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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박막을 이용한 
금속/반도체 계면 특성 및 결함 연구

1. 서론

기존 Si 기반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자의 이동도가 높은 Ge, 또는 III-V 

화합물 반도체 등이 채널 물질로서 각광을 받

고 있다 [1,2]. 특히 고성능 소자를 얻기 위해서

는 접촉저항이 낮은 오믹 컨택(ohmic contact)

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금속/반도체 계

면의 특성은 반도체 표면의 상태, 결정 방향, 

도핑량, 표면 처리 방법, 산화막 유무 및 사용

하는 금속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n형 반도체에서 에너지장벽(bar-

rier height)은 금속의 일함수와 반도체의 전자 

친화도(electron affinity)의 차이로 주어지나 계

면준위(interface state), 결함(defect) 등이 많

을 때 에너지장벽은 금속의 일함수와 거의 무

관하게 되는 페르미준위 고정(Fermi level pin-

ning; FLP)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저항이 낮

은 양질의 오믹 컨택을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소자로서의 재현성 및 안정성에 문제

가 되기도 한다.  

유전박막을 이용하여 에너지장벽을 조절하

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다. 특

히 유전상수가 크고 얇게 증착이 가능한 물

질들 (예를 들면: Al2O3, HfO2, TiO2)을 중심으

로 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3-5]. 이 물질들은 

주로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하여 증착되는 데, 이 방법을 사용

할 경우 나노단위로 두께를 제어할 수 있으며, 

넓은 면적에 균일한 두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증착 온도가 비교적 낮아 기판에 비교적 제한

이 덜한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앞에서 기술하

였듯이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Si에 비해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Ge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다

시 시작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에너지장벽

을 줄임으로써 소자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줄일 

수 있어 소자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III-V 화합물 반도체는 전자 소자 뿐만 아니

라 LED, 태양전지, 레이저 다이오드 등 광전소

자로도 응용이 된다. 유전박막을 삽입하는 기

술은 이러한 광전소자의 특성 향상에도 응용

이 될 수 있다. InP, GaN, SiC, ZnO 등의 반도

체에 유전박막을 삽입하여 에너지장벽 및 다

이오드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 [6-9]. 본 논문에서는 III-V 반도체에 

유전박막을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 결과 

및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금속/반도체 계면에서의 
에너지장벽

2.1 페르미준위 고정(Fermi level pinnng)

금속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하게 되면 계면 근

처에서 페르미준위가 같아지면서 반도체에 있

는 전자가 계면 쪽으로 이동하고 반도체에 (+)

를 띄는 공간전하(space charge)를 남기게 된다. 

이로 인해 내부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로부

터 에너지 밴드가 그림 1처럼 형성된다. 여기

서 전자가 계면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장벽

을 쇼트키 에너지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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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를 띄는 공간전하(space charge)를 

남기게 된다. 이로 인해 내부 전기장이 발

생하고 이로부터 에너지 밴드가 그림 1처럼 

형성된다. 여기서 전자가 계면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장벽을 쇼트키 에너지장벽 ( : 

Schottky barrier height)이라고 한다. 이론

값은 금속의 일함수( )와 반도체의 전자친

화도( )의 차이인     로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의 소자는 이론값과는 다른 값

을 보이며 금속의 일함수와는 거의 무관한 

페르미준위 고정을 겪는다. 

페르미준위 고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의 

하나인 금속유도 갭준위(metal-induced gap 

states: MIGS)에 의하면 계면준위는 금속으

로부터 오며,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양자 

터널링에 의해 갭준위가 유도되거나 변형된

다고 설명한다 [10]. 이 결함은 가전자대

(valence band)에 가까운 경우 주개처럼

(donor-like), 전도대(conduction band)에 가

까운 경우 받개(acceptor-like)처럼 행동한

다. 이때 전하중성준위(charge neutrality 

level: ECNL)은 갭준위가 주개에서 받개로 바

뀔 때 일어난다. 금속/반도체 계면에서 금속

의 파동함수에 의한 이러한 갭준위의 충전

(charging)은 쌍극자(dipole)를 발생시켜 계

면에서의 페르미준위(EF)가 ECNL으로 움직이

게 한다. EF와 ECNL의 차이는 실험적으로 얻

어지는 고정지수(pinning factor: S)와 관계

있다. 이때 유효 에너지장벽은 다음의 식으

로 주어진다 [11]. 

                (1)

S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가 되는 데, 1일 

때는 이론값을 나타내고 0일 때는 EF와 ECNL

이 같을 때이다. 산화막이나 유전물질에 비

해 반도체가 더 작은 S를 가진다. 즉, 페르

미레벨 고정은 금속/산화막 계면엔 잘 나타

나지 않는다 [12]. 그림 2는 여러 반도체에

서의  ECNL의 위치와 n형 및 p형일 때 얻어

지는 에너지장벽의 값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2.2 유전박막 삽입에 의한 페르미준위 고

정 완화

금속/반도체 계면에 유전박막을 삽입하는 

기술은 금속/Si에 질화규소(silicon nitride)를 

사용하여 처음 시도되었다 [13]. 그림 3(a)처

럼 MIGS 이론에 의하면 유전박막은 물리적

으로 금속과 반도체를 분리시켜 금속의 파

동함수가 박막 내에서 그 세기가 감소하도

록 하여 반도체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페르미준위가 ECNL근처로 움직이게 할 

갭준위의 생성이 저하되어 페르미준위 고정

그림 2. Band diagram information (EC : conduction 
band), EV: valence band, and  ECNL: charge neutrality 
level) for several semiconductors. Numbers near  EC 
and EV represent typical n- and p-type barrier 
heights, respectivel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그림 1. Schematic band diagram near the 
metal/n-type semiconductor interface. MIGS means 
metal-induced ga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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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금속유도 갭준위(metal-induced gap 

states: MIGS)에 의하면 계면준위는 금속으

로부터 오며,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양자 

터널링에 의해 갭준위가 유도되거나 변형된

다고 설명한다 [10]. 이 결함은 가전자대

(valence band)에 가까운 경우 주개처럼

(donor-like), 전도대(conduction band)에 가

까운 경우 받개(acceptor-like)처럼 행동한

다. 이때 전하중성준위(charge neutrality 

level: ECNL)은 갭준위가 주개에서 받개로 바

뀔 때 일어난다. 금속/반도체 계면에서 금속

의 파동함수에 의한 이러한 갭준위의 충전

(charging)은 쌍극자(dipole)를 발생시켜 계

면에서의 페르미준위(EF)가 ECNL으로 움직이

게 한다. EF와 ECNL의 차이는 실험적으로 얻

어지는 고정지수(pinning factor: S)와 관계

있다. 이때 유효 에너지장벽은 다음의 식으

로 주어진다 [11]. 

                (1)

S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가 되는 데, 1일 

때는 이론값을 나타내고 0일 때는 EF와 ECNL

이 같을 때이다. 산화막이나 유전물질에 비

해 반도체가 더 작은 S를 가진다. 즉, 페르

미레벨 고정은 금속/산화막 계면엔 잘 나타

나지 않는다 [12]. 그림 2는 여러 반도체에

서의  ECNL의 위치와 n형 및 p형일 때 얻어

지는 에너지장벽의 값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2.2 유전박막 삽입에 의한 페르미준위 고

정 완화

금속/반도체 계면에 유전박막을 삽입하는 

기술은 금속/Si에 질화규소(silicon nitride)를 

사용하여 처음 시도되었다 [13]. 그림 3(a)처

럼 MIGS 이론에 의하면 유전박막은 물리적

으로 금속과 반도체를 분리시켜 금속의 파

동함수가 박막 내에서 그 세기가 감소하도

록 하여 반도체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페르미준위가 ECNL근처로 움직이게 할 

갭준위의 생성이 저하되어 페르미준위 고정

그림 2. Band diagram information (EC : conduction 
band), EV: valence band, and  ECNL: charge neutrality 
level) for several semiconductors. Numbers near  EC 
and EV represent typical n- and p-type barrier 
heights, respectivel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그림 1. Schematic band diagram near the 
metal/n-type semiconductor interface. MIGS means 
metal-induced gap states.

로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의 소

자는 이론값과는 다른 값을 보이며 금속의 일

함수와는 거의 무관한 페르미준위 고정을 겪

는다. 

페르미준위 고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의 

하나인 금속유도 갭준위(metal-induced gap 

states: MIGS)에 의하면 계면준위는 금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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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다 [10]. 이 결함은 가전자대(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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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conduction band)에 가까운 경우 받개

(acceptor-like)처럼 행동한다. 이때 전하중성

준위(charge neutrality level: ECNL)은 갭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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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nd diagram information (EC : co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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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hematic band diagram ne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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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induced ga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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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박막을 이용한 
금속/반도체 계면 특성 및 결함 연구

1. 서론

기존 Si 기반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소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자의 이동도가 높은 Ge, 또는 III-V 

화합물 반도체 등이 채널 물질로서 각광을 받

고 있다 [1,2]. 특히 고성능 소자를 얻기 위해서

는 접촉저항이 낮은 오믹 컨택(ohmic contact)

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금속/반도체 계

면의 특성은 반도체 표면의 상태, 결정 방향, 

도핑량, 표면 처리 방법, 산화막 유무 및 사용

하는 금속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n형 반도체에서 에너지장벽(bar-

rier height)은 금속의 일함수와 반도체의 전자 

친화도(electron affinity)의 차이로 주어지나 계

면준위(interface state), 결함(defect) 등이 많

을 때 에너지장벽은 금속의 일함수와 거의 무

관하게 되는 페르미준위 고정(Fermi level pin-

ning; FLP)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저항이 낮

은 양질의 오믹 컨택을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소자로서의 재현성 및 안정성에 문제

가 되기도 한다.  

유전박막을 이용하여 에너지장벽을 조절하

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다. 특

히 유전상수가 크고 얇게 증착이 가능한 물

질들 (예를 들면: Al2O3, HfO2, TiO2)을 중심으

로 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3-5]. 이 물질들은 

주로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하여 증착되는 데, 이 방법을 사용

할 경우 나노단위로 두께를 제어할 수 있으며, 

넓은 면적에 균일한 두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증착 온도가 비교적 낮아 기판에 비교적 제한

이 덜한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앞에서 기술하

였듯이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Si에 비해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Ge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다

시 시작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에너지장벽

을 줄임으로써 소자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줄일 

수 있어 소자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III-V 화합물 반도체는 전자 소자 뿐만 아니

라 LED, 태양전지, 레이저 다이오드 등 광전소

자로도 응용이 된다. 유전박막을 삽입하는 기

술은 이러한 광전소자의 특성 향상에도 응용

이 될 수 있다. InP, GaN, SiC, ZnO 등의 반도

체에 유전박막을 삽입하여 에너지장벽 및 다

이오드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 [6-9]. 본 논문에서는 III-V 반도체에 

유전박막을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 결과 

및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금속/반도체 계면에서의 
에너지장벽

2.1 페르미준위 고정(Fermi level pinnng)

금속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하게 되면 계면 근

처에서 페르미준위가 같아지면서 반도체에 있

는 전자가 계면 쪽으로 이동하고 반도체에 (+)

를 띄는 공간전하(space charge)를 남기게 된다. 

이로 인해 내부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로부

터 에너지 밴드가 그림 1처럼 형성된다. 여기

서 전자가 계면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장벽

을 쇼트키 에너지장벽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E2M – 전기전자와 첨단소재』

체에 (+)를 띄는 공간전하(space charge)를 

남기게 된다. 이로 인해 내부 전기장이 발

생하고 이로부터 에너지 밴드가 그림 1처럼 

형성된다. 여기서 전자가 계면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장벽을 쇼트키 에너지장벽 ( : 

Schottky barrier height)이라고 한다. 이론

값은 금속의 일함수( )와 반도체의 전자친

화도( )의 차이인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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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10]. 이 결함은 가전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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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like), 전도대(conduction band)에 가

까운 경우 받개(acceptor-like)처럼 행동한

다. 이때 전하중성준위(charge neutrality 

level: ECNL)은 갭준위가 주개에서 받개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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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고정지수(pinning factor: S)와 관계

있다. 이때 유효 에너지장벽은 다음의 식으

로 주어진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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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 represent typical n- and p-type barrier 
heights, respectivel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그림 1. Schematic band diagram near the 
metal/n-type semiconductor interface. MIGS means 
metal-induced gap stat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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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Schematic band diagram near the metal/n-type  

 semiconductor interface. MIGS means metal- 

 induced ga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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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가 되는 데, 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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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가 ECNL근처로 움직이게 할 갭준위의 생

성이 저하되어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된

다.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되면 일함수

가 다른 금속을 택하여 에너지장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속/Si 계면에 산화알루미늄(AlOx)과 산화

란타륨(LaOx) 박막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장

벽이 n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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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 n형의 경우 ≤0.1 eV,  p형의 경

우 ≤0.2 eV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14].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  )형성을 주요 모델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자

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로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 알기위해서는 금속과 유전박막의 

종류를 달리하여 실험해야 한다. MIGS 이

론과 전기 쌍극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금속 일함수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즉, 일함수가 다

른 금속을 적용할 때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

화가 있으면 MIGS 이론이 적합한 모델이 

된다. 반면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전기 쌍극자 모델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된다 [15]. MIGS 이론은 유효 에너

지장벽의 감소만을 설명하므로 만약 유전박

막을 금속/반도체 계면에 삽입한 뒤 에너지

장벽이 증가했다면 이는 계면에 생성된 (-) 

전기 쌍극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MOS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

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areal density: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그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

의 유전박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

그림 3.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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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

자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그림 2 ▶   Band diagram information (EC : conduction band),  

 EV: valence band, and ECNL: charge neutrality level)  

 for several semiconductors. Numbers near EC and  

 EV represent typical n- and p-type barrier heights,  

 respectivel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그림 4 ▶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그림 3 ▶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a

b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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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

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의 유전박

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

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은 산소 빈

자리(vacancy)를 형성하고 낮은 쪽은 (-) 전하

를 형성하게 되어 계면에서의 쌍극자는 면적

Oxides
Molecular 

weight 
(g/mol)

# of 
oxygen 
atoms 

(N0)

Density 
(g/cm3)

Areal 
density 

(σ)

SIO2 60.08 2 2.196 0.175

Al2O3 101.96 3 3.98 0.239

Ga2O3 187.44 3 5.88 0.207

In2O3 277.64 3 7.179 0.182

HfO2 210.49 2 10.872 0.204

ZnO 81.38 1 14.5166 0.168

Y2O3 225.81 3 5.01 0.164

La2O3 325.809 3 6.51 0.153

MgO 40.304 1 3.6 0.20

TiO2 79.866 2 4.23 0.224

표 1 ▶  Values of areal densities for various oxide materials.  

 The values of molecular weight and density were taken  

 from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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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가 되는 데, 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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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n형 및 p형일 때 얻어지는 에너지장벽의 

값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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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반도체를 분리시켜 금속의 파동함수

가 박막 내에서 그 세기가 감소하도록 하여 반

도체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페르미

준위가 ECNL근처로 움직이게 할 갭준위의 생

성이 저하되어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된

다.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되면 일함수

가 다른 금속을 택하여 에너지장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속/Si 계면에 산화알루미늄(AlOx)과 산화

란타륨(LaOx) 박막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장

벽이 n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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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주요 모델

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

자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그림 2 ▶   Band diagram information (EC : conduction band),  

 EV: valence band, and ECNL: charge neutrality level)  

 for several semiconductors. Numbers near EC and  

 EV represent typical n- and p-type barrier heights,  

 respectivel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12].

그림 4 ▶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그림 3 ▶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a

b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E2M – 전기전자와 첨단소재』

효과가 완화된다.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되면 일함수가 다른 금속을 택하여 에

너지장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속/Si 계면에 산화알루미늄(AlOx)과 산

화란타륨(LaOx) 박막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장벽이 n형의 경우 ≤0.1 eV,  p형의 경

우 ≤0.2 eV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14].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  )형성을 주요 모델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자

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로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 알기위해서는 금속과 유전박막의 

종류를 달리하여 실험해야 한다. MIGS 이

론과 전기 쌍극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금속 일함수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즉, 일함수가 다

른 금속을 적용할 때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

화가 있으면 MIGS 이론이 적합한 모델이 

된다. 반면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전기 쌍극자 모델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된다 [15]. MIGS 이론은 유효 에너

지장벽의 감소만을 설명하므로 만약 유전박

막을 금속/반도체 계면에 삽입한 뒤 에너지

장벽이 증가했다면 이는 계면에 생성된 (-) 

전기 쌍극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MOS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

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areal density: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그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

의 유전박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

그림 3.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로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

한 지 알기위해서는 금속과 유전박막의 종류

를 달리하여 실험해야 한다. MIGS 이론과 전

기 쌍극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금속 일함수에 대한 의존성

에서 나타난다. 즉, 일함수가 다른 금속을 적용

할 때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화가 있으면 MIGS 

이론이 적합한 모델이 된다. 반면 유효 에너지

장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전기 쌍극자 모델

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된다 [15]. MIGS 이론

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감소만을 설명하므로  

만약 유전박막을 금속/반도체 계면에 삽입한 

뒤 에너지장벽이 증가했다면 이는 계면에 생성

된 (-) 전기 쌍극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MOS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턱전압(thresh-

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

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

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

(areal density: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E2M – 전기전자와 첨단소재』

효과가 완화된다.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되면 일함수가 다른 금속을 택하여 에

너지장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속/Si 계면에 산화알루미늄(AlOx)과 산

화란타륨(LaOx) 박막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장벽이 n형의 경우 ≤0.1 eV,  p형의 경

우 ≤0.2 eV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14].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  )형성을 주요 모델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자

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로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 알기위해서는 금속과 유전박막의 

종류를 달리하여 실험해야 한다. MIGS 이

론과 전기 쌍극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금속 일함수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즉, 일함수가 다

른 금속을 적용할 때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

화가 있으면 MIGS 이론이 적합한 모델이 

된다. 반면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전기 쌍극자 모델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된다 [15]. MIGS 이론은 유효 에너

지장벽의 감소만을 설명하므로 만약 유전박

막을 금속/반도체 계면에 삽입한 뒤 에너지

장벽이 증가했다면 이는 계면에 생성된 (-) 

전기 쌍극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MOS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

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areal density: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그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

의 유전박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

그림 3.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

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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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

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areal density: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그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

의 유전박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

그림 3.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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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완화된다. 페르미준위 고정효과가 

완화되면 일함수가 다른 금속을 택하여 에

너지장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속/Si 계면에 산화알루미늄(AlOx)과 산

화란타륨(LaOx) 박막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장벽이 n형의 경우 ≤0.1 eV,  p형의 경

우 ≤0.2 eV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14].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  )형성을 주요 모델로 

하여 그 결과를 설명했다. 즉, 전기 쌍극자

가 유전박막과 자연 산화막(native oxide) 

사이에 생성되어 에너지 장벽을 n형의 경우 

     로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 알기위해서는 금속과 유전박막의 

종류를 달리하여 실험해야 한다. MIGS 이

론과 전기 쌍극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유효 에너지장벽의 금속 일함수에 

대한 의존성에서 나타난다. 즉, 일함수가 다

른 금속을 적용할 때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

화가 있으면 MIGS 이론이 적합한 모델이 

된다. 반면 유효 에너지장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 전기 쌍극자 모델이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된다 [15]. MIGS 이론은 유효 에너

지장벽의 감소만을 설명하므로 만약 유전박

막을 금속/반도체 계면에 삽입한 뒤 에너지

장벽이 증가했다면 이는 계면에 생성된 (-) 

전기 쌍극자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MOS 소자에서 발생하는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전기 쌍극자 모델이 제

시되었다 [16]. 이 이론에 의하면 계면에서 

생성되는 쌍극자의 방향은 계면에서의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areal density:  )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며 산소 원자의 면적밀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은 분자량(molecular weight), 

는 산소 분자에 들어 있는 산소 원자의  개

수,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그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

의 유전박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

그림 3. Schematic  band diagrams. (a) Fermi-level 
depinning occurs due to the metal wave function is 
attenuated in the insulator. (b) A shift in the 
Fermi-level pinning by the formation of an electronic 
dielectric dipole. 

그림 4. Formation process of interface dipole based 
on the difference of areal density of oxygen atoms 
(σ).  

는 분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

림 4에서처럼 면적밀도가 다른 두 개의 유전박

막을 접합시키면 면적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

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해 높은 쪽은 산소 빈

자리(vacancy)를 형성하고 낮은 쪽은 (-) 전하

를 형성하게 되어 계면에서의 쌍극자는 면적

Oxides
Molecular 

weight 
(g/mol)

# of 
oxygen 
atoms 

(N0)

Density 
(g/cm3)

Areal 
density 

(σ)

SIO2 60.08 2 2.196 0.175

Al2O3 101.96 3 3.98 0.239

Ga2O3 187.44 3 5.88 0.207

In2O3 277.64 3 7.179 0.182

HfO2 210.49 2 10.872 0.204

ZnO 81.38 1 14.5166 0.168

Y2O3 225.81 3 5.01 0.164

La2O3 325.809 3 6.51 0.153

MgO 40.304 1 3.6 0.20

TiO2 79.866 2 4.23 0.224

표 1 ▶  Values of areal densities for various oxide materials.  

 The values of molecular weight and density were taken  

 from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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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게 된다. 

표 1은 여러 유전체에 대해 면적밀도를 계산한 

것을 나타낸다. 만약 자연 산화막이 Ga2O3인 

GaN에 Al2O3 박막을 증착하였다면 σ[Al2O3]/σ

[Ga2O3] > 1이 되므로 쌍극자의 방향은 Ga2O3

에서 Al2O3로 향하게 된다. 이는 금속/반도체 

계면에 형성되는 내부 전기장과 반대방향이 

되므로 에너지장벽을 낮추게 된다. 

2.3 유전박막의 두께 효과

앞에서 기술한 쌍극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 박막의 두께를 크게 할 수 있는 데, 이때 필연

적으로 터널저항은 크게 나타난다. 금속/박막/

반도체 구조에서 계면에서 나타나는 저항은 그

림 5(a)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7].

1)  R터널 (터널저항: tunnel resistance): 전자가 유전

박막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전압강하에 의한 것

으로 박막과 반도체의 밴드오프셋 (band offset)

에 영향을 받는다.

2)  R장벽 (장벽저항: barrier resistance): 금속에서 전

자가 흐를 때 넘어야할 에너지장벽과 관련 있다.

3)  R박막 (박막저항: insulator resistance): 전자가 이

동할 때 박막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산란이 영향

을 미친다. 

그림 5(b)는 박막의 두께에 따른 각 저항 값

들의 대략적인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얇은 박

막을 삽입하여 에너지장벽이 감소하면 전체

저항은 줄어들게 된다. 박막의 두께를 계속해

서 증가시키면 장벽저항은 감소하나 터널저

항의 증가로 인해 전체저항은 다시 커지게 된

다. 따라서 박막의 두께를 변화시킬 때 저항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두께가 존재할 것이다. 이

는 금속전극, 유전박막, 반도체의 도핑농도 등

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

일한 금속전극과 유전박막을 도핑농도가 다

른 같은 종류의 반도체에 적용할 때, 도핑농가 

높으면 공핍층(depletion width)이 얇아져 터

널전류가 증가하므로 터널저항은 줄어들게 된

다. 따라서 저항이 최소가 되는 박막의 두께는 

좀 더 큰 값에서 나타날 것이다 [15].

그림 5 ▶  (a) Three key resistances at  metal/semiconductor  

 contacts with an insulator and (b) roughly drawn  

 resistances vs. insulator thickness.

a

b

3.  금속/유전박막/III-V  

반도체 계면 연구

Hu 등은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보기 위해 SiN와 Al2O3를 GaAs 반도체 위에 증

착하였다 [15]. SiN은 스퍼터링을 Al2O3는 원자

층 증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6(a)는 두 유전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저항변화를 보여준다. 전

도대에 대한 밴드오프셋(band offset)이 Al2O3

은 2.75 eV, SiN는 1.5 eV이므로 SiN의 경우 더 

낮은 터널저항을 보여 저항이 최소가 되는 두

께가 좀 더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6(b)처럼, Argwawal 등은 n-Si, n-Ge, 

n-InGaAs에 Al을 전극으로 사용할 때, 두께에 

따른 컨택저항(contact resistivity)을 계산하였

다 [18]. n-Si의 경우 높은 유전상수와 밴드갭

이 큰 물질인 La2O3, ZnS, ZnSe, SrTiO3, Ta2O5 

등은 MIGS 파동함수가 빨리 감쇄하므로 페르

미준위 고정완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 특히 밴

드오프셋이 ~70 meV로 작은 TiO2의 경우 컨

택저항이 ~10-9 Ω-cm2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n-Ge의 경우 밴드오프셋

이 큰 La2O3, ZnS, ZnSe, GeO2, SrTiO3, Ta2O5 

등은 0.5~1 nm 두께에서 컨택저항이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그에 반해 ZnO와 TiO2는 전

자의 흐름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어 두께를 

증가하여도 컨택저항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n-InGaAs의 경우엔 4.5 eV의 높은 전자친화

도로 인해 박막과의 밴드오프셋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 특히 높은 전자친화도를 가진 CdO 

경우엔 InGaAs과의 밴드오프셋이 거의 0에 

가까워 컨택저항이 6 × 10-9 Ω-cm2 정도의 값

도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위의 계산에서 박막/반도체의 계면이 이상적

인 상태, 즉 계면준위 밀도(interface state den-

sity)가 1012 cm-2 이하임을 가정하였다는 점이

다. 또한 Al을 금속전극으로 사용할 때 박막에 

있는 산소 원자의 확산으로 인해 Al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속의 일함수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면의 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Chauhan 등은 n형 InGaAs의 경우에 유황처

리(sulfur treatment)를 통해 자연 산화막 제거

그림 6 ▶  (a) Comparison of the contact resistance vs. insu 

 lator thickness and (b) calculated specific contact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insulator thickness for Al/ 

 insulator/n-Si, n-Ge, and n-InGaAs. (a) and (b) were  

 reprinted with permissions from refs. [15] and [18],  

 respectivel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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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게 된다. 

표 1은 여러 유전체에 대해 면적밀도를 계산한 

것을 나타낸다. 만약 자연 산화막이 Ga2O3인 

GaN에 Al2O3 박막을 증착하였다면 σ[Al2O3]/σ

[Ga2O3] > 1이 되므로 쌍극자의 방향은 Ga2O3

에서 Al2O3로 향하게 된다. 이는 금속/반도체 

계면에 형성되는 내부 전기장과 반대방향이 

되므로 에너지장벽을 낮추게 된다. 

2.3 유전박막의 두께 효과

앞에서 기술한 쌍극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 박막의 두께를 크게 할 수 있는 데, 이때 필연

적으로 터널저항은 크게 나타난다. 금속/박막/

반도체 구조에서 계면에서 나타나는 저항은 그

림 5(a)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7].

1)  R터널 (터널저항: tunnel resistance): 전자가 유전

박막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전압강하에 의한 것

으로 박막과 반도체의 밴드오프셋 (band offset)

에 영향을 받는다.

2)  R장벽 (장벽저항: barrier resistance): 금속에서 전

자가 흐를 때 넘어야할 에너지장벽과 관련 있다.

3)  R박막 (박막저항: insulator resistance): 전자가 이

동할 때 박막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산란이 영향

을 미친다. 

그림 5(b)는 박막의 두께에 따른 각 저항 값

들의 대략적인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얇은 박

막을 삽입하여 에너지장벽이 감소하면 전체

저항은 줄어들게 된다. 박막의 두께를 계속해

서 증가시키면 장벽저항은 감소하나 터널저

항의 증가로 인해 전체저항은 다시 커지게 된

다. 따라서 박막의 두께를 변화시킬 때 저항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두께가 존재할 것이다. 이

는 금속전극, 유전박막, 반도체의 도핑농도 등

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

일한 금속전극과 유전박막을 도핑농도가 다

른 같은 종류의 반도체에 적용할 때, 도핑농가 

높으면 공핍층(depletion width)이 얇아져 터

널전류가 증가하므로 터널저항은 줄어들게 된

다. 따라서 저항이 최소가 되는 박막의 두께는 

좀 더 큰 값에서 나타날 것이다 [15].

그림 5 ▶  (a) Three key resistances at  metal/semiconductor  

 contacts with an insulator and (b) roughly drawn  

 resistances vs. insulator thickness.

a

b

3.  금속/유전박막/III-V  

반도체 계면 연구

Hu 등은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보기 위해 SiN와 Al2O3를 GaAs 반도체 위에 증

착하였다 [15]. SiN은 스퍼터링을 Al2O3는 원자

층 증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6(a)는 두 유전

박막의 두께에 따른 저항변화를 보여준다. 전

도대에 대한 밴드오프셋(band offset)이 Al2O3

은 2.75 eV, SiN는 1.5 eV이므로 SiN의 경우 더 

낮은 터널저항을 보여 저항이 최소가 되는 두

께가 좀 더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6(b)처럼, Argwawal 등은 n-Si, n-Ge, 

n-InGaAs에 Al을 전극으로 사용할 때, 두께에 

따른 컨택저항(contact resistivity)을 계산하였

다 [18]. n-Si의 경우 높은 유전상수와 밴드갭

이 큰 물질인 La2O3, ZnS, ZnSe, SrTiO3, Ta2O5 

등은 MIGS 파동함수가 빨리 감쇄하므로 페르

미준위 고정완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 특히 밴

드오프셋이 ~70 meV로 작은 TiO2의 경우 컨

택저항이 ~10-9 Ω-cm2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n-Ge의 경우 밴드오프셋

이 큰 La2O3, ZnS, ZnSe, GeO2, SrTiO3, Ta2O5 

등은 0.5~1 nm 두께에서 컨택저항이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그에 반해 ZnO와 TiO2는 전

자의 흐름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어 두께를 

증가하여도 컨택저항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n-InGaAs의 경우엔 4.5 eV의 높은 전자친화

도로 인해 박막과의 밴드오프셋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 특히 높은 전자친화도를 가진 CdO 

경우엔 InGaAs과의 밴드오프셋이 거의 0에 

가까워 컨택저항이 6 × 10-9 Ω-cm2 정도의 값

도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위의 계산에서 박막/반도체의 계면이 이상적

인 상태, 즉 계면준위 밀도(interface state den-

sity)가 1012 cm-2 이하임을 가정하였다는 점이

다. 또한 Al을 금속전극으로 사용할 때 박막에 

있는 산소 원자의 확산으로 인해 Al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속의 일함수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면의 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Chauhan 등은 n형 InGaAs의 경우에 유황처

리(sulfur treatment)를 통해 자연 산화막 제거

그림 6 ▶  (a) Comparison of the contact resistance vs. insu 

 lator thickness and (b) calculated specific contact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insulator thickness for Al/ 

 insulator/n-Si, n-Ge, and n-InGaAs. (a) and (b) were  

 reprinted with permissions from refs. [15] and [18],  

 respectivel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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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Sulfur 
passivated

0 nm 
Al2O3

ohmic ohmic ohmic ohmic

1 nm 
Al2O3

<0.2 eV <0.2 eV ohmic <0.2 eV

2 nm 
Al2O3

<0.2 eV 0.60 eV ohmic 0.52 eV

표 2 ▶  Barrier height measured for n-InGaAs. Data are taken  

 from ref. [19].

한 샘플과 그렇지 않은 샘플에 대해 Al2O3 박막

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다이오드를 만든 뒤 에

너지장벽을 구하였다 (표 2). 산화막 제거를 했

을 때, 2 nm 두께의 Al2O3를 증착한 샘플의 경

우 Al과 Pt에 대해 에너지장벽이 0.6 eV 및 0.52 

eV로 나타났다. Al과 Pt의 일함수가 상대적으

로 크게 차이 남을 감안하면, 에너지장벽이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Al2O3 증착으

로 인해 페르미준위 고정이 완화된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위치에 페르미준위가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Wang 등은 2 nm 두께

의 Al2O3를 n형 InGaAs에 증착했을 때 에너지

장벽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으며 (대략 0.2-0.3 

eV) 이는 계면에서의 쌍극자 형성과 관련 있다

고 설명했다 [20]. 

Sheng 등은 InP에 Al2O3의 두께를 달리하여 

증착한 뒤 에너지장벽을 구하였다 [21]. 이때 

Al2O3의 두께가 ~1.5 nm 될 때까지 에너지장

벽이 감소하다가 두께가 더 증가하면 에너지

장벽이 커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Al2O3/InP에

서 에너지장벽이 감소하는 원인을 계면에서의 

쌍극자 형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InP의 자연 산화막이 In2O3이므로 σ[Al2O3]/σ

[Ga2O3] > 1이 되어 쌍극자의 방향은 In2O3에서 

Al2O3로 향하여 에너지장벽을 낮추게 된다. 그

에 반해 Al2O3의 두께를 달리할 때 에너지장벽

은 Al2O3가 없는 샘플에 비해 모두 큰 값을 보

임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22]. 이 연구에서 두

께가 증가할수록 직렬저항이 감소함을 보였는

데, 이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Al2O3의 막질이 떨

어지고 많은 결함이 생긴 원인으로 여겨졌다.  

1 nm 두께의 Al2O3를 GaN 위에 증착한 뒤 전

극 금속을 달리하여 에너지장벽을 구한 뒤 이

를 Al2O3가 없는 경우와 비교한 실험결과가 발

표되었다 [23]. Al2O3가 없을 때 에너지장벽은 

금속의 일함수에 약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

으나 Al2O3가 있을 때 일함수와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 얻어졌다. 이는 금속/Al2O3 계면

에서의 무질서(disorder) 발생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두께 3 nm의 MgO를 Fe/GaN 

계면에 적용하였을 때 에너지장벽이 0.4 eV로 

낮은 값을 얻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MIGS 효과의 억제로 설명되었다 [24].  

그림 7은 동일한 조건에서 2.5 nm 두께의 

Al2O3를 InP와 GaN에 각각 증착하였을 때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InP와 달리 

GaN의 경우, Al2O3의 두께가 3.5 nm 이상이 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GaN 표면의 자연 산

화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Al2O3 증착에 필

요한 핵생성(nucleation)이 불균형하게 일어났

고 OH(hydroxyl radical: 수산기)의 존재로 인

해 더 두꺼운 Al2O3가 얻어진 듯하다 [25]. GaN 

표면에 존재하는 Ga-O 결합은 표면준위를 일

으켜 소자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그림 7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images at  

 (a) Au/Al2O3/InP and (b) Au/Al2O3/GaN interfaces. 

a

b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면준위를 비활성화

(passivation)하는 방법으로 Wu 등은 Al2O3/

GaN에 AlN을 삽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

다 [26]. 특히 c- 및 m-평면 GaN 비교실험에서 

AlN에 의한 비활성화 효과가 m-평면 GaN일 

때 더 잘 일어남을 보았다. 이는 박막/반도체 

계면 특성이 반도체 (예를 들면 GaN, SiC 등)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

은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할 때 GaN 위에서 일

어나는 반응을 보여준다 [27]. 먼저 플라즈마처

리(remote plasma pretreatment)를 통해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뒤 질화(nitridation) 과정을 

거친다. 그 뒤 AlN 및 Al2O3을 증착하면 계면준

위가 낮은 소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표면처리(chemical 또는 plasma) 방법 

이외에 얇은 박막 (여기서 예를 든 AlN 포함)의 

증착을 통해 계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

로 이런 물질에 대한 증착법을 좀 더 체계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Jackson 등은 Al2O3/GaN MOS 커패시

터에서 Al2O3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Al2O3/GaN 

계면에서의 계면준위밀도가 감소함을 보았

고 (그림 9 참조), 이를 열처리효과(anneal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다 [28]. Kang 등

은 2 nm 두께의 HfO2를 InP위에 증착했을 때 

보이던 계면층이 6 nm 이상 증착했을 때는 보

이지 않음을 관찰한 뒤 이는 자체 클리닝(self-

cleaning)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9]. 즉, 

유전박막을 반도체 위에 증착할 때, 초반은 주

로 산화막 제거 등 산화막과의 반응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유전박막이 원래 예상했던 

막질이 아닌 산소 원자 등이 많이 섞인 다른 형

태의 박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

펴본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들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8 ▶   Schematic ALD dynamics of gate dielectric process.  

 RPP means remote plasma pretreatment.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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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ated

Native 
oxide

Sulfur 
passivated

0 nm 
Al2O3

ohmic ohmic ohmic ohmic

1 nm 
Al2O3

<0.2 eV <0.2 eV ohmic <0.2 eV

2 nm 
Al2O3

<0.2 eV 0.60 eV ohmic 0.52 eV

표 2 ▶  Barrier height measured for n-InGaAs. Data are taken  

 from ref.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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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2 nm 두께의 Al2O3를 증착한 샘플의 경

우 Al과 Pt에 대해 에너지장벽이 0.6 eV 및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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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차이 남을 감안하면, 에너지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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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위치에 페르미준위가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Wang 등은 2 nm 두께

의 Al2O3를 n형 InGaAs에 증착했을 때 에너지

장벽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으며 (대략 0.2-0.3 

eV) 이는 계면에서의 쌍극자 형성과 관련 있다

고 설명했다 [20]. 

Sheng 등은 InP에 Al2O3의 두께를 달리하여 

증착한 뒤 에너지장벽을 구하였다 [21]. 이때 

Al2O3의 두께가 ~1.5 nm 될 때까지 에너지장

벽이 감소하다가 두께가 더 증가하면 에너지

장벽이 커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Al2O3/InP에

서 에너지장벽이 감소하는 원인을 계면에서의 

쌍극자 형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InP의 자연 산화막이 In2O3이므로 σ[Al2O3]/σ

[Ga2O3] > 1이 되어 쌍극자의 방향은 In2O3에서 

Al2O3로 향하여 에너지장벽을 낮추게 된다. 그

에 반해 Al2O3의 두께를 달리할 때 에너지장벽

은 Al2O3가 없는 샘플에 비해 모두 큰 값을 보

임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22]. 이 연구에서 두

께가 증가할수록 직렬저항이 감소함을 보였는

데, 이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Al2O3의 막질이 떨

어지고 많은 결함이 생긴 원인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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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무질서(disorder) 발생이 주원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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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 적용하였을 때 에너지장벽이 0.4 eV로 

낮은 값을 얻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MIGS 효과의 억제로 설명되었다 [24].  

그림 7은 동일한 조건에서 2.5 nm 두께의 

Al2O3를 InP와 GaN에 각각 증착하였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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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의 경우, Al2O3의 두께가 3.5 nm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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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막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Al2O3 증착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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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존재하는 Ga-O 결합은 표면준위를 일

으켜 소자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그림 7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images at  

 (a) Au/Al2O3/InP and (b) Au/Al2O3/GaN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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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ation)하는 방법으로 Wu 등은 Al2O3/

GaN에 AlN을 삽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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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에 의한 비활성화 효과가 m-평면 GaN일 

때 더 잘 일어남을 보았다. 이는 박막/반도체 

계면 특성이 반도체 (예를 들면 GaN, SiC 등)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

은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할 때 GaN 위에서 일

어나는 반응을 보여준다 [27]. 먼저 플라즈마처

리(remote plasma pretreatment)를 통해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뒤 질화(nitridation)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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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낮은 소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표면처리(chemical 또는 plasma) 방법 

이외에 얇은 박막 (여기서 예를 든 AlN 포함)의 

증착을 통해 계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

로 이런 물질에 대한 증착법을 좀 더 체계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Jackson 등은 Al2O3/GaN MOS 커패시

터에서 Al2O3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Al2O3/GaN 

계면에서의 계면준위밀도가 감소함을 보았

고 (그림 9 참조), 이를 열처리효과(anneal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다 [28]. Kang 등

은 2 nm 두께의 HfO2를 InP위에 증착했을 때 

보이던 계면층이 6 nm 이상 증착했을 때는 보

이지 않음을 관찰한 뒤 이는 자체 클리닝(self-

cleaning)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9]. 즉, 

유전박막을 반도체 위에 증착할 때, 초반은 주

로 산화막 제거 등 산화막과의 반응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유전박막이 원래 예상했던 

막질이 아닌 산소 원자 등이 많이 섞인 다른 형

태의 박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

펴본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들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8 ▶   Schematic ALD dynamics of gate dielectric process.  

 RPP means remote plasma pretreatment.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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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화된 증착조건에서의 박막 증착

이상의 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유전박막이 

금속/반도체에 삽입될 때 에너지장벽, 계면결

함준위밀도 등 소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결정되는지

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여겨

진다.

3. 맺음말

유전박막을 금속/반도체에 삽입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에너지장벽을 낮춰 접촉저항을 줄

이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유전박막을 이용하

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계면준위 비활성화를 

앞에서 기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누설전류가 

적고 에너지장벽이 큰 쇼트키 컨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유전박막을 삽입하

면 직렬저항이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저항

을 줄이면서 에너지장벽을 크게 하는 기술은 

예를 들면 GaN 및 SiC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반

도체 소자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 성

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층 증착 공정뿐만 

아니라 열처리 등 증착후 공정, 나노 패터닝 기

술과의 접목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래핀, 2D 물질인 WSe2 등에 유전박막

을 적용한 소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어 [30,31], 유전박막/반도체 계면 연

구는 계속 확대되리라 여겨진다. 

그림 9 ▶  Capacitance-voltage (CV) characteristics measured  

 at different frequencies from 100 Hz to 1MHz for  

 three Al2O3 thicknesses: (a) 6.8 nm, (b) 13.4 nm, and  

 (c) 19.8 nm. The larger frequency dispersion in the  

 6.8 nm suggests lower interface quality.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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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과 전자소자의 기술발달로 인해 신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전자기기가 고도화 되

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소자의 분석 및 평가

를 위한 다양한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

croscopy; TEM)은 나노미터 영역에서 원자레

벨의 수준까지 이미징 및 구조분석이 가능하

며, 동시에 재료의 화학분석을 할 수 있는 Tool

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분석분야인 금속, 세

라믹 뿐 아니라 바이오 및 고분자 등의 연구 분

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투과전자현미경

은 이미지와 회절분석을 통해 재료의 구조 및 

결함, 결정학적 정보를 분석하고, 분광학을 통

해서 화학분석이 가능하다. 구조 및 결함은 회

절과 상(phase)에 의해 발생하는 콘트라스트

로 분석한다. 결정학적 정보는 다양한 회절도

형(SADP, CBED, NBED)으로부터 분석한다. 

주사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 -ssion 

electron microsocpy, STEM)은 투과전자현미

경과 다르게 전자빔의 크기를 Å사이즈로 최

소화하여 샘플을 스캔하면서 이미지를 얻으

며, 최신의 수차보정기가 개발되면서 5차 수차

계수까지 보정을 통해 pm레벨의 고분해능 이

미지 분석과 단원자 레벨의 화학분석이 가능

하게 되었다 [1-3].

그림 1은 주사투과전자현미경의 원리를 간단

히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내에서, 파란색 원

형으로 그려진 HAADF (high-angle annular dark 

field) 검출기는 스캔한 전자빔과 샘플의 원자핵

에서 발생한 러더포드(rutherford) 산란을 수집하

며, 샘플의 원자번호에 따른 Z-contrast 이미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는 높

은 contrast를 가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

소는 낮은 contrast를 보인다. 최신 개발된 ABF 

(annular bright field) 검출기를 통해 산소와 같은 

경량원소까지 이미지로 동시에 얻을 수 있다 [2].

최신 수차보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전자에너지손실분광법을 활용한 
전자재료 분석의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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