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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RRAM) device having a metal-insulator-metal (MIM) patter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In the study, HfO2 , TiO2 , and Ta2 O5 were commonly used as an insulator,
and platinum was used as an electrode to form the RRAM device. The variations in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each RRAM device with variables such as the thickness of the insulator, the trap
concentration, and the trap depth through the constructed device were compared. In summary, we
could see that the thinner the insulator was, the smaller the transition voltage was, and the greater
the current density was. Thus, we could deduce that the resistance had decreased.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three materials used as the insulator, we were able to verify that Ta2 O5 had
better properties than the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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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절연막-금속 (MIM) 의 패턴을 가지는 저항 메모리 (RRAM) 소자 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RRAM 소자 연구에 사용되는 HfO2 ,
TiO2 와 Ta2 O5 를 절연막으로 하였고 백금을 전극으로 하여 RRAM 소자를 형성시켰다. 형성된 소자를
통해 절연막의 두께, 트랩의 수 그리고 트랩의 깊이 등을 변수로 하여 각 RRAM 소자의 전류 특성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절연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전이 전압 (Transition Voltage) 은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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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밀도는 커졌으며 저항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연막으로써 사용되는 세 물질을 비교하였을
때, Ta2 O5 가 다른 물질보다 보다 더 좋은 특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85.30.-z, 73.40.Rw, 24.10.Lx
Keywords: RRAM, HfO2 , TiO2 , Ta2 O5 , 전류밀도

Fig. 1. (Color online) RRAM cross-section structure
used in a simulation.

I. 서 론
현재 금속 산화물인 절연막을 이용하여 MIM 구조
(Fig. 1) 로 되어있는 RRAM 장치는 가해주는 전압에 따
라서 나타나는 저항의 변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동 방식은 다양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 (+)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 절연막 이온의 이동에 따라 생성되는
빈 공간들이 전극과 전극을 이어주는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어 초기상태에서 저항이
작아지는 On-State로 바뀌는 메모리 특성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RRAM 장치는 플래시 메모리보다 프
로그램이 신속한 동작성을 가지며 낮은 전압에서 동작이 가
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상의 결함을 확연히 줄일 수 있으므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중 하나로써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다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RAM의 절연막으로 HfO2 , TiO2
와 Ta2 O5 로 사용하였고 각각의 물질에 대해 트랩의 깊이

Fig. 2. (Color online) The I-V curve by thickness of
HfO2 , TiO2 and Ta2 O5 HfO2 (a) 10 nm, (b) 15 nm, (c)
20 nm TiO2 (d) 10 nm, (e) 15 nm, (f) 20 nm Ta2 O5 (g)
1 0nm, (h) 15 nm, (i) 20 nm.

및 트랩의 수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한 3D-TAT Modeler 시
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RRAM 장치 특성을 비교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Edison 나노물리센터에서 제공하는 MIM
구조에서 트랩을 통한 터널링 전류인 Trap-Assisted Tun-

하였다.

neling(TAT)을 측정하는 3D-TAT Modeler SW를 이용하
였다. 또한, 사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트랩에 갇힌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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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트랩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풀-프렌켈 효과 (PF: Poole-Frenkel Effect) 에 의한 전류의
발생을 구현 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RRA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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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terial property of HfO2 , TiO2 and
Ta2 O5 . |ΨB |=[The Work Function of Pt]–[Electron
Affinity of Insulator] (The Work Function of Pt is 5.1
eV ).
Energy gap(eV )
Dielectric constant
Electron Affinity(eV )
|ΨB |

HfO2
4.4
22
2.1
3

TiO2
3.5
80
1.6
3.5

Ta2 O5
5.8
25
3.2
1.9

래프로 나타내었다. 단, 트랩 깊이와 트랩의 수를 각각 0.1
eV과 1016 cm−3 로 고정시켰다. 이 때, 누설 전류가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절연막의 두께가 같다는 조건 하 전류 밀도를 비교하면,
Ta2 O5 , HfO2 그리고 TiO2 순으로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Fig. 3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은 정공 (hole) 의
영향을 제외하고 전자(electron)의 영향만을 계산하여 진행
했기 때문에, 전자의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백금과 절연막 사이의 장벽의 크기가 전류 밀도에 가장 크
게 영향을 기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 전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2에서 절연막의 두께에 따른 전이 전압을 관찰
했을 때, 전이 전압은두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누설 전류
는 감소하게 된다. 단, HfO2 (Fig. 4(a))와 TiO2 (Fig. 4(b))
의 전이 전압은 절연막의 두께가 18 nm 이하에서만 관찰이
되고, Ta2 O5 (Fig. 4 (c)) 의 경우에는 17 nm 이하에서만

Fig. 3. (Color online) The Band structure of HfO2 , TiO2
and Ta2 O5 .

관찰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류 관점이 아닌 두께
기준의 스위칭 (Switching) 관점에서 보면 HfO2 와 TiO2
의 RRAM 소자가 Ta2 O5 의 경우보다 수월하게 구동 할 수

절연막 내에 있는 이온의 이동에 따라 생성되는 필라멘트
가 형성된 후, 흐르는 전류가 트랩에 통한 터널링에 의해
생성된 전류로 인식하였다. TAT가 PF보다 누설 전류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일 때에 필라멘트 형성에 의한 전류의
발생을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때의 전압을 전이 전
압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절연막 내의 트랩의 수,
트랩 깊이, 절연막 두께에 따라 전이 전압 및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ΨB | 는 전극 물질로 사용한 Pt의 일함수
(Work Function)와 절연막의 전자친화도 (Electron Affinity)의 차이이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서 절연막 물질로
사용된 HfO2 , TiO2 와 Ta2 O5 의 특성을 나타낸다. 백금의
두께는 상부 Pt와 하부 Pt를 각각 80 nm, 50 nm로 하였고,
절연막의 두께는 10 ∼ 30 nm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트랩의
수는 1016 , 1018 , 1020 cm3 로 설정하고, 트랩 깊이를 0.1,
0.2, 0.3 eV 으로 설정하였다. 세 개의 값 중에서 두 개의
값을 고정시키고, 하나의 값만 변화시키면서 RRAM 소자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2–7].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환전기장(F ) =

전이전압(v)
[M V /m]
절연막의두께(t)

(1)

Fig. 5는 Ta2 O5 의 트랩 깊이, 트랩의 수에 따라 3D-TAT
SW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변환 전기장 (Transition Field) 에 대한 그래프이고 트랩의 깊이와 트랩의 수
를 각각 고정시킨 후 트랩의 수와 절연막 두께를 변화시켜
관찰하였다. Fig. 5(a), (b), (c) 는 트랩의 깊이를 각각 0.1,
0.2, 0.3 eV 로 고정하였고, Fig. 5 (d), (e), (f) 는 트랩의
수를 각각 1016 , 1018 , 1020 cm−3 로 고정하였다. 절연막
으로 Ta2 O5 를 사용한 경우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Fig. 5
(a), (b), (c) 와 Fig. 5 (d), (e), (f) 에서 변환 전기장이 290
M V /m 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HfO2 와 TiO2
를 사용한 경우에도 Ta2 O5 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관찰하였
으며, 변환 전기장이 각각 275 M V /m, 270 M V /m 로 변
화가 거의 없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식 (1)에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이 전압은 증가하지만,
전환 전기장의 값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5

III. 결과 및 논의

의 조건에서 전이 전압을 측정했을 때, 각 두께에 해당하는
전이 전압의 값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

Fig. 2 은 절연막의 종류에 따른 I-V 그래프의 변화
와 TAT(Trap-Assisted Tunneling), PF(Poole-Frenkel Effect) 그리고 Total(TAT와 PF를 모두 고려)의 3가지의 그

서, 두께에 따른 전이 전압을 측정하는 3D-TAT Modele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일정한 값의 변환 전기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 값은 물질의 고유값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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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a2 O5 graph for the transition
voltage Trap depth (a)0.1 eV , (b)0.2 eV , (c)0.3 eV
Trap concentration (d)1016 cm−3 , (e)1018 cm−3 , (f)1020
cm−3 .

Fig. 4. (Color online) The transition voltage of (a)HfO2
(18 nm), (b)TiO2 (18 nm) and (c)Ta2 O5 (17 nm).
Fig. 6는 TiO2 와 Ta2 O5 의 전류-전압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Ti을 각각 Ar과 O2 의 분압 비율을
5:1, 5:2로 설정하여 증착한 후 O2 로 450◦ C 60분 열처리 하
여 실험을 하였다. Fig. 6(a)는 분압 비율을 5:2로 설정하여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 거동이다. 분압 비율이 5:1
로 하는 것 보다 5:2로 하는 것이 산소포화도가 더 높아서 저

Fig. 6 (b) 는 Ta2 O5 의 전류-전압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2 O5 에 대한 모든 공정이 끝난 후 Ar로 450◦ C
30분 열처리 한 후 측정을 했을 때, HRS(High Resistance
State) 의 스위칭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
유는 전압을 가해주면, 산소 이온의 이동에 따른 절연막이
생성되고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
에, HRS의 스위칭 작용이 일어난다. 하지만, LRS(Low
Resistance State) 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고자 2.5, -3, -4 V 까지 전압을 주어 봤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LRS는 확인 되지 않았고 HRS의 스위칭 작용만이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래프 상에서 LRS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아 백금의 산소 함유량이 문제가 되었고, 그 후에 다시 1
에서 -1 V 까지 측정을 해봤을 때, 저항이 40 Ω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너무 큰
전압을 소자에 가해서 칩 자체의 결함이 생겨 쇼트가 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TiO2 와 Ta2 O5 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Ta2 O5 가 스위칭이 더 수월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항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스위칭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압을 -1.0에서 1.0 V 로 가해주었을 때, 전류 밀
도를 관찰한 결과 스위칭 거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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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전이 전압과 변환 전기장의 변화는 크게 얻을 수
없었지만, Ta2 O5 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절연막의 두께가
같을 때, 백금과의 전도띠의 차이가 가장 작아서 전류 밀
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전압에 대한 특성은 다른
두 물질보다 전류 밀도가 더 큰 Ta2 O5 가 수월하게 RRAM
소자를 스위칭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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