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Dual metal gate CMOS integration scheme with TiN et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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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EALD TiN 금속 전극을 갖는 MOS device에서 SC1 (NH4/H2O2/H2O=1:2:5), SPM (H2SO4/H2O2=10:1), H2O2 etch 

chemical을 이용해 TiN 식각 후 oxide 표면 잔류 Ti에 의한 전기적 특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Etch chemical 중 SPM을 이

용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였는데, 이는 잔류Ti atom의 양이 다른 etch chemical을 사용한 것 대비 낮았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하여 낮은 leakage current, less frequency dependence의 특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후속 열처리를 통해 더욱 

우수한 특성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공정기술은 single 전극을 갖는 CMOS 형성 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소자 구현 시 요구되는 낮은 문턱 전압 (threshold voltage, VTH)을 얻기 

위해 n-MOS 와 p-MOS용의 두 개의 다른 금속 전극이 필요하다. 다른 금속을 이용 시 식각 공정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integration상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조성 및 두께 변화를 통한 단일 금속 기반 금속 전극의 사용이 요구되어진다. TiN 금

속은 조성 및 두께에 따라 다른 금속 일함수를 보이며 이에 따라 다른 VTH 형성이 가능하나, process integration 중 

selective etching이 필요하며, 이때 gate dielectric의 표면이 chemical에 노출되어 소자 열화 현상에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chemical을 이용하여 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ed (PEALD) TiN의 selective 식각과 그에 따른 

gate insulator의 열화 현상을 화학적 및 전기적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 본론 

ALD high-k gate dielectric과 PEALD TiN gate electrode를 갖는 MOS device 형성 후 CMOS integration을 simulation하기 

위해 SC1 (NH4/H2O2/H2O=1:2:5), SPM (H2SO4/H2O2=10:1), H2O2을 이용한 selective TiN 식각을 진행 하였고, chemcial에 따른 

화학적 및 전기적 분석을 진행 하였다. SC1, SPM, H2O2 사용 시 high-k gate dielectric은 시각되지 않고, PEALD TiN만 식

각됨을 확인하였고, SPM 이용시 etch rate이 다소 빠름을 관찰 되었다. 다른 chemical 대비 SPM 사용 시 낮은 gate 

leakage current (Jg)가 관찰 되었는데, 이는 high-k layer에 Ti absorption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total reflection x-ray fluorescene (XRF) 를 이용하여 잔류 Ti를 확인하였고 SPM 사용시 SC1과 H2O2 대비 각각 2~4 order 

이상 적은 Ti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frequency를 변화 시키면서 측정된 capacitance-voltage 측정결과에서 확인되었

다. SPM 사용시 더 낮은 frequency dispersion이 관찰 되었고 있는 표면의 낮은 Ti 흡착량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후속 열

처리에 의해서 더 낮은 Jg가 관찰되었으며, equivalent oxide thickness (EOT) 변화량은 미비하였다. 

                                                            

그림 2. The amount of Ti atoms 
absorbed on the surface of the 
high-k layer after TiN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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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CMOS 소자 구현 시 사용되는 단일 금속인 TiN 금속 전극 식각의 chemical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SPM 사용시 낮

은 Jg와 frequency dispersion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표면의 Ti atom 흡착량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후속 열처리를 

통해서 전기적 특성이 향상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공정 기술은 향후 CMOS 소자 구현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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