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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um-oxide(Al2O3)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at room temperature using trimethylaluminum(TMA) as the Al source and O2 plasma as the oxidant. In order to

compare our results with those obtained using the conventional thermal ALD method, Al2O3 films were also deposited with

TMA and H2O as reactants at 280 oC.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of the as-deposited Al2O3 film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XRD), X-ray photo-electric spectroscopy(XPS), atomic force microscopy(AF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Optical properties of the Al2O3 films were characterized using UV-vis and ellipsometry

measurements. Electrical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by capacitance-frequency and current-voltage measurements. Using the

ECR method, a growth rate of 0.18 nm/cycle was achieved,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growth rate of 0.14 nm/cycle

obtained using thermal ALD. Excellent dielectric and insulating properties were demonstrated for both Al2O3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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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산화막들은 반도체 소자에서 field oxide, 보호

막, 층간 절연막,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 등으로 응용 되

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MOSFET이 발명된 후 지금

까지 수 십 년간 산화막 제조와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화막 중 알루미늄 산화막은 물리적으로나 화

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산화물로써 절연재, 절삭공구, 전

자회로 기판, 의료용 기기 등 넓은 공학 및 산업영역에

응용 가능한 재료이다. 또한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하

므로 플라즈마 분위기에서도 식각이 잘 되지 않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알칼리 이온이나

불순물들에 대한 높은 확산 저항성, 비교적 높은 유전

율, 높은 열 전달 특성 및 넓은 파장대의 투과성 등이

있다.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알루미늄 산화막은 게이트 절

연막으로 또는 DRAM2,3)의 유전 박막으로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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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막을 증착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MBE(molec-

ular beam epitaxy),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PEMOCVD(plasma enhance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ive sputtering, 원자빔 증착(atomic

beam deposition), ALD(atomic layer deposition) 등이

있다.4) 이 중에서 ALD법은 연속적 포화 표면반응(sat-

urative surface reaction)을 기반으로 한 자기제한(self-

limiting) 반응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저온공정이 가능하며

매우 우수한 두께 균일도를 나타내며 particle의 생성 또

한 적다.4,5) 또한, ALD법은 반응가스를 분할 주입하여 반

복적으로 증착하는 방법으로 제1반응가스의 주입, 퍼지

(purge), 제2반응가스의 주입, 퍼지를 한 사이클로 정의

한다. 이 증착 법은 반응가스들 사이의 기상반응을 억

제하고 반응가스들의 표면흡착과 표면반응을 이용하는 증

착 방법으로써 증착 사이클 수의 조절만으로 정확한 두

께의 제어가 용이하고 높은 단차를 가지는 곳의 도포에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6,7) 하지만, 통상적인 ALD법은 좁

은 process window와 낮은 생산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반응성 향상, 불순물 감소, 넓은 process window 그

리고 박막 밀도 향상이 기대되는 새롭게 설계된 증착 기

술인 ECR-PECVD법을 적용하였다.8,9) 본 연구에서 사용

한 ECR-plasma는 2.45 GHz의 고주파수에서 전자를 가

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plasma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박막의 증착 속도 향상 및 상온에서 증착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11) ECR-PEALD법을 적용하

여 증착 속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온 증착을 통한

Al2O3 박막을 thermal ALD법으로 증착한 박막의 물리

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Thermal ALD는 전구체인 TMA(TriMethylAluminum)

와 반응체인 H2O, 수송 및 제거 기체로서 N2 가스를 사

용하였으며 공정압력 200 mTorr와 280 oC의 온도에서 증

착하였다. cycle구성은 TMA-N2-H2O-N2 순으로 순차적으

로 주입하고 각 단계를 격리하였으며 주입시간은 각각

0.2/45/0.2/90초이다. 기판은 p-Si (100) wafer를 사용하

였다.

첫번째로 전구체인 TMA를 챔버 내로 N2 가스와 함

께 주입하여 Si박막의 OH와 반응시킨다. (1)

Al(CH3)3(g)+ :Si-O-H(s)⇒ :Si-O-Al(CH3)2(s) + CH4 (1)

이 때, 생기는 부산물인 메탄(CH4)과 과잉 TMA를 N2

가스로 제거한 후 H2O를 주입하여 기판 위의 Si-O-Al

(CH3)2(s)와 반응시킨다. (2)

2H2O(g)+ :Si-O-Al(CH3)2(s)⇒ :Si-O-Al(OH)2(s)+ 2CH4 (2)

이어서 N2 가스로 생성된 메탄(CH4)과 과잉 H2O를 제

거한다.

ECR-PEALD는 전구체인 TMA와 O2 가스를 반응체로

하였으며 수송 및 제거 기체로는 Ar 가스를 사용하였다.

ECR-PEALD법의 경우, plasma에 의해 질소가 분해되어

박막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ECR-PEALD법에서

는 Ar 가스를 사용하였다. 공정압력은 200 mTorr와 상온

증착하였다. 또한 plasma power는 1 kW이다. TMA-Ar-

O2-Ar 순으로 주입하고 주입시간은 0.2/30/0.2/30초이다.

Al2O3의 전기적 특성을 위해 p-Si 기판 위에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하부 전극Ti (10 nm)/Cu (100 nm)

을 증착시키고 thermal ALD와 ECR-PEALD법을 이용하

여 Al2O3 40 nm를 각각 증착하였다. Lift-off로 pattern-

ing을 한 후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Ti (10 nm)/

Cu (100 nm)의 상부전극을 증착하여 capacitor를 제작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Si 기판 위에 thermal ALD법으로 280 oC와

ECR-PEALD법으로 상온에서 증착한 Al2O3 박막을 XRD

를 이용하여 박막의 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두 방법 모

두 비정질 상을 보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ellipsom-

etry를 이용한 Al2O3 박막의 굴절률(n)과 흡광계수(k)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박막 모두 굴절률 ~1.69와 ~1.68

로 유사한 값을 가졌다.

Fig. 1. Grazing incidence angle X-ray diffraction(GIAXRD) patterns

of (a) Si wafer (b) thermal ALD thin films (c) ECR-PEALD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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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Si 기판 위에 thermal ALD법과 ECR-PEALD

법을 이용하여 각각 60 nm씩 증착한 Al2O3 박막의 단면

을 TEM으로 본 것이다. 두 박막 모두 치밀하고 균일하

게 증착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은 AFM을 이용하여 thermal ALD 법과 ECR-

PEALD 법을 이용하여 각각 증착한 박막 표면의 rough-

ness를 측정하였다. Thermal ALD 법으로 증착한 박막

의 경우는 RMS = 0.32 nm로 매끄러운 표면의 박막을 얻

을 수 있었지만, ECR-PEALD 법으로 증착한 박막의 경

우 RMS = 5 nm 정도로 thermal ALD법의 박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알루미

늄 전구체인 TMA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

친 표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에 XPS의 depth profiling을 통한 조성 분석을

하였다. Fig. 4(a)는 thermal ALD법으로 280 oC 증착한

Al2O3 박막이다. Fig. 4(b)는 ECR-PEALD법으로 상온에

서 증착한 Al2O3 박막이다. Table 2에서 Al2O3 박막 내의

Al 2p, O 1s, C 1s, Si 2p를 depth profiling한 값이다.

이 결과를 보면, thermal ALD법으로 증착한 Al2O3 박

막은 Al과 O 이외에 다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l : O = 42.2 % : 57.8 %로 거의 유사한

화학양론비를 보였다. 하지만 ECR-PEALD법으로 증착한

Fig. 2. Cross-section TEM of Al2O3 thin films.

Table 1. Refractive and extinction of Al2O3 thin films deposited by

thermal ALD and ECR-PEALD.

n(refractive) k(extinction)

Thermal ALD 1.69 0.001

ECR ALD 1.68 −0.018

Fig. 3. AFM images and surface roughness measured in a 30 × 30 µm area on the top surface of the Al2O3 thin films. (a) thermal ALD

and (b) ECR-PEALD.

Fig. 4.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thin films were measured by X-ray photoemission spectrometry(XPS). (a) thermal ALD and (b)

ECR-PE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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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박막은 Al : O = 39.40 % : 58.27 % 이외에도 C =

2.31 %로 소량 검출되었다. 탄소가 남아 있는 원인은

ECR-PEALD법은 상온에서 산소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

이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전구체인 TMA가 완전히 분

해가 되지 않아 박막에서 검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러한 잔여 탄소는 박막의 누설전류를 증가시키며, 막질

의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수한 질의 박막을 증착

하기 위해서는 탄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1) 초

기 진공도를 높이고, Al2O3 박막의 증착 과정에서 충분

한 퍼징(purging)과 적절한 소스 주입량을 결정하여 완벽

한 반응을 유도한다면 thermal ALD법으로 증착한 Al2O3

박막처럼 우수한 막질의 박막을 증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는 thermal ALD법과 ECR-PEALD법으로 증착한

Al2O3 박막의 XPS survey spectra 이며 Fig. 6은 284.8

eV의 C 1s peak을 기준으로 (a) Si 2p, (b) C 1s, (c)

Al 2p, (d) O 1s의 binding energy를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Al2O3 박막의 O 1s와 Al 2p의 binding energy

Table 2. Comparison of chemical composition. (a) thermal ALD

(b) ECR-PEALD.

ALD
Etch 

time(s)

Atomic(%)

Al 2p C 1s O 1s Si 2p

Thermal 

ALD

0 35.00 11.23 53.75 0

100 42.60 0 57.39 0

200 42.20 0 57.80 0

300 42.20 0 57.79 0

400 41.24 0 57.23 1.52

ECR 

ALD

0 28.42 14.92 54.60 2.04

100 38.58 2.20 59.20 0

200 39.40 2.31 58.27 0

300 39.33 2.09 57.81 0.75

400 29.56 0 51.86 18.56
Fig. 5. XPS survey spectra of the thermal ALD and ECR-PEALD

deposited Al2O3 film. 

Fig. 6. (a) Si 2p, (b) C 1s, (c) Al 2p, (d) O 1s core level spectra of the thermal ALD and ECR-PEALD deposited Al2O3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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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착법과 관계없이 유사한 값을 갖는다.

Fig. 7는 thermal ALD법과 ECR-PEALD법으로 각각

유리 기판 위에 증착한 Al2O3 박막과 유리를 가시광선

파장대인 550 nm를 기준으로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88

~89 %의 유사한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Al2O3 박막내의 전

하 분포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i 기판 위에

Ti/Cu를 thermal evaporation방법으로 각각 10 nm, 100

nm를 증착하고 40 nm의 Al2O3를 각각 두 가지 ALD법

으로 증착 후 photo-lithography 공정으로 패터닝을 진행

하였다. Ti/Cu (0.1 µm * 0.1 µm = 0.01 µm2)를 각각 10

nm / 100 nm 증착하여 MOM구조로 제작하였다. 이 후

박막의 안정화를 위해 Ar 분위기에서 300 oC로 30분 동

안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 C-F / C-V 측정과 I-V 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8과

Table 4은 주파수 100 kHz 기준으로 C-F 측정 결과이

다. 성장된 박막의 C-F 측정 결과로부터 증착된 박막은

Fig. 7.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Al2O3 thin films.

Table 3. O 1s and Al 2p binding energy of Al2O3 thin films deposited

by thermal ALD and ECR-PEALD.

O 1s Al 2p

Thermal ALD 531.2 eV 74.4 eV

ECR ALD 531.0 eV 74.6 eV

Fig. 8. Capacitance - Frequency curves of (a) Al2O3 thin film deposited by thermal ALD and (b) Al2O3 thin film deposited by ECR-PEALD.

Fig. 9. Capacitance - Voltage curves of (a) Al2O3 thin film deposited by thermal ALD and (b) Al2O3 thin film deposited by ECR-PEALD.

Table 4. Capacitance, capacitance density, dissipation factor and

permittivity of Al2O3 thin films.

Thermal ALD ECR-PEALD

Capacitance(pF) 15.65 15.23

Capacitance Density(nF/cm
2
) 156.48 152.34

Dissipation Factor 0.0024 0.0045

Permittivity 7.07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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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07의 유전율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p-

acitance(pF) 값은 15.23/15.65으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

타내었다. Fig. 9는 −5 ~ 5 V의 전압에서의 capacitance

(pF) 를 측정한 C-V 측정 결과이다. C-F와 마찬가지로

thermal ALD법으로 증착한 Al2O3박막과 ECR-PEALD법

으로 증착한 Al2O3박막은 유사한 capacitance(pF) 값을

갖는다. 그리고 전압에 따라 일정한 capacitance와 hys-

teresis 차이가 없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Fig. 10

에서 성장된 Al2O3 박막의 누설전류 특성을 조사한 결

과 thermal ALD법으로 증착한 박막의 경우 −10 ~ 10 V

범위에서 ~10−9 A/cm2로 우수한 절연막 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ECR-PEALD법으로 증착한 박막의 경우는 −10

~ 10 V범위에서 ~10−7A/cm2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누설

전류 값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누설 전류 값

을 갖는 이유는 XPS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박

막 내에 탄소가 존재하여 박막의 누설전류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C-V와 C-F 측정

결과를 통하여 C-F / C-V등의 유전 특성에는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hermal ALD와 ECR-PEALD법으로

TMA, H2O, O2를 이용하여 Al2O3 박막을 증착 시킨 후

그 박막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ECR-PEALD법은 thermal ALD 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온에서 증착이 가능하며, 기존의 thermal ALD법에 비

해 빠른 증착 속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ALD

법으로 증착한 박막과 유사한 물리적·전기적 특성을 얻

을 수 있었다. 하지만 thermal ALD법으로 증착된 Al2O3

박막에서는 탄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박막 표면이 매

끄러운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ECR-PEALD법으

로 증착된 Al2O3 박막은 알루미늄의 전구체인 TMA

(Trimethylaluminum)가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아 박막에

서 소량의 탄소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잔여 탄소는 박

막의 누설 전류를 증가시키며, 표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plasma power 및 챔

버 내 기판의 거리 조절 등과 같은 공정 시스템의 최

적화를 통해 위의 특성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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