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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HfO2 박막의 강유전체 (ferroelectric, FE) 특성은 2011 년에 독일의

Dresden에 있는 NaMLab에서 Fluorite 구조를 가진 Si doped Hafnium 

Oxide물질을 기반으로 처음보고 되었다. 종래의 Perovskite 형 강유전체

물질의 경우, 두께가 100nm 이상이었던 반면에, 본 Fluorite구조의 HfO2

막 두께는 약 ~10nm수준의 얇은 두께인 점은 특히 흥미로운 사항이었다.

얇은 두께의 박막은 DRAM Capacitor와 같은 3D 구조의 Application 

적용에 유리하고, 또한 HfO2 박막의 band gap energy는 5.5eV의 높은

수준으로서 소자를 통하여 흐르는 누설전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또한 Si물질과 우수한 compatibility를 자랑하는 Titanium Nitride를 HfO2

박막의 전극으로 원활히 사용가능하므로 메모리 제조기술의 친산업적

재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Zirconium doped HfO2 박막(Hf1-xZrxO2) 에서의 Carbon 

불순물의 감소와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구체 변경 실험과, 

doped HfO2 박막의 장점인 3D Application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박막

상하부 Titanium Nitride 전극 증착방법을 기존의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서 Step Coverage가 우수한 ALD (Atomic Layer 

Deposition)공정으로 변경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 Hf1-xZrxO2의 Hafnium, Zirconium 두 소스의 전구체를 TEMA 

Precursor에서 TDMA Precursor로 변경하는 연구의 결과, TDMA Hf1-xZrxO2

에서 Zirconium doped Hafnium Oxide와 TiN전극 사이의 고유전율의 t-phase 

계면 layer 를 억제시켜 소자의 특성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wake up 

effect를 20%가량 감소시켰고, AES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이 carbon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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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적다는 점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두번째 Ferroelectric물질 Hf1-xZrxO2용 저온ALD TiN전극을 setup하여 3D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TiN 물질의 step coverage를 확보하였으며 (PVD 

TiN 15% → ALD TiN 106%) , ALD TiN하부전극의 높은 work Function기인

Hf1-xZrxO2 박막 leakage 특성을 39% 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Hf1-xZrxO2

박막의 Endurance 실력치도 4.4배 개선하였다. 그 원인은 ALD TiN 하부

전극이 PVD TiN하부전극 대비 낮은 oxygen scavenging 특성을 가짐으로서

비교적 적은 oxygen vacancy생성으로부터 endurance특성을 향상시킴을

AES 화학 분석으로부터 규명하였다.

주요어 : doped hafnium oxide, Ferroelectric, TDMA precursor, ALD 

Titanium, wake-up effect, Endurance, Hf1-xZrxO2, 

학  번 : 2017-2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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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강유전성은 1920년대초에 Valsek 에 의해 Rochelle salt 이라는 물질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 및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1-4]

강유전체 (Ferroelectric:FE) 물질은 소자에 인가된 전기장이 제거

되더라도 2개의 상이한 잔류 분극 상태 (±Remnant Polarization : ±Pr)를

갖기 때문에, 이 성질은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때, "0" 및 "1"

Data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FE 재료는 pyroelectricity, piezoelectricity 및

high-k 특성과 같은 다른 응용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물질이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electrocaloric 특성을 사용하여 에너지 관련 응용/적용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5-8]

강유전체 메모리 (FeRAM)에 FE 박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b (Zr, Ti) 

O3 (PZT), BaTiO3 (BTO), SrBi2Ta2O9 (SBT) 등의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를 갖는 재료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FE재료에서는  여러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FE 층과 Si와의 결정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두 층 사이의 계면 특성 (interface quality) 이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계면에 SiO2 층이 형성되면, 이 층은 탈 극성

자계(depolarization Field) 를 생성하여, 2개의 쌍안정성 분극 (two bi-stable 

polarization states) 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종래의 FE 

박막을 Si기판 위에 직접적인 접합시키는 방식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부 및 상부 금속 전극으로서 Pt 또는 I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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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귀금속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귀금속 전극은 산업적인 대량 생산

기술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래의 FE 

재료는 비교적 작은 band gap (ex : 3~4eV)을 가지며, 이는 금속 전극 대비

단 ~ 1eV수준의 낮은 쇼트 키 장벽 높이밖에 되지 않아 이는 누설 전류

및 전기적 고장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기반으로

한 FeRAM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막 두께 (tf 

~ 100nm)가 필요하며, 이는 십~수십 nm 선폭 기술을 사용하는 현재

산업수준에서 3차원 Capacitor 구조를 제조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다. 

추가로 종래의 FE 재료는 금속 이온과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Fatigue, Imprint 및 Endurance 불량과 같은 품질

문제를 야기 할 수있다. 또한 PZT와 같은 납 함유 물질은 환경 문제로

인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에도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Si 기판과의 우수한 compatibility, 높은 Eg (band gap energy) 및 Pr

(remnant polarization), 금속 이온과 산소 사이의 bonding energy가 높은

강유전성(FE)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HfO2을 기반으로 한 FE 박막은 단순한 이원 산화물이고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가 아님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율을

가지기 때문에 흥미로운 재료이며, 이에 더하여 앞서 서술했던 종래의

FE물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상당수 보완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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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 Polarization (top row) and piezoelectric displacement (bottom row) 

measurement of TiN/Si:HfO2/TiN capacitor sample with ferroelectric (left 

column) and antiferroelectric (right column)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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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Zirconium doped Hafnium Oxide 물질의 강유전성 측면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한다.

3장에서는 Hf1-xZrxO2의 전구체 (Precursor) 변경을 통하여 HZO박막의

전반적인 전기적 특성 품질들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는 TEMA (Tetrakis(ethylmethylamido)) 전구체와 보다 이전에

한참 사용되었던 TDMA(Tetrakis(dimethylamino)) 전구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특성별로 우수한 전구체를 정의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여

향후 Precursor 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Oxide 유전체가 아닌 Metal 전극에 대하여 연구한다.

종래의 FE물질대비 Hafnium Oxide 얇은 두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에서 3D Capacitor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려 함이 목적이다. 즉, 3D 구조에서의 원활한 Deposition 을

위해 Step Coverage가 뛰어난 원자층증착법 (ALD : Atomic Layer Deposition) 

을 Hafnium Oxide뿐만이 아니라, 상하부 전극 Titanium Nitride (TiN) 에도

적용하여 MIM (Metal-Insulator-Metal) 구조 전체를 완벽하게 ALD 

증착법으로 구현하여 강유전체의 특성을 확보하고, 종래의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TiN과 ALD TiN과의 전기적특성 비교를 통하여 우수한

증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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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Conventional FE materials

메모리 application을위한 대부분의 강유전체 재료는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또는 적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그 화학

구조는 ABO3이다. 전형적으로, A site의 양이온은 1가 또는 2가이고 B 

site의 양이온은 4가 또는 5가이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온도 (T)가

퀴리 온도 (Tc)보다 높을 때 큐브 코너 (A), 몸체 중심 (B) 및 면 중심

(oxygen ion)을 갖는 입방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Polynomial 과

rhombohedral 시스템과 같은 낮은 대칭 구조에서 T는 Tc보다 낮을 수

있으며, Figure2.1은 cubic 구조 (좌측, T> Tc)와 tetragonal 구조 (우측, T 

<Tc)의 PZT의 결정 구조를 보여줍니다. cubic형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그 대칭 중심 때문에 T> Tc 가 되어 강유전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강유전성

재료 중 BTO는 첫번째 발견된 물질이며, BTO가 발견되기 전에는

강유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서는 복합 수소 결합 결정 (complex 

hydrogen bonded crystals) 만이 알려져 있었다. BTO는 120 ℃ 미만의

강유전성을 나타내며 4mm 정방 (5 - 120 ° C), 사방 정계 (-90 - 5 ° C) 및

3m trigonal phase (-90 ° C 이하)과 같이 3가지의 강유전성 phases가

존재합니다. 삼상의 극축은 [001], [011], [111]이다. [1] PZT는 오늘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FE 재료입니다. 이 물질은 ~ 80 μC/cm2 의 큰 Pr

(Remnant Polarization)을 가지며, 이것은 강유전성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두드러지는 장점이기도 하다. 박막 형태에서도

PZT의 Pr 은 일반적으로 30 - 50 μC/cm2 이고 두께는 수백 nm이다.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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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1970 년대 중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Ferroelectric Memories"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PZT가 그 당시 강유전성 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PZT는 수소 annealing으로 인한 열화, 

Si와의 계면 특성 문제 및 Pb 함유량의 환경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SBT 물질이 제안되었다.

Araujo 등은 SBT는 PZT보다 몇 오더나 더 큰 수준인 1012 cycle 후에야

fatigue현상이 발생하는 보고하였습니다. [2] BiFeO3 (BFO)는 강유전성과

강자성(ferromagnetism)의 공존을 의미하는 multi ferroelectric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중요한 물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5] 여러 가지 강자성

현상이 기타 다른 물질에서 발견 될 수 있지만 온도 제한으로 인해 실제

응용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Figure 2. 1. The crystal structure of Pb(Zr,Ti)O3 with cubic structure (Left panel, T>Tc) 

and that with tetragonal structure (Right panel, T>T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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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fO2 based FE materials [7]

2. 2. 1. Identification of FE Phases

Doped HfO2 박막에서 강유전성의 기원은 o-phase (orthorhombic phase) 

에서 출현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실험적으로 정확한 phase를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얇은 박막에서 X-ray diffraction techniques를 사용하여 밝혀내기는

더욱 더 어렵다. [8-10]. o- phases 및 t- phases (tetragonal phases) 는 (doped) 

HfO2 및 ZrO2 에서 대부분 동일하며, 이는 Figure2.1b에 도시된 상

구조의 대칭으로부터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작은 grain size (Dave)와

tf ~ 10 nm 필름에서 서로 다른 무작위 방향의 phase가 공존하므로 peak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회절 패턴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Grazing incident 

X-ray diffraction (GIXRD)은 회절 된 X- 선의 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HfO2 기반 필름에서 위상을 정량적으로 식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öscke 등은 Si-doped 

HfO2 박막에서 m- (monoclinic), t- (tetragonal) , 및 o- (orthorhombic) GIXRD 

패턴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보고했다. 그 후, 80-90o 의 2-theta

범위에서의 회절 패턴이 Y, Gd, Al 및 Zr 도핑 된 HfO2의 상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채택되었다. [10-13] 이러한 결과 중 S. Müller은 Al-doped 

HfO2가 XRD 패턴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보고했다. Figure 2. 2는 ALD 공정으로 증착 된 0 ~ 11.4 %의 다양한

Al 도핑 농도를 가지며 결정화를 위해 800 ~ 1000 oC의 온도에서 포스트

어닐링 된 Al 도핑 HfO2 막에 대한 GIXRD 회절 diagram을 보여준다. 

순수한 HfO2는 m phases인 반면에 m-에서 o- 상으로의 상 전이는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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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명하게 관찰될 수 있다. 특히, 상이한 Al 도핑

농도를 갖는 HfO2의 2θ범위 80-90o 에 대한 peak이 2범위 전체에

걸쳐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였고, Figure. 2.2 (b)에서 확대되어 표시되었다.

이들은 o-phase의 (331), (133) 및 (421) plane을 관찰하였고, 이는 t-phase 

및 m-phase 으로부터의 회절 피크와는 확연히 구분 될 수 있다. [10] 

반대로, Park 등은 27-33o 의 2θ 범위에서 GIXRD 데이터가 관련된

단계의 유형뿐만 아니라 deconvolution (peak분해)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

부분을 정량적으로 식별하는 데 매우 유용 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Hf1-xZrxO2 필름에 대한 다양한 조성의 피크는 넓은 조성 및 tf 범위에

나타난다. [14]

대조적으로, sol-gel 용액 공정에 의해 성장 된 Y- 도핑 HfO2 막에 대한

최근의 보고에서, Starschich 등은 80-90°의 2θ 범위에서 o-상의 형성에 대

한 어떠한 증거도 관찰 할 수 없었다. [9] 그들은 Y- 도핑 된 HfO2의 구

조에 대해 알려진 c- (cubic) 상으로부터 독특한 회절 피크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XRD를 사용한 구조 분석 결과에서 가장 많이보

고 된 것이 Y 도핑 HfO2 막 (~ 70 nm)의 두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FE 

특성 P-E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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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2. (a) GAXRD diffractograms for PMA samples having different 

aluminium concentrations. A monoclinic-to-cubic phase transition is clearly

visible for increasing aluminium content. The powder diffraction patterns as 

well as the calculated orthorhombic Pbc21 reference pattern are shown

below the diffractograms. The composition which possesses the purest 

ferroelectric properties is highlighted in blue. (b) Enlarged 2θ scans from 

80 ° to 90 ° for paraelectric HfO2 containing no aluminium, ferroelectric 

HfO2 containing 4.8 mol% aluminium, and, again, paraelectric HfO2

containing 11.8 mol% aluminium. The diffractogram of the ferroelectric 

composition shows a triplet which would not be expected for monoclinic, 

tetragonal, or cubic phases. The dotted lines show results for PDA samples 

of the same composi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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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The effect of film thickness and grain size

FE 특성은 입자 형성 과정에 크게 의존하며, tf 및 Thermal budget은 일

반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 (average grain size)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지금까지, 유전체층은 후속 어닐링 단계에서 결정화되는 비정

질 상으로 증착되는 것이 중요하게 보인다. Böcke 는 capping 된 상부 전

극이 결정화 공정 동안 셀 전단 및 부피 팽창을 피함으로써 m- 상 형성

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Si 및 Gd로 도핑 된 막은 ALD 증착에

의해 tf 5~30nm 범위에서 안정한 Pr 값을 나타냈다. [16, 17] Yurchuk 은 더

두꺼운 두께에 Pr의 감소를 보고했고, 두꺼운 film은 증착과정 중에서 이

미 결정화되어 m- 상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18] 이와 비슷한

결과가 Hf0.5Zr0.5O2 층에서 얻어졌다. (여기서, 증착 온도는 결정화 온도에

매우 가깝다.) 역시 더 두꺼운 layer에서 더 많은 양의 m-phase grain이 형

성되고, 낮은 Pr 값이 유도되었다.

Park 은 Hf0.5Zr0.5O2 필름의 FE 특성에 대한 tf의 효과를 조사했다. [20] 

그들은 다양한 tf (5.5-25 nm)와 어닐링 온도 (400-800 oC)로 Hf0.5Zr0.5O2 박

막을 테스트했다. Figure 2. 3 (a)는 Hf0.5Zr0.5O2 박막의 10 nm 두께에서 최대

Pr (~ 15 μC/cm2) 이고 tf가 17 nm에서 Pr (~ 12 μC/cm2)이고, 25nm에서 Pr (~ 

~5 μC/cm2) 로 두께의 증가에 따라서 Pr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Hf0.5Zr0.5O2의 tf가 증가함에 따라 m-phase 부분이 증가한다는 사

실로부터 이해 될 수 있다. Pr의 변화에 대한 tf의 영향은 증가 된 두께를

갖는 Hf0.5Zr0.5O2 필름의 grain size의 변화에 기인 할 수 있다. 다형성

HfO2와 ZrO2 다형성은 입자 크기가 <~ 100 nm 인 경우 특히 크기 영향에

의해 지배된다. Vegard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interpolation method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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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HfO2의 Tetragonal (t-) phase 결정을 얻기 위한 결정립 크기는(critical 

size) ~ 4nm이며, ZrO2의 경우 ~ 32nm, Hf0.5Zr0.5O2의 결정립 크기는 약

18nm로 추정된다. HfO2 기반 막의 입자 크기가 유지되면, t-phase 결정은

임계 치수 아래에서도 surface or grain boundary effect 의해 유도될 수 있다. 

orthorhombic (o-) phase 의 표면적은 실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

이 o-phase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것은 o-phase

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절한 비대칭 응력을 보완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Materlik 은 phase 안정성에 대한 입자 크기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분명히, 안정한 m- phase 형성을 유도하지 못하도

록 critical dimension보다 작은 grain size를 얻는 것이 HfO2 기반 박막으로

부터 FE 또는 AFE 거동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7] Hf1-xZrxO2

막 혹은 다른 도핑된 HfO2 박막이 원자층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에 의해 성장 될 때, grain size는 tf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있

다 : tf가 두꺼울수록 m- phase 더 높아지고 FE 성능은 낮다. 따라서 가능

한 FE 및 AFE 성능에 대한 최대 tf는 Hf1-xZrxO2의 경우 ~ 20 nm로 제한

되고 Si 또는 Gd가 도핑 된 HfO2의 경우 30 nm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ALD가 아닌 다른 증착법이 사용될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Starschich 

는 Y- 도핑 HfO2 박막이 화학 용액 증착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CSD)에 의해 성장 될 때 최대 70 nm tf 에서 FE 성능을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은 명확하게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단계

당 약 7nm 두께의 층을 생성하는 코팅 - 어닐링 - 결정화의 단계별 프로

세스는 총 tf까지 기둥 형 결정 성장의 교란을 유도 할 수 있다. 이 두꺼

운 FE Y- 도핑된 HfO2 박막의 바람직한 측면은 FE 간섭 왜곡의 직접적

인 증거 인 레이저 간섭계 측정에서 위상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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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응답 신호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28] 흥미롭게도 18 nm

와 70 nm 두께의 필름은 모두 o-phase 없는 c-phase 구조를 보였으나 레

이저 간섭계 측정 결과 필름은 FE 소재에 대해 예상대로 압전 특성을

나타냈다. 현장 사이클링 중 위상 변화가 이 효과의 원인 일 수 있습니

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CSD 프로세스에서의 상/하부 전극은  

ALD 기반 Hf1-xZrxO2 박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던

Pt 전극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Figure2. 3 (b)) . 결국 FE 성능과 상 전이

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있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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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3. (a) P-E characteristics of the Hf0.5Zr0.5O2 capacitors with various 

film thicknesses on TiN, and (b) those on Pt, respectively. The TE was Pt(60 

nm)/TiN(20 nm) for both cases. (c) P-E characteristics of the 8.4-nm-thick 

Hf0.5Zr0.5O2 capacitor on TiN with Pt(60 nm)/TiN(20 nm) and Pt(80 nm). [20]

Figure 2. 4. (a) Variations in the in-plane strain, (b) in the average grain size 

(with error bars whose magnitudes refer t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grain sizes from three measurements), and (c) in the relative ratio 

of the o(111)/{m(-111) + o(111) + m(111)} of the Hf0.5Zr0.5O2 films on the Ir 

and TiN electrodes, respectivel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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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5. Polarization-electric field curves of the Hf0.5Zr0.5O2 films with 

various thicknesses on the (a) TiN electrode and the (b) Ir bottom electrode 

with a Pt/TiN top electrode, and (c) change in the double remanent 

polarization (2Pr) as a function of the film thickness, respectivel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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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The effects of asymmetric stress

Park et al. Hf0.5Zr0.5O2 박막의 박막 성장 동안 비대칭 응력 작용에 관한 예

상하지 못한 FE 상 형성의 기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하였다. HfO2와 ZrO2

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결정 구조에 대한 지식에서, 그들은 bulk단계에서

의 ZrO2와 HfO2의 o-phase의 2b / (a + c) 비와 t-phase의 c / a 비를 조사하

였다. O-phase에서 Pr의 방향인 c-축은 가장 짧은 격자 파라미터를 갖지

만 non-polar axis : b- 축은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 phase

의 경우, c-축은 가장 긴 격자 파라미터를 갖기 때문에, t-phase의 c- 축은

phase변환 동안 o-phase에서 b- 축이 된다. o- 상 (ZrO2와 HfO2 모두)의 2b 

/ (a + c) 비율이 t- 상 시스템의 c / a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11, 

14, 29-33] o와 t상의 비율의 차이에 추가하여, HfO2와 ZrO2 사이에는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변형에 의해 유도 된 상전이 거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있다. O- 상수의 2b / (a + c)와 t- 상수의

c / a 비의 차이는 ZrO2가 HfO2보다 높았다. [19,20,30-34] 따라서 ZrO2의

경우 t- 단계에서 o- 단계로의 전이에 훨씬 높은 응력 (~ 4 GPa)이 필요할

것이며, Zr 조성이 풍부한 HfxZr1-xO2 박막은 FE 특성을 발현할 수  없고, 

t-phase을 유지하여 antiferroelectric (AFE)가 되는 경향이 있다. [35] 한편, 

HfO2의 경우, t-phase로의 전이하기 위한 critical grain size가 훨씬 작기 때

문에 (~4nm) 안정한 m-phase 형성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36] 따라서, 

o- 상으로의 전이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strain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FE o-

phase를 거의 형성 할 수 없다. 그러므로, Hf 가 풍부한 HfxZr1-xO2 박막은

high-k 유전체인 m-phase로 남게되고, FE o-phase는 보통 Hf : Zr ~ 0.5 : 0.5 

주위의 조성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t- 위상 및 o- 위상

에 대한 격자 파라미터의 차이에만 기초해서 가능한 변화를 고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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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에서는 Reyes-Lillo 이 제안한 이론적인 사항들이 더 고려되어

야 한다. [35]. 그들은 t-phase의 a-b면에서의 면내 압축 응력은 t-phase 의

c 축을 따라 인장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FE o-phase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제안했다. [35]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야기되는

polarization 성분은 박막 표면에 평행하고 측정 될 수도 없다. 박막 성장

에서, 평면 내 tensile 응력은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 유도 될 수 있지만, 

ALD Hf0.5Zr0.5O2 film의 경우, compressive 응력이 원하는 응력 상태에서

필름을 부과하는 적절한 이유라고 제안되었다 . [20, 37, 38] zipping 스트레

스는 인접한 핵이 서로 접촉하기 시작할 때 전체 필름에 가해진 응력이

며, 이는 grain (또는 비정질 클러스터) boundary가 압축되게 합니다. [37, 

38]

Hf0.5Zr0.5O2 입자의 결정학적 orientation은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또 다

른 중요한 요소였다. 성장 핵은 압축되기 전에 t- 위상 구조를 가지므로

처음의 결정학적 방향에 의존되는 핵 압축 때문에 변형 된 상태의 표면

에너지 효과가 달라야 합니다. Park 은 박막의 평면 내 응력 조건을 사용

하여 grain의 다양한 방향에 대해 a, b 및 c 축을 따라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10-방향은 t- 상으로부터 o- 상 형성에 가장 좋았

으며, 111-방향은 a-, b- 및 c- 방향을 따라 거의 균일한 변형이 형성 되었

기 때문에 최악이었다. 실제로 111-방향 Pt 전극 위에 Hf0.5Zr0.5O2 박막을

ALD 증착법으로 제작함으로서, 111-방향으로 배향 된 Hf0.5Zr0.5O2 막을 생

성시켰다. [20] 그러나 highly 111-방향의 Hf0.5Zr0.5O2 박막이 FE 특성 (입자

크기, 응력 및 응력, 조성)의 출현 조건을 충족 시키더라도, FE 또는 AFE

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2. 3 (b)). 대조적으로, 동시에 TiN 전극 위에

성장된 Hf0.5Zr0.5O2 막은 선호방향을 보이지 않고, FE성능 및 P-E 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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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를 발휘하였다. (Figure 2.3 (b)). Figure 2.6 (c)에 도시 된 바와 같이, Pt 

하부 전극 위에 증착 된 Hf0.5Zr0.5O2 박막의 면내 strain은 TiN 하부 전극

의 것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FE o-phase의 형성은 ALD의 경우 tf에 의

해 결정된 grain size에 추가하여 film 방향에 매우 민감하다. FE 성능의

현재 수준이 거의 random oriented films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기판 및 성장 방법 / 조건을 채택함으로써 필름 성장 방향의 적절한 제

어에 의해 FE (및 AFE) 성능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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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6. (a) Glancing incidence angle X-ray diffraction spectra of the 9.8-, 

19.6-, and 24.5-nm-thick Hf0.5Zr0.5O2 films on the TiN BE. (b) Normal X-ray 

diffraction spectra of the 13.0-, 18.1-, and 24.9-nm-thick Hf0.5Zr0.5O2 films 

on the Pt BE. (c) Change in the in-plane strain calculated from the shift of 

the t(111) diffraction peaks as a function of film thickness, respectivel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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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Hf1-xZrxO2 films

ZrO2 및 HfO2 는 매우 유사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Zr 은

4 가이고 원자 반경 (155 pm)은 Hf (155 pm)와 거의 같다. [39] 그리고

그들은 거의 동일한 lattice parameter 를 갖는 거의 동일한 결정상을

가진다. HfO2-ZrO2 시스템은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전체 조성 범위에서

단상 고용체를 형성한다. HfO2 및 ZrO2 는 발전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 및 DRAM capacitor 의 high-k 게이트

유전체 층에서 표준 물질로 사용된다. 즉, 이러한 물질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고도로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0] J. Muller 는 처음으로

Hf0.5Zr0.5O2 막의 강유전성 특성을 보고했다.[42] Typical Pr 값은 15 μC/cm2

이고, Ec(Coercive E.Field)는 1 MV/cm 이었다. Hf 및 Zr 풍부한 조성에 대해, 

각각 상유전성 (εr = ~20) 및 AFE (Antiferroelectric) 특성이 발현된다. 

Figure2. 7 (a)는 Hf1-xZrxO2 (x = 0, 0.3, 0.4, 0.5, 0.7 및 1.0) 필름에 대한 P-E 

hysteresis 및 εr -E curves 곡선을 나타낸다. Figure2.7 (b)는 얇은 FE 및 AFE 

층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가 P-E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Figure2.7(c)와 같이, Hf0.5Zr0.5O2 막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Pr 값은 ~ 16 μC/cm2 임을 보여줍니다. [11] Figure2.7 (c)의

하단은 ZrO2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phase 비율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Hf1-xZrxO2 박막은 Si 를 함유 한 HfO2 에 비해 400-600℃ 수준의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 될 수 있다. [11, 14, 19, 20, 42-44, 41,45-47] 낮은 어닐링

온도는 Process Integration 에서 Hf1-xZrxO2 박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0 nm 두께의 FE-Hf0.5Zr0.5O2 필름의 εr 은 ~30 이었고 AFE-Hf0.3Zr0.7O2

필름의 εr 은 ~40 이었다. [11, 14, 41] Hf1-xZrxO2 박막의 누설 전류 밀도는

Si 도핑 된 HfO2 박막보다 약간 크다. Hf1-xZrxO2 박막의 Endurance 특성을



21

조사한 결과, 5.5nm 및 10nm 두께의 Hf0.5Zr0.5O2 박막은 사이클 전계 강도

3MV/cm 의 109 및 108 cycle 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43] 

이는 3MV/cm 의 사이클링 전계 강도에서 Si 도핑 된 HfO2 박막의

내구성 특성보다 우수했다. J. Muller 에 따르면 positive (+)Pr및 negative (-

)Pr 값은 retention test 에서 105 second 이후까지는 감소하지 않았다.[42] 

결론적으로, Hf0.5Zr0.5O2 막은 Si 도핑된 HfO2 막보다 우수한 유망한

물질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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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7. (A) P-V curve at 1 kHz and small signal CV hysteresis at 10 kHz (50 

mV level) of 9 nm thin HfO2−ZrO2 based metal−insulator−metal 

capacitors at room temperature. An evolution from paraelectric HfO2

to ferroelectric HfO2−ZrO2 to an antiferroelectric-like behavior in 

ZrO2 can be observed in PV as well as in C-V characteristics. (B) 
Current response to a triangular voltage excitation reveals 
polarization switching to be clearly separable from leakage current 
contributions at high fields. (C) Remanent polarization, dielectric 

constant, and monoclinic phase fraction in the HfO2−ZrO2 solid

solution with respect to the mixing ratio of the oxides. With 
increasing ZrO2 content the dielectric constant increases due to a 
reduction in monoclinic phase fraction, whereas the remanent 

polarization is maximized in the transition reg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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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itanium Nitride (TiN)

2. 3. 1. About TiN 

Titanium Nitride (TiN)는 높은 경도, 화학적 안정성, 높은 열 전도성 및 낮

은 전기저항과 같은 우수한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순수 금속 (ex: Titanium) 에 비해 전도성 질화물 (ex: TIN) 

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고품질의 박막을 증착할 수 있는 ALD 공정에 더 적합하다. 순

수 금속의 경우, ALD공정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48-49], 전도성 질

화물은 비교적 ALD 공정이 잘 발달되었다. [50-53]. 두번째로 전도성 질

화물 재료에 질소가 존재함으로써, 질소와 금속 비율을 변화시켜가며 전

자의 거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TiN film은 절삭 공구의 보호 코팅층으로도 널리 사용되어졌고, 

microelectronic device에서는 전기저항 특성이 뛰어난 배선재료 (ex : Cu) 

가 직접 Insulator (ex : SiO2)와 contact되면, Cu ion이 Insulator쪽으로

migration되어 Insulator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배선물질과 Insulator 재료 사이에 전기저항은 배선재료보다 크지만, 

migration을 방지할 수 있는 TiN과 같은 전극을 삽입하여 diffusion barrier 

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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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Atomic Layer Deposition TiN 

원자층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은 화학 기상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술의 변형으로 옹스트롬 또는 단일 층 수준의 두께 제어로

다양한 재료의 박막을 제조하는 데 적합합니다 [54]. CVD에서 reactant 물

질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화학 반응은 기질의 표면 또는 gas phase상태

에서 발생할 수 있다. ALD는 일반적으로 ALD 사이클을 형성하는 4 개

의 공정 단계로 나누어지는 화학 반응물의 연속적인 노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55] (1) 첫 번째 표면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전구체 A에 기판을 노

출 (ii) 반응 (1)의 미사용 전구체 및 부산물의 제거 (퍼지); (iii) 제 2 표

면 반응 (2)을 수행하기 위해 전구 물질 B에 노출; 및 (iv) 반응 (2)의 미

사용 전구체 및 부산물의 제거. 이 4가지 단계는 필름을 성장시키기 위

해 반복됩니다. ALD에서, 전구체 사이의 화학 반응은 기판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기상의 반응은 무시할 수 있다. ALD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

계 (i)과 (iii)에 대한 자기 제한적 표면 반응 (Self-limiting surface reaction) 

이다. 각 반응은 표면상의 모든 이용 가능한 부위가 제공된 전구체와 반

응하게 되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ALD는 자기 제한적인 표면 반응으로

인해 매우 높은 aspect ratio 구조에서도 양질의 step coverage, 균일성 및

정확한 두께 제어가 가능합니다. [25] 따라서 ALD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서 다양한 재료의 박막을 증착하는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있다 [54, 5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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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urface reactions during ALD of TiN using TiCl4 and 
NH3 as precursor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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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l4 (전구체 A)와 NH3 (전구체 B)를 사용하는 TiN의 ALD에서 이상적인

표면 반응의 예를 Figure 2.8에 개략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60] TiCl4와의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반응 부위가 기판 표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SiO2 기판의 경우, 표면은 일반적으로 공기에 노출되는 동안

물의 흡수로 인해 형성되는 수산기 (-OH)로 덮여있다 (Figure 2.8). OH 표

면 밀도 (coverage)는 핵 형성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0]

TiCl4가 도입되면, 수산기와 TiCl4 분자 사이의 첫 번째 반 반응 (그림

1.2 (b))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OH + TiCl → −OTiCl + HCl 4 3 (1.1-a)

이용 가능한 OH 자리가 모두 반응하면 반응이 멈춥니다. HCl 가스는 부

산물로서 방출되고 표면 종결은 -OH에서 -TiCl 그룹으로 변화한다. 이 -

TiCl 그룹은 TiCl4와의 추가 반응을 차단한다. 미사용 TiCl4와 반응 부산

물 HCl은 퍼지에 의해 제거된다 (그림 1.2 (c)). NH3가

도입되면, -TiCl과 NH3 사이의 제 2 하프 – 반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

− TiCl + NH →−TiNH + HCl 3 2 (1.1-b)

이 반응은 Ti-N 결합을 형성하고 -NH 그룹에 의해 표면을 종결시킨다

(그림 1.2 (d)). H- 터미네이션은 NH3와의 추가 반응을 방지하고 다음

ALD 사이클의 반응을위한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HCl 부산물과 과량의

NH3 전구체가 제거된다 (그림 1.2 (e)).

ALD 필름 (산화물, 질화물)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초기 기판 표면의 화학

적 상태에 기인하는 배양 단계를 나타낸다 [61-63]. SiO2상의 TiN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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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의 경우, 배양은 수십 ALD 사이클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후 성

장은 선형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핵 형성을 계속합니다.

증착 조건에 따라, 핵 생성은 2D 또는 3D 모드에서 지배적으로 발생할

수있다 [64, 65]. 선형 단계에서 막 두께는 ALD 사이클 횟수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합니다. TiCl4와 NH3 전구체를 사용하는 열적 ALD에 대한이

단계의 전형적인 TiN 성장률은 350-550 ℃의 온도 범위에서 0.02에서

0.04 nm / cycle까지 다양하다 [64, 66-67]. ALD의 고유한 기능을 달성하려

면  precursor가 ALD에 적합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이것은 문헌 [58, 68]에 자세히 보고되어있다. 간단히 말해, 전구체는

열분해에 충분하지 않은 온도에서 최소 증기압으로 충분히 휘발성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0.1Torr의 증기압으로 충분하며 효과적인 전구체 대 표

면 플럭스를 보장합니다. 자기제한적인 표면 반응의 경우, 전구체는 기판

표면 또는 기체 상에서의 분해를 포함하여 자기 반응해서는 안된다. 전

구체는 또한 신속하고 완전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표면 상에 이

전에 화학 흡착된 다른 전구체와 잘 반응해야한다. 또한, 전구체 또는 부

산물에 의해 증착된 막 또는 기판의 etching이 없어야한다. TiCl4 및 NH3

는 TiN의 ALD에 대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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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The effect of TiN capping in HfO2 materials

TiN은 강유전체 HfO2 기반 필름에 가장 적합한 전극재료로 알려져 있다. 

TiN capping 효과에 관련 보고서에서, FE HfO2 기반 필름을 상부 및 하부

TiN 전극 사이에 끼워서 실험을 진행했다. [8,10-15,18-20,42-44,69-75]

Figure2. 9은 Si-도핑 HfO2 박막의 최상부 TiN capping layer 증착하기 전후

의 결정화 GIXRD 패턴을 비교 한 것이다.[8] 상부 TiN capping layer를 증

착하기 전에 박막을 어닐링 할 때, m-phase peak의 강도는 o-phase의 강도

보다 훨씬 크다.[8] 반면에 TiN capping layer가 덮인채로 annealing진행된

박막의 m-phase의 peak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TiN capping layer는

monoclinic unit cell의 부피 팽창 및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필름을 clamping 할 수 있으므로 비강유전성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기계

적인 구속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강유전성 발현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것이며 이후 다른 실험에서와 같이 강유전성의 주원인은 아닐 것

으로 보인다. 명시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TiN capping layer는

annealing 중에 HZO박막 표면에서의 m-phase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온 이동을 억제하는 것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도핑된 HfO2 박막

의 경우, capping layer가 없는 상태로 결정화된 박막은 capping layer갖는

박막보다 Pr 값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0, 12, 13] 이와는 대조적으로, 

Hf0.5Zr0.5O2 막의 경우, TiN capping layer의 역할은 Si 도핑된 HfO2 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Park은 TiN 막 증착 공정이 신중하게 최적화

된다면 TiN capping layer 의 유무에 따라서 Hf0.5Zr0.5O2 capacitor의 Pr 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Hf0.5Zr0.5O2 (400-600℃)에 비해 Si 도핑

된 HfO2 (1000℃)보다 낮은 annealing 온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1, 14, 

19, 20, 38, 42-44] 낮은 annealing 온도는 grain 성장을 크게 일으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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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capping TiN 층이 없어도 m-phase 형성이 억제되었다. Lomenzo 

는 Si 도핑된 HfO2 박막에 대한 보고서에서 TiN 대신 Ir 이 capping layer

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76] 이 실험에서 그들은 하부 전극과 상

부 전극으로 Ir을 각각 사용했다.[76] 이는 TiN 없는 capacitor에서도 강한

강유전성을 발현시켜, TiN이 Si 도핑된 HfO2 박막의 강유전성을 위한 유

일한 하부 전극 물질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Schenk 은 Gd : HfO2에

대해 TaN으로 TiN 전극을 대체함으로써 Pr 값이 개선 된 것을보고했다. 

Pr 값은 두 전극을 변경하여 20 μC/cm2 에서 30 μC/cm2 로 증가시켰다. 

[77]

한편, 하부 전극이 원하는 결정 구조를 얻기 위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는 것을 고려하면, 상부 전극, 특히 전도성 산화물 전극은 FE PZT 층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산이었다. [78, 79] Park 은 PZT와 같은 기

존의 FE 재료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RuO2로 TiN 상

부 전극을 대체함으로써 Hf0.5Zr0.5O2 커패시터의 내구성 특성을 향상 시

키려고 시도했다.[43] 그러나, 결정화 공정에서 하부 TiN 층의 산소 소거

효과로 인하여 RuO2가 감소하여 Hf0.5Zr0.5O2 커패시터의 FE 특성이 크게

저하되었다.[43] Figure2.10은 Hf0.5Zr0.5O2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FE 재료보

다 수소 가스 어닐링에 의한 분해에 대해 훨씬 더 면역성이 있지만 TiN 

층이 성형 가스 어닐링 중 H 결합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19]

TiN 및 TaN 캡 핑층은 일반적으로 결정화가 고온 (800-1000℃)에서 수행

될 때 일반적으로 HfO2 기반 막의 FE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

다. [10,12,13] Ir capping layer 역시 유사하다. [76] 지금까지, 상부 및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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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전극에 의해 샌드위치 된 FE HfO2 film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구조 인 것으로 보인다. 전극이 RuO2 인 경우, TiN의 산소 소거

효과는 조심스럽게 제어되어야 한다.[43] TiN의 비용측면 효과적인 H-

matching, Si compatibility 및 배리어 층의 역할은 HfO2 기반 필름의 전극

재료에 매력적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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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9. 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ion measurements of two Si:HfO2 samples 
of the same composition where crystallization was induced with and without capping. 
The molar SiO2 content is approximately 3%, a composition where ferroelectricity 

was observed in MIM capacitor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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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0. Polarization-voltage characteristics of ~ 10-nm-thick Hf0.5Zr0.5O2 films 
after (a) FGA with Pt TE, (b) FGA with Pt/TiN TE, and (c) NA with Pt TE. (d) 
Summary of the changes in 2Pr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FGA: 

forming gas (95% N2 + 5% H2) annealing and NA: N2 annealin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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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f1-xZrxO2박막의 전구체(Precursor) 연구

3.1 실험 설계

앞서 2.3.2 에서 언급되었듯이 ALD증착에서 각 소스들의 전구체

(Precursor)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구체의 금속 및 주변 리간드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4단계에 cycle에 걸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 및

부산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은 Hf1-xZrxO2 박막에서

전구체가 끼치는 강유전성 및 전기적 특성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비교한다. 실험에 사용될 전구체는 Reference군으로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TEMA전구체 (Tetrakis-ethylmethylamido)를

사용하였으며, 비교군으로서는 비교적 과거에 사용되었던 TDMA전구체

(Tetrakis-dimethylamino)를 사용하였다.

Figure 3.1 에서 알수 있듯이, TEMA전구체는 가운데에 금속 원자가

배치되어있고, 주변4개의 질소(N)가 각각 에틸1개(CH3CH2), 메틸1개(CH3)

씩 연결되어있는 구조이며, TDMA전구체는 가운데에 금속 원자 주변

4개의 질소(N)가 각각 메틸 2개(CH3) 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상온에서 고체상이라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HfCl4, HfI4, TEMA-Hf, TDMA-

Hf 등 다양한 전구체중에서 TDMA전구체를 이 실험의 비교군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응 부산물(by-product) 이 CHx, CHnx등의

형태로 남아 산성계열이 아니므로 ALD장비의 챔버 및 gas line등의

부위에서 부식(corrosion)의 위험성 으로터 보호가 되며, vapor pressure역시

적당한 수준이다. 또한 Hf1-xZrxO2 박막 강유전성 을 지금까지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TEMA전구체를 사용했는데, 그 TEMA전구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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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 Comparison of TEMA precursor and TDMA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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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구조가 거의 비슷하므로 안정적인 강유전성 발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보다 더 큰 이유로 S.J. Kim은 TDMA전구체를

사용하여 Pr (Remnant Polarization) 45 μC/cm2 이상의 우수한 Ferroelectric 

특성을 얻었다고 보고한 이유이다.[80] 또한 TDMA전구체를 사용하여

만든 Hf0.5Zr0.5O2박막의 경우, Carbon 불순물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도 S.J. 

Kim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Carbon 불순물이 Hf1-xZrxO2 박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H.S. Jung는

HfO2 단일박막에서 증착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arbon 불순물 함유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tetragonal phase가 안정해지는 결과를 XRD Peak을

통해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81] K.D. Kim 역시 Hf0.5Zr0.5O2박막의

증착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Carbon 불순물 함유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tetragonal phase가 안정해지는 양상의 PV (Polarization – Voltage) 

결과와 CV (Capacitance – Voltage) Characteristic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82] 

또한 K.D. Kim 에 의해 단일박막 HfO2 에서도 증착온도를 낮출경우

Carbon 불순물 함유량이 증가하며, 이는 carbon doping효과를 내어 o-

phase를 안정시켜 예기치 않은 Ferroelectric 특성을 발현킨 사례가

보고되었다. [83] D.Y. Cho는 HfO2단일박막의 ALD 증착과정에 사용되는

Reactant를 O3, O2의 농도변화에 나누어 실험한 결과, Reactant O2의

경우는 O3보다 반응성이 낮아 Hafnium Precursor의 Ligand를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여 C 불순물이 O3대비 증가하게 되고 이는 Hafnium과

Oxide사이에 제거되지 못한 Carbon이 일부 존재함으로 인해 grain 이

완전히 자라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small grain size를 이루게되어

tetragonal phase 가 안정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84] 결론적으로 여러

이유로 carbon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tetragonal phase 측면이 안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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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본 실험은 TDMA전구체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Hf1-xZrxO2박막을

제작하는 초기 ALD조건 setup과정부터, TEMA 또는 TDMA 전구체를

사용하여 제작된 Hf0.5Zr0.5O2 박막의 강유전성 및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P-E (Polarization – Electric field) 특성, Leakage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I-V특성, Dielectric Constant확인이 가능한 Capacitance-Voltage측정,

XRD측정, AES분석 , SEM 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특성별 차이점에

대하여 전구체(Precursor) 변경 및 Carbon 불순물의 함유량 및 이에 따른

phase 변환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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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perimental

Hf0.5Z0.5O2 박막은 SiO2/Si기판 위의 50nm-thick TiN 하부전극 위에

ALD공정으로 증착 되었다. Hf0.5Z0.5O2 ALD공정은 증착온도 280 oC 에서

Hf[N(C2H5)CH3]4 (TEMAH), Zr[N(C2H5)CH3]4 (TEMAZ)과, Hf[N(2CH3)]4

(TDMAH), Zr[N(2CH3)]4 (TDMAZ),그리고 ozone (170 g/cm3) 을

precursor로써 사용하여 증착되었다. TiN 하부전극은 DC reactive 

Sputtering공정을 통하여 증착되었다. HfO2와 ZrO2의 사이클 당 성장은

모두 0.12nm/cycle 로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Hf : Zr 비율이 0.5 : 0.5 인

HZO 막은 ALD cycle의 HfO2 : ZrO2 비율 1:1을 사용하여 증착할 수 있다.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해 상부전극 Pt(30 nm)/TiN(5 nm) (TiN이 HZO막과

접촉됨) 을 hole직경 300 ㎛를 갖는 shadow mask를 이용한 DC 

sputtering을 통해 증착하였다. 상부전극 증착 후, 박막의 결정화를 위해

급속 열처리를 사용하여 N2 대기에서 30 초 동안 450~500 oC의 온도에서

PMA Annealing을 진행했다. HZO 박막의 조성과 tf는 각각 X- 선 형광

(Quant'X, Thermo SCIENTIFIC)과 엘립소메트리 (L-116d, Gaetner)를 통해

조사되었다. HRTEM (JEM-3000F, JEOL)을 이용하여 HZO 박막의 단면

영상을 얻었고, 서울 대학교 NCIRF의 집속 이온빔 (Helios 650, 

NanoLab)을 이용하여 HRTEM 분석을위한 샘플을 제작 하였다. HZO 

막의 결정 구조는 방 사각 입사 X 선 회절 (GIXRD, 입사각 = 0.5 °)을

통해 X 선 회절 계 (X'pert Pro, Panalytical)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HZO 

박막의 입자 크기는 주사 전자 현미경 (SEM, S-4800, Hitachi)의 면내

이미지로부터 계산되었다. 전기 특성 분석을 위해, 1 kHz 주파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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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성 시험기 (TF Analyzer 2000, Aixacct Systems)를 사용하여 분극

전계 (PE) 특성을 측정하고 pA 미터 / DC 전압을 사용하여 전류 밀도 -

전계 (JE) 원본 (HP 4140D, Hewlett Packard). 내구성 시험은 2.9~3.8MV/cm 

전기장 및 100 kHz 전기 사이클 주파수를 갖는 강유전력 시험기 (TF 

Analyzer 2000, Aixacct Systems)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과도 전류 분석을

위해 펄스 / 패턴 발생기 (81110A, 애질런트) 및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TDS684c, Tektronix)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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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sult and Discussions

Figure3.2에서 보여지듯이 TDMA-Precursor를 이용한 Hf0.5Z0.5O2 박막으로

ALD증착 조건을 setup 하기 위하여 HfO2, ZrO2 각각의 단일박막에

대해서 소스 주입 방법을 자연증기압 방식, Bubbler방식에 대해서

GPC(growth per cycle) 확인하였고, 증착온도 240℃, 260℃에 대한 GPC 

역시 확인하였다. 기존 paper의 Hf0.5Z0.5O2박막의 동일한 GPC값

setting하기 위하여 소스 주입방식은 GPC가 더 낮은 자연증기압 주입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증착 온도 역시 기존 TEMA-Precursor Hf0.5Z0.5O2

박막 제작시 사용했던 증착 온도인 260℃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HfO2단일박막과 ZrO2단일박막의 GPC는 모두 1.4Å/cyc 로 수준으로

동일하게 확보되어, Hf0.5Zr0.5O2 박막은 ALD cycle의 HfO2 : ZrO2 비율

1:1을 사용하여 증착할 수 있다.

이후 TDMA Precursor의 탄소 불순물 함유량이 실제로 적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f0.5Zr0.5O2 박막을 제작하여 AES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TEMA-

HZO박막의 탄소함유량 3.91% 대비, TDMA-HZO박막에서 탄소함유량

2.40% 값을 보여, TDMA에서 37%의 Carbon함유량 감소 양상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Figur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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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rowth per cycle of TDMA HfO2 , TDMA ZrO2 sample as a function of a source injection 

type ( bubbler / vapor pressure thrown ) and depo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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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he analysis of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for TEMA-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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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불순물 함유량이 더 적은 TDMA Precursor 의 Hf0.5Zr0.5O2 박막의

전기적 특성의 최적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Ferroelectric property에 주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변화시켜가며 PE (Polarization-Electric Field)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Figure 3.4에 보듯이 증착온도 변화가 Ferroelectric 

Hysteresis의 2Pr 값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확인했고, (electric field : 

3MV/cm 인가 기준, 증착온도 240℃ : 24.8 μC/cm2, 증착 온도 260℃: 33.1

μC/cm2), 나머지 Source Feeding time과 Annealing 온도는 진행했던 Split 

내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TDMA Hf1-xZrxO2 박막의 ALD최적 증착조건을 증착온도 260℃, source 

pulse/purge time 2.0-20-3.0-10 , Annealing 온도 450℃로 설정하고, 후속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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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olarization-electric field curves of TDMA 10.5nm-thick Hf0.5Zr0.5O2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source feeding time,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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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Ferroelectric 물질의 물성 중 하나인 wake-up effect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Figure3.4) 그 결과 2.9MV/cm 의 Electric Field cycling에서는

거의 wake-up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 2Pr (Pristine) : 39.5 μC/cm2 à

2Pr(105cyc) : 40.4 μC/cm2), 3.8MV/cm 수준의 강한 Field 가 반복되어야만

2Pr 이 확연히 커지는 (2Pr(Pristine) : 40.98 μC/cm2 à 2Pr (105cyc) : 50.8

μC/cm2) wake-up 현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Wake-up 현상은  Hf0.5Zr0.5O2 박막과 TiN 전극의 계면사이에 열처리

과정 중에 생기는 TiON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oxygen vacancy 에

의한 t-phase가 Electric field cycling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 및 재분배 (re-

distribution)에 따라서 점차 o-phase로 바뀌어가면서 Ferroelectric 

Hysteresis의 기울기도 커지면서 2Pr 값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고 되고

있다. (Figure 3.6) [85,86]

이 wake-up현상이 기존의 TEMA-Hf0.5Zr0.5O2대비 TDMA_Hf0.5Zr0.5O2 에서

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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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olarization-voltage characteristics of 10.5nm-thick TDMA-Hf0.5Zr0.5O2 and 2Pr (remnant 

polarization) value as a function of electric field cycling numbers



46

Figure 3.6 a) Evolution of the ferroelectric remnant polarization during bipolar cycling (4 V at 10 kHz) 

measured on Sr:HfO2-based ferroelectric capacitors.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mnant polari-zation defines the memory window.(upper) [86] , (b) Evolution of polarization-voltage 

(P–V) hysteresis with increasing number of bipolar pulse voltage cycling. The voltage amplitude and 

frequency of the cycling pulses were 2.5V and 0.1 kHz, respectively. (bottom).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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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EMA Hf0.5Zr0.5O2 와 TDMA Hf0.5Zr0.5O2 의 wake-up effect 에 의한

PE (Polarization-Electric Field) Graph 를 비교분석하였다. (Figure3.7) 그 결과, 

TEMA Hf0.5Zr0.5O2 의 경우, Pristine 2Pr : 30.18 μC/cm2 에서 시작하여  

105cyc후 2Pr : 43.38 μC/cm2 로 43%증가한 것 대비, TDMA Hf0.5Zr0.5X2의

경우는 Pristine 2Pr : 40.98 μC/cm2 에서 시작하여 105cyc후 50.84 μC/cm2 로

24%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wake-up effect가 19%가량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TEMA Hf0.5Zr0.5O2 의 2Pr의 경우, Pristine 상태에서부터

105cyc까지 Linear하게 wake-up effect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비해

TDMA Hf0.5Zr0.5O2 의 2Pr은 더 이른 시기인  102cyc 에서부터 거의

saturation 부근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추가로 2Pr의

절대적인 크기 또한 TEMA Hf0.5Zr0.5O2대비 TDMA Hf0.5Zr0.5O2좋은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양상은 TDMA Hf의 Carbon 불순물 함유량이 낮은 것으로부터

해석이 가능하다. 3.1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Carbon불순물이 많이

함유된다면 t-phase 형성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wake-up 

effect의 근원인 Hf0.5Zr0.5O2 박막과 TiN 사이의 계면층의 t-phase가 더

활성화됨을 의미하며 그만큼 field cycling이 반복되면서 o-phase로 바뀌게

될 t-phase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Carbon불순물이 많을수록 wake-up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carbon불순물 함유량이

적은 TDMA Hf 의 경우 t-phase형성에 더 어려움이 있어 Hf0.5Zr0.5O2

박막과 TiN 사이의 계면층에 미리부터(pristine) t-phase가 아닌 o-phase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어 wake-up effect가 덜 발생하며, 초기부터 2Pr값도

크고 더 적은 cycling횟수에 Saturation 2Pr 값에 도달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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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볼 수 있다.

Figure 3.7 Polarization-voltage characteristics comparison of TEMA 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upper) and 2Pr value (upper) comparison as a function of electric field cycling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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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A Hf0.5Zr0.5O2박막의 wake-up effect가 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CV (Capacitance-Voltage) 측정을 진행하였고, 

(Figure 3.8) 그 결과 PV (Polarization-Volatge) 측정에서 얻었던 양상과

동일한 맥락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Field Cycling이 반복됨에 따라서 나비모양의 유전율(Dielectric 

Constant)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현상 역시 TiN과 HZO계면에

있는 고유전율 tetragonal phase가 wake-up cycling에 따라서 유전율이 낮은

o-phase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EMA Hf0.5Zr0.5O2

대비 TDMA Hf0.5Zr0.5O2의 유전율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t-phase계면이 더 얇고, o-phase가 더 안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k 은 Hf1-xZrxO2s에서 Zirconia 조성이 변함에 따라서 Field 

cycling별로 유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였고 (Figure.3.9) 그리고

이때 Hf1-xZrxO2 박막과 상하부 TiN전극 계면층에서의 phase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schematic structure (Figure.3.10) 를 논문으로

보고 한 바 있다. [87] 결국 본 실험의 결과가 Park에서 보고한 상기

내용의 맥락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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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8 Capacitance, dielectric constant comparison of TEMA 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as a function of electric field cycling numbers

Figure3.9 Schematic structure of the Hf1−xZrxO2 films    Figure3.10 Variations in the (a) 

dielectric

      with various Zr contents (x):                        constant (εr) as a function of

      (a) 0.70, (b) 0.51, (c) 0.43, and (d) 0.35  [87]           the electric field cycle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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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 차이간의 Leakage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V (Curent-

Voltage) 를 측정하여 비교해본 결과, 두 precursor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모두 Electric Field 0.80MV/cm 지점에서 4.9*10-7A/cm2 수준으로

DRAM Capacitor 에서 일반적인 Spec 10-7A/cm2 이하를 만족하는 수치이다. 

(열처리 온도 400℃~500℃기준)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 positive 

방면으로는 두 precursor간에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며, (-) negative 

방향으로는 TDMA Hf1-xZrxO2 의 경우가 더 개선된 양상을 보이나, TEMA 

Hf1-xZrxO2의 경우에 Leakage Curve가 좌우 대칭(Positive/negative)이 된다면

실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므로 두 precursor간의 유의미한 Leakage 특성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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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1 IV Curve comparison of TEMA 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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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A Hf0.5Zr0.5O2박막의 Wake-up 이 덜한 현상이 유전박막의  

전체적인 grain size에 의한 차이에서부터 발생했는지 확인을 위하여 SEM 

Image를 측정하였고, Gwyddion Software를 활용하여 해당 Image에서

표시되는 입자들의 grain size를 분석하였다. (Figure3.12)

그 결과, 두 Precursor 간의 Grain size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고 Software를 통한 분석 결과, TEMA 

Hf0.5Zr0.5O2박막의 grain 평균 radius : 9.0nm , TDMA Hf0.5Zr0.5O2박막의 grain 

평균 radius : 8.6nm 수준으로 수치상 4.4%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 평균값 이외의 전체적인 분포상황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TDMA Hf0.5Zr0.5O2박막의 wake-up 이 덜한 현상이 유전박막의

전체적인 grain size 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Hf0.5Zr0.5O2박막과

TiN전극 사이의 계면층에서의 t-phase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결정성의 차이 확인을 위하여 XRD 측정을 진행하여

결정peak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XRD Peak의 위치나 Peak의 intensity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Figur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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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2 SEM image comparison (a) and grain size comparison of TEMA 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by image analysis software (gwyddion)

Figure3.13 XRD Peak comparison of TEMA Hf0.5Zr0.5O2 and TDMA Hf0.5Zr0.5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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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up 덜한 현상이 실제로 HZO박막과 TiN계면 사이의 t-phase 의

차이에 의함이 맞는지 더 깊히 고찰하기 위하여, Interface Layer의

Capacitance 및 두께를 평가하는 방법을 Pulse Switching 측정과 A.Q.Jiang 

이 보고한 Modeling [88,89]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도 적용하였다.

이는 Wakeup 현상에 따라서 박막 내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Pulse Switching 측정방법이고, Ferroelectric 

스위칭시, 그 소자는 하나의 계면 Capacitance와 저항이 직렬연결

되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 Figure3.14 왼쪽

Schematic 그림과 같이 Pulse Generator와 박막과 Oscilloscope를 직렬로

연결한 뒤, 충분히 큰 Negative Bias를 가해서 반대쪽으로 Polarization을

생성한 뒤, 다양한 전압을 가해서 뒤집어진 Polarization을 Switching 시킬

때 나오는 Current를 분석할 수 있다. 중앙의 상단 그림 처럼 Current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생성되는 Peak은 Capacitor가 충전될 때 일어나는

상태이고,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여 Log scale에서 Linear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 Switching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이 때의 Current를

ISW0 라고 하는데, 최상단 수식처럼 표현이 된다. 즉, 인가전압에서

Ferroelectric 층에 걸리는 Coercive Voltage 만큼 빼주고 이를 전체 저항

RL로 나누어준 값이 외부 회로에 나타나는 Current 입니다. 이때 전체

저항 RL은 Oscilloscope의 저항, Pulse Generator의 저항, Parasitic 저항, 

그리고 컨택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Ro, Rw, Rp는 모두 상수이고

Rc만 박막의 상태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중간 그림과

같이 Isw0와 인가 전압에 대한 결과를 Plot하면 다음과 같고,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전체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Switching 

Current는 위의 수식처럼 Decay가 되는데, 앞에서 구한 RL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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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Ci 라는 전극과 산화막의 Interfacial layer의 Capacitance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방법은 A.Q. Jiang 의 논문 보고에서 더 자세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88]

본 연구에서는 wake-up에 따른 Interfacial layer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Switching이 될만한 큰

전압을 반대방향으로 미리 걸어주어 한쪽으로 Poling을 시킨 뒤, 다양한

전압을 다시 가하여 이에 대한 Response를 읽습니다. 그리고 Wake-up 

Cycling을 해준 뒤에, 같은 방식의 측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여 Wakeup 

Cycle 횟수에 따라 어떻게 박막의 정량적인 정보가 변하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Fig.3.15)와 같은 모델링의 주요 parameter들을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Field cycling에 의한 TEMA Hf0.5Zr0.5O2 박막의 Interface 

layer두께 변화량은 1.10nm (박막 두께 대비 12.0%) [89], TDMA Hf0.5Zr0.5O2

박막의 interface layer두께 변화량은 0.83nm (박막 두께 대비 7.9%) 으로서

A.Q. Jiang 의 모델링에 의한 측정방법에서도 역시 TDMA Hf0.5Zr0.5O2 가

계면의 t-phase layer가 더 얇게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wake-up effect 가

덜 발생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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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4 Interface capacitance measurement modeling introduction of ferroelectric switching

capacitor by A.Q. Jiang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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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5 Interface capacitance measurement result of ferroelectric switching capacitor ( Rc, Ec 

value of this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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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nclusion

TDMA 전구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Hf0.5Zr0.5O2 박막을 TEMA전구체 Hf1-

xZrxO2 와 비교하여 전기적 / 물성적 분석을 Carbon impurity의 변화에

따른 t-phase 의 관점에서 세세히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TDMA Hf0.5Zr0.5O2 박막이 Carbon 불순물의 함량이 적은

이유로, Hf0.5Zr0.5O2 박막과 TiN전극 계면에 존재하는 t-phase의 안정화를

어렵게 하여 Pristine초기부터 o-phase 가 더 안정되고 적은 field cycling

횟수에 미리부터 o-phase 비교적 더 안정되어 saturation 2Pr에 미리

도달하는 wake-up effect 가 덜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이

실제로  박막과 전극 계면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SEM Image 확인을 하여 전체 Hf0.5Zr0.5O2 박막의 grain 

size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A.Q. Jiang 이 보고한

계면 Capacitance 및 계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링을 본연구에

적용하여 구해본 바, 실제로 TDMA Hf0.5Zr0.5O2박막의 Interface Layer 두께

변화가 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 초기에 TDMA 

Hf0.5Zr0.5O2박막의 carbon 불순물이 적은 결과를 보인 것이 실제 TDMA 

전구체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한 결과인지, 아니면 Chamber , source/reactant 

gas line 오염도, pump상황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ALD 소스 Precursor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Precursor를 제거하고, 신규 Precursor를 장착하여 다시 ALD 공정setup

하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상기 나열했던 나머지 변인 조건(Chamber ,

source/reactant gas line 오염도, pump상황 등)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통제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60

Wake-up effect 현상은 해당 소자를 사용 도중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메모리 Application에 적용시, 신뢰성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한다. 가능하다면, wake-up effect를 줄여서

최대 2Pr 값이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메모리동작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arbon 함유량이 적은 TDMA Hf0.5Zr0.5O2 에서의 wake-up 

effect가 덜 발생하는 양상은 Ferroelectric Material 소자의 안정적

동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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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f1-xZxO2박막의 전극 TiN 증착법 연구

4.1. 실험 설계

종래에 사용하던 강유전체 물질(PZT, SBT) 대비 Doped Hafnium Oxide 

박막의 가장 큰 장점인 얇은 두께(~5nm)에서도 누설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점은 유전박막을 DRAM Capacitor와 같은 3D구조 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한다. 박막을 3D구조로 증착하기 위해서는 step coverage가

좋아야만 원활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러 증착방법 중 (PVD, 

CVD, ALD) step coverage가 가장 우수한 증착방법은 ALD 증착방법이며

이는 Hf1-xZrxO2 박막 증착방법 으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HZO박막을 3D Memory Application 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HZO박막 뿐만 아니라, 박막 상하부에 접촉되어있는

TiN전극까지도 ALD공정을 적용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3D구조의

application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HZO박막에 한해서는 증착법(PVD, 

ALD)에 따른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90], HZO박막의 TiN전극

에서는 증착법에 따른 HZO박막 특성에 관한 면밀한 비교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ALD증착법으로 TiN setup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후 동일 증착조건의 Hf1-xZrxO2박막 상/하부

TiN전극을 PVD, ALD 두가지의 증착방법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HZO박막의 강유전성,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여 TiN전극의 증착법이

끼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실험 Split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HZO박막의 상부/하부 전극이

HZO박막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62

하부 TiN전극은 성장하는 방향이 그 위에 증착되는 HZO박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M.H. Park 의 논문에서 HZO박막은 random orientation되는

경우가 HZO박막의 강유전성을 발현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밝힌적이 있으며, 특히 하부전극으로 Pt 전극을 사용했을 경우 Pt의

방향이 highly-111선호 경향을 보이자, 그 위에 증착된 HZO박막의 경우, 

전혀 강유전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20] 상부전극의 경우에는

증착온도 관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 HZO 물질의 강유전성의 발현

근원은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HZO박막의 phase를 tetragonal 로

형성시키고 이후 Top Capping Layer로 상부를 덮은 채로 냉각을 통하여

순간적인 compressive stress를 통하여 tetragonal phase가 orthorhombic 

phase를 변형시킴에 의함인데, 상부 전극 TiN 증착시 ALD공정으로

증착한다면, ALD공정 자체에서 이미 높은 열을 (400~500℃) 1시간 이상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Top Capping Layer없이 고열에 노출되어 바로

monoclinic phase 가 다수 형성되어 강유전성이 약해진다는 보고가 있다.

[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HZO박막의 최대한 큰 Pr 값 확보를 위하여

상부전극 TiN을 ALD로 증착할 시에는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진행되도록 350 ℃ 증착조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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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perimental

Hf0.5Z0.5O2 박막은 SiO2/Si기판 위의 50nm-thick TiN (ALD or PVD 으로

증착된 TiN) 하부전극 위에 ALD공정으로 증착 되었다. Hf0.5Z0.5O2

ALD공정은 증착온도 260 oC 에서   Hf[N(2CH3)]4 (TDMAH), Zr[N(2CH3)]4

(TDMAZ),그리고 ozone (170 g/cm3) 을 precursor로써 사용하여 증착되었다. 

TiN 하부전극은 DC reactive Sputtering공정을 통하여 증착되었다. HfO2와

ZrO2의 사이클 당 성장은 모두 0.12nm/cycle 로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Hf : Zr 비율이 0.5 : 0.5 인 HZO 막은 ALD cycle의 HfO2 : ZrO2 비율 1:1을

사용하여 증착할 수 있다.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해 상부전극 Pt(30 nm)/TiN(5 nm) (TiN이 HZO막과

접촉됨) 을 hole직경 300 ㎛를 갖는 shadow mask를 이용한 DC 

sputtering을 통해 증착하였다. 상부전극 증착 후, 박막의 결정화를 위해

급속 열처리를 사용하여 N2 대기에서 30 초 동안 450~500 oC의 온도에서

PMA Annealing을 진행했다. HZO 박막의 조성과 tf는 각각 X- 선 형광

(Quant'X, Thermo SCIENTIFIC)과 엘립소메트리 (L-116d, Gaetner)를 통해

조사되었다. HRTEM (JEM-3000F, JEOL)을 이용하여 HZO 박막의 단면

영상을 얻었고, 서울 대학교 NCIRF의 집속 이온빔 (Helios 650, 

NanoLab)을 이용하여 HRTEM 분석을위한 샘플을 제작 하였다. HZO 

막의 결정 구조는 방 사각 입사 X 선 회절 (GIXRD, 입사각 = 0.5 °)을

통해 X 선 회절 계 (X'pert Pro, Panalytical)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HZO 

박막의 입자 크기는 주사 전자 현미경 (SEM, S-4800, Hitachi)의 면내

이미지로부터 계산되었다. 전기 특성 분석을 위해, 1 kHz 주파수에서

강유전성 시험기 (TF Analyzer 2000, Aixacct Systems)를 사용하여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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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 (PE) 특성을 측정하고 pA 미터 / DC 전압을 사용하여 전류 밀도 -

전계 (JE) 원본 (HP 4140D, Hewlett Packard). 내구성 시험은 2.9~3.8MV/cm 

전기장 및 100 kHz 전기 사이클 주파수를 갖는 강유전력 시험기 (TF 

Analyzer 2000, Aixacct Systems)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과도 전류 분석을

위해 펄스 / 패턴 발생기 (81110A, 애질런트) 및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TDS684c, Tektronix)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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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sult and Discussions

Titanium Nitride (TiN) 물질을 Atomic Layer Deposition (ALD)공정

setup하기 위하여 ALD 거동을 확인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증착온도 변화에 따른 Growth Per Cycle (GPC)를 확인하였고 , ALD 

Window는 330℃~420℃ 수준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ure4.1) 330℃ 이하 온도는 TiN Thermal ALD 에서 주로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By-product (HCl 및 NH4Cl) 에 의한 chamber 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 (Figure4.1) 저온 ALD를

진행하기 위하여 ALD window를 만족하는 선에서 350℃를 기본조건으로

결정하였다. 추가로 ALD 공정 Cycling 에 따른 TiN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대략 100cycle 까지 2D Growth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부터 3D Growth 양상을 보임을 확인했다. [92]

이후에는 Source 및 Reactant 의 Pulse time에 관한 ALD GPC거동을

확인하였다. 소스인 TiCl4 의 경우 , vapor pressure 가 매우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과도한 소스 주입을 막기 위하여 소스 온도를 -5℃로 낮게

설정하였다. TiCl4 pulse time을 0.1~0.3sec 까지 증가시켰을 때, GPC가

saturation되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Figure4.2), TiCl4

소스는 By-product로 corroision 유발할수 있는 HCl 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시간인 0.1sec 로 결정하였다. Reactant인 NH3 

의 경우 pulse time을 2.0~7.0sec 까지 증가시켜보았고, 7sec 부근에서

Saturation됨을 확인하였다. (Figure4.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LD TiN 

증착조건을 증착온도 350℃, Source Pulse/Purge Time 0.1 – 20 – 7 – 10 

(sec) 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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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 Growth per cycle of ALD TiN film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and ALD 

deposition cycling number

Figure4.2 Growth per cycle of ALD TiN films as a function of source (TiCl4) feeding time (left 

pannel), reactant (NH3) feeding time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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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박막이 ALD 증착에 의하여 균일하게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 TEM Image결과로 7.30nm, 20.32nm 각

두께에서 TiN 물질이 균일하게 증착 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ure4.3)

이후 SEM분석을 활용하여 박막의 표면 상태를 입체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Figure4.4).

ALD 공정의 가장 우수한 특성인 Step Coverage 파악을 위하여, Hole-

기판 위에 각각 ALD증착법, PVD공정법을 이용하여 TiN 을 증착하였고,

이를 TEM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4.5) 분석 결과,

ALD증착법을 통한 TiN 의 Step Coverage : 106%, PVD증착법을 통한 TiN 

step coverage : 15% 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알려진대로

ALD증착법을 통한 TiN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DRAM의

Capacitor와 같은 3D structure 적용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TiN Metal물질의 표면 Roughness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AFM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4.6) AFM 분석시, Roughness

경향성 확인을 위하여 TiN Film 두께, TiN 증착온도를 각각 다르게

변화시킨 여러 샘플을 측정 진행하였다. 350℃에서 증착한 ALD TiN막의

두께 10nm, 25nm, 50nm 의 Roughness는 각각 0.28nm, 0.57nm, 1.43nm 로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metal의 결정화가 잘되어 Roughness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10nm 두께의 ALD TiN 막의 증착온도 350℃, 390℃,

440℃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Roughness는 0.28nm, 0.31nm, 2.30nm 

로서 증착온도 440℃에서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68

Figure4.3 TEM analysis of ALD TiN 50nm-thick film

Figure4.4 SEM analysis of ALD TiN 50nm-thick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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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5 TEM analysis of PVD TiN and ALD TiN on hole substrate (diameter 65nm / aspect ratio 
20:1 hole), Step Coverage : ALD TiN 106%, PVD Ti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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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6 AFM analysis of ALD TiN 50nm-thick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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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Resistivity 측정결과를 Figure 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수Metal 의 경우 비저항 200mΩcm 이하 수준이면

매우 양호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단순 Metal 

전극으로서의 TiN 물질이 아닌 HZO의 상/하부에 사용될 TiN 전극임을

감안해야 한다. 즉, 비저항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Thermal 

ALD에서의 고온 증착 (500℃이상)이 아닌 저온 증착(350℃) 임을

감안해야 한다. (Hf1-xZrxO2 막 위에 상부 TiN전극이 고온에서 증착되기

시작할 때, Hf1-xZrxO2 는 Capping layer가 없는 상태에서 상부전극이

Deposition되는 동안 결정화가 진행되고 이는 orthorhombic phase가 아닌

m-phase를 형성시켜 버리므로 ferroelectric property를 발현시키지

못한다. [91])

본 연구에서 증착온도 350℃ 제작한 ALD TiN film의 비저항은 TiN의

두께 11nm, 23.4nm, 39.3nm, 54.9nm, 58.4nm에서 각각 724mΩcm, 

519mΩcm, 393mΩcm, 301mΩcm, 288mΩcm 을 기록하였다.

30nm두께에서 비저항값을 추정해보면 약 460mΩcm 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값을 과거 문헌의 값과 대략적으로 비교한다면, J. Kim 이

보고한 논문[93]에서 ALD TiN 30nm 두께기준으로 350℃에서 950mΩcm

수준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호한 비저항 값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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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7 The resistivity of ALD TiN sample with various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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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항 특성까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므로, PVD TiN BE (Bottom 

Electrode), ALD TiN BE 를 제작하여 결정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Figure 4.8에서 볼 수 있듯이 PVD TiN과 ALD TiN의 XRD Peak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PVD TiN 에서는 2Theta 36.6°의 TiN (111) Peak보다

42.7°의 TiN(222) Peak 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ALD TiN 에서는 2Theta 

36.6°의 TiN (111) Peak이 42.7°의 TiN(222) Peak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고한 논문이 있다. S.H.

Kim.은 Reactive pulsed laser deposition 증착법을 통한 TiN 증작시,

증착온도에 의존하여 Room Temp 에서는 TiN (111) Peak 이 약하고

TiN(200) Peak 이 강했지만, 증착온도가 300℃, 450℃ 로 상승함에 따라서

TiN (111) Peak 이 강해지면서 TiN (200) Peak 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고했으며[94], M.M Hussain은 PVD공정이 ALD공정대비 더 높은

compressive stress 가 더 가해지므로 PVD TiN 이 Peak 이 ALD TiN 대비

더 Broad하면서 intensity가 약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한 이력도 있다.[95]

하부전극으로 쓰일 TiN 전극이 (111)-preffered orientation 을 가진다는

것은 그 위에 증착될 Hf1-xZrxO2 유전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Park 

M. H.은 (111)-orientation 을 가지는 Pt전극 위에 증착된 Hf1-xZrxO2 가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도, (111)방향성으로 인하여

Ferroelectric 특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다. [20] 후속에

진행되는 본 실험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PVD TiN (50nm) 비저항은 225mΩcm이며, ALD TiN (53nm)

비저항은 301mΩcm 수준으로 ALD TiN의 비저항이 소폭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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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8 XRD Peak comparison of ALD TiN film and PVD T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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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9 에서 PVD TiN BE 위의 Hf1-xZrxO2박막과 ALD TiN BE 위의

Hf1-xZrxO2박막을 제작하여 Ferroelectric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Hf1-

xZrxO2 박막의 조성은 Hf: Zr 5:5조성 (Ferroelectric특성) 과 Hf:Zr 3:7조성

(Antiferroelectric 특성) 두가지의 case를 모두 제작하여 특성 비교를

진행하였다.

(Figure 4.9) 의 PV ( Polarization- Voltage) 측정결과, Hf0.5Zr0.5O2박막에서는

PVD TiN BE과 ALD TiN BE 의 Ferroelectric특성 2Pr 차이, Hysteresis 의

기울기의 모양 등에서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하여

Hf0.5Zr0.5O2박막에서는 PVD TiN BE과 ALD TiN BE 에 따른 Anti-

ferroelectric특성 차이가 육안으로 소폭 보인다. ALD TiN BE의 경우, PVD 

TiN BE대비 Electric Field가 0MV/cm 인 경우, 조금 더 Polarization 

0mC/cm2에 가까운 non-polar 경향의 오목한 모양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XRD 결과에서처럼 하부전극의 (111)-방향 선호 경향에

의하여 t-phase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됨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ure4.10) 에서는 PVD TiN BE와 ALD TiN위에서의 450 PMA 후

Hf0.5Zr0.5O2와 Hf0.3Zr0.7O2 의 XRD Peak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Hf0.5Zr0.5O2 에서는 PVD TiN대비 ALD TiN 의 o-phase peak (30.5°부근) 

Intensity가 강하게 확인되었으나, 이 경향이 상기 PV Graph (Figure4.9) 

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상기 PV Graph 에서는 유의차가 보인

Hf0.3Zr0.7O2 의 XRD Peak 결과는 거의 유의차가 보이지 않아 XRD Peak 

의 결과가 꼭 PV Graph로서 반영되지 않는 특이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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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9 Polarization-voltage characteristics measurement of Hf0.5Zr0.5O2 and Hf0.3Zr0.7O2 on ALD 

TiN Bottom electrode and on PVD TiN bottom electrode

Figure4.10 XRD peak comparison of Hf0.5Zr0.5O2 and Hf0.3Zr0.7O2 on ALD TiN Bottom electrode and 

on PVD Tin bottom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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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1) 하부전극 TiN 증착법에 따른 Leakage 특성 확인을 위하여 , 

IV (Current-Voltage)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LD TiN BE 위의

Hf0.5Zr0.5O2박막에서 Positive (+)방향의 Leakage특성이 39% 가량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 ALD TiN : 2.95*10-9A/cm2 , PVD TiN : 4.90*10 -9 A/cm2

[0.80MV/cm 기준] ) Positive (+)방향의 개선은 실험변경 요인인

하부전극의 증착법 변경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방향의 개선은 전자의 이동 기준으로는 하부 전극(-)으로부터의

Insulator (HZO) 쪽으로의 electron injection 이 방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Leakage개선은 ALD TiN의 Work function 이 PVD 

TiN 대비 약 0.1eV 높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oughness 

개선으로 원인을 추정해볼 수도 있으나, AND TiN과 PVD TiN의 경우

PVD TiN의 Roughness가 오히려 조금 더 양호하기 때문에 Roughness의

차이를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 ALD TiN의 Work function 이 PVD TiN 

대비 높다는 사항은 여러 논문에 들에 의하여 보고된 이례가 있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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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1 IV Curve comparison of Hf0.5Zr0.5O2 on ALD TiN Bottom electrode and on PVD TiN

bottom electrode ( post metal annealing N2 450℃/30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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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f0.5Zr0.5O2박막에서 하부전극에 따른 Endurance측정을

진행하였다. (Figure4.12) 그 결과, ALD TiN BE 위의 Hf0.5Zr0.5O2박막의

Ferroelectric endurance 특성이 PVD TiN BE 대비, 약 4.4배 가량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PVD TiN BE : avg 1.1 * 107 cyc / ALD TiN BE : avg 4.9 * 

107 cyc ) 본 개선현상에 원인에 대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AES실험을 하였다.

PVD TiN 하부전극과 ALD TiN하부전극 위에 HfO2 10.0nm-thick 

film증착하고, 각각 PDA 적용전, PDA적용후 샘플들을 준비하여 총4개의

샘플을 AES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4.13) 그 결과, HfO2의 oxygen이

PVD TiN쪽으로 침투하는 양상이 ALD TiN대비 더 심하게 드러났고,

그러한 현상은 특히 PDA(post deposit annealing) 이후에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PVD TiN 이 ALD TiN대비

상부에 증착된 Hf0.5Zr0.5O2박막의 oxygen들을 더 심하게 빨아들여

Ferroelectric물질의 hard-breakdown을 유발하는 Hf0.5Zr0.5O2박막 oxygen 

vacancy를 많이 발생시키기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또한 PVD TiN 

가 ALD TiN대비 후속 annealing 과정 중에서 주변박막의 oxygen을 더

많이 빨아들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Ferroelectric 물질이 실제로 memory application 으로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소자 전반적인 신뢰성 그 중에서도 특히 Endurance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야하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조금이나마 그 문제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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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2 Endurance analysis of Hf0.5Zr0.5O2 on ALD TiN Bottom electrode and on PVD TiN bottom 

electrode (Fatigue condition : 3.0MV/cm, 100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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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3 The analysis of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for ~10nm thick-HfO2 film on ALD 

TiN Bottom electrode and on PVD TiN bottom electrode (fatigue condition: 3.0MV/cm, 100k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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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nclusion

Hf1-xZrxO2 박막을 실제 memory업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D 

structure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전박막 상/하부 TiN전극도 역시 모두

Step Coverage가 좋은 ALD공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f1-xZrxO2 박막 Ferroelectric 물질 전용 ALD TiN 공정을

setup하였고, 그 결과 공정의 주요특성인 Step coverage는 PVD TiN : 

15%대비, ALD TiN :106%로 약 7배 가량 개선됨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Hf1-xZrxO2 박막의 하부전극 TiN 을 ALD공정으로 적용시

PVD공정 대비 이점을 확인하였다. ALD TiN BE이 PVD TiN BE 대비 Work 

function 이 0.1eV 높은 점에 의하여 ALD TiN BE의 Leakage 특성이

Electric Field 0.80MV/cm 기준 39% 개선된 점을 확인하였고, Endurance 

test에서 PVD TiN BE대비 ALD TiN BE의 Hf1-xZrxO2 박막에서 4.4배

뛰어난 특성을 보였다. 이는 PVD TiN BE가 Hf1-xZrxO2 박막으로부터

oxgen을 더 많이 빨아들임에 의하여 유전박막 내 oxygen vacancy가

증가함이 원인이라는 것을 AES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기타 나머지

Ferroelectric 전기적/물성적 분석 결과상으로 ALD TiN BE의 weakness는

보이지 않아서 ALD TiN 적용은 의미가 있는 연구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부 전극 ALD TiN 으로 제작된 Hf0.5Zr0.5O2박막은

상부전극 ALD전극 증착 이후, 상부전극을 Dot 패턴모양대로 Etching 

하는 공정처리가 미흡하여 상부전극 ALD TiN 적용된 Hf0.5Zr0.5O2박막의

특성 비교는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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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0nm 이하의 얇은 두께에서도 Ferroelectric특성을 발현

시켜 3D 구조 memory application으로도 사용가능한 장점으로 최근 널리

연구되고 있는 Hf1-xZrxO2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쨰로 Hf1-xZrxO2의 Hafnium, Zirconium 두 소스의 전구체(precursor) 를

TEMA Precursor에서 TDMA Precursor로 변경하는 연구이며, 이는

Zirconium doped Hafnium Oxide와 TiN전극 사이의 고유전율의 t-phase 계면

layer 를 억제시켜 소자의 특성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wake up effect를

20%가량 감소시켰고, AES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이 carbon불순물이 적다

는 점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두번째로 Ferroelectric물질 Hf1-xZrxO2 용 저온ALD TiN전극을 setup하여

3D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TiN step coverage를 향상시켰으며 (PVD 

TiN 15% 대비, ALD TiN 106%) , 추가적으로 ALD TiN의 높은 Work 

Function기인하여 박막의 leakage특성 39% 개선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또

한 Endurance 실력치 4.4배 개선되는 효과를 파악하였고 그 원인을 AES

화학 분석을 통하여 ALD TiN의 PVD TiN대비 낮은 oxygen scavenging 특

성으로부터 기인한 비교적 적은 oxygen vacancy생성으로부터 기인함을 규

명하였다.

두 가지의 연구 모두 유망한 Ferroelectric 물질인 Hf1-xZrxO2 박막의

실제 상용화에 밀접한 신뢰성 개선측면의 연구로서 각 항목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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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개선 작업에 성공하여 실험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도 Doped-Hafnium Oxide물질에는 상용화 하기 어렵게 만드는

Endurance특성, depolarization 기인한 retention문제, 큰 coercive Voltage 문제

등이 남아있어 아직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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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rroelectric (FE) property of HfO2 thin films was first reported in 2011 

NaMLab in Dresden, Germany, which had a fluorite structure, doped with a few 

amounts of Si. It was a very intriguing issue on the FE community because the 

fluorite-type film has only ~ 10 nm thickness, whereas the conventional perovskite 

type ferroelectrics have > 100 nm thickness. It has merit for fabrication of 3-

dimensional structure due to its small thickness. Also, the band gap of the HfO2

thin film is 5.5 eV which is high enough to prevent leakage currents flowing 

through devices. Having titanium nitride as a metal electrode, combined with an 

excellent compatibility with Si, HfO2 as a thin film could be the representative 

industrial-friendly materials for the adoption of memory production technology.

In this study, a precursor changing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duction of carbon impurities and its effect in zirconium-doped HfO2 thin films. 

And in order to maximize the uses of 3D applications, which is an advantage of 

doped HfO2 thin films, ALD (Atomic Layer Deposition) TiN electrode process for 

Hf1-xZrxO2 was set-up.

As a result of changing the precursors of hafnium and zirconium of Hf1-xZrxO2

from TEMA precursor to TDMA precursor, it was found that wake up effect which  

cause the change of the device characteristics was reduced by ~20%, due to the 

suppression of the high-k t-phase interface layer between the zirconium doped 

hafnium oxide and the TiN electrode, and the AES analysis revealed that th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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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rbon impurity reduction.

Secondly, the low temperature ALD TiN electrode for ferroelectric material Hf1-

xZrxO2 was set up to improve step coverage (PVD TiN 15% à ALD TiN 106%) to 

be applied to the 3D structure. The leakage property of Hf1-xZrxO2 thin film was 

improved by 39% because of the high work function of ALD TiN lower electrode.

And the endurance property was improved by 4.4 times. we fount that it is caused 

by the relatively low oxygen vacancy formation due to the low oxygen scavenging 

characteristic of the ALD TiN compared to PVD TiN by AES chemical analysis.

Keywords : doped hafnium oxide, Ferroelectric, TDMA Precursor, ALD Titanium, 

wake-up effect, Endurance, Hf1-xZrx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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