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하프늄 기반의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의 계면 트랩에 대한 연구 

Study on Interface Traps  

of Hf-based High-k Gate Dielectrics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하이브리드재료 전공 

차 재 춘 

 

 



 

  



i 

초록 

지속적인 스케일링을 통한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을 위해서 게이트 유

전막의 두께는 2nm 이하로 얇아졌으며, 직접적인 터널링에 의한 게이트 

누설 전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금속 전

극 기술이 도입되었다. 해당 기술은 누설 전류 감소와 게이트 제어력 개

선과 관련된 많은 장점을 가지나,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이 적용된 커

패시터에서 나타나는 정전용량-전압 히스테리시스의 증가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보여지는 문턱전압 변화량 증가는 기존의 산화물 대비 

매우 높은 계면 트랩 밀도를 가졌음을 잘 설명해준다. 결함에 트랩된 전

하는 문턱전압을 변화시켜 소자의 동작을 불안하게 만들고, 캐리어 이동

도를 감소시켜 스피드 특성을 저하시키며, 신뢰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

기 때문에 적절한 게이트 유전막의 선택을 위해서는 게이트 스택이 가지

는 트랩 밀도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방법과 트랩 증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저전력 디램 제품에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

용 가능성이 있는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금속-절연체-반도체 커

패시터 구조에서 게이트 유전막 조건과 두께를 변경하며 나타나는 전기

적인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게이트 유전막의 트랩 밀도 비교와 함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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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증감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깊은 준위 천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어

려움이 있었던 2nm 수준의 초박막 게이트 유전막에서 문헌에 보고된 수

치와 유사한 수준의 계면 트랩 밀도 결과를 얻었으며,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의 주요 피크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트랩 에너지 준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 스핀 공명, 컨덕턴스 등의 결과에서 고유전율 산

화막 두께 증가에 따라 트랩 밀도가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했는

데, 이는 고유전막 증착에 사용된 하프늄 클로라이드 전구체에 의한 염

소 불순물 증가와 관련성을 가지며,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전자 스핀 

공명/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등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트랩 밀도는 실리

콘 기판과 유전막 계면에 존재하는 전하를 띤 결함과 밀접한 영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 방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트랩 측

정 기술들은 게이트 스택에 존재하는 각각의 트랩 구성요소들을 구분하

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게이트 스택의 핵심인 게이트 유전막을 선정하기 위

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법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깊은 준위 천이 분석법, 계면 트랩, 벌크 트랩, 트랩, 게이트 

유전막, 고유전율,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산화 규소 산화물 

학  번 : 2018-2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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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더 빠르고, 더 낮은 전력 소모와 더 높은 비용 효율성을 위한 반도

체 소자의 스케일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스케일링은 게이트 길이

와 너비, 접합 깊이 및 접촉 면적과 같은 기하학적 스케일링과 함께 

실리콘-게르마늄 채널, 고유전율 유전막과 금속 전극 및 압축/인장 스

트레서와 같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 도입된 효과적인 스케일링을 통

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 정보 기술을 위한 시스템 성

능의 향상과 대용량 디지털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

케일링과 새로운 재료의 도입은 계속되고 있다. [1,2] 지난 수십년 동안

의 반도체 산업에서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스케일링을 통한 소

자의 스피드 특성 개선에 주력하여 프로세서 속도를 매년 60% 증가시

켰고, 칩당 트랜지스터의 수는 매년 1.4배 증가했다. 디램의 경우 밀도 

증가를 통한 원가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판매가는 매년 36% 감소되었고, 이를 위한 밀도 증

가는 기술 노드 마다 50% 증가되었다. 표 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난 50년간 디램의 밀도는 103에서 1010으로 107배 증가했고, 속도는 440

배 빨라졌으며, 동작전압이 1/2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결과는 미세화, 

저전력화, 고속화 등의 스케일링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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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축소되면 채널에 대한 게이트 제어력를 높이

기 위해 동작 전압 수준과 게이트 유전막의 두께도 함께 감소해야 하

며 이와 같은 방법은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으로 여겨져 왔고, 그림 1. 1.과 같이 기하학적 스케일링 속에 게이트 

유전막의 두께도 기술 노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 되었다. 게이트 

유전체로써 이산화 규소 산화물은 낮은 유전상수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소자에 요구되는 모든 특성(열화학적 안정성, 높은 결정 온도, 높은 밴

드갭, 낮은 결함 밀도 등)을 갖췄으나, 그림 1. 2.와 같이 게이트 유전막

이 충분히 얇아져 3nm 수준으로 줄어들면 수 Å 수준의 게이트 유전

막 두께 감소에도 매우 큰 누설 전류 밀도(A/cm2) 증가를 보이며, 이러

한 누설 전류는 대기 전력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정상적인 소자 작동을 

어렵게 만든다. [3,4,5]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게이트 유전막인 이산화 

규소 산화물의 물리적 한계는 0.7nm 수준으로 보고되나, 실험적으로 

증명된 한계는 1.2nm 수준으로, 게이트 유전막이 수 nm 수준으로 얇아

져 발생되는 직접적인 터널링에 의한 게이트 누설 전류는 게이트 유전

막의 물리적 두께 감소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낮은 유전상

수를 가지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로 게이트 누설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직접적인 터널링을 줄이기 위한 상당히 두꺼운 유전막이 필요한

데, 이는 원하는 유전막 두께 스케일링 시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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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고 스케일링에 따른 많은 장점들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말

해준다. [6,7,8,9] 2nm 이하의 등가 산화막 두께 스케일링에 제약이 없고, 

게이트 누설 전류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게이트 정전용

량을 높일 수 있는 유전상수를 갖는 대체 유전막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90년대 중반 인텔을 비롯한 다른 주요 칩 제조업체들의 고민이었으

며, 게이트 유전체를 통하여 전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충

분히 두껍고, 게이트의 전기장이 채널로 들어가서 트랜지스터를 켤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충분히 얇은 새로운 게이트 절연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2nm 수준의 등가 

산화물 두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이산화 규소 산화물의 누설 

전류 밀도 수준이 하프늄 산화물 또는 지르코늄 산화물 대비 105배 수

준 높다는 점과 그림 1. 3.과 같이 동일한 1.5nm의 전기적인 두께를 가

지는 고유전율 산화막의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와 대기 전력 소비가 

1000배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금속 

전극 기술 도입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설명해준다. 해당 기술은 게이

트 제어력 개선과 관련된 많은 장점을 가지나,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

막이 적용된 커패시터에서 나타나는 정전용량-전압 히스테리시스의 증

가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보여지는 게이트 문턱전압 변화량 증

가는 기존의 산화물 대비 매우 높은 트랩 밀도를 가졌음을 잘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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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결함에 트랩된 전하는 문턱전압을 변화시켜 소자의 동작을 불안

하게 만들고, 캐리어 이동도를 감소시켜 스피드 특성을 저하시키며, 신

뢰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게이트 유전막의 선택을 

위해서는 게이트 스택이 가지는 트랩 밀도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

고 분석할 방법과 트랩 증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게이트 스택 품질 개선을 위한 많은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결함들을 제어하고 감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며, 고유전

율 유전막이 가진 결정화 온도, 열역학적 안정성, 계면 트랩 밀도, 캐

리어 이동성 등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고성능 디램 제품에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금속-절연체-반도체 

구조의 커패시터에서 게이트 유전막의 조건 및 두께를 변경하며 나타

나는 전기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트랩 밀도 비교와 함께 트랩 밀도 증

감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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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지난 50년 동안의 디램 성능 변천사 [2]  

 

 

그림 1. 1. 기술 노드에 따른 게이트 유전막의 물리/전기적 두께에 대한 

스케일링 트랜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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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등가 산화막 두께에 따른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3] 

 

 

그림 1. 3. 게이트 전압에 따른 게이트 누설 전류와 대기 전력 소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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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 1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의 도입 

2007년 인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림 2. 1.과 같이 기존의 게이트 

스택 구조에서 게이트 유전막 두께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터널링 증가에 

의한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가 열화되는 문제를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

과 금속 전극 기술을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10] 해당 기술은 게이

트 누설전류 (nMOS 25배, pMOS 1000배) 감소, 포화 전류 밀도 (32%) 증

가 및 게이트 지연 시간 (23%) 감소 등의 효과를 확인하며[11] 그림 2. 2. 

와 같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45 nm 노드 이하의 제품군에 적용되어 현재

까지 사용 중이다. 디램의 경우 커패시터 형성을 위한 높은 열공정과 신

규 재료와 장비의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금속 전극 기술을 트랜지스터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모바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고성능/저전력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디램 기술 노드 2x nm 이하 차세대 저전력 

제품의 주요 기술 후보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12]  

그림 2. 3.에서는 보여지는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금속 전극 기술

은 물리적으로 두꺼운 게이트 유전막 사용에 따른 누설 전류 밀도 개선, 

반전 두께 감소와 저저항 금속 전극 사용에 따른 게이트 제어력 증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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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짧은 채널 효과, 문턱 전압 불일치, 폴리 게이트 디플리션 감소 등

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동성 감소와 신뢰성 열화와 같은 고유

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관련성이 높은 단점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고

유전율 유전막은 이온 결합 특성이 강하며, 많은 양의 산소 공석 또는 

산소 간극을 가지고 있기에 본질적으로 계면과 벌크 결함이 높다고 알려

지며,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을 적용한 금속-절연체-도체 커패시터에서 

나타나는 정전용량-전압 히스테리시스의 증가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

서 보여지는 열처리 전/후 문턱전압 변화량 증가는 기존에 사용되던 이

산화 규소 산화물 대비 10~100배 높은 트랩 밀도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

한 결함에 트랩된 전하는 문턱전압을 변화시켜 소자의 동작을 불안하게 

만들고, 캐리어 이동성을 낮춰 소자의 스피드 특성을 열화시키며, 신뢰성

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13] 고유전율 게이트 스택의 특성은 

트랜지스터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나, 계면층을 

포함하는 여러 층의 유전막을 가지는 고유전 게이트 유전막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 특성들과 연관되는 게

이트 스택에 대한 성능지수의 구성요소, 표준화 값, 그리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표 2. 1.에 잘 정리되어 있다. 

 

 



9 

 

 

 

 

그림 2. 1. 고유전율 유전막과 금속 전극 기술에 대한 개략도 [10] 

 

 

 

그림 2. 2.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을 위한 시대별 소자 기술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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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고유전율 유전막과 금속 전극 기술의 장단점 [2] 

 

 

 

표 2. 1. 고유전율 유전막을 갖는 게이트 스택의 핵심 성능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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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반도체 결함 

절대온도 이상에서 모든 결정들은 결정구조 내에 격자로부터 잃어버린 

원자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 혹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불순물이 모체 

원자를 대체한 대체 불순물, 모체 원자들 사이에 들어간 간극 불순물과 

같은 결정 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모든 반도체는 이러한 결함들

을 포함하며, 기판 저항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입된 붕소 또

는 비소와 같은 불순물 이외에도 결정 성장 및 소자 제작 중 의도치 않

게 주입된 금속 불순물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상적인 완벽한 단결정 

반도체의 밴드갭 내에는 에너지 준위가 없으나, 단결정의 주기성이 외부 

원자 또는 결정 결함에 의해 교란될 때 불연속 에너지 준위가 밴드갭 내

에 생성되는데 이러한 결함을 일반적으로 생성-재결합 센터 또는 트랩이

라고 한다. 캐리어 생성을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입된 불순물인 

비소 또는 붕소의 경우 각각 실리콘의 전자대와 가전자대로부터 0.05eV 

수준으로 떨어져 가까이 위치하기에 얕은 에너지 준위 트랩이라고 하며, 

금속 불순물이나 소자 제작 중 의도치 않게 형성된 적층 결함, 공석 또

는 간극과 같은 결정 결함의 경우 밴드갭 깊숙이 위치하여 깊은 에너지 

준위 트랩이라고 한다. [14] 이러한 결함 중 반도체 기판과 산화물 계면

에서의 금속 불순물은 게이트 산화물 무결성을 저하시켜 소자의 성능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수준 이하로 불순물 농도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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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림 2. 4.은 산화막에 가해지는 유효 전기장의 세기 증가에 따

라 나타나는 소자 실패율을 보여주는데,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 불순

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더 낮은 전기장에서도 실패율이 가속화됨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실리콘 웨이퍼의 불순물 밀도는 1010/cm2 정도로 매우 

높은 순도로 제작되며, 소자 제작을 위한 가공 시 더 높은 결함 밀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처리 후 1010 ~ 1012/cm2 수준의 밀도

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 산업 초기부터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

용되어온 이산화 규소 산화물은 고온 안정성, 낮은 결함 농도, 범용 한계

에 가까운 높은 캐리어 이동성, 매우 큰 밴드갭(~9 eV)과 충분한 유전 강

도(106 V/cm) 등의 장점을 갖는 반면, 고유전율 유전막은 이온 결합 특성

이 강하고, 배위수가 높아 고온의 열처리 동안 비정질로 유지되기 어려

워 이산화 규소 산화물 대비 더 높은 결함 농도를 갖게 된다. 지르코늄 

산화물 보다 하프늄 산화물을 선호하고, 순수한 산화물 대신 실리케이트

를 사용하고, 질소를 첨가하여 결정화를 억제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이 적용된 커패시터에서 보이는 정전용량-전압 

곡선의 변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나타나는 문턱전압 변화 수준 

증가 그리고 캐리어 이동성의 감소는 모두 결함에 포획된 전하와 큰 연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트랩된 전하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산화물에 

내재된 결함 또는 계면 트랩으로 예상하고 있다. [15,16] 기존의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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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은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에서 나타나는 이동성의 감소, 문턱전압 

변화 증가로 인한 신뢰성 열화와 같은 품질 저하를 기판과 계면층 또는 

각각의 박막이 접합된 중간층에 존재하는 계면 트랩 밀도에 의한 영향성

으로 인지하거나 [17,18,19,20,21] 또는 박막 자체가 가지는 높은 결함

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2,23] 이러한 결함의 원인은 다양한 격

자 결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우나 전하를 띤 산소 

공석 또는 산소 간극 [24], 산소 확산으로 산화물 내에 형성된 하프늄과 

관련된 댕글링 본드 [25], 계면층 또는 중간층 산소 면적 밀도 차이로 인

해 형성된 쌍극자 [26], 전구체에 의해 도입된 염소 불순물과 같은 결함 [27] 

등으로 판단했다. 게이트 스택 품질 개선을 위한 많은 엔지니어링은 이

러한 결함들을 제어하고 감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며, 고유전율 게

이트 유전막이 가진 결정화 온도, 열역학적 안정성, 계면 트랩 밀도, 이

동성 등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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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유효 전기장 세기에 따라 나타나는 소자의 실패율(%) 

(위)철에 의한 영향과 (아래)구리에 의한 영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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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결함 측정 방법들 

결함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바이어스 조건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를 산식에 대응하여 결함 밀도를 산출하지만, 

전류-전압, 전하-전압 등의 다양한 방법 또한 사용되며, 금속-절연체-반도

체 커패시터 또는 금속-절연체-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와 같은 구

조에 따라 사용되는 각각의 방법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금속-절연체-

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의 측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준정적 방

법 또는 컨덕턴스 방법이다. 저주파 혹은 준정적 방법은 계면 포획 전하 

측정법 중 하나로, 낮은 측정 주파수에서 탐침 주파수에 응답하는 계면 

포획에 의한 정전용량의 변화를 통해 넓은 표면 전위 범위의 계면 포획 

전하 밀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결정할 수 있는 계면 

트랩 밀도의 한계는 1010 cm-2eV-1 수준이다. 단점으로는 준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한 까다로운 측정 요구사항과 함께 박막 두께가 낮아짐에 따른 

산화막 누설 전류 증가, 기판 농도의 불균일성 증가, 그리고 표면 전위 

변동에 의한 계면 트랩 밀도 추출 시의 오류 증가 등이 있다고 보고된다. 

컨덕턴스 방법은 계면 트랩 밀도를 결정하는 민감도가 높은 방법 중 하

나로 109 cm-2eV-1 수준의 계면 전하 농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 기

법은 바이어스 전압과 주파수 변화에 따른 병렬 컨덕턴스 측정을 기초로 

하여 밴드갭의 공핍과 반전 모드에서의 계면 트랩 밀도, 다수 반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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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단면적, 표면 전위 변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쳐 실험적으로 측정된 

각 주파수에 따른 병렬 컨덕턴스 곡선은 산화막 내 도핑 농도와 전하의 

불균일성에 기인한 표면 전위 변동에 의한 계면 포획 시상수 분산에 의

해 넓은 폭을 가지는 곡선으로 관찰되며, 이러한 표면 전위 변동은 n형 

보다 p형 실리콘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얇은 산화막에 의한 누설 전류 

증가와 직렬 저항 성분의 증가는 실험 결과 분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다.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의 측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준정적 방법과 컨덕턴스 방법 모두 유전막의 두께가 수 nm 수준으로 얇

아지면 측정 자체가 어렵거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

다고 보고된다. D.V. Lang 이 고안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기(DLTS)의 경

우 표면 전위 변화와 누설 전류에 대한 제약이 작고, 벌크와 인터페이스 

트랩 측정이 모두 가능하며, 측정이 매우 민감하여 109 (eV-1cm-2) 수준까

지 인터페이스 트랩 밀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림 2. 5.와 같이 다양한 측

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넓은 영역의 트랩 에너지 준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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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한 측정 가능 에너지 준위 범위 [31]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은 바이어스 조건 변경에 따라 밴드 기울어짐이 

일어나는 공간 전하 영역에 존재하는 트랩에서의 포획과 방출 과정에 의

한 정전용량 차이를 그 기본 원리로 사용한다. 그림 2. 6.과 같이 금속-반

도체 접촉 구조에서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면, 역방

향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밴드 기울어짐이 심화되고 공간 전하 영역의 너

비가 최대치로 넒어지는데 이때의 정전용량을 준정적 정전용량(C0)이라 

하며, 페르미 에너지 준위 아래로 존재하는 트랩 에너지 준위는 다수 캐

리어(n형 기판일 경우 전자)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한다. 그 뒤 순방향 펄

스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밴드 기울어짐이 완화되고 공간 전하 영역의 너

비가 감소되어 준정적 정전용량 대비 높은 정전용량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펄스 또는 순방향 바이어스 정전용량(Cp 또는 Cf)이라 하며 페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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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준위 밑으로 존재하는 트랩 에너지 준위에 다수 캐리어를 채운다. 

순방향 펄스 바이어스를 없애고 다시 처음과 동일한 역방향 바이어스 상

태로 조건을 돌리면 평형상태의 정전용량으로 돌아가기 전에 밴드 기울

어짐이 일어났던 공간 전하 영역에 채워졌던 결함 밀도 수준의 영향을 

받아 정전용량의 변화가 지수함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상적으로 공

간 전하 영역에 트랩 에너지 준위가 없다면 이러한 정전용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모든 반도체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결함의 밀도, 

포획 및 방출 시간과 바이어스 조건 및 캐리어의 종류에 따라 정전용량

의 변화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림 2. 6. 금속-반도체 구조에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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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과 같이 p형 기판을 가지는 금속-절연체-반도체 구조에서 깊

은 준위 천이 분석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면, 바이어스 조건은 동일하게 

역방향-순방향-역방향 순으로 변경할 때 정전용량은 고갈(반전)-축적-고갈

(반전) 상태로 변화된다. 금속-반도체 접촉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처음 역

방향 바이어스에서 계면과 벌크 트랩 사이트에서 다수 캐리어들이 방출

되고, 순방향 펄스 바이어스 시간 동안 계면과 벌크 트랩 사이트에서 다

수 캐리어들이 포획되며, 다시 역방향 바이어스로 돌아올 때 포획된 캐

리어 밀도의 영향을 받아 정전용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림 2. 8.) 캐

리어 방출율 (#/sec)은 포획 단면적, 열속도, 상태 밀도 및 트랩 에너지 

준위와 온도의 함수이며,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트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D.V. 

Lang은 반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랩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법 (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

했으며, 이 기술은 고주파 영역에서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바이어스와 온

도 변화에 의한 트랩의 포획 및 방출에 따라 나타나는 정전용량의 과도 

현상을 사용하여 민감하고 빠르게 인터페이스와 벌크 트랩 분석이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다. 측정을 통해 얻어진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

의 피크는 트랩의 에너지 준위, 밀도, 활성화 에너지 및 포획 단면적 등

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트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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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금속-절연체-반도체 구조에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측정 원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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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 시간과 온도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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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9. 과 같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에 설치된 깊은 준

위 천이 분석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Janis 극저온 용기, Lakeshore 온도 

조절기, Agilent 81110a 165MHz 펄스 생성기, Boonton 7200 1MHz 정전용량 

측정기, Picoscope 5MHz 오실로스코프, Edward RV3 로터리 펌프, 35Liter 액

화 질소 용기와 측정을 위한 컴퓨터와 모니터로 구성된다. 깊은 준위 천

이 측정은 Janis 극저온 용기에 시료를 로딩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며, 시

료 홀더에 허용 가능한 크기는 1cm x 1cm 수준이다. 시료 로딩 후 상/하

부 전극을 연결할 때 후속 온도 변화(300K – 78K – 400K)에 의한 시료의 

흔들림이 없도록 잘 고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온도를 78K까지 

낮추면 극저온 용기 내부의 수증기가 결빙되어 시료를 손상시키고 측정 

결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전 반드시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수 mTorr 수준의 진공을 잡은 상태에서 액화 질소를 흘

려 78Kelvin까지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해야 한다. 바이어스 

설정은 사전에 측정된 정전용량-전압 결과를 통해 순방향(축적, 다수 캐

리어 포획을 위함) / 역방향(고갈 혹은 반전, 다수 캐리어 방출을 위함) 

바이어스 수준을 설정하였고, 500ms의 주기 내에 펄스 너비는 1ms로 하

여 1MHz 에서 변화하는 정전용량을 관찰하였으며, 온도는 3K/min. 수준

으로 조절했다. 온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면 트랩 측정에 사용되는 영

역인 400K까지 관찰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벌크 결함을 관찰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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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700K까지 온도를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에 선형필터(60초 동안 측정된 결과를 평균화)와 가중함

수(크로웰의 직사각형 가중 함수)[33]를 통해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의 신

호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 신호의 +/- 부호를 통해 소수/다수 캐리어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높이를 통해 트랩 밀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온도와

의 상관관계를 통해 트랩의 에너지 준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에서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을 통해 

계면 트랩 밀도와 포획 단면적 등의 트랩 관련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포획 단면적은 트랩 에너지 준위보다 온도

에 더 큰 의존성을 가지며,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피크 변화를 통해 계면

과 벌크 트랩의 구분이 가능하고,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기술로 측정된 계면 

트랩 밀도가 고주파 정전용량-전압 방식 또는 컨덕턴스 방법으로 측정

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했다. [34,35,36,37] 또한 알루미늄 산화물을 가지

는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라 계면 상

태 밀도가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을 통해 얻어진 트

랩 에너지 준위는 실리콘 원자가 밴드로부터 0.35eV 높이 위치하며, 계면 

트랩 밀도는 4 x 1011/cm2eV 수준으로 이산화 규소 산화물 보다 10 배 더 높

게 관찰됨을 알 수 있다. [38,39] 또한 이산화 규소 산화물, 지르코늄 산화

물, 아연 산화물, 게르마늄 산화물 등의 다양한 고유전율 박막에 대한 깊



24 

은 준위 천이 측정을 통해 금속-반도체 접촉,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또는 금속-절연체-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트랩 측정 및 비교를 

위한 방법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0,41,42,43] 

 

 

 

 

그림 2. 9. 깊은 준위 천이 분석기 구성 및 측정, 피팅 관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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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의 계면 트랩 연구 

3. 1 실험 설계 

실험은 그림 3. 1.과 같이 디램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에서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고유전율 유전막의 두께를 

변경하며 나타나는 전기적인 특성변화를 관찰했다. 실리콘 기판 위에 

게이트 유전막만 올라간 상태, 즉 상/하부 전극 형성에 따른 영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유전막 형성의 물리적 관찰을 위한 투과 전자 현미경 

분석, 화학적 조성 변화 관찰을 위한 엑스레이 광전자 분석, 원자 및 

분자의 종류와 그 존재량을 분석하기 위한 이차 이온 질량 분석, 계면 

결함 밀도 관찰을 위한 전자 스핀 공명 분석 및 시료간 접촉 전위차 

확인을 위한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분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상부 

전극인 티타늄 질화물과 백금 및 하부 전극인 인듐 증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에 따른 누설 전류 밀도 확인을 위한 전류-

전압 측정, 순방향/역방향 바이어스에 따른 히스테리시스를 통한 계면 

결함 밀도 확인을 위한 정전용량-전압 측정, 저주파에서 고주파 영역 각 

주파수에 따른 병렬 컨덕턴스 변화를 통해 환산된 계면 결함 밀도 

확인을 위한 컨덕턴스 측정, 그리고 계면 트랩 밀도, 심층 트랩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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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단면적, 트랩 에너지 준위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 결함 밀도 변화 

수준을 비교하고 그 증감 원인을 분석했다. 시료 제작의 경우 p-형 

실리콘 기판에 급속 열산화 기술을 사용해 계면층으로 사용될 이산화 

규소 산화물을 850~900°C, 120Torr 조건에서 AMAT사의 Radiance+를 

사용하여 증착했다. 그 위에 원자층 증착법 기술을 사용해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300°C, 4Torr, 조건에서 ASM사의 Pulsar를 사용하여 

증착했으며 사용된 전구체는 하프늄 클로라이드이고 하프늄과 실리콘의 

비율은 3:2 수준으로 설정했다. 상부 전극은 시료에 100,000um2의 면적을 

가지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물리적 증기 증착 방식을 사용하는 

SNTEK사의 CDS5000에서 티타늄 질화물과 백금을 200nm 수준의 두께와 

300um 수준의 지름으로 증착했고, 하부전극으로는 인듐을 증착하여 

사용했다. 그림 3. 2.의 투과 전자 현미경 결과 확인 시 시료별 이산화 

규소 산화물의 물리적 두께는 1.7~2.0nm 수준이고, 하프늄 실리케이트의 

물리적 두께는 2.3~5.2nm로 균일하게 증착되었고, 하프늄 실리케이트 

증착에 따른 실리콘 기판과 이산화 규소 산화물,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유전막 사이에는 어떠한 계면층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정전용량-전압 측정을 통해 계산된 이산화 규소 유전막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등가 산화막 두께의 총 합은 2.0~2.6nm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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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금속-절연체-반도체 스택 형성 조건 및 방법 

 

 

그림 3. 2. 게이트 유전막 형성 조건에 따른 투과 전자 현미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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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실험 

3. 2. 1.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그림 3. 3.에서 보여지는 검은색은 2nm의 물리적 두께를 가지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이고, 빨간색은 2nm의 전기적 두께를 가지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이중으로 증착된 시료에 대한 누설 

전류 밀도를 보여준다. 순수한 이산화 규소 산화물의 물리적 두께는 

전기적 두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2.0nm의 전기적 두께에서 

고유전율 유전막인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증착된 시료의 경우 약 104 배 

수준의 누설 전류 밀도 개선이 관찰되는데, 이는 물리적 두께 증가에 

기인한 결과이며(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 두께 2nm,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중 산화물 두께 4.1nm), 앞서 

문헌연구에서 언급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의 장점 중 하나인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개선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림 3. 4.에서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중막 그룹들의 전기적 산화막 두께 

증가에 따른 누설 전류 밀도 감소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 두께 감소에 

따라 그 수준이 더욱 증가되는 양상이나,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과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추가된 이중막에서 나타나는 누설 전류 밀도 

차이와 비교하면 미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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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게이트 전압에 따른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그림 3. 4. 등가 산화막 두께에 따른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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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정전용량-전압 분석과 컨덕턴스 

게이트 유전막이 매우 얇아져 물리적 두께가 3nm 수준으로 내려가면 

누설 전류 증대로 인해 정상적인 정전용량-전압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된다. 그림 3. 5.에서와 같이 실제 정전용량 측정에서 사용된 

(검은색) 2nm 두께의 이산화 규소 산화물만 증착된 시료의 경우 0V 

이하에서 측정된 유전 손실은 최대 105 배 까지 상승했고, -0.3V 수준에서 

정전용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문헌에서 보고된 누설 전류 

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이중으로 증착된 시료가 -2V로 근접함에 따라 얻어지는 

최대 정전용량 결과와는 상이하다. kHz 미만의 낮은 주파수 조건에서 

측정 시에는 반전모드 정전용량을 관찰하기 어려웠고, 10kHz 고주파수 

조건에서 정전용량 측정 시에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매우 낮은 축적모드 

정전용량을 얻었기 때문에 정전용량-전압 피팅 시 정상적인 정전용량 

수준을 가지는 낮은 주파수 곡선을 얻기 어려웠다. 그림 3. 6.은 이산화 

규소 산화물 두께 변화에 따라 피팅된 낮은 주파수의 정전용량-전압 

곡선을 보여주는데,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중막을 

가지는 그룹들의 전기적 유전막의 두께와 비교 시 이산화 규소 산화물만 

증착된 시료의 경우 매우 작은 (축적, 반전모드) 정전용량이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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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등가 산화막 두께를 가지는 이산화 규소 단일 산화막과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이중 산화막으로 구성되는 유전막의 

정전용량 곡선 

 

 

그림 3. 6. 고주파수 정전용량 결과를 통해 변환된 저주파수  

정전용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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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막 이산화 규소 산화물만 증착된 시료의 경우 정전용량-전압 측정 

뿐 아니라 컨덕턴스 측정에서도 정상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림 3. 

7.과 같이 낮은 각 주파수 구간에서의 병렬 컨덕턴스는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지 못하여 최대 병렬 컨덕턴스 산출을 어렵게 하고 트랩 밀도 

환산을 어렵게 한다. 유전막의 물리적 두께가 2~3 nm 수준으로 낮아지고, 

주파수가 kHz 이하로 낮을 경우 기존의 정전용량-전압과 컨덕턴스 

방식은 정상적인 값을 얻기 어렵거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된다. 그림 3. 2.에서 이산화 규소 산화물 시료의 전기적 산화물 

두께를 빨간색으로 표기했던 이유는 정상적인 정전용량을 얻지 못했기에 

물리적 두께를 기입한 것이다. D.V. Lang이 고안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의 

경우 누설 전류 증대와 표면 전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1MHz의 

고주파 조건에서 측정하기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3. 7.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컨덕턴스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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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깊은 준위 천이 분석 – 신호 및 강도 

그림 3. 10.은 앞서 설명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기본 원리에 따라 

이산화 규소 산화물만 진행된 시료(검은색)와 이산화 규소 산화물에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이중으로 증착한 시료들의 온도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를 보여준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는 임의의 시간 

간격에서 측정되는 정전용량의 차이에 가중함수 및 선형필터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측정 시 사용된 선형필터는 신호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60초 동안의 결과를 하나의 곡선으로 만드는 이동 평균화 기술을 

사용했으며 (그림 3. 8.), 가중함수는 크로웰의 직사각형 가중 함수를 

사용했다. (그림 3. 9.) 이렇게 얻어진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를 

이론적인 수치와 비교하여 그림 3. 11.와 같은 강도 피크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강도 피크는 추후 트랩 밀도 환산에 사용된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에서 보여지는 양/음의 값은 각각 소수/다수 캐리어에 의한 

영향을 말해주며, 특정 온도에서 나타나는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 

피크는 트랩 에너지 준위와 관련성이 있으며, 강도의 높이 증가는 트랩 

밀도의 증가를 말해준다. 그림 3. 10.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이산화 

규소 산화물만 진행된 시료 대비해서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추가된 

이중막 구조에서 하프늄 실리케이트의 두께 증가에 따라 트랩 밀도가 

증가하는데,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서 얻어진 음의 신호를 통해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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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임을 알 수 있고, 피크 온도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유사한 트랩 

에너지 준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8. 잡음 개선을 위한 선형필터 

 

그림 3. 9. 크로웰의 사각형 가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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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게이트 유전막 형성 조건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 

 

 

 

그림 3. 11. 게이트 유전막 형성 조건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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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깊은 준위 천이 분석 – 아레니우스 플롯 

그림 3. 12.와 같이 정전용량의 차이를 검출하기 위한 임의의 시간을 

변경하며 얻어진 다중의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에서 피크 온도를 

추출하고, 캐리어 방출율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유전막과 실리콘 

기판에 존재하는 트랩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 13.은 

임의의 시간을 5개로 변화하여 얻어진 각기 다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에서 얻어진 피크 온도와 방출율을 통해 그려진 아레니우스 

플랏을 보여주며 그 기울기를 통해 트랩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수 있고 

세로축과의 접점을 통해 포획 단면적을 알 수 있다. 이산화 규소 산화물 

만 증착된 시료에서 계산된 트랩 준위는 원자가 밴드로부터 0.36eV 높은 

위치에 존재하며,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추가된 시료의 경우 원자가 

밴드로부터 0.46~0.48eV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얻어진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은 그림 3. 14.와 같이 스펙트럼 

피팅을 통해 주요 피크와 세부 피크로 분리가 가능하며, 각각의 세부 

피크에 해당하는 각각의 트랩 에너지 준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 얻어진 피크의 형상에 따라 벌크 트랩과 계면 

트랩 구분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형상을 갖는 경우 벌크 트랩, 

넓은 폭을 가지는 경우 계면 트랩으로 구분한다. 계면 트랩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정 에너지가 아닌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분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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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넓은 폭을 가진다고 하나, 스펙트럼 피팅 시 폭이 넓고 좁음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계와 다중의 피크 분리를 위해 참고가 

될만한 다양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트랩 에너지 준위가 실리콘 

기판, 유전막, 또는 계면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한 트랩 특성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림 3. 12. 정전용량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임의의 시간을 변화하며 

얻어진 다중의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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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3.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에서 얻어진 피크 온도와 

캐리어 방출율을 통해 그려진 아레니우스 플랏 

 

그림 3. 14.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 피팅을 통한 주요 피크와 

세부 피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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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5. 깊은 준위 천이 분석 - 계면 결함 밀도 

그림 3. 15.과 같이 얻어진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에서 추출된 

정보에 간단한 산식을 통해 계면 결함 밀도를 얻을 수 있다. 계면 결함 

밀도를 구하는 산식에는 기판의 유전율, 도핑 농도, 면적, 온도, 임의의 

시간, 그리고 3개의 정전용량 값이 포함되어 있다. 3개의 정전용량은 

순방향/역방향 바이어스 조건에서의 정전용량과 임의의 시간 사이에 

변화되는 정전용량의 값을 말한다. 이렇게 계산된 계면 결함 밀도는 

그림 3. 16.과 그림 3. 17.과 같이 온도, 바이어스 조건, 임의의 시간 

간격에 따라 변화되는 값이므로 절대적인 값을 논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수치, 즉 동일한 측정 환경에서 얻어진 결과간의 비교가 더 의미가 

있으며,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측정을 통해 유전막이 가지는 상대적인 

트랩 수치만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 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헌에서는 순방향/역방향 Bias 

수준과 시간 변화에 따라 트랩 사이트에 캐리어 포획과 방출되는 밀도의 

조절을 통해서 계면 트랩과 벌크 트랩에 대한 구분을 통해 트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나, 본 실험에서는 주어진 

산식에 측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의 삽입을 통한 계산으로 계면과 

벌크 트랩을 구분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계면 트랩 밀도는 측정 조건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과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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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늄 실리케이트가 추가로 올라간 시료의 계면 트랩 밀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점 그리고 고유전율 유전막(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따라 트랩 밀도는 더욱 증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림 3. 15.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에 간단한 산식을 통해 

얻어진 게이트 유전막의 조건에 따른 계면 트랩 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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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에 간단한 산식을 통해 

얻어진 전압 조건에 따른 계면 트랩 밀도 결과 

 

 

 

그림 3. 17.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에 간단한 산식을 통해 

얻어진 시간 비율에 따른 계면 트랩 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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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6. 깊은 준위 천이 분석 – 심층 트랩 밀도 

 그림 3. 18.과 같이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정전용량의 변화를 통해서 단위면적, 단위 에너지 당 트랩 밀도를 

가지는 계면 트랩 밀도 이외에 단위 부피당 트랩 밀도를 말하는 심층 

트랩 밀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계면 트랩 밀도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산식을 통해 계산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좌측은 

임의의 시간 간격을 2개의 점으로 잡고 특정 온도(100, 200, 300, 

400K)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의 차이에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트랩 

밀도이고, 우측은 시간 간격을 3개의 점(크로웰 직사각형 가중함수)으로 

잡고 연속된 온도에서 측정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에 기판의 

농도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각각의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의 절대값 

차이는 있지만,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트랩 밀도가 

증가한다는 상대적인 경향성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19.에서 

좌측은 온도 변화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를 나타내고, 우측은 

온도변화에 따른 준정적 정전용량(역방향 바이어스) 변화를 보여준다. 

하프늄 실리케이트의 두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신호의 높이 증가는 트랩 밀도 증가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경향성으로 

증가하는 준정적 정전용량의 변화 또한 트랩 밀도 증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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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 깊은 준위 천이 분석에서 추출된 정보에 간단한 산식을 통해 

얻어진 깊은 준위 불순물 밀도 

 

 

 

그림 3. 19. (좌)온도 변화에 따른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결과  

           (우)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상태의 정전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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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7. 전자 스핀 공명과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이외에도 전자 스핀 공명과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을 통해서 결함 밀도의 변화와 접촉 전위차 변화를 관찰했다. 

전자 스핀 공명의 경우 외부에서 입사된 마이크로파 에너지와 지만 

스플리팅 간격의 크기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스핀 공명을 이용하여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의 밀도는 유전막과 기판의 계면 또는 벌크에 존재하는 댕글링 

본드의 밀도, 즉 결함의 밀도를 의미한다.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의 경우 

프로브 팁과 시료 간 접촉 전위차를 감지하여 금속의 일함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유전막에 존재하는 트랩 종류와 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측정 결과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 시료를 기준으로 측정된 접촉 전위차를 나타낸다. 그림 3. 

20. 과 그림 3. 21.에서 보여지는 전자 스핀 공명과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결과는 동일한 경향성으로 움직인다. 그림 3. 20. 에서 가장 얇은 

1.7nm의 이산화 규소 산화물 계면층을 가지는 그룹에서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따라 전자 스핀 공명에서 측정된 박막에 

존재하는 스핀의 수가 증가할 때 동시에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에서 

측정되는 접촉 전위차도 함께 증가한다. 그림 3. 21. 에서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는 2.3~2.4nm 수준으로 고정하고 이산화 규소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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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층의 두께를 증가할 때 박막에 존재하는 스핀의 수가 감소하며, 

접촉 전위차도 동시에 감소한다. 전자 스핀 공명에서 측정된 스핀의 

증가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의 증가, 즉 결함밀도의 증가를 의미하며, 

결함밀도의 증가와 함께하는 접촉 전위차의 증가는 결함밀도의 증가에 

의한 전하의 증가, 즉 결함이 전하를 가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고유전율 유전막과 연관된 전하를 띤 결함들이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따라 결함밀도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산화 규소 산화물 계면층 두께 증가에 따른 결함밀도의 감소는 

스크리닝 효과로 고유전율 유전막에 대한 영향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하프늄 산화물에 대해 전자 스핀 

공명으로 얻어진 스핀 밀도를 통해 하프늄 산화물에 존재하는 

결함밀도를 계산한 논문에서도 본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1012/cm2) 얻었으며, 이러한 결함의 대부분은 음으로 하전된 산소 분자와 

관련성을 가지며, 일부는 하프늄 원소라는 점은 본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전하를 띤 결함에 의한 결함 밀도의 증가라는 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44] 다만 하프늄 실리케이트층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이산화 규소 산화물 계면층 두께 증가에 따른 결함 밀도가 이산화 규소 

산화물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와 측정된 모든 시료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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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 고유전율 유전막 두께 증가에 따른 전자 스핀 공명과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측정 결과 

 

 

그림 3. 21. 계면층 두께 증가에 따른 전자 스핀 공명과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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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8. 이차 이온 질량 분석과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 

실리콘 기판과 고유전율 유전막 사이에 트랩 밀도가 매우 낮은 이산화 

규소 산화물 계면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유전율 유전막 두께 증가 

또는 계면층 두께 감소에 따른 트랩 밀도 증가가 관찰되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차 이온 질량 분석과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 측정을 

진행했다. 투과 전자 현미경에서 확인된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과 

하프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이중막은 그림 3. 22.의 이차 이온 질량 

분석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산소와 실리콘 원자의 이중 강도 

피크와 하프늄 산화물 강도 피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차 이온 

질량 분석 결과에서 가장 뚜렷이 보이는 차이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과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포함된 이중막 시료간의 스퍼터 시간에 

따른 염소 강도 차이이다. 염소는 하프늄 실리케이트 증착 시 사용된 

하프늄 클로라이드 전구체에 의해 주입되었며, 하프늄 실리케이트 층과 

이산화 규소 산화물 전체에 걸쳐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퍼터 

시간에 따른 염소 강도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이산화 규소 산화물 단일막 

대비해서 1000배 수준 높게 관찰되며,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비례하여 염소 면적은 커진다. 이러한 염소 농도가 게이트 산화막 또는 

실리콘 기판과의 계면 영역에 높게 분포할 경우 트랩 사이트로 작용하여 

게이트 산화물 무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3차원 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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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게이트로 사용되는 금속 종류에 따라 게이트 산화물로 

유입되는 염소 농도의 증가로 인한 문턱전압 불안전성 증대가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으며, 그 원인을 염소 농도와 관련성을 가지는 

트랩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45]  

 

그림 3. 22.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이차 이온 질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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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의 결합 에너지는 페르미 준위부터 코어 

준위까지의 에너지 차이로 정의되며, 화학 결합 상태에 따라 높거나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는게 일반적이나, 화학 결합 상태가 같더라도 

전하를 띤 결함 등에 의해 밴드가 기울거나 굽으면 고스란히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 [46] 그림 3. 23.에서 

보여지는 하프늄 실리케이트의 두께 증가에 따라 O 1s, Hf 4f, Si 2p에서 

나타나는 낮은 결합 에너지 방향의 이동은 유전막 전체적으로 이산화 

규소 산화물 함량은 감소하고 하프늄 산화물 함량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동를 보이므로 화학적 조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7,48] 그림 3. 24.에서 보여지는 Si 2p 99eV 

수준의 결합 에너지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실리콘 

기판 계면의 화학적 결합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데,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따라 피크 강도가 낮아지고 낮은 결합 에너지 방향으로의 

이동은 실리콘 기판과 이산화 규소 산화물 계면에 존재하는 전하를 띤 

트랩 밀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하게 질화된 하프늄 

실리케이트 / 이산화 규소 산화물 / 실리콘 스택 구조에서 싱크로트론 

방사선 조사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Si 2p 99eV 영역의 이동 정도는 결함 

밀도와 연관성을 가지며 유전막 증착 시 산소 분압 증가를 통한 질소-

하프늄 결합 감소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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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3.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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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4.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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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결과 및 토의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은 이산화 규소 산화물 대비 높은 유전상수 

만큼의 물리적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어 누설 전류 개선이 가능하나 

(그림 3. 25), 소자의 특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결함 밀도가 이산화 

규소 산화물 대비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의 선택을 위해 정전용량-전압, 컨덕턴스,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전자 스핀 공명 측정 등의 방법을 통한 결함 밀도 비교 시 측정 방식에 

따라 트랩 밀도 절대값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경향성은 모두 동일하게 

고유전율 유전막 두께 증가에 따라 결함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그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으나 실리콘 기판과 산화물 계면에 

존재하는 염소와 같은 전하를 띤 결함에 의한 영향임을 이차 이온 질량 

분석,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법, 켈빈 프로브 힘 현미경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측정법을 사용한 앞선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금속-절연제-반도체 커패시터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의 변별력 있는 트랩 밀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정전용량-전압, 컨덕턴스 

방식과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결과를 통해 적절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림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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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5.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등가 산화막 두께와 게이트 누설 

전류 밀도 결과 

 

그림 3. 26.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된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른 계면 

트랩 밀도와 접촉 전위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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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게이트 유전막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장비에서 측정된 트랩 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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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속적인 스케일링을 통한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을 위해서 게이트 유

전막의 두께는 2nm 이하로 얇아졌으며, 직접적인 터널링에 의한 게이트 

누설 전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과 금속 전

극 기술이 도입되었다. 해당 기술은 누설 전류 감소와 게이트 제어력 개

선과 관련된 많은 장점을 가지나,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이 적용된 커

패시터에서 나타나는 정전용량-전압 히스테리시스의 증가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보여지는 문턱전압 변화량 증가는 기존의 산화물 대비 

매우 높은 계면 트랩 밀도를 가졌음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결함에 트랩

된 전하는 문턱전압을 변화시켜 소자의 동작을 불안하게 만들고, 캐리어 

이동도를 감소시켜 스피드 특성을 저하시키며, 신뢰성과 같은 문제를 일

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게이트 유전막의 선택을 위해서는 게이트 스택이 

가지는 트랩 밀도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방법과 트랩 증감

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저전력 디램 제품에서 고유전율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하프늄 실리케이트와 이산화 규소 산화물을 사용하

여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 구조에서 게이트 유전막 조건과 두께를 

변경하며 나타나는 전기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전류-전압 측정 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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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두께가 2nm인 이산화 규소 단일 산화막의 경우 높은 누설 전류가 

관찰되며(고유전율 유전막이 포함된 이중 산화막 대비 등가 산화막 두께 

기준 104 배 높음), 이러한 누설 전류는 고주파 정전용량 측정 시 최대 

정전용량을 낮게 만들어 정상적인 피팅 결과를 얻기 어렵게 하였고, 컨

덕턴스 방법을 통해 얻어진 병렬 컨덕턴스는 낮은 각 주파수 구간에서 

가우시안 형태를 얻을 수 없어 최대 병렬 컨덕턴스 추출을 통한 계면 결

함 밀도 환산을 어렵게 했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의 경우 기존의 정전

용량-전압 방식과 컨덕턴스 방식의 취약점인 누설 전류와 표면 전위 변

동에 둔감하며 계면 트랩 밀도 측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에 2nm 두께

의 초박막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고유전율 산화막이 포함된 시료 모두에

서 문헌에 보고된 수치와 유사한 계면 트랩 밀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이

산화 규소 단일 산화물의 계면 트랩 밀도 2.3 x 1010/eVcm-2, 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이중 산화물의 계면 트랩 밀도 3.5~5.5 x 

1011/eVcm-2), 깊은 준위 천이 분석 스펙트럼을 통해 계산된 트랩 에너지 

준위는 실리콘의 원자가 밴드로부터 각각 0.35eV(이산화 규소 산화물), 

0.46~0.48eV(이산화 규소 산화물과 하프늄 실리케이트 조합) 높게 위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자 스핀 공명, 정전용량-전압, 컨덕턴스 

등의 결과에서 하프늄 실리케이트 두께 증가에 따라 계면 트랩 밀도가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계면 트랩 밀도 증가는 하프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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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케이트 증착 시 사용된 하프늄 클로라이드 전구체에 의한 염소 불순

물의 증가와 관련성을 가지며, 엑스레이 광전자 분광/전자 스핀 공명/켈

빈 프로브 힘 현미경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결함 밀도는 실리콘 기판과 게

이트 유전막 계면에 존재하는 전하를 띤 결함과 밀접한 영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금속-절연체-반도체 커패시터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에서 변별력 있는 

트랩 밀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온 정전용량-전압 또는 컨덕턴스 방식과도 충분히 상호 보완이 가

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깊은 준위 천이 분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트랩 측정 기술들은 게이트 

스택에 존재하는 각각의 트랩 구성들을(계면, 테투리, 벌크)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트랩 증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트랜지스터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게이트 스택의 핵심인 게이트 유전막을 선정하기 위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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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device characteristics through continuous CMOS scaling, gate 

dielectric's EOT has been reduced to less than 2nm, and high-k date dielectric + metal 

gate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gate leakage density 

by direct tunneling. HKMG technology has many advantages related to improved 

gate controllability, but the increase of C-V hysteresis in MIS-C and the increase in 

gate Vt variation seen in FET with high-k gate dielectrics. The charge trapped in the 

defect changes the Vt, making the device's on / off operation unstable, reducing 

carrier mobility, reducing the speed characteristics, and causing reliability problems 

such as BTI.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methods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analyze trap density 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rap 

increase and decrease. 

This study compares the trap density by observing the electrical change caused by 

changing the condition and thickness of gate dielectric (IL vs. IL + High-k) in MIS-

C structure using HfSiOx, which can be used as a high-performance and low-power 

DRAM high-k gate dielectric. We also tried to identify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rap density. 

In this experiment, through DLTS analysis, we obtained Dit results similar to those 

reported in the literature at 2nm ultra-thin gate dielectrics, which had been difficult 

with conventional C-V and conductance methods. The ET obtained from DLTS main 

peak spectra were found to be 0.35eV (SiO2) and 0.46 to 0.48eV (SiO2 + HfSiOx) 

above VBM, respectively. In addition, ESR, CV, and Conductance have confirmed 

the same tendency of increasing Dit with increasing high-k dielectric (HfSiOx) 

thickness. Increased Dit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l Impurity by HfCl4 precursor 

used in high-k deposition, and XPS / ESR / KPFM results show that trap density is 

related to charged defects at Si Sub to IL(SiO2) interface. Most trap measurement 

techniques, including DLTS, require additional research and effort to distingu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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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trap component. This study shows that DTLS has a sufficient potential of 

selecting a gate dielectric, one of the key factors in determining transisto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Keywords : DTLS, Interface Trap, Bulk Trap, Trap, Gate Dielectric, high-k, HfSiOx, 

SiO2, MOS, MIS, 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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