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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DNA 정보를 상변화 물질의 전기저항 변화특성으로 검출할 수 있는 상변화 전극 기판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Al을 사용하여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Al

전극의 단면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PETEOS(plasma enhanced tetraethyoxysilane) 내에서 보이드(void)가 발생하여 후

속공정인 에치백과 세정공정 분위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심하게 손상되어 전극과 PETEOS 사이에 홀(hole)로 변형된

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치백 및 세정 공정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Ge
2
Sb

2
Te

5
(GST) 박막의 단차피복성(step-

coverage)을 좋게 할 수 있고, 열역학적으로 GST 박막과의 반응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이면서 비저항이 낮은 TiN 재

료를 사용하여 상변화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전극의 단면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TiN 전

극과 GST 박막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항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TiN 상변화 전극 기판

위에 증착된 GST의 비정질과 결정질의 저항을 측정하였고, GST의 비정질과 결정질저항의 차이는 약 1,000배 정도로

신호를 검출하는데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The phase change electrode board for the bio-information detection through electrical property response of

phase change material was developed in this study. We manufactured the electrode board using Aluminum first that is

widely used in conventional semiconductor device process. Without further treatment, these aluminum electrodes tend to

contain voids in PETEOS(plasma enhanced tetraethyoxysilane) material that are easily detected by cross-sectional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voids can be easily attacked and transformed into holes in between PETEOS

and electrodes after etch back and washing process.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of Al electrode board, we developed a

electrode board manufacturing method using low resistivity TiN, which has advantages in terms of the step-coverage of

phase change(Ge
2
Sb

2
Te

5
, GST) thin film as well as thermodynamic stability, without etch back and washing process.

This TiN material serves as the top and bottom electrode in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The good

connection between the TiN electrode and GST thin film was confirmed by observing the cross-section of TiN electrode

board using SEM. The resistances of amorphous and crystalline GST thin film on TiN electrodes were also measured,

and 1000 times difference between the amorphous and crystalline resistance of GST thin film was obtained, which is

well enough for the signa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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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유전자 분석용 바이오칩(bio-chip)은 대부분 유전자(DNA,

RNA)에 형광색소[1,2]를 라벨링하고 슬라이드 글라스 기판 위에 부

착시킨 후 형광 스캐너를 이용하여 바이오칩의 라벨링된 Cy-3 또는

Cy-5와 같은 형광색소의 발현한 이미지를 스캔하여(Fig. 1(a)) 이미

지와 백그라운드(background) 등의 디지털신호(signal)를 검출한다

[3-5]. 유전자의 발현의 농도에 따라 이미지신호의 세기(intensity)는

달라지므로 이미지신호의 세기를 분석하여 암 등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광색소를 이용한 방법에는 광화학의 불안정성

(photochemical instability), 환경의 의존성(environment dependent)

및 장시간을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6]. 한편으로 암 등

의 질병진단방법에서 공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e)이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형광색소가 라벨링된 바이오칩 표면에 남은 형

광 물질의 이미지를 검출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한다[7]. 그러나 이

러한 검출방법 또한 형광색소의 발현한 농도에 따라 이미지신호의

세기를 검출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DNA 정보 검출 방법은 기존의 상변화 물

질의 상변화 전후의 반사율 차이로 DNA 정보를 검출하는 방법[8]과

달리 상변화 물질의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DNA 정보를 검출함으

로써(Fig. 1(b)) 형광색소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 소형화

가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변화 바이오 칩은

유전자를 라벨링한 형광색소 대신 시간에 따라 물성이 변하지 않은

Au nanoparticles(AuNPs)를 라벨링하고[9] 슬라이드 글라스 대신 상

변화 특성이 있는 Ge
2
Sb

2
Te

5
(GST) 박막을 이용한 상변화 전극 기

판을 사용함으로써 DNA의 상보적 결합에 따른 AuNPs의 유무에

따른 상변화 층의 저항변화를 통해 DNA를 검출하게 된다. AuNPs

가 라벨링된 유전자를 전극 표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먼저 전극표면

을 알데히드(aldehyde)로 처리한 후 probe DNA를 알데히드 처리된

표면상에서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AuNPs가 라벨링된 유전자와

probe DNA와 교잡(hybridization) 반응을 시켜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GST 박막을 결정화시킨다. AuNPs의 표면의 플라즈몬 공진(Surface

Plasmon Resonance)[10]으로 인하여 AuNPs의 라벨링된 유전자의

발현의 농도에 따라 GST 박막에서 레이저 광으로부터 받은 광 에너지

(light energy)[8]가 달라지면 GST 박막의 상변화 분 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GST 박막의 저항도 달라진다. 

따라서 AuNPs이 라벨링된 유전자의 발현의 농도에 따라 GST 박

막의 검출저항이 수치적으로 달라지며 실험실에서 결정된 AuNPs

이 없는 경우의 기준저항과 비교하여 저항신호의 크기를 비교적 정

확히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보관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암 등의 질병을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검출방

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DNA 정보 검출 키트를 만들기 위

해서는 레이저 결정화 이후 상변화 물질의 저항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DNA 물질이 상변화 물질 위에 잘 부착되어 센서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및 전극 기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NA 정보를 상변화 물질의 전기특성으로 검

출 가능한 상변화 전극 기판을 제작하는 공정 및 그 특성을 보고한다.

2. 실 험

2-1. SiO
2
와 GST 박막 증착

본 연구에서 상변화 GST 박막 및 보호막(SiO
2
)을 마그네트론 스

퍼터 방식으로 증착하여 상변화 전극 기판을 제작한다. 스퍼터의 기

본 압력(base pressure)은 <5×10−6 Torr이다. 타겟을 각각 Ge
2
Sb

2
Te

5
과

SiO
2
를 사용하고, GST 비정질 박막을 증착할 경우에는 DC 출력과

Ar 기체 공정 압력(working pressure)은 각각의 10 W와 10 mTorr

정도로 고정하고, SiO
2
(100 nm)/Si 기판과 패턴화된 전극기판 위에

GST 박막의 두께를 각각에 100 nm와 30 nm로 증착하였다. 그리고

SiO
2
 박막을 증착할 경우에는 RF 출력과 Ar 기체 공정압력을 각각의

150 W와 10 mTorr로 고정하여 전극기판 위에 20 nm 정도로 증착

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Al 전극 기판 제작 및 평가

Al 전극 기판 형성공정을 설명하면, 절연막으로 PETEOS가 증착

된 Si 기판 위에 Al 1,000 nm을 증착하고 광학리소그래피(photo-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Al 전극을 패턴화한다. 이어서 Al 전

극 패턴 위에 증착될 상변화 GST 박막의 단차피복성(stepcoverage)

개선을 위하여 평탄화 공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Al 전극 패턴이 형

성되어 있는 Si 기판 위에 제2 절연막으로 PETEOS을 2,000 nm를

형성하고, 이어서 형성된 PETEOS 의 토폴로지(topology)를 좋게 하

도록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으로 제2 절연막을

약 600 nm 정도 제거하였다. 다음에 Al 전극 패턴이 노출되면서 평

탄화되도록 건식 식각 장비(dry etcher)를 사용하여 PETEOS을 약

550 nm 정도를 에치백(etch-back)하고 노출된 Al 전극 패턴 상의 잔

여물(residue)을 제거하도록 세정공정을 진행한다. 이때 세정액은

NH
4
F:HF=50:1로 혼합된 용액이며, 세정시간은 120초이다. 이로써

Fig. 2(a)과 같이 평탄화된 Al 전극 기판이 제작된다.

그리고 제작된 Al 전극 기판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사용하여 단면 상태(Fig.

2(b) 참조)를 확인하였다. Fig. 2(b)에서 볼 수 있듯이, Al 전극 패턴

측면에 GST 가 양호하게 덮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홀(hole)이

형성되었다. 이 홀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CMP 공정 중의

시료를 선택하여 주사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Fig. 2(c)에서 나타나

듯이, 전극 패턴 측면에 PETEOS 내에 보이드(void)가 발생하였으

며 후속공정인 에치백(etch back)과 세정공정 분위기에서 보이드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심하게 손상 받고 홀로 변형(formation)되었다. 

Fig. 1. The detection system of bio-information (a) the fluorescence

detection system, (b) the electrical property of phase change

material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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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치백 및 세정공정이 필요 없고

후속의 GST 박막의 단차피복성을 고려하여 Al 두께를 30 nm 정도

로 얇게 제작할 수 있으나, 자연산화막인 Al
2
O

3
 layer가 Al 표면 상

에 형성되어 Al 전극과 GST 사이의 옴믹접촉(ohmic contact) 형성

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l
2
O

3
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 전

기적인 단절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Al, GST layer를 in_situ(no

vacuum break) 방식으로 증착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Al 전극

패턴을 먼저 만들고, 후속에 GST/SiO
2 
박막 공정을 수행하기 때문

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Al 전극 구조의 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치백 및 세

정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공정이 필요하며, 또 상변화 GST 박막의

양호한 단차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 그리고 전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3-2. TiN 상변화 전극 기판 제작 및 평가

에치백 및 세정공정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GST 박막의 단차피복

성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열역학적으로도 GST와의 반응을 고려

했을 때 안정하며 비저항도 낮고, 또한 현재 PRAM에서도 상/하부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는 TiN 재료를 선택하였다[11].

TiN 상변화 전극기판 형성공정을 설명하면, 절연막으로 열 산화

층(thermal oxide layer)이 형성된 Si 기판 위에 Ti와 TiN 재료를 증

착하고, 광학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TiN 전

극을 패턴화한다. 그리고 리소그래피 공정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산소 에싱(O
2
 Ashing) 공정을 질소 에싱(N

2
 Ashing) 공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산소 에싱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TiN 박

막이 TiON 박막으로 개질될 가능성이 많고[12], 이것은 측정값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상변화 박막의 단차피복성을 고려하여 Ti와 TiN의 두께는 각각

5 nm과 25 nm로 증착하였다. 그리고 후속 공정인 GST/SiO
2
 박막

을 증착 공정에서 측정 단자(PAD)에 GST/SiO
2
 박막이 증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이미드테이프로 마스킹을 하고, 또한 상변

화 GST 박막의 레이저광의 광 투과 깊이(optical penetration depth:

금속의 경우 < 50 nm)[13] 고려하여 GST와 SiO
2
 박막의 두께는 각

Fig. 2. (a) The layout and vertical structure of Al electrode, (b) the

SEM profile image after Al electrode formation, (c) the SEM

profile image in CMP process for Al electrode formation. 

Fig. 3. (a) The layout and vertical structure of TiN/Ti electrode, (b)

the SEM profile image for TiN/Ti electrode with phase chang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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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30 nm와 20 nm 정도로 TiN 전극 기판 위에 증착하였다. 한

편, 후속 공정인 레이저 주사단계에서 GST 박막은 레이저 광을 받

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GST/SiO
2

박막을 패턴화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레이저를 받은 부

위의 박막은 결정화되고, 레이저를 받지 않은 부위는 비정질 상태

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류의 흐름은 결정화 부위로 흘러

갈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GST 박막을 상변화 전후의 저항측

정할 때, 저항 값의 차이는 패턴 여부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극과 GST 박막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IB(Focused Ion Beam)를 사용하여 전극 패턴 사이의 단면을 자르

고 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3(b)에는 SEM를 이용하여 GST 박막

이 증착된 전극의 단면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3(b)를 보면 TiN 전

극 위에 증착된 GST 의 단차피복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TiN 전극의 두께(25 nm)가 GST 박막의 두께(30 nm)에 비하

여 얕기 때문에 GST 박막이 TiN 전극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것으

로 예상되었다. 

GST 박막의 비정질과 결정질 저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SiO
2
(100

nm)/Si 기판의 경우에는 레이저광의 출력을 40 mW 정도로 고정하여

GST 비정질 박막을 상변화하였고, TiN 상변화 전극 기판의 경우에

는 레이저광의 출력을 20 mW부터 50 mW까지 10 mW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증착된 GST 박막을 상변화시켰다. 저항측정 장비

(Agilent, 4156C)를 이용하여 DC 전압을 0 volt부터 1 volt까지 0.05

volt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GST 박막을 상변화시킨 전후의 저항을

측정하여 Fig. 4에서 정리하였다. Fig. 4(a)에는 SiO
2
(100 nm)/Si 기

판의 경우이며 GST 박막의 비정질 저항이 108 Ohm 정도이고, 결

정질 저항은 105 Ohm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질 저항과 결

정질 저항의 차이는 1,000배로 나타났다. 이로써 개발된 상변화 전

극 기판 위에 증착되어 있는 GST 박막의 비정질과 결정질의 검출

저항의 차이는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SiO
2
(100 nm)/Si 기판과 상변화 전극 기판 사이에서 GST 박막의 비

정질과 결정질 저항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레

이저광의 출력(40 mW)을 선택하여 TiN 상변화 전극 기판 위에 증

착된 GST 박막에 조사하였고, 비정질과 결정질 저항을 Fig. 4(b)에

서 정리하였다. 

결과를 보면, TiN 상변화 전극기판 위에 증착된 GST 박막의 비정

질 저항이 ~108 Ohm이며 결정질 저항이 ~105 Ohm로 나타내었다.

GST의 비정질 저항과 결정질 저항이 차이가 약 1,000배 정도이며,

실험실에서 결정한 GST 박막의 비정질과 결정질 저항이 차이와 동

일한 차이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TiN 전극 위에 GST 박막의 단차피

복성이 양호하며, TiN 전극과 GST 박막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TiN 재료를 사용하여 상변화 전극 기판 제작이 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TiN 상변화 전

극 기판은 바이오 정보를 상변화 물질의 전기특성으로 검출할 수 있

는 상변화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 기판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금속 Al 및 TiN/Ti 재료를 사용하여 DNA 검출을 위

한 상변화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Al 이용한 전극 기판의 경우 전

자현미경을 이용하여 Al 전극의 단면 상태를 확인한 결과 Al 전극 내

부에 홀이 발생했다. 홀은 전극 패턴 위에 증착된 PETEOS 내에 발

생된 보이드가 후속공정인 에치백과 세정공정 분위기에서 과도하게

노출되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Al 전극 기판의 구조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치백 및 세정공정을 진행하

지 않으면서 GST 박막의 단차피복성을 좋게 할 수 있고, 열역학적으

로 GST 박막과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안정되며, 비저항이 낮은 TiN

재료를 사용하여 상변화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FIB를 사용하여 전

극 패턴 사이의 단면을 자르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TiN 전극 위에

증착된 GST 박막의 단차를 확인한 결과 TiN 양 전극을 GST 박막이

잘 연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항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TiN 상변화 전극 기판 위에 증착된 GST 박막의 비정질과 결정질 저

항을 측정하였고, GST 박막의 비정질과 결정질 저항의 차이는 실험

실에서 결정한 GST의 비정질과 결정질 저항의 차이와 같이 1,000배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TiN 상변화 전극

기판은 바이오 정보를 상변화 물질의 전기특성으로 검출할 수 있는

상변화 템플리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 기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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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easurement results of resistance using Agilent 4156C

for amorphous and crystalline GST thin film (a) on SiO
2
/Si

substrate, (b) on TiN/Ti electrod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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