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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 nm-thick SiO2 layers formed by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are densified to improve

the electrical and interface properties by using nitric acid oxidation of Si (NAOS) method at a low temperature of 121 oC. The

phys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re clearly investigated according to NAOS times and post-metallization annealing (PMA) at

250 oC for 10 min in 5 vol% hydrogen atmosphere. The leakage current density is significantly decreased about three orders

of magnitude from 3.110 × 10−5 A/cm2 after NAOS 5 hours with PMA treatment, although the SiO2 layers are not changed.

These dramatically decreases of leakage current density are resulted from improvement of the interface properties. Concentration

of suboxide species (Si1+, Si2+ and Si3+) in SiOx transition layers as well as the interface state density (Dit) in SiO2/Si interface

region are critically decreased about 1/3 and one order of magnitude, respectively. The decrease in leakage current density is

attributed to improvement of interface properties though chemical method of NAOS with PMA treatment which can perform

the oxidation and remove the OH species and dangling bond.

Key words SiO2/Si interface, interface properties, nitric acid oxidation, densification, interface state density.

1. 서  론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대규모 집적회로(large scale inte-

gration, LSI)와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이루는 금속산화물 반도체(metal-oxide-semicon-

ductor, MOS) 구조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며 많은 발

전을 이룩해왔다. 특히 실리콘(Si) 기판 위 이산화규소

(SiO2)를 절연막으로 사용하는 SiO2/Si 다이오드 구조는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빠르며, 공정 단가가 저렴하므로 가

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Moore의 법칙에

따라 단위 면적 당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소

자 내 SiO2 층의 두께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압

인가 시 누설전류의 증가를 야기시켰다.1) 누설전류의 증

가는 디바이스 작동에 있어 소비전력을 증가시키기 때

문에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적인 SiO2 절연층 제조 방법으로 800~1000 oC의 산소

또는 수증기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열산화공정(thermal ox-

idation method)을 통해 뛰어난 단차피복(step coverage)

및 높은 원자밀도를 갖는 막을 형성할 수 있지만,2) 높

은 공정 온도로 인해 연화점(softening point)이 ~500 oC

인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공정에 적용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저온에서도 우수한 특성의 SiO2 층

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저온공정

으로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는 대면적 양산이 가능한 반면, 단차피복과 원자밀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계에 의한 플

라즈마 상태를 이용하여 증착시키는 플라즈마-화학기상증

착법(plasma enhanced CVD, PECVD)이 개발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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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저온에서도 뛰어난 SiO2 절연막을 증착 시킬

수 있었지만, 저온에서 증착되는 공정 특성상 여전히 열

산화공정에 비해 SiO2/Si 계면의 결함밀도(interface state

density)가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2003년 Kobayashi et al.은 공비혼합(azeotropic mixture)

상태의 질산(68 wt% HNO3 solution)을 이용하여 ~121
oC의 저온에서 반응시켜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는 질산

산화법(nitric acid oxidation of Si, NAOS)을 개발하였

다.8-12) 질산산화법은 질산에서 분해되어 나온 산소 이온

이 실리콘 기판과 직접 반응하여 ~2 nm의 매우 얇은

SiO2 층 및 ~10 nm 이상의 두꺼운 막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열산화공정으로 제조된 같은 두께의 산화막에 비

해 우수한 계면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원자밀도를 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10 nm 이상의 막을 제조하는 것

은 장시간이 요구되며 이는 양산공정에 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CVD

공정을 통해 형성된 ~5 nm의 SiO2 절연막 층을 질산 산

화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13) 그 결과,

PECVD로 제조된 SiO2 층은 질산 산화 5 시간 후 치밀

화 되어 두께의 변화는 없었지만, 산화막 내 결함 밀도

(느린준위 밀도 (i.e. Nd) 및 고정전하 밀도(i.e. Nf))와 서

브옥사이드(Si1+, Si2+, Si3+) 밀도가 감소하여 SiO2의 두

께 변화 없이 누설전류 밀도를 약 three orders of mag-

nitude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질산 산화 시

간에 따라 SiO2/Si의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준위 밀도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누설전류 특

성과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CVD를 이용하여 ~5 nm의

SiO2 절연막을 제조 후 질산 산화 시간(0, 1, 5 시간)에

따른 SiO2 산화막 두께 및 서브옥사이드 밀도를 비교하

였으며, TiN을 전극으로 형성한 후 250 oC, 5 vol% 수

소 가스 분위기에서 10 분 동안 post-metallization an-

nealing(PMA) 처리를 진행 하였다. PMA 처리 유무에

따른 TiN/SiO2/Si 구조의 전기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누설전류 밀도와 SiO2/Si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준위 밀

도를 계산하여 누설전류 밀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크랄스키(Czochralski, CZ)법으로 제

조 후 붕소(B)를 도핑하여 ~10 Ωcm 저항을 갖는 p-타

입의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기판은 RCA 방

법을 이용하여 표면에 흡착된 유, 무기 불순물을 제거

하였고, 자연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0.5 vol% 불산 용

액에 1분간 담근 후 건져냈다.14) PECVD는 Ar, O2 분위

기에서 고진공 (i.e. 2 Torr) 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리커서

로서 헥사메틸-다이실록산(hexamethyl-disiloxane, HMDSO)

을 사용하여 ~5 nm의 SiO2 층을 제조 하였다. SiO2 층

의 치밀화를 위해 웨이퍼를 3 × 3 cm2 크기로 잘라 121
oC의 끓는 68 wt% 질산 용액에 각각 0, 0.5, 1, 2, 5

시간 동안 담근 후, 3차 초순수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세

척하였다. 웨이퍼 위에 전극을 제조하기 위해 지름 0.15

mm TiN dots을 열증착(thermal evaporation)을 이용하여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TiN/SiO2/p-Si> MOS 구조를 제

조하였다. PMA는 표면 흡착 수분 및 OH기 제거를 위

해 5 vol% H2와 95 vol% N2 분위기에서 250 oC로 10

분 동안 진행되었다.

표면의 SiO2 층 두께 및 서브 옥사이드를 확인하기 위

해 monochromatic Al Kα(1486.7 eV) radiation source

를 갖는 VG scientific Escalab 220i-XL spectrometer의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장비를 통해 측

정하였다. 전류-전압(current-voltage, I-V) 및 전기용량-전

압(capacitance-voltage, C-V) 측정은 ZNS200S probe

station을 이용하였으며, 전기용량-전압 측정에서는 저주

파수로는 100 kHz, 고주파수로는 1 MHz를 이용하여 전

기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TiN/PECVD grown SiO2/p-Si(100)> MOS

구조에서 (a)는 without PMA, (b)는 250 oC의 5 % 수

소분위기에서 PMA를 10 분간 진행한 후의 전류-전압 특

성을 보여준다. −1 V에서의 누설전류 밀도는 PMA 처리

전 처음 3.110 × 10−5A/cm2에서 질산산화 1 시간 후 1.89

× 10−6A/cm2으로 one order of magnitude가 줄었으며,

5 시간 처리 후에는 1.7 × 10−7A/cm2으로 처음보다 two

orders of magnitude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MA 처리 후 누설전류는 질산산화 처리 전 1.74 × 10−6

A/cm2에서 1 시간 후 4.50 × 10−7A/cm2, 5 시간 처리 후

5.2 × 10−8A/cm2으로 처음보다 약 three orders of mag-

nitude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PECVD로 제조한 ~5 nm SiO2/Si(100) 구조

를 121 oC의 68 wt% 질산에서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산

화 시킨 샘플들의 XPS Si 2p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i.e.

(a) 질산산화 처리 0 시간, (b) 1 시간, (c) 5 시간). XPS

Si 2p 스펙트럼 중 낮은 binding energy의 폭이 좁은 피

크는 실리콘 기판의 Si 2p3/2와 2p1/2이며, 높은 binding

energy의 폭이 넓은 피크는 박막의 SiO2 2p3/2와 2p1/2를

나타낸다. SiO2의 두께 계산 결과, 질산산화 전 처음

PECVD로 제조된 샘플의 경우 (a) 5.8 nm, 질산산화 1

시간 후 (b) 5.2 nm, 5 시간 후 (c) 5.1 nm로 계산되었

다.15) 일반적으로 누설전류는 절연층 두께에 의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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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m의 절연층 두께 증가는 약 one order of mag-

nitude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질

산산화 후 박막의 두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누설전

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절연막의 누

설전류의 원인이 되는 결함 혹은 원자 밀도의 증가로 예

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iO2/Si 계면에 존재

하는 결함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SiO2/Si 계면에 존재하는 결함은 Fig. 3과

같다.16) 특히 산화막에 존재하는 oxide charge 및 fixed

charge는 절연막의 성능에 의존하며, interface state charge

는 계면의 성능에 의존한다. 만약, 불완전한 산소결합이

SiO2 층과 Si 기판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서브옥사이드

(SiOx) 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XPS 스펙트럼에서 Si

2p 피크와 SiO2 2p 피크사이에 존재하여 binding energy

shift에 따라 Si1+, Si2+, Si3+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은

Shirley method를 이용한 background와 Si 2p1/2 피크를

제거시킨 Si 2p3/2 XPS 스펙트럼을 확대한 것을 보여준

다.17) 그 결과 낮은 binding energy로부터 Si0, Si1+, Si2+,

Si3+, Si4+ 피크를 각각 볼 수 있으며, 여기서 Si0는 Si

기판, Si1+, Si2+, Si3+는 서브옥사이드, Si4+는 SiO2 층을

나타낸다. Si1+, Si2+, Si3+ 피크의 chemical shift는 Si0

Fig. 2. XPS spectrum of Si 2p of PECVD grown ~5 nm SiO2

layers after NAOS treatment. NAOS treatment was performed for

the following times: (a) 0 h; (b) 1 h; (d) 5 h.

Fig. 1. I-V curves for the <TiN/SiO2/p-Si(100)> MOS structure after NAOS treatment following times: 0 h; 1 h; 5 h. (a) is without PMA

and (b) is with PMA in condition of 5 % hydrogen atmosphere at 250 oC during 10 min.

Fig. 3. Terminology for charges associated with thermally oxidized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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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로부터 각각 1.0, 1.8, 2.6 eV로 측정되었으며, 서브

옥사이드 각각의 밀도 NSiOx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18,19)

(1)

여기서 위의 기호 D는 number density of a certain

atom 이고 σ는 photoionization cross section, λ는 mean

free path of photoelectrons, I는 area를 의미하며 기입된

SiOx는 서브옥사이드 종류를 나타낸다. 이 식을 이용하

여, 질산산화 시간에 따른 서브옥사이드 밀도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PECVD로 형성된 SiO2 층 (a)는 공정 특성상 완벽하

게 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계면에 산소와 불완전 결합을

한 Si1+, Si2+, Si3+가 많이 분포하며, 특히 Si1+의 밀도가

2.047 × 1014 atoms/cm2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질

산 산화 후 질산에서 분해되어 나온 산소 이온(O•)으로

부터 산화되어 그 밀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결국 서브

옥사이드의 총 합(SUM)은 처음 질산산화 전 3.10 × 1014

atoms/cm2에서 질산산화 1 시간 후 1.31 × 1014atoms/cm2,

5 시간 후 0.900 × 1014 atoms/cm2까지 약 1/3로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브옥사이드 밀도의 감소는

SiO2 층의 원자밀도의 증가를 의미하며, PECVD로 제조

된 SiO2 층은 질산산화법을 통한 충분한 산화로 인해 치

밀화 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Si1+와 Si3+의 급격한 감

소는 실리콘 기판의 계면결함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산화과정에서 최외각 결합준위를 통해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Si1+가 형성되게 되고, 이후 산소의 확산으로 인해

밑의 원자가 산화되기 직전에 Si3+가 형성되게 된다. 따

라서 이들의 감소는 결국 계면결함준위의 감소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면의 결함준위를 분

석하였다. 

Fig. 5(a)는 PMA 처리 전과 후의 질산산화 시간에 따

른 SiO2/Si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준위 밀도(Dit)의 관계

를 보여준다. 계면준위 밀도는 전압 인가에 따라 전하

교환속도가 매우 빨라 빠른전위 밀도라고도 불리우며, 고

주파수와 저주파수에서의 charging kinetic 차이에 의해

형성된 공핍층 영역의 전기용량의 차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계산이 가능하다20-22):

(2)

여기서 CLF는 저주파수에서의 전기용량이며, CHF는 고

주파수에서의 전기용량을 가르킨다. 본 실험에서는 저주

파수로 100 kHz, 고주파수로 1 MHz를 사용하였다. 식

(2)를 이용한 질산산화 시간에 따른 계면준위 밀도계산

결과, PMA 처리 전 처음 7.7 × 1013 atoms/eV−1cm2에서

질산산화 1 시간 및 5 시간 처리 후 각각 5.8 × 1012,

2.9 × 1012 atoms/eV−1cm2로 약 one order of magnitude

가 감소하였으며, PMA 처리 후 질산산화 0, 1, 5 시간

에 따라 각각 4.6, 1.2, 1.1 × 1011atoms/eV−1cm2로 약 one

order of magnitude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연구 결과, PMA 처리 후 산화막 내 전기적 결함

준위가 약 ~one order of magnitude 감소한데에 비해,

계면준위 밀도는 약 two orders of magnitude 이상 크

게 감소하였으므로 누설전류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위에서 계산된 계면준위 밀도가 밴

드갭 내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면준위

의 에너지 분포도를 식 (3)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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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PS spectrum of suboxide in SiO2/Si interface. The dotted

line of XPS spectrum shows suboxide (i.e. Si
1+

, Si
2+

, Si
3+

) of SiOx

layers: (a) PECVD grown SiO2/Si layers; (b) after NAOS 1 hour;

(c) after NAOS 5 hours.

Table 1. Suboxide state density of Six+ (x = 1, 2, 3) of SiO2/Si

structure by passing time to 5 hours.

(10
14

atoms/cm
2
)

NAOS time 

(h)
Si

1+
Si

2+
Si

3+ SUM 

(Si1++Si2++Si3+)

0 2.047 0.280 0.774 3.10

1 0.570 0.189 0.554 1.31

5 0.437 0.201 0.262 0.900

N
Si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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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 vth는 전자의 열속도, σ는 the

capture cross-section 상수, 그리고 N은 상태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계면준위는 재료특성상 밴드갭 내 U자 모양

으로 분포하여 valence band와 conduction band 부근에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있으며, 에너지 분포 계산 결과

Et-EV 값은 0.11 eV로 valence band와 매우 근접하여 밴

드 갭 내에서 가장 높은 농도영역의 값을 Fig. 5(b)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CVD로 제조된 5 nm의 SiO2 층을

질산산화를 통해 두께의 큰 변화 없이 치밀화를 진행하

여, −1 V에서 측정된 누설전류 밀도를 질산산화 및 PMA

처리 후 약 three orders of magnitude 이상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산화막의 두께 차이가 없음에도 뛰어난 전

기적 특성을 달성할 수 있는 원인을 확인하고자 SiO2/

Si 계면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불완전한 산소결합

인 서브옥사이드 밀도가 질산산화 5 시간 후 충분히 산

화가 되어 약 1/3로 줄어들었으며, 계면에 존재하는 결

함준위 밀도(Dit)가 질산산화 및 PMA 처리 후 약 two

orders of magnitude 이상 감소하여 누설전류의 급격한

감소가 SiO2/Si 계면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계면준위 에너지 분포 계산 결과, 계산

된 계면준위 밀도는 valence band 위 0.11 eV에 존재하

므로 높은 농도 영역대의 값임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

를 토대로 디바이스의 전기적 특성은 SiO2/Si 계면특성

에 의존하며, 질산산화 및 PMA 처리를 통한 SiO2 층

의 치밀화는 서브옥사이드 뿐만 아니라 계면준위 밀도

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누

설전류 밀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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