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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osite active layer was designed based on graphene quantum dots, which is a low-dimensional structure, and
a heterogeneous active layer of graphene quantum dots was applied to the interfacial defect structur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creasing to 1.5~3.5 wt % PVP GQD, Vf changed from 2.16 ~ 2.72 V. When negative deflection is
applied to the lower electrode, electrons travel through the HfOx/ITO interface. The Al + ions are reduced and the
device dominates at low resistance. In addition, as the PVP GQD concentration increased, the depth of the interfacial
defect decreased, and the repetition of appropriate electrical properties was confirmed through Al and HfOx/ITO. The
low interfacial defects help electrophoresis of Al+ ions to the PVP GQD layer and the HfOx thin film. A local electric
field increase occurred, resulting in the breakage of the conductive filament in th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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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정보 저장 기기의 용량과 집약적 산업구조의 변화는
복합 시스템의 기능성에 대한 고성능의 저장 소자를 필
요로 하고 있다 [1-11]. 특히 저항성 메모리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ies, RRAMs) 의 경우, 단순한 구조 대
비 집적화 및 저전력, 공정성 등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의 가격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무기 구조의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2-14]. 가령, 알루미늄 산화막,
이산화타이타늄 등의 전통적인 무기물 구조 뿐만 아니라,
poly(methyl-me-thacrylate) [15], polyvinyl alcohol [16], poly(4vinylphenol) (PVP) 등의 유기물 구조, 그래핀 산화막 등 이
차원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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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효과 트랜지스터 (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s, OFETs) 소
자와 여러가지 무기 박막의 적층구조는 계면에서 근본적
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는
직접적인 소자의 성능 열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차원 구조인 그래핀 양자점 기반의 복합 활성층을 설
계하였고,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소자 성능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계면 결함 구조에 그래핀 양자점의 이종활
성층을 적용하였다. 성능 열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bias
변화를 통한 Al / PVP GQD / HfOx / ITO 구조의 바이폴라 저
항성 스위칭 메모리 소자를 제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설정과 리셋 전압 변화에 따른 고성능의 반복 특성을 개
별 소자에서 확인하였고, 이종 활성층 농도에 따른 저항
성 스위칭 동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PVP GQD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에서의 결함 깊이가 감소하고, Al
과 HfOx /ITO 전극을 통해 전압 변화에서 적절한 전기적
인 반복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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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Fig. 1(a)는 PVP GQD/HfOx/ITO 구조의 전류-전압 (I-V) 곡
선이다. 음의 Bias가 상부 전극에 인가되었고, 하부 전극
을 접지 전위로 유지하였다.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10 mA
의 컴플라이언스 전류가 적용되었다. PVP GQD /HfOx /ITO
구조는 상부 전극의 구조적 변형없이 안정적인 저항성
스위칭 동작을 보여주었다. 최초의 스위칭은 0.5 wt % PVP
인 경우, Vf = 1.83 V 에서 나타났고, 1.5 ~ 3.5 wt % PVP 까지
증가할 경우, Vf 는 2.16 ~ 2.72 V 까지 변화하였다. Sweep 전
압을 10 V까지 변화할 경우, 4.0 wt % PVP 에서는 저항성
스위칭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 스위칭 단계에서
0.5 wt % PVP 에서는 0.5 V 이하로 bias 인가시 고저항 상태
(High Resistance State, HRS) 를 유지하였고, 1.1 V 이상 bias 인가
시 전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저항 상태 (Low Resistance
State, LRS) 로 전환되었다 [17, 18]. 인가된 bias가 V reset = −
0.49 V로 sweep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성 고저항상태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0.5 ~ 1.5 wt % RRAM 소자에서는 V set =
1.52 V과 V reset = - 0. 73 V 에서 set 과 reset 의 저항성 스위칭
동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5 ~ 4.0 wt % 소자는 계면 결함에
의한 낮은 전압 스위칭 동작 때문에 스위칭 특성에 대한 특
성을 규정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 0.19 V 에서 Ion / Ioff 비
가 68 이상으로 이는 명확한 바이 폴라 저항성 스위칭 특성
임을 알 수 있다. 반복된 V set / V reset 의 저항성과 100 DC 사
이클의 안정적인 반복 동작을 통해 균일한 스위칭 전압 특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b)는 소자 간 유의차 여부 및
스위칭 동작 특성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10 개 이상
의 소자에서 대부분 일관된 사이클 수와 저항 스위칭 결과
를 나타내었다. 저저항 상태의 V = 0.23 V와 고저항상태의 V
= - 0.21 V의 bias 에 의해 소자의 일정한 데이터 유지 특성과
전류 변화의 열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a) I – V curves of PVP GQD /HfOx /ITO memory
devices plotted on a semi-logarithmic scale. (b)
device-to-device variation of the switching.
Fig. 2(a)는 전류-전압 특성에서 전도성 메커니즘을 이해
하기 위해, 높은 bias 전압에서 오믹 (ohmic) 전도성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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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저항 (HRS) 상태를 나타내었다. 오믹 (ohmic) 전도
는 전도대의 이동하는 전자와 가전자대에서 정공의 움직
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으로서, 트랩으로 채워진 공간
전하 제한 전도를 나타내는 bias 전압에 따라 고저항 상태
영역은 0.5 V 이하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상
부 및 하부 전극 상태와 전체 캐리어 밀도, 그리고 물질
유전 상수에 따른 전하 이동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자의 설정 상태에서는 저저항 영역에서 전도성
필라멘트의 금속 거동을 보여주는 오믹 특성을 나타내었
다. 전극에 바이어스를 적용한 후, 극도로 높은 전기장의
영향으로 하부 전극에서 주입 된 전하에 대한 트랩 사이
트 역할을 하는 산소 공석 (oxygen vacancy) 이 금속 산화막
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3]. 이러한 산소 결손
(oxygen vacancy) 은 금속 산화물에 만연한 점 결함으로 간
주 될 수 있고, 여기서는 HfOx 층에 변화하는 전기장이
인가되면, 원자 결합이 약화 될 때 생성되는 결함으로, 이
는 특히 저항성 메모리 특성을 제어하는데 이용이 가능
한 물리적 특성이다 [19, 20]. Fig. 2(b)는 고저항 (HRS) 및 저
저항 (LRS) 상태에서 -0.3 V ~ 0.3 V 의 인가 전압에 의한 데
이터 보존 시간을 나타내었다. 전류 수준의 열화없이 각
상태에서 7000 초의 데이터 보존 시간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2. (a) I – V curves of PVP GQD /HfOx /ITO memory
devices plotted on a logarithmic scale. (b) Plot of
Retention time measurement by applying voltages of
− 0.3 V and 0.3 V in HRS and LRS respectively.
Fig. 3(a)와 (b)는 Al / PVP GQD/ HfOx / ITO 소자의 저항성
스위칭 메커니즘을 설명한 개략도이다. 여러 연구그룹에
서, 전도성 필라멘트의 형성은 HfOx 박막 및 PVP GQD 층
에서 Al + 이온의 전자 이동에 의해 영향으로 설명되었다
[24]. 상부 전극에 양의 bias 가 적용될 때, Al 원자의 산화
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Al + 이온이 생성되며, 이는 PVP
GQD 를 통해 전기 이동하고, 하부 전극에 음의 bias 가 적
용되면, HfOx / ITO 계면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하
부 전극으로 부터 주입된 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Al +
이온은 감소하게 되고, 소자는 저저항 상태로 스위칭 되
었다. 높은 전기장 아래에서, Al + 이온의 전자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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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깊은 결함이 위치한 곳에서 크게 나타나고, 하부 전
극과 산화막 계면에서 발생한 결함에서 Al + 이온의 전자
이동 가능성은 크게 나타난다 [21, 22]. 역 bias 에 의한 극
성의 변화와 함께 리셋 과정 동안, 계면 결함 근처에서
전기장과 전류 밀도가 최대가 되고, 전기화학적 반응과
joule 열에 의한 전도성 필라멘트의 파괴가 발생하였다.
수 ~ 수십 나노미터 지름의 전도성 필라멘트는 국부적인
joule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15 mA 이상의 전류가
흘렀고, 이는 결과적으로 1010 A/cm2 이상의 높은 전류 밀
도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전의 선행 연구 보고서에
서 관찰 된 바에 의하면, 기존 저항성 스위치의 금속 박
막 전도성 필라멘트는 불규칙한 모양을 형성하였고, 재설
정 프로세스 동안 불규칙한 계면 결함의 증가로 인해 신
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25].

Fig. 3. (a) Schematic illustrating the device structure with
atomic defect in PVP GQD layer. (b) Oxidation of
Al to Al+ ions and diffusion of Al+ ions into PVP
GQD layer, reduction of A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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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 하부전극인 ITO투명 기판 위에
초박막의 HfOx를 원자층 증착법으로 합성 후, PVP내 그래
핀 양자점을 합성하였으며, 전도성 Al 이온 구조를 적용
하였다. 10 nm 이하의 그래핀 양자점 구조가 제작된 후, Al
이온은 그래핀 양자점 영역의 채널로 형성되었다 [23, 24].
Fig. 4(b)는 상단 전극에 음의 bais 를 인가한 후 얻은 ON
state에서의 단면 Bright-field TEM 이미지이다. Al/PVP GQD /
HfOx / ITO 적층구조에서 불균일한 계면 상태를 확인하였
다. PVP 내 그래핀 양자점 영역은 Off state보다 더 규칙적
이고 조밀하게 적층된 경로를 가지고 있으나, 계면에서는
금속 원자층 내 vacancy가 증가하였고, 이는 Al 과 HfOx
내 계면 영역의 결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TEM 이미
지에서 볼 수 있듯이 Al/PVP GQD / HfOx / ITO 구조는 이종
계면에서 국지적으로 결합 된 원자층 영역이 관찰되었고,
ON 상태에서 Al 산화막이 전하수송층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다른 국부적인 영역에서 불규
칙한 계면 구조가 나타나고, 그래핀 양자점 채널 결정화
영역과 HfOx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HfOx 박막은 계면 간 산소 이온과 관련된 결함
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 제어 가능한 전기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전도성 채널로 간주되는 고도로
결정화 된 PVP 내 그래핀 양자점 영역은 Al 이온과 HfOx
산소 이온의 탈부착 변화에 의해 계면내 결함 간격을 크
게 만들지만 강한 전기장 하에서 금속 계면과 HfOx산소
이온의 이동에 의해 전도성 PVP그래핀 양자점 채널이 점
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3. 실 험
3.1 소자 설계 및 제작
GQD는 수정된 Hummers 방법을 사용하여 Graphite 에서
1차적으로 합성되었다. 초음파 처리공정과 분리추출 공정
을 통해, 박리된 GO 시트 제작 후, 원심 분리 및 수정된
필터링 공정을 통해 GQD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GQD와
PVP의 1차합성후, 수정된 CVD 법을 통해 Cu 박막에서 형
태별 그래핀 양자점을 패터닝 된 전극 위에 직성장을 하
였다. 탈 이온수클리닝 공정을 통해 복합 GQD 층 세척
후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Cross-Bar Type 의 Al / PVP GQD /
HfOx 구조는 열 증착에 의해 150 µm 폭의 중첩된 하드 마
스크를 사용하여 ITO 기판 위에 증착하였다. Al 전극은 전
자빔 증착 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HfOx 구조는 Ti 접
착층에 증착하였다. Fig. 4(a)는 저결함 그래핀 양자점을 설
계하였고, 제작은 수정된 Hummers방법을 통해 흑연산화
물로부터 추출하였다. 이를 ITO 기판 위 Poly(4-vinylphenol)
(PVP)/HfOx 적층 구조에 적용한 개략도이다. 저항성 메모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a) of the device architecture
based on PVP with an GQD. (b) and TEM image of
PVP GQD/HfOx/ITO layer.

3.2 소자 특성 분석 및 측정
HRTEM (High-resolution Transmission Microscopy) (FEI Tecnai
F30 S-Twin)을 사용하여 Al / PVP GQD/ HfOx / ITO 소자의 저
항성 메모리 구조에 대해 형태학적 및 나노 구조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소자의 전류 - 전압 (I–V) 곡선은 전기전
자 워크 스테이션 (Keithley 2400) 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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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활성층 농도에 따른 Al / PVP GQD/ HfOx /
ITO 소자의 저항성 스위칭 거동과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전류-전압 특성에서 관찰 한 바와 같이, GQD
를 포함한 활성층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재설정 전압은 감
소하였고, 이는 이것은 PVP GQD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
면에서의 결함 깊이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Al 과
HfOx /ITO 전극을 통해 전압 변화에서 적절한 전기적인 반
복성이 관찰되었고, 이는 신뢰성이 높은 바이폴라 저항성
스위칭 동작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낮은 전압과 안정적인
스위칭 동작은 계면 결함이 PVP GQD 층과 HfOx 박막을
통한 Al + 이온의 전기 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bias 전압
을 반전하면 전기 화학적 상호작용 및 joule 가열로 인해
높은 전류 밀도와 접합에서의 국부적인 전기장 증가가 발
생하고, 이는 전도성 필라멘트가 핀홀 끝에서 파괴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PVP GQD 계면에서 다중 전도성 필
라멘트 대신 그래핀 양자점 채널과 전도성 필라멘트 경로
가 전하이동에 도움이되고, 이는 저항성 스위칭 소자의 성
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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