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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Ovonic Threshold Switch(OTS)는 storage class memory(SCM)에 사용 할 수 

있는 높은 메모리 밀도와 빠른 동작 속도를 가진 crossbar array(CBA) 

구조의 phase change RAM(PcRAM)에서 발생하는 sneak current와 data 

disturbance 문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access device이며, 

Germanium Selenide(GeSe)는 이러한 OTS로 사용 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chalcogenide 계열 화합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GeSe를 

증착하는 방법은 스퍼터링(sputtering)이지만, 이는 수직 구조를 필요로 

하는 높은 메모리 밀도의 PcRAM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스퍼터링 공정의 

낮은 step coverage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밀도 수직 구조 

PcRAM 제작을 위해서는 깊은 홀 패턴에 대해서도 균일한 두께와 

조성의 막질 증착을 보장하는 성장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은 필수적인 선택지이며, 본 연구팀은 이미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GeSe 막질을 증착하는데 성공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는 

고온 증착 시 ALD source의 분해 현상으로 인하여 70℃의 저온 

조건에서만 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 역시 박막 특성 

연구에만 국한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OTS로써의 GeSe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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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증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 원자층 증착을 

구현하기 위해 Ge precursor로 열에 강한 Ge 

전구체(Ge(Ⅱ)NMe2[(NiPr)2CNMe2])를 사용하였고, 이를 GeSe로 

반응시키기 위해 Se 전구체((Me3Si)2Se)와 Ammonia gas를 co-injecting 

하도록 ALD 사이클을 구성함에 따라, 180℃ 고온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박막이 증착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원자층 증착 

사이클에서 Ge 전구체는 NH3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활성화되어, Se 

전구체와 리간드 교환 반응을 함에 따라 stoichiometric한 1:1 조성의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안정적인 Ge 전구체가 

특정한 조건에서 증착 반응이 가능하게 된다.   

ALD 공정 결과는 자기제한적(self-limiting) 성장 특성을 보인다. 이 

반응을 통하여 고도로 균일한 GeSe 막질을 만들며 70℃의 저온 증착 

조건에서 47nm∙cm
-2

cy
-1

 수준의 증착량을 보인다.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분석 결과 GeSe의 결합 비율은 전 영역에 걸쳐 1:1로 

일정하다. 한편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 분석 결과 oxygen impurity 

level은 증착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온 증착에 따라 oxygen 불순물 

함량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VSEM과 

AFM을 사용한 박막 표면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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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를 종합하면 고온 증착 조건에서 위의 GeSe ALD 공정은 고 

밀도의 필름을 낮은 불순물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고온 조건에서 증착한 막질을 이용하여 OTS를 

제작하고 전기적 특성을 평가 한 결과, 20nm 두께의 OTS 막질에서 

1.4V의 Threshold voltage를 얻을 수 있었고, HRS와 LRS는 각각 10
5
Ω와 

10
2
Ω로 측정되었으며 특히 4×10

8에 달하는 높은 Endurance 특성을 

얻음으로써,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적용 될 수 있는 OTS 소자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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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눈부신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간 성능 차이에서 기인하는 ‘폰 

노이만 보틀넥’ 현상으로 인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의 향상은 점차 

더뎌지고 있다.
[1]

 이러한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간의 속도 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목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는 Figure 1.1과 같이 

ReRAM(Resistive RAM)
[2]

, PcRAM(Phase change RAM)
[3]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로 구성된, 높은 저장용량과 빠른 처리 속도를 갖춘 SCM(Storage 

Class Memory)의 도입을 통한 memory hierarchy 세분화이다. 

이러한 SCM은 고밀도 메모리 구현을 위하여 CBA(CrossBar Array) 

구조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BA 구조의 문제점인 누설 전류 

발생 현상과 데이터 간섭(data disturbance)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전압 이상에서만 전류를 흘려 보내는 셀렉터 소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4]

 그러나, 기존 메모리 소자구조에서 사용하는 CMOS와 

Diode는 CBA 구조에서 셀렉터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CBA에서 

셀렉터로 사용 될 수 있는 여러 소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Ovonic Threshold Switch(OTS)는 뛰어난 성능으로 인하여 차세대 셀렉터 

소자의 후보로써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OTS는 Chalcogenide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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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서 나타나는 전계 유도형 비선형성 전도현상(저 전압 영역에서 고 

저항 상태, 고 전압 영역에서 저 저항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의 휘발성 

스위칭(switching) 특성으로 전류 흐름을 조절하며, 깊은 트랩 레벨(deep 

trap level)에서 기인하는 높은 수준의 OFF 영역 저항, 원자의 재배열 

없이 스위칭 되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빠른 구동 속도와 높은 내구성 

등을 장점으로 한다. 이러한 OTS의 구동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여러 가설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가된 전계 

효과와 이로 인한 이차적인 열 효과로 스위칭 현상을 설명한다.
[5]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한편, OTS는 

전통적으로 As-Te-Ge-Si-N와 같은 공정 복잡성을 높이는 다성분계 

물질을 사용하며, 특히 As(Arsenic) 등의 고 위험군 원소를 포함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로 스퍼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증착이 진행되기 

때문에, 3차원 CBA 구조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학교 유전박막연구실(황철성 교수)에서 단순한 binary 

구조의 Germanium Selenide(GeSe)를 원자층 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으로 증착하는데 성공하면서, 높은 step coverage를 가진 OTS 소자의 

제작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6]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GeSe의 증착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전구체가 분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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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저온 증착 조건으로 제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자 성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GeSe 연구의 단순한 구조와 원자층 

증착이라는 장점을 승계하면서, 고온 증착 조건을 구현하여 OTS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집적 

CBA 구조에 적용 할 수 있는 좋은 conformality를 갖춘 OTS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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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 A position of SCM(Storage Class Memory) in Memory hierarch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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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Selector device 

2. 1. 1. Introduction 

셀렉터(selector)는 crossbar array 구조의 메모리 소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즉 누설 전류(leakage current)와 같은 원치 않는 전류 

흐름이나 데이터 간섭(data disturbance)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access 

device의 일종이다.
[8]

 이 소자는 전기적인 스위치처럼 기능하며, 문턱 

전압 이상 값에서 ON state로 동작하여 원하는 셀에서 net voltage가 

떨어지도록 기능한다. 따라서 이는 낮은 전압 영역에서는 OFF state로 

기능하며 원치 않는 전류 흐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셀렉터가 

access device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sensing margin 확보를 

위하여 매우 낮은 Ioff를 허용해야 하며, Ion에서는 충분히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어서 program/erase 시에 required current의 한계가 

없어야 한다.
[9]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selector는 비선형적인 I-V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좋은 셀렉터는 빠른 스위치 속도를 가져야 하며 

높은 endurance 특성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높은 voltage margin과 storage 

device와 compatible한 operating 전압을 보장해야 하며, 공정적으로 저온 

공정인 경우 유리하다. High thermal stability와 3-D stackable한 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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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selector 소자에 요구되는 특성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CMOS는 좋은 selector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3-terminal로 동작하는 

device 이기에 고집적 특성을 갖춘 CBA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PN diode 역시 selector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수백도 

수준의 고온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CBA에 적용은 어렵다. 요약하면, 

셀렉터는 CBA에 적용될 2-terminal 차세대 메모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CBA는 구조적으로 undesired data disturbance와 current 

flow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메모리를 그대로 둔 채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으로, 공정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가진 

selector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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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Types of Selector devices 

이러한 Selector로 사용 할 수 있는 소자의 후보 군으로 MIEC(Mixed 

Ionic Electronic Conduction), Tunnel Barrier Type Device, IMT(Insulator-Metal 

Transition), OTS(Ovonic Threshold Switch), CB-RAM(Conduction Bridge RAM) 

등 여러 종류의 소자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threshold 

type selector인 IMT, CB-RAM, OT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IMT는 일부 전이 금속 산화물이 특정한 온도, 광 반응 혹은 전계 

조건[10]에서 insulating state에서 metallic state로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구성한 Selector 소자이다.(Figure 2.1) 이들은 Mott-Peierls 전이라고 불리는, 

임계 온도에서 결정구조가 재배열 되는 현상에 의해 물질의 전도성이 

달라지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런 물질로는 NiO, VO2
[11]

, NbO2
[12]

 등이 잘 

알려져 있다. IMT는 단순한 metal/insulator/metal 구조와 함께 빠른 

transition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transition이 

일어나는 임계점이 Off state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낮은 

선택비) 최근에는 barrier layer의 도입을 통해 절연층의 leakage path를 

막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계에 의해 구동되는 E-

IMT(Electrically driven IMT)는 ReRAM X-point 소자에 사용 할 수 있는 

Selector로써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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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AM 타입의 셀렉터는 기존에 메모리로 사용하던 CB-RAM의 

필라멘트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셀렉터로 응용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13]

(Figure 2.2) 이는 CB-RAM을 아주 낮은 전계 조건에서 

program하면 Cu 혹은 Ag 필라멘트가 매우 불안정하게 형성되는데, 이 

경우 전계가 제거되면 즉시 필라멘트가 끊어지며 threshold switching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여 selector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CB-RAM 타입 

셀렉터로 사용 할 수 있는 물질의 조합은 Ag/Titanium oxide 

base(Ag/TiO2/Pt)
[14]

, Ag/Amorphous Si base(Ag/a-Si/Pt)
[15]

, Ag/Halfnium oxide 

base(Pd/Ag/HfOx/Ag/Pd)
[16]

 등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며,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B-RAM 타입 셀렉터는 

Off state에서 매우 낮은 leakage current를 가지며 이는 1S1R 구조의 

memrister를 구성한 실험에서도 half read region의 current를 잘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또한 이 셀렉터는 매우 빠른 transition을 

보이며, switching 현상이 dielectric layer의 break-down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cycling 중에도 Ioff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며, 특유의 

filament 형성 mechanism 덕분에 급격한 transition이 가능하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한편, CB-RAM 타입 셀렉터는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TS 특성을 잃어버리고 memory 특성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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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는 소자에 따라 다르지만 10~100uA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소자는 ionic motion(극성 운동)에 의해 발생하므로, 전계에 의해 유도되는 

turn-on speed에 비해 turn off speed가 매우 느려서, 소자에 따라서 500ns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17]

 따라서 CB-RAM 셀렉터가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maximum on-current의 확보와 relaxation speed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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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 (A) I-V characteristics of VO2 selector device and ReRAM device and 

(B) the I-V characteristics of 1S1R struct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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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2. criterion for volatile vs nonvolatile switching in CB-RA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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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Ovonic Threshold Switch 

Ovonic threshold switch는 amorphous chalcogenide 계열 물질에서 

발생하는 field-defendant volatile threshold switching(TS) 현상을 이용하는 

selector의 한 종류이다.
[19]

 이런 TS 현상을 활용하는 OTS는 OFF state일때 

월등히 insulating 하다.
[20]

 예를 들어, RT에서 증착된 SiTe는 high off 

resistance(~20GΩ, 0.2V)와 low on resistance(<1kΩ, 1.2V)를 보이는 우수한 

OTS이다. OTS는 external electric field가 threshold voltage(TS)를 넘기게 

되면 빠르고 휘발성을 가진 저항 변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낮은 저항의 

On state(1kΩ 이하)가 된다. 이 과정에서 OTS는 S-shaped NDR(Non 

Differential Resistance) 변화를 거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메모리 구동을 

위한 높은 전류 공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1.1 × 10
7
 A/cm

2
)

[21]
 이런 TS 

현상은 비파괴적이며 반복 가능한데, 알려진 최대 endurance는 10
11 

cycles
[22]

 수준이다. 그 외에 instant, fast, abrupt switching 특성을 지녀서, 

셀렉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TS들과 

구분되는 점은, 스위칭 중 원자의 재배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3]

 이 덕분에 OTS는 다른 TS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operation 

speed와 endurance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이런 OTS는 전통적으로 4가지 

이상 물질로 이루어져[24]
 공정 복잡성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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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는 OTS들은 simple binary 구조를 통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OTS 소자는 고온에서 결정화가 되는 문제를 가져 thermal 

stability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CMOS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최소 

400℃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OTS는 300℃ 수준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500℃ 수준의 Anneal을 

버티는 결과도 확보되었다.
[24]

 이와 같은 OT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S 현상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Thermally 

induced instability
[25]

, S-R-H recombination
[26],[27]

, Polar destabilization
[28]

, 

Nucleation
[29]

, thermally assisted hopping
[30]

 등이 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공통적으로 OTS의 TS를 전기적 효과와 더불어 2차적인 열 효과와 

연관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3 

 

Figure 2. 3. Reported performance of OTS selector devic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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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Thermally hopping conduction mechanism in chalcogenide
[31]

 

Chalcogenide 계열 물질은 차세대 메모리의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이 

물질은 두 가지 전기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가 비정질/결정질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특징으로 한다. 이 이론은 저 전류 영역(sub-

threshold) 의 trap-limited transport와 threshold switching 영역의 field 

distribution으로 non-linear 한 I-V 특성을 설명하며, 특히 고 전류 

영역에서 높은 이동성을 가진 shallow trap이 non-equilibrium하게 존재함에 

따라 비정질 막질에 불균일한 field distribution이 발생하여 threshold 

switch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Sub-threshold 영역의 I-V curve의 

경우, 낮은 voltage 영역에서는 linear하며, 그 이상 전압이 인가되는 

영역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exponential하게 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 서브 

영역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전도대 레벨와 페르미 레벨 차이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 차이는 트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자가 

트랩간 이동을 할 때 배리어는 Ec-Et(트랩 에너지 레벨) 만큼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Tunneling과 Thermal emission(열방출) 두 가지 형태의 

전도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가 전압이 증가하면 potential barrier가 

낮아져서 field induced barrier lowering에의해 전도가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전도를 설명하는 Poole-Frenkel 메커니즘으로는 chalcogenide 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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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를 설명 할 수 없다. 왜냐하면 Poole-Frenkel 전도의 경우는 current가 

전압에 square root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I = 𝐼𝑃𝐹e𝛽𝑃𝐹𝑉𝐴
1/2

 

Poole-Frenkel 전도의 경우는 isolated 트랩을 가정하기 때문에 트랩 

간의  field 영향이 무시된다. 하지만 chalcogenide 물질은 트랩 농도가 

매우 높아서 FIBL 현상이 한층 강하며, 트랩 거리가 낮을 때 인가 

전압에 따른 barrier lowering은 전압과 linear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트랩 밀도와 충분히 가까운 트랩 거리를 가진 chacogenide는 

current가 voltage에 지수적으로 비례한다.  

∆U ≈ −qF
∆𝑧

2
= −𝑞𝑉𝐴

∆𝑧

2𝑢𝑎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Sub-threshold 영역의 conduction을 계산하면, 

forward transfer time과 forward current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얻어진다. 

𝜏→ = 𝜏0𝑒

𝐸𝐶−𝐸𝑇−𝑞𝑉𝐴(
∇𝑧
2𝑢𝑎

)

𝑘𝑇  

𝑑𝐼→ = 𝑞𝐴𝑛𝑇(𝐸𝑇)
∆𝑧

𝜏→
𝑒
−[𝐸𝐶−𝐸𝑇−𝑞𝑉𝐴(

∆𝑧
2𝑢𝑎

)]/𝑘𝑇
𝑑𝐸𝑇 

위의 forward current는 Chalcogenide의 exponential part를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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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hreshold 영역의 linear part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arrier increasing에 

의한 reverse current 부분을 보정해야 한다. Reverse 방향으로 

이동하는(jumping back) 전자들은 작은 전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흐르며, F=0 일 때 forward 요소와 완전히 같게 된다. Reverse 

current는 위의 forward current 식에서 barrier lower 항이 barrier 

increasing으로 치환되면서, 반대 방향 부호를 붙이게 된다. Net current는 

Trap level을 보정하여 energy distribution에 따라 두 식의 차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𝐽 = 2𝑞𝑁𝑇

∆𝑍

𝜏0
𝑒−

𝐸𝐶−𝐸𝐹0
𝑘𝑇 sinh(

𝑞𝑉

𝑘𝑇

∆𝑧

2𝑢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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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4. Calculated potential profile between donor traps, for increasing 

applied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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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tomic Layer Deposition of Chalcogenide 

2. 2. 1.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ALD)이란 원자 단위로 물질을 증착하는 공정 기법이다. 

이는 기존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와 유사하지만, 

원자층 증착의 경우는 기체 상태에서의 반응을 포함한 물질 간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한 리간드 

교환 방식을 통하여 반응이 이루어진다. 

원자층 증착은 원자 단위로 물질을 증착하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Step 

coverage가 sputtering, CVD같은 기존의 증착 공정보다 월등히 높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 박막에 유입되는 불순물의 함량이 

낮고, 공정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자 단위 증착의 특성 상 증착되는 막질의 두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막질을 증착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로 인하여, 

높은 step coverage나 높은 정확성을 요하는 고난이도 증착 공정 분야에서 

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한편, 원자층 증착법은 다른 

증착 방법에 비해 증착 속도가 현저히 느려서 비용이 높게 드는 공정 

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착 방법은 반도체 공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보다는, 꼭 필요한 난제 공정 단계에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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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추세이다. 

원자층 증착 공정은 일반적으로 주입 단계과 퍼지 단계를 한 묶음으로 

하여 증착 사이클이 구성된다. 주입 단계에서는 증착을 원하는 물질이 

포함된 전구체(precursor)를 주입하여 원자 층을 증착시킨다. 박막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여러 물질을 주입하거나, 반응성 기체 등을 함께 

주입하여 반응시키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퍼지 단계에서는 

비활성 기체를 주입하여 증착 단계에서 생성된 반응 부산물과 잔류하는 

주입 전구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퍼지를 위해서 

아르곤(Ar) 기체를 주입한다.  

 

 

Figure 2. 5. Ordinary Atomic Layer Deposition(ALD) cycle with 2 different 
material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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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ALD of Germanium Selenide
[6]

 

Germanium과 Selenium을 ALD 공정을 이용하여 OTS 소자를 제작하여 

거동을 평가한 논문이다. 이 실험에서는 HGeCl3라는 4가의 Germanium 

전구체와 [(CH3)3Si]2Se를 반응시켜 1:1 조성의 Stoichiometric한 막질을 

ALD 방식으로 증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Discrete Feeding 

Method(DFM)이라는 독특한 feeding 방식을 사용하였는데(Figure 2.6), 이는 

소스 주입 사이클의 총 시간을 유지하면서 Germanium source를 3번의 

short pulse로 나누어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GeSe 막질에서 OTS의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Figure 2.7에서 처럼 증착 온도 상승에 따라 전구체가 분해되어 

정상적으로 증착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저온 증착 

조건(70℃)에서 제작된 OTS는 거동 특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Endurance 특성을 거의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실험은 

Germanium Selenide를 ALD 공정으로 증착하는데 성공한 첫 

실험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제한된 증착 조건에 따라 충분한 OTS 

성능 검증이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31 

 

 

 

 

Figure 2. 6. (a) Conventional ALD sequence and (b) ALD sequence with 

DFM(Discrete Feeding Method) for the deposition of GeSe film 

 

Figure 2. 7. (a) Layer densities versus cycle number to confirm the saturation 

growth rate without an incubation cycle. (b) Effect of the substrate temperature on 

the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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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ALD of Germanium Tellulide
[33]

 

PRAM으로 사용 할 수 있는 Germanium Telluride를 원자층 

증착법(ALD)을 이용하여 증착하고, 소자 구동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Guanidinate 리간드를 가진 Germanium 전구체를 사용하여 

70~180℃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1:1 조성의 stoichiometric한 원자층 

증착 공정을 확보하였다. Ge와 Te의 반응은 Figure 2.8에서처럼 NH3 

반응성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가능하였는데, bidentate 결합을 하는 Ge와 

Guanidinate는 강한 결합력으로 인해 열 분해가 되지 않는 만큼[34]
, 쉽게 

반응하지 않아 NH3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활성화 되어 반응 할 수 

있는 Ge-NH2 상태가 되고, 한편 Te분자는 TeH2가 되어 두 분자가 

리간드 교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은 DFT 

calculation에 의해 전체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임이 

검증되었다. 증착된 GeTe 막질은 150℃ 이하의 증착 조건에서는 C,N과 

O 불순물을 다수 포함하여 낮은 밀도를 보였으며, 100℃이하의 증착 

조건에서는 다공성의 불량한 막질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170℃의 고온 

증착된 막질은 높은 밀도와 함께 PcRAM을 제작했을 때 3×10
4라는 

높은 endurance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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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8. Proposed deposition mechanism in Atomic Layer Deposition of 

Germanium Tellurid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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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실험 장비 

GeSe 막질의 증착은 샤워헤드 타입의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원자층 증착 공정설비(CN-1 PLUS 1)에서 수행되었다. 전구체가 지나가는 

모든 공정 배관은 100℃로 온도가 유지되었다. 증착 스테이지의 기판 

온도는 70℃~180℃를 사용하였다. Ge와 Se 전구체는 각각 

Ge(Ⅱ)NMe2[(NiPr)2CNMe2]와 [(CH3)3Si]2Se를 사용하였으며, 두 물질을 

반응시키기 위해 NH3를 반응 가스로 주입하였다.(Figure 3.2) 암모니아는 

Ge 전구체로 사용한 Ge(Ⅱ)NMe2[(NiPr)2CNMe2]에서 Ge와 Guanidinate 

리간드 사이의 높은 에너지의 bidentate 결합을 끊고, [(CH3)3Si]2Se를 높은 

반응성의 H2Se로 반응시키기 위해 주입되었다. 각각의 전구체는 분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캐니스터(casnister)에 보관되었다. Ge 전구체는 

65℃, Se 전구체는 30℃의 온도로 유지되었다.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Ge와 Se 전구체의 증기압은 각각 7.9 mTorr와 2 Torr로 확인되었다. 두 

전구체는 50sccm 유량의 Ar 기체를 수송기체로 하여 버블타입(bubble-

type)으로 반응챔버까지 수송되었으며, 50sccm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로 

직접 반응챔버로 주입되었다. 증착 사이클에서 각각의 전구체 주입 

단계가 종료 된 후에는 잔류 전구체와 각종 반응 부산물들은 200sc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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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기체로 purge 되었다. 전구체 주입 시, 기체 상태의 전구체들이 챔버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각의 주입 단계는 완전히 

분리되도록 구성되었다. 증착 사이클은 Figure 3.1.과 같이 Ge 전구체 

주입(3s) – Ar 가스 퍼지(15s) – Se 전구체/암모니아 가스 주입(5s) – Ar 가스 

퍼지(15s)의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Ge 전구체와 암모니아 가스가 함께 

주입될 경우 Ge 전구체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Ge 조성이 높은 GeSe가 

증착 되는 경우를 막고 1:1 조성의 GeSe를 증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이클로 구성하였다. 200nm 두께의 SiO2를 Thermal oxidation 공정으로 

증착한 SiO2/Si 와 스퍼터링 공정으로 증착된 각각 50nm, 5nm두께의 

TiN과 Ti가 증착된 TiN/Ti/SiO2/Si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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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 Composed ALD super cycle to deposit GeSe with 

Ge(Ⅱ)NMe2[(NiPr)2CNMe2], [(CH3)3Si]2Se with NH3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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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2. Materials used in ALD of GeSe (a) Ge precursor (b) Se precursor (c)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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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증착된 막질의 면밀도(layer density)는 X-선 형광 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Thermo Scientific, Quant’X EDXR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성장속도(growth rate)는 면밀도(layer density)를 사이클 

수(number of cycles)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비정질 안정성(Amorphous 

stability)와 막질 밀도(Density of film)은 X선 장비(각각 Glancing angle 

incidence X-ray Diffraction, X-Ray Reflectivit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막질의 불순물 수준은 오제 전자 분석기(AES, ULVAC-PHI, PHI-70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800)과 원자간 힘 측정기(Atomic Force Microscopy, JEOL, JSPM 5200)은 

증착된 막질 표면 형태와 5:1의 종횡비를 가진 홀 패턴 시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X선 광전자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UK VG, Sigma Probe)는 막질 원소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한편, OTS 소자는 SiO2에 80nm 크기 홀 패턴 

기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홀 패턴은 텅스텐(W)으로 채워졌으며, 

이 소자에서 하부 전극(Bottom electrode)역할을 한다. 펄스 발생기(Pulse 

generator, Agilient, 81110A0와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 684C)는 OTS의 

threshold switch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소자의 DC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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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성 분석기(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Hewlett Packard, 

4145B)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소자 특성은 모두 Probe station(Cascade, 

REL-5500)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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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4.1. GeSe의 Saturation 거동과 막질 특성 분석  

Figure 3.1의 증착 사이클 대로 원자층 증착을 수행한 GeSe 막질은 

1:1의 화학양론적인 조성을 보이며 증착되었고, 70℃의 기판 온도 

조건에서 47ng∙cm
-2

cy
-1의 성장 속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증착은 (Ge 

주입:3s; Ge 퍼지:15s; Se주입:5s; Se퍼지: 15s) 공정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증착 결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기 제한 성장(self-limiting growth) 특성은 

막질 성장 이 ALD 공정 특유의 리간드 교환 반응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한다(Figure 4.1). Figure 4.2(a)는 사이클 수를 변수로 하여 면밀도(layer 

density)를 그래프에 표현한 것이다. GeSe는 사이클 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밀도가 증가하게 되며, 면밀도를 사이클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기울기는 일정하다. 또한 GexSe(1-x)에서 x의 값은 사이클 수와 무관하게 

0.5로 일정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GeSe의 반응 메커니즘은 일정한 

조성과 성장 속도를 가지는 막질을 증착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Figure 

4.2 (b)에서 70℃~180℃ 영역에 걸쳐 GeSe는 stoichiometric한 1:1의 

조성비로 약 47±2ng∙cm
-2

cy
-1의 균일한 성장 속도로 성장하여, 기존 

HGeCl3 전구체를 사용하여 증착한 GeSe가 70℃의 저온 증착만 

가능했던것에 비하면 크게 넓어진 증착 온도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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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Ge 전구체로 사용하는 Ge(Ⅱ)NMe2[(NiPr)2CNMe2]에서 Guanidinate 

리간드와 Ge가 bidentate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되있어 고온 증착 

조건에서도 쉽게 열분해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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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1. Saturation behavior in the conventional ALD through the Ge and Se 

precursor’s purse, purge time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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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2. (a) Cycle number and (b) substrate temperature dependence of GeS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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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500사이클로 증착한 GeSe에 대해 XRR과 AES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4.3) X선 반사율 측정(XRR)은 Si/SiO2/GeSe 기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막질의 밀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졌다. 70℃에서 

증착된 막질은 2.519 g∙cm
-3의 밀도를 보였으나, 180℃에서 증착한 고온 

증착 조건의 GeSe는 4.513 g∙cm
-3이라는 높은 밀도가 측정되었다. 이 

밀도는 결정질 GeSe의 밀도인 5.56g∙cm
-3

 대비 약 81.1%의 값을 

보이는데, 잘 알려진 물질인 결정 SiO2의 밀도가 2.65 g∙cm
-3이며 열 산화 

방법(thermal oxidation)으로 원자층 증착(ALD)된 고품질의 SiO2가 2.22 

g∙cm
-3로 약 결정질 대비 83.8%의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품질의 막질이 증착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5]

 한편, 

오제 전자 분석(AES)의 결과 저온 증착 조건(70℃)의 GeSe에서는 O 

불순물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에 비해[36]
, 증착온도가 증가할수록 

불순물 수준이 감소하여 고온 증착 조건(180℃)에서는 O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동을 보이게 된다. 다른 물질 조성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산소 불순물의 농도가 크게 변하게 되는 현상은 

앞서 설명한 X선 반사율 분석의 결과인 증착 온도 증가에 따른 밀도 

상승(2.5→4.5 g∙cm
-3

)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소 불순물 외에 

탄소와 질소의 불순물 함량은 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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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이는 GeSe 증착에서 사용한 Ge 전구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GeSe 막질을 500사이클 진행하여 저온과 고온 증착 조건 별 XPS 

측정을 진행하였다.(Figure 4.4) XPS 분석에 사용된 막질은 Ar 

스퍼터링으로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 한 뒤에 사용하였다. Ge 3d peak 

측정 결과, 저온 증착(70℃) 조건의 GeSe 막질은 Ge-Se의 1:1 결합 

이외에도 비교적 높은 Ge-O 결합과 함께 Ge-N 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온 증착(180℃) 조건의 GeSe 막질에서는 Ge-O 결합과 

관련된 high binding energy 영역의 peak가 사라졌으며, Ge-Se의 결합 

에너지가 중심 peak인 가운데 약한 Ge-N peak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AES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저온 증착(70℃)영역 GeSe의 높은 

산소 불순물 함유와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Se 3d 

peak 측정은 100% 1:1 GeSe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XPS 

측정을 통해  얻어진 peak들은 reference 값(Ge 3d B.E: ~30.7eV, Se 3d B.E: 

~54.3eV)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5는 200 사이클로 ALD 증착한 GeSe를 이용하여 AFM과 SEM 

표면 이미지를 측정 한 결과이다. 저온 조건(70℃)에서 증착된 GeSe는 

AFM과 SEM 이미지에서 전반적인 표면 품질은 좋지만, 모두 수십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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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불순물이 표면에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한편 고온 

조건(180℃)에서 GeSe를 증착한 박막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AFM을 이용한 roughness 측정값도 0.447nm로 

우수한 품질의 막질이 증착되었음을, 앞의 다른 측정(XRR, AES, 

XPS)등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추정해 볼 때, 

기존의 저온 증착 조건의 GeSe로 OTS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막질 

내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산소 불순물에 의해서 막질이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였으며, 표면에 존재하는 다수의 불순물로 인하여 소자와 

전극의 표면 증착 문제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표면 

불순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계측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연구[36]
 결과를 

토대로 판단 할 때, Germanium이 매우 쉽게 산화된다는 특성과, 앞의 

AES 결과를 토대로 추정 할 때 Ge-O 성분의 비전도성 불순물이 표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원자층 증착(ALD)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GeSe 막질의 conformality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hole pattern에 GeSe를 얇게 증착 한 후 SEM 

이미지를 확인하였다.(Figure 4.6) 증착에 사용한 hole pattern은 50nm 홀 

크기와 250nm 깊이를 가진 5:1 종횡비의 홀 구조를 사용하였고, GeSe는 

20nm 증착하였다. Figure 4.5와 같이 GeSe는 홀 바닥까지 균일한 20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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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GeSe의 증착 공정이 높은 

step coverage를 갖춘 원자층 증착(ALD) 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XRD를 

이용하여 GeSe 막질의 비정질 안정도(amorphous st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화 온도를 측정하였다(Figure 4.7). 측정을 위해 200 사이클로 

Si/SiO2 기판 위에 증착한 GeSe 막질을 furnace를 이용하여 300℃부터 

온도를 상승시켜 가며 500℃조건까지 각 15분간 가열하여 비정질 GeSe 

막질이 결정화가 되는 온도를 XRD의 피크를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Figure 4.5 처럼 비정질의 GeSe 막질은 400℃에서부터 결정화 GeSe 

peak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실험에서 증착한 GeSe의 결정화 

온도는 400도로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의 GeSe 증착 실험에서 결정화 

온도가 348℃로 측정 된 것에 비해서 크게 비정질 안정성이 개선된 

값이다. 

이상의 GeSe 막질 특성 평가 실험을 통하여, 저온 증착 조건(70℃)의 

GeSe는 알려진 바와 같이[6,33]
 높은 oxygen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되고, 표면 품질이 좋지 않아 소자 제작에 적당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높은 밀도와 낮은 

불순물 수준, 그리고 좋은 표면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온 증착 

조건(180℃)의 GeSe를 사용하여 OTS 소자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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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 (a) XRR result(top) and AES analysis(bottom) according to the 

substrate temperature of 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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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4. XPS results of Ge 3d peak(top) and Se 3d peak(bottom) according to 

substrate temperature of 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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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5. AFM image(Top) and SEM surface image(Bottom) of GeSe according 

to substrate temperature of 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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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6. SEM image of patterned hole with 20nm G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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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7. GAXRD patterns of the as deposited and annealed GeS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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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GeSe ALD reaction mechanism 

공정 챔버에 전구체와 반응성 가스를 주입하여 원자층 증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Figure 4.8과 같다. 원자층 증착 공정의 사이클에서 반응 

물질이 주입되는 순서는 1) Ge 전구체 주입 2) Ar 가스 퍼지 3) Se 

전구체/NH3 주입 4)Ar 가스 퍼지 와 같이 수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정 챔버의 샤워헤드를 통해 Ge 

전구체가 주입되면, 이 물질은 Si/SiO2 기판과 반응하여 흡착하게 된다. 

이 때, 2가의 Ge 전구체의 2개의 리간드(NMe2, (NiPr)2CNMe2) 중 

상대적으로 binding energy가 낮은 NMe2(2.77eV)가 기판과 반응하여 

결합을 이루게 되고[34]
, 이에 따라 [(NiPr)2CNMe2] 리간드가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NiPr)2CNMe2] B.E: 3.82eV). Ge 전구체 주입의 다음 

단계로 Ar 가스 퍼지를 진행 한 뒤, Se 전구체와 암모니아 가스가 

동시에 주입되면, 공정 챔버 내부에서는 NH3와 Ge 전구체 간의 반응이 

발생한다. 즉, NH3의 비공유 전자쌍(Electron lone pair)이 Ge- 

[(NiPr)2CNMe2]의 강한 bidentate 결합과 반응을 일으켜 이중 결합을 끊게 

되고, 이 단계로 인하여 반응성이 높아진 [(NiPr)2CNMe2] 리간드는 

NH3의 수소 원자와 리간드 교환 반응을 하여 기존의 Ge 전구체는 Ge-

(NH2)로 반응이 용이한 상태가 된다.
[32]

 이러한 리간드 교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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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𝑁𝐻3 ∙∙∙ 𝐺𝑒(𝑔𝑢𝑎𝑛) → 𝐺𝑒(𝑁𝐻2) + 𝑔𝑢𝑎𝑛 − 𝐻 

 이러한 반응은 DFT 계산을 통한 열역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Gibbs free energy(ΔG) = -129.3kJ/mol로 자발적인 반응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단계에서 주입된 Se 전구체는 NH3와 반응을 통한 고 

반응성의 전구체를 형성하지 않고 주입된 상태 그대로 Ge-Se를 형성하는 

리간드 교환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Ge-Te를 형성하는 리간드 

교환 반응에서 Te의 반응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Ge-Te의 

원자층 증착 사이클은 주입된 NH3가 Te 전구체와의 리간드 교환 반응을 

통해 H2Te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H2Te는 수소 리간드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빠르게 Ge-Te 막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된다. 한편 

Ge-Se의 경우는 이런 형태의 H2Se를 형성하지 않아 무겁고 반응성이 

낮은 Se 전구체 상태로 Ge와 반응하기 떄문에, Ge 전구체가 높은 

반응성을 가진 GeNH2를 형성해도 상대적으로 Ge-Te에 비해 느린 막질 

형성 속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러한 Ge-Te와 Ge-Se의 

원자층 증착 메커니즘의 차이는 각 Te, Se 전구체에서 리간드간의 Bond 

dissociation energy(BDE)가 다르기 때문이다. Te와 SiMe3, H와의 BDE가 각 

2.63eV, 3.05eV로 H와의 BDE가 더 높아서 H-Te 결합이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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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임에 반해서, Se의 결우는 SiMe3, H와의 BDE가 각 3.6, 3.54eV로 

SiMe3와의 결합이 더욱 안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Te 

전구체는 아래와 같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발생한다.(ΔG= -114.6kJ/mol) 

(𝑀𝑒3𝑆𝑖)2𝑇𝑒 ∙∙ 𝑁𝐻3 → 𝐻2𝑇𝑒 

Ge 전구체가 NH3와 반응하여 Ge(NH2)를 형성한 상태로 이는 Se 

전구체와 리간드 교환반응을 통하여 Ge-Se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아래와 같은 화학식으로 표현된다. 

𝑁𝑀𝑒2𝑮𝒆(𝑵𝑯𝟐) + 𝑺𝒆(𝑀𝑒3𝑆𝑖)2 → 𝐻2𝑁𝑮𝒆 − 𝑺𝒆(𝑀𝑒3𝑆𝑖) + 𝑁𝑀𝑒2− (𝑀𝑒3𝑆𝑖)2 

이 반응은 ΔG= -70.9kJ/mol 의 크기로 자발적으로 반응한다. Se 

전구체가 낮은 반응성을 가지는 상태이기에, 위의 Ge-Te의 리간드 교환 

반응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driving force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반응을 통해 Ge 와 Se는 리간드 교환 반응을 통해 비정질의 

GeSe 분자를 형성하게 되며 한번의 ALD 사이클이 종결된다[32]
. Ge와 Se 

분자의 리간드 교환 반응의 reactant와 product는 Figure 4.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온도 조건에서 GeTe와 GeSe의 성장 속도(growth rate)를 

비교하면, GeTe의 경우는 59 ng∙cm
-2

cy
-1이며, GeSe의 경우는 46ng∙cm

-2
cy

-

1로 약 30% 수준으로 GeSe가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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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8. Schematic mechanism of ALD of GeSe using 

Ge(Ⅱ)NMe2[(NiPr)2CNMe2], [(CH3)3Si]2Se with NH3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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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9. Molecular structure of reaction between (Me3Si)2Se and Ge molecule 

(a) Reactant and (b)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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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TS 거동 분석 

Figure 4.10.(a)는 펄스 제네레이터를 이용한 OTS 소자의 전기적 측정을 

위한 실험 장비 회로 모식도이다. 채널1의 Vch1과 채널2의 Vch2는 실험 

장치(Device under test)의 전압VDUT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채널1 

저항 RCh1= 1MΩ이며 채널2 저항 RCh2=50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소자는 ALD 사이클을 200회 진행하여 증착한 GeSe가 포함된 

Si/W/GeSe(20nm)/TiN(100nm) 구조의 홀 패턴을 가진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상부 전극 TiN을 Sputter로 증착한 후 리프트-오프 

방식(Lift-Off)으로 원하는 크기의 패턴을 형성하였다.(Figure 4.10.(b))  

완성된 소자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OTS 소자의 Threshold behavior 

검증을 위해 시간 축을 가진 I-V curve를 측정하였다. Figure 4.11.(a)를 

통해 GeSe OTS가 분명한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OTS는 ‘Voltage snapback’이라 불리는, 특정한 전압에서 VDUT가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의 전압이 threshold 

voltage Vth이고 GeSe의 Vth는 1.4V이다. 또한 On state 일 때 GeSe의 

전류 크기인 ION은 1.2×10-2A(12mA)로 측정되었다. 한편 Figure 

4.11.(b)는 OTS 소자에 On과 Off 상태 전환을 반복하며 Vread=0.7V에서 

Sub-threshold 영역의 Iread를 측정한 값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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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urance 특성을 표현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OTS의 On 

state와 Off state의 저항 차이는 약 1×10
3Ω으로 적당한 수준의 On/Off 

ratio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자의 endurance는 약 4×10
8
 

cycle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매우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에 

HGeCl3로 제작한 GeSe 소자가 endurance 특성을 관측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고온 증착 조건의 GeSe 소자의 경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증거로 판단되었다. 이 소자는 4×10
8이상의 cycle 횟수 영역에서는 더 

이상 set state로 전환 되지 않으며 reset stuck으로 소자 동작이 멈추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전기적 특성 평가의 다음 단계는 측정된 GeSe의 sub-threshold 영역의 

I-V curve가 chalcogenide 물질의 이론적인 전도 메커니즘을 따르는지에 

피팅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피팅에 사용한 메커니즘은 앞서 설명한 

thermally assisted hopping 메커니즘으로[30,31]
, 이 메커니즘은 전자가 물질의 

trap을 뛰어넘어 전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도가 발생한다는 Poole-

Frenkel 전도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여[37]
, chalcogenide 물질에 존재하는 

trap의 거리와 밀도, 그리고 외부 전계에 의한 barrier lowering 현상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전류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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𝐽 = 2𝑞𝑁𝑇

∆𝑍

𝜏0
𝑒−

𝐸𝐶−𝐸𝐹0
𝑘𝑇 sinh(

𝑞𝑉

𝑘𝑇

∆𝑧

2𝑢𝑎
) 

위의 식을 바탕으로 측정된 GeSe의 I-V 커브에 피팅 한 결과 Figure 

4.12과 같이 sub-threshold 영역의 전도 현상을 매우 잘 설명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계산에 사용된 값은 Ua =2e-06cm, A=6.4e-11cm
2
, τ0=1e-

15s, EC-EF0=0.54eV이며, 피팅을 통해 얻은 트랩의 밀도(NT)와 트랩간 

평균 거리(Δz)는 각각 4.24×10
19

cm
-3과 2.51nm이다. 이 값의 정합성을 

추정하기 위해 트랩의 밀도와 트랩간 평균거리를 각각 이용해서 트랩 

존재 비율을 구해보았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GeSe의 단위 부피 당 

원자 수는 앞서 XRR로 측정한 비정질 GeSe 막질(180℃)의 밀도와, 

GeSe의 분자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79x10
22

cm
-3

). 이 경우, NT를 

이용하여 계산한 트랩의 비율은 (NT/단위부피당 GeSe 원자 수)로 

계산되어 2.37×10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트랩간 평균 거리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Δz 크기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피에 1개의 

트랩만 있다고 가정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값은 

8.84×10
-4로 먼저 계산한 NT를 이용한 트랩의 비율과 1 order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thermally assisted hopping을 이용한 전도 

메커니즘 피팅은 어느 정도 정합성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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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0. (a)Schematic of the set-up for TS measurement
[6]

 (b)Schematic 

structure of the GeSe selector device 

 

 

 

 

 



62 

 

 Figure 4. 11. (a)Time-resolved TS behavior and (b)Result of endurance cycle test 
of the GeSe OTS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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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2. I-V characteristic for the sub-threshold region by voltage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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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Ge(Ⅱ)NMe2[(NiPr)2CNMe2]와 [(CH3)3Si]2Se를 NH3와 함께 주입하여 

원자층 증착(ALD)한 Germanium Selenide 막질은 자기 제한적(self-

limiting)인 증착 포화 곡선(saturation curve)를 보였으며, 70℃에서 180℃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stoichiometry한 1:1 조성과 일정한 성장 

속도(growth rate)를 유지하며 증착되는 특성을 보였다. 증착된 박막은 

고온 증착 조건일 경우, 낮은 불순물 농도에서 기인하는 높은 박막 

밀도와 함께 좋은 표면 품질, 그리고 높은 step coverage를 보여 OTS 

소자에 응용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막질을 이용하여 

제작한 소자는 1.4V의 Vth에서 OTS의 threshold switching 거동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소자는 10
3이라는 적당한 수준의 On/Off 저항 비와 함께 

4×10
8 

cycle 이라는 높은 endurance stability를 나타내어 소자로써의 높은 

활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GeSe 막질은 NH3를 이용하여 낮은 반응성을 가진 Ge 

전구체를 반응성이 높은 Ge-(NH2) 로 리간드 교환 반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높은 반응성의 Ge 분자가 Se 전구체와 리간드 

교환반응으로 GeSe의 원자층 증착(ALD) 공정을 확보 할 수 있었다. Ge 

전구체와 Se 전구체가 반응하여 GeSe를 형성하는 공정은 모든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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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으로 깁스 자유 에너지가 낮아지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DFT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이 경우, GeTe 반응과 비교하면 H2Se 

분자 생성의 부재로 인하여 GeSe의 성장 속도(47ng∙cm
-2

cy
-1

)는 GeTe의 

성장 속도(58ng∙cm
-2

cy
-1

) 보다 느린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Se 원자와 H의 리간드 교환 반응이 자발적이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DFT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Ge(Ⅱ)NMe2[(NiPr)2CNMe2]를 이용하여 GeSe를 증착한 본 실험을 기존에 

존재하는 HGeCl3를 이용한 GeSe 증착 실험과 비교해보았다. Table 

1.1에서 기존의 GeSe는 증착 온도가 70℃의 저온 증착 조건만 가능했던 

것에 비해 본 논문의 GeSe는 70℃~180℃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걸쳐 

증착이 가능해졌다. 증착 된 막질의 밀도는 4.17g∙cm
-3에서 4.51g∙cm

-3으로 

향상되었고, 결정화 온도 역시 350℃에서 400℃로 향상되었다. threshold 

voltage는 1.9V에서 1.4V로 소폭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endurance 

특성은 10회 내외의 사이클에서 4×10
8회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고온 

증착 조건에서 GeSe를 증착하여, high step coverage를 갖춘 고성능의 

OTS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고 밀도 메모리를 가진 vertical 향 소자에 

적용 할 수 있는 소자를 제안하는 결과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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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ALD GeSe 

Ge precursor 

HGeCl3 Ge(Ⅱ)NMe2[(NiPr)2CNMe2] 

Substrate temp [℃] 70 70 ~ 180 

Density of film [g∙cm
-3
] 4.17 4.51 

Crystallization temp [℃] 350 400 

Threshold voltage [V] 1.9 1.4 

Endurance [cy] ~1x10
1
 ~ 4x10

8
 

Table 1. 1. Comparison of reported GeSe with HGeCl3 and 

Ge(Ⅱ)NMe2[(NiPr)2CNMe2] in the aspect of film properties and devic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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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nglish) 

Ovonic Threshold Switch (OTS) is a critical component for suppressing the 

sneak current in the cross-bar array (CBA)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 

(PcRAM), and GeSe is a feasible functional material of the OTS. The conventional 

method to grow GeSe OTS film is sputtering[1,2]. However, the sputtering is not 

suitable for the vertically integrated PcRAM (V-PcRAM), which must be the 

ultimate integration structure of the CBA-PcRAM. For this V-PcRAM fabrication, 

a growth method which guarantees the thickness and composition uniformities 

within the deep hole structure is necessary. Atomic layer deposition (ALD), 

therefore, must be the process of choice for such a purpose, and the authors’ group 

already reported high functionality of ALD-GeSe film as a feasible OTS material 

[3]. However, the previous work has a limitation of the growth process; the ALD-

GeSe film must be grown at a low temperature of 70℃ due to the serious 

desorption of the precursors at higher temperatures. This might also hinder the 

achievement of the ultimate functionality of the same material.  

In this work, therefore, the ALD process was improved to allow the growth of 

the ALD-GeSe films at much higher temperatures (up to 180℃) by changing the 

Ge(II)-precursor from HGeCl3 to (Ge(iPrN)2CNMe2)NMe2 and co-injecting NH3 

with the new Ge(II)-precursor. Under this condition, the (Ge(iPrN)2CNMe2)NMe2 

was activated by accepting the lone pair electrons of NH3, which allowed the 

growth of the GeSe film at temperatures as high as 180℃. The activated G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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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 molecules feasibly reacted with the Se-precursor, (Si(CH3)3)2Se, resulting 

in the stoichiometric GeSe thin film deposition. The ALD process showed self-

limiting growth behavior and produced highly uniform and stoichiometric GeSe 

films with the saturation growth rate around 39 ng∙cm
-2∙cy

-1
 at 70 ℃ substrate 

temperature (Figure 1).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mposition ratio of Ge:Se was ~1:1 for all the ALD temperature from 70 to 

180 ℃. However, the N impurity level in the film varied depending on the 

substrate temperature; film grown at higher temperature contained lower N- 

impurity concentration (Figure 2 (a), (b)). This may cause discrepancies in the 

density and morphology of the deposited film. When the film was grown at 180℃, 

a high film density (4.23g∙cm
-3

) and low N impurity content could be obtained. The 

presentation will also report the high electrical performance of the film as the OTS 

using an integrated cell structure of mushroom type, where the 10nm thick GeSe 

film was interposed between the planar-TiN top electrode and W-plug (diameter of 

2㎛) bottom electrode. 

Keywords : Germanium Selenide(GeSe), Atomic Layer Deposition(ALD), 

Ovonic Threshold Switch(OTS), Phase Change RAM(PcRAM), 

Threshold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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