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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독일 NaMLab을 통해 규소가 첨가된 플루오라이트(fluorite) 

산화막 구조인 HfO2 박막에서 강유전성(ferroelectric, FE)이 최초 보고된 

이후, 비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FeRAM) 및 강유전성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rroelectric Field Effect 

Transistor, FeFET) 등에 활용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런 HfO2 기반의 강유전체 물질이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강유전체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의 신규 대체 물질로서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낮은 밴드갭 에너지(3.3eV)에 의한 

누설전류(leakage current) 특성 확보를 위해 100nm 이상의 높은 두께가 

요구 되는데 반해,  플루오라이트 구조인 HfO2 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밴드갭 에너지(5.7ev)를 가지고 있어, 10nm 수준의 얇은 두께에서도 

강유전성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얇은 두께의 박막 구현은 향후 

DRAM 캐패시터(capacitor) , 적층형 구조등과 같은 3D 구조의 소자 

집적화에 유리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HfO2 강유전성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도핑으로, 최근 

Zr을 도핑 한 HfO2-ZrO2 고용체(solid-solution, HZO) 박막이 여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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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당 Zr은 Hf과의 유사한 원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조성 범위(~50%) 에서 높은 유전율의 

정방정계상(tetragonal phase, t-phase) 또는 직방정계상(orthorhombic 

phase, o-phase)상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이 외 상대적으로 낮은 결정화 

온도(400-500 ℃)특성,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의 높은 공정 성숙도, 

그리고 규소 물질과의 우수한 호환성을 가지는 TiN을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집적화 공정에서 유망한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장점을 보이는 

HZO막의 경우도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유전체 

고유 특성인 분극 역전(polarization switching) 현상에 의한 

내구성(endurance) 열화와 고유전율 등가산화막 스케일링(scaling)을 

목표로 물리적 두께 5nm 수준의 구현을 위해 낮은 두께에서도 높은 

결정화 특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HZO 박막의 추가적인 전기적 특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 

ALD 증착 방식인 분할 주입 방식(Discrete Feeding Method, DFM)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DFM 방식은 기존 원자층 증착 방식(atomic layer 

deposition, ALD) 의 전구체 주입 단계 사이에 퍼지를 삽입하여 세분화 

하는 것으로, 전구체 주입 단계에서 불순물 및 반응 부산물을 제거하여 

공정 초기 화학 흡착 효율 및 표면 충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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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연속 박막의 형성으로 막질의 밀도(density)를 개선 

할 수 있고 , 이에 따른 누설전류, 불순물, 거칠기(roughness)등의 특성이 

개선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박막내의 밀도 

변화와 불순물 감소 효과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 등을 활용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박막 내 탄소(carbon) 함유량이 -1.0%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런 불순물 감소 효과를 통해 열처리 후 

체적밀도(mass density)의 향상과 결정립 크기(grain size)증가, 벌크/계면 

트랩 사이트(bulk trap site) 감소와 같은 막질의 본질적인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보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 

내구성(Endurance) 등의 전기적 특성의 개선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6nm 이하의 낮은 두께에서 결정화 특성의 향상으로 인한 

o-phase의 안정화를 통해 분극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여, 향후 5nm 

수준까지의 물리적 두께 구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Ferroelectric, Doped hafnium oxide, Hf1-xZrxO2, Discrete 

Feeding Method, Carbon impurity, Endurance 

학  번 : 2018-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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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강유전성(ferroelectricity) 특성은 1920년대 초 Valasek 에 의해 

최초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용되어 왔다.[1-2] 강유전체 물질은 외부의 전기장이 제거 

되어도 2개의 잔류 분극(remanent polarization, ±Pr)을 갖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개의 Pr 값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0” 과 “1”의 상태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FE 재료는 메모리 분야 

외 초전효과(pyroelectricity), 압전효과(piezoelectricity)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전자 

열량(electrocaloric) 효과에 의한 에너지 관련 응용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3-4]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강유전체 물질은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세라믹 구조로 보통 ABO3 형태의 3원소 

결합으로 구성되고, 대표 물질은 Pb(Zr,Ti)O3(PZT), BaTiO3(BTO), 

SrBi2Ta2O9(SBT)등 이다.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이런 전통적인  

재료들의 경우 높은 분극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FeRAM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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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과의 결정 구조 차이에 따른 호환성이 좋지 않아 계면 

특성이 취약하고, 전극으로 귀금속 물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 

외 가장 큰 단점으로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재료는 낮은 밴드갭 

에너지(3-4eV)를 가지고 있어 누설전류(leakage current) 및 항복 

현상(break down) 특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매우 두꺼운 -100nm 수준의 두께가 요구되고 있어, 

현재 반도체 산업 수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인 십-수십 nm의 선폭 

구현에 있어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3D 캐패시터(capacitor) 및 수직 적층 구조(vertical structure)를 

통한 직접화 공정 적용에 있어서도 불리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유전체 물질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2011년 독일 NaMLaB의 T. S. Böscke에 의해 실리콘을 도핑한 

10nm 수준의 HfO2 박막에서 최초 강유전성이 보고된 이후,[5][그림 

1. 1] 메모리 분야의 신규 대체 물질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HfO2 기반의 강유전체 박막은 

단순 이원 산화물로 ALD를 통한 증착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금속, 

산소간의 결합에너지(bonding energy)가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산소 공공(oxygen vacancy)과 같은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로(fatigue), 임프린트(imprint)등과 같은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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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HfO2의 경우 

현재 고유전율(High-k) 재료로 산업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공정 성숙도가 매우 높고, 실리콘과의 호환성 역시 우수한 점 등이 

기존 물질의 대체재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의 집적화 스케일링(scailing) 관점에서 HfO2 기반 

강유전체 물질의 높은 밴드갭 에너지(5-7eV)에 의한 10nm 수준의 

두께 구현이 가능 한 점은 기존 페보르스카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고집적화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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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실리콘 농도에 따른 8.5nm HfO2 유전막의 분극 이력 곡

선(검은선) 과 캐패시턴스-전압 곡선(붉은색)[5] 

 

 

 

그림 1. 2. 기술 노드에 따른 FeFET 유전막의 물리적 두께 경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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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도펀트(dopant)들 중 Zr을 도핑한 HfO2-ZrO2 solid-

solution(HZO) 박막의 여러 우수한 특성이 입증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Zr은 Hf과의 동일한 원자가전자수(4가)와 

유사한 원자크기(-155pm)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동일 리간드를 가진 전구체를 통한 증착이 가능하여 기존 PZT, 

BTO등의 3원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대비 박막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두께와 HfO2 : ZrO2의 조성 비율 변경을 통해 

강유전체 고유의 분극 이력 곡선(polarization hysteresis loop)의 

조정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증착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HZO 박막에 신규 ALD 증착 방법인 분할 주입 

방법(Discrete Feeding Method, DFM) 적용을 통한 전기적 특성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DFM 방법을 통한 박막 내 

밀도 , 불순믈 농도, 결정성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분극, 

유전율, 누설전류 등 전기적 특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강유전체램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구성(endurance)의 

개선과 추가 두께 스케일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2장에서 문헌 연구에 기반하여 기존 강유전체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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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DFM의 개념에 대해 논의 하고, 3장에서는 

ALD 증착 과정에서 실제 DFM 적용을 통한 실험 과정과 여러 분석 

기법을 통한 박막의 밀도, 불순물 변화 등을 고찰하여 HZO 박막에 

맞는 새로운 DFM 증착 메카니즘을 제시 하였다. 이후 DFM 적용에 

의한 내구성(endurance), 전류-전압(I-V) 및 분극-전계(P-E) 등의 

전기적 특성 결과를 통한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향후 

5nm 수준의 두께 구현을 위한 강유전성 및 결정화 특성 향상에 

대한 DFM 방식의 기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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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강유전체 특성의 원리 

 강유전성(Ferroelectricity)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에도 

자발적인 분극(spontaneous Polarization)을 가지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고유의 특성을 가진 재료를 강유전체 물질(Ferroelectric 

material)이라고 하며, 자발 분극 및 외부 전기장에 의한 분극 의 

정렬 및 역전(Polarization switching)이 나타나는 특성 등을 활용하여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 및 응용되고 있다. 

 강유전체 물질은 특정한 온도에서 상전이 현상을 보이는데, 이 

온도를 큐리 온도(Curie temperature, TC)라고 한다. 큐리 온도 

이하에서는 격자 내부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변위(displacement)가 

안정한 상태로 특정 방향으로의 잔류 분극(Remanent polarization, 

Pr)이 배열하는 분극 구조(polar structure)를 , 큐리 온도 이상에서는 

열 진동(thermal vibration)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이런 분극 현상이 

상쇄되는 비극성 구조(nonpolar structure)가 나타나게 된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강유전체 재료는 ABO3 형태를 가진 

3원자 페로브스카이트 세라믹 구조 이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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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Zr,Ti)O3(PZT), BaTiO3(BTO), SrBi2Ta2O9(SBT)등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큐리 온도(Tc) 이하에서 격자의 꼭지점에 (A), 체적 중심 

(B) 및 면 중심에 (oxygen, O) 가 위치해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그림 

2. 1] 그림 2.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자리에 위치한 Ti4+와 

8면체(octahedron)를  구성하고 있는 면중심의 산소(oxygen) 

원소간의 변위가 나타나는데, 이는 Ti 원소가 비교적 크기가 작아 

공간 내에서 이동하기 쉽고 이온 분극율이 크기 때문에 BTO 

구조에서 유전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1. (a) BaTiO3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전기적 변위 상태. (b) 

Pb(Zr,Ti)O3 결정 구조, 좌측은 T>Tc에서 나타나는 입방구조(cubic), 

우측은 T<Tc에서 나타나는 정방정계(tetragonal) 구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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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높은 Pr(-50μC/cm2)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낮은 에너지 밴드 갭(3-4eV)에 의한 누설 전류 특성의 

열화로 분극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 외 실리콘과의 

계면 문제로 인해 호환성이 좋지 않고 금속-산소 원자간 결합 

에너지(bonding energy)가 상대적으로 낮아 결함등에 의한 신뢰성 

문제가 야기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최근의 메모리 재료에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강유전체 물질의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는 것이다. 

강유전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외부 전기장에 따른 박막 내 분극 변화에 대한 분극-전계 이력 

곡선(polarization-electric field hysteresis loop, P-E)을 이해하는 

것이다.[그림 2. 2] 인가된 외부 전압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박막 

내의 분극(polarization)의 움직임과 정렬 등이 변하게 되는 것으로, 

(+), (-)의 큰 전압이 가해짐에 따라 내부 분극이 외부 전압의 방향에 

의해 한 방향으로의 정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그림 2. 2C,G], 

이 때 나오는 포화된 분극 값을 포화 분극(saturation polarization, 

Ps)[그림 2. 2E]이라 한다. 이 외부 전압이 제거 되는 0V에서 

정렬되었던 분극들의 일부는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때의 자발적인 분극값을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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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remanent polarization, Pr)[그림 2. 2D,H]라고 하며 분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임계 전기장의 크기를 항전기장(coercive field, 

Ec)[그림 2. 2,F] 이라 한다. 외부전기장 없이 안정된 상태의 2개의 

+Pr, -Pr을 가지는 특성으로 메모리에서 “0”과 “1”의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유전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박막 내 분극의 정렬, 반전(switching)[그림 2. 3]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유전체 물질을 응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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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강유전체 물질의 전형적인 분극 이력 곡선.         

참고- Ec: 항전기장; Pr: 잔류분극; Psat: 포화분극; E: 전계; P :분극[7] 

 

 

 

그림 2. 3. 외부 전계에 의한 분극 역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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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fO2 기반의 강유전체 재료 

2.2.1 도핑된 HfO2 물질의 특성 

도핑된 HfO2 박막의 강유전성 특성은 2011년 학계에 최초 보고된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런 HfO2의 예기치 않은 

강유전성의 출현은 비중싱대칭(non-centrosymmetric)한 직방정계상 

(orthorhombic phase, o-phase, Pbca21)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HfO2은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의 

단사정계상(monoclinic phase, m-phase)의 안정 부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정방정계(tetragonal phase, t-phase), 입방구조(cubic 

phase, c-phase) 순으로 안정하게 되며 열역학적으로 분극상인 o-

phase는 안정화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박막에 다양한 외부 

요인들[도핑, 표면에너지(surface energy), 결정립계 에너지(grain 

boundary energy), 응력(stress)등]에 의해 새로운 상전이가 되면서 

얇은 두께에서 분극 o-phase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o-phase는 t-phase에서 상전이가 되면서 결정 구조 내 8개의 4면체 

자리(tetragonal site)에 존재하는 8개의 음이온 O2-
 중 4개의 

음이온의 변위에 의해 강유전성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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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O2 박막에 다양한 도펀트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현재까지 Y[8], Al[9], Zr, Si, La[10], Gd[11]등 다양한 원소들의 도핑에 

의해 HfO2 박막에서 강유전성이 유도되는 것이 실험적으로 보고 

되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결정화 온도(400-500℃)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펀트들은 -10% 수준의 도핑 조성 

범위에서 최대 Pr 값이 나타내는데 반해 -50% 수준의 넓은 조성 

범위를 가진 Zr을 도핑 한 HfO2-ZrO2 고용체(solid solution, HZO)가 

최근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Hf 과 Zr 

간의 유사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두 원자는 동일한 4가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원자 반경 (155pm)을 통해 거의 

동일한 격자 상수(lattice parameter)를 나타내고 있어 ZrO2와 

HfO2는 매우 유사한 물리적 ,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HfO2-ZrO2 시스템은 전체 

조성 범위에서 단상의 고용체를 형성하게 되어 다른 도펀트들 대비 

우수한 특성을 보유할 수 있다.[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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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정방정계상에서 냉각 과정 중 상전이에 의한 

직방정계상의 형성 모습, 하단 검은색 화살표는 두 가지 다른 분극 

방향을 의미[5] 

 

 

 

표 2. 1. 다양한 도펀트(dopant)에 의한 HfO2 박막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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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HZO 박막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두께와 HfO2 : 

ZrO2 조성 비율에 따른 결정 구조에 기인 하는 광범위한 전기적 

특성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J. Muller 는 HZO 기반의 

캐패시터(Capacitor) 에서 최초로 강유전성을 확인 하였으며,[12] 

이는 Zr 조성의 변화 관점에서 Hf1-xZrxO2 (x = 0, 0.3, 0.4, 0.5, 0.7 및 

1.0) 박막에 대한 분극-전계 이력 곡선(polarization-electric field 

hysteresis loop) 및 유전율-전계 곡선(εr – electric field curve)의 

거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 5]박막 내 Zr 의 함유량이 

증가할 수록 유전체(dielectric, DE), 강유전체(ferroelectric, FE), 

반강유전체(antiferroelectric, AFE) 순의 형태로 거동을 하게 되는 데, 

이는 각 상의 열역학적 안정상이 HfO2(m-phase), ZrO2(t-phase)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특히 Hf0.5Zr0.5O2 인 5:5 조성에서 최대 Pr = 16 

μC/cm2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ZrO2 농도 증가에 따른 

m-phase 비율 감소 현상과 고유전율의 t-phase 증가에 따른 

유전율의 상승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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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9nm 두께 Hf1-xZrxO2 (x = 0 부터 1) 박막의 분극 이력 

곡선과 유전율(εr)-전계(E) 이력 곡선 (b) Hf1-xZrxO2 (x = 0 부터 1) 

박막의 ZrO2 비율에 따른 분극(Pr), 유전율(εr) 과 단사정계상(m-

phase)의 비율 변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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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O 박막의 조성에 의한 강유전성 특성 변화의 현상은 이후 M. H. 

Park의 추가적인 실험 결과를 토대로 두께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 6] 해당 그림은 HfO2, Hf0.81Zr0.19O2, 

Hf0.57Zr0.43O2, Hf0.30Zr0.70O2 와 ZrO2의 각 조성에 대해 다양한 

두께(9.2, 14.2, 19.2, 24.2, 29,2nm)의 분극-전계 이력 곡선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13] 9.2nm의 두께에서는 J. Muller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9.2nm Hf0.57Zr0.43O2에서 잔류 분극 2Pr값이 33 

μC/cm2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Hf 또는 Zr 함유량이 

늘어날수록 작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Hf의 함유량이 

늘어날수록 점진적으로 Pr이 줄어드는 형태로 변하는데 반해, Zr의 

경우 순수한 ZrO2에서 선형적인 유전체(dielectric) 거동이 나오기 

전에 반강유전체(antiferroelectric)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ZrO2의 안전상인 t-phase에서 특정 전계 

이상이 가해지는 경우, 이 전계에 의해 o-phase로의 상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field induced phase transition) 이런 조성의 변화 

뿐만 아니라 두께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Hf0.57Zr0.43O2의 

경우 20nm 수준까지는 유사한 Pr값을 유지하다 25nm 이상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Zr-rich,  

Hf-rich의 박막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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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열역학적으로 벌크(bulk)의 자유에너지 비중이 커지게 

되어 o-phase가 아닌 각 상의 안정상 HfO2(m-phase) , ZrO2(t-

phase)에 의해 분극 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6. Hf1-xZrxO2 박막의 조성 (x = 0.00, 0.19, 0.43, 0.70, 1.00) 과 

두께 (9.2, 14.2, 24.2, and 29.2nm)대한 분극 이력 곡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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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준안정한 직방정계상의 출현[14] 

2.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fO2, ZrO2 와 같은 플루오라이트 

구조 물질의 강유전성은 비중심대칭성(non-centrosymmetric)인 

직방정계상(orthorhombic phase, o-phase, space group : Pca21)의 

출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강유전성을 유발하는 이런 o-phase의 

생성은 열역학적 이론만으로 설명 될 수 없다. 벌크 상태의 HfO2, 

ZrO2 그리고 이 두 박막간의 고용체 역시 열역학적으로 

중심대칭성(centrosymmetric)을 가진 비강유전성상이 안정한 상이기 

때문이다. 유체정압(hydrostatic pressure) 상승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직방정계 I상(orthorhombic I phase, oI-phase, Pbca), 

직방정계 II상(orthorhombic II phase, oII-phase, Pnma) 상이 안정화 

될 수 있으나, 이 상들 역시 중심대칭성 형태로 강유전성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상당히 높은 압력(≈ 4 GPa)이 가해지는 경우 

비중심대칭성한 2개의 직방정계상(o-phase, Pca21, Pmn21)과 역시 

2개의 능면체 구조상(rhombohedral phases, r-phase, R3, R3m)이 

안정화 된다. 비록 높은 압력으로 인해 실제 공정을 통해 

구현하기는 힘드나, 이런 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강유전성 출현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Sang et al.의 



20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통한 실험에 의해 

강유전체 Gd:HfO2 에서 결정상으로 o-phase(Pca21)가 입증 된 이후 

HfO2와 Hf1-xZrxO2 박막의 강유전성 상은 o-phase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15] 

 최근까지 준안정상인 강유전성 o-phase의 등장은 실험적인 결과에 

근거해 다양한 외인성 요인들(도핑, 표면에너지, 결정립계에너지, 

응력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졌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열역학적 안정상인 m-phase와 t-phase의 경계에서 o-phase가 

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그림 2. 7] 

 

 

그림 2. 7. 도핑된 HfO2 박막에서의 상전이 모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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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M. H. Park에 의해  준안정한 강유전성 o-phase의 

출현은 벌크 자유 에너지(bulk free energy)에 기반한 단독적인 

열역학적 이론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며, 동적 모델(kinetic model) 

이론을 같이 접목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발표되었다.[14] 

열역학에 기반한 표면/계면/결정립계 에너지(surface/interface/grain 

boundary energy) 효과와 함께 에너지 장벽(energy barrier)을 

고려한 동적(kinetic) 효과를 같이 접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최초 

형성된 준안전상인 o-, t- phase가 열처리 과정 등에서 안정한 m-

phase로의 상전이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 동적 모델에 기반한 

이론은 초기 비정질 상태에서 증착된 미세 핵(fine nuclei, ≈ 2nm)이 

o-/t-phase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o-/t-phase가 m-phase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계면/결정립계 에너지(interface/grain boundary 

energy)를 가졌기 때문으로,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결정립 크기가 

커지면서 안정한 m-phase상으로의 전이가 되어야 하나, 동적 

모델에서는 m-phase로의 높은 에너지 장벽(high activation 

energy)에 의해 이 상전이가 억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600 ℃ 수준의 급속 열처리(rapid thermal process, 

RTP)를 통한 결정화 진행 후 주요 결정상이 o-/t- phase 라는 

점이다. 이는 최초 비정질 상태의 미세한 나노크리스탈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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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rystallites)의 결정상이 RTP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정화와 결정립 성장(grain growth)이 진행 되는 것을 의미 한다. 

해당 저자는 o-/t-phase에서 m-phase로의 큰 상전이 장벽 

에너지(barrier energy ≈250meV/f.u)와 결정학적 유사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o-/t- phase간 상전이 장벽 에너지(≈30meV/f.u)를 

보여주며 9.2nm H1-xZxO2 박막의 상전이 현상에 대해 온도, 결정립 

크기와 열처리 과정을 통해 다음 그림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그림2. 

8] 가운데 상평형 그림은 열역학적 계산에 기반한 안정한 상을 

나타낸다. 각 초록색 수직선, 붉은 교차선, 파란색 수평선은 각각 

m-, o-, t- phase의 열역학적 안정  영역을 나타내며, 도표의 우측 

축은 결정립 크기 분포(grain size distribution)를 보여주고 있다. m-

phase가 안정한 초록색 영역 내에서 준 안정상의 영역은 괄호로 

표시되어 있으며,(t-, o- phase) 붉은 색 점선으로 준 안정상간의 

상변화 구간을 지시하고 있다. 그림 2. 8(b)(c) 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착(as_dep) 모습은, 비정질 형태의 박막 내에 ≈ 2nm 크기 수준의 

나노크리스탈라이트가 존재 하게 되며 이때의 안정상은 그림 2. 8(c) 

에너지 곡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o-phase가 안정하게 된다. 

이후 RTP가 진행 되면서 특정 온도까지 상승하게 되며,(600℃로 

가정) 그림 2. 8(d)(e)와 같이 결정립 크기는 일정한 상태에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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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의 자유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현상은 o-, m- 

phase대비 t-phase의 낮은 엔트로피(entropy)에 기인한다. 이후 600℃ 

1분 열처리가 진행 하면서 결정립의 크기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2. 8(f)(g)) 크기의 증가에 따라 계면/표면 에너지 대비 

체적(volume)의 비중이 커지면서 m-phase의 자유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 열역학적으로 m-phase가 가장 안정한 상이 되나, t- 

phase에서 m-phase로의 상전이를 위한 동적 장벽이 ≈250meV/f.u 

이상으로 높아 실제 상전이는 억제되고 t-phase의 안정화가 

유지되게 된다. 만약 온도가 높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게 되면 

동적 장벽을 극복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되어 이 

단계에서 m-phase가 안정화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HZO 박막에 

가해지는 열처리 온도를 상승시키면 m-phase 비중이 커지는 이전 

연구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17] RTP 이후 온도가 낮아질수록 

m-phase내 준안정상인 o-phase가 t-phase대비 더욱 안정하게 

되며,(그림 2. 8(h)(i)) 붉은색 점선이 가리키는 준안정상의 경계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t-phase에서 o-phase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현상은 o-, t- phase간의 동적 장벽은 ≈30meV/f.u 정도로 

작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이 상변화가 쉽게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상온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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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안정상이 여전히 m-phase대비 자유 에너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유전성 o-phase가 형성된다.(그림 2. 8( j)(k)) 이러한 동적 모델 

적용을 통해 강유전성 o-phase의 열역학적 안정 영역이 붉은 

교차선에서 보여지는 대로 매우 작은 결정립 크기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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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 a) 결정립 크기 와 온도에 따른 9.2nm 두께 Hf0.5Zr0.5O2 

박막의 상평형 그림. b,d,f,h,j) 도식 그림. c,e,g,i,k) 결정화를 위한 

급속 열처리 공정 전, 진행 중에 따른 자유 에너지 곡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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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Morphotropic Phase Boundary 효과[18] 

 

향후 고집적 DRAM 캐패시터(capacitor)를 개발하는데 있어 

충분한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을 사용하여 얇은 두께에서도 낮은 

누설전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동시에, 이 물질의 유전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온 고유전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밴드갭이 작기 때문에 큰 누설전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구현하기 어렵고, 대신 중유전 물질인 HZO막을 

적용하여 유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2. 2. 2 절에서 언급한 HZO 박막의 t-, o- phase 준안정상의 

상전이 경계에서 유전율이 증가하는 독특한 현상이 확인 되었다. 이 

현상은 특정 조성을 가지는 HfO2-ZrO2 박막의 o-phase가 나타나는 

영역에서 박막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유전율이 급격히 증가하다, 

특정 최고점을 지난 후 t-phase가 나타나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유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9] 이 특정 두께 전후로 

강유전체(FE) 특성과 반강유전체(AFE)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두께가 Morphotropic phase boundary(MPB) 영역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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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9. Hf0.3Zr0.7O2, Hf0.5Zr0.2O2, Hf0.6Zr0.4O2 박막들의 두께에 따른 

바이어스 0V에서의 유전상수 값의 변화.[18] 

 

그림 2. 10. 두께 및 Zr 함량에 따른 HZO막 내의 상전이 모습.[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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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O 박막에서 상전이는 조성과 두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결정립 크기에 의존한다. M. H. Park은 실험적 결과 데이타에 

근거하여 Hf, Zr의 조성 비율과 박막 두께에 따른 HZO막의 

상전이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하고 있다.[18] 이를 통해 최신 DRAM 

캐패시터의 요구사항에 맞는 높은 유전 상수값과 낮은 누설전류 

특성을 달성하기 위한 두께와 조성의 최적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저자의 과거 문헌에서 언급된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두께와 조성에 대한 HZO박막의 상의 모습은 그림 2. 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분극 이력 곡선(P-V)에 근거하여 m, FE 

+ m, FE, AFE, AFE + m, broken loop 총 6가지 상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m상은 Pr값 3μC/cm2 보다 작고 XRD상 m-phase의 

피크가 우세한 경우, FE는 Pr값 12μC/cm2 보다 크며 XRD상 o-phase 

피크가 우세하고 m-phase 피크를 무시 할 수 있는 경우, FE + 

m은이 두 Pr값의 사이, 즉 3μC/cm2 보다 크며 12μC/cm2 보다 작고 

XRD상 o-, m- 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AFE의 경우는 0V 근처에서 

Pr값이 0에 가깝고 높은 양,음의 방향 전계 영역에서 전계에 의해 

Pr값이 커지는 이중 이력(double hysteresis)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브로큰(broken) 곡선은 위에서 언급한 AFE와 

나타나는 물리적 거동이 상이한데, 0V 근처에서 준안정상한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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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유지되나, 특정 전계 구간에서 비분극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두 단계의 분극 역전(polarization switching) 현상이 

보이는 특이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AFE와 브로큰 곡선이 나오는 

구간인 Hf/Zr 비율 ~0.6:0.4부터 ~0.3:0.7, 두께 5nm에서 15nm 

사이가 FE와 AFE의 경계인 MPB가 위치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이 높은 k값을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11(a)(b)를 통해 Hf0.3Zr0.7O2, Hf0.5Zr0.5O2 박막에 대한 

두께에 대한 유전상수-전계(dielectric constant-electric field, k-E)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다. Hf0.3Zr0.7O2의 경우 7.7nm의 낮은 두께를 

제외하고 AFE 형태의 거동이 나타난다. 이 때의 k값은 일반적인 

유전체 물질과 다르게 전계 인가 과정 중 특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피크가 나오게 되며, 일반적으로 AFE 박막은 k 피크값이 0V에 도달 

하기 전에 나오며, 이와 대조적으로 FE는 0V를 지나서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그림 2. 11(b) Hf0.5Zr0.5O2 7.9-17nm 두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DRAM 캐패시터의 경우 0V 근처에서 높은 k값이 요구됨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한 AFE, FE의 단독 형태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신 AFE와 FE의 상전이 구간인 MPB 구간에 의해 0V에서 

높은 k값이 얻어지는 현상은 DRAM 캐패시터에 매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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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봐와 같이 Hf0.5Zr0.5O2 7.9 - 

17nm사이 구간은 FE 형태의 거동을 보이나, 두꺼운 

두께(25nm)에서는 m-phase의 안정화에 따라 k값이 매우 낮고 피크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가장 낮은 두께(5.5nm)에서는 AFE 

거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박막의 두께가 낮아짐에 따라 

FE형태에서 AFE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며, 6.5nm , 0V에서 k값 

~47이 나오는 것에 의해 이 두께가 MPB 경계라 할 수 있다. 

 

 

그림 2. 11. (a) Hf0.3Zr0.7O2 박막의 유전상수-전계 곡선 (b) 

Hf0.5Zr0.5O2 박막의 유전상수-전계 곡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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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성과 두께의 변화에 대한 k값의 변동을 앞에서 언급한 

그림 2. 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f0.3Zr0.7O2의 경우 두께가 

29.2nm에서 9.3nm로 낮아짐에 따라 k값이 30에서 43으로 증가하고, 

더 낮은 두께인 7.7nm에서는 37로 다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f0.5Zr0.5O2의 경우 6.5nm두께에서 가장 높은 k값 47이 

나오고 , 더 낮은 두께에서는 k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Hf0.3Zr0.7O2와 Hf0.5Zr0.5O2의 MPB영역의 두께는 

각각 9.3nm, 6.5nm라고 할 수 있다.  

HZO 박막의 이러한 독특한 거동을 통해 기존의 high-k 유전체 

물질과 다르게 20nm수준의 넓은 범위에서 두께가 낮아질수록 

k값이 올라가는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스케일링 

에서 매우 유리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고유전체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께가 낮아질수록 낮은 k값을 유발하는 계면 

영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k값이 낮아지게 되는데 반해, HZO의 

경우는 두께가 작아짐에 따라 두께에 의존하는 벌크 상전이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께가 

작아질수록 낮은 k값을 가지는 m-phase(k=15-20)의 비중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고유전율인 o-phase(k=25-30), t-phase(k=35-

40) 로의 상전이의 효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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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Discrete Feeding Method(DFM) 원리[19] 

산화막 ALD 공정의 일반적인 레시피 내 1사이클은 ‘전구체 주입 

– 퍼지 – 산화제 주입 – 퍼지’ 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기판이나 

박막 표면에 전구체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흡착되는 자리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반응 자리에 전구체가 흡착되어 균일하고 

치밀한 박막이 형성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과잉으로 주입된 

전구체나 반응 중에 생성되는 부산물(byproduct)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이 자리들이 가려지는 스크리닝 효과(Screening effect)로 

인해 이상적인 증착이 방해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분할 주입 방식(Discrete Feeding Method, DFM)으로 기존 

전구체 주입 시간을 ‘전구체 주입 + 삽입 퍼지(insert purge)’로 분할 

하여 공정 초기 화학 흡착 효율 및 표면 충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연속 박막 형성의 가능으로 막질의 

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추가로 불순물의 농도를 개선하여 

누설전류, 거칠기(roughness)등의 특성이 개선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다.[20][21] 

ALD 증착 방법은 화학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과 달리 단일 층 수준으로 적층 하는 것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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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비(aspect ratio)의 구조에서도 양질의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 균일성(uniformity) 확보와 정확한 두께 조절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ALD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제한적 표면 반응 (Self-limited surface reaction)의 

형태로 공정이 진행 된 다는 점인데, 전구체 주입 단계에서 

표면상의 각 반응 자리들이 전구체와 반응하게 되며 포화상태에 

도달 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구체 주입 시간에 

따른 사이클당 성장(growth per cycle, GPC)의 거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늘어나도 GPC가 상승 되지 않는 구간을 볼 수 

있다. 이 영역이 반응 자리들이 모두 포화되는 완전 포화(full 

saturation)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ALD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박막을 형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그림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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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 (a) Hf 전구체 주입 시간에 따른 Si과 Pt 기판 위 HfO2 

박막의 증착 거동 (b) 전구체 분자의 이상적인 거동 현상 (c) 전구체 

분자의 실제적인 거동 현상.[19]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완전 포화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실제 거동을 확인해 보면, 금속 전구체의 주입 시간이 

늘어날수록 GPC가 상승하는 포화 전단계[그림 2.10(a)의 서브-(sub),  

슈도-(pseudo) 포화 구간] 구간이 있다. 이 구간에서 GPC는 

전구체의 양이 하부 기판이나 표면 반응 자리를 완벽하게 충분히 

채울 수 없고, 특정 주입 시간에 도달 했을 때 완전 포화에 도달 

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완전 포화상태에 도달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전구체 주입 시간 중 전구체 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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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크기에 의한 배치 방해, 인접 분자 등에 의한 간섭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생성된 반응 부산물 등에 의한 화학적 흡착 자리가 

물리적으로 가려져 후속 전구체 주입시의 화학적 반응을 방해한 

것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완전포화 모습과 실제 

증착의 모습은 그림 2. 12(b)(c)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증착의 경우는 하부 표면(기판 또는 박막)에서 물리적 방해 요소가 

없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 충진율이 높으나, 실제 증착의 경우는 

충진율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전구체 주입 시간을 

충분히 늘려 화학적 반응의 절대양을 늘리고 반응성 증가 및 

부산물들을 원활히 제거할 수 있는 열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해결 

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해 인자들에 의해 ALD 완전 포화구간이 영향을 받아 많은 

전구체 주입시간이 요구되는 이런 현상은 생산성(throughput), 

전구체 소비량, 장치 유지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에 완전 포화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되었으며, 

DFM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 할 수 있다. DFM은 앞에서 언급한 증착 

방해 인자인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잉여의 전구체 분자나 

부산물들을 전구체 주입 중간에 삽입 한 짧은 퍼지를 통해 

제거하면서 진행 하는 방법이다. 그림 2. 13(a)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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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pseudo) 포화 구간내의 전구체 주입단계를 다수의 짧은 

시간으로 세분화하여 공정을 진행 하되 전체 진행 총 시간은 같게 

한다. 즉 기존의 [3초 (전구체 주입) – 20초 (퍼지)]를 [1.5초 (전구체 

주입) – 10초 (퍼지) – 1.5초 (전구체 주입) – 10초(퍼지)]로 나누거나, 

[1초(전구체 주입) – 7초 (퍼지) – 1초(전구체 주입) – 7초(퍼지)]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 개념이다. 그림 2. 13(b)는 DFM으로 진행 시 Hf 

주입 시간 동안 전구체 분자들의 반응 모식도를 보여준다. 중간 

삽입 퍼지(cut-in purge)에서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전구체 

분자들이나 부산물들을 제거시켜 반응 표면에 미반응으로 남아있는 

화학 흡착 자리를 열어주고, 후속의 짧은 전구체 주입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이 자리들을 채우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을 통해 해당 저자의 발표 내용에서는 DFM 적용 시 0.13-0.17 

Å/cycle 수준의 GPC 상승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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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3. (a) DFM 레시피에 대한 세부 모식도 (b) DFM 적용에 

따른 박막 성장 모습 (C) DFM 적용에 따른 GPC 변화 [19] 

 

 

그림 2. 14. 전구체 주입 세분화에 따른 HfO2 박막의 등가산화막 대 

전류밀도 거동.[1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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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연구에서 DFM 적용에 따른 HfO2 박막의 누설전류 특성 

변화는 그림 2. 1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그림은 전구체 주입 

시간 기준으로 슈도 포화(pseudo-saturation) 구간인 3초, 완전 

포화(full saturation) 구간인 15초, 그리고 DFM 조건인 [ (1.5 - 10) x 

2 , (1 - 7) x 3 ] 에 대해서 열처리 온도 각 760도, 1000도에서의 

전류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처리를 진행 

하면서 박막 결정화가 되고 계면 영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등가산화막(EOT) 및 전류밀도(Jg)값이 커지게 되는데, 포화 구간인 

15초에서 진행한 조건과 DFM 조건이 3초 조건 대비 760도에서는 

1오더, 1000도에서는 2오더 정도 낮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구체 주입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박막의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견고히 하여 열적 안정성을 개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DFM 으로 진행 하였을 경우 3초 조건과 동일한 

전구체 총 주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포화 영역의 15초 조건과 

유사한 특성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DFM은 빠른 포화 

구간 도달을 통한 증착 거동 개선 뿐만 아니라, 박막의 밀도 향상 

등을 통해 열적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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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ZO 박막의 Discrete Feeding Method 평가 

3.1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Hf1-xZrxO2(HZO) 박막의 ALD 증착 과정에서 DFM 

방식 적용 시 막질의 특성이 개선 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예상되는 개선점은 DFM 적용을 통한 

미반응성 리간드, 반응 부산물 등의 불순물 제거에 따른 박막의 

밀도 개선으로, 이에 따른 내구성(endurance) 및 결정화 특성 

향상이 예상된다. 이런 개선점을 상세히 비교, 확인하기 위해 현재 

증착 중인 기존 조건의 시편과 DFM 적용 시편 과의 초기 증착 및 

열처리 후의 밀도 비교, 특히 탄소 중심의 불순물 농도 비교,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을 통한 

결정립계 크기 분포 확인, 깊은 준위 천이 분석(Deep Lavel Transient 

Spectroscopy, DLTS) 기법을 활용한 벌크 내 및 계면 트랩 사이트 

비교 등의 특성 비교를 수행 하였다. 이런 박막 내의 근본적인 

특성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실제 전기적 특성이 개선 되는 지 

여부를 분극 전계(P-E) 측정 , 누설전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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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I-V) 측정 , 유전상수(Dielectric Constant) 확인이 가능한 전하 

전압(C-V) 결과치를 토대로 확인 할 수 있었다. 

 HZO 박막에 DFM 적용 실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막질 내 

불순물 감소에 따른 밀도 및 결정화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에 따라 최종적인 전기적 특성이 결정되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탄소의 함유량이다. TEMA- 계열 전구체는 

가운데 금속 원자가 배치 되어 있고, 각 리간드는 금속 원자 주변에 

4개의 질소(N)에 각각 에틸(CH3CH2) 1개, 메틸(CH3)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그림 3. 1]  

 

 

그림 3. 1. TEMA-Zr[(Tetrakis(ethlymethylamino)] 전구체 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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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 증착 과정의 리간드 교환반응에 의해 리간드들은 탈착 되어 

퍼지 단계에서 부산물 형태로 공정 챔버 밖으로 배출 되어 진다. 

이런 불순물들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박막에 잔존해 있는 경우, 

특히 탄소 원자가 박막에 잔존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21-22] 

 Deok. Yong. Cho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HfO2 단일 박막 증착 

과정에서 산화물 반응 소스인 오존(O3)의 농도를 낮추어 극단적으로 

O2만 주입하는 경우, 리간드와의 반응성이 낮아져 많은 탄소 함량이 

박막에 잔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HfO2의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t-phase가 안정화 된다고 보고 하였다.[21] 

K. D. Kim가 발표한 논문 역시 HfO2 증착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탄소 등의 불순물이 증가하고 이 불순물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억제되고 예기치 않은 강유전성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22]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막내 탄소 등의 

불순물은 결정화 과정에서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함 

자리(defect site)등을 생성 하여 박막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통대로 본 연구에서는 DFM 적용을 

통한 박막 내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전기적 특성의 거동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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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절차 

HZO 박막은 습식 산화(wet oxidation) 방식으로 형성한 100nm 

SiO2/Si 기판 위에 DC 반응성 스퍼터를 활용하여 Ti(5nm)/TiN(50nm) 

을 증착 하였다. 여기서 50nm 두께의 TiN은 하부전극으로 사용 

된다. 유전막 HZO는 하부전극 위에 원자단위증착방식(ALD) 

공정으로 증착 되었으며, 증착 온도는 260oC, 금속 전구체는 

Hf[N(C2H5)CH3]4 (TEMA-Hf), Zr[N(C2H5)CH3]4 (TEMA-Zr) 가 사용 

되었으며, 각 해당 전구체 주입 시에는 순수한 자연증기압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닌 Ar 100sccm을 동시에 주입하여 더 많은 source가 

반응 챔버(chamber) 내로 유입 되도록 하였다.(Push Ar) 산화제로는 

오존 생성기에 O2 1350sccm /N2 10sccm 가스를 혼합 시켜 생성하는 

O3(-180g/cm3)을 사용하였다. HfO2 / ZrO2의 사이클 당 성장은 모두 

0.13nm/cycle(TiN 기판 기준)로 거의 동일하여 5 : 5 조성 HZO 

박막은 ALD 사이클의 HfO2 : ZrO2 의 비율을 1 : 1로 고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증착 하였다. DFM 적용 평가는 기본 진행 조건인 

[2.0s (전구체 주입) – 20s (퍼지) – 3.0s (산화제 주입) – 10s 

(퍼지)]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금속 전구체 주입 시간과 두 번째 

단계인 퍼지 단계의 총 진행 시간을 동일하게 한 채 세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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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M-1 조건 [(0.5s (전구체 주입) – 5.0s (퍼지)) x 4 – 3.0s (산화제 

주입) – 10s (퍼지)] , DFM-2 조건 [(1.0s (전구체 주입) – 10s (퍼지)) x 

2 – 3.0s (산화제 주입) – 10s (퍼지)]과 전구체 주입시간의 총량을 

3초로 늘린 DFM-3 조건 [(1.5s (전구체 주입) – 10s (퍼지)) x 2 – 3.0s 

(산화제 주입) – 10s (퍼지)], DFM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전구체 

주입 시간과 퍼지 시간을 모두 2배로 늘린 DFM-4 조건 [(2.0s 

(전구체 주입) – 20s (퍼지)) x 2 – 3.0s (산화제 주입) – 10s (퍼지)]으로 

평가를 진행 하였다.[Table 3. 1] 단 DFM-4 조건 평가 시에는 기존 

조건의 전구체 주입 시간 역시 4초로 동일하게 고정하여, 

실질적으로는 DFM 적용 시 퍼지 시간의 연장에  의한 개선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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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기존 조건과 DFM간의 ALD 전구체 주입 시간 변화.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해 상부 전극 TiN 5nm와 측정 시 접촉 

저항 감소를 위한 Pt 30nm  는 300 ㎛ 홀 직경을 가진 섀도우 

마스크(shadow mask)를 이용한 DC 스퍼터링을 통해 증착 하였다. 

상부전극 증착 후, 박막의 결정화를 위한 급속 열처리 과정(rapid 

thermal anneal)을 진행 하였으며, 이는 N2 분위기에서 시간 30초로 

고정하고 온도는 400/500oC 에서 진행 하였다. 각 시편의 박막 

두께는 분광타원해석기(SE, spectroscopic ellipsometer, J. A. Woolam, 

EC-400)를 활용 하였으며, 밀도 분석은 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XRF, Thermo scientific, Quant’X EDXRF)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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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도(layer density)를 측정하고 상기 두 가지의 결과 값을 통해 

체적 밀도(mass density)를 계산 하였다. 추가로 X-ray 

reflectivity(XRR)의 결과값을 피팅 하여 PDA(Post Deposition Anneal) 

전,후 체적 밀도의 변화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 하였다. 이후 

HZO 박막의 결정 구조와 결정화 여부에 대한 확인은 방사각 입사 

X선 회절 (glancing angle incidence x-ray diffraction, GIXRD, X’pert 

Pro)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각 두께 별 결정립 크기의 대한 

분석은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 S-4800)으로 확인 한 후 Gwydd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정립 크기 분포를 구하였다. 박막 내 두께에 의한 원소 분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특성 분석 센터의 오제 전자 

분광법(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ULVAL PHI-700)을 이용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비행시간형 

이차이온질량분석기(Time of 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TOF-SIMS)를 통해 깊이 분포도(depth profile)에 따른 

벌크와 계면의 탄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확인 하였다. 이후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해 분극-전계(P-V) 와 내구성 측정은 1 kHz의 

주파수에서 강유전성 시험기(TF Analyzer 2000, Aixacct system)를 

활용하였고, 이 때 웨이크업(Wake up)을 위한 전계는 각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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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3MV/cm을 가하였다.  누설 전류 확인을 위한 전류-전압 

측정(I-V)는 임피던스 분석기(HP, Hewlett-Packard 4140B) , 유전상수 

K 값 측정은 10kHz 주파수를 사용하여 HP 4194A 장비로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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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3.3.1 증착 거동 및 밀도 변화 

기존 ALD조건과 DFM을 적용한 조건에 대해 사이클 당 성장량 

(Growth per cycle, GPC)과 밀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HZO 

박막의 형성 과정은 HfO2 / ZrO2 각 단일 박막이 1 : 1 순서로 교차 

진행을 하면서 증착 하는데, 이때 각 단일 막의 사이클 수 조정을 

통해 HZO 내의 Hf : Zr의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DFM의 조건은 

HfO2 / ZrO2 각 단일 박막 증착 시 모두 적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GPC는 측정된 두께 값을 진행 사이클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면밀도, 두께는 각각 3. 2 절에서 언급한 XRF, SE 장치를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 부피(cm3)에 대한 체적 밀도(mass density)는 

위에서 측정 된 면밀도(layer density)를 두께로 나눈 계산값을 통해 

확인 하였다. 

각 조건 별 GPC의 변화값은 그림 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구체 주입 시간의 총 시간을 2초, 3초, 4초로 고정했을 때 기존 

조건과 DFM 조건과의 GPC 변화 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DFM 

적용 시 기존 논문과 유사하게 GPC가 0.2 – 0.4 Å/cycle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전구체 주입 중 삽입 퍼지(insert purg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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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물리적으로 흡착된 전구체나 반응 부산물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진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림 3. 2] 

 

 

   

그림 3. 2. 조건 별 사이클당 성장량(GPC)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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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DFM을 통해 세분화한 

전구체 주입 시간인 1.0 - 2.0초는 모두 ALD 거동에서 슈도  

포화(pseudo) 포화 영역에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주입되는 양이 적은 서브 포화(sub-saturation) 구간에 시간이 

위치 하였을 경우 물리적으로 흡착되는 전구체의 양이 적어 삽입 

퍼지의 효과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불순물이나 반응 부산물이 

포함된  비균일한 막질의  성장 거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3. 2의 0.5초 조건인 DFM1의 가장 높은 GPC 1.71 

Å/cycle로 설명 될 수 있다. 즉 전구체 주입 시간이 슈도 포화 

구간에 있어야 함은 DFM 진행에 있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2.2.3절에서 설명한 Tae Joo Park의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해당 논문에서 DFM의 주입시간을 가장 짧게 

0.5초로 주입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GPC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저자는 짧은 주입시간에 따른 스크리닝 효과를 야기하는 방해 

요소들의 절대량이 적어 퍼지 효과의 감소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증착 방식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이러한 

현상을 관찰 해 보면, 본 연구에 사용한 방식은 전구체의 순수 

자연증기압에 의존하는 것 외에 반응 챔버에 유입되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Ar 100sccm을 동시에 주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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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한다.(Push Ar) 그림 3. 3는 순수하게 자연증기압에 

의존하는 방식(Vapor @ HZO)과 Push Ar 형태, Push Ar + DFM 

방식에 대한 GPC 거동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 3. (a) 순수 자연 증기압, Push Ar, Push Ar + DFM 조건 별 

GPC 거동 모습. (b) 자연 증기압 방식과 Push Ar 방식의 증착 

모식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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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결과를 토대로 순수한 자연증기압 방식의 경우는 기존에 

설명 되어진 ALD 3가지 포화 영역의 거동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Push Ar의 경우는 짧은 전구체 주입 시간에서도 

유입되는 양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동 때문에 

기존에 설명되어 졌던 서브 포화 영역 시간에서 전구체의 주입량이 

적은 것 만으로는 GPC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이 현상은 Push 

Ar에 의해 주입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Ar에 의해 

퍼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Push Ar 방식은 

주입량 증가와 퍼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자연증기압 

방식의 주입시간 2초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초전에는 

주입량 증가 효과가 지배적으로 GPC가 증가되고, 2초 이후부터는 

Push Ar에서 주입 시간에 따른 GPC 증가폭이 자연증기압 방식보다 

작은 것을 통해 퍼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DFM1 조건의 0.5초 주입시간에서 높은 GPC 증가는 

상대적으로 주입되는 양의 감소와 함께 Push Ar의 퍼지 효과가 

동시에 감소되면서, 비균일성의 박막이 형성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또한 Push Ar 형태는 짧은 시간부터 GPC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슈도 포화 영역의 형태로 포화구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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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DFM을 통한 박막의 밀도 변화에 대한 검증을 진행 하였으며, 

비교 대상은 전구체 총 주입 시간은 3초로 동일하게 하여 기존 

조건 조건[전구체 주입 3초 – 퍼지 20초 – 산화제 O3 주입 3초 – 

퍼지 10초]과 DFM[전구체 주입 1.5초 – 퍼지 10초) x 2회 – 산화제 

O3 주입 3초 – 퍼지 10초] 로 비교를 하였다.[그림 3. 4] 

 

그림 3. 4. 기존, DFM조건 별 열처리에 따른 면밀도 변화 경향 

 

과거 문헌등을 통해 DFM 적용 시 막질 내의 밀도 증가를 예상 

하였으나[20], 실제 면 밀도를 측정 해 본 결과 기존 조건 대비 평균 

-0.1 ㎍/cm2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이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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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post deposition anneal, PDA)  500도 이후는 반대로 +0.1 

㎍/cm2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열처리 진행에 

따른 결정화 과정에서 막질의 치밀도가 DFM 조건이 다소 커지는 

경향을 확인 하였으며, 이 경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체적 

밀도(g/cm3)를 위에서 측정한 면밀도와 두께를 통해 계산 해 보았다. 

 

 

그림 3. 5. 기존, DFM 조건 별 PDA 열처리에 따른 체적밀도 변화 

 

 그림 3. 5를 통해 기존 조건, DFM간 체적 밀도 변화를 확인 해 

보았을 시 열처리 전,후에 따른 밀도 변화 값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처리를 하게 되면 두께는 수축(shrinkage)되고 

면밀도는 증가하게 되어 체적 밀도가 커지게 되는데, 이 변화값이 

DFM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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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변화 량은 평균 0.56g/cm3 , DFM 조건의 경우 평균 

0.83g/cm3으로 +0.27g/cm3 수준의 체적 밀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 6. 기존, DFM 조건 별 XRR 측정 결과 

 

추가로 이런 경향에 대한 두께, 면밀도를 통한 계산값이 아닌 직접 

체적 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XRR 측정을 병행 진행 하였다.[그림3. 

6] XRR을 통한 체적 밀도를 확인 한 결과 열처리 전 기존조건 : 

8.896g/cm3 , DFM : 8.174g/cm3으로 그림 3. 4, 그림 3. 5에서 확인 

한 것과 유사하게 열처리 전 DFM의 밀도가 낮게 나왔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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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도 열처리 후 측정 결과 기존조건 : 9.122g/cm3 ,  DFM : 

9.376g/cm3으로 변화량은 기존조건 : +0.226g/cm3 , DFM : 

+1.202g/cm3으로 DFM 조건이 기존 조건 대비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주장했던 DFM 

적용 시 초기 증착(as_dep)시 밀도의 증가에 따른 특성 강화와 

상이하게 나온 것으로 이에 따른 HZO 박막에 맞는 추가 

메커니즘(mechanism) 분석이 필요하였다.  

지금까지 나온 밀도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DFM 진행 시 

초기 증착 상태에서는 공공(vacancy)등이 많은 다공성(porous)형태로 

증착 된 후,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더 치밀한 결정화가 진행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3. 7] 이러한 이유는 결정화를 방해하는 

인자인 탄소(carbon)등의 불순물이 DFM 진행 과정에서 제거 되고 

채워지지 않은 채 공공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박막 내 잔존해 있는 탄소는 산소(oxygen)와 결합하여 C-O 

결합을 유지하다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외부로의 확산이 진행 

되면서 박막의 밀도가 낮아지지만, DFM으로 진행 시에는 이러한 

산소의 부족현상이 없고 탄소에 의한 결정화 방해가 없기 때문에 

더 치밀한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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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HZO막의 DFM 적용에 따른 박막 증착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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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불순물 농도 분석 및 트랩 사이트 비교 

 HZO 박막 내 탄소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을 시, 결정화의 방해 

인자로 작용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21-22] 탄소는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 시켜 정방정계상(tetragonal, t-phase) 상을 안정화 

시키고 결함(defect)를 생성하여 박막의 강유전성 특성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7 에서 설명한 HZO 박막에 맞는 DFM 

거동의 메커니즘의 정확성을 확인 하기 위해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시편 제작은 SiO2 기판 위에 

동일한 전구체 총 주입시간 3초를 기준으로 전구체 주입 / 퍼지 

시간을 기존 조건[3.0초-20초] , DFM[(1.0초-7초)x3], DFM[(1.5초-

10초)x2]인 3가지로 진행 하였으며, 박막 내의 두께에 따른 원소간 

비율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일반적인 10nm 이하 두께가 아닌 

20nm의 두꺼운 두께로 증착 하였다. 또한 전구체 주입과 동시에 

주입하는 Push Ar의 퍼지 효과가 아닌 순수한 DFM만의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전구체 주입의 형태는 순수 자연 증기압에 

의존하여 진행 하였다. 분석 결과 HZO 박막 내 탄소 농도 기준, 

기존 조건 : 3.86%, DFM[(1.0초-7초)x3] : 3.43%, DFM[(1.5초-10초)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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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로 DFM 1.0초 조건에서 -0.43%, DFM 1.5초 조건에서 -

1.01%로 탄소의 농도가 낮게 나왔으며, 특히 전구체 주입시간 1.0초 

대비 1.5초에서 더 농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3. 3. 

1절에서 설명한 짧은 전구체 주입시간, 즉 서브 포화(sub 

saturation)에 가까울수록 퍼지 효과의 감소로 불순물 제거 효과가 

감소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림 3. 8. 기존, DFM 조건 간 AE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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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 내 탄소 불순물 함유량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상기에서 

언급한 AES 분석 외 비행시간형 이차이온 질량 분석기법(Time of 

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TOF-SIMS)을 통해 깊이 

분포(depth profile)에 따른 벌크와 계면 영역의 탄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확인 하였다.[그림 3. 9] 해당 기법은 수 keV 에너지를 

가지는 일차 이온을 재료의 표면에 충돌시켜,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온화된 입자들의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스퍼터링(sputtering) 공정을 진행하면서 박막 내의 원소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분석 시편의 제작 조건은 AES 분석에서의 순수 

자연증기압 방식이 아닌 TOF-SIMS 기법의 높은 탄소 원소의 

해상력을 활용하여 Push Ar 상태에서의 개선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두께는 기존, DFM 조건 각각 8.5nm, 8.3nm 로 증착 

하였으며, 전구체 주입/퍼지 시간은 기존 조건[3.0 초-20 초] , 

DFM[(1.5 초-10 초)x2] 으로 총 시간은 동일하게 하였다. 조건 별 

깊이 분포도의 상대 적인 단순 비교는 각 시편의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각 시편내의 HfO2 와 탄소의 강도(Intensity)의 

비율로 함유량을 유추 하였다. 벌크 영역(스퍼터링 시간 200 분)에서 

탄소의 비율은 기존 11.2%, DFM 조건 9.7%로 1.5%정도 DFM 

조건에서 탄소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하부 



60 

TiN 전극 과의 계면 영역의 경우는 기존 조건 7.2%, DFM 조건 

7.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계면 영역의 

경우는 하부 TiN 표면의 상태와 증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변수 요인이 많아 벌크 영역에서의 탄소 농도의 비교 

결과값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1 

 

0 100 200 300 400 500 600

10
3

10
4

 

 

In
te

n
s

it
y

[C
o

u
n

ts
]

Sputter time(min)

 BASE_TiN-

 DFM_TiN-

 BASE_HfO2

 DFM_HfO2

 BASE_ZrO2

 DFM_ZrO2

 BASE_C-

 DFM_C-

Bulk Interface

 

 

그림 3. 9. 기존, DFM 조건 간 비행시간형 이차이온 질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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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O 박막 내 탄소 AES, TOF-SIMS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박막 내 

및 계면의 결함 수의 개선이 있는지를 깊은 준위 천이 분석(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 DLTS) 기법을 사용해 추가 검증을 해 

보았다. 해당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결함 밀도를 측정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속-절연체-반도체(Metal-Insulator-Semiconductor, 

MIS) 구조에서 바이어스 조건을 ‘역방향-순방향-역방향’순으로 

변경할 때 정전용량은 ‘반전-축적-반전의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 

때 처음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 했을 때는 계면과 벌크/계면 트랩 

사이트에서 다수의 캐리어 들이 방출,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벌크/계면 트랩 사이트에서 다수의 캐리어들이 포획, 다시 역방향 

바이어스로 돌아올 때 캐리어들이 재차 방출 되게 되는데, 이 때 

포획된 캐리어 밀도 수준 만큼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통해 

박막과 계면의 트랩 사이트를 산출 하는 방법이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10] 벌크 내 트랩의 밀도를 확인 해 보면 온도 

300K 기준으로 기존 조건 3.91 x 1014/cm3, DFM 조건은 6.58 x 

1013/cm3 으로 DFM의 트랩 개수가 ~1오더 수준으로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계면 트랩의 밀도 역시 기존 조건 1.15 x 

1012/cm3 , DFM 조건 4.58 x 1011/cm3으로 DFM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법을 토대로 트랩의 에너지 준위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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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데, 가전자대 최소값(VBM)을 기준으로 기존 조건 0.31eV , 

DFM 조건 0.27eV로 기존 조건의 트랩 에너지 준위가 더 깊은 

것(deep)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막 내 탄소 농도와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DFM 조건에서 박막 내 탄소 및 결함의 

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10.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결과. (a) 벌크 트랩 밀도, (b) 

가전자대 최소값과 에너지 준위 차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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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결정상 및 결정립 크기 비교 

 DFM 적용에 따른 불순물 농도 감소가 실제 박막 내의 결정상의 

변화와 결정립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진행 하였다. HZO 

박막의 결정상을 확인 방법은 방사각 입사 X선 회절 (glancing 

angle incidence x-ray diffraction, GIXRD, X’pert Pro)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HZO 박막의 XRD 분석은 m-, t-, o- phase의 

분석에 이용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2Θ = 27-33도의 영역에서 m-

phase <-> t/o-phase 간의 피크치의 상대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2. 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극 특성을 가진 

직방정계(o-phase)는 가장 안정한 단사정계(m-phase) 와 직방정계(t-

phase) 사이의 준안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림 3. 11는 HZO 5:5 조성에서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일반적인 

안정상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17]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m-phase의 피크치가 올라가고 o-phase의 

피크치가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2. 2.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동적 장벽(kinetic barrier) 

을 극복하여 안정상인 m-phase로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 되어 진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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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 열처리 온도에 따른 9.2nm Hf0.5Zr0.5O2 박막 XRD 결과  

DFM 적용에 따른 열처리 전 초기 증착(as_dep) 상태에서 결정상을 

확인하였다.[그림 3. 12] 260도에서 증착한 기존 조건과 DFM 각 

5nm / 10nm에서 비교 한 결과 m-, o- , t- phase 모두 유의차가 

없었다. HZO 박막의 일반적인 결정화 온도는 400 – 500도 사이 

이므로 단순 증착 온도인 260도에서는 완전한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10nm두께가 5nm대비 o- , t- 상의 피크가 높아지는 것을 

보아 두꺼운 두께가 결정화에 유리한 방향인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조건과 DFM간의 피크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처리 전에는 막질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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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 5nm / 10nm두께의 조건 별 결정화 전 XRD 분석 결과 

 

그림 3. 13. (a) 실리콘 기판 위 증착 한 HZO 박막의 XRD 결과. (b) 

2Θ = 27도 – 33도 확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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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후에는 DFM 적용에 따른 결정상의 특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3. 13] 해당 시편은 Si 기판 위에 9.0nm로 증착한 

박막으로 열처리는 400도에서 진행 하였다. 기존 조건은 전구체 

주입 시간이 2초[BASE_F2.0], 3초[BASE_F3.0]로 제작하였으며, DFM 

조건은 [1.5초(전구체 주입) – 10초(퍼지)] x 2로 이 외 산화제 주입 

및 산화제 주입 이후 퍼지 시간은 동일하다. XRD 확인 결과 m(-111) 

영역인 2Θ = 28.5도에서 DFM 조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반대로 o- / t- 상 영역인 2Θ = 30.5도에서는 DFM이 가장 

높은 피크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DFM 적용 시 가장 안정상인 

단사정계(m-phase)의 억제 효과가 있으며, 분극상인 사방정계(o-

phase)의 형성에 유리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을 

통한 각 조건에 대한 결정립 크기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그림 

3. 14] 두께는 5nm – 10nm, 증착 조건은 기존 조건의 경우 

[4.0초(전구체 주입) – 퍼지 20초], DFM의 경우 [2.0초(전구체 주입) – 

20초(퍼지)] x 2로 진행 하였다. 참고로 해당 조건은 DFM의 삽입 

퍼지 시간이 기존 조건 대비 2배 길다.(기존 조건 : 20초 , DFM 

조건 : 40초) 이는 DFM의 효과를 극대화 해서 검증 하기 

위함이었으며, 후속 열처리는 500도에서 진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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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 두께에 조건 별 결정립 크기 분포도 

 

결정립계 분포도 확인 결과 높은 두께 9nm / 10nm에서는 기존 

조건과 DFM간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7nm 이하부터는 DFM의 

결정립 크기가 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7nm에서는 기존 조건 : 

6.23nm , DFM 조건 : 6.78nm(+0.55nm). 6nm에서는 기존 조건 : 

6.02nm , DFM 조건 : 6.79nm(+0.77nm). 5nm에서는 기존 조건 : 

6.39nm, DFM 조건 : 7.47(+1.08nm)로 두께가 낮아 질수록 DFM의 

결정립 크기 증가도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탄소가 

잔존 해 있는 경우 결정립 성장을 방해한다는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DFM을 통한 탄소 등의 불순물 제거 효과로 추정하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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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에서 경향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림 3. 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두께에서 결정화가 잘 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정립의 크기는 2. 2.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정상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자로, 크기가 작아 질수록 표면/계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t-phase가 안정화가 된다. 하지만 DFM 적용 시 낮은 

두께에서 결정립이 커지는 이러한 현상은 o-phase -> t-phase로의 

상전이를 억제 시켜 o-phase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낮은 

두께에서 강유전성 특성이 더욱 잘 나타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극값(Polarization, Pr)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XRD를 통한 결정상 형성 측면에서 

DFM의 영향성은 열처리 후에 나타나며, 9nm두께에서 XRD분석 상 

m-phase의 형성을 억제 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결정립 

크기에 근거하여 탄소 불순물 제거에 따른 7nm이하의 두께에서 

DFM 조건의 결정립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DFM 

진행을 통해 m-phase의 억제와 o-phase의 형성에 기여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림 3. 14에서 언급한 

각 두께 별 XRD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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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 및 토의 

3절에서 설명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HZO에 DFM 적용 시 탄소 

등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고, 그 결과 박막의 밀도 변화폭이 

열처리 후 기존 조건 대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정화 

진행 시 더 잘  치밀화(densification)가 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두께가 낮은 구간에서 결정립이 커지면서 o-phase에서 

t-phase로의 상전이가 억제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극-전계(polarization-electric field), 유전율-전계(εr – electric 

field), 전류-전계(current-electric field), 내구성(endurance) 등의 

측정을 통해 실제 박막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4.1 전기적 특성 비교 분석 

 전기적 특성 비교를 위해 분극-전계(polarization-electric field)에 

대한 거동을 확인 하였다. 이 때 측정 바이어스는 1Khz 주파수에서 

4MV/cm , 웨이크 업(wake up) 거동을 위한 바이어스는 100kHz 

주파수에서 3MV/cm x 105사이클을 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전구체 주입 시간 2초 기준부터 비교를 하였으며, 해당 시편은 

기존 조건 [2.0초(전구체 주입)-20초(퍼지)], DFM1 [0.5초(전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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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5초(퍼지)] x 4 , DFM2 [1.0초(전구체 주입)-10초(퍼지)] x 2로 

진행 하였으며 이 외 산화제 오존 주입 및 이후 퍼지 시간은 

동일하다. 이후 열처리는 각 400도/500도 질소 분위기 30초로 진행 

하였다. 전계에 따른 분극 거동은 그림 3. 15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조건과 DFM간에 큰 유의차가 없이 나왔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총 전구체 주입 시간 2초를 각 0.5초 , 

1.0초로 나누어 주입 할 경우 DFM에 의한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3. 3.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입 시간이 짧으면 

퍼지 효과가 감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0.5초로 

가장 짧은 DFM1 조건에서 Pr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근거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15. 전구체 주입시간 2초 기준 분극-전계 이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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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추가 평가는 DFM의 주입 시간만 1.5초로 상향시키고 진행 

하였다. 즉 DFM3 [1.5초(전구체 주입)-10초(퍼지)] x 2로 총 전구체 

주입 시간이 총 3초로 기존 조건 2초 보다 1초 높게 진행을 

함으로서, DFM의 전구체 주입 시간을 증가 시켰을 시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림 3. 16. 전구체 주입시간 차이(기존 조건 : 2초, DFM 조건 : 

3초)에 따른 분극 이력 곡선 및 전류-전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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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에서 보여지듯이 DFM의 전구체 주입 시간을 0.5, 

1.0초에서 1.5초로 증가 시켰을 시 뚜렷한 개선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400도 열처리 기준 2Pr 값 기준, 기존 조건 : 32.0 μC/cm2, 

DFM 조건 : 36.9 μC/cm2(+4.9 μC/cm2), 500도 열처리 기준 기존 

조건 : 17.1 μC/cm2, DFM 조건 24.5 μC/cm2(+7.4 μC/cm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r값의 증가를 통해 DFM의 

전구체 주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주장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구체 총 주입시간을 3초로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두께에 따른 분극 이력 곡선을 확인해 보았다. 진행 

조건은 기존 조건: [3.0초(전구체 주입) – 20초(퍼지)], DFM3: 

[1.5초(전구체 주입) - 10초(퍼지)] x 2로 진행 하였으며, 이 외 산화제 

주입 및 이후 퍼지 시간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각각의 두께 5-

8nm에 대해 열처리 400도/500도 진행 후 측정 한 결과, 두꺼운 

두께인 7, 8nm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분극 값이 나왔으나, 6nm의 

낮은 두께에서 400도/500도 모두 DFM 조건이 0MV/cm에서 2Pr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 17] 6nm, 400도 열처리 

기준 2Pr 값은 기존 조건 : 1.54 μC/cm2, DFM 조건 : 

8.94μC/cm2(+7.4μC/cm2), 6nm 500도 조건에서는 기존 조건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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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C/cm2, DFM 조건 : 24.20 μC/cm2 (+16.23μC/cm2)으로 강유전성 

특성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값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낮은 두께에서는 

박막 내 응력(stress)의 증가, 기판과의 계면 에너지 차이 그리고 

벌크 상태의 원자 정렬을 따라가지 못해 결정화가 잘 진행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께를 하향할수록 결정화 특성 확보가 중요한데, 

DFM이 6nm 수준에서 2Pr값이 확보되는 것은 낮은 두께에서 결정 

특성이 우수한 것이 이유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400도, 5nm 

조건에서는 낮은 열처리 온도와 얇은 두께에 의해 두 조건 모두 

결정화가 되지 않았으나, 특히 500도, 5nm에서는 결정화가 되고 

DFM 조건의 분극값이 큰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500도 열처리 

조건의 5nm, 6nm 조건에서 기존 조건의 분극 이력 곡선이 양의 

방향(+) 으로 이동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임프린트(imprint) 현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산소 공공 내지는 

결함(defect)에 의한 도메인 피닝(domain pinning)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DFM에서는 이런 임프린트 현상이 완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정화에 우수한 특성이 나오는 원인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소등과 같은 결정화 방해 요소를 DFM을 통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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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건 

최적화를 통한 6nm이하의 더 낮은 두께에서 결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17. (a) 전구체 총 주입 시간 3초 기준 열처리 온도 및 

두께에 따른 분극 이력 곡선. (b) 각 두께에 대한 2Pr 값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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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막질의 동일 조건에서 누설 전류(leakage current) 확인을 

위해 전류 밀도 – 전계(Current density – Electric field) 값을 확인 

하였다.[그림 3. 18] 

 

그림 3. 18. 두께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전류 밀도 – 전계 그래프 

7nm에서는 400도 / 500도 모두 기존 조건, DFM간의 유의차는 

없는 수준이나, 6nm에서 DFM이 미약하게 전류 밀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00도 열처리 +0.8V 수준인 1.16MV/cm 기준, 

기존 조건 : 2.3x10-7A/cm2, DFM 조건 : 5.5x10-8A/cm2] 일반적으로 

누설 전류는 물리적 두께, 결정립 크기, 막질의 응력(stress)강도, 

결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6nm에서 누설전류가 낮게 

나오는 것은 해당 구간에서 3. 3. 2절에서 언급한 깊은 준위 천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DFM의 트랩 사이트가 적은 점, 그리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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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 언급한 결정립의 크기 증가에 따른 결정립계(grain 

boundary) 감소의 효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 외 400도, 5nm 

조건의 +2MV/cm 근처에서 전류 밀도 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 

현상이 양의 바이어스 값에 의해서만 발생하기에 시편 제작 

과정에서 하부 전극(TiN)의 계면 문제로 추정된다. 500도, 5nm의 

전류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낮은 두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가해짐에 따라 박막에 전계 응력이 가해진 

결과로 판단되어 진다. 이 결과 들을 토대로 DFM의 누설전류에 

대한 막질 특성이 미약하게 양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19은 전구체 주입 4초 조건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유전 

상수-전계(dielectric constant-electric field) 그래프이다. 이 결과값을 

토대로  2. 2. 3절에서 언급한 HZO 5:5 조성 박막의 MPB 현상이 

동일하게 발현되는 지를 확인하고, 분극-전계 이력 곡선에서 확인 

한 결정성의 우수성이 실제 유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열처리 온도 400도에서 기존 조건은 8nm 부터, 

DFM 조건은 7nm 부터 결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낮은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더 낮은 두께의 결정화가 보이는 것은 

DFM에서 결정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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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체 유전 상수의 그래프는 항전기장(Ec)에서 분극 역전 

현상에 의해 유전 상수의 피크가 급격히 상승 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분극의 역전(polarization switching)현상을 

이용한 보상 전하(compensated charge) 구간으로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 피크치에 대해서는 400도 열처리 7, 8nm에서 기존 

조건 대비 DFM의 조건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XRD 결과를 통한 m-phase 억제와 o-phase 증가에 따른 

강유전성 특성이 향상 된 것과 결정화가 잘 되기 때문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크치 상승을 제외하고 순수 막질의 상태에 

따른 유전 상수 값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를 백그라운드 

유전 상수(background dielectric constant)라고 한다. 그래프에서 

주어진 전계의 최대치인 ±4MV/cm 지점에서 이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데 10nm 에서는 두 열처리 조건 모두 동등 수준을 보이다 

두께가 낮아지면서 DFM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낮은 두께에서 DFM 조건의 높은 결정성 및 낮은 결함에 의해 

유전율의 우수한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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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 (a) 400도 열처리, 전구체 주입 4초 조건의 두께에 따른 

유전상수-전계 거동. (b) 500도 열처리 전구체 주입 4초 조건의 

두께에 따른 유전상수-전계 거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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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내구성(Endurance) 특성 비교 분석 

 도핑 된 HfO2 박막의 중요한 특성 중에는 가해지는 전계의 

사이클 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웨이크업(wake up) 효과와 

피로(fatigue) 현상이 있다.[23] 웨이크업 현상은 박막 증착 직후 

초기(pristine) 상태에서 (+),(-) 방향의 전계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잔류 분극의 값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 한다. 이러한 특성은  

박막 내 존재하는 산소 공공(oxygen  vacancy)의 확산 및 재분배에 

의해 내부 전계(built-in bias field)가 줄어들고, 추가로 계면영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던 t-phase가 전계에 의해 강유전성의 o-

phase로의 상전이가 되면서 분극 역전 현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계가 가해지게 되면 특정 

한계점을 넘어 가면서부터는 잔류 분극 값이 줄어드는 피로 현상이 

발생한다.[그림 3. 20] 이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전계에 의해 계면 

등에 결함이 생성되고, 이 결함에 의해 FE 도메인 피닝(pinning)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피로 현상은 강유전성의 저하 

뿐만 아니라 결함에 관련된 유전율, 누설전류의 열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박막의 신뢰성(reliability)를 저하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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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 도핑된 HfO2 박막의 전계 사이클 수 증가에 따른 

웨이크업(wake up) 및 피로(fatigue) 현상[23] 

 

 

 



82 

내구성(endurance) 시험은 박막에 100 Khz의 전기 주파수에서 

3MV/cm의 전계를 가하면서 109 cycle까지 진행을 하였다. 평가 

시편으로는 3. 4. 1 절에서 언급한 낮은 두께에서 강유전성의 차이가 

보였던 각 400도/500도 열처리한 6nm 시편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DFM을 통해 낮은 두께에서 향상 되었던 잔류 분극 값(2Pr)이 전계 

사이클링 동안 피로나 항복 현상(break down) 없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6nm 400도 열처리 결과[그림 3. 21], 6nm 500도 열처리 결과[그림 

3. 22] 모두 유사한 결과치를 확인 하였다. 측정한 모든 시편에서 

항복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DFM으로 진행 한 시편들의 경우 

강유전성을 유지하면서 피로 현상 없이 109 사이클 까지 유지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400도 열처리 조건의 105 사이클에서 다른 

조건과 달리 2Pr값이 커지는 웨이크업 거동이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DFM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들의 경우, 일부 

결정화가 진행 된 시편에서는 피로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정화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는 낮은 분극값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DFM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극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로 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 한 것에 내구성 평가의 가장 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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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내구성 특성의 개선은 강유전체 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유전체 램의 경우 분극의 역전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전기장(coercive, Ec) 이상의 높은 전계 영역이 

가해 져야 하기 때문이다. DFM의 이러한 내구성 특성의 유리한 

거동은 특히 낮은 두께에서 박막의 특성을 유지 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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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1. 6nm HZO 박막의 열처리 400도 후 조건 별 내구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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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2. 6nm HZO 박막의 열처리 500도 후 조건 별 내구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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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유전체 재료로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HZO막의 

특성을 향상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실험 방법은 ALD 전구

체 주입 단계에 분할 주입 방식(Discrete Feeding Method, DFM)을 

적용한 것으로, 원리는 전구체 주입 사이에 삽입 퍼지를 추가하여 

전구체 주입과 동시에 증착을 방해하는 인자들을 제거하면서 진행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증착 초기 흡착율 증가 및 원자 충진율의 

향상으로 막질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로 DFM 적용에 따른 박막 내 밀도, 불순물, 결정상, 결함을 

분석하여 박막의 본질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밀도 

변화의 경우 결정화 과정에서 DFM 조건의 체적 밀도 증가량이 높

은 것을 통해 막질의 치밀화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HZO막에 맞는 DFM 거동 메커니즘을 제시 하였다. 이

러한 결정성의 증가 원인은 박막 내 탄소의 농도가 AES 분석 결과-

1.01% 정도 낮기 때문으로 이러한 낮은 탄소 농도에 기인하여 낮은 

두께에서 결정립 크기를 증가 시키고, 이를 통해 두께가 낮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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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t-phase -> o-phase로의 상전이가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박막 특성 개선이 실제 전기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으며, 분극-전계 이력 곡선의 거동을 통해 

6nm 수준의 낮은 두께에서 분극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는 DFM적용에 따른 결정성이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정화의 장점 외 결함이나 트랩 사이트 수 측면에서 유리한 

DFM은  누설전류와 유전율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또한 내구성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극값을 유지하면서

피로나 항복 현상 없이 109사이클까지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DFM을 통한 HZO 박막의 개선을 확인 하였고, 특히 

6nm 수준에서 강유전성이 나오는 점과 내구성의 개선이 보이는 점

은 향후 5nm 수준까지 스케일링을 함에 있어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극

한의 두께에 따른 결정상 확인과 열처리 온도의 폭을 넓혀서 하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며, 이런 결과들을 통한 지속

적인 DFM 조건 최적화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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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first report of ferroelectric(FE) characteristics in HfO2 thin film 

with silicon added fluorite oxide structure through NaMlab, Germany in 2011, 

activ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utilizing non-volatie ferroelectric 

memory(FeRAM) and ferroelectric field effect transistors(FeFET). The reason 

why HfO2 based ferroelectric mate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 is because the 

exhibit excellent properties as a novel alternative to the perovskite structure. 

The conventional perovskite structure requires a high thickness of 100nm or 

more to secure leakage current due to low bandgap energy(3.3eV), whereas 

HfO2, a fluorite structure, has a relatively high bandgap energy(5.7eV), 

resulting in ferroelectric properties even at a thin 10nm thickness. This is 

advantageous for the integr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in 3D structures as 

DRAM capacitors and vertical stacked structure.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HfO2 ferroelectric properties is doping. 

Recently, HfO2-ZrO2 solid solution(HZO) thin films have been proven to be 

superior. Zr has similar atomic properties to Hf and can stabilize the high 

dielectric constant tetragonal(t-phase) or orthorhombic phase(o-phase) over a 

wide composition range(~50%). In additio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low crystallization temperature(400-500 ℃), high maturit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iN can be used as an electrode. It is expected to 

be a promising material. 

 However, further improvement is required in HZO films. Typically, 

endurance deterioration due to polarization switching, which is inherent to 

ferroelectrics, is required, and in order to achieve a physical thickness of 5 nm, 

high crystallization characteristics must be secured even at a low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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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utilizes a new ALD deposition method, Discrete Feeding Method(DFM) 

to further enhanc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HZO this films. DFM method inserts 

and refines the purge between the precursor feeding step of the conventional atomic 

layer deposition(ALD). This new method removes impurities and byproducts during 

the precursor feeding step to increase the initial chemisorption efficiency and surface 

fill rate.  

 In this study, various analyze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density change and the 

impurity reduction in the thin film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bon content in 

the film was reduced by 1.0%. This impurity reduction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intrinsic properties of the film quality, such as an increase mass density after anneal, 

increase grain size, and a decrease in bulk/surface trap sit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rovement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ielectric constant and endurance 

was confirme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hysical thickness up to 5nm by confirming that the polarization value is increased 

through stabilization of the o-phase due to the improvement of crystallization 

characteristics at the lower thickness of less than 6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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