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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AM응용을 위한 Ge2Sb2Te5와 Ge8Sb2Te11 기반 MIM구조
박막의 전기적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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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e2Sb2Te5 and Ge8Sb2Te11 were used as an insulator layer to fabricate ReRAM devices. The
resistance change is correlated to the appearance or disappearance of a conductivity filament at the surface of the
GeSbTe layer. Changes i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ITO/GeSbTe/Ag devices were measured using a I-V-L
measurement system. As a result, compared to the ITO/Ge8Sb2Te11/Ag device, this ITO/Ge2Sb2Te5/Ag ReRAM device
exhibits highly uniform bipolar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operating voltages, and the resistance
values.
Keywords: ReRAM, Chalcogenide, MIM structure

1. 서 론
정보화 및 통신화가 가속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메모리 소자의 개발이
필수화 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 된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는 소자가 소형화됨에 따라
수율이 낮고 휘발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따
a. Corresponding author; hyleee@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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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PRAM (phase change ramdom
access memory), MRAM (magnetic ramdom access
memory), ReRAM (resistive ramdom access memory)
이 각광받고 있다 [2]. 이 중 ReRAM은 비휘발성, 간단
한 구조, 높은 집적도, 낮은 소비 전력, 높은 안정성 등
의 특성으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주목받
는 소자이다. 이러한 ReRAM 소자의 핵심 재료는 이원
계 금속산화물(NiOx, ZnO, HfOx, TiOx, Al2O3, Ta2O5)
등이 있지만, 이 재료들의 저항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
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3].
한편, 다른 소재로서 chalcogenide 기반 고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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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Table 1. Condition of sputtering process.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operation of resistive switching
memory deivce.

질 ReRAM (GeSe, GeS. GeSbTe계)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4,5]. 이러한 chalcogenide 기반
ReRAM은 산화할 수 있는 금속(Ag 또는 Cu)과 이온
전도를 위한 chalcogenide 고체 전해질, 그리고 불활성
금속(Pt, W, Au)의 MIM (metal-insulator-metal)구
조를 가진다. 이러한 chalcogenide 기반 ReRAM 소자
는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HRS (high resistive
state)와 LRS (low resistive state)의 안정한 저항상
태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계에 의해 산화성 금속(Ag,
Cu)의 금속원자가 금속이온(Ag+,Cu+)로 산화되어 불활
성 금속으로 확산되고, 확산된 금속 이온은 다시 환원
되어 chalcogenide 고체 전해질 박막 내부에 전도성
필라멘트(conductivity filament)를 형성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6,7].
그림 1은 chalcogenide 기반 ReRAM device의 구
동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전도성 필라멘트의 형성에
의해 저항이 낮아진 시점의 전압을 Vset, 소멸에 의해
저항이 높아진 시점의 전압을 Vreset으로 정의한다 전도
성 필라멘트의 형성은 금속이온의 불규칙적인 확산 때
문에 각 사이클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형성하고, 때문
에 불안정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8]. 이는
ReRAM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활용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이를 위해 제안된 방
법으로는 조성비의 변화, 전극 층의 소재 변화, 고체
전해질의 불순물 도핑 등이 보고되고 있다 [10].
본 실험에서는 ReRAM 소자의 MIM구조에서 insulator
층의 물질 변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ITO/insulator/Ag 구조의 ReRAM device룰 제작하였
으며, insulator층의 물질은 Ge2Sb2Te5와 Ge8Sb2Te11,
두 가지 고체전해질을 사용하였고, 불활성 금속으로
ITO를, 산화성 금속으로는 Ag를 사용하여 Ag이온으로
CF를 생성하였다. 특성평가는 I-V-L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Vset 및 Vreset을 측정하고 BRS
(bipolar resistive switching) 특성을 평가하였다.

Target

Power

ITO

75 W (RF)

Ag

25 W (DC)

Ge2Sb2Te5

50 W (RF)

Ge8Sb2Te11

50 W (RF)

Temperature

Pressure

25℃

Ar 30 sccm
1.2⨯10-3 torr

Fig. 2. (a) Schematic view of the resistive switching memory
deivce of the ITO/GeSbTe/Ag structure and (b) SEM image
of the ITO/Ge8Sb2Te11/Ag ReRAM device.

본 실험에서 제안한 ReRAM deivce를 제작하기 위
하여 200 nm SiO2 층이 성장된 p-type Si기판을 2⨯
2 size로 잘라서 중성세제, acetone, TCE, IPA,
DI-water 순서로 ultrasonic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표
면 오염을 제거하고 sputtering system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Ag, ITO, Ge2Sb2Te5, Ge8Sb2Te11는 각각
순도 99.99%의 타겟을 사용하였으며 공정은 상온에서
Ar을 30 sccm씩 흘리며 1.2⨯10-3 torr의 압력에서
진행하였다. 각 공정 조건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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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bottom electrode (BE)를 100 nm의 두께로 증착
하였고, 마스크로 시편의 0.8 cm를 가리고 Ge2Sb2Te5
와 Ge8Sb2Te11 박막을 각각 150 nm씩 증착하였다. 마
지막으로 시편의 0.4 cm를 더 마스크로 가리고 ITO
top electrode (TE)를 100 nm의 두께로 증착한 후 마
스크를 제거하여 계단형의 ITO/GeSbTe/Ag ReRAM
device를 제작하였다.
그림 2의 (a)와 (b)는 각각 ReRAM device의 개략
도와 ITO/Ge2Sb2Te5/Ag ReRAM device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copy) 이미지를 나타내었
다. SEM이미지에서 ITO/Ge2Sb2Te5/Ag의 두께는 각
각 97 nm/151 nm/104 nm로 허용 오차범위 안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작한 ReRAM device는
Current-Voltage Curve measuremen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a)

(b)

3. 결과 및 고찰
그림 3(a)는 ITO/Ge2Sb2Te5/Ag ReRAM device의
Current-Voltage (I-V)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g에
(+)팁을 접지하고, ITO에 (-)팁을 접지한 상태에서 0 V
부터 1.5 V까지 초당 0.05 V씩 인가하며 1.5 V→-1.5
V→1.5 V의 사이클을 상온에서 반복한 결과이다. 처음
0 V에서 1.5 V까지 정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경우 그
림2(a)의 검은 선을 보면 0.2 V에서부터 전류가 흐르
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Vset=0.2 V). 이는 Ag 전극
표면의 Ag 원자가 이온화되어 Ge2Sb2Te5 박막 내부에
서 확산되고, ITO에서 주입되는 전자와 결합되어 Ag
와 ITO를 잇는 CF가 형성되어 급격히 저항이 줄어들
기 때문이다(HRS→LRS). 같은 방식으로 역 바이어스
를 인가하게 되면 LRS상태의 전류가 반대방향으로 흐
르다가 0.6 V~0.8 V에서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Vreset, avg=-0.7 V), 형성되
어 있는 Ag 필라멘트가 다시 산회되어 Ag이온화되고,
CF가 사라지는 reset과정이 일어나게 된다(LRS→HRS).
그림 3(b)는 ITO/Ge8Sb2Te11/Ag ReRAM device의
I-V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Ge2Sb2Te5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고 전압의 범위를 –3 V에서 3 V까지 확장하
였다. Ge8Sb2Te11의 경우 Ag CF가 형성되는 전압이
처음은 2.1 V로 크고 낮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eset현상은 –1.1 V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사이클을 반복할수록 Vset은 작아지고
Vreset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e8Sb2Te11의 에너지 밴드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Fig. 3. I-V curve of the ReRAM device (a) ITO/Ge2Sb2Te5/
Ag, voltage range is between –1.5 V and 1.5 V and (b) ITO/
Ge8Sb2Te11/Ag, voltage range is between –3.0 V and 3.0 V.

[9]. Ge8Sb2Te11은 에너지 밴드 내부에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무분별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
는데, Ag의 이러한 에너지 밴드의 특성 때문에 Ag이
온이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다. 처음 Ag 이온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
가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이동에 대한 제약이 풀리기
때문에 Vset이 작아지지만 완전히 Ag필라멘트를 제거
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Vreset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동전압이 너무 높고 I-V특성이 불안정
해서 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a)와 (b)는 ITO/Ge2Sb2Te5/Ag과 ITO/
Ge8Sb2Te11/Ag ReRAM device의 전압을 가했을 때 사
이클에 따른 HRS와 LRS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4(a)는 HRS와 LRS의 차이가 104 Ω 정도 나고, (b)
에서는 102 Ω의 스케일 차이가 발생했다. Ge8Sb2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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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소자로 활용하기 위한 안정적인 저항 차이(104
Ω)를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한 소재이다.
Ge2Sb2Te5이 I-V curve에서 구동전압이 0.2 V로 낮
고 안정적인 curve모양을 보인다. 또한 저항적 측면에
서 104~105 Ω으로 ReRAM소자로 활용하기 적합한
소재이며, 추가적으로 사이클 및 반응속도특성을 확인
하여 소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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