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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TiO2-x 박막층의 두께가 멤리스터 소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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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 Thickness of TiO2/TiO2-x Layers on the Behavior of a Memristor Device

Han-Sang Kim and Sung-Jin Kim*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Republic of Korea

Abstract: Memristor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as the fourth fundamental circuit element.

Titanium oxide is a common material used to fabricate memristo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thickness of the oxide active layer on the Al/TiO2-x/TiO2/heavily doped electrode memristor

architecture. An insulating TiO2 thin-film was deposited using an atomic layer deposition system, and TiO2-x

active layers of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and 30 nm, respectively, were deposited using an RF

sputtering technique. The conductivity and crystallinity of the oxygen vacancy based TiO2-x/TiO2 active layers

were observed using atomic force microscopy. Whe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mristor were

evaluated, the 10 nm thick active layer memristor exhibited the most complete repeatable bipolar nonvolatile

switching behavior, with an I-V curve of -3 to 3 V.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nonvolatile memory

devices were confirmed by measuring the retention stability of the 10 nm thick active layer based device,

which was judged to be the most suitable thickness ratio. Moreover, the endurance number of the ON and

the OFF states of the fabricated device was maintained even when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for 1,000

seconds. This performance is indicative of potential applications in next-generation electronic memor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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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메모리는 데이터의 비휘발성, 빠른 처리 속도, 데

이터의 무작위적 접근, 최소 전력 소비, 초소형, 안전성, 저

렴한 가격 등 요구되는 장점들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메모

리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들은 반도체 메

모리가 주축을 이루며, FeRAM (ferroelectric RAM: 강유

전체 램), MRAM (magnetic RAM: 강자성 램), PRAM

(phase change RAM: 상변화 램), ReRAM (resistance

RAM: 저항 램), PoRAM (Polymer RAM: 폴리머 램),

NFGM (nano floating gate memory : 나노튜브 램) 등

으로 구분된다 [1-5].

이중에서 절연막의 저항 값 변화를 이용하여 기억을 저

장하는 새로운 소자인 ReRAM [6-10]은 속도가 기존의

메모리에 비하여 속도와 내구성이 수 십 ~ 수 백배 우수

하다 [11,12]. 또한 구조가 간단하여 향후 DRAM과

NAND보다 낮은 단가로 제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ReRAM으로 일컫는 멤리스터 (memristor)

는 memory와 resistor의 합성어이며 기술적으로 자속 (Φ)

과 전하 (q)를 연결하는 수동회로 소자이다 [13]. 멤리스터

는 하나의 바이오 시냅스를 하나의 소자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서 회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특

징으로 트랜지스터보다 더욱 작게 소형화 할 수 있으므로

, 2025년경에 파국을 맞을 무어의 법칙 (moore’s law)

[14]을 연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멤리스터는 금속과 산화물의 MIM

(metal-insulator-metal)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로 인하여 공정상의 결함을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생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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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줄일 수 있다 [15-17]. 멤리스터는 TiO2, SrTiO3

[18, 19], NiO [20], CuO [21], ZnO [22], MnOx [23],

HfOx [24], Ta2O5 [25], Ti2O5-x/TiOy [26], TaOx/TiO2-x

[27] 등의 전이 금속 산화물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멤리스터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재료의 저항 변동에 대

한 의존성을 기술하기 위해, 공간 전하에 의한 shottky

barrier의 형성 및 전류 제한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피 변화

로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몇 가지 모델이 제안되

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TiO2/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가장 전형적이고 좋은 효율을 보이는 소자로

보고되고 있지만 TiO2/TiO2-x 박막에 대한 저항의 쌍 안정

성 동작을 설명하는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또한

구조 파라미터가 메모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박막에서의

스위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TiO2-x 박막의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멤리스터를 제작하고, 여러 두께의 변화에 따른 메

모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게이트 전극과 Al 금속 전극 사

이에 TiO2 절연체 층과 그 위에 TiO2-x 산화물 반도체 층

을 결합한 이종 접합 구조로 디바이스를 제작하였고 산화

물 반도체 물질인 TiO2-x 박막의 여러 두께에 따른 멤리스

터의 전기적, 표면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저항 스위칭

메모리 소자의 특성 평가를 위한 I-V curve와 표면 상의

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좋은 효율의 두께를

가진 멤리스터에 대하여 향후 비휘발성 메모리로의 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tention stability 측정을 진행하

였다.

2. 실험 방법

2.1 멤리스터 디바이스 제작

그림 1은 금속과 산화물의 MIM 구조로 구성된 TiO2/

TiO2-x 기반의 멤리스터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다. Heavily

doped n-type Si wafer를 기판이자 gate 전극으로 사용하

였다. 먼저 acetone을 이용하여 무기, 유기물 불순물을 제

거하고 isopropyl alcohol과 deionized water를 이용하여

잔류하는 acetone을 세척하였다. 이러한 piranha cleaning

을 이용하여 게이트와 절연층이 증착 될 때를 대비하여 불

순물을 제거하고 손상을 방지하였다.

기판 위 TiO2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NCD사의 모델명

LUCIDA D100인 ALD (atomic layer deposition)

system을 이용하여 원자층 증착 공정을 진행하였다. 원자

층 증착법은 금속 유기 전구체 (metal-organic precursor)

와 반응물 (reactant)간의 자기 제한적 표면 반응 (self-

limiting surface reaction) 만을 이용하여 bottom-up 방식

으로 박막을 형성한다. 주로 수백 nm 이하의 얇은 박막을

정밀하게 제어함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복잡한 표면

형상의 기판에 우수한 단차 피복성 (step coverage)의 구

현이 가능하다. 또한 pinhole과 같은 표면 결함이 거의 없

는 양질의 코팅층 제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28]. 전구

체로 titanium isopropoxide (TTIP)와 반응물로 oxygen의

전구체인 H2O 증기를 기판 위에 반복적으로 불어넣었다.

먼저 증착을 위한 chamber의 온도 및 압력은 각각

200 °C, 2.5 × 10-2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충분한 증

기압을 얻기 위해서, TTIP와 H2O는 60 °C로 가열하여 사

용하였다. N2 gas는 전구체 및 반응물의 carrier 및 purge

gas로 사용되었으며, 30 sccm으로 주입하였다. TiO2 증착

을 위한 ALD cycle은 TTIP 주입, 10초의 N2 purge gas

주입, 1초의 H2O 주입, 다시 10초의 N2 purge gas 주입

으로 rate는 1 cycle 당 0.2 Å 증착으로 250 cycle을 반

복하여 6개의 wafer에 각각 5 nm 두께를 가진 TiO2 박

막을 형성하였다.

이후, TiO2 절연막 위에 산화물 반도체 박막인 rutile 구

조를 가지는 TiO2-x 활성층을 증착하기 위해서 더원과학사

의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사용하여 스퍼터링

공정을 진행하였다. 스퍼터링 공정법은 진공 증착법의 일

종이며 비교적 낮은 진공도에서 플라즈마를 이온화된 Ar

의 gas를 가속하여 target에 충돌시키고, 원자를 분출하여

wafer 상에 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TiO2-x target 면을

음극 (cathode)으로, wafer 면을 양극 (anode)으로 설정하

였으며 wafer와 target 사이의 거리는 8 cm, 증착 온도는

실온으로 고정하여 선택된 변수 외에 다른 영향을 방지하

였다. Rotary pump와 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iO2/TiO2-x memristors based on
oxide semiconductor active layers with thicknesses of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and 30 nm.



86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7권 제2호 (2019년 2월)

chamber의 초기 진공도를 4 × 10-6 Torr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후 30 sccm의 Ar gas를 주입하여 상온에서 증착을 진

행하였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에 target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예비 스퍼터링을 5분 동안 진행

하였으며 chamber 내에 실제 공정 압력은 1.5 × 10-2 Torr

를 유지하였다. 박막의 균일한 증착을 위해 wafer를 7

rpm의 속도로 회전하였으며, RF power를 200 W로 고정

한 상태에서 공정 시간을 일정하게 높여 6개의 wafer 상

에 각각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30 nm 두

께의 TiO2-x 박막을 증착하였다.

최종적으로 더원과학사의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사용하여 Al target과 shadow mask를 이용한

진공 증착을 통해 DC power와 chamber 내에 실제 공정

압력을 각각 150 W, 1.5 × 10-2 Torr로 설정하고 100 nm의

상부 전극을 제작하였다. 공정을 시작하기 전 Ar gas를

30 sccm으로 주입하고 상온에서 증착을 진행하였다. Al

상부 전극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300 µm × 300 µm의 십자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하나의 wafer에 각각 4개의 멤리스터

소자로 구성하였다.

TiO2-x 박막 두께가 각각 다른 멤리스터의 제작이 끝난

후, 증착 된 각각의 박막 두께는 BRUKER사의 모델명

DektakXT 고성능 단차 측정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

하였다. 또한 전기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 (-)극에

-3~3 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의 I-V curve를 측정하였

다. 그리고 제작한 멤리스터에 대하여 향후 비휘발성 메모

리로의 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N/OFF 상태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retention stability 측정을 진행하였다.

2.2 멤리스터 구동 스위칭 메커니즘

그림 2는 금속과 산화물로 구성된 TiO2/TiO2-x 기반 멤

리스터의 구동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멤리스터의 측정에서

는 하부 게이트 전극을 접지로 사용하였고, 상부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였다. TiO2-x에서의 O2-x는 Ti와의 결합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핍되는 산소 원자의 비

율 x는 2~5%이다 [29]. TiO2-x 박막은 결핍되는 산소량만

큼 공핍되어지는 부분이 형성된 후 양이온 (oxygen ion)이

분포되기에 전도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TiO2 박막은 전도

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절연층 역할을 수행하며, 구동시에

인가하는 바이어스의 방향에 따라서 TiO2/TiO2-x 박막의 경

계면이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멤리스터의 TiO2-x 박막에 (+)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filament의 형성으로 인해 수행 경로 (conducting pathways)

가 생성된다. 생성된 수행 경로를 통해서 계면의 산화된

산소 이온과 TiO2-x 박막의 트랩된 이온이 TiO2 박막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멤리스터는 전도도가 높은

저저항 (write) 상태인 LRS (low resistance state) 상태로

전환된다. 반대의 상황으로, TiO2-x 박막에 (-)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TiO2 박막의 산소 트랩이 전도성 전자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filament의 파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멤리스터는 전도도가 낮은 고저항 (erase) 상태인 HRS

(high resistance state)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바이어스에

따라 산소 이온이 이동하여 저항이 변하는데, 바이어스를

제거하면 그 상태에서 산소 이온의 이동이 정지한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BRUKER사의 ICON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사용하여 TiO2-x 박막의 두께를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30 nm로 변화시킨 TiO2/TiO2-x 기

반의 멤리스터 표면의 morphology를 250 nm × 250 nm

size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a)를 보면 5 nm의 박막 두

께를 가진 TiO2-x 기반의 멤리스터이며, grain의 size가 가

장 작은 모습을 보였고 표면의 굴곡 또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또한 그림 3(b)는 10 nm의 박막 두께를 가진 TiO2-x

기반의 멤리스터를 나타내며, 5 nm의 박막 두께를 가진

TiO2-x 기반의 멤리스터 보다 grain의 size가 조금 크며 표

면의 굴곡이 이보다 조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iO2-x 박막의 두께가 15 nm로 증가할 때, grain boundary

의 변화가 눈에 띄게 측정되었다. 표면의 단차는 박막의

Fig. 2. Conduction mechanism in a TiO2/TiO2-x memristor that
switches to HRS and LRS states when positive and negative biase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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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 (root mean square : RMS)와 관계가 있으

며, TiO2-x 박막의 두께가 15 nm로 증가하면서부터 5 nm,

10 nm 두께의 TiO2-x 박막 기반 멤리스터의 표면보다 결정

입자가 더욱 커지고 grain boundary가 모호해진 상태로 증

착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TiO2-x 박막의 두께가

25 nm, 30 nm인 멤리스터는 부분적으로 공극과 유사한 움

푹 파인 표면 형상이 더욱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공극

들의 틈 사이로 sputtering 공정 중 chamber 내에 존재하

던 산소 입자가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다. 산소의 결합도

는 박막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고,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저항이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30, 31]. 따라

서 TiO2-x 박막의 두께가 25 nm, 30 nm로 증착된 멤리스

터의 표면의 공극에 결합된 산소가 박막의 저항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한편 TiO2-x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RMS 값은 5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0.29 nm이며, 3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1.58 nm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5 nm, 30 nm의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 멤리스터의 표면에서 비교가 될 정도로 결정 입

자가 크다. 결정 입자가 클수록 빛의 산란을 감소시키고

conductivity를 증가시킨다 [32]. 또한 결정성의 감소로 인

하여 박막 표면에 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하여

저항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는 KEITHLEY사의 모델명 SYSTEM 2636A

source meter를 이용하여 박막의 두께를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30 nm로 변화시킨 TiO2/TiO2-x 기반

의 멤리스터의 전기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I-V curve

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a), 4(b)를 보았

을 때 5 nm, 10 nm의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

터는 (+), (-)극 모두 -3 ~ 3 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의 I-V 평면에서 볼 수 있는 리사주 곡선이 작은 폭의 히

스테리시스 (hysteresis) 곡선 형태를 띄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가해준 전류 량과 전류 방향에 따라 저항 값이

스위칭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인 filament의 생성과 소멸을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의 write, erase 특성을 나타내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특

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하의 이동을 유도할

filament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300초 동안 5 V의 전압을

Al 전극과 게이트 전극에 인가하였다. 한편, 5 nm 두께의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첫번째 전압 sweep인 0 ~

3 V에서는 HRS를 보이다가 reverse sweep인 각각 2.8 V

(TiO2-x 5 nm), 3 V (TiO2-x 10 nm)에서 LRS로 상태가 변

하며 current level이 높아진다. 이후 멤리스터의 상태는 (-)

바이어스인 -3 V까지 유지되다가, 각각 -2.6 V (TiO2-x 5

nm), -2.8 V (TiO2-x 10 nm)로 이동하면서 HRS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멤리스터의 메모리 특성이 erase인 상

태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5 nm, 10 nm의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전류 량과 바이어스 방향에 따른

Fig. 3. AFM images on a 250 nm × 250 nm scale of TiO2-x active layers deposited at (a) 5 nm, (b) 10 nm, (c) 15 nm, (d) 20 nm, (e) 25 nm,
and (f) 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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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current hysteresis와 write, erase가 가능함을 확인

함으로써 저항 기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특성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 nm, 20 nm 두

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히스테리시스 곡선

형태를 띄지만 5 nm, 1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에 비해서 완전한 히스테리시스 곡선 형태가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도체 박막의 영역이 커지면서

메모리의 area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또

한 25 nm, 3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는

리사주 곡선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형태를 아예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O2 박막의 두께가 5 nm임을 감안

하였을 때 TiO2-x 박막의 두께가 25 nm 이상으로 증가하면

서 반도체 활성막과 절연막 사이의 두께 차이가 표준 이상

으로 커지게 된다. 이러한 두께의 큰 차이가 TiO2-x 박막

에 (+), (-) 바이어스를 인가한 후 양이온이 이동하여 TiO2

박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의 멤리스터의 전도도가 높아

지거나 낮아지는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1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

스터에서 가장 우수한 current hysteresis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표면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 입자의 크기가 크

지 않고, grain boundary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점을 확인

하였을 때 TiO2/TiO2-x 두께 비율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사료된다.

그림 5는 메모리 소자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1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에 대하여 향후 비휘

발성 메모리로의 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ON/OFF

상태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retention stability 측정을

진행한 결과이다. 비휘발성 메모리로 동작하기 위해서 오

랜 시간동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33,34], 메모

리 소자의 ON state와 OFF state가 얼마나 유지 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온, 암실의 측정 환경에서 -0.1 V,

0.1 V의 전압을 1,000초 이상의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인가

하여 측정하였다. ON 상태의 current 값의 평균은 1.1 ×

10-3A, 표준편차가 ±4.6 × 10-6A이고, OFF 상태의 current

Fig. 4. I-V curves applied -3 to 3 V of TiO2/TiO2-x memristors based on oxide semiconductor active layers with thicknesses of (a) 5 nm, (b)
10 nm, (c) 15 nm, (d) 20 nm, (e) 25 nm, and (f) 30 nm.

Fig. 5. Retention stability of the ON and OFF states of TiO2/TiO2-x

memristors based on 10 nm thick TiO2-x active layer under constant
bias of 0.1 V and -0.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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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평균은 8.8 × 10-9 A, 표준편차가 ±3.1 × 10-9 A로 거

의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과적으로 1,000초간의 시간 동안 측정했음에도 ON/OFF

상태의 흐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서, 10,000초 이상의

긴 시간 경과에 따른 retention stability에서도 큰 편차 없

이 일정한 current level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C/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과 ALD를 이용하여 TiO2/TiO2-x 기반의 멤리스터를 제

작하였다. 반도체 활성층인 TiO2-x 박막의 두께 변화가

멤리스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

5 nm, 10 nm, 15 nm, 20 nm, 25 nm, 30 nm 두께의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스터를 제작하였고 AFM과 I-V

curve를 이용하여 전기적, 표면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1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

스터에서 가장 우수한 current hysteresis를 확인할 수 있

었고, 표면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 입자의 크기가 크지 않

고 grain boundary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점을 확인하였

을 때 최적의 TiO2/TiO2-x 두께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우

수하다고 판단한 10 nm 두께인 TiO2-x 박막 기반의 멤리

스터에 대하여 retention stability 측정을 통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1,000초간의 시

간 동안 측정했음에도 ON/OFF 상태의 흐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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