻𝑖𝑡𝐵 은 각각 effective interstitial 확산도, pre-

exponential factor, interstitial 원자들의 이동 엔탈피, 그리고 확산되는
금속 원자를 잡는 trap 의 결합 엔탈피를 의미한다. 이 식에 따르면,
금속 원자는 이동 엔탈피와 전해질의 트랩 수가 적으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Ag/a-Si 기반의 PMC 소자에서, Ag 원자는 이동
엔탈피가 낮기 때문에 a-Si layer 에서 높은 확산성을 갖고 있어서
소자 내에서 threshold switching 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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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되었듯이, Ag 원자들의 확산도는 필라멘트의 용해의
구동력이 된다. 이 구동력은 비정질 전해질 안에 trap 개수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라멘트의 보다 더
빠른 용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를 사용하여 비정질 Si
layer 를 도핑하였다. 이것은 a-Si 박막에서 trap 들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비정질 Si layer 의 수소 도핑은 Si sputtering 과정에서
순수한 Ar gas 를 5%의 수소 분율을 가지는 Ar + H2 forming gas 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이 forming gas 에 포함된 수소는
sputtering 과정에서 플라즈마의 도움을 받아 a-Si 박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fig. 2.9 (a)은 Ag/a-Si 소자에 수소가 도핑된 시스템의 I-V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소자와 비교했을 때(VH ~ ± 0.1V) 도핑한 후의
소자의 VH 가(VH ~ ±0.5V) 확실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state current 가 감소함에 따라 selectivity 가 105 에서 107 으로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소 처리가 이런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Si
박막에서

수소의

효과는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fig. 2.9 (b)에서 두 샘플의 FTIR
spectra

가

관찰되었는데,

하나는

수소가

도핑되지

않은

spectra(검정색), 다른 하나는 수소가 도핑된 spectra(빨강색)이다. 이
spectroscopy 에서 2080cm-1 에서 명확하게 peak 이 다른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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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런 결과는 수소가 도핑된 소자에서 Si 박막이 수소에
의해 passivated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2080cm-1 위치의
peak 이 박막 안에 있는 수소와 Si 의 존재를 표시해주기 때문이다.
앞서 관찰된 Ag/a-Si:H 소자의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ntrinsic dangling 결함은 소자의 Si 박막 내부에 존재하고, 이는
원자 차원에서의 확산에서 trap 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원자들의
확산을 방해하는데, 이것은 fig. 2.10 (a)에서 개략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수소 원자들이 Si dangling 결함에 연결이 되면서, 금속 원자들이
trap 되는 것이 방지가 되고, 이에 따라 방해 받지 않은 빠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figure 2.10 (b)에서 개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금속 원자들의 더 빠른 확산은
필라멘트의 빠른 용해로 이어진다. 금속 원자들의 빨라진 확산은
VH 의 변화를 볼 때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VH 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leakage path 를 야기하는 결함도 제거가 되면서 소자의
전체적인

저항도

또한

증가되었다.

따라서, cross-point memory

array 에서 최대 array 크기를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소자의 off-state
전류는 ~1pA 혹은 그 이상 낮춰질 수 있다.

40

Figure 2.8 Schematic diagrams explaining switching characteristics of Ag/a-Si
based PMC device at different current compliances. (a) Stable thick filament
formed at high Icomp(>100 uA) results in memory switching. (b) Unstable thin
filament formed at low Icomp (≤10 uA) and (c) high diffusivity of the Ag
atoms in a-Si result in spontaneous rupture of the filament and hence the
threshod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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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 Comparison of I-V charateristics of Ag/a-Si with and without
hydrogen doping process. (b) FT-IR plot of two samples; red curve is for a
sample with hydrogen doping and black curve is for a sample without hydrogen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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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Schematic diagrams demonstrating (a) impeded diffusion of metal
atoms by trapping of Si dangling defects in amorphous Si film and (b) uninterrupted
fast diffusion in hydrogen passivated Si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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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Sb2O5 RRAM 소자
이번 장에서는 Sb2O5 RRAM 소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비정질 Sb2O5 박막(Pt/ Sb2O5/Pt)의 Resistive switching (RS) 특성에서,
박막 내에서 산소가 Sb layer 로 확산해 들어가며 Sb 클러스터들이
생겨나 conducting filament 가 형성되게 된다. 샘플 면적의 전류 밀도
분포 결과를 통해서 Sb2O5 박막의 RS 성질이 Sb2O5 내부에 국부적인
conducting filament 가 형성됨으로써 control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화 재료의 CF(Conducting filament)은 일반적으로 밀도가 열역학
안정성

범위보다

높은

고밀도

산소

공공

또는

금속

침입형

원자들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효과는 Joule heating 에 의해
일어나는 전기장과 thermal 효과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 전기적
conduction path 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metal 이 풍부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 CF 는 심지어 분리된 conducting phases 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CF 이 자라나는 모양과 방향 또한 재료와 전극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성질들은 (1) 금속과 산소
사이의 다양한 bonding nature 와 (2) 고용체의 상 안정성과 어떤
중간상이 가능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TiO2 는 많은
준안정

중간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재료인데,

이

중간상들은 절연체인 mother phase 보다 훨씬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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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상들이 재료의 RS 중에 형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binary metal oxides (BMO) 물질의 RS 를 조사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측면은 금속 이온과 산소 이온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BMO 는 충분히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가진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서 RS 를 관찰 할 때 산소
손실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결합 에너지，
분자가 형성될 때의 깁스

즉 이것은 산소

자유 에너지（ ∆Gf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스위칭 전압, 전류, 속도 및 신뢰성과 같은 다양한
스위칭 매개 변수를 관리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
결합 에너지가 강한 재료는 더 높은 스위칭
필요하고，

에너지가

전기적 자극들에 의해 산소가 떨어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스위칭 스피드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단 국부적인 conduction path 가 형성이 되면, 높은 결합 에너지에
의해서 절연 특성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고 따라서 reset process 가
가속화될 수 있다. 반대로 결합 에너지가 약할 경우는 CF 가
형성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산소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성질이 재료를 취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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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밴드 갭(Eg)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것이 너무 크면,
결합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RS 가 잘 관찰되지
않고, 혹은 재료의 산화 환원 반응과는 독립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RS 메커니즘이 관찰된다. 금속 이온들이 비-전이 특성을 갖는 조건
또한 RS 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연구에서는, Sb2O5 박막이 Pt 전극 위에 reactive sputtering 기술로
증착되었고, URS 성질이 관찰되었다. Sb2O5 박막은 top electrode (TE)로
Pt 가 사용되었을 때, 반복되는 URS 사이클 테스트에서 산소를
굉장히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손실은 보통 몇 십번의 RS
사이클 이후에 파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TE 로 Sb 가
사용되었을 때는 Sb2O5 박막 내에서의 산소의 손실이 조절될 수
있었다. 일단 적절한 소자 제작과 전기적 switching 조건이 확보가
되면, Sb2O5 박막은 다른 많은 URS 응용 산화 재료들보다 작은
switching current

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switching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TE 가 다른 Sb2O5 박막의 화학적 구조의 다양화로
인해 변화하는 RS 특성들을 관찰되었다. CF 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소 공공과 금속 cluster 들의 역할이 화학 결합 상태의 깊은 분석에
따라 제안되었고, 고해상도 투과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Sb2O5
박막의 CF 성질이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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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분석 방법
3. 1. Te:SiN 선택 소자 공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착 장비는 RF magnetron sputter 시스템
(SPS-3050S, Thinfilm deposition, 3-Gun off-axis type magnetron sputter)
이다. fig. 3.1 과 같은 형태의 기판을 사용하였다. 이 기판은 Pt 기판
위에 SiN 박막이 증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상부전극으로 Pt 가
올려져 있는 형태이다. 두께는 200 nm 이다. 진공 장비는 rotary
펌프와 cryo 펌프로 이루어져 있고, 기저 압력은 5 × 10-7 Torr 까지
낮아질 수 있다. Ar 과 N2 가스가 분위기의 조절을 위해 sputtering
챔버 내부로 공급되고, 증착된 박막의 균일도를 위해 기판 홀더가
박막 성장 동안 회전한다. 모두 RF 파워를 사용하는 3 개의 gun 이
챔버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동시에 3 개의 타겟을 (3 inch 1 개, 4 inch
2 개) sputtering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sputtering 은 다음과 같은
chalcogenide 타겟을 사용했다.
4 inch Te chalcogenide target  Si-N-Te 박막
Si-N-Te 박막은 RF magnetron sputtering 또는 co-sputtering 을 통해
앞서 설명한 기판 위에 증착 되었다. 표 3. 1. 1 에 Si-N-Te 박막의
sputtering 조건이 요약되어 있다. 상부 Pt 전극은 e-gun evaporator 로
60 nm 두께로 증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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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PT
TeSiN(Co-Sputtering)

200nm

BE PT

Figure 3.1 As the BE, Pt was used and the target was deposited by co-sputtering
using Te and Si. The thickness was 200 nm, and Pt was used as TE. The Pt that
has risen to TE is a do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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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1 Sputtering process condition.
Sputtering process condition
Base pressure (Torr)

< 9×10-7

Process pressure (Torr)

6×10-3

Temperature

R.T.

Target

Te, Si

Gas flow rate (sccm)

Ar 10, N2 0.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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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특성 분석 방법
Si-N-Te

박막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SEM EDS, Hitachi, SU70)을
사용했다. 또한 증착된 박막의 화학적 결합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IGMA PROB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XPS 의
경우 C 1s peak 인 284.5 eV 로 binding energy 를 조정했다.
전기적 특성 측정으로는 Keithley 4200 장비를 통해 DC voltage
sweep, current sweep 방법으로 기본 TS 거동을 측정하였고, AC pulse
장비로 I-V 특성과 AC endurance, delay time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들은 우리 고유의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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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 1. Te:SiN 박막의 증착 조건 설정
스퍼터링을 통해서 증착하려는 Te:SiN 박막의 조성(Si: 31 at%, Te:
29at%, N: 23 at%, O: 17 at%)을 만들기 위해 스퍼터링 타겟(Si, Te)을
사용하여 박막을 증착하였다. 먼저 SiN matrix 의 증착 조건을 잡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Si 의 RF power 는 Te 의 dep rate 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성 200W 로 고정을 하였고, N2 flow 는 fig. 4.1 에서
볼 수 있듯이, 0.5 에서 2sccm 으로 split 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AES
분석을 해본 결과 1.5sccm 에서 nitrogen 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
1.5sccm 으로 증착 조건을 고정하였다. 그런데 fig. 4.1 을 볼 때,
전체적으로 박막 내에 산소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증착 시에 박막 내에 oxygen 함량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산소 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본 결과 타겟이 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e-sputtering 공정을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소 함량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이는 fig. 4.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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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plit experiment of N2 flow. (a) N2 0.5 sccm, (b) N2 1.0 sccm, (c) N2
1.5 sccm, (d) N2 2.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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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s a result of further experiments to lower the oxygen content, the
AES data. (a) Composition of the thin film before pre-sputtering, (b)
Composition of thin films after pre-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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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최적의 Te DC power 설정과 Te:SiN 박막의
특성
SiN matrix 증착 조건 설정 후, 최적의 Te DC power 설정을
위해서 Te DC power 를 10W, 12W, 14W, 16W 로 split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박막 증착 후 키슬리 장비로 각각의 소자에서 얻어낸
DC 특성을 확인 및 비교해본 결과, 10W 에서 14W 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TS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on/off
ratio 는 각 DC power 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fig.
4.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S 거동이 positive voltage 에서 뿐
아니라 negative voltage 에서도 관찰이 된 것으로 보아 Te:SiN 박막은
bi-directional 한 TS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번의 split 실험 결과, TS 거동은 박막 내에 Te 조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e DC power 를 split 하여 실험을
진행하면서, 16W 에서는 TS 거동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 분석을 위해 SEM 으로 박막 표면을 관찰해본 결과, fig. 4.4
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cluster 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이 소자의 I-V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소자
전체적으로 TS 거동이 불안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는
EDS 분석을 통하여 Te 이 박막 내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Te

성분이

높아짐에

따라

필라멘트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못하고 바로 breakdown 이 일어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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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Te DC power 가 높아지면 Te 이 박막 내에
너무 많이 함유되어 표면에 cluster 들로 석출되고, 이것이 TS 거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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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Observation of the change of TS behavior with Te ratio. (a) the
composition of the thin film according to the Te DC power, (b) TS behavior
when Te DC power - 10W, (c) 12W, and (d) 1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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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a) I-V Characteristics of Te-SiN thin film with Te 16W. (b) and (c)
show SEM images of surface of Te-SiN thin films with Te 14 W and Te 16W,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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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Te:SiN 박막의 비정질 상태 관찰
실험을 진행하면서, TS 거동이 fig. 4.5 의 (a)에서처럼 점점
불안정해지고 열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아크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Te target 의 문제인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따라서 target 을 교체하여 그 이후에 같은
조건으로 증착을 해본 결과, Te dep rate 이 좋아지면서 Te 이 박막
내에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Te power 를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워 Si 의 power 를 높이는 Split 실험을
진행하고, IV 측정을 해본 결과 fig. 4.5 (b)와 같이 230W 조건에서
TS 가 나타났다. 또한 박막의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서, XRD 측정을
해본 결과, fig. 4.6 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의 Te:SbO 박막이나,
Te:SiOx 박막과는 달리 Te peak 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Te:SiN 박막이 비정질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 TEM 으로 시편을 관찰해본 결과, 확연한
polycrystalline pattern 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는 fig. 4.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amorphous 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Te:SiN 박막은 박막 내에 Te cluster 가
결정질로 분포되어 있던 Te:SbO 박막이나 Te:SiO 박막과는 다소
다른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XRD 와 TEM 분석을 통해
Te:SiN 박막이 비정질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 박막이 다른
Te:SbO 나 Te:SiOx 박막처럼 matrix 내에 Te 이 cluster 로 분포되어
있는 박막인지, 아니면 여느 chalcogenide 박막처럼, 전체적으로
amorphous TeSiN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박막 이 두 가지 경우가

58

가능하다고 추정되었다. 이 두 가지 가능한 구조의 대략적인 그림은
fig. 4.8 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보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박막을 XPS 로 측정해보았을 때, Te 이 다른 Si 이나,
Nitrogen 과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
4.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소자가 다른 Te:SbO 나
Te:SiO 처럼 Te cluste 가 matrix 내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같지만, 그 clsuter 가 결정질이 아니라 비정질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몇몇

연구에서는, GST

박막에

nitrogen 을 넣어주었을 때 비정질이 안정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었다. Fig. 4.10 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n 이 도핑될수록 상변화 activation energy 가 증가하고, kinetic
exponent 는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박막이
비정질에서 결정질로 변하는 과정 중에 핵생성과 growth rate 를
감소시켜주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81]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박막이 구조상으로 Te 이 cluster 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막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실험 결과와 문헌 연구를 함께 고려해볼 때,
Nitrogen 의 첨가가 chalcogenide 물질의 amorphous phase 의 안정화를
개선시키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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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a) Degraded TS behavior with problems in target. (b) TS behavior
after changing target condition after changing target (Si power changed to
2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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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XRD spectra of Te-SiN thin film deposited on P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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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7 Amorphous state of Te:SiN thin films confirmed by 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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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8 Schematics of microstructure of Te-SiN thin films in case of (a) Te
nanocluster-matrix (2 phase) and (b) a-TeSiN (1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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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a) TS Behavior of deposited thin film, XPS data of (b) Te 3d5/2, (c)
N 1s, (d) Si 2p in as-deposited Te-SiN thin film.

64

(a)

(b)

Figure 4.10 (a) Crystallization temperature and activation

energy barrier

against crystallization of as-deposited (or amorphous) Ge2Sb2Te5-N alloy
films as a function of nitrogen content. (b) Effect of nitrogen doping into
Ge2Sb2Te5 alloy film and of annealing temperature on the Avrami kinetic
exponent, 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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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Te:SiN 박막의 전기적 특성
fig. 4.11 은 200nm 두께의 Si-N-Te 박막의 상부 전극에 positive,
negative bias 를 가해 sweep 했을 때의 I-V curve 이다.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면, Forming 이 일어나고 이어 volatile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보인다. 이는 거의 초기 박막인데, 박막의 조성은 Te 25%, Si 40%, N
13%, O 22%였다. 무슨 이유에선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Te 과 Si 의 비율을 보면 Te 조성이 25%로 그 후에 증착했던 많은
소자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졌다. 그리고 이 소자는 증착했던
모든 소자 중에서 가장 좋은 on/off ratio 를 가졌다. 이후, 박막 내에
산소 함량을 낮추기 위해 pre-sputtering 을 증착 전에 시행했고 그
결과 산소는 효과적으로 낮췄지만 Te 함량이 너무 높아져 fig. 4.12
(a)에서 보이는 것처럼 Threshold switching 거동이 불안정해지고
on/off ratio 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려 split 실험을
다시 시행한 결과, Te 조성을 29% 정도로 낮추었고 다시 비교적
안정적인 on/off ratio 를 갖는 소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한 후, 소자의 AC 특성도 측정해 보기 위해
AC pulse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해보았다. 결과는 fig.
4.1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 pulse sweep 을 통한 TS 거동 관찰 결과,
Vth 와 Vh 이 나타나는 TS 거동을 볼 수 있었다. Voltage 가 Vth 에
다다르게 되면, TS 가 일어나며 on state 가 되면서 current 가 jump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Voltage 가 Vh 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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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state 로 current 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selector device 의 중요한
요구 조건 중 하나인 switching 속도에 대해서 분석 해보기 위해
delay time 을 확인해본 결과 약 20ns 정도로 다른 논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준수한 Delay time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장비로 AC Endurance 도 측정해보았는데, 104 이상의 좋은
Endurance 를 보였다. 따라서 이것은 Si-N-Te 소자가 좋은 switching
uniformity 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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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I-V sweep result of Pt/Si-N-Te/Pt structure device (200n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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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실험을 통해서, Si-N-Te OTS 선택 소자의 TS 거동을 관찰하였다.
TS 거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적의 조성을 찾는 작업이
필요했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Te 이 증가할수록 TS 성질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Te 조성을 최대한 낮추어 박막을
제작해본 결과, 비교적 우수한 AC 특성과 TS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TS 거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Si-As-Te 각
성분의 조성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e 조성이
높아지면, off-state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는 Te 이 증가함에 따라
defect 가 많아지고, Te 의 비정질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TS 거동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바로 breakdown 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nitrogen

의

첨가가

TS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TEM 과 XRD 측정을 통해서 Te 이 박막 내에서 비정질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Te:SiOx 소자에서는
결정질 Te cluster 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Te:SiOx 소자와 다른 것은
Nitrogen 의 첨가 뿐인데, 이 차이로 인해서 Te 결정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Nitrogen 의 첨가가 Te 의 비정질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몇몇
문헌 연구에서도 발표되었는데, Nitrogen 이 Si 과 결합하면서 수많은
crosslinking 들이 생성되면서 이런 결합들로 인해 Te 이 결정질로
성장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되어 비정질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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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Te 이 비정질 상태로 박막 내에 분포되어 있어
전압을 가해 주었을 때, Te 이 모여 filament 를 형성하는 과정인
forming 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 이 filamnet 를 통해 TS 거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 비정질 Te 이 cluster 로 존재하는지,
박막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일단 filament 로 형성된 이후에 이 filament 가 결정질로
변하게 되면, breakdown 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Te:SiN 박막에서, Nitrogen 의 첨가가 chalcogenide 물질의
amorphous phase 의 안정화를 개선시키어, 안정적인 TS 거동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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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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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caling existing memories,
researches on next generation nonvolatile memory such as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RRAM) or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PRAM)
are being conducting. These memories have the advantage that the density of
the devices can be dramatically increased through the cross-array structure.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 leakage current occurs in an adjacent device
of a device selected in the cross-array 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leakage current by connecting a selection device having a rectifying
characteristic to the memory device in series. There are many kinds of select
devices such as transistors, diodes, Ovonic threshold switching (OTS) devices,
metal-insulator-transition (MIT) devices and 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ors
(MIEC).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OTS devices reported by Lee Jong Ho
and Dr. Park Ji Woon. Since both devices are composed of a mixture of Te in
the matrix and the behavior of TS is well developed, it is thought that 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hin film. To apply it to other matrix instead of the oxide
matrix, doped Te: SiN thin films were fabricated.
Te:SiN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magnetron sputtering to evaluate their
electrical properties. As a result, the TS behavior was observed, which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formation of an amorphous Te filament between the
Te clusters. Also, during the experiment, TS behavior in the silicon nitride
matrix appeared rather than the oxide matrix. As a result, the TS behavior was
84

stabilized. Nitrogen, which plays a key role in this stable TS behavior, inhibits
the growth of Te grains while bound to Si and makes them exist in an
amorphous state. As a result, stable TS behavior can be obtained. It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forming process exists in the TS behavior, the Te
exists in a somewhat amorphous state, and the Te gathers to form a fil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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