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s://doi.org/10.3740/MRSK.2019.29.11.715
Korean J. Mater. Res.
Vol. 29, No. 11 (2019)

715

다양한 조건의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된 Mo 금속의 전기적 특성

임태완·장효식
†

충남대학교 에너지기술과학 대학원

Electrical Properties of Molybdenum Metal Deposited by 

Plasma Enhanced – Atomic Layer Deposition of Variation Condition

Taewaen Lim and Hyo Sik Chang†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Republic of Korea

(Received October 16, 2019 : Revised October 22, 2019 : Accepted October 22, 2019)

Abstract Molybdenum is a low-resistivity transition metal that can be applied to silicon devices using Si-metal electrode

structures and thin film solar cell electrodes. We investigate the deposition of metal Mo thin film by plasma-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PE-ALD). Mo(CO)6 and H2 plasma are used as precursor. H2 plasma is induced between ALD cycles for

reduction of Mo(CO)6 and Mo film is deposited on Si substrate at 300 oC. Through variation of PE-ALD conditions such as

precursor pulse time, plasma pulse time and plasma power, we find that these conditions result in low resistivity. The resistivity

is affected by Mo pulse time. We can find the reason through analyzing XPS data according to Mo pulse time. The thickness

uniformity is affected by plasma power. The lowest resistivity is 176 μΩ·cm at Mo(CO)6 pulse time 3s. The thickness

uniformity of metal Mo thin film deposited by PE-ALD shows a value of less than 3% below the plasma power of 200 W.

Key words plasma enhanced-atomic layer deposition, Mo metal, resistivity.

 1. 서 론

전이 금속은 태양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낮은 비저항을 가지는 금속을 이용하여 에너지 손

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속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다

양한 증착 방법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 고효

율 태양전지에 이용되는 다양한 박막의 온도에 민감한

특성에 의해 저온에서 전극을 증착하는 방법이 연구 중

에 있다.1,6) 원자층 증착법(ALD)은 소형화 되는 반도체

와 다양한 박막의 증착으로 인하여 높은 온도에 민감한

고효율 Si 태양전지 산업에 적합한 증착 기술이다. 표면

에서의 화학 흡착에 의해 self-limited reaction이 일어나

게 되고 이로 인해 Å단위의 얇은 두께의 박막이 한 층

씩 증착 되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2,3)

또한 표면에서의 반응으로 인해 매우 좋은 균일도를 가

지고 비교적 낮은 증착 온도로 인해 금속을 증착 할때

온도에 의한 박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4) 그러나 ALD

에서 반응성이 약해 전구체에 포함되어 있는 리간드가

필름에 유입되어 오염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플

라즈마 원자층 증착법(PE-ALD)은 반응 기체에 플라즈

마를 이용하여 라디칼을 만들어 반응성을 높인 증착 기

술이다.5) 이로 인해 더욱 낮은 온도에서의 증착이 가

능하고 반응성의 증가로 인해 박막의 품질을 향상 시

킬 수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유입으로 인하여 박막

을 증착하기 위해 전구체와 플라즈마의 충분한 반응 시

간과 박막이 플라즈마에 의해 받는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절한 플라즈마 power를 조절해야 한다. Mo 금

속은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에서 gate electrode및 전극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화학

기상 증착법(CVD)7) 및 물리기상증착법(PVD)으로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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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o 금속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졌다. CVD

와 Mo(CO)6를 사용하여 Mo 금속을 증착한 연구에서

400 oC에서 Mo을 증착하여 H2 분위기에서 800 oC의 높

은 온도의 추가적인 열처리를 통해 낮은 비저항의 Mo

의 낮은 비저항을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고진공이 필요한 PVD 장비의 특성에 의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과 정확한 두께 조절의 문제

를 가지는 CVD를 보완 할 수 있는 PE-ALD를 이용하

여 낮은 비저항의 Mo 금속을 증착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 하였다.

2. 실험 방법

Si 기판의 표면의 유기 물질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piranha세정을 H2SO4와 H2O2의 3:1비율로 진행한 후 5

% HF 용액으로 자연 산화막을 제거 하였다. 증착 장비

는 PE-ALD를 이용하였으며, 전구체와 반응물은 각각

Molybdenum hexacarbonyl[Mo(CO)6]와 H2 플라즈마를

사용하였고, H2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RF 플라즈

마가 이용 되었다. 전구체를 반응 챔버로 주입하기 위

해 Ar 보조 가스가 이용 되었으며, 전구체의 응집을 방

지하기 위해 캐니스터와 가스 라인의 온도는 40 oC와

45 oC로 유지하였다. 증착 온도는 Mo(CO)6의 리간드 분

해를 위해 300 oC로 설정하였으며, 공정압력은 0.381 torr

였다. 전구체와 반응물의 충분한 purge를 위해 ALD cycle

중 purge 시간은 10 s로 고정하였다. 주입되는 Mo(CO)6

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시간을 조절하였으며, 플라즈마

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즈마 시간과 power를

가변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금속 박막의 면저항을

확인하기 위해 4-point probe를 이용하였으며, 두께와

균일도를 확인하기 위해 secondary electron microscopy

(SEM)와 Ellipsometer를 이용하였다. 두께와 면저항으로

Mo 금속의 비저항을 계산하였다.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분석을 통해 Mo의 산화 상태를 확인

하였으며, 산화 상태에 따른 Mo 박막의 비저항 변화를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o 금속 박막의 두께

Mo(CO)6 주입 시간을 조절하여 ALD 범위를 확인하

였다. 전구체의 충분한 환원을 위하여 H2 플라즈마 시

간은 10 s로 유지 하였다. 두께는 SEM을 통하여 측정

하였으며, Fig. 1은 Mo(CO)6 주입 시간에 따른 Mo 금

속의 SEM 사진이며, Fig. 1(a)는 주입 시간 3 s, Fig.

2(b)는 주입 시간 4 s에서의 단면 사진이다. Mo(CO)6의

주입 시간에 따라 Mo 금속이 균일하게 증착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SEM을 통해 Mo 박막의 두께를 측정

하였다. Fig. 2은 Mo(CO)6 주입 시간에 따른 두께변화

를 나타내었다. Mo(CO)6 주입 시간이 4 s 이후에서 두

께가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장률은 3.14Å로 확

인 되었다. 4 s에서 박막이 Si 기판 위에 saturation 되기

Fig. 1. SEM image of Mo metal film at Mo(CO)6 pulse time (a) 3 s and (b) 4 s.

Fig. 2. thickness variation according to Mo(CO)6 pul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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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Mo(CO)6 주입시간이 3 s에서 4 s로 변할 때 급

격한 두께 변화가 일어난다. Fig. 3는 H2 플라즈마를 가

변 하였을 때, 금속 Mo박막의 두께 변화를 보여준다.

Fig. 3(a)는 플라즈마 power에 따른 두께 변화를 나타내

었다. 플라즈마 power가 200 W까지는 일정 증가율을 보

였으나 400 W에서 증착률이 저하 되는 것을 확인 하였

다. Fig. 3(b)는 플라즈마 시간에 따른 두께 변화를 보

여 준다.

3.2 Mo 금속의 전기적 특성

전이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낮은 비저항과 증

착 온도는 높은 온도에 민감한 박막으로 이루어진 HIT

cell 같은 고효율 태양전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낮은 온

도에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Mo 금속을 증착하

기 위해 300 oC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변하여 증착을 진

행 하여 면저항을 측정 하였다. 400 oC에서 CVD로 증

착한 Mo 금속의 비저항은 287 μΩ·cm이며, 각 비저항

그래프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하였다.1) Table 1은 Mo

금속의 면저항과 두께, 균일도를 나타낸 표이며, 면저항

과 두께는 비저항을 계산하는데 이용 되었다. 200 W 이

하의 플라즈마 power로 증착 된 박막은 3 % 미만의 좋

은 균일도를 보이지만, 400 W에서 증착된 박막의 균일

도는 14.12 % 이상의 균일도를 보였다. 플라즈마 power

가 400 W에서 에칭 효과로 인하여 박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며, 균일도를 저하 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4

는 Mo(CO)6 주입 시간 4 s에서 플라즈마 power와 시간

에 따른 비저항을 보여준다. Fig. 4(a)는 플라즈마 power

에 따른 비저항을 보여주며, 플라즈마 power는 두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금속의 비저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박막의 전기적 특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Fig. 4(b)는 플라즈마 시간에

따른 비저항이며, 비저항은 플라즈마 시간 10 s에서 58

Ωμ·cm 낮은 비저항을 보여주었다. 플라즈마 시간이 증

가함에 M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이 좋아 진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플라즈마 조건의 가변을 통하여 플라즈

마는 Mo 전구체를 충분히 환원시킬 정도의 에너지와 시

간이 주어지는 경우 금속의 전기적 특성에는 크게 관여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입되는 Mo(CO)6

의 양에 의한 Mo 금속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플라즈마 power와 플라즈마 시간을 200 W와 10 s로

고정시킨 후, Mo(CO)6의 주입 시간을 가변시켜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5는 Mo(CO)6의 주입 시간에 따른

Mo 금속의 비저항을 나타낸다. Mo(CO)6의 주입 시간이

5 s에서 비저항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o(CO)6이 주입되는 양에 따라 비저항이 크게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Mo(CO)6의 주입 시간에 따른 면

저항과 비저항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

입시간에 따른 표면 분석을 하였다. Fig. 6는 Mo(CO)6

의 주입 시간에 따른 Mo의 3d peak 이다. Fig. 6(a)는

주입 시간 3 s, Fig. 6(b)는 주입 시간 5 s의 Mo 3d

XPS 결과이다. 두 그래프 모두 박막에 Mo0과 Mo5+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Mo0의 3d5/2 peak

는 227.8 eV, 3d3/2 peak는 231.0 eV8)이며, Mo5+의 3d5/

2는 231.9 ± 0.3 eV, 3d3/2는 234.5 ± 0.3 eV9)이다. Mo0와

Mo5+의 면적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Mo(CO)6 주입 시

Fig. 3. thickness variation according to plasma power and time.

Table 1. thickness and sheet resistance of Mo metal deposited by

PE-ALD.

Deposition condition
Thickness (nm) /

Uniformity (%)

Sheet resistance 

(Ω/□)

Mo 3 s – H2 10 s, 200 W 71.4 / 2.67 24.75

Mo 4 s – H2 10 s, 200 W 155 / 1.51 12.85

Mo 5 s – H2 10 s, 200 W 155 / 1.39 20.46

Mo 4 s – H2 10 s, 100 W 114 / 1.25 16.67

Mo 4 s – H2 10 s, 400 W 32.14 / 14.12 64.45

Mo 4 s – H2 5 s, 200 W 136 / 0.6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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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3 s에서는 Mo0/Mo5+의 비율이 1.16, 5 s에서는 0.76

이였다. 따라서, Mo(CO)6이 주입 시간에 따라 비저항이

크게 증가 하는 이유는 Mo의 충분한 환원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Mo(CO)6 주입 시간 4 s와 5 s에서

두께는 같지만 면저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박막의 Mo

환원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화

된 상태의 Mo5+를 확인하기 위해 Mo(CO)6 pulse time

3 s에서의 산소와 탄소의 XPS peak를 분석하였다. Fig.

7(a)는 산소의 1 s XPS peak이며, Fig. 7(b)는 탄소의

1 s XPS peak를 나타낸다. 산소는 Mo,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으며, 환원 되지 않은 Mo은 MoOx로 박막에 존

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10) 탄소는 산소와 Si과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Mo(CO)6 주입 시간 3 s에

서의 Mo 금속의 비저항은 176 μΩ·cm로 추가적인 열처

리가 되지 않은 CVD로 증착한 Mo 금속과 비교하였을

때 111 μΩ·cm 낮은 비저항을 보였다.

4. 결 론

고효율 Si 태양전지에 응용할 수 있는 낮은 비저항의

전이 금속을 증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점을 가지는 PE-

ALD를 사용하였다. 300 oC의 낮은 온도에서 다양한 조

건을 조절하였으며, 플라즈마 조건을 가변 하였을 때 비

Fig. 4. Resistivity according to plasma (a) power and (b) time, when Mo(CO)6 pulse time is 4 s.

Fig. 5. resistivity according to Mo(CO)6 pulse time, when H2

plasma time and power is 10 s and 200 W, respectively. 

Fig. 6. Molybdenum 3d XPS peak at Mo(CO)6 pulse time (a) 3 s and (b) 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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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주입되는 Mo(CO)6의 양

에 따라 Mo금속의 비저항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400

W 이상의 높은 플라즈마 power를 주입 할 경우 박막

의 균일도 및 두께에 크게 영향을 준다. PE-ALD를 이

용하여 증착한 Mo 금속은 400 oC에서 CVD를 이용한

Mo 금속보다 낮은 176 μΩ·cm의 비저항을 보였다. 이는

PE-ALD로 증착한 Mo 금속은 전극으로 이용 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조건의 가변을 통해 Mo 박

막의 환원율을 증가시킨 다면 비저항을 낮출 수 있다.

또한, ALD의 장점을 살려 소형화 되고 있는 반도체에

gate electrode로 사용 되는 금속을 PE-ALD를 이용하여

높은 균일도의 박막을 증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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