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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nanodot 배열을 형성하기 위하여 NbOx nanopillar를 건식식각 공정의 식각마스크로써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조
사되었다. NbOx nanopillar는 Al과 Nb의 양극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준비되었다. NbOx nanopillar의 식각속도와 식각프
로파일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성 이온 식각법에 의해서 식각가스의 농도와 coil rf power, 그리고 dc bias 
voltage를 각각 변화시키면서 조사 되었다.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NbOx nanopillar의 식각속도는 감소하였고 
coil rf power와 dc bias voltage의 증가는 식각속도의 상승을 초래했다. 선택된 식각조건에서 식각시간을 변화하여 
NbOx nanopillar의 식각특성 및 식각메커니즘이 조사되었다.

We investigated the usefulness of NbOx nanopillars as an etching mask of dry etching for the formation of Si nanodot arrays. 
The NbOx nanopillar arrays were prepared by the anodic aluminum oxidation process of Al and Nb thin films. The etch rate 
and etch profile of NbOx nanopillar arrays were examined by vary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etch gas, coil rf power, and dc bias voltage in the reactive ion etch system using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 As 
the concentration of Cl2 gas increased, the etch rate of NbOx nanopillars decreased. With increasing coil rf power and dc 
bias voltage, the etch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The etch characteristics and etch mechanism of NbOx nanopillars were 
investigated by varying the etch time under the selected etc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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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한 nanodot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Si nanodot은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1,2], single electron transistor[3,4]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Si nanodot의 형성방법은 습식식각, 
atomic force microscopy,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그리고 ion- 
beam 공정을 이용한 방법이다[5]. 그러나 이러한 공정들은 매우 

복잡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며 밀도와 크기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Al의 양극산화 공정을 이용

하여 금속산화물의 nanopillar를 형성하고, 이를 식각마스크로 사

용하여 고밀도 유도결합 플라즈마의 반응성 이온식각을 이용한 

Si nanodot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6]. Al과 금속의 이

중박막층을 형성하고 양극산화 공정을 적용하여 자기조립된 금

속산화물의 nanopillar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적도 있다[7]. 

† 주 저자 (e-mail: cwchung@inha.ac.kr)

본 연구는 Al의 양극산화 공정을 통하여 30～100 nm 크기의 기둥

모양으로 식각마스크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lithography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식각마스크의 크기와 모양은 

양극산화의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다. 제조되는 Si 
nanodot 크기와 배열은 식각공정의 변수를 조절하여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식각조건을 개발하여 30 nm 
이하의 Si nanodot 형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Al의 양극산화 공정으로 NbOx nanopillar를 형성

하고 이를 식각마스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식각마스크로서 

NbOx nanopillar의 사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식각가스, coil 
rf power 그리고 dc bias voltage를 변화시켜 NbOx의 식각속도를 조

사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식각조건에 대하여 식각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식각특성을 조사하였다.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를 사용하여 NbOx nanopillar의 식각 

프로파일을 관찰하였으며 식각시 발생되는 재증착물질의 성분을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EM-ED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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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고진공에서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in-
ductively coupled plasma (ICP) 건식식각장비를 사용하여 NbOx 
nanopillar를 식각하였다. ICP 시스템(내경: 높이 = 380 mm: 300 
mm)은 크게 process chamber와 substrate susceptor로 구성되어 있

다. 장비의 개략적인 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Substrate susceptor는 chiller에 의하여 냉각되어지며, susceptor 내
부에 설치된 헬륨라인이 substrate 안으로 연결되어 시료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 한다. ICP 생성을 위하여 chamber 상부에 감겨진 

코일은 13.56 MHz rf power supply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

해 고밀도 플라즈마가 유도된다. Self bias voltage는 또 하나의 

13.56 MHz의 rf power가 substrate susceptor에 연결되어 유도되고 

독립적으로 ion energy를 조절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구조는 Si (100) 웨이퍼(4 inch) 위에 

SiO2 300 nm, Nb 40 nm, 그리고 Al 300 nm로 구성되어 있다. SiO2

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치를 사용

하여 증착하였고, Al과 Nb는 각각 스퍼터링(sputtering)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NbOx nanopillar의 형성을 위해 시료의 양극산화반응

이 진행되었다. 양극산화반응에서 전해질은 인산을 사용하였으

며, 반응온도는 0 ℃로 유지하였다. 반응기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chiller에 의해 냉각되는 순환식 수조를 사용하였

고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수조내 전해질을 일정한 속도로 교반

해주었다. 상대전극으로 Pt를 사용하였으며 양극산화 후 남아있

는 Al2O3는 인산과 크롬산의 혼합용액을 이용한 습식식각 공정으

로 제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식각가스의 농도, coil rf power 그리고 dc bias 
voltage를 각각 변화시키고 가스압력은 5 mTorr로 고정하여 NbOx 
nanopillar의 식각속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NbOx nanopillar의 식

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20% Cl2, 500 W의 coil rf power, 300 
V의 dc bias voltage, 그리고 5 mTorr의 공정 압력에서 식각시간을 

변화하여 식각 특성을 관찰하였다. FESEM을 사용하여 NbOx 
nanopillar의 식각 프로파일을 관찰하였고, 식각시 NbOx nanopillar
의 기둥부분에 발생하는 재증착 물질의 성분은 AES와 TEM-EDS
로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Cl2 가스의 농도, coil rf power, 그리고 dc bias voltage
를 각각 변화시켜서 조사한 NbOx nanopillar의 식각속도를 보여준

다. Cl2 가스 농도가 10%에서 20%로 증가하면 식각속도는 감소한

다. 이러한 결과는 NbOx nanopillar의 식각 메커니즘이 화학반응에 

의한 식각이라기보다는 기판에 충돌되는 이온의 스퍼터링 효과

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응성 이

온 식각(reactive ion etching)방법은 식각가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각가스로부터 생성된 라디컬들이 박막과 화학반응을 진행함으

로써 박막의 식각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coil rf 
power가 300 W에서 500 W로 증가하면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

하므로 식각에 필요한 라디컬과 이온의 양이 증가되어 식각속도

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dc bias voltage가 150 V에서 300 V로 증가

하면 기판에 충돌되는 플라즈마 내의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

므로 박막의 스퍼터링 효과가 상승되어 식각속도가 증가하

Figure 1. The schematic diagram of an ICP reactive ion etching 
system.

Table 1. Etch Rates of NbOx Nanopillars as a Function of Etch 
Parameter at Gas Pressure of 5 mTorr

Coil rf power
(W)

Concentration of 
Cl2(%) in Cl2/Ar

DC bias voltage 
(V)

NbOx Etch rate
(nm/min)

300

10
150 33.5

300 105.0

20
150 17.0

300 40.0

500

10
150 47.0

300 127.0

20
150 30.0

300 100.0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NbOx nanopillar
가 식각의 마스크로 이용이 가능한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

으로 선택된 식각조건에서 식각 시간을 변화하여 식각 프로파일

을 관찰하였다.
  Figure 2는 식각전의 NbOx nanopillar의 FESEM 사진과 20% 
Cl2/80% Ar, 500 W의 coil rf power, 300 V의 dc-bias voltage 그리고 

5 mTorr 압력의 식각조건에서 식각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식각된 

NbOx의 식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식각전 NbOx nanopillar는 130 
～150 nm의 직경을 나타내는 구를 40～50 nm 두께의 기둥이 받치

고 있는 버섯모양이다. pillar의 높이는 260～280 nm이고 균일한 

밀도와 크기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양과 크기로 형성된 NbOx 
nanopillar를 20 s동안 식각하면 상단의 직경이 120～130 nm로 감

소하고 기둥의 직경은 30～40 nm로 증가하였다. 즉 상단의 직경

은 감소하였고 기둥부분은 매우 두꺼워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 Cl2 가스 농도를 포함하는 식각조건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즉, NbOx nanopillar의 식각 메커니즘이 화학반응에 의한 

식각보다 이온의 스퍼터링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박막의 성분

이 Cl 라디칼과 반응하지 못하고 스퍼터링되어 측면의 기둥에 재

증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박막이 Cl 라디칼과 반응한다고 

해도 반응생성물이 박막의 표면으로부터 탈착되어 휘발되지 못

하고 근처의 기둥 부분에 재증착된 것으로 추측된다. 식각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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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ESEM photographs of NbOx nanopillars etched by 
varying etch time at 20% Cl2 in Cl2/Ar, coil rf power of 500 W, 
dc bias voltage of 300 V and gas pressure of 5 mTorr. (a1) 
cross-sectional view, (a2) tilted view before etching; (b1) 
cross-sectional view, (b2) tilted view after 20 s etching; (c1) 
cross-sectional view, (c2) tilted view after 40 s etching; (d1) 
cross-sectional view, (d2) tilted view after 60 s etching.

40 s로 증가하면 NbOx nanopillar 상단부분의 직경과 기둥이 80～

90 nm 크기를 나타내는 원기둥 모양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60 s 
동안 식각되면 40 s 동안 식각했을 때 나타난 원기둥 모양이 유지

된다. 따라서 NbOx nanopillar 마스크 모양이 식각의 초기에 식각

전의 버섯모양에서 원기둥 모양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이후 식각

시간의 증가에 따라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Si와 

같은 어떤 물질의 nanodot 형성을 위한 식각공정시에 식각 마스

크로서 NbOx nanopillar를 이용하면 nanodot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3은 위에서 선택된 20% Cl2, 500 W의 coil rf power, 300

Figure 3. AES spectrum of NbOx nanopillar etched as a function 
of etch time at 20% Cl2 in Cl2/Ar, coil rf power of 500 W, dc bias 
voltage of 300 V and gas pressure of 5 mTorr.

V의 dc-bias voltage 그리고 5 mTorr 압력의 식각조건에서 식각된 

시료의 AES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AES 분석을 위해 사용된 Pt 성
분과 주변의 오염물질인 C와 N을 제외하면 Nb와 O가 주성분으

로 나타나며 약간의 Al과 Si가 검출되었다. 즉 시료 표면의 주성

분이 Nb와 O임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Nb박막이 Al의 양극산화공

정을 통하여 NbOx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각초기에 

발생하는 재증착 물질이 Cl과 반응하여 형성된 염소계 화합물이

나 기타 불순물에 의한 오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는 위의 식각조건에서 40 s 동안 식각한 NbOx nanopillar
의 TEM 사진과 EDS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TEM 사진에서 NbOx 
nanopillar의 재증착 현상이 명확하게 관찰되었으며 TEM-EDS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재증착이 발생한 위치인 50～200 nm 사이

에 Nb와 O의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기 때문에 재증착 물질의 성

분이 Nb와 O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각가스의 구성 

물질인 염소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박막이 염소 라디칼과 

반응하지 않고 플라즈마내의 이온에 의하여 스퍼터링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위의 실험결과와 분석들로부터 NbOx nanopillar의 식각 특성을 

고찰해보면 식각초기에 스퍼터링에 의하여 박막 성분들이 재증

착됨으로써 버섯 모양에서 원기둥 모양으로 변화하지만 그 이후

에는 식각이 진행되어도 패턴 모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NbOx nanopillar 기둥은 Si nanodot을 형성하

기 위한 고밀도 플라즈마 반응성 이온식각의 식각마스크로서 높

은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이온 식각법에 의해 Si nanodot을 형성하

기 위하여 식각마스크로서 NbOx nanopillar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

하였다. Cl2/Ar의 혼합가스를 식각가스로 사용하였고, coil rf 
power, 그리고 dc bias voltage의 변화에 따라 NbOx nanopillar의 식

각속도가 조사되었다. Cl2 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각

속도가 감소하였고 coil rf power와 dc bias voltage의 증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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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 image (a) and TEM-EDS profile (b) of NbOx 

nanopillar after etching for 40 s at 20% Cl2 in Cl2/Ar, coil rf 
power of 500 W, dc bias voltage of 300 V and gas pressure of 5 
mTorr.

여 식각속도는 증가하였다. 식각조건을 선택하여 식각시간의 증

가에 따른 NbOx nanopillar 식각 프로파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식각 초기에 버섯모양이었던 NbOx nanopillar의 측면에 재증착이 

발생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변화하고 그 이후에는 식각시간이 증

가하여도 원기둥 모양은 유지되었다. AES와 TEM-EDS를 사용하

여 재증착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Nb와 O가 주된 성분임을 

확인하였고 재증착 성분이 식각가스와 결합된 식각잔유물이 아

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bOx nanopillar가 식각마스크로서 이용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양극산화공정의 조건변

화에 따른 NbOx nanopillar의 크기와 밀도, 그리고 식각변수에 따

른 Si nanodot 형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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