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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Memory

Ⅰ. 서 론

메모리 소자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 (volatile memory)와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소자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personal computer (PC)의 대중화로 인해 휘

발성 메모리 소자 (DRAM, SRAM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

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집

중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여 현재는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반도체 소자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경우 2010년부터 삼성, 하이닉스, 도시바, IMFT 등의 

많은 반도체 회사가 2x nm 급의 64 gigabit 용량의 메모리 

소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발전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tablet PC 등의 개발 및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solid state disk (SSD)의 개

발로 기존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대체하여 laptop computer 

및 server의 주저장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플래시 메

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경우 반도체 

소자의 발전을 주도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자기기 및 소자 (flexible electronics, printed 

electronics 등) 응용을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프린팅 공정 등

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메모리 소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메모리 소자의 구조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 소자

와 유사한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소자와 저항변화를 이

용하는 저항변화메모리 (resistive switching memory 또는 

memristor) 소자 등이며, 다양한 프린팅 방법 (ink-jet 

printing, soft-lithography, nano-imprint lithography 등)으

로 메모리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기

고문에서는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프린팅 방법

에 의해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메모리 소자의 동작 특성, 

향후 응용 분야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구조 및 동작 
방법

지금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크게 트랜지스터 기반 메모리 소자와 저항변화 기반 

메모리 소자가 있다.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소자는 대표

적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있으며, 기본 구조는 MOS 트랜지스

터의 gate oxide 내에 floating gate 또는 charge trapping 

layer (silicon nitride, 금속나노입자 등) 등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 게이트 전압에 따른 floating gate 또는 charge 

trapping layer에 전하의 존재 유무에 따라 channel 

conductance에 변화가 생겨, threshold voltage 차이가 나타

나고, 이를 통해 메모리 동작을 하는 방식이다. <그림 1>에 이

러한 구조의 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및 program/erase에 따

른 threshold voltage 변화 및 drain current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그림의 모식도는 bulk silicon 기반의 메모리 소자를 

나타내었고, 프린팅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의 제작에는 bulk 

silicon 대신 pentacene과 같은 유기반도체 층을 주로 이용

하여 TFT 방식의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적인 구조 및 동작 방법은 유사하다. 

저항변화 방식의 메모리 소자는 대부분 metal-insulator- 

metal (MIM)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다. Insulator 층에 저항변

화 현상이 나타나는 switching element를 삽입하여, 상하부 

전극 (metal electrode)에 전압을 인가하여 set/reset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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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floating 
gate, charge trapping 방식) 및 동작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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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및 저항변화 mechanism을 보여주는 그래프[2]

서의 저항의 차이를 이용하여 메모리 소자로 동작하게 된다.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 (resistive switching memory device)

의 경우, cross-bar 형태의 구조로 소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에 각 metal line의 line width만 줄일 수 있으면 메모리 소

자의 집적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에 이

러한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cross-bar 형태) 및 저

항변화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소자는 

high-resistance state (HRS) 및 low-resistance state (LRS)

를 가지며, 이러한 두가지의 다른 저항상태는 전원이 꺼지더

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 적용

이 가능하다. 저항변화메모리는 크게 unipolar switching 및 

bipolar switching 현상을 이용하게 된다. Unipolar switching

은 SET/RESET 상태가 동일한 polarity에서 나타나며, 

bipolar switching은 HRS에서 LRS로의 변화는 특정 polarity

에서, LRS에서 HRS로의 변화는 반대 polarity에서 일어나게 

된다.[2] 

Ⅲ. 프린팅 공정에 의해 제작된 메모리 소자

프린팅 공정에 의해 제작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최근 

발표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소자

프린팅 공정에 의한 트랜지스터 제작은 이미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특성의 트랜지스터 특성이 많이 보고되

고 있다. 특히 ink-jet printing 공정을 이용하여 게이트, 소스

-드레인 전극 뿐만 아니라 active layer, gate dielectric 

layer 등 대부분의 component들을 프린팅 공정에 의해 형성

할 수 있으며, 단일 트랜지스터 뿐만 아니라 inverter, ring 

oscillator, 논리 회로 등의 제작이 이미 보고되고 있다. 반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메모리 소자 제작에 아직 프린팅 기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아직까지 트랜지스터 구

조의 메모리 소자의 응용 분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린팅 공정에 의해 형성된 우수

한 특성의 트랜지스터 구조 및 최적화된 트랜지스터 제작 공

정 등은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트랜지스터 구조의 메모리 소자의 경우, 

기존 프린팅 방법에 의해 제작되는 트랜지스터 기반 flexible 

display, printed electronic device 등에 그대로 적용가능하

기 때문에 집적화 측면에서 아주 유망한 구조의 메모리 소자

라고 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모리 소자는 크게 플

래시 向 메모리 소자와 강유전체 박막을 이용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플래시 向 메모리 소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

존 플래시 메모리 소자와 동일한 동작 방식 및 구조를 하고 

있다. 최근 프린팅 방식에 의해 소스/드레인 전극 및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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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나노입자 기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b) 정보저장층으로 사용된 금 나노입자의 SEM 사
진. (c, d) Ink-jet printing 방법에 의해 제작된 메
모리 소자의 광학현미경 사진[3]

<그림 4> Ink-jet printing 방법에 의해 형성된 메모리 소자
의 (a) program/erase 특성 및 (b) 신뢰성 특성[3]

layer를 형성하여 나노입자 기반 메모리 소자에 적용한 연구

가 발표되었다.[3] <그림 3>-(a)에 제작된 소자의 모식도를 나

타내었다. Bottom-gate, bottom-contact 방식의 OTFT 구조

를 하고 있으며, SiO2를 blocking oxide로, HfO2를 tunneling 

oxide로 사용되었다. 정보저장층으로는 <그림 3>-(b)와 같이 

자기조립된 금 나노입자를 이용하였다. Ink-jet printing 방법

으로 20wt% 농도의 Ag가 함유된 metal-organic precursor 

타입의 ink를 이용하여 소스/드레인을 프린팅하였다. Active 

층으로는 용액 공정이 가능한 1,2-dichlorobenzene에 용해

된 1 wt% 6,13-bis (triisopropylsilylethynyl) pentacene 

(TIPS- pentacene)을 이용하여 프린팅하였다. 광학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TIPS-pentacene 및 Ag 소스/

드레인 전극이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k-jet printing 방식에 의해 제작된 메모리 소자의 경우 

우수한 program/erase 특성 (<그림 4>-(a)) 및 신뢰성 (<그

림 4>-(b))을 나타내었다. 나노입자 기반 비휘발성 메모리 소

자를 ink-jet printing 방식에 의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준 것이 이 연구의 큰 의의라 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gate 및 gate insulator의 경우 프린팅 공정을 적용하지 않았

으나, 용액 공정 및 프린팅 공정이 가능한 다양한 금속 전극 

물질 및 insulator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全프린

팅 공정에 의한 트랜지스터 기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구현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전체 박막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 분야도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강유전체를 이용한 메모리 소자의 경우, 

DRAM과 유사한 구조인 1T-1C (1 transistor-1 capacitor) 구

조의 메모리 소자와 1T 구조의 메모리 소자로 나눌 수 있다. 

소자의 집적도 측면에서 1T 구조의 메모리 소자가 1T-1C 구

조의 메모리 소자에 비해 우수하나, 기존 강유전체 물질들 

(Pb(Zr,Ti)O3, SrBi2Ta2O9, La-doped Bi4Ti3O12 등)은 고온의 

열처리 공정이 필요해 Si 기판 위에 바로 증착하였을 경우 기

판과의 계면 반응에 의해 특성이 아주 열화된다는 보고가 있

어왔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강유전체 박막과 Si 기

판 계면사이에 계면 반응을 억제해주는 얇은 insulator 층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게이트 전극에서 인가된 전압이 얇은 

insulator 층에 대부분 인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모리 

특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어 소자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강유전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 물질들을 이

용하게 되면 저온에서 박막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강유전 고분

자 물질들을 이용하여 1T 구조의 메모리 소자에 제작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메모리 소자 제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림 5>-(a)에는 

강유전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인 poly 

(vinylidenefluoride-co-trifluoro ethylene) [P(VDF-TrFE)]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5>-(b)에는 이러한 P(VDF- 

TrFE)를 MIM 구조로 형성한 후 분극특성 (polarization)을 측

정한 그래프이다. 135oC의 저온 열처리를 통해서도 높은 잔

류분극값 (remanent polarization)을 나타내는 강유전체 박막

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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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프린팅 방법에 의해 형성된 1T 구조의 강유전
체 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b) 프린팅 방법에 의해 
실제 형성된 소자 사진. (c) 1T 구조 강유전체 메
모리 소자의 동작 특성[4]

<그림 7> (a) 대면적 communication sheet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들. (b) Communication sheet의 단면 모
식도[4]

<그림 5> (a) [P(VDF-TrFE)]의 분자 구조 및 (b) 강유전 
특성[4]

P(VDF-TrFE)를 이용하여 실제 유기트랜지스터 기반 메모

리 소자를 형성하였다. <그림 6>-(a)에 형성된 소자의 모식도

를 보여주고 있다. Ink-jet printing에 의해 Ag 게이트, 소스/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였고, P(VDF-TrFE)는 microdroplet 

dispensing system을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그림 6>-(b)에

는 실제로 형성된 소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프린팅 방법

에 의해 형성된 1T 구조의 강유전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동작 특성은 <그림 6>-(c)에 나타내었다. 높은 on-off ratio 

(~105) 및 넓은 메모리 윈도우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

종적으로 프린팅된 강유전성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이용하

여 communication coil sheet, mechanical switch sheet, 

wiring sheet를 집적하여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on, off 상태

에 따라 signal의 전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림 7>).

이상과 같이 트랜지스터 기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트랜지스터 기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의 경우 우수한 트랜지스터 동작 특성이 메모리 소자의 특성

을 좌우하기 때문에 프린팅 방법에 의해 제작된 트랜지스터

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우수한 특성의 메

모리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저항변화 기반 메모리 소자

저항변화 기반 메모리 소자는 현재 학계 뿐만 아니라 반도

체 관련 업체에서도 플래시 메모리 소자를 대체하기 위한 차

세대 메모리 소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진식각공정에 의해 metal line width를 줄여 소

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소

나 학계에서는 imprint 방법을 이용하여 작은 크기의 메모리 

소자를 형성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의 경우 nanoscale pitch를 가지는 mold를 

형성하게 되면, imprinting 방법에 의해 동일한 형상을 그대

로 transfer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cross-bar 구조를 하고 

있는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를 제작하는데 있어 큰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경우 passive element이

기 때문에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transistor와 같은 

active element가 각 메모리 셀 또는 cross-bar 끝 부분에 

연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cell size 측면에서 단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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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Nanoimprint lithography에 의해 형성된 Pt 
metal line 및 제작된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AFM 사진. (b)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모식도 및 초기 I-V 특
성. (c) Bipolar reversible switching 특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5]

<그림 9> CMOS/저항변화메모리의 hybrid 형태의 소자의 단
면도 (a) 및 top view (b). (c) Logic circuit의 
signal path를 보여주는 모식도[6]

<그림 10> 저항변화 메모리와 CMOS hybrid 소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logic gate 및 flip-flop circuit[6]

나, 전체적으로 cross-bar 형태에서 metal line의 pitch를 줄

이게 되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플래시 메모리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 또한 3차원 집적 구조가 용이해 차세대 메

모리 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8>에 HP lab에서 발표한 저항변화메모리소자를 나

타내었다[5]. Nanoimprint lithography방법에 의해 50 nm 

half-pitch를 가지는 Pt metal line을 이용하여 TiO2 박막을 

switching element로 이용하는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를 구현

하였다 (<그림 8>-(a)). <그림 8>-(b)에는 소자의 모식도 및 

초기 상태의 I-V 특성을 나타내었다. 초기 상태에서는 

rectifying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Switching element인 TiO2

는 실제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에 

stoichiometric한 TiO2와 하부에 oxygen-deficient한 TiO2-x

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메모리 소자의 경우 forming 단

계를 거친 후에는 <그림 8>-(c)와 같이 bipolar switching 특

성을 보여주며, on-off ratio가 103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50 ns이하의 빠른 switching 속도를 보여준다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의 장점은 기존 CMOS 소자와 

hybrid 형태의 소자를 형성함으로써 reconfigurable한 특성

을 보여주는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9>-(a)

에 CMOS 소자와 저항변화메모리 소자를 via를 통해 연결하

여 hybrid 소자를 만드는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b)는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와 하단 

CMOS 소자와의 연결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이다. 

Logic circuit의 signal path를 보여주는 모식도는 <그림 

9>-(c)에 나타내었다. <그림 9>-(c)에서 “A”와 “B”는 CMOS 

게이트, J는 저항변화메모리 소자 element를 나타낸다[6].

이렇게 형성된 hybrid 소자의 경우 저항변화메모리 소자

의 on 또는 off 상태 및 wiring 된 상태에 따라 다양한 logic 

gates (AND, OR, NOT, NAND gate 등) 및 flip-flop 특성을 

나타내는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0>).[6]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경우 3

차원 집적이 용이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증대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1>에 cross-bar 형태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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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3차원 
집적 방법을 보여주는 모식도[2]

<그림 12> 실제로 3차원 집적된 cross-bar 형태의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SEM 사진[2]

항변화메모리 소자를 3차원 집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 <그림 12>에는 실제로 nanoimprint lithography에 의

해 half-pitch 200 nm의 metal line을 이용하는 저항변화 메

모리 소자를 다층으로 형성한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을 통해 메모리 소자의 cell size 감소없이 소자의 집

적도를 여러 배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nanoimprint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 및 소자의 구조, 동작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Ⅳ.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프린팅 공정을 통해 제작 가능한 메모리 소자 기

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한 프린팅 기술 중에서 주로 메

모리 소자 형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ink-jet printing 및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nk-jet printing 방법의 경우 기존 OTFT 제작 등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기반의 메

모리 소자 (플래시 向 메모리, 1T 구조의 강유전성 메모리 등)

에 적용가능하며, ink-jet printing 방법에 의해 형성된 

nano-floating gate 메모리 및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에 의해 형성

할 수 있는 cross-bar 형태의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에 대해 

소개하였다. 기존 메모리 소자 기술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

는 메모리 소자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고, 앞으로도 계

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새로운 형태의 전자

기기 (flexible display, rollable tablet PC 등)에 적합한 메모

리 소자는 프린팅 가능하고, flexible하며, 저가로 형성이 가

능한 메모리 소자가 될 것이다. Ink-jet printing 방식에 의해 

제작가능한 트랜지스터 기반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경

우, 기존 프린팅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트랜지스터 기반 회로

에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집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all- 

printed electronic device에 적용가능한 유망한 기술이며, 

nanoimprint lithography에 의해 제작되는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경우, 집적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

의 메모리 소자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는 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통해, 프린팅 

가능한 소자들을 잘 집적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는 새로운 형

태의 전자기기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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