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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omic layer deposition(ALD) is a promising deposition method and has been studied and used in many different

areas, such as display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solar cells. This method, which is based on a self-limiting growth

mechanism, facilitates precise control of film thickness at an atomic level and enables deposition on large and three

dimensionally complex surfaces. For instance, ALD technology is very useful for 3D and high aspect ratio structures such a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 and other non-volatile memories(NVMs). In addition, a variety of materials can be

deposited using ALD, oxides, nitrides, sulfides, metals, and so on. In conventional ALD, the source and reactant are pulsed

into the reaction chamber alternately, one at a time, separated by purging or evacuation periods. Thermal ALD and metal organic

ALD are also used, but these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urthermore, plasma-enhanced ALD has come into

the spotlight because it has more freedom in processing conditions; it uses highly reactive radicals and ions and for a wider

range of material properties than the conventional thermal ALD, which uses H2O and O3 as an oxygen reactant. However, the

throughput is still a challenge for a current time divided ALD system. Therefore, a new concept of ALD, fast ALD or spatial

ALD, which separate half-reactions spatially, has been extensively under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se various

kinds of ALD equipment, possible materials using ALD, and recent ALD research applications mainly focused on materials

required in microelectronics.

Key words atomic layer deposition, self-limiting, surface reaction, spatial ALD.

1. 서  론

원자층증착 기술(ALD: Atomic Layer Deposition)은

1970년대 중반 핀란드의 Suntola 그룹에 의하여 원자층

에피택시(ALE: Atomic Layer Epitaxy)라는 이름으로 제

안되었으며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1,2) 최초

로 적용된 원자층증착 기술의 응용분야는 박막의 전기

발광(TFEL: Thin film Electro-Luminescent) 평판 디스

플레이에 사용되는 고품위 절연막의 필요에 의해서였으

며 대면적 기판에 높은 절연 내력과 적은 결함 밀도를

지닌 균일한 절연층의 성공적인 형성이 가능하였다. 그

래서 1980년대 초 박막의 전기발광 평판 디스플레이 산

업에 원자층증착 기술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후 원자층

에피택시 혹은 원자층증착 기술은 화합물 반도체(특히 III-

V족 화합물)의 에피택시 성장과 Si계 박막 증착 등에 대

한 폭넓은 연구에 의해 다수의 우수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었으며 산업계에서도 그 결과의 응용 가능성에 주목

하였다.3-5) 한편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한 에피택시가 아닌

박막 형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광학기기, 보

호막, 가스센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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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다.6) 특히 반도체의 경우 소자의 크기가 집적 디

자인 룰에 비례하여 끊임없이 감소함에 따라 높은 종횡비

(aspect ratio)가 요구되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제작에 있어 원자층증착 기술은 주목 받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실제 적용을 위한 연구에 의해 이제는 가

장 중요한 박막증착 공정이 되었다. 최근 원자층증착 기

술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촉매, 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박막을 증착하는 핵심 기술로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원자층증착 기술은 박막 형성을 위하여 2개의 표면반

응이 교대로 일어나는 하나의 화학기상증착법(CVD: Che-

mical Vapor Deposition)이다. 그러나 화학기상증착법과

달리 원자층증착 기술은 기판 표면을 전구체(precursor)

와 반응체(reactant)에 순차적으로 노출시키며 2개의 표

면반응을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Ar) 또는 질소(N2) 가스

등을 이용하여 분리한다. 기판의 표면은 전구체(또는 반

응체) 노출 단계에 의하여 각각의 반응이 포화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기제한적인

(self-limiting) 박막 성장 메커니즘에 의해 원자층증착 기

술은 우수한 단차 도포성(conformality), 균일한 피복성

(uniformity), 정밀한 두께 제어 등과 같은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또한 원자층증착 기술은 순환(cycle)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성장 사이클은 4개의 단계

(2개의 전구체와 반응체를 지닌 원자층증착 기술의 경

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구체의 주입과

노출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잉 공급된 전구체와 부

산물 제거를 위한 퍼지 및 배출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

응체의 주입과 노출이며 마지막 단계는 과잉 공급된 반

응체와 부산물 제거를 위한 기상반응으로부터의 퍼지 및

배출이다. 이 4개의 단계가 박막성장을 위한 기본 한 사

이클이며 박막 형성 시 원자층증착 기술의 사이클은 요

구되는 두께 증착을 위해서 반복된다. 따라서 원자층증

착 기술은 사이클 수에 따라 정확한 박막의 두께 제어

가 가능하다. 하나의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은 (1) 공

정의 목적, (2) 사용되는 전구체의 화학적 특성, (3) 기

판의 구조와 증착 온도, (4) 기판과 전구체 간 반응성 등

에 따라 수 초에서 수 분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즉 하

나의 사이클은 전구체와 반응체 간 상호반응성과 함께 사

용하고자 하는 기판의 기하학적 특징에 의해 좌우된다.

사용되는 기판이 편평할 경우 하나의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고품위의 박막 형성이 가능

하다. 반면에 복잡한 형상(예를 들어, 다공성 알루미나

(alumina) 또는 다양한 생물학적 템플레이트(template))을

지닌 기판의 경우 단차에 상관없이 균일한 박막 형성을

위해서 하나의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요구된

다. 전구체 분자의 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기판에 흡착

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착률(사

이클 당 박막의 두께)은 사용되는 전구체 분자의 크기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작은 분자를 지닌 전

구체의 경우 단원자층 형성이 용이할 수 있다. 전구체의

분자 크기 이외에도 기판의 화학적 특성(예를 들어, 기

판의 passivation 혹은 기판의 표면 에너지)이나 공정에

서의 전구체와 부산물 간 중간 반응 등도 박막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원자층증착 기술은 반응체 종류에 따라 분

류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방식은 주어진 온도에서 오직

열에너지의 공급에 의하여 전구체와 기체상의 반응체를

반응시켜 박막을 형성하는 열(Thermal) 원자층증착 기술

이다. 열 원자층증착 기술은 전구체로서 할라이드(Halide)

계와 유기금속(metal-organic)계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할라이드계 전구체를 사용 시 증착 장비의

부식 문제와 파티클 생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금속 전구체를 이용한 유기금속 원

자층증착 기술이 도입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증착된 박

막의 밀도 저하와 박막 내 불순물이 잔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술이 도입되었고 플라즈마 사용에 의해 저온에서도 증

착된 박막의 불순물이 적고 치밀한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술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플라즈마에 의해 형성된 이온에 의해 손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직접플라즈마(direct plasma)의 경우 기판

이 플라즈마 발생 영역 내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받지만 기판과 플라즈마 발생영역이 분리되어 있

는 원거리플라즈마(remote plasma)의 경우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외 급속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

는 라디칼(radical)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오존을 이

용한 원자층증착 장비는 실제 공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

러한 원자층증착 기술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적용과

응용분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낮은 생산성 문제이다. 이 문제점 극복을 위

해 최근 상압 원자층증착 기술, 개방형(open-air) 원자층

증착 기술, 그리고 Roll-to-roll 방식에 의한 원자층증착 기

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원자층증착 기술은 동일한 반응기(chamber) 내로 전

구체를 공급하는 시분할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물리적으

로 구분된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분할 방식의 원자층증

착 기술을 말하며 향후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촉

매 등과 같은 분야에 실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원자층증착 기술은 산화물, 질화물, 황화물, 금속 등 다

양한 물질의 증착이 가능하다.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와

집적화가 가능한 증착 기술의 요구와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촉매, 발광 다이오드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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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원자층증착 공정의 필요가 나날이 증가하

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원자층

증착 기술을 이용한 high-k 게이트 절연막과 커패시터

(capacitor) 적용을 위한 산화물 물질, Metallization을 위

한 확산 방지막과 금속 게이트 적용을 위한 질화물 물

질, 그리고 Cu 배선의 시드 층(seed layer)과 DRAM 커

패시터의 전극 적용을 위한 금속 물질에 대한 실제 공

정 적용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3

차원 구조의 finFET(fin Field Effect Transistor)과 같은

소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Flash

Memory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원자층증착 기술의 적

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3차원 구조의 메모리에서는

적층 수와 메모리 집적도 증가에 의해 높은 종횡비가 요

구되며,7) 선행 공정에서 증착된 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보다 낮은 증착 온도에서 균일한 피복성

을 지닌 고품위의 박막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현재 NAND Flash Memory에서 부유 게이트를 전하

저장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양산되고 있으나 3차원 구조

에서 유리한 SONOS(Silicon-Oxide-Nitride-Oxide-Silicon)

Memory가 주목 받고 있으며 최근 차세대 메모리로서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R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과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등의 복잡한 구조에서 우수한 단차 도포성과

균일한 피복성을 만족시키는 증착 기술로서 원자층증착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촉매 등의 개발을 위해 필

수적인 원자층증착 기술에 관한 다양한 증착 방법과 가

능 물질 및 응용 분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원자층증착 기술의 분류

원자층증착 기술은 우수한 단차 도포성(conformality),

균일한 피복성(uniformity), 정밀한 두께 제어 등의 장점

으로 인하여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 소자에서 high-k 게

이트 산화물 및 금속 층 등의 형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층증착 기술의 낮은 증착률 문제는 태

양전지 및 유기물 기반 전자소자 등 새로운 분야로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새로운 접근이 제안 및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많

은 연구가 전통적인 시분할 방식의 원자층증착 기술의

반반응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공간분할 방식에 대한 연

구에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시분할 방식의 원자층증착 기술은 Fig. 1(a)

와 같이 원자층증착 사이클이 전구체 공급, 퍼지, 반응

체 공급, 퍼지 단계가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연속적으로

반응기 내부로 주입되는 반면 공간분할 방식의 경우 Fig.

1(b)와 같이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2개의 전

구체와 반응체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8) 그러므로 기판

위에서 반반응(half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 2

개의 구역이 존재하게 된다. 공간 분할 방식의 경우 기

판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첫 번째 구역에서 첫 번째

전구체로부터 반반응을 일으킨 후 두 번째 반반응 구역

으로 이동하여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하며 원자층증착

반응이 진행된다. 공간분할 방식 원자층증착 기술은 고

정된 기판과 움직이는 가스 공급원 또는 움직이는 기판

과 고정된 가스 공급원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반반응의 공간적 구분의 이점은 전통적인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전구체와 반응체 투여 간 퍼지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수 증착률은 계속되는 개

별적 사이클 시간의 합이 아닌 2개의 반반응 구역을 움

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증착속도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ALD process where the vari-

ation in time and position of the substrate(black line) and pre-

cursors(colored blocks) are given. (a) In conventional ALD the sub-

strate is at a fixed position, and the precursors are dosed sequentially,

separated by a purge step. (b) In spatial ALD, the precursors are

dosed simultaneously and continuously, but at different half-reaction

zones. The substrate moves between these zones where the half-

reactions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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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면 반응에 요구되는 시간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

으나 그 시간이 평면 형태의 기판을 사용할 경우 무시

할 정도로 짧기 때문에 증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원자층증착 기술의 본질은 전구체와 반응체 간 서로 섞

임이 없는 완벽한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2개의 독립된 반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시분할 방식은 전구체와 반응체 간

퍼지 단계에 의하여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였으며, 공간

분할 방식의 경우 전구체와 반응체 간 상호확산 및 섞

임 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장벽과 연속적인 퍼지 스트림

(stream)의 조합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전통적인 원자층증착 기술은 기판뿐만 아니라 반응기

벽에도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반응 간 퍼지 단계

가 반응기로부터 잉여의 전구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함

으로써 잉여의 전구체가 증착된 박막으로 유입되는 것

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공간분할 방식은 섞임을 방지

하는 장벽에 의해 반응 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

나 이상의 전구체가 동일한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증착은 기판 위에서 주로 진행

되며 반응기 벽 등과 같은 기타 구역에 거의 증착이 일

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

간분할 원자층증착 방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빠

른 증착률을 달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구체 소비를 현

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즉 공간분할 원자층증착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물리

적으로 구분된 반반응 구역, (2) 가스 주입 헤드와 기판

의 이동, (3) 전구체 섞임 방지를 위한 반반응 구역 간

장벽. 이와 같은 공간분할 방식의 원자층증착 기술은 생

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기존의 반도체 산업과

함께 CIGS(CuInGa(Se,S)) 태양전지의 버퍼 층, OLED와

박막 태양전지의 보호막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적

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 열(Thermal) 원자층증착 기술

원자층증착 기술의 포화 메커니즘(saturation mechan-

ism)을 제어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 중 하나는 공정 온

도이다. Fig. 2는 단원자층 포화에 대한 원자층증착 기

술의 프로세스 윈도우(process window)로서 자기제한적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저온(L1 또는 L2)에서 증착률은 온

도가 떨어짐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온도 감소에

의한 증착률 감소(L2)는 속도론적 이유와 관련이 있다.

즉 성장 반응이 지나치게 느리기 때문에 그 반응이 완

료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구체의 주입 및 노출 시

간을 증가시킬 경우 그 반응이 완료될 수 있으나 실제

하나의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한다. 한편 온도

감소에 의한 증착률의 증가(L1)는 다층막 흡착 및 낮은

증기압을 지닌 전구체의 축합(condensation)에 의하여 발

생한다.

고온(H1 또는 H2)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증착률 감

소는 전구체의 탈착과 관련 있으며, 증착률의 증가는 분

해와 관련이 있다. 화학흡착 종(species)의 표면 밀도가

온도에 따라 변할 경우 증착률은 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반면에 화학흡착 종의 표면 밀도가 온도에 따

라 일정할 경우 증착률은 일정하다. 전자의 경우 산화

물 표면의 탈수산화반응(dehydroxylation)과 같은 반응 표

면 종(surface species)의 밀도 감소에 의하여 증착률은

보통 표면 종의 반응성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원자층증착 기술의 증착률은 전구체

의 표면 흡착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증착 온도에 의

한 변화는 적다. 그러므로 원자층증착 기술의 프로세스

윈도우는 W1 또는 W2이며, 화학적 특성, 표면 상태, 전

구체 크기 등에 따라 하나의 사이클에 단원자층 이하의

증착률을 가진다.

주입된 전구체 분자는 표면 작용기와 화학 흡착하거나

반응함으로써 추가적인 흡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

은 자기제한적 성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원자층증착 기

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9)

(1) 박막 두께는 오직 반응 사이클에 따라 변하며, 정

확하고 용이한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

(2) 화학기상증착법과 달리 반응체의 플럭스(flux) 균질

성에 대한 요구가 낮기 때문에 대면적 증착 능력, 우수

한 단차 도포성, 고체상의 전구체 사용 등이 가능하다.

(3) 화학기상증착법과 달리 반응체 주입 및 노출의 분

리에 의하여 기판 위 증착 전에 기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온에서 높은 반응성을 지닌 전구체 사용

이 가능하고 각각의 반응이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Fig. 2. A schematic ALD process window.

L1: Condensation of a reactant

L2: Activation energy of a necessary reaction to be exceeded

W1: Full monolayer saturation

W2: Compound reactants (oversize), surface reconstruction, difference

of bond strength

W3: Monolayer formation of undecomposed molecules

H1: Condensation of undesirable decomposition product

H2: Precursor d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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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

2.2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술

원자층증착 기술은 반응체 종류에 따라 구별할 수 있

다. 전통적인 열 원자층증착 기술은 기체상의 반응체를

전구체와 주어진 온도에 반응시키며, 전구체와 반응체 간

반응에는 유일하게 열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러나 다수

의 전구체가 일반적인 기체상의 반응체와 반응하기 어

렵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플라즈마 기반의 원자층

증착 기술이 도입되었다. 플라즈마는 전구체와 반응체 간

반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0) 플라

즈마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플라즈마는 비금속 반응체 물

질을 반응에서 요구되는 라디칼로 생성시킨다.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술의 뚜렷한 특징은 전구체와 반응체간의

반응이 플라즈마 생성 시 일어나기 때문에 열 원자층증

착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하

며 일반적으로 원자층증착 기술이 표면에 민감한 증착

기술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노출에 의하여 표면의 핵생

성 및 접착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0)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증착 기술은 플라즈마 발생

영역에 따라 직접 플라즈마와 원거리 플라즈마로 구별

할 수 있다. 우선 직접 플라즈마의 경우 기판이 플라즈

마 방전 영역 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기판이 플라즈

마 영역에 노출되어 많은 라디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플라즈마 영역에서 이온 및

전자 충격(bombardment)은 흡착 물질에 추가적인 에너

지를 공급하여 표면 이동도와 박막 성장에 있어 반응성

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반응기 하단부에 위치한 기판에

이온 및 전자의 직접적인 충격은 기판에 손상과 같은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플라즈마 방전 영역 근처에

서 부산물이 기판 표면에 흡착된 전구체의 반응을 방해

하여 증착된 막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원

자층증착 공정에서 절연성을 띠는 기판에 박막을 증착

할 경우 네거티브 차징(charging)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11) 원거리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

술의 경우 반응기와 분리된 공간에서 플라즈마를 발생

시키고 생성된 라디칼을 반응기에 위치한 기판 위로 이

동시킨다. 원거리 플라즈마 방식은 직접 플라즈마 방식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판 및 흡착 물질에 이온 충

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원거리

플라즈마 방식은 직접 플라즈마 방식과 다르게 플라즈

마 발생영역과 전구체 주입영역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서로간의 전구체와 플라즈마간의 반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기판이 플라즈마 발생 영역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판의 물리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원거리 플

라즈마 원자층증착 공정은 저온 공정에서 플라즈마에 의

한 충격 방지와 화학적 반응 즉 전구체와 플라즈마 발

생시 생성된 라디칼 간 반응경로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2,13)

2.3 오존(O3)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

반도체 산업에서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한 게이트 산화

물 및 high-k 절연막 형성은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산

소 반응체 공급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반응성을 지

닌 산소 반응체로는 H2O, H2O2, O2, O3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특히 O3는 절연막 형성을 위한 원자층증착 공

정에 있어 다른 산소 반응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3의 높은 전기화학적 포텐셜(potential)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우수한 반응성을 보이

며 상당히 휘발적이어서 사이클 간 퍼지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우수한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원자층증착 기술 공정 시 O3 를 도입할 경우 공정 생산

성의 현저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O3 분자 내 수

소의 부재는 박막 성장 시 수소와 하이드록시기(hydroxyl

group)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이드록시기에 의

한 오염은 열처리 동안 박막의 박리(delamination)와 같

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O3 기반의 열 원자

층증착 기술에 의한 산화물 박막은 저온에서 증착이 가

능하며 높은 항복 전압(breakdown voltage), 낮은 결함

밀도, 우수한 접착 특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보인다.

이처럼 O3는 위에서 언급된 장점으로 인하여 다수의

원자층증착 기술 기반의 박막 형성을 위한 산소 반응체

로서 오존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한 Al2O3 박막은

DRAM 및 MEMS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게이트 절연막으로의 적용을 위해 오존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한 HfO2, ZrO2,
14) Ta2O5,

15) La2O3
16) 등의 박

막 형성에 대한 공정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오

존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은 금속 박막의 증착도 가능하

다. 오존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해 CuO 시드 층의

증착 후 알코올 및 H2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CuO를 환

원시켜 Cu 박막의 형성이 가능하다.17)

오존 기반 원자층증착 기술은 다른 산소 반응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함께 고품위의 박막 형성

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반도체, 태양전지, 디스

플레이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원자층증착 물질

원자층증착 기술은 산화물, 질화물, 황화물, 금속 등 다

양한 물질의 증착이 가능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원자층

증착 기술의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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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속산화물

지금까지 원자층증착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분류

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2개의 반반응

으로 구성된 원자층증착 기술이 가능한 대표적인 금속

산화물 Al2O3와 ZnO를 바탕으로 금속산화물의 박막 형

성에 대한 자세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야기하도

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Al2O3와 ZnO는 각각 TMA(trim-

ethylaluminum)/H2O와 DEZ(diethylzinc)/H2O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증착한다. Fig. 3은 TMA와 DEZ의 화학적 구

조로서 금속화합물의 금속전구체로 사용되며 H2O는 산

소 반응체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금속 산화물의 증착

이 진행되는 동안 H2O 노출 이후에 박막의 표면에 하

이드록시기가 잔존하게 되며 표면에게 발생하는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18-27) 즉, 하이드록시기는 차후 유입

되는 금속 화합물 전구체와 식 3.1과 같이 반응한다.

x(＿OH) + MLn(g) → (＿O〓)xMLn-x + xHL(g) (식 3.1)

그리고 (＿O＿)xMLn-x는 다음 단계에서 물 분자와 반

응한다.

(＿O〓 )xMLn-x + (n-x)H2O(g) → (＿O〓 )xM(〓OH)n-x

+ (n-x)HL(g) (식 3.2)

식 3.1과 3.2에서 ＿와 〓는 각각 기판 표면과 L(리

간드)/M(금속) 및 L 간 결합을 나타낸다. 한편, 식 3.2

에서 형성된 하이드록시기는 표면에 잔류하거나 물 분

자와 반응한다.

2(〓OH) → (〓O) + H2O(g) (식 3.3)

탈하이드록실화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되어 표

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를 감소시킨다.16,18,19,21,23) 표

면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와 반응한 금속화합물 전구

체의 양, 즉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한 박막의 증착률

은(＿O〓)xMLn-x 표면 종 간 구조적 특징과 표면에 잔

존하는 하이드록시기 밀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탈하이드록실화의 조건에서 하이드록시기의 밀

도는 박막의 증착률을 좌우하는 주요 인자이다. 하이드

록시기는 식 3.3과 같이 다시 하이드록실화가 진행되어

표면에 형성된다.

〓M〓O + H2O(g) →〓M(〓OH)2 (식 3.4)

O〓M〓O〓M + H2O(g) → HO〓M〓O〓M〓OH

 (식 3.5)

하이드록시기는 식 3.4와 같은 형태나 인접한 표면 금

속 이온과 결합하고 있다.

식 3.1부터 3.5까지를 기반으로 하여 Al2O3와 ZnO 박

막 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TMA/H2O 반응에 의한 Al2O3 박막의 증착은 2개

의 반반응 (식 3.6, 3.7)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20,22,28,29)

Al-OH* + Al(CH3)3→ Al-O-Al-(CH3)2* + CH4 (식 3.6)

Al-O-Al-(CH3)2* + H2O → Al-O-Al-(CH3)OH* + CH4 

(식 3.7)

여기서 별 표시는 표면에 존재하는 반응 종(reaction

species)을 나타낸다. TMA와 H2O 반응체는 ABAB와 같

이 교대로 주입되며 Al2O3 박막 성장을 위해 2개의 반

반응이 교대로 진행된다.

(2) DEZ/H2O 반응에 의한 ZnO 박막의 증착은 TMA/

H2O에 의한 Al2O3 박막 형성과 유사하며 이 박막의 증

착은 다음과 같이 ZnO의 화학기상증착 공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30-35)

Zn(CH2CH3)2 + H2O → ZnO + 2C2H6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한 ZnO의 박막 형성은 2개 반

반응 (식 3.8, 3.9)이 분리되어 진행된다.

Zn-OH* + Zn-(CH2CH3)2→ Zn-O-Zn-(CH2CH3)* + C2H6 

(식 3.8)

Zn-O-Zn-(CH2CH3)* + H2O → Zn-O-Zn-OH* + C2H6

(식 3.9)Fig. 3. Chemical structure of (a) TMA and (b) 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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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별 표시는 표면에 존재하는 반응 종을 나타내

며 ABAB 형태로 2개의 반반응이 교대로 반복되며 ZnO

박막이 증착된다.

3.2 금속질화물

금속질화물 역시 원자층증착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

다. 금속질화물 중에는 전기 전도도가 금속과 비슷할 정

도로 높은 물질과 전도도가 매우 낮은 물질도 있기 때

문에 확산 방지막, 유전박막, 전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보통 금속질화물의 원자층증착 기술은 주로 실란계 화

합물이나 할로겐계 화합물을 전구체로 사용한다. 금속염

화물이나 할로겐화물을 사용하여 금속질화물 박막을 증

착시킨 원자층증착 기술은 증착 온도가 보통 350~500 oC

정도로 상대적으로 할로겐 부산물이 남게된다. 이러한 이

유로 할로겐화물보다 증착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할

로겐 부산물 문제가 없는 금속유기물 전구체가 대두되

고 있다. 특히 아미드(amide)계 전구체를 이용한 증착은

할로겐화물보다 증착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처음부터

질소 원자가 실리콘 원자와 결합하고 있다는 이점을 지

닌다. 그러나 아미드계 화합물은 저온에서도 쉽게 분해

가 일어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36,37) 이러한 문제점으

로 인하여 자기제한적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불순물

이 박막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알

킬아미드기를 가지는 전구체를 사용하여 증착한 박막에

서는 알킬아미드(Alkylamide)의 질소 원자가 박막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는 질화물 박막을 형성하

는 데 추가적인 질소 공급원이 된다.38,39)

질화물 박막 증착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된 질화물의 금

속 원자 산화수보다 전구체에서의 금속 원자 산화수가

더 높기 때문에 질화물 박막이 성장하려면 중심에 있는

금속 원자는 환원되어야 한다. 여러 질화물 원자층증착

공정에서 암모니아는 질소공급원인 동시에 환원제로 많

이 사용된다.40) 만약 주어진 금속 원자에 안정된 상태를

가지는 질화물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는 그 금

속 원자가 가장 큰 산화수를 갖도록 반응을 유도한다. 이

경우 암모니아의 환원력이 달라지게 되면 최종 생성물 역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 목표했던 질화물과는 다른 질

화물이 형성되게 된다. 탄탈륨 질화물(tantalum nitride)

증착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암모니아의 환원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가장 단순한 입

방체 구조의 전도성이 뛰어난 탄탈륨 질화물을 생성하

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항을 가지는 Ta3N5상

을 형성하게 된다.41) 만약 낮은 저항을 가진 입방체 탄

탈륨 질화물을 증착하고자 한다면 환원제를 추가로 공

급해야 한다.41-43) 

금속질화물 원자층증착 공정에 플라즈마를 적용할 경

우 원하는 상을 가진 금속질화물의 증착이 용이하며 보

다 저온에서 증착이 가능하다. 금속질화물 증착을 위한

플라즈마 기반의 원자층증착 기술은 보다 넓은 프로세

스 윈도우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기술은 공정의 제어가 어렵고 박막의 단차 도포성

이 떨어지며 기판에 플라즈마에 의한 손상이 가해지는

단점이 있다.44)

한편 티타늄 질화물 원자층증착 기술은 과거부터 가장

주목 받는 연구분야이다. 티타늄 질화물 원자층증착 기

술 역시 다른 금속질화물에서 금속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환원시키는 물질이 필요하다. 전구체에 들

어 있는 대부분의 티타늄의 산화수는 생성된 티타늄 질

화물의 산화수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보통 암모니아 등

이 질소의 공급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환원제 역할

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환원제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티타늄 질화물의 원자층증착 기술은 TiCl4(Ti-tetrachlo-

ride)와 암모니아에 의해 처음 연구되기 시작했다.45) TiCl4

와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티타늄 질화물을 증착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티타늄 질화물을 증착하는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이다. TiCl4와 암모니아를 사용한 티타늄 질화

막 공정은 300 oC에서 550 oC까지 다양한 증착 온도를

가진다.46-50) 티타늄 질화막 증착 공정에서도 탄탈륨 질

화막 증착 공정과 마찬가지로 아연이나 TMA를 환원제

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기 전도도 등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51-53) 그 외

에도 더 강력한 환원 능력을 가지며 질소를 공급하는 반

응체로써 Dimethylhydrazine, tert-butylamine, allyamine

등을 사용한다.54,55) 플라즈마까지 이용하면 수소와 질소

를 혼합으로 이용한 경우, 증착온도는 100 oC까지 낮출

수 있다.56-59)

티타늄 질화물 원자층증착 공정 역시 할로겐계의 전구

체뿐만 아니라 금속유기물들도 전구체로 사용한다. 티타

늄 질화물 원자층증착 기술 역시 기존의 할로겐계의 전

구체는 강한 부식성을 가진 부산물 문제로 인해 금속유

기물을 사용한 원자층증착 기술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

어 반응기가 스테인리스 강철이거나 구리 박막 위에서

질화막을 증착할 경우 이를 부식시키는 염산을 생성할

수 있기에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금속유기물 전구체들

을 사용하게 된다.60) 이런 금속유기물에는 Fig. 4에 나와

있는 물질인 TDMAT[Ti(NMe2)4, tetrakis(dimethylamido)

titanium], TEMAT[Ti(NEtMe)4, tetrakis(ethylmethylamido)

titanium] 등이 있고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보통 150 oC에

서 250 oC에서 증착한다. 이 경우 사이클 당 증착률이

약 0.2 nm 이상 되는데 이보다 많이 높은 증착률을 나

타내는 경우는 금속 유기물 전구체가 자체적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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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에 기인한 것임으로 원자층증착 기술의 특성과 특

징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61-65)

티타늄 질화물 원자층증착 기술은 공정 인자를 바꾸어

줌에 따라 결정질과 비정질 특성의 박막이 성장되는 물

질이다. 결정질 박막과 비정질 박막 모두 빈번하게 보

고되는데 할로겐 계열의 전구체를 사용하는 경우 주로

결정질 특성의 박막이 증착되고 유기금속 전구체를 사

용하는 경우 주로 비정질 특성의 박막이 증착된다.46-51)

할로겐 계열의 전구체와 암모니아를 사용할 경우 많은

경우 결정성을 가지는 박막이 증착된다. 플라즈마를 사

용하여 100 oC에서 증착했을 때에도 결정성 박막이 증착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다결정 상태의 박막이 증

착된다.57,66) 온도는 결정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할로겐계 전구체를 사용한 증착의 경우 대부분

고온 공정에서 증착되며 플라즈마를 적용한 경우 유기금

속 전구체를 쓰면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능하다.

또 다른 중요한 인자는 불순물 함유량이다. 높은 불순

물 농도는 결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불순물 및 온

도의 영향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증착 온도가 높을수록 보통 불순물의 농도가 낮

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티타늄 질화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TiCl4를 사용하여 증착한 티타늄 질화물의 경

우 300 oC에서 약 7 at.%의 높은 염소 불순물이 존재하

게 되며 유기금속 전구체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로 증착

한 경우 약 100 oC에서 증착한 티타늄 질화물 박막에서

는 20~30 %의 탄소, 산소, 수소 불순물이 존재하게 된

다. 유기금속 전구체를 사용하여 금속질화물을 증착시킬

경우 열 원자층증착 기술보다 플라즈마를 사용한 경우

탄소나 산소와 같은 불순물의 함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

3.3 금속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하여 주로 연구되는 물질은 대부

분이 금속산화물이며 순수한 금속원소를 증착하는 연구

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경우

공급하는 전구체와 기판 상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또한 대부분의 금속 전구체는 고가이며 원자층증

착 기술뿐만 아니라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증착 시 긴

전이영역(transient region)을 나타내고 있다. 금속의 원자

층증착 기술을 위한 적절한 금속 전구체는 아직 개발이

미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구체가 매우 적은 상태이며

각각의 전구체에 관한 공정 조건도 역시 많이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구체 선정과 정확한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증착 조건 확립이 금속원소의 원자층

증착 기술의 산업 분야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한다.

금속 원자층증착 기술은 열적 반응(thermal reaction)을

통하여 증착이 가능하며 플라즈마(또는 라디칼)를 발생

시켜서 진행할 경우 공정 온도와 불순물의 개선이 가능

할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증착 기술

의 경우 플라즈마의 직진성 때문에 큰 종횡비를 갖는 구

조에서는 단차 도포성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나 플

라즈마 파워, 온도 등 여러 인자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금속 원자층증착 기술로 세 가지 메커니즘이 제안되었

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였다.

(1) 실리콘 불화물 제거 반응(Fluorosilane Elimination

Reaction)

실리콘 불화물 제거 반응(Fluorosilane Elimination Re-

action)은 금속 불화물과 SiH4, Si2H6 등과 같은 실리콘

전구체 간 반응으로부터 나오며 텅스텐 원자층증착 기술

에서 처음으로 설명되었다.67) 이 반응은 강한 발열반응

인 Si-F 결합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WF6와 Si2H6

를 사용하는 텅스텐 원자층증착 기술의 반응식은 식 3.10

과 같다.68)

WF6 + Si2H6→ W + 2SiF3H + 2H2, ∆H = −181 kcal

(식 3.10)

반응 엔탈피(enthalpy)는 텅스텐 원자층증착 기술의 경

우 −181 kcal이며 WF6와 Si2H6를 사용한 텅스텐 원자층

증착 반응에서 일어나는 표면 반반응식은 식3.11과 식

3.12와 같다.63,65)

WSiF2H* + WF6→ WWF5* + SiF3H (식 3.11)

WF5* + Si2H6→ WSiF2H* + SiF3H + 2H2 (식 3.12)

식 3.11과 3.12는 in-situ FTIR 분석에 의하여 WF6 와

Si2H6 가 주입될 동안 표면에서 Si-H와 W-F의 신축운동

Fig. 4. Chemical structure of (a) TDMAT and (b) TE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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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ing vibration)을 관찰할 수 있다.63) WF6가 주입

되며 Si-H 운동(vibration)의 흡수(absorbance)는 감소하고

W-F의 신축운동은 증가한다. 그러나 Si2H6가 주입 시 W-

F의 신축운동 흡수는 줄어들고 Si-H의 신축운동이 증가

한다.

WF6 와 Si2H6를 사용한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하여 증

착한 텅스텐을 QCM(Quartz Crystal Microbalance)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텅스텐 원자층증착 기술의 증착

률이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Si2H6 반응체 노출

도 증가하였다.66) 증착 온도와 Si2H6 노출의 의존성은 Si-

H 결합 간 Si2H6 주입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66,67) 텅

스텐 원자층증착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텅스텐 Plug-

fill 공정을 위한 핵생성 층(nucleation layer)로 사용되고

있다.68)

(2) 귀금속을 위한 연소 반응(Combustion reaction for

novel metals)

귀금속 증착을 위한 연소 반응(Combustion reaction)은

최근에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었다.73) 복

잡한 구조를 지닌 구조에서 귀금속(Ru, Rh, Pd, Os, Ir,

Pt) 박막의 균일한 증착은 향후 커패시터의 전극과 Met-

allization을 위한 확산 방지벽(diffusion barrier) 으로서

미세전자소자에 적용이 기대된다. RuCp2 와 O2를 사용

하여 Ru 금속을 원자층증착 기술로 증착하는 결과도 발

표되었으며 다른 Ru 전구체나 Pt, Rh, Ir 등의 증착에

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층증착 분야에서 상당

히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다.74-80)

산화물 원자층증착 기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Brønsted

산/염기반응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금속의 경우 오직 전

구체의 금속 이온의 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진다. 예

를 들어 Ru2+ 이온이 Ru0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따

라서 공기, O2, O2 plasma, O3 같은 산화제를 반응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에

의하면 귀금속은 어느 정도 산화에 저항이 있고 산소 주

입 시 전구체의 리간드를 산화시켜 금속 산화물의 반응

성 막(reactive overlayer)를 생성시킨다고 한다. 또한 이

어지는 Ru 전구체 주입에서는 금속의 산화를 위하여 전

자를 내놓는다.81) In-situ AES(Auger electron spectros-

copy) 결과에서도 표면의 산소가 Ru 주입 이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82) 금속 전구체 주입 동안 표면에서

이와 비슷한 반응성 산소가 나오는 것도 산화물 원자층

증착 기술에서 관측된 바 있다.83) 이런 귀금속 원자층증

착 기구는 Pt(MeCp)(Me)3 + O2 원자층증착 반응에서 in-

situ 관측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메커니즘의 정확한 이

해와 전구체 화학적 특성이 어떻게 공정을 조절하는지

에 대한 연구는 좀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소 가스 및 플라즈마 환원 반응(Hydrogen gas

and plasma reduction reaction)

금속유기물 전구체와 H2 환원반응을 통하여 금속 원자

층증착 기술을 해석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첫 번

째는 CuCl과 H2 반응 가스를 사용하여 Cu를 증착하는

것이다. CuCl은 구리 전구체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기금속 전구체가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연구되는 전구체는 Cu(II)-2,2,6,6-tetramethyl-3,5-

heptanedionate(Cu(thd)2) 이며 이것과 H2 반응가스를 사

용하여 Cu를 증착하였다. 그 외에 Copper ß-Diketonate,

Cu(hfac)2(Cu(II) 1,1,1,5,5,5-hexafluoroacetylacetonate)라는

다른 Cu 전구체와 메탄올, 에탄올, 포르말린 같은 다양

한 환원제를 사용하여 Cu를 증착 하는 실험에서 매우

균질한 Cu 박막이 트렌치(trench) 구조의 기판에 증착되

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다른 유기 환원제를 사용하여

Pd 원자층증착 기술의 경우 Pd(hfac)2 와 포르말린을 사

용하여 증착하였다.55) H2 가스 또한 포르말린을 사용했

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Pd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84)

H2 가스 대신에 플라즈마를 반응물로 사용했을 경우

에는 더 우수한 박막을 증착 할 수 있는데 이는 플라

즈마 내에 있는 라디칼과 이온들의 우수한 반응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플라즈마를 반응물로 증착한 박막은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낮은 불술물 함량을 가질 수 있다. Ru

과 같은 귀금속 또한 반응물을 산소로 사용한 연소 화

학 반응이 아니라 H2 혹은 NH3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증

착이 가능하다.85) 또한 전이 금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착이 되지 않는다. 대표

적인 예로 반도체 분야에서 접촉 영역(contact area)에 응

용하기 위한 Co, Ni 등의 박막을 증착 시 플라즈마를

반응물로 사용하여 증착한다.86)

금속을 원자층증착 기술로 증착하기 위해 산화/환원방

법을 이용한 접근법도 있다. 이는 우선 금속 산화물을

기판에 증착한 이후 H2 나 다른 환원제를 사용하여 금

속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금속 산화물 원자층증착 공

정 동안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이나 M-OH기들이 금속

유기물 전구체와 반응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Ni-

(acac)2(Ni acetylacetonate) 와 O3을 사용하여 NiO 박막

을 증착한 후 H2를 사용하여 Ni 박막으로 환원시킨 예

가 있다.87) 게다가 수소 환원 화학을 사용한 금속 원자

층증착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금속 전구체의 선택 범위

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새로운 금속 전구체 그룹인

Metal Acetamidinates를 포함하여 더 많은 유기금속 전

구체가 계속 연구되고 있다.

3.4 그 외 물질

최근 원자층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금속 황화물 증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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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및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황화물은 반금

속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재료로서 응

용될 수 있다. 특히, 배터리, 태양전지와 같은 에너지 분

야의 물질로서 기존 물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체 물질로서 연구되고 있다.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한

금속 황화물은 기존의 금속 산화물과 마찬가지로 금속

전구체를 사용하며, 물(H2O), 산소 플라즈마, 오존을 대

신한 황화 수소(H2S)를 반응가스로 사용하여 증착되고 있

다. 원자층증착 기술에 의해 증착된 금속 황화물은

MoS2,
88) CuS,89) ZnS,90) SnS,91) In2S3,

92) Sb2S3,
93) TiS2

94)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원자층증착 기술로 증착한 금속

황화물들은 기존 증착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

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dTe와 CIGS 기반의 태양전

지에서 버퍼 층으로 사용하는 습식 공정으로 증착하는 황

화 카드뮴(CdS)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황화물들의 연구

가 진행 중이다.90,92,93) 황화 카드뮴은 카드뮴이 중금속이

므로 독성을 갖고 있고, 황화 카드뮴은 CBD(Chemical

Bath Deposition)법인 습식 공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박

막의 특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으므로,90,93,95) 환경친화

적이고 진공 공정에서 제조할 수 있는 박막 증착 공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공 공정인 원자층증

착 기술을 이용하여 비교적 환경에 무해하고 공정 중 외

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박막의 특성이 좋은 황화

인듐(In2S3),
92) 황화 아연(ZnS),90) 등이 황화 카드뮴을 대

체하기 위한 유망한 황화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산화물이나 질화물 같은 이성분계 물질들은 특수

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그 재료의 한계점이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재료의 기능성 향상을

위해 삼성분계 이상의 다성분계 물질들의 박막증착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분계 이상의 물질들

의 연구는 박막의 조성이나 증착속도 등을 조절하면서

증착 하기가 쉽지 않아 이전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기존 증착법들은 스퍼터링, 화학기상 증착법

과 같은 것이 있으나 삼성분계이상의 물질을 성장 시 조

성비, 균일성 문제 및 반응 가스의 선택의 어려움들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Al2O3, ZnO, SnO2, TiO2,

ZnS, CuS 와 같은 이성분계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박막의 광학적, 화학적, 전기적 특

성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성분계 이상의 다성분계 물

질들을 연구가 요구되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원자층증

착 기술은 자기제한적 반응에 의해 일정량 이상의 반응

가스가 공급되면 그 이상의 반응 가스에 반응하지 않는

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성분계의 박막증착을 비교적 쉽

게 접근할 수 있다. 삼성분계의 경우 ZnxSn1-xO와 같은

박막을 증착 할 때, Zn 소스와 O 반응 가스를 사용하

여 ZnO를 만들어내고, Sn 소스와 O 반응 가스를 사용

하여 SnOx을 각각 증착하여 이들을 각각 1 사이클로 지

정하고 원하는 사이클 비율로 조절하여 ZnxSn1-xO 박막 공

정을 진행할 수 있다.95) 따라서, 다양한 사이클 비율에 따

라 원하는 조성비를 갖는 박막을 얻을 수 있고 그 박막

의 새로운 기능적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

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한 다성분계 박막인 ZnxMg1-xO,96)

ZnOxS1-x,
97) ZnxTi1-xO,98) ZnxSn1-xO

95) 등의 물질들의 박

막 특성과 여러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4. 메모리 소자에의 응용

메모리 소자의 사이즈가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메모리

DRAM 과 NAND Flash Memory는 3차원적으로 점점

복잡하게 되고 보다 미세한 공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RRAM과 PRAM 등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들

은 기존의 메모리를 대체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DRAM의 경우 커패시터의 유전막, 게이트 산

화물(gate oxide)의 증착에 원자층증착 기술이 사용되고

NAND Flash에서는 실리콘 질화물 박막을 증착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RRAM의 유전막과 전

극, PRAM의 칼코게나이드(chalcogenide) 물질의 증착에

원자층증착 기술이 사용되거나 공정 적용을 목적으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 소자의

구조가 3차원구조로 복잡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맞출 수 있는 박막 증착법으로 원자층증착 기술

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4.1 DRAM

DRAM은 하나의 MOS Transistor와 하나의 커패시터

로 이루어진 구조를 이용하여 발명된 이후로 미국에서

1 Kb MOS DRAM이 개발되었다. 그 후 일본은 70년대

후반 64 Kb와 256 Kb에서 기술을 선점하여 반도체 분

야를 선도하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반

도체회사에서 64 Mb, 256 Mb DRAM 개발로 기술을 선

도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현재는 3x, 2x nm 수준의 높

은 집적도를 지닌 대용량 DRAM 소자를 양산하는 수

준까지 오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설계기준에 대응 할 수

있는 패터닝 기술발전과 더불어 종횡비가 높은 구조에

박막을 균질하게 증착하는 박막 형성의 기술이 병행되

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박막 형성 시 먼저 증착된 물

질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 하며 낮은 증착 온도에서 높

은 품질을 갖는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도입되었기 때

문인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우수한 단차 피복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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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층증착 기술을 들 수 있다.99) 그 이유로는 DRAM

의 scaling 에 한계가 오면서 나노 크기의 얇은 박막을

균질하게 증착하는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기술은 원자층증착 기술이기 때문이다. 특

히 소자의 미세화에 따른 기존의 2차원 구조가 한계에

접근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차원 구조를 가

지는 finFET,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등도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런 3차원 구조에

균질한 박막을 증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층증착 기술

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DRAM의 기술 개발은

노광(lithography)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

다. 고집적화에 따른 미세 패터닝 기술 확보를 위해 소

자 제조업체와 장비 업체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

에 있으며 현재는 ArF 액침 노광(Immersion lithography)

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40 nm 이하 기술에서는 ArF

액침 노광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공정에 SPT(Spacer

Patterning Technology)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 패턴 형성

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PT 공정은 매우 낮은 온도

에서 원자층증착 기술로 실리콘 질화막(Si3N4)의 증착이

필요하다. 즉 원자층증착 기술로 실리콘 질화막을 증착

한 후 Line/Spacer/Hole의 패턴형성이 가능한 마스크 기

술로 소자 미세화 공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는 소자를 분리 절연시킬 수 있

는 공간 확보의 감소를 의미한다. 대부분 절연물질로는

실리콘 질화물을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우수한 품질을 갖

는 LPCVD(low pressure CVD) 방식의 증착 방법으로

주로 사용했다.100) 그러나 해당 증착 방법은 기판 종류

에 따라 증착이 시작되는 전이영역의 차이를 유발하여

회선 또는 hole의 sidewall에 고른 증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온에서 증착을 하게 되면 고온에

의한 소자 열화를 유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

았었는데 원자층증착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

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이 또한 DRAM의 여러 공정

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게이트 산화물에서도 반응성이 높은 O2 plasma101)

및 O3
102) 등을 사용하여 원자층증착 기술로 증착하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DRAM에서 20 nm

급 이하의 소자를 위해서는 SiO2 기준으로 환산한 게이

트 절연막의 두께인 EOT(equivalent oxide thickness)가

1.0 nm 이하인 산화막이 요구되는데 기존에 SiO2는 이

러한 두께 범위에서 게이트 누설전류,103) Boron 침투에

의한 문턱전압 이동104)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누설전류가 클수록 소자의 소비 전력이 커

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결국 기존의 SiO2계 절연막보다 큰 유전율을 가지

며 직접적인 터널링(direct tunnelling)에 의한 누설전류가

낮고, 기존의 Si 공정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유전체를 게

이트 절연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

서 높은 유전상수를 갖는 게이트 절연막은 동일한 EOT

를 얻는데 필요한 물리적 두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direct tunnelling에 의한 게이트 누설전류를 줄일 수 있

다.105) 그러나 고유전율 절연막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

다. 즉 게이트 유전체막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유

전상수, 열역학적 안정성, 낮은 계면 전하밀도, 높은 밴

드 오프셋,106) 전극 물질과의 양립성 등의 특성이 요구되

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전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유전율을 갖는 절연막의 극히

일부만이 차세대 게이트 절연막의 요구사향들을 만족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Al2O3,
107) La2O3,

108)

HfO2,
109) ZrO2

110) 등이 원자층증착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물질은

HfO계로 적당한 밴드 오프셋과 SiO2에 비하여 상당히 높

은 유전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HfO계 게이트 산

화막은 최근에 원자층증착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어 45 nm

이하의 기술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기술에

서도 SiO2를 대체하는 물질로 적용이 될 것이다.

DRAM 커패시터에서는 산화막이 제한된 면적 내에서

일정한 정전용량 값 확보를 위해 적층 및 실린더 형태

의 3차원 구조와 종횡비가 25이상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는 산화막이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커

패시터에서 균일한 유전 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

물 전체에 균일한 산화막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자층증착 기술을 DRAM 커패시터 산화막 형성에 가

장 선행적으로 적용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양산에 적

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전막으로는 ZAZ 공

정으로 ZrO2/Al2O3/ZrO2를 사용한다. 그러나 2x nm 수

준의 소자에서는 등가산화막 두께가 5 Å 이내로 확보가

되어야 소자 특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ZAZ 공정을 대

체할 물질로 Al doped TiO2,
111) STO(SrTiO3),

112) BST

(BaSrTiO3),
113) 등의 고유전율 물질이 연구되고 있었으나

누설전류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지속적인 원자층증착 기술에 대한 공정 및 재료 연

구가 필요하다.

4.2 플래시 메모리

현재까지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소자

로는 DRAM 과 Flash Memory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메모리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Flash Memory 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부유 게이트(floating gate)를 전하 저

장층으로 이용하여 FN 터널링(Fowler-Nordheim tunn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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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이다.114) Cell 구조가 간단하

여 고집적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해왔고 현

재는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Fig. 5는

NAND Flash Memory의 간단한 구조를 나타낸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Flash Memory의 기술 수준은 2x nm 수

준이며 소자 크기 감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을 위하여 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

고 있다.

현재 NAND Flash Memory 소자의 크기 감소에 있

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신뢰성 문제이다.115) Flash

Memory소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cell간의 간격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미

쳐 오작동을 유발하는 문제(cell to cell disturbance)에

의한 크로스토크(crosstalk) 문제와116) 소자의 크기 감소

로 인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절대적 양의 감소로

인해 적은 양의 전하량 손실에도 신호가 바뀔 수 있는

문제(charge loss tolerance)11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터널

링 산화막의 크기 감소가 더 이상 어려워 NAND Flash

Memory 소자의 크기의 최종 한계는 10 nm 후반으로 여

겨지고 있다. 또한 비용과 생산성 등 가격 경쟁력 문제

도 고려하여 현재는 Flash Memory 소자의 집적도 향상

을 위해 2D보다는 3D 구조를 가진 즉 수직으로 트랜지

스터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여러 구조들이 제안되었으며 (Fig. 6은 다양한

NAND 3차원 구조를 잘 보여준다) 평면 플래시 메모리

소자와는 다르게 3차원 구조를 갖는 메모리에서는 적층

숫자가 많아질수록 메모리의 집적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고단차의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며 선행되어 증착

된 물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저온

에서 매우 우수한 피복성과 고품위의 박막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여러 장점을

가지는 원자층증착 기술의 적용이 주목 받고 있다. 현

재 NAND Flash Memory에서 부유 게이트를 전하 저장

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 양산되고 있으나 3차원 구

조의 NAND에서는 구조적으로 더욱더 장점을 가지는

SONOS Memory 구조의 소자가 주목 받고 있다(Fig. 7).

SONOS Memory는 질화물을 전하 포획층(charge trap

layer)으로 사용하여 전하의 포획과 방출을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저장한다.118) 전자 포획층으로 실리콘 질화물을 사

용하는 이유는 질화물 박막이 높은 트랩 밀도(trap density)

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 실리콘 질화물을 성장시키는 방

법에는 디클로로실란으로 대표되는 할로겐계 전구체, 알

킬기 및 알킬아미드기 기반의 금속유기물 전구체를 사

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

용하여 증착한 경우에는 할로겐계 전구체를 사용한 경

우 외에 보고된 바 없다.119) 할로겐계 전구체를 사용했

을 경우 부산물인 염산 등에 의해 구리 등에 구덩이나

구멍을 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

착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전하 포획층으로 적합한 실

리콘 질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실

Fig. 5. Typical structure of NAND 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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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 질화물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

야 한다. 게다가 실리콘 질화물 내 트랩 분포(trap distri-

bution)와 트랩 농도(trap density) 등에 대한 실제적인 연

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SONOS Memory

에서 터널링 산화막의 두께가 얇아지면 소거 속도(erasing

speed)는 증가하지만 보존 특성이 열화되는 단점을 보이

고 반대로 터널링 산화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보존 특

성은 향상되지만 소거 속도가 느려지는 이슈가 존재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NOS, BESONOS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TANOS의 경우 블러킹 산화막(blocking

oxide)을 높은 유전율을 지닌 Al2O3로 적용하여 소거와

프로그래밍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좋은 품질의

Al2O3박막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

용하여 증착한다. BESONOS의 경우 밴드 갭을 조절한

ONO 막을 터널링 산화막으로 사용하여 산화물 박막을

대체함으로써 보존 특성과 동작 특성이 기존의 SONOS

보다 향상된다. BESONOS에서 사용되는 ONO막은 기존

블로킹 산화막으로 사용되었던 ONO막보다 더 얇고 좋

은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원자층증착 기

술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전하 포획 소자를 3차원 구조에 접목하고자 하기 때문

에 원자층증착 기술은 더욱더 탁월하고 대체 불가능한

증착 방법이 될 것이다.

4.3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RRAM)

소자를 제작하는 산업체에게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고

집적도 메모리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

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RRAM) 는 간단한 MIM(Metal

Insulator Metal) 구조로써 크기 조절에 대한 잠재력이 우

수하고 제작 공정 또한 다른 메모리들에 비해 쉽기 때

문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체에서 매우 관심을 받게 되었

다.120) RRAM은 저전력, 고속 동작, 고집적도, 그리고

CMOS 제조의 BEOL(Back End Of Line) 공정과의 호

환성 등의 장점들을 가지기 때문에 차세대 비휘발성 메

모리의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121-123) 특히 NAND Flash

Memory를 대체할 후보로 RRAM이 가장 유력하다. RRAM

에서 중요한 것은 저항 스위칭 특성을 보이는 물질의 선

Fig. 6. A variety of 3D structures of NAND Flash Memory.

Fig. 7. Floating gate memory and SONOS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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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인데 금속 산화물, Perovskite 구조 산화물, 금속 황화

물, 금속질화물, 그리고 탄소 기반 물질과 같은 다양한 물

질등이 저항 스위칭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이중

에서도 금속 산화물(HfOx,
124) AlOx,

125) NiO,126) TiOx,
127)

TaOx
128)) 이 기존의 CMOS 기술과 호환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RRAM 기술은 더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내구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NAND Flash 기술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NAND

Flash는 sub-20 nm 이하로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3차원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RRAM이 NAND Flash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3차원 NAND Flash의 집적도와 비슷한 집

적도를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구조의

RRAM이 필요하다. RRAM의 3차원 구조에는 2가지가 있

다. 하나는 Cross-point RRAM이고 다른 하나는 Vertical

RRAM(VRRAM)이다. 첫번째 방법은 다이오드와 같은 2-

Terminal 소자를 삽입해 누설전류를 막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리소그라피 공정 수나 마스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3D

NAND Flash와 같은 구조로 리소그라피 공정 수나 마

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원하는 양산 조

건도 만족시킨다. 따라서 VRRAM이 비용 절감과 동시

에 집적도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유망한 후보이다.120,129)

이러한 수직 구조의 RRAM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구

조상 원자층증착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원자층증착 기

술은 뛰어난 박막 두께 조절과 균질성 덕분에 RRAM

이 요구하는 금속 산화물의 균일한 피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플라즈마 원자층증착 기술과 같이 플라

즈마를 반응물로 사용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증착이 가

능하고 소자의 안정성도 향상된다.123) Fig. 8은 VRRAM

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낸다. RRAM 소자 Cell에서 HfO2,

Ta2O5와 같은 CMOS기술과 호환 가능한 금속 산화물이

원기둥과 같은 형태로 금속 평판형 전극에 균일하게 증

착이 잘 되어야 하고 현재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전극 물질인 TiN이 금속 산화물 안쪽으로 기둥(pillar)

형태로 증착되어야 한다. 특히 Ta2O5는 Ta2O5와 TaO2 두

상간의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에 필요한 깁스에

너지가 다른 금속 산화물들에 비해 작다. 이는 산화 환

원 반응성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Ta2O5는

고저항 상태(HRS: High Resistance State)와 저저항 상태

(LRS: Low Resistance State) 모두 안정한 상을 나타내

기 때문에 저항 차이를 이용한 RRAM에서 매우 안정된

스위칭 특성을 보인다. 위와같은 복잡한 3차원 구조에서

각 위치의 조성이 균일하게 증착되기 위해서는 단차피

복성이 우수한 원자층증착 기술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4.4 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PRAM)

상변화 메모리(PRAM)는 60년말에 제안된 이후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0) 특히 Ge-Sb-Te(GST) 기반

의 칼코게나이드 합금 물질의 가역적인 상변화 특성을

이용한 광학적, 전기적 메모리 소자들에 관한 연구가 발

표된 이후 다양한 성분과 조성의 칼코게나이드 물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30) PRAM의 장점으로는 고집

적성, 높은 쓰기 속도와 지우기 속도, 낮은 동작 전압,

높은 반복 기록 횟수, 기존 Si 기반 CMOS 공정에의 적

용 용이성, 높은 Sensing Margin 등이 있다. PRAM 은

1T1R(1-Transistor과 1-Resistance)의 구조로 기존 DRAM

의 커패시터를 GST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상변화 물질

로 대체함으로써 간단히 기존 CMOS 공정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 구조 또한 간단하다. GST 박막과 하부 전

극과의 접촉 크기를 줄이는 것이 전류밀도를 높여 저전

력, 고집적 등의 소자 특성을 더욱 좋게 한다는 것도

PRAM의 특징이다.131-134) 기가바이트(GB)급의 고집적화된

PRAM 개발을 위한 재료 개발 측면에서는 기존의 3성

분계인 GST외의 GeTe2,
134) SbSe135) 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상변화 물질의 개발이 진행중이며, 더불어 소자

구조를 변화시켜 Reset Current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집

중적으로 진행중이다. 또한 2성분계나 3성분계 재료에 불

순물을 도핑(doping)하여 Reset Current를 조절하는 연구

도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Reset/Set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자 공

정에 의해 Cell 구조가 최적화되어야만 한다. 최적화 된

Cell 구조는 Hole-Type 구조에 칼코게나이드 물질이 채

워져야 하는 3차원 구조여야 한다.129) 위와 같은 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단차피복성이 나쁜 기존의 스퍼터링 공

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증착 방

법들, 예를 들어 MOCVD,138-140) Solution-phase deposi-

tion,141) Electro-deposition,142,143) 원자층증착 기술이11) 제

안되었다. 원자층증착 기술은 자기제한적 표면반응에 의

해 일정한 증착률을 나타내므로 Contact Hole의 모든 부

분에서 거의 100 %에 준하는 단차피복성을 가진다. 따

라서 제안된 여러가지 방법 중 특히 원자층증착 기술이

가장 주목 받았다. 하지만,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한

GST 증착에 관한 논문은 아직 많지는 않다. 이는 GSTFig. 8. Schematic of three dimensional vertical R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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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층증착 기술을 위한 적당한 전구체와 반응기체

가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많이 존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140) 최근에 전구체 상태에서 안정하며 전

구체 간 반응성은 우수한 silyl-Te, alkoxy-Ge, 그리고

alkoxy-Sb 계 유기금속 전구체인 [(CH3)3Si]2Te, Ge(OCH3)4,

Sb(OC2H5)3를 사용하여 열 원자층증착 기술을 이용하여

상전이 물질을 증착한 결과가 보고되었다.144) 그 보고에

따르면 Ge(OCH3)4, Sb(OC2H5)3, [(CH3)3Si]2Te 전구체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반응체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Ge-

Sb-Te 물질의 원자층증착 공정이 개발하였고 전구체에 따

라 화학적 흡착 또는 물리적 흡착을 하는 양상이 다른

결과를 관측하였다고 한다.

5. 결  론

원자층증착 기술은 자기제한적인 박막성장기술로서 나

노 두께의 박막성장이 가능하며 넓은 면적의 균질성과 3

차원구조의 복잡한 구조에서도 조성이 일정하고 표면이

균질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박막증착기술이다.

70년대초에 이 기술이 소개된 이래로 디스플레이, 반도

체, 태양전지, 촉매, 배터리 등에 적용을 목표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몇몇 곳에서는 핵심 증착기술

로 적용되고 있다. 원자층증착 기술은 전통적으로 2개의

전구체와 반응체를 공급하는 단계와 이것을 각각 분리

하는 퍼지 단계를 포함하는 4 단계를 하나의 사이클로 이

루어진 증착방법이다. 이 증착법은 nano scale의 두께 제

어가 가능하고 우수한 단차 도포성과 균일한 피복성을 지

닌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증착법으로서 차세대 반도

체 소자인 DRAM, Flash Memory, RRAM 및 PRAM에

핵심 증착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사용 영역을 더

넓힐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현재 원자층증착 기술로

가장 많이 증착하는 물질은 산화물 질화물 황화물 등이

며 금속원소 같은 단일원소 증착에도 적용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원자층증착 기술은 할라이드 전구체를 쓰는 열

원자층증착 기술에서 시작하였으며 이것의 단점인 시스

템의 부식과 파티클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금속 전구체

를 이용한 원자층증착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이때 탄소

와 산소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며 박막의 밀도도 낮은 수

준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존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층증착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많은 개

선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지적되었던 낮은 생

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분할방식에서 공간분할 방식의

원자층증착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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