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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떤 사람의 기억을 주입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갖게 되는가? 아니면 영혼으로 인해 사람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

인가?’ 1998년 개봉한 영화 다크시티(Dark City, 

그림 1)에서 외계인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인

간에게 기억 이식 실험을 한다 [1]. 영혼은 행위와 

기억의 결과로서 형성되는가, 영혼과 행위의 결과

로서의 기억을 정의하는 것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은 

그 시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게 했던 질문이다. 

이후에도 인간의 기억과 인격, 영혼과의 관계 기

억의 변화와 이식 등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공상 과

학 내지는 스릴러 영화들이 매우 많이 상영되었다. 

비록 영화라는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영화라는 매

체 속에 투영된 ‘기억’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매우 

깊고 지대하다 할 수 있겠다. 기억을 통해 인간은 삶

의 의미와 방향성을 발견하고 기억한 정보 자체를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며 개인과 인간 사회를 위한 

창조의 발판으로 삼게 된다. 요컨대, 기억은 인간성

과 인간 사회의 진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기억이 인간에게 있어 갖는 이

러한 큰 의미와 중요성, 또한 인간이 기억에 대해 갖

는 큰 관심을 생각해볼 때 전자공학의 발전사 초기

부터 저장매체, 즉 메모리가 개발된 것은 어쩌면 매

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기술 개발의 역사는 반도체소자의 축

소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해도 결코 과언

이 아니다. 1960년 벨 연구소(Bell Telephone 

Laboratories)의 강대원 박사에 의해 금속-산화

막-반도체 구조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가 최초로 

된 이후 [2], 로직 소자의 고속·저전력 동작 및 집적

도 향상을 위해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점점 축소되

어 왔다. 또한 집적도 향상은 반도체 메모리 기술 영

역에서는 더욱 사활을 거는 요건이므로 반도체 소

자의 축소화와 그에 따른 비이상적인 효과들의 억

제 기술 개발이 곧 반도체 기술 개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기 이전에도 자성 매체, 기계 매체 등을 통한 기억 

장치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3-

10]. 집적회로 공정 기술 역시 마이크로 프로세서

에서보다 메모리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전자공학 분야에서도 기억의 보조와 완성에 대그림 1. 인간 기억과 영혼에 관한 영화의 한 장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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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점하

고 있으며, 특히 과거 DRAM에 이어 지금의 NAND 

플래시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메모리 분야

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 제품

의 휴대성과 고속·저전력 동작 가능성에 대한 요구

가 날로 증가하는 근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도 저

장 정보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 기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점차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재료 및 소자 기술 관점에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현재와 기술 이슈들을 돌이켜보고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낸드 플래시 메모리

2.1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역사

반도체 메모리는 휘발성(volatile) 메모리와 비휘

발성(nonvolatile) 메모리로 구분된다. 휘발성 메

모리는 정보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이 이

루어져야 하는 반면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의 공

급이 차단되어도 저장된 정보가 유지되는 메모리

를 의미한다. 비휘발성 메모리로는 SRAM(static 

random-access memory)과 DRAM(dynamic 

random-access memory)이 있다. 1968년 IBM

의 R. H. Dennard가 발명한 DRAM은 하나의 메모

리 셀이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ITRS(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에서 스케일링 및 

공정기술 요건에 관한 여러 항목들을 제시해온 핵

심적인 반도체 기술 아이템이다 [11,12]. 

모바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84년 도시바(Toshiba)에서 컨트롤 게이트와 플

로팅 게이트 외에 이레이즈 게이트(erase gate)

를 갖는 최초의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였는데 

CHEI(channel hot electron injection)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며 [13-15], 레이아웃 도면과 공정 후의 

단면도는 그림 2와 같다. 이는 1988년 인텔(Intel)

에서 최초로 상업화한 NOR 플래시 메모리의 전신

이라고도 볼 수 있다 [16]. 그 과정에서 도시바는 

1987, 1988년에 걸쳐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집

중적으로 개발하는데 [17–20], 1984년 최초 개발한 

구조에서 이레이즈 게이트를 제거한 형태를 갖도록 

하고 프로그램 방식을 FN(Fowler Nordheim)으

그림 2. 최초의 플래시 메모리. (a) 레이아웃. (b) I-I’을 따라 자른 
절단면. (c) II-II’을 따라 자른 절단면. (d) 회로 기호 ([13]으
로부터 다시 그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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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꿈으로써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플래

시 메모리를 선보이게 된다. 과거 ITRS에서 기술 노

드(technology node)를 설정하는 역할을 DRAM

이 담당해 왔으나, 2001년 ITRS에서 최초로 플래

시 메모리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명시하기 시작

하였다 [12]. 이후 우리나라, 일본, 미국 기업들이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

치고 있는 상황이다. 

2.2 플로팅 게이트와 전하 포획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에서 프로그램한 전하를 저장

하는 장소는 이전 기술인 EPROM(electrically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E2PROM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에서와 같이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한 플로팅 게이

트(floating gate, FG)이다. 플래시 메모리에 관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

미 IGFET(insulated gate field-effect transistor)

에서 실리콘 산화막과 질화막 이중층을 게이트 절

연막으로 형성하여 질화막에 전하를 주입하여 트

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바꾸는 기술에 관한 논문

과 특허 발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현재 플래

시 메모리 기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전하 포획 

플래시(charge trap flash, CTF) 메모리 기술의 기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23]. 초기의 NAND 플

래시 메모리는 CHEI 방식으로 프로그램하고 자외

선(UV)로 이레이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13,14,16], 현재와 같이 FN(Fowler-Nordheim) 

방식으로 프로그램 및 이레이즈 동작을 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는 1998년 IEDM에서 처음

으로 제안되었다 [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하

의 저장을 FG에 하는 방법과 CT층에 하는 방법 모

두 최초로 제안된 시기는 1960년대 말로 거의 비슷

하지만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상업화가 먼저 이

루어진 것은 FG 플래시 메모리이다. FG 플래시와 

CTF 메모리 셀을 구성하는 적층 구조의 에너지밴

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두 종류의 메모리셀 모두 공통적으로 기판에서 

컨트롤 게이트(control gate, CG) 방향으로 볼 때 

터널링 산화막, 전하 저장소, 블로킹 산화막으로 구

성된다. FG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블로킹 산화막

의 위치에 IPD(inter-poly dielectric: 폴리실리콘

으로 형성된 CG와 FG 사이에 위치하는 유전층)라

는 명칭의 ONO(oxide-nitride-oxide)의 삼중층

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CTF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몇 가지 이유

들 중 가장 큰 것은 집적도 향상의 한계이다. IPD의 

두께로 인해 비트 라인(bitline) 간의 간격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4). IPD 두께의 두 배가 25 

nm 수준이 되는 기술 지점에서 FG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게 된

다 [24]. 여기에 터널링 산화막의 두께와 두 IPD 사

이에 끼이게 되는 워드 라인(wordline) 폴리실리

콘의 두께까지 고려한다면 비트 라인 피치(bitline 

그림 3. 플래시 메모리의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 (a) FG 플래시 
메모리, (b) CTF 플래시 메모리(SONO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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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

하다. 더불어, FG 플래시 메모리는 프로그램 동작

을 통해 전자가 FG에 주입될 때 채널 실리콘의 전도

대에서 FG 폴리실리콘의 전도대로 주입되므로 프

로그램된 전자가 해당 메모리 셀에만 구속되어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FG를 절단하는 공정이 필수적

이며 이로 인해 공정의 복잡도와 비용 상승이 불가

피해진다. 이에 반해, CTF 메모리는 질화막에 전하

를 트랩(trap)시키므로 저장층 절단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셀 간 간섭이 작으며 하나의 게이트로 구

성되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공정이 상대적으로 쉽

고 스케일링에 유리하다. 또한, 저전압 동작이 가능

하고 이로 인해 터널링 산화막에 전기적 스트레스

를 줄일 수 있어 메모리 셀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적층이 용이하여 면적당 구현할 수 있

는 비트(bit)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CTF 

메모리 셀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CTF 메모리의 

대표적인 구조인 SONOS(silicon-oxide-nitride-

oxide-silicon)의 구조를 갖는 메모리 셀의 경우, 

이레이즈 속도가 느리고 프로그램된 전자를 보유하

는 능력(retention)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다. 

2.3 CTF 플래시 메모리 물질 

CTF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노드(storage node)

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구성이 제안되

었는데, 대표적으로는 MNOS(metal-nitride-

oxide-silicon), SNOS(silicon-nitride-oxide-

silicon), SONOS(silicon-oxide-nitride-oxide-

silicon), MONOS(metal-oxide-nitride-oxide-

silicon), 질화막을 고유전상수(high-κ) 물질로 

대체한 SONOS, SONONOS 또는 BE(bandgap-

engineered) SONOS, SOANOS(silicon-oxide-

Al2O3-oxide-nitride-oxide-silicon), MANOS 

등을 들 수 있다 [25-33]. 많은 경우 실리콘 질화막

(Si3N4)을 CT층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삼고 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질화막에 자체에 관한 물성 

분석과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매

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34-41]. 이레이즈 동작 시 

CG에서 CT층으로 전자가 터널링되는 현상, 즉 백

터널링(back tunneling)을 막기 위해 블로킹 산화

막(blocking oxide)으로서 고유전상수 물질을 사

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06년 

VLSI Symposium 및 IEDM 등에서 CTF를 구성

하는 적층 구조로서 TANOS(TaN-Al2O3-Si3N4-

SiO2-Si, 그림 5)를 제안하고 선보임으로써 40 nm 

이하 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에 적용 가능하리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42-44]. TANOS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는 

그림 4. IPD의 두께로 인한 FG 플래시 메모리의 스케일링 한계 
상황 [24].

그림 5. TANOS 메모리셀. (a) TANOS를 구성하는 각 층들의 기
능, (b) TANOS의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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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solid-state disk)를 구성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 셀의 구조로 전격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2.4  NAND 플래시 메모리 소자구조 개발과 적층 어

레이 기술 개발 

본 기고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그 중에서도 

NAND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에 비중을 두고

자 한다. 메모리 기술에 있어 스케일링(scaling) 기

술을 주도하는 것은 어레이의 구조상 집적도가 높

은 NAND 플래시 메모리이다 [45].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NOR 플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셀마

다 접지(ground), 워드라인(wordline), 비트라

인(bitline)을 모두 컨택(contact)해야 하는 반면,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워드라인만 컨택해주면 되

므로 단위 메모리 셀의 면적이 현격히 작다. NOR, 

NAND 플래시 메모리의 명칭은 메모리 셀들이 연

결되는 방식이 NOR, NAND 로직 게이트에서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트랜지스터들이 각각 병렬, 직

렬로 연결되는 방식과 동일하여 붙여지게 되었다. 

또한 시장 측면에서도 NAND 플래시 메모리가 

현저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 실생활에 깊

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ITRS에서는 DRAM 하프 피치(half pitch), DRAM 

메탈1 선폭(M1 width) 등과 같이 스케일링 요소의 

명칭에 DRAM을 붙일 정도로 DRAM이 스케일링

을 주도하는 기술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는 그러한 스케일링 관련 용어들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음은 대용량 저장

과 이동성을 추구하는 현대 지식사회인들에게 있어 

NAND 플래시가 누리는 큰 인기와 수요를 반증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G 타입의 NAND 

플래시 메모리, 다양한 층 구성을 갖는 CTF NAND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 트랩층의 종류와 물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소자 구조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타의 반도체 소

자 기술에서도 면면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기술 개발 역시 물질의 개발, 공정의 개발, 소자의 

개발을 축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CTF 

플래시 메모리 소자 개발의 두 방향은 MBC(multi-

bit cell)과 MLC(multi-level cell)였다. MBC는 단

일 메모리 셀 안에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수가 둘 이상인 메모리 셀을 의미한다. 반

면, MLC는 물리적 공간의 수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

으나 동작 조건에 변화를 줌으로써 저장되는 전하

의 양을 조절하여 해당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둘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셀을 말

한다. 이러한 정의를 생각해볼 때, 양자 모두 메모

리 “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긴 하지만 보다 엄밀

하게 구분한다면 MBC는 소자의 물리적 구조에 따

른 명칭이고 MLC는 소자의 동작 기법에 따른 명칭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메모리 소

자 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MBC의 개발을 의미

했다. 이 때, 셀 당 비트수(bit per cell)이 평가 지

표이며 n비트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2n개의 구분 

가능한 전류 레벨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초기 

MBC의 대표적인 예로 CHEI 방식으로 프로그램하

고 HHI(hot hole injection) 방식으로 이레이즈하

는 NROM을 들 수 있다 [46]. 소스 쪽, 드레인 쪽 채

그림 6.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 (a) NOR 플래시 및 (b) NAND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SSL: source select line, GSL: 
ground select lin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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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양단에 비트 1, 2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전류를 흘

리는 방향에 따라 저장된 전자가 채널 영역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electron potential energy)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가 변

하는 양이 달라지는 현상을 통해 서로 다른 전류 레

벨을 구현하게 된다. 이후 3차원 구조의 메모리 소

자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2비트, 4

비트 동작을 할 수 있는 MBC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47-49]. 

그림 7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멀티 비트 동작 가

능한 플래시 메모리 셀들을 보여주고 있다. Eitan

이 제안한 NROM과 동작 원리는 유사하나 물리적

으로 분리된 SONOS 메모리 저장 노드를 형성한 트

윈 SONOS 메모리(a), FinFET을 기반으로 한 4비

트 동작 NOR 플래시 메모리(b), 집적도를 더욱 향

상시키기 위해 채널을 수직 방향으로 형성한 4비트 

동작 NOR 플래시 메모리(c) 등이 대표적인 MBC 

플래시 메모리의 예이다. 그러나 MBC는 근본적으

로 서로 다른 저장 노드들을 물리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노드들이 하나의 메모리 셀 안

에 존재하기 때문에 쓰거나 읽는 방법에 있어 바이

어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어야 구분 가능한 

전류 레벨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NOR 플래

그림 7. 다양한 구조의 MBC 플래시 메모리. (a) 트윈 SONOS 메
모리, (b) FinFET 기반의 4비트 NOR 플래시 메모리, (c) 
수직 채널 4비트 NOR. 

그림 8. 접힌 채널을 갖는 NAND 플래시 메모리(Folded NAND). 
(a) 어레이 구조의 모식도, (b) 한 채널을 공유하는 두 개의 
셀의 TEM 사진. 

(a) (a)

(c)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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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메모리에 적용 가능한 예가 많으며 그로 인해 고

집적에는 유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현

재 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에서는 MBC보다는 

MLC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극한적인 소자 스케

일링, 셀 간의 전기적 간섭(electrical interference) 

억제 등을 위해 단일 노드에서의 저장 전하량을 조

절하는 MLC 기술을 추구한다. 2000년대 중후반에

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어레이 아키텍쳐가 개발되었다.

그림 8은 기존의 2차원 채널을 3차원적으로 접은

(folded) 비트 라인을 갖는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보여준다 [31]. 이론적으로는 2배 수준의 집적도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폴리실리콘 게이트, ONO로 

구성된 CT 층의 두께가 워드 라인 피치(wordline 

pitch)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순히 채널을 접은 

형태이므로 MBC 기술에 해당되지는 않고 집적도

를 높일 수 있는 어레이 설계 기술로 이해할 수 있

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집적 가능한 메모리 

셀 기술보다는 메모리 어레이 기술, 특히 3차원 적

층 어레이에 관한 기술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진다. 

메모리는 재료, 소자 설계, 어레이 설계 및 신뢰성 

있는 동작 기법에 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반도체 기술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도시바(Toshiba)社가 VLSI Symposium

와 IEDM(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에서 3차원 적층 BiCS(Bit Cost Scalable)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발표, 2009년에는 두 학

회에서 다시 채널이 파이프 형태인 p-BiCS를 발

표하여 [50-53], 본격적인 3차원 적층 어레이 아키

텍쳐 기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9는 BiCS

와 p-BiCS 어레이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의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아이디어에 머물렀던 적층 

어레이 기술을 위한 공정을 최적화하고 TANOS 기

술을 적용하여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함

으로써 3차원 메모리 시대를 열었다 [54]. 현재 상

업화된 3차원 메모리는 공통적으로 게이트 적층형 

어레이(gate–stacked array)이므로 채널의 물질은 

필연적으로 증착 공정으로 깊은 채널 홀(channel 

hole)을 채우는 폴리실리콘이 된다. 높은 읽기 전

류 수준과 저전력 동작을 위해 채널을 결정성 실리

콘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55]. SiGe과 Si의 교환 성장 후 SiGe 영역을 선

그림 9. 도시바社의 3차원 적층 NAND 플래시 메모리. (a) BiCS,  
(b) p-BiCS. 

그림 10. 결정성 실리콘 기반의 채널 적층형 NAND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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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으로 습식 식각함으로써 결정성 실리콘 채널

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널이 수평적으로 적

층되고 게이트는 수직적으로 메모리 셀들을 감싸는 

형태가 되므로 게이트 적층형과 구분하여 채널 적

층형 어레이(channel-stacked array)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림 10). 

메모리의 집적도가 적층되는 레이어의 수로 결정

되는 상황에서는 식각 프로파일, 극단적으로 좁은 

피치 안으로 들어가 균일한 두께로 내벽에 유전물

질과 폴리실리콘을 증착할 수 있는 초박막 증착 기

술, 셀 간 및 레이어 간 전기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질, 공정, 어레이 동작 기법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NAND 플래시 메모리가 갖는 완전한 실리콘 공

정 호환성, 고집적화 가능성, 성숙도 높은 소자 및 공

정 기술의 축적 등에 힘입어 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학과 연구소 레벨에

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메모리들의 비교는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성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류 기술로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

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차세대 메모리로 일컬어지

고 있는 메모리 기술들로는 MRAM, FRAM, PRAM, 

RRAM 등을 들 수 있는데 [56-59], 이러한 기술들

은 최초로 발명된 시점은 상당히 오래 전이지만 실

리콘 기반의 현대 전자공학과 공정 호환성을 확보

하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활용해 제품화하기 어려

운 측면이 많아, 차세대라는 말의 의미가 ‘아직 현실

화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PRAM과 STT-

RAM(MRAM)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PRAM은 

2010년 삼성전자가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인텔

에서도 최근 발표한 3D XPoint 기술도 PRAM을 기

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1). 

RRAM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동작 메

커니즘, 동작 특성의 큰 물질 의존성 등으로 아직은 

물성 분석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재연성 있는 동작을 보이는 소자와 어레이로의 기

술 상향 전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

근 Si3N4을 스위칭 물질로 하는 RRAM에 대한 연구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리콘 공정 호환성을 

갖는 차세대 메모리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60-62].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O2/

Si3N4의 이중층 구조를 통해 비선형성을 증가시키

고 동작 재연성과 소자 신뢰성을 향상시킨 결과도 

보고되었다 [59].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림 11. 인텔과 마이크론이 공동개발한 3D XPoint(2015년 7월 
발표). 

그림 12. 실리콘 산화막을 터널링층으로 하여 비선형성을 향상시
킨 Si3N4 기반의 R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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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NAND 플래시 대비 고속·저전력 동작 가능성

이다. 대용량 집적이 가능하면서도 동작 속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면 전체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의 

위상을 상층부로 가져갈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어플

리케이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맺음말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반도

체 기술 경쟁력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NAND 플래시 메모리와 비

휘발성 메모리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메모리 기술 

역시 여타의 반도체 기술 발전사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반도체 재료, 소자 설계, 공정 설계 기술이 협력

적·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적층 어레이 기술을 위한 메모리 아키텍쳐 개

발 및 상위 레벨에서의 시스템 운영 기법 역시 동등

한 중요성을 갖는 기술 영역이다. 근래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새로운 물질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

리에 있어서는 그 동작 원리가 가능토록 하는 핵심 

물질의 물성 연구에 치중되어 상위 기술로의 연결

이 지연되고 있는 면도 이따금 목도하게 된다.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막론하고 현재 성공을 이

루고 있는 물질은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 개발의 결

과이며 한 번에 모든 요건들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

우는 드물 것이다. 또한, 소자 구조와 전기적 동작 

방법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완전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돌이

켜볼 때, 메모리 기술 발전 또한 보다 큰 그림을 보

면서 이루어나간다면 좀 더 의미있는 통시적 결과

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도체 메모

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결과물이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기억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인간성의 

발견과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 활동에 있어 훌륭한 

보조자로서의 기술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그

렇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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