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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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Dynamic analysis of non-linear 

wake-up kinetics in Hf0.7Zr0.3O2 

thin film 

 

하프늄 지르코늄 이산화물 박막에서의 비선형 

wake-up의 동역학 분석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최종찬 

 



 

  

Dynamic analysis of non-linear 

wake-up kinetics in Hf0.7Zr0.3O2 

thin film 

 

 

지도교수  채 승 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최 종 찬 

 

최종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1 월 

 

위 원 장         이  경  호       (인) 

부위원장         조  정  효       (인) 

위    원         채  승  철       (인) 



 

 1 

Abstract 

Since the discovery of ferroelectricity in Si-doped HfO2 film, numerous studies 

have been studied based ferroelectric hafnia film. HfO2 based FeRAM is 

considering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for new type memory devices. 

Ultra-thin HfO2 film is thermodynamically stable on Si and has robust 

ferroelectricity properties. Moreover, the remnant polarization (Pr) and ferroelectric 

coercive field (Ec) are competitive compared with general perovskite ferroelectric 

materials such as SrBi2Ta2O9 (SBT) and BaTiO3 (BTO). Though Pb(Zr1-xTix)O3 

(PZT) is the conventional ferroelectric material, it requires typical thickness of 

which is >100nm. While that can’t match presently with miniaturization tendency 

on industry, ultra-thin HfO2 film is appropriate for current industry application. 

However, ferroelectric HfO2 film exhibited an interesting phenomenon as known as 

the “wake-up effect” in which remnant polarization increases with the external 

cycling of the electric field. This “wake up effect” has been argued with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of redistribution of oxygen vacancies contributes greatly to 

the expansion of the ferroelectric domain. 

We report on the nonlinear wake-up behavior against the external electric field 

cycling in the ferroelectric Hf0.7Zr0.3O2 thin film. Two distinct scaling regimes 

during the increase of the remnant polarization with different activation energies 

were observed in TiN/ Hf0.7Zr0.3O2/TiN cells. Th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 of the Hf0.7Zr0.3O2 film after the wake-up behavior. During the 

phase change, as the remnant polarization enhanced, the dielectric constant of the 

Hf0.7Zr0.3O2 film increased with the external field cycling.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wake-up behavior revealed that each estimated activation 

energies for the early and later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are 1.12 

eV and 0.73 eV, respectively. First principle calculations show that the oxygen 

vacancies can reduce the activation energy barrier for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2 

 

KEYWORDS : Ferroelectricity, HfO2, FeRAM, wake-up, Thin films, oxygen 

vacancy 

Student number : 2017-21030 



 

 3 

Contents 

 

Abstract ····················································································· 1 

 

Contents ···················································································· 3 

 

List of fugure ·············································································· 4 

 

I. Introduction ·············································································· 6 

 

II. Material and methods ································································· 8 

 

III. Results and discussions ······························································ 9 

 

IV. Conclusion ··········································································· 22 

 

Reference ················································································· 23 

 

국문초록 ················································································· 27 

 

Appendix ················································································· 29 



 

 4 

List of figure 

 

Figure. 1. (a) The hysteresis loops : pristine, 50 000 cycled, 100 000 cycled, 300 

000 cycled woken-up specimens, respectively. The inset shows I-V curve of the 

fully woken-up Hf0.7Zr0.3O2 film. (b) The reduction of the coercivity of the 

hysteresis loops from pristine to 40 000 cycled wake-up.  ························ 11 

 

Figure. 2. Diffraction patterns of fast Fourier transform images from (a) the pristine 

sample and (b) 300 000 cycled wake-up sample, respectively. The insets show 

HRTEM image. (c) The intensity line profile of the black dashed line of Fig. 2(a). 

(d) The intensity line profile of the black dashed line of Fig. 2(b). ··············· 13 

 

Figure. 3. (a) The C-V curves of the Hf0.7Zr0.3O2 film. (b) The evolution of the 

minimum relative permittivity εr. (c) The coercivity (left side) and the remnant 

polarization (right side) as a function of a number of switching cycles.  ········ 16 

 

Figure. 4. (a) The evolu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and the JMA model fitting about the temperature at (b) 

290 K, (c) 300 K, (d) 310 K, (e) 320 K, respectively.  ····························· 19 

 

Figure. 5. Arrhenius plots of energy barrier for the evolu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with activation energy of 1.12 eV and 0.73eV. Early and later stages 

were determined by the different linear enhancement of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against the external field cycling. Data points were extracted from 

Figs. 4(b)-(e).  ··········································································· 21 

 



 

 5 

Figure. 6. (a) Schematic diagram of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monoclinic and 

orthorhombic HfO2. (b) Calculated activation energy barrier through the 

monoclinic to the 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using LDA-DFT method.  ··· 24 

 



 

 6 

I.Introduction 

HfO2-based ferroelectric thin films have attracted attention for the application 

of non-volatile ferroelectric memory devices.[1] The robust ferroelectricity with 

compatibility on the current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device 

process enables the practical non-volatile device application using HfO2 thin 

film.[2] Since the discovery of ferroelectricity in polycrystalline HfO2 film,[1] the 

characterization of ferroelectricity in terms of stability as a memory device has 

reported high endurance with 108 – 1010 switching cycles and retention properties 

up to 103 h at 125 °C.[3,4] In addition, besides practical application structures like 

ferroelectric tunnel junctions or ferroelectric field effect transistor[5-7], the 

negative capacitance[8] has opened an avenue for the next generation of memory 

applications using ferroelectric HfO2.[9] 

A varia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 has 

been investigated severely in light of the elucidation of the uncertainty of the 

non-volatile memory. The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value known as 

a wake-up behavior was observed depending on the deposition conditions[10] and 

the type of electrode material[11]. This wake-up behavior was often accompanied 

by the change of hysteresis from antiferroelectric to ferroelectric depending on 

dopants (Si, Zr, La).[10] The varia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owing to the 

wake-up behavior can be an obstacle to applying ferroelectric HfO2 thin films to 

non-volatile memory devices. Prior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for the wake-up behavior is required.[12] 

Various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for the wake-up behavior, such as the 

redox reaction on the interfaces, a pinning-depinning effect of the ferroelectric 

domains by defects, and structural phase transitions.[11,13] The wake-up behaviors 

with different metal-ferroelectric interfac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density of oxygen vacancies which correlate with the stability of the orthorhombic 

structure.[11] The redistribution of oxygen vacancies and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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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ing-detrapping were proposed through the harmonic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hysteresis loop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 [14,15] In addition, the field 

induced structural phase transition has also been considered for the origin of the 

wake-up behavior.[16] The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a 

tetragonal-to-orthorhombic structural phase transition and a 

monoclinic-to-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at the interface and the bulk, 

respectively.[17] Furthermore, the increase of a cubic phase and the suppression of 

the monoclinic phase were also reported to stabilize the orthorhombic phase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18] These mechanisms were proposed with the 

theoretical argument for ionic contribution or ex-situ analysis of structural 

deformation after the external field cycling. Therefore, the detailed dynamic 

analysis of the remnant polarization enhancement will enlarge ou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mechanism for the wake-up behavior. 

In this letter, we investigated the subsequent external field cycling dependence 

of the wake-up behavior of the ferroelectric Hf0.7Zr0.3O2 film. After the wake-up 

behavior, the direct phase transition was investigated by the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The capacitance-voltage (C-V) 

measurement exhibited the nonlinear increase of the permittivity with the wake-up 

behavior.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wake-up behavior was analyzed by 

the Johnson-Mehl-Avrami (JMA) model[19] which has been used to understand to 

the various transition in terms of the nucleation and grai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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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terial and method 

We fabricated the ferroelectric Hf0.7Zr0.3O2 film by using the atomic layer 

deposition (ALD) method. For the ALD growth, we used 

tetrakis(ethylmethylamido) hafnium (TEMAH), tetrakis(ethylmethylamido) 

zirconium (TEMAZ) and ozone. The films were grown at 280°C. The titanium 

nitride (TiN) as bottom and top electrodes were prepared by DC sputtering. The 

polarization-voltage (P-V) hysteresis was performed after each of finite numbers of 

the external bias sweep with a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Model 

4200-SCS, Keitheley) and ferroelectric tester (TF analyzer 3000, aixACCT). The 

cation composition and crystallographic phases of the films were examined using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EOL ARM 200F). C-V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y using an impedance analyzer (Model E4990A, Keysight). For the 

theoretical estimation of the energy difference between the monoclinic structure 

and the orthorhombic structure, we conducted first-principle calculations based on 

density functional theory using the Vienna Ab initio calculation package code 

(VASP Software GmBH,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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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and discussions 

The ferroelectric Hf0.7Zr0.3O2 film exhibited the typical wake-up behavior 

under the subsequent external field cycling. Figure 1(a) shows P-V curves of the 

ferroelectric Hf0.7Zr0.3O2 film for the pristine specimen and specimens after the 

external field cycling of 50 000, 100 000 and 300 000 times, respectively. P-V 

hysteresis curves using a positive-up-negative-down (PUND) method were 

measured after each of 10 000 cycles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with a frequency 

of 10 kHz at 7 V.[20] Although ferroelectricity was not found in the pristine sample, 

the external field cycling enabled the evolution of ferroelectricity with 2Pr ~ 60 

μC/cm2. The dashed hysteresis curves demonstrate the systematic change of 

ferroelectricity before 50 000 cycles. Figure 1(b) shows that the coercivity 

decreased during 50 000 external field cycling and the remnant polarization value 

in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the rest wake-up behavior exhibited 

only the increase of the remnant polarization value without the additional change of 

the coerc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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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 hysteresis loops : pristine, 50 000 cycled, 100 000 cycled, 300 000 

cycled woken-up specimens, respectively. The inset shows I-V curve of the fully 

woken-up Hf0.7Zr0.3O2 film. (b) The reduction of the coercivity of the hysteresis 

loops from pristine to 40 000 cycled w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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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manifested that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from the monoclinic to the orthorhombic phase was accompanied by the 

wake-up behavior. Figures 2(a) and 2(b) show fast Fourier transform images of the 

HRTEM images of the pristine and woken-up TiN/HZO/TiN/Si specimen shown in 

the inset, respectively. The diffraction patterns from polycrystalline TiN {200} 

layers were used for calibration. The strong diffraction pattern of (111) plane of the 

monoclinic phase in the pristine specimen was observed with d-spacing of 0.3195 

nm noted with a black dashed line in Fig. 2(a). On the other hand, (111) plane of 

the orthorhombic phase diffraction pattern with d-spacing of 0.2967 nm noted with 

a black dashed line in Fig. 2(b) emerged with vanishing of the monoclinic 

diffraction pattern in the woken-up specimen. For clarity, Figures 2(c) and 2(d) 

show the intensity line profile of the black dashed line in Figs. 2(a) and 2(b), 

respectively. Considered with the peak positions in the line profile, the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ristine and woken-up specimen demonstrate the clear structural 

change from the monoclinic structure to the orthorhombic structure after the 

wake-u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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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fraction patterns of fast Fourier transform images from (a) the pristine 

sample and (b) 300 000 cycled wake-up sample, respectively. The insets show 

HRTEM image. (c) The intensity line profile of the black dashed line of Fig. 2(a). 

(d) The intensity line profile of the black dashed line of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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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volution of the permittivity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 was 

coincident with the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Figure 3(a) shows the 

C-V curves with ac voltage of 10 kHz and 200 mV amplitude after each of 10 000 

cycles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up to 200 000 cycles. Solid orange, red, green, 

blue, and purple lines represent the pristine and cycled specimens after 50 000, 100 

000, 150 000 and 200 000, respectively. As the number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increased, the minimum value of the permittivity of each C-V measurement 

increased continuously from 17 to 19. The permittivity of the monoclinic phase and 

the orthorhombic, tetragonal phases are known to be 16–20 and 27–35, 28–70, 

respectively.[21] Even though the permittivity during the wake-up behavior is 

slightly less than the value of the orthorhombic phase, the increase of the 

permittivity can imply that the change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 was accompanied by the wake-up behavior.[22] 

The wake-up behavior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into two different regimes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wake-up 

behavior, the permittivity and the coercivity were compared after every 100 000 

cycles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Figure 3(b) shows the minimum value of the 

permittivity with the external field cycling extracted from Fig. 3(a). From the 

pristine to 50 000 cycled specimens, the minimum value of the permittivity 

increases by 2.4 % from 16.8 to 17.2. In contrast, the minimum value of the 

permittivity from 50 000 to 100 000 cycled specimens increased by 5.8 % from 

17.3 to 18.3, almost two times larger than previous enhancement. Figure 3(c) 

shows the evolution of the coercivity and remnant polarization with the external 

field cycling. The decrease of variation of the coercivity above 50 000 cycles was 

coincident with the change of the permittivity with different slope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hange in the permittivity and the variation of the 

coercivity evokes that the wake-up behavior can be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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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e C-V curves of the Hf0.7Zr0.3O2 film. (b) The evolution of the 

minimum relative permittivity εr. (c) The coercivity (left side) and the remnant 

polarization (right side) as a function of a number of switch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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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in the two regimes follows the 

typical growth behavior by the nucle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grain. Figure 

4(a) shows the external field cycling dependence of the remnant polarization under 

varying temperatures between 290 K and 320 K. The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during the wake-up behavior became faster if the measurement 

temperature increase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resembles conventional growth behavior observed in the 

crystallization of amorphous materials, ferromagnetic and ferroelectric grain 

growth.[23-25] Most cases aforementioned can be described by the nucleation of 

the transformation and domain wall growth supposed by the JMA model.[19]  

The saturation behavior of the remnant polarization during the wake-up 

behavior demonstrated that the increase of the remnant polarization follows the 

JMA model. Using the JMA model, we predicted the amount of the enhanced 

remnant polarization phase as a function of N/f:  

 

with 

 

where N, f, m, K, Ea, T, and kB are the external field cycling number, measurement 

frequency, the Avrami coefficient, an effective rate constant, the activation energy, 

temperature, and the Boltzmann constant, respectively. In order to compare the 

enhancement of the remnant polarization with respect to the JMA model, the JMA 

plot, i.e., ln (-ln (1-Pr)) vs ln N/f was obtained as shown in Figs. 4(b)-4(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wo different scaling regions with different slope for 

linear fits as depicted with the solid and dashed lines, respectively. As the 



 

 16 

measurement temperature increa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lopes of linear fit 

decreased as shown in Figs. 4(b)-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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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evolu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the external field cycling and the JMA model fitting about the temperature at (b) 

290 K, (c) 300 K, (d) 310 K, (e) 320 K,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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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ows the Arrhenius plots with two activation energies of 1.12 eV and 

0.73 eV extracted from the slope of the line fit in Figs. 4(b)-4(e). The different 

linearity indicates that the mechanism for the wake-up behavior was altered 

simultaneously during the external field cycling with decrease of activation energy. 

The migration and redistribution of oxygen vacancies into the bulk region have 

been considered as a prominent origin for the wake-up behavior with the structural 

change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17] The migration of 

oxygen vacancies was reported to be essential for the ferroelectric structural phase 

transition of HfO2.[15] The activation energies of migration of oxygen vacancies in 

HfO2 are known to be from 0.76 eV to 1.2 eV depending on the oxidation 

states.[26] Also experimentally, the activation energies for the oxygen vacancies 

are known to be from 1.01 eV to 1.03 eV depending on the doping 

concentration.[27] Taking into account the estimated activation energy in Fig. 5, 

oxygen vacancies may occur and the migration and redistribution of oxygen 

vacancies may alter the activation energy of phase transition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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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rhenius plots of energy barrier for the evolution of the remnant 

polarization with activation energy of 1.12 eV and 0.73eV. Early and later stages 

were determined by the different linear enhancement of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against the external field cycling. Data points were extracted from 

Figs. 4(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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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T calculations on the influence of the oxygen vacancies on the phase 

transition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 of bulk HfO2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activation energy with respect to the 

external field cycling. Figure 6(a) shows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monoclinic and the orthorhombic HfO2 in the simulations. Figure 

6(b) shows the activation energy barrier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 without oxygen vacancies defect and with the oxygen 

vacancies of 1.56% and 3.125%. The activation energy barrier reduced 6% from 

0.497 eV to 0.468 eV. After the transition, the total energy of the orthorhombic 

phase reduced 19% from 0.331 eV to 0.276 eV. The stabilization of the 

orthorhombic phase by oxygen vacancies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11] 

DFT calculations showed that the oxygen vacancies stabilized the orthorhombic 

phase, and also reduce the activation energy barrier from the monoclinic to the 

orthorhombic phase. However, the absolute value of the activation energy between 

experimental measurement and theoretical calculation showed quite different 

values. In the DFT calculations, we calculated the bulk system, not the film, which 

might underestimate the activation energy. First, DFT could under/overestimate the 

bonding strength between Hf and O compared to experimental values. The 

estimated bonding energy, which could be weaker than the actual bonding energy, 

reduces the transition state energy and energy barrier. Second, extrinsic factors 

such as screening effect, strain and defects could affect the effective field engaged 

on the HfO2 film, the transition state energy by altering the real atomic structure, or 

local field near trap sites experimentally.[28,29] Since we assumed a bulk system, 

the total energy of the orthorhombic phase was calculated higher than the 

monoclinic phase.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otal energy of the 

orthorhombic phase can be lower than the monoclinic phase with high compressive 

strain in films.[30] The discrepancy between the experimental value and theoretical 

calculation can be moderated by the detailed chemical and local stru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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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chematic diagram of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monoclinic and 

orthorhombic HfO2. (b) Calculated activation energy barrier through the 

monoclinic to the orthorhombic phase transition using LDA-DF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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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Conclusion 

In conclusion, we have demonstrated the wake-up behavior of the Hf0.7Zr0.3O2 

film. The HRTEM diffraction patterns implied the phase transition from the 

monoclinic phase to the orthorhombic phase during the wake-up behavior. The C-V 

measurement results demonstrated the nonlinear phase transition from the 

non-ferroelectric low permittivity phase to the relatively ferroelectric high 

permittivity phase during the wake-up behavior. The activation energies about the 

nonlinear wake-up behavior were extracted from JMA model. The DFT 

calculations revealed that the oxygen vacancies can induce nonlinearity during the 

wake-up behavior. Our results provide insight into the mechanism of the wake-up 

behavior in hafnia based ferroelectric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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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실리콘이 도핑된 HfO2 박막에서 강유전성이 최초로 보고 된 이후,  

강유전체 하프늄 기반의 박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fO2 기반의 FeRAM은 현재 차세대 메모리 소자의 가장 유망한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HfO2 박막의 강유전 특성은 실리콘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여 잔류 분극 및 강유전 보자력 특성이 

SrBi2Ta2O9 (SBT) 및 BaTiO3 (BTO)와 같은 일반적인 

페로브스카이트 강유전성 재료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다. 일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Pb (Zr1-xTix) O3 (PZT)는 실리콘에서 강유전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nm 이상의 두께를 필요로 하며 이는 

현재 산업의 소형화 트렌드와 맞지 않다. 그런데, HfO2기반 강유전 

박막은 전기장의 외부 사이클링에 의해 잔류 분국이 증가하는 

"wake-up 효과"라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wake-up 효과는 산소 공극의 재분배 현상이 강유전체 도메인 확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유전 Hf0.7Zr0.3O2 박막의 외부 전기장 

사이클링에 대한 wake-up 거동의 비선형성에 대해 보고한다. TiN / 

Hf0.7Zr0.3O2 / TiN 구조에서 잔류 분극 값이 증가하는 동안 서로 다른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두 가지 구분 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해상도 투과 전자 현미경 실험을 통해 wake-up 거동이 

일어난 후에는 단사정계상이 사방정계상으로 구조 상전이 됨을 

확인했다. 구조 상전이로 인해 외부 필드 사이클링에 따라 잔류 분극 

값이이 향상되며 Hf0.7Zr0.3O2 필름의 유전 상수가 함께 증증 하는 것을 

확인했다. wake-up 거동의 온도 의존성 실험을 통해 wake-up 

거동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잔류 분극 값 향상에 필요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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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각각 1.12eV 와 0.73eV 인 것을 확인했다.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산소 공극이 구조 상전이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 강유전성, 하프늄 이산화물, FeRAM, wake-up, 박막, 산소 공극 

학번 : 2017-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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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Probestation & 4200-SCS Manual 

 Parts of Probestation  

 

 

 

1. Probe arm : 샘플에 프로브를 컨택하는데 사용한다. 

2. Sample monitoring display : 현미경의 화면을 화면에 보여준다. 

3. Sample loading chamber  

4. Microscope :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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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율 조절 장치 : 현미경의 배율 조절 장치 

6. Z axis controller : 현미경의 Z축 이동 장치 

7. Y axis controller : 현미경의 Y축 이동 장치 

8. X axis controller : 현미경의 X축 이동 장치 

9. 현미경 고정 핀 : 샘플 로딩 챔버를 열기 위해 현미경을 움직일 

수 이고 로딩 후 현미경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31 

 

 Sample loading  

     

 

1. 현미경 고정 핀을 돌려 현미경을 왼쪽으로 밀어준다. 

 

  

 

2. 샘플 로딩 챔버의 압력을 확인한 뒤 고정 손잡이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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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챔버 뚜껑을 열어준다.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중간에 놓치지 

않게 주의한다. 

 

 

4. 사용하려는 프로브 암 근처로 샘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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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챔버의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잡은채로 천천히 

닫아준다. 필요에 따라 챔버를 조여준다. 

 

6. 모니터를 보며 X, Y축을 조절하여 프로브 팁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7. Z축으로 프로브 팁을 내려 샘플과 팁을 컨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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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s of 4200-SCS [전면부] 

 

 

1. Power 단자 

2. 화면 밝기 조절 단자 

3. USB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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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s of 4200-SCS [후면부] 

 

 

1. 전원 케이블 단자 

2. USB 케이블 단자 

3. 장비의 Ground 체크 확인 동글 (장비의 그라운드 체크용 

케이블이면서 4200 납품 업체인 iv solution 본사에서 장비 

판매를 1차적으로 확인 및 보증하는 목적으로 배포하는 동글 

역할의 케이블로 해당 케이블이 없으면 측정 에러가 뜨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4. Ground 단자 및 케이블 

5. PMU 연결용 HDMI 케이블 

6. SMU 단자 및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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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5-RPM Setting (PMU calibration) 

 

 

1. 4200-SCS 장비와 RPM 장비를 PMU 숫자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한다. 

2. RPM 장비와 Probestation Probe arm의 BNC 케이블과 

연결한다. 

*RPM과 HDMI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새로 연결할 때 마다 아래의 PMU 

calibration을 진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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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의 전원을 켜고 작업표시줄의 Command Prompt를 

실행한다. (작업표시줄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작 -> 

실행 -> cmd” 을 통해 커맨드창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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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onclient –systemtest 을 입력해준다. (kconclient와 

–systemtest 사이에 꼭 띄어쓰기를 해주어야 한다.) 

 

5. 암호입력창에 KIST 를 입력해준다. (모두 대문자로 KIST 

키스트를 입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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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커맨드와 암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KCON 프로그램이 

관리자 권한을 가진채 실행된다. 

 

7. KI 4200 SCS 그룹을 열어준다 (KI 4200 SCS 옆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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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준다.) 

8. 탭을 클릭한다. (옆의 를 누르면 안된다. 

PMU 세부 항목을 클릭하면 안되고 PMU1을 클릭해야한다.) 

 

9. 를 클릭한다. 

10. 4200-SCS 장비와 RPM이 PMU용 HDMI로 연결 돼있는지 

확인한 뒤  버튼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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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libration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며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calibration 작업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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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SCS interface 

기본적인 4200-SCS의 전기 특성 측정은 내장되어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장비를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며 오류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1분정도 기다린 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된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실험 30분 전 장비를 켜두고 어느정도 

기기 내부적인 안정화 시간을 가진 뒤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메뉴 툴바 (저장과 불러오기, 프로젝트 생성 등 프로그램 

전반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2. 현재 실행중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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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듈 실행과 정지 

4. 프로젝트 및 모듈 저장 

5. 프로젝트 트리 (여러가지 모듈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원하는 

프로젝트 트리 세팅이 가능하다.) 

6. 프로젝트 트리 내 구체적인 모듈 설정 화면 

7. 현재까지 열었던 모듈 탭 목록 (원하는 모듈을 해당 탭을 

클릭하여 바로 열어볼 수 있다.) 

8. 실험 로그 및 시스템 메시지 (실험에 걸린 시간이 기록되거나 

오류로 실험이 중지된다면 오류의 원인 등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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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밑 불러오기, 닫기 

2. 프로젝트 저장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 

3. 최근 사용한 프로젝트 

4.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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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1.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가장 큰 분류의 Subsite Plan을 

생성한다. 

2. Subsite Plan내에서 Device Plan을 생성한다. 2~4터미널 저항 

연결, 축전기 연결 등의 다양한 모델들이 내장 돼있다. 

3. Device Plan내에서 세부적인 Test Module을 생성한다. 

4. Device Plan내에서 임의의 유저 Test Module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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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1. 모듈 실행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실험을 진행한다.) 

2. 모듈 정지 

3. 모듈 실행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다. 

기존 데이터옆에 새로운 sheet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4. 모듈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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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teresis 측정 

1. 샘플을 로딩하고 PMU와 Probearm 연결, Probe tip contact 

여부를 확인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위와 같은 KITE 프로그램 첫 화면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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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툴바의 을 클릭한다. 

4. 를 클릭한다. 

 

 

 

5. 즐겨 찾기의 NVM_Examples 폴더를 선택한다. (즐겨찾기에 

없다면 C -> Users -> kiuser -> Project -> _Memory -> 

NVM_Examples 경로를 찾아간다.) 

6.  파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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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목의  모듈을 더블클릭하여 위와 

같은 화면을 불러온다. 

 

8. 히스테리시스 측정에 사용되는 삼각파의 rise time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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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V1)과 최소 전압(V2)을 설정한다. (전압은 최대 -10V 

~ +10V 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의 전압은 후술 하는 

arbitrary module unit을 생성하여 측정해야한다.) 

9. 측정되는 전류의 최대 level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Pr의 

크기가 5uC/cm2 이하일 경우 10uA를 이용하고 30uC/cm2 

까지는 100uA를, 그 이상은 1mA 설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Switching current level에 비해 너무 작은 range를 설정하면 

switching peak이 설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peak이 

잘려나간 형태로 측정된다. 반대로 너무 높은 range를 

설정하면 switching peak이 noise level로 묻힐 수 있다. 

10. F6 또는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을 시작한다. 

 

11. 측정된 데이터는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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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6 또는  버튼을 이용한 측정 데이터는  에 

저장된다. 

13. Shift+F6 또는  버튼을 이용한 측정 데이터는 settings 

옆의 빈자리 에 하나씩 추가된다. 

14. 측정 데이터는  버튼을 이용해 저장할 수 있다. 

 

15. 측정 결과 그래프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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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래프가 안 보이는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 ->  을 

클릭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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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itrary Pulse Example [원하는 모양의 펄스를 

직접 만드는 법] 

1. 샘플을 로딩하고 PMU와 Probe arm 연결, Probe tip contact 

여부를 확인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위와 같은 KITE 프로그램 첫 화면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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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툴바의  을 클릭한다. 

4. 를 클릭한다. 

 

5. 새로 제작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빈칸에 적어준다. 

6. 을 클릭하여 새로 제작할 프로젝트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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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8. 메뉴 툴바의 를 클릭한다. 

9.  를 클릭하여 새로운 Subsite Plan을 

생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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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성한 Subsite Plan의 이름을 지정해준다. 

 

11. 새로 생성한 Subsite Plan ( )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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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뉴 툴바의  를 선택해준다. 

13. 를 클릭하여 Device Plan을 생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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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200-SC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Device model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Probe 측정을 위해 를 클릭하거나 옆의 

를 클릭하여 Resistor 그룹을 열어준다. 

15. 를 클릭하고  해당 항목에 

원하는 디바이스 모델 이름을 기입해준 뒤 를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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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성된  를 클릭하여 선택해준다. 

(파란색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해야한다.) 

17. 메뉴 툴바의 를 클릭해준다. 

18. 를 클릭하여 선택해준다. 

 

19. UTM (User Test Module)의 이름을 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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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새로운 UTM을 생성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21. 를 

클릭한다. 

 

22.  PMU_examples_ulib ( )를 선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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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을 

선택한다. 

24. PMU_SegArb_ExampleFull ( )를 

선택해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25. PMU1의 펄스를 편집하는 항목 

26. PMU2의 펄스를 편집하는 항목 

27. PMU1과 PMU2의 전압과 전류 범위 설정 (10V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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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를 생성하기 위해선 Range를 10V에서 40V로 

올려주어야 한다.) 

28. 기타 측정 세팅 항목 (MaxSheetPoints는 측정하는 최대 

데이터 수이며 300~500 정도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 외의 

값은 수정하지 않는다.) 

 

 

29. 25번의 Ch1 Segment ARB Definition의 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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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당 셀에 숫자를 넣어 원하는 펄스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31. 하나의 모듈에서 시퀀스 설정을 통해 여러가지 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2. 시퀀스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다. 

33. 모듈에서 사용할 시퀀스의 종류와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34. 생성한 펄스의 모양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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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빨간색 네모영역의 모든 숫자를 지운 뒤,  를 클릭하고 

를 클릭하여 2번 시퀀스를 제거하여 아래와 같이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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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하는 펄스의 시작 값과 끝 값을 각각 StartVCh (V)와 

StopVCh (V)에 입력해준다. 단, StopVCh(V)와 다음 행의 

StartVCh(V)의 전압은 항상 일치 시켜준다. (Ex, 1행의 

StopVCh1(V)와 2행의 StartVCh1(V) 값을 3으로 

일치시켜준다.) 

37. 펄스의 시작 값이 끝 값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준다. PMU의 기기 스펙 상 설정 가능한 최소 시간은 

20ns 이다. 

38. 장비 내부 트리거 신호와의 동기화 옵션으로 위와 같이 처음 

1행만 1로 설정해준다. Retention 실험과 같이 rise time을 

길게 할 때는 모두 0으로 설정한다. 

39. 모두 0으로 설정한다. 

40. 1인 부분의 데이터만 수집한다. 그림과 같이 모두 1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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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펄스가 주어지는 동안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며 모두 

0으로 바꾸면 아무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41. 그림과 같이 은 모두 2, 는 모두 0, 

는 모두 1로 설정한다. 

 

42. Ch2 Segment ARB Definition의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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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h1과 을 제외한 모든 셀을 같은 

값으로 설정해주고 은 모두 0으로 

입력해준다. 

44. 위의 설정까지 끝내면 PMU1는 3V ~ -3V의 펄스를 생성하고 

PMU2는 같은 시간 동안 0V로 유지하여 groun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5. 측정된 데이터의 단위 환산 밑 재처리를 위해서 를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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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빨간색 네모 영역을 클릭하며 F1 ~ F5을 위 그림과 같이 

설정해준다. 왼쪽 하단의 를 누르면 자동으로 

“F1 =” 이 입력되며 이어서 수식을 입력하고 를 

누르면 수식이 추가된다. 수식이 모두 추가되면 를 

눌러 모듈 Definition으로 돌아온 뒤 를 눌러 저장해준다. 

저장 후 F6 또는 를 통해 측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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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탭을 클릭한다. 

48. 을 클릭한다. 

49. 를 클릭한다. 

50. X축과 첫 번째 Y축, 두 번째 Y축을 위의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B가 X축, C와 M을 각각 Y축으로 설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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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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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ing Dynamics 

1. Arbitrary Pulse Example 과정을 그대로 실행한다. 

 

2. 위와 같은 펄스가 맞는지 확인한 뒤 를 눌러준다. 

3. 를 클릭하여 생성한 Module을 저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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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ject Tree의 를 더블 클릭하여 위와 

같은 화면을 불러온다. 

5. 2번에서 생성한 모듈 

을 선택한다. 

6. 를 클릭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Library에 2번 과정에서 만든 Module이 

저장된다. 

7. 방금 저장한 Module을 찾아서 클릭한다. 

8. 를 클릭하여 동일한 모듈을 20개를  

DHM, 140ns, 200ns, 250ns, 300ns, 400ns, 500ns, 630ns, 

800ns, 1000ns, 1300ns, 1600ns, 2000ns, 2500ns, 3000ns, 

4000ns, 5000ns, 6300ns, 8000ns, 10us 

의 순서로 이름을 붙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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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HM module은 바꾸지 않고 140ns module을 위 그림과 같이 

바꿔준다.  

10. 이후 module의 제목과 7열의 rise time을 일치하도록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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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us의 펄스를 위와 같이 7열의 rise time이 

10.0000E-6되도록 한다.  

12. 를 클릭하여 생성한 Module을 모두 저장해준다. 

13. F6 또는 를 통해 측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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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LD Manual 

 Parts of ALD 

 

1. Loading Chamber : 샘플을 로딩하는 챔버 

2. Precursor Canister : 전구체가 들어있는 캐니스터와 밸브 및 

서스라인이 배열돼있다. 증착 중에는 사용하는 캐니스터의 

밸브를 열어주고 증착이 끝나면 밸브를 항상 잠군다. 

3. Drawer : ALD 부속 부품들을 임시로 넣어둘 수 있는 서랍 

4. Ozone generator : 오존 발생 장치 

5. Computer : 장비를 켤 수 있는 컴퓨터 

6. Display monitor :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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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와 프리커서 용액이 지나가는 서스라인 

8. 공압 밸브 

9. 유량 조절 매뉴얼 밸브 

10. 캐니스터 on/off 매뉴얼 밸브 

11. 캐니스터 

12. 캐니스터 지지대 (캐니스터의 무게로 서스 라인 (7번)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 라인이 휘어지면 leakage 

생성 유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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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은 인해에 유해 하므로 사용에 유의한다. 

13. 오존 발생기 파워량 디스플레이 

14. 오존 발생기 컨트롤러 

15. 오존 발생 압력 (오존 발생 압력은 0.05를 넘지 않도록 한다.) 

16. 오존 발생 압력 조절 노브 

17. 산소 유입 압력 

18. 산소 유입 조절 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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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컴프레셔 (대기를 흡수해서 공압 밸브에 압력을 제공하는 장비) 

20. 오존 제거용 로터리 펌프 (오존은 ALD 장비와 별개의 장비인 

오존 발생기로 쉬지않고 오존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기와 

오존 제거용 로터리 펌프를 연결하여 오존 흐름을 형성하고 

바이패스로 오존이 필요 할 때 메인 챔버 내부로 오존을 

유입시켜 주는 방식을 이용한다.) 

21. 챔버 진공을 위한 로터리 펌프  

 

22.  가스 on / off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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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 잔량 표시 

24.  가스 유량 표시 

25.  가스 유량 조절 노브 

26.  레귤레이터 on / off 밸브 (레귤레이터 밸브가 잠겨 있으면 

가스통 밸브를 열어도 가스가 흐르지 않는다.) 

 ALD Program  

  해당 아이콘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iTechU 사의 ALD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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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1. 공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공정 전 공압 밸브와 MFC 조절이 

가능한 홈 화면 탭 

2. 공정 레시피를 제작 가능한 탭 

3. 지난 공정 정보를 볼 수 있는 탭 

4. 프로글매 종료 탭 

 

5. 사용하려는 프로세스 

6. 프로세스의 반복 횟수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 마다 1 회로 세팅 

값이 변화하게 된다.) 

7. 현재 반복된 사이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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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하려는 프로세스와 세팅된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 

9. 실제로 공정이 실행된 시간 

10. 공정 시작 버튼 

11. 공정 정지 버튼 

   

12. 아르곤 가스와 메인 챔버 사이의 공압 밸브 조절 버튼 

(아르곤이 잠겨있으면 챔버를 벤팅할 수 없다.) 

13. 메인 챔버 온도 세팅 버튼 (메인 챔버를 열어보면 위 뚜껑에 

개의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14. 메인 챕버의 현재 온도 

15. 메인 챔버용 로터리 펌프와 메인 챔버 사이의 공압 밸브 조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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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메인 챔버용 로터리 펌프 전원 버튼 

17. 메인 챔버와 바라트론 게이지 사이의 공압 밸브 조절 버튼 

18. 비상 정지 버튼 (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비상 정지를 하려면 

장비 전면부의 빨간색 전원 노브를 돌려서 잠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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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르곤 MFC 라인 공압 밸브 버튼 (아르곤이 모든 서스 라인을 

통과하며 프리커서를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20. 아르곤 MFC 조절 버튼 

21. 첫 번째 리액턴트 조절용 공압 밸브 버튼 (위 그림에서는 오존 

발생기와 연결되어 있어 오존 Flow of / off 조절 버튼 역할을 

하고 있다.) 

22. 두 번째 리액턴트 조절용 공압 밸브 (위 그림에서는 3DMAS 

프리커서 용 밸브로 사용중인데, 3DMAS 는 vapor 량이 높고 

원자가 가벼워 마르곤 캐리어 없이도 증착이 잘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 

23. 리액턴트용 MFC 공압 밸브 버튼 (추후 암모니아 리액턴트와 

같은 다른 기체 리액턴트 이용을 위해 설치한 라인이다.) 

24. 리액턴츠용 MFC 조절 버튼 (현재 암모니아용 MFC 설정이 

되어있으므로 다른 기체를 사용하기 위해선 교체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25. 프리커서 버블링 가스 MFC (Hf, Zr 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이용한 프리커서는 공압 밸브가 열리는 것 만으로 충분한 

vapor 가 형성되지 않기 떄문에 아르곤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vapor 를 증가시킨다. 이를 버블링이라 한다.) 

26. 첫 번째 프리커서 조절용 공압 밸브 (버블링이 필요한 

프리커서는 버블링용 가스가 들어가는 라인과 프리커서가 

나오는 라인이 함께 존재하도록 위와 같이 설계돼있다.) 

27. 두 번째 프리커서 조절용 공압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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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오존 제거용 로터리 펌프와 연결돼있는 공압 밸브 

29. 서스 라인과 프리커서의 온도 조절 버튼. 색깔을 매칭하여 Line 

1 ~ Line 4, Precursor A 와 precursor B 가 어떤 부분의 온도를 

담당하는지 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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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Recipe 

 

1. 레시피 목록을 보여주는 탭 (공정의 한 사이클을 구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 탭 (짜여진 레시피를 이용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다.) 

3. 레시피 목록 

4. 새로운 레시피 만들기 

5. 기존 레시피 삭제 

6. 레시피 이름 수정 

7. 레시피 이름 수정 저장 

8. 레시피 작성 화면 (단위가 (s)인 항목은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sccm)인 항목은 MFC 를 이용한 기체 유량을 

나타낸다. 행과 열 중 하나의 열이 하나의 스텝을 이룬다. 

차례대로 스텝을 한 번씩 시행하면 이를 한 사이클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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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2 제작에 사용한 레시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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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10. 생성된 프로세스를 제거한다. 

11. 프로세스에 레이어를 추가한다. 

12. 프로세스를 저장한다. 

13. 프로세스를 삭제한다. 

14. 프로세스에 사용할 레시피를 선택한다. (레시피 이름을 클릭하여 

다른 레시피로 변환할 수 있다.) 

15. 해당 레시피를 몇 번 반복할 것인지 선택한다. (숫자를 클릭하면 

원하는 사이클 수로 변결 할 수 있다. 

 

HfO2 와 Si-doped HfO2 레시피는 위에 사용된 조건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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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ing tape setting 

프리커서를 교체 할 때 Heating tape을 함께 교체해주게 된다. 

 

1. ALD 장비의 서랍을 열면 다음과 같은 Heating tape 세트가 

들어있다. 왼쪽 사진의 Heating tape과 전선, 오른쪽 사진의 

온도 센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2. 온도 센서를 위와 같이 Heating tape으로 감싸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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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tape이 겹치지 않도록* 사선으로 감아 내려가며 

Heating이 필요한 부분을 감아준다. (tape이 겹치면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다.) 

3.  은박 테이프를 이용해 Heating tape을 고정시켜 

준다. 고정이 끝나면 고른 열 전달을 위해 tape의 모든 부분을 

은박지로 감싸준다. 

 

4. Heating tape을 감싼 부분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 ALD 

장비에서 나와있는 코드와 연결해준다. 

5. 왼쪽의 회색 코드는 Heating tape에 전류를 인가하여 tape을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이고 오른쪽의 노란색 코드는 온도 

센서의 정보를 ALD 장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6. 온도 센서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오른쪽과 같이 현재 온도가 

31000 도씨로 표시되지만 온도 센서가 연결되면 왼쪽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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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현재 온도가 나타난다. 

7. 현재 온도보다 약 10도 정도만 높여 온도 센서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연결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Heating 

tape으로 전류가 공급되어 Heating tape은 점점 과열 되지만 

온도 센서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과열되어 불이 나기 때문에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온도를 0으로 맞추고 세팅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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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를 이용한 증착 

1. 쿼츠 보트의 중간에 클리닝 작업을 마친 샘플을 올려준다. 

 

2. 메인 챔버의 온도를 셋 모두 0으로 바꾸어 히팅을 꺼준다. 

3. 위 그림과 같이 챔버와 펌프 사이를 제외한 모든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92 

 

4. 펌프와 메인 챔버 사이의 공압 밸브를 잠그어준다. 

 

5. 벤트라인의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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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빨간색 원의 매뉴얼 밸브를 조금만 열어서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메인 챔버 게이지가 0 이상이 되면 빠르게 다시 

닫아준다. (매뉴얼 밸브를 너무 많이 열면 샘플이 밀려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만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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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인 챔버의 입구를 손으로 돌려서 열여준다. 

  

8. 샘플을 올려준 쿼츠 보트를 메인 챔버로 넣어준다. 보트는 

챔버의 길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샘플을 보트의 중앙에 위치 

시키고 빨간색 네모 영역에 샘플이 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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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쿼츠 보트 로딩이 끝나면 챔버 입구를 잠근다. 

10. 메인 챔버를 잠근다. 

 

11. 벤트 라인의 공압 밸브를 닫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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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비 뒷 편의 로터리 펌프와 연결된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메인 챔버의 진공을 천천히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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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 메인 챔버의 압력을 3.0 이하로 

만들어준다. 

 

14. 바라트론 게이지를 통해 메인 챔버의 압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패스 밸브를 잠근다. 



 

 98 

 

15. 펌프 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메인 챔버의 압력이 0.030 

근방으로 도달하는지 확인해준다. 

 

16. 메인 챔버와 라인의 온도를 원하는 만큼 올려준다. (서스 라인의 

온도는 10도씩 올린다. 온도가 올라가면 추가로 10도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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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방식으로 천천히 온도를 올린다.) 

 

17. 캐리어 라인 공압 밸브와 버블링 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18. 각 라인의 공압 밸브를 열어주었다면 MFC 유량을 10으로 

맞춰준다. 

19. MFC 유량을 0으로 다시 바꿔준 뒤 캐리어 라인과 버블링 라인 

공압 밸브를 닫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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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존 바이패스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21. 산소통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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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URGE 스위치를 ON으로 올려준다. 

 

 

 

 

23. P-ADJ 밸브를 조절하여 PI 압력 (오존 발생 압력)이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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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에 위치하도록 만든다. 

24. 압력이 잘 안내려간다면 오른쪽의 산소 유량 조절 노브를 통해 

산소 유량을 줄인다. 

 

25. RUN/STOP 스위치를 ON으로 바꾸고 PURGE 스위치를 OFF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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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디스플레이의 SV와 PV 값을 매뉴얼을 참고하여 원하는 값이 

맞는지 확인한다. 원하는 값이 아니라면 SET POINT 스위치를 

이용해 그 값을 낮추거나 높여서 조절한다. 

 

27. Precursor A (TEMAHf) 캐니스터의 매뉴얼 밸브를 열어준다. 

밸브는 왼쪽을 먼저, 오른쪽을 나중에 열어 주어야한다. 즉, 

소스가 나가는 방향을 먼저 버블용 아르곤이 들어오는 방향을 

나중에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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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eactant A (오존) 와 Reactant B (3DMAS) 매뉴얼 밸브를 

열어준다.  

 

 

29. Reactant A 오존 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주어 메인 챔버의 



 

 105 

압력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0.2 정도를 이용한다. 

 

30. 오존 라인의 미터링 밸브를 통해 오존 유량을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31. 캐리어 라인 공압 밸브와 버블링 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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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 라인의 공압 밸브를 열어주었다면 MFC 유량을 10으로 

맞춰준다. 

 

33. 원하는 프로세스와 반복 회수를 입력해준 뒤 START 버튼을 

통해 공정을 시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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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정이 다 끝난 뒤 위와 같이 펌핑 라인 공압 밸스와 게이지 

공압 밸브, 오존 바이패스 공압 밸브 외에 다른 밸브가 모두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메인 챔버의 온도를 0으로 바꾼다. 메인 

챔버의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는 동안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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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존 발생기의 RUN/STOP 스위치를 OFF로 바꾼뒤 PURGE 

스위치를 ON으로 바꾼다. 

 

36. 산소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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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I 압력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38. PURGE 스위치를 OFF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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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recursor A의 버블 라인의 매뉴얼 밸브를 먼저 잠그고 소스 

아웃 라인을 다음으로 잠근다. 

 

40. Reactant A (오존)과 Reactant B (3DMAAS)의 매뉴얼 밸브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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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펌프라인 공압 밸브를 잠그고 벤트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42. 빨간색 원의 매뉴얼 밸브를 조금만 열어서 노란색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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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메인 챔버 게이지가 0 이상이 되면 빠르게 다시 

닫아준다. (매뉴얼 밸브를 너무 많이 열면 샘플이 밀려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만 열어준다.) 

 

43. 메인 챔버의 입구를 손으로 돌려서 열여준다. 

 

44. 쿼츠 보트를 꺼내 샘플을 수거한다. 메인 챔버의 온도가 너무 

늦게 내려가면 위와 같이 챔버를 열어주어 식혀도 되지만 

챔버를 열어둔 채로 히팅을 하면 과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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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쿼츠 보트를 꺼내고 챔버 입구를 잠근다. 메인 챔버를 잠근다. 

 

 

46. 벤트 라인의 공압 밸브를 닫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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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비 뒤 편의 로터리 펌프와 연결된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메인 챔버의 진공을 천천히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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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 메인 챔버의 압력을 3.0 이하로 

만들어준다. 

 

49. 바라트론 게이지를 통해 메인 챔버의 압력이 3.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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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바이패스 밸브를 잠근다. 

 

50. 펌프 라인 공압 밸브를 열어준다. 메인 챔버의 압력이 0.030 

근방으로 도달하는지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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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프레서 관리 

 

1. 컴프레서는 대기를 순간적으로 압축하여 위의 강조된 부분에 

압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이 고이게 되어 이를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한다. 

 

2. 빨간색 레버를 돌려 컴프레서의 작동을 정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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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이 고이는 실린더를 모두 덮을 수 있는 위 사진과 같은 

크기의 비커로 사진처럼 실린더를 감싸고 장갑을 낀 뒤 빨간색 

원 부분의 노즐을 강하게 눌러준다. 

4. 고여있는 물이 모두 빠져 나왔는지 확인한 뒤 장비를 다시 

가동시킨다. 

5. 물이 고이면 레귤레이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며 물을 제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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