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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적인 scale down을 위해서는 고유전 산화막을 이용한 등가산화막두께(EOT) 스케일링이 이뤄

져야 한다. 특히, DRAM의 커패시터의 경우, EOT scaling을 위한 신 물질 및 공정개발이 지연되면서 전극과 유전체 사이의 

계면특성 개선,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발표에

서는 DRAM 커패시터 소재 개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에 반도체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조합한 다성분계 산화막을 이용하여 EOT 0.5 nm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커

패시터 유전체 개발을 위해 관심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연구에 대해 함께 다룬다. 

1. 서론

DRAM에 사용되는 고유전 박막은 주로 ZrO2 또는 HfO2 기반의 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한편, 최근 DRAM 커패시터에서 

요구되는 고 유전, 낮은 EO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율이 50이상으로 큰 루타일 구조의 TiO2 또는 페르브스카이트 

구조의 SrTiO3를 유전막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고유전 

박막은 Ru이나 Ir 과 같은 귀금속 전극 또는 이들의 산화물을 전극으로 사용해야하는데, 귀금속 물질을 커패시터의 

전극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 단가가 비싸지는 문제뿐 아니라 후속 공정에서 전극이 열화되는 문제를 갖고 있어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응용하여 커패시터의 

EO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RAM 커패시터 기술의 연장을 위하여 반도체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을 이용하여 EOT scaling down을 할 수 있는 다성분 산화막을 개발하였다.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ZrO2와 HfO2의 혼합 박막을 기반으로 미량의 phase stabilizer를 도핑하므로서 귀금속 전극을 사용하지 않고 EOT 

0.5 nm의 커패시터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본론

먼저 ZrO2와 HfO2의 혼합 박막의 유전특성과 결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화막 내 HfO2 비율이 증가할수록 

고유전상인 tetragonal 상의 비율이 감소함에 의해 유전율 감소가 확인 되었다. 이론적으로 유전율이 큰 HfO2 기반의 

tetragonal상을 구현하기 위해 원자층증착법을 통해 다양한 조성의 혼합 박막에 대해 미량의 tetragonal상 안정제 (phase 

stabilizer)을 도핑하여 그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와 유전율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였다. 다성분계 산화막 내 도핑되는 

phase stabilizer의 양이 증가할수록 결정성은 monoclinic에서 tetragonal로 전이되었으며 과량이 도핑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비정질 상태로 결정상이 열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Hf-rich인 ZrHfO2 혼합박막에 최적화 된 양의 phase 

stabilizer를 도핑하므로서 귀금속 전극을 사용하지 않고 EOT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ZrO2와 HfO2의 혼합 박막을 기반으로 tetragonal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phase stabilizer를 도핑하는 연구

를 수행하여 EOT scaling을 시도하였고, Hf-rich인 ZrHfO2 박막의 고 유전상을 극대화하여 유전율 50, EOT 0.5 nm 이하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이는 귀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반도체 라인에서 사용되던 공정을 사용하여 달성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DRAM half pitch 20 nm 급 이하의 소자에 응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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