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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부분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도 무방하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기초는 실

리콘(규소, Si)으로 제작된 기판에서부터 이루

어진다. 비록 최초의 고체 트랜지스터는 게르

마늄(Ge)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학적으로 안

정적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제조할 수 있

는 실리콘은 반도체 대량생산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물질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실리콘

을 이용한 반도체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여 그 

한계점에 근접하였다. 특히 전력 발전, 전기 자

동차 등 고온 환경에서 실리콘의 재료적 한계

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갈망은 근래

에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

체 물질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는 실리콘과 

비교하여 높은 녹는점(melting point), 높은 전

계항복점(electrical breakdown voltage), 높

은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및 높은 포

화 전자 표류 이동도(saturated drift velocity)

를 갖는 와이드 밴드갭(wide bandgap) 화합

물 반도체이다 [1]. 위와 같은 물질의 특성 덕분

에 SiC 소자는 고온(high-temperature) 환경을 

비롯하여 고전압(high-voltage),  고주파(high-

frequency) 및 에코/에너지 절약 환경에서 실

리콘을 대체할 물질로써 각광받고 있다. SiC는 

여러 종류의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전기적 성질이 뛰어난 4H-SiC와 실리

콘의 물성 및 또 다른 대체물질로 연구되는 화

합물 반도체인 GaAs와 GaN의 물성을 표 1에

서 비교하였다 [2]. 물론 다른 화합물 반도체 역

시 뛰어난 특성을 보이지만, 현재 SiC의 잉곳 

성장 기술과 에피택셜 성장 기술의 발달에 힘

입어 SiC 소자의 단점이었던 고비용 문제를 완

화함으로써 SiC의 소자 제작 기술 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

2
Special Theme  고온용 반도체 및 태양광 반도체

글_이 수 형 석박사 통합과정, 김 형 준 교수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원자층 증착법(ALD)을 이용한 
 SiC MOS 게이트 산화막의 형성



37

w
w

w
.kieem

e.or.kr
•        Decem

ber  2017  Vol. 30,  N
o. 9

전통적인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SiC 웨이퍼

(wafer)를 기판(substrate)으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원리를 이용해 BJT (bipolar junction tran-

sistor), JFET (junction gate field effect transis-

ter), MESFET (metal-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MOSFET (metal-oxide-semiconduc-

tor field effect transistor),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등의 소자를 제작할 수 있

다. 이 중에서 MOSFET은 구조가 간단하고 실

리콘 공정의 주요 소자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

에, SiC MOSFET 소자 역시 빠르게 개발 및 양

산이 이루어졌다 [3]. MOSFET 에서는 안정적

인 게이트 산화막(gate oxide)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통적인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열

산화(thermal oxidation) 과정을 통해 이산화규

소(SiO2)를 게이트 절연막으로 형성함으로써 

뛰어난 안정성을 보였다. GaAs와 GaN 과는 

달리 SiC는 산화 과정을 통해 SiO2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초기의 SiC MOSFET부터 현

재까지 주로 산화 과정을 통해 게이트 산화막

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열산화 과정은 SiC 내부의 Si 원자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산소(O) 원자가 반응하

여 SiO2가 형성되는 과정이므로, 필연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탄소(C) 원자가 산화막과 기판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이 잉여 탄소(residual 

carbon)들은 다시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

게 되며, 이 cluster들에 의해 계면 준위/결함

(interface state/trap)을 형성하게 된다 [4,5]. 

그림 1에 Si/SiO2와 SiC/SiO2간의 계면 결함의 

종류와 양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6]. Carbon 

cluster의 형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interface 

state density (Dit)가 증가하고, 특히 전자의 이

동에 방해가 되는 전도대(conduction band) 

근처에 존재하는 결함인 near interface trap 

역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계면 결함으로 인해 SiC MOSFET은 뛰어난 

재료 물성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단점

이 있다.

계면 결함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산화

질소(nitric oxide; NO) 가스를 이용한 post-oxi-

dation annealing (POA)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 

Materials property 4H-SiC Si GaAs GaN

Electron mobility (cm2V-1s-1) 900 1,500 8,500 8,500

Hole mobility (cm2V-1s-1) 100 450 400 20

Breakdown field (×106 Vcm-1) 3 0.3 0.4 3

Thermal conductivity (Wcm-1K-1) 4.9 1.5 0.46 1.3

Saturated electron drift velocity (×107 cm-1) 92.2 1.0 2.0 2.0

Dielectric constant (εr) 10.0 11.9 12.8 10.4

Band gap (eV) 3.26 1.12 1.42 3.42

표 1 ▶  Properties of compou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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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A를 통한 결함이 감소되는 효과를 그

림 2에서 정리하였다 [7]. 이 방법은 산화 공정 

중 발생하는 탄소 클러스터들을 질소 원자와 

반응시켜 C-N bond를 형성함으로써 계면 결

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공정이 적용된 소

자는 실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interface trap 

density가 감소하고 소자 특성이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8]. 그러나 최근에는 측정 방법

의 발전과 더불어 완벽하게 계면 결함을 제거

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주파를 포함한 conductance method를 통한 

계면 결함 측정법이나 C-ψ 계면 결함 측정 방

법으로 측정 시 기존의 high-low frequency 측

정이나 conductance method 측정 방법으로 발

견되지 않았던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9].

게이트 산화막의 형성에 있어 꼭 산화 과정

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나, 열산화막의 화학적

인 안정성이 증착막에 비해 매우 우수하기 때

문에 이를 대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최근에 연구되는 trench-gate 등에서 결정 방

향에 따라 산화 속도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증착(deposition)을 통한 게이트 산화

막 형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0]. 이 글

에서는 기존의 산화 공정과는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 증착 방식으로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

펴볼 것이다.

2.  CVD를 통한 게이트  

산화막 성장

ALD 증착법을 다루기 앞서, ALD보다 더 먼

저 시도되었던 증착 방식인 화학 기상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에 대해 짚고 

그림 1 ▶  Comparison of interface state types between  

 SiC/SiO2 and Si/SiO2 interface [6].

그림 2 ▶  Schematic of removing interface trap through  

 post-oxidation annealing with NO ga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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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CVD는 반도체 공정

의 절연 특성을 지닌 박막을 증착하는 대표적

인 방식이다. 그림 3에 CVD 증착의 단계별 과

정을 나타내었다 [11]. CVD는 step coverage 특

성이 좋아 박막의 표면 상태에 관계 없이 증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화합물 및 절연막을 증착할 수 있

으며, 작게는 ball bearing, cutting tool 부터 크

게는 rocket engine이나 nuclear reactor에도 사

용되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epitaxial layer 성

장과 절연 특성이나 내부 막 보호 용도로 사용

되어 왔다.

CVD를 통한 SiO2 증착은 back-end line 공

정인 금속 공정(metallization)의 절연막 증착 

공정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CVD를 통

한 SiO2 증착은 주로 silane (SiH4) 가스와 산

소를 이용 방식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는 저온 증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 원

료 물질, 즉 전구체(precursor)로 유기화합물

인 TEOS(tetrraethyl-orthosilicate)를 이용하는 

MOCVD (또는 OMCVD) 방식도 이용되며, 화

학 반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라즈마를 이용

하는 PECVD (plasma-enhanced CVD) 역시 사

용된다. 또한 나아가 우수한 gap-fill 특성을 위

해 High Density Plasma (HDP) CVD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SiC MOS 소자에 CVD로 gate oxide를 형성하

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이미 실리

콘 반도체에서 SiO2의 증착에 관한 연구는 기존

부터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기술을 바탕으

로 SiC 기판에서도 기존 방법을 활용하여 증착

을 하고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CVD의 

장점이다. LTCVD (low-temperature CVD) SiO2

를 증착한 뒤 Ar 가스로 후속 열처리를 하여 평

그림 3 ▶  Reaction principle of CVD [11]. 

그림 4 ▶  (a) C-V characteristics and (b) extracted VFB and 

Qeff of SiC MOS capacitor with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Gate oxide of capacitors deposited by 

LPCVD using SiH4 and O2 at 400℃ [1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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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결과를 그림 4에 정리하였다 [12]. 그림 4(a) 

capacitor의 capacitance-voltage 특성을 보여주

며 (b)는 (a)에서 추출된 lat band voltage(VFB)

와 effective oxide charge(Qeff)를 보여준다. 열

처리가 없는 (as-dep) 산화막의 경우 15 V 이상

의 VFB를 가지며, 이는 CVD 증착 중 negative 

oxide charge가 산화막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

이다. Ar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VFB는 0 V

에 가까이 다가갔으며, Ar 열처리가 interface 

trap 제거나 oxide charge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LTCVD로 증착했을 때, PDA가 없

는 증착막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이 어려울 정

도로 VFB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후 열처리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5에 950℃의 고온에서 증착한 HTCVD 

(high-temperature CVD) SiO2와 300℃에서 증

착한 LTCVD SiO2의 Dit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3]. 이 때, HTCVD와 LTCVD로 모

두 증착한 뒤에 NO PDA(post-deposition an-

nealing)를 거치면 Dit가 산화 후 NO POA를 거

쳤을 때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CVD의 경우에도 PDA 공정을 적용하여 

열산화막과 비슷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이 여

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수한 특

성을 보이는 CVD 산화막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위험성 있는 가스인 

SiH4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된다.

3.  ALD를 통한 게이트  

산화막 성장

3.1 ALD의 증착 원리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 박막과 절

연막을 증착하는 방식이다. 그림 6에 4단계로 

이루어지는 ALD 증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14]. 

1단계에서는 전구체(precursor)라고 불리는 금

속이나 반도체의 화합물 형태의 원료를 Ar 가

스와 함께 증착로(deposition chamber)에 불어 

넣어 기판에 흡착시킨다. 2단계에는 Ar 가스만 

넣어주게 되는데, 이 때 기판 표면에 흡착된 단 

한 층의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는 증착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3단계에서 증착로에 

산소나 오존, 물을 넣어 주어 기판에 흡착되어 

있던 소스 중 염소나 수소, 혹은 탄소계 결합을 

제거 한 후 금속류 물질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다시 Ar 가스를 

불어 넣어 반응 부산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이 

1~4단계를 1 cycle로 정의한다. 원자층 증착 

그림 5 ▶  Dit of SiC MOS capacitors using CVD oxide and  

 thermal oxide with NO PDA. HTO, LTO, and reox  

 mean HTCVD oxdie, LTCVD oxide, and re-oxidation  

 (N2, 1h, 950℃), respectivel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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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Cycle을 반복하면서 수 nm 부터 수십 nm 

까지의 얇은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반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탄소 결

합으로 이루어지는 유기금속물(metal-organic) 

형태를 띠는 전구체를 이용하여 증착하는 

MOALD 방법이 주를 이루며, 산화물 반응 시 

플라즈마를 이용한 PEALD (plasma-enhanced 

ALD) 방식도 이용하여 다양한 ALD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논리 소자 및 메모리 

부분에서 HfO2를 비롯한 high-k dielectric 형성

에 이용되어 SiO2를 대체하고 있다.

3.2  SiC MOS 소자에 적용한  

ALD SiO2 의 특성

앞서 말했듯이 계면 결함을 줄이고 및 trench 

gate 에서 결정 방향에 따라 산화 속도가 다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LD를 통해 SiC MOS 

소자의 산화막을 증착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CVD보다 두께 컨트롤 및 step coverage

가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ALD 산

화막에 대한 연구 결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

다. 증착의 전구체로는 bis(diethylamino)silane 

(BDEAS) 및 bis(ethylmethylamino)silane (BE-

MAS) 등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위 전구체

들을 이용하여 증착하기 위해서는 반응성이 

뛰어난 오존이나 플라즈마를 사용해야 한다. 

열산화막과 BDEAS 전구체 및 오존을 사

용해 ALD로 생성한 증착 산화막에 NO POA/

PDA 과정을 거친 MOS capacitor에 대한 C-V 

특성을 나타내었다 [15]. PDA 온도는 1,175℃

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7(a)의 C-V hysteresis

와 VFB 결과로부터 약 30 nm 두께의 열산화막

에 대한 NO POA 시간은 120분이 적절한 것을 

그림 6 ▶  4 step of ALD: 1) source pulse, 2) source purge,  

 3) reactant pulse, 4) reactant purge [14].

그림 7 ▶  C-V characteristics of SiC MOS capacitors using  

 (a) thermal oxide and (b) ALD oxide with NO POA [1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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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120분보다 적은 시간에서는 충분

한 질화 처리 효과를 볼 수 없으며, 그보다 많은 

시간에서는 NO에 존재하는 산소로 인한 재

산화 반응이 발생하여 오히려 특성이 열화된

다. 반면 그림 7(b)의 동일 두께의 ALD 산화막

에서는 180분의 열처리에도 질화 반응에 의한 

positive charging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증착된 ALD 막의 화학적 비율이나 결합

이 열산화막의 안정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더 오랜시간동안 charging이 지속된다. 각

각의 최선의 결과인 NO PDA 120분, NO PDA 

180분의 경우에 field effect mobility (μFE)를 측

정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15]. 열산화막의 경

우에도 NO POA 후에 μFE가 크게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보다 ALD 산화막과 

NO PDA를 적용했을 때 더 큰 μFE 값을 가진다. 

PDA 공정의 최적화와 함께 ALD 산화막도 충

분히 게이트 산화막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EALD의 경우에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

에 기판 및 산화막 데미지 완화를 위해서 후속 

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9에 

50 nm 두께로 증착된 PEALD 막에 순수 Ar 만

으로 열처리를 했을 때 게이트 누설 전류 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림 9(a)는 400℃에서, 그림 

9(b)는 1,200℃에서 PDA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측정은 누설 전류 특징을 알아보기 위

해 25℃부터 20℃ 간격으로 125℃까지 온도를 

올려가며 진행되었다. 

그림 9(a)에서 보면 400℃ PDA 후에는 전

계 크기가 낮을 때에도 누설 전류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열산화막의 경

우에는 4~6 MV/cm 근처에서 Fowler - Nor-

dheim (F-N) tunneling 으로 인해 누설 전류

그림 8 ▶  Field effect mobility of SiC MOS capacitors using 

thermal oxide and ALD oxide with NO POA [15].

그림 9 ▶  Gate leakage current density characteristics of  

 SiC MOS capacitors using 50 nm PEALD oxide with   

 (a) 400℃ and (b) 1,200℃ Ar PD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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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16]. Ar 400℃ PDA

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이 없으며, 다수의 

벌크트랩(bulk trap)이 존재할 때 전류의 흐

름인 Poole-Frenkel emission과 흡사하다. 

즉, 400℃의 저온에서는 산화막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면에 그

림 9(b)의 경우에는 (a)와는 달리 낮은 전계에

서 누설전류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1,200℃

의 고온에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벌크 산화막

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순수 Ar 열처리의 경우에도 높은 전

계 영역에서 일반적인 열산화막의 누설전류 

특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세미-로그 누설전류 그래프에서 F-N tunneling 

은 직선 형태로 존재하지만, Ar PDA의 경우에

는 직선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DA 이후

에도 존재하는 trap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PEALD를 하더라도, 질화처리를 해주

는 것이 특성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혹은 PDA가 아니더라도 기판의 플라즈마 데

미지 완화를 위한 계면 버퍼층을 형성할 수 있

다. 그림 10에 증착하지 않은 경우와 (0 nm), 

10 nm, 20 nm의 얇은 ALD 산화막 증착 후 NO 

가스를 이용해 1,175℃에서 2시간동안 열처

리 하여 버퍼층을 형성하고, 다시 50 nm까지 

ALD 산화막을 증착한 경우의 C-V 특성을 나

타내었다. 버퍼층이 0 nm, 10 nm, 20 nm로 증

가함에 따라 VFB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

림 7의 열산화막 VFB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이

는 막 두께에 따라 NO 가스에 의한 질소 원자

의 positive charging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함이 많은 PEALD 박막의 특성으로부터 기

인한 결과로써, 박막이 두꺼울수록 charging이 

많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그림 10의 결과와 같

이 버퍼층의 형성 후에는 PEALD로 박막을 증

착하여도 안정적인 C-V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  C-V characteristics of SiC MOS capacitors using  

 50 nm PEALD oxide. Gate oxide fabracated by  

 3 step: 1) buffer oxide layer deposition (0, 10, and  

 20 nm), 2) NO gas annealing, and 3) remaining  

 thickenss deposition.

그림 11 ▶   C-V characteristics of SiC MOS capacitors using  

 ALD oxide with N2O and N2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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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 결과로부터 NO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nitrous oxide (N2O)와 순수 nitrogen (N2) 

열처리를 통한 ALD 산화막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1은 ALD로 증착한 

산화막에 1,100℃에서 RTA를 통해 N2O와 N2 

PDA공정을 한 MOS capacitor의 C-V 특성을  

보여준다 [17]. 이 실험에서 1,100℃의 N2O 

PDA를 통해서 안정적인 C-V 특성을 보이는 것

이 확인된다. N2 PDA의 경우 그 효과가 N2O 

PDA나 앞서 살펴봤던 NO PDA에 비해서 적어  

보이지만,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비록 열산화

막이긴 하지만 1,200℃ 이상의 고온이나 플라

즈마를 이용할 경우 우수한 특성을 보일 수 있

음이 보고되었다 [18-20].

4. 맺음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등 고온 환경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이

는 전력 반도체 소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

어 미래 재료인 SiC 소자는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특히 MOS 소자는 반도체 역사

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산화막의 안정성

은 MOS 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iC MOS 소자에서 안정적인 산화막 형성 기술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ALD를 비롯한 증

착 산화막이 열산화막과 비슷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ALD를 통해 성공적으

로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면, 구조의 제약 없이 

MOSFET을 제작함으로써 더 뛰어난 성능의 소

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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