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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2/Ar 이온빔을 이용한 InGaAs 원자층식각 연구

A study of InGaAs Atomic layer etching using Chlorine and Argon i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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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플라즈마 건식 식각 기술은 반도체 식각공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줄어듬에 따
라 미세하고 정확하게 식각 깊이를 제어 할 수 있는 원자층 식각기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리콘을 대체 할 수 있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III-V 화합물 반도체 재료인 InGaAs에 대한 원자층 식각을 통하여, 흡착가스에 대한 표면흡착 
및 탈착가스에 대한 표면탈착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또한, 성분 및 표면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InGaAs 원자층 식각 특성
에 대해 연구하였다. 

1. 서론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Nano-scale 급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해 미세하고 정교한 플라즈마 식각 공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
존 플라즈마 반도체 식각시, 식각하고자하는 물질의 표면에 식각과 동시에 물리적 및 화학적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
손상 및 무손상 식각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3-grids assembly로 구성된 이온빔 추출이 가능한 플라즈마 이온빔 식각 장비를 이용하였고, ICP type의 안
테나에 200W의 파워와 13.56MHz의 주파수를 인가하였다. 또한, 원자층 식각 공정은 자동화 사이클 시스템에서 진행되었으
며, 기판온도는 –18℃로 유지되었다. 차세대 반도체의 channel layer 로 사용되는 InGaAs 에 대한 원자층 식각 조건을 확립
하였으며, Atomic force microscopy 및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InGaAs 원자층 식각 특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흡착 및 탈찰과 같은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의 특성변화에 대해 관찰하였다.

Fig. 1. Etch depth and etch rate of InGaAs ALE

3. 결론

InGaAs의 원자층 식각 특성 결과를 통하여, 사이클당 약 1.1A 결과를 얻었으며 고 유전율을 가지는 물질과의 높은 식각선택

비를 확보하였다. 또한, 원자층 식각 전 후의 InGaAs 표면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InGaAs 표면 한 층이 완전히 제거되

었을 때의 표면 조성 및 표면 거칠기의 큰 변화가 없음을 통하여 InGaAs 원자층 식각시 표면 손상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참고문헌 

1. S. D. Park and G. Y. Yeom, Applied Physics Latters, 89, 043109 (2006)
2. S. D. Park and G. Y. Yeom, Electrochemical and Solid-state Letters, 8, 8 (2005)

- 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