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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 순차적 집적회로에서 열에 의한 손상으로 생성되는 계면 포획 전하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게이트 전

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2차원 소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산화막 층에 계면 포획 전자 분포를 추출한 

결과를 설명한다. 이 계면 포획 전자분포를 고려한 3차원 순차적 집적회로에서 Inter Layer Dielectric (ILD)의 길이에 

따른 하층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상층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Vth의 변화량에 대해서 소개한

다.  상대적으로 더 늦은 공정인 상층 HfO2층 보다 하층 HfO2층과 양쪽 SiO2층이 열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용 했을 때 Vth 변화량이 더 적게 변하는 것을 확인 했다.  3차
원 순차적 인버터에서 ILD의 길이가 50nm이하로 짧아질수록 점점 더 Vth 변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bout the effect on IDS-VGS characteristic of transistor that interface trap charge is created by 
damage due to heat in a 3D sequential inverter.  A interface trap charge distribution in oxide layer in a 3D sequential 
inverter is extracted using two-dimensional device simulator.   The  variation of threshold voltage of top transistor 
according to the gate voltage variation of bottom transistor is also described in terms of Inter Layer Dielectric (ILD) 
length of 3D sequential inverter, considering the extracted interface trap charge distribution. The extracted interface 
trap density distribution shows that the bottom HfO2 layer and both the bottom and top SiO2 layer were relatively more 
affected by heat than the top HfO2 layer with latest process. The threshold voltage variations of the shorter length of 
ILD in 3D sequential inverter under 50nm is higher than those over 50nm. The Vth variation considering the interface 
trap charge distribution changes less than that excluding it. 

키워드 : 3차원 순차적 집적회로,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 3차원 순차적 인버터, 문턱전압

Key word : 3D sequential integration, Interface trap charge density distribution, 3D sequential inverter, threshol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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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속-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의 개발로부터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발전의 핵심은 무어

의 법칙(Moore’s Law)처럼 많은 트랜지스터를 한정된 

공간에 집적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크

기를 줄임으로써 집적 효율을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트

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3D 구조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1].  
3D 구조에서 먼저 시도한 것은 parallel integration 구

조이다. 하지만 parallel 구조는 층과 층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고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의 via가 요구되고 

집적화 하는데 큰 한계점이 있다. 반면에 3D sequential 
integration은 트랜지스터 위에 트랜지스터를 바로 쌓아 

올리는 공정으로, parallel 구조에 비해 정렬(alignment) 
성능도 뛰어나고 수십 나노미터 크기 이하의 via가 요구

되고 집적도도 훨씬 좋다. 하지만 3D sequential 
integration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2]. 하
나의 웨이퍼에 순차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bottom 트
랜지스터의 성능 보호를 위해 650℃이하에서 top 트랜

지스터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3, 4].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정 시 bottom 트랜지스터는 열에 의한 손

상을 받는다. 참고 문헌 [5]의 Fig. 1에서 실제 트랜지스

터의 드레인 전류-게이트 전압(IDS-VGS) 특성을 보면, 
Subthreshold Swing(SS)이 bottom 트랜지스터는 약 120 
mV/Dec이고 top 트랜지스터는 약 160 mV/Dec로 이상

적인 60 mV/Dec 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계면 포획 전하(Interface Trap Charge)가 생성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계면 포획 전하의 생성은 IDS-VGS 특성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므로 계면 포획 전하의 밀

도 분포를 찾아내고 이것이 실제 회로 및 소자 설계 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Bottom 
트랜지스터와 top 트랜지스터 사이에 전기적 영향

(electrical coupling) 중 하나인 Inter Layer Dielectric 
(ILD) 길이 변화에 따른 문턱 전압 Vth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Vth의 

변화는 알려진 바가 있다[6]. 하지만 계면 포획 전하 밀

도 분포를 고려한  Vth의 변화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추출하고 Vth의 변화

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구조를 설명하

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명한다. 그리고 계면 포획 전

하 밀도 분포의 추출과 그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

과 및 전기적 특성을 살펴본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

해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Ⅱ. 3D sequential 트랜지스터의 구조

2.1. 구조

그림 1는 PMOS 위에 저온 공정으로 PMOS를 쌓아 

올린 참고 문헌 [5]의 Fig. 2 구조를 ATLAS로 재현한 

적층 트랜지스터 구조를 나타낸다. 트랜지스터 구조에

서 채널 부분은 Si를 사용하였고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부분은 NiSi를 사용하였다. 측벽(side wall) 부분은 

Si3N4을 사용하였고 게이트 산화막 부분은 HfO2, 나머

지 산화막 부분은 SiO2를 사용하였다. 트랜지스터 구조

의 세부 파라미터로 게이트의 길이는 LG = 50 nm, ILD
의 두께는 TILD = 23 nm,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는  THfO2 

= 2.5 nm, bottom FET의 실리콘 두께는 TSi_bot = 10 nm, 
top FET의 실리콘 두께는 TSi_top = 20 nm이다. 

Fig. 1 3D sequential transistor structure reproduced for 
ATLAS 
  

2.2. 시뮬레이션 모델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이동도 모델은 Lombardi CVT 
model, 재결합 모델은 AUGER model과 SRH model,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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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특성 모델은 FERMI model이 사용되었다[7]. 온도

는 300K이다. 시간에 따른 도너 트랩 반응식은  ATLAS
의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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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1)

여기서 DENSITY는 트랩 밀도를 나타내고 는 이

온화 확률을 나타낸다. SIGN과 SIGP는 전자와 홀의 단

면 포획을 나타내고 통상정인 값인 10-16과 10-17㎠으로 

설정했다. 과 는 전자와 홀의 열에 의한 속도를 나

타내고 유효질량을 고려해서 2.69×1014과 3.09×1014 ㎧
으로 설정했다. 는 고유 페르미 에너지 준위을 나타

내고, 는 트랩 에너지 준위을 나타내고 0eV부터 

0.5eV까지 0.025eV 간격으로 설정해주었다. DEGEN. 
FAC는 트랩 중앙의 degeneracy 요인을 나타내고 1로 

설정했다. 각각의 에 DENSITY를 변화시켜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기적 특성

3.1.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 추출 

그림 2와 3은 계면 포획 전하 분포를 추출하기 위해 

실제 논문 데이터[5]와 맞춘 시뮬레이션 결과 값이고 그

림 4와 5는 그림 2와 3로부터 추출한 계면 포획 전하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은 bottom 트랜지스터에서 두 가지 드레인 전

압 VDS = 0.1과 1 V의 IDS-VGS 특성 곡선이다.  검정과 빨

강의 비어있는 기호는 참고 논문의 실제 실험 데이터이

다. 드레인 전압이 0.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53 μA/μm
이고 SS는 121 mV/Dec이다. 드레인 전압이 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311 μA/μm이고 SS는 124 mV/Dec이다. 자
주색과 하늘색 채워진 기호는 계면 포획 전하 분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드레인 전압이 0.1 V
일 때의 최대 전류는 303 μA/μm이고 SS는 85 mV/Dec

이다. 드레인 전압이 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1390 μA/
μm이고 SS는 95 mV/Dec이다. 두 결과는 전류 레벨이

나 SS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실선인 계면 포

획 전하를 고려한 결과는 실제 실험 데이터와 거의 비

슷하다. 드레인 전압이 0.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59 μ
A/μm이고 SS는 113 mV/Dec이다. 드레인 전압이 1 V
일 때의 최대 전류는 220 μA/μm이고 SS는 120 mV/Dec
이다. 전류 레벨은 줄어들고 SS는 증가 하였다.

Fig. 2 IDS-VGS characteristic curve of bottom transistor

Fig. 3 IDS-VGS characteristic curve of top transistor

그림 3은 top 트랜지스터의 IDS-VGS 특성 곡선이다. 
검정과 빨강의 비어있는 기호는 참고 논문의 실제 실험 

데이터이다. 드레인 전압이 0.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81 μA/μm이고 SS는 149 mV/Dec이다. 드레인 전압이 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743 μA/μm이고 SS는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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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Dec이다. 자주색과 하늘색 채워진 기호는 계면 포

획 전하 분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다. 드레

인 전압이 0.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300 μA/μm이고 SS
는 120 mV/Dec이다. 드레인 전압이 1V일 때의 최대 전

류는 1740 μA/μm이고 SS는 142 mV/Dec이다. 두 결과

는 전류 레벨이나 SS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실선인 계면 포획 전하를 고려한 결과는 실제 실험 데

이터와 거의 비슷하다. 드레인 전압이 0.1V일 때의 최

대 전류는 100 μA/μm이고 SS는 129 mV/Dec이다. 드레

인 전압이 1 V일 때의 최대 전류는 640 μA/μm이고 SS
는 159 mV/Dec이다. 전류 레벨은 줄어들고 SS는 증가 

하였다.
그림 4는 bottom과 top 트랜지스터 HfO2층의 계면 

포획 전하 밀도 (interface trap density) Dit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참고문헌 [8]의 Fig. 6 (c)와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과 Dit의 크기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5
는 top 트랜지스터의 SiO2층 Dit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9]의 Fig. 5 (a)와 Dit가 10배 차이가 나지만 

그래프 개형은 비슷하다. Top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공정 온도가 650℃이하이지만 그 온도 역시 상당히 높

아서 산화막에 계면 포획 전하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8].    

Fig. 4 HfO2 layer Dit distribution of top and bottom transistor

3.2. 추출한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가 주는 영향

그림 6은 추출한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사용 하

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bottom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게이트 전압(0 V와 -1 V)과 ILD 길이에 따른 top 

트랜지스터의 Vth 변화량을 나타낸다. Vth변화량은 

bottom 게이트의 전압이 0 V와 -1 V일 때의 Vth의 차이를 

드레인-소스 전압이 0.1 V와 1 V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SiO2 layer (ILD layer) Dit distribution of top  transistor

검정색 결과는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고 빨간색 결과는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

포를 사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비어 있는 기호는 드레

인-소스 전압이 0.1 V 일 때를 나타내고 채워진 기호는 

드레인-소스 전압이 1 V 일 때를 나타낸다. ILD의 길이

가 50 nm 이상에서는 변화량이 100 mV 이하로 bottom 
게이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50 nm 미만에서는 변

화량이 100 mV 이상으로 bottom 게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Fig. 6 Vth variation of top transistor in accordance with 
the gate voltage(0V and -1V) for the bottom transistor 
and the length of 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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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그림 2 와 3의 결과처럼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적용해 전류 레벨과 SS를 변화시켜 실험 데이터 IDS-VGS 
특성 곡선과 거의 비슷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어 내

었다. 이때의 HfO2 층과 SiO2 층의 계면 포획 전하 밀도 

Dit를 추출하였다. bottom 트랜지스터의 HfO2 층 Dit가 

좀 더 높게 추출되었다. 
ILD에 따른 Vth의 변화는 100 nm와 200 nm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ILD가 50 nm이하로 작아질 

때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는 

Vth가 100 mV에서 많게는 700 mV까지 변한다. 계면 포

획 전하 밀도 분포를 사용 하였을 때는 Vth가 80 mV에

서 많게는 550 mV까지 변한다.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

포를 사용 했을 때 보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약 1.3배 

정도 변화가 크다. 그리고 VDS가 0.1 V일 때 보다 1V일 

때 Vth가 평균 1.25배 더 많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3차원 순차적 집적회로에서 산화막 층에 

계면 포획 전하 분포를 Silvaco사의 2차원 소자 시뮬레

이터인 ATLAS를 이용해서 추출한 결과를 설명했다. 
bottom 트랜지스터의 HfO2 층 Dit가 top 트랜지스터의 

HfO2 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열에 의한 영

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SiO2층은 bottom과 

top 둘 다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순차적으로 

집적하는 과정에서 후 공정인 top HfO2 층은 열에 의한 

손상을 적게 받았고, 그 외에 bottom HfO2 층과 양쪽 

SiO2층은 열에 의한 손상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 하였

다. 추출한 계면 포획 전하 분포를 이용해서 3차원 순차

적 인버터의 ILD의 길이와 bottom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 전압의 변화에 따른 top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Vth

의 변화량에 대해서 설명했다.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

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용 했을 때 Vth 변화량

이 더 적게 변하는 것을 확인 했다. ILD 길이가 50 nm 
이하로 작아질 때 Vth 변화량이 100mV 이상 변화해서 

bottom 트랜지스터에서 top 트랜지스터에 전기적 영향

이 커짐을 보였다. 따라서 실제 회로 설계용 Vth  추출에 

계면 포획 전하 밀도 분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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