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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주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법을 이용하여 HfO2 박막을 제작하고, 질소 분 기에서 속 

열처리 온도에 따른 HfO2 박막의 구조   학  특성을 조사하 다. XRD 측정을 통해 열처리 유무에 상

없이 HfO2 박막은 다결정 구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가폭은 감소하

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박막의 표면을 AFM 으로 조사한 결과, 600℃ 에서 열처리한 박막의 표면 거칠기가 

3.454 nm 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HfO2 박막들은 가시  역에서 약 80% 정도의 투과도를 나타

내었다. 한 투과도와 반사도로부터 구한 굴 률과 셀마이어 분산 계로부터, 장에 따른 HfO2 의 굴 률

을 측할 수 있었다. 600℃ 에서 열처리 한 HfO2 박막이 2.0223 (λ=632 nm) 의 높은 굴 률과 0.963 의 높은 

우수한 충진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We fabricated HfO2 thin films using RF magnetron sputtering method, and investigated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HfO2 thin films with RTA temperatures in N2 ambient. HfO2 thin films exhibited polycrystalline structure regardless of 

annealing process, FWHM of M (-111) showed reduction trend. The surface roughness showed the smallest of 3.454 nm at 

a annealing temperature of 600℃ in result of AFM. All HfO2 thin films showed the transmittance of about 80% in visible 

light range. By fitting the refractive index from the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to the Sellmeir dispersion relation, we 

can predict the refractive index of the HfO2 thin film according to the wavelength. The HfO2 thin film annealed at 600℃

exhibited a high refractive index of 2.0223 (λ=632 nm) and an excellent packing factor of 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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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fO2 박막은 우수한 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반도

체의 직 도가 높아짐에 따라 MOS(Metal - Oxide -

Semiconductor)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발생한 게

이트에서의 터 링 류(tunneling current)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게이트 산화막(gate oxide)의 재료인 

SiO2를 체하기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1-3]. 이에 비해 높은 굴 률과  투과도  넓은 

에 지 밴드 갭 등 HfO2 박막의 우수한 학  특성

을 응용하려는 연구는 상 으로 매우 미흡한 형편

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HfO2 박막을 이   코

과 같이 높은 손상 문턱(damage threshold)이 요구되

는 학  코   학  필터, 빔스 리터, 상-변

이 마스크 등의 응용분야에 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4-7]. 특히 계면층에 HfO2 박막을 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 발  다이오드(μ-LED)와 같

이 학  응용에 한 연구 범 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8]. 

HfO2 박막의 학  특성을 이용하기 해서는 공

정조건이나 열처리 온도 등에 따른 투과도  굴 률 

등의 학 상수들이 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에 

한 연구는 HfO2 박막의 류- 압  정 용량-

압 등과 같은 기  특성 연구에 비해 상당히 미흡

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RF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HfO2 박막을 제작하여, 

속 열처리 온도에 따른 박막의 구조   학  

특성들의 상 계를 조사하여 향후 학 소자로의 

응용가능성을 연구하 다. 

Ⅱ.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주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법을 

이용하여 사 이어 기 에 HfO2 박막을 증착시켰

다. 사 이어 기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여 아세톤(15분)/알코올(15분)/증류수1차(10분)/증류

수2차(10분) 로 음  세척을 하 고,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하 다. HfO2(CERAC, 99.99%) 타켓과 

사 이어 기 을 스퍼터 챔버내에 고정시킨 후, 기 

진공을 2 × 10-6Torr 이하로 유지하 다. 표 1 에 

HfO2 박막의 공정 조건을 상세히 나타내었다. HfO2 

박막을 제작한 후, 질소 분 기에서 각각 400℃, 60

0℃, 800℃로 120 간 속 열처리를 수행하 다. 

HfO2 박막의 구조  특성을 조사하기 해 X-ray 

Diffractometer(HR-XRD, Xpert-pro, MRD)를 이용하

으며, 박막의 미세구조와 표면형상은 AFM(SII 

Nano Technology, SPA400)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학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UV-Vis 분 계 

(Varian, Cary-500) 을 이용하여 투과도와 반사도를 

측정하 으며, Essential Macleod 소 트웨어를 통해 

굴 률을 구하 다.

표 1. HfO2 박막의 증착조건
Table 1. Deposition conditions for the HfO2 thin films

Deposition condition HfO2 thin film

Base Pressure 2×10
-6 
Torr

Working Pressure 3 mTorr

Substrate Temp. 200℃
RF Power 100 W

Ⅲ. 결과  논의

그림 1 은 사 이어 기  에 증착된 HfO2 박막

과 400℃, 600℃, 800℃ 에서 속 열처리 된 박막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박막은 여러 회 각에서 피크가 검출되었음을 

통해 다결정 구조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처리

를 하지 않은 박막은 M (-111) 에서의 피크가 다른 

박막들과 비교하여 비교  낮고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결정의 크기가 작음을 의미한다. 열처리를 통해 

M (-111) 에서의 피크가 높고 좁게 형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해당 피크는 600℃ 에서 열처리 한 박

막이 가장 높으며, 각 패턴들의 폭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

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커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9]. 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

록, 여러 회 각에서 M (111), M (002), M (220), M

(221) 등의 많은 서  피크들이 검출되고 보다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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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을 확인하 고, 이는 하 늄이 갖는 M (-111) 의 

결정 외에도 다른 결정들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9-11].  

그림 1. 열처리 온도에 따른 HfO2 박막의 XRD 패턴
Fig. 1 XRD patterns of the HfO2 thin films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그림 1 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통해 구한 반가

폭(FWHM; full width of peak at half maximum)과  

결정의 크기를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열처리 온도에 따른 HfO2 박막의 반가폭과 
결정 크기

Fig. 2 FWHM and Crystallite size of HfO2 thin films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열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반가폭은 2.07°이었고, 

열처리 온도가 400℃, 600℃, 800℃로 증가함에 따라 

반가폭은 각각 1.21°, 0.9°, 0.81°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최 의 피크가 검출된 회 각 값 

한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28.25°에서 열처리 온도

가 400℃, 600℃, 800℃로 증가함에 따라 28.40°, 

28.41°, 28.45°로 소폭 상승함을 확인하 다. 반가폭의 

감소뿐만 아니라 피크값이 검출된 회 각의 증가 

한 결정 크기의 증가를 의미한다[9]. 이 게 측정된 

결과를 다음의 식 (1) 인 Scherrer 공식[12]에 입하

여 결정 크기를 계산하 다.

        β× cosθ
λ

(1)

  여기서 D는 결정의 크기이고, λ는 X선의 장 

(0.1541nm), β는 반가폭, θ는 Bragg의 회 각이다. 

열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의 크기는 3.96 nm 

로 계산되었고, 열처리 온도가 400℃, 600℃, 800℃로 

증가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도 6.77 nm, 9.11 nm, 10.12

nm로 커지는 경향을 보 다. 

  

As grown: Rrms=6.840nm 400℃: Rrms=6.015nm

600℃: Rrms=3.454nm 800℃: Rrms=6.990nm

그림 3. 열처리 온도에 따른 AFM 표면 형상과 표면 
거칠기

Fig. 3 AFM images and surface roughness of HfO2  
thin films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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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은 열처리를 하지 않은 HfO2 박막과 400℃, 

600℃, 800℃에서 각각 속 열처리한 HfO2 박막의 

표면 형상과 표면 거칠기를 AFM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열처리 유무에 상 없이 박막의 질을 하

시키는 균열이나 핀홀과 같은 상은 발견되지 않았

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6.840

nm로 측정되었고, 400℃와 600℃에서 열처리를 한 박

막의 표면 거칠기는 각각 6.015 nm와 3.454 nm로 측

정되어 표면의 균일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800℃에서 열처리 한 박막은 600℃에서 

열처리 한 박막과 비교하여 하 늄의 결정을 나타내

는 M (-111) 의 피크가 낮고 M (111) 과 M (002) 와 

같은 서  피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막의 표면

에 스트 스를 증가시키고 표면 거칠기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그림 4 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HfO2 박막과 400℃, 

600℃, 800℃에서 열처리 한 HfO2 박막의 투과도와 

반사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열처리 온도에 따른 HfO2 박막의 투과도와 
반사도 

Fig. 4 Optical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f the 
HfO2 thin films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그림 4 에서 보듯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박막과 

비교하여 열처리를 한 박막은 투과도 곡선이 고 장 

역으로 이동된 모양을 보이며, 그  800℃에서 열

처리 한 박막이 고 장 역으로 특히 더 이동하 음

을 알 수 있다. 가시  역(380-780 nm)에서의 평균 

투과도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박막의 경우는 80.7% 

로 나타났고, 400℃, 600℃, 800℃에서 열처리를 한 박

막의 경우 각각 81.2%, 79.1%, 81.0%로 우수한  투

과도를 나타냈으며 열처리 유무에 따른 투과도의 차

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 에 600℃에서 열처리 한 HfO2 박막의 장

에 따른 굴 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5. 셀마이어 분산식에 의해 피 된 600℃에서 

열처리 한 HfO2 박막의 굴 률

Fig. 5 Refractive index of HfO2 thin film annealed at 

600℃, fitted by Sellmeier dispersion equation

표 2. 셀마이어 분산 계식으로부터 계산된 변수 A 
와 B 값 

Table 2. Calculated coefficients A and B of Sellmeier 
dispersion formula

RTA Temp. A B

As-grown 2.49044 101.91956

400℃ 2.87851 45.03953

600℃ 2.97434 121.97438

800℃ 2.81673 132.53451

그림 5 의 실선은 식 (2) 의 셀마이어(Sellmeier) 

분산 계식[10]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2)

여기서, n은 굴 률이고 λ는 장을 나타내며, A와  

B는 셀마이어 계수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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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특성으로부터 구한 굴 률과 이론  분산 계

식으로 구한 것이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셀마

이어 분산 계식에서의 변수 A와 B를 표 2 에 나타

내었다. 

  그림 6 은 열처리하지 않은 HfO2 박막과 열처리 온

도에 따른 HfO2 박막의 632 nm 장에서 굴 률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6.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장 632nm 에서의 HfO2 
박막의 굴 률

Fig. 6 Refractive index of HfO2 thin films at 632 nm of 

wavelength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그림 6 에서 보듯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HfO2 박

막의 굴 률은 1.887로 측정되었고, 400℃, 600℃, 80

0℃에서 열처리 한 박막에서의 굴 률은 각각 1.973, 

2.022, 1.987이었다. 열처리 온도가 600℃까지는 굴

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열처리 온도가 80

0℃에 이르면 굴 률이 감소한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이미 보고된 결과인 다결정 구조에서 결정화

가 진행됨에 따라 하 의 결정구조가 보다 활발하게 

생성되면 그 박막의 도와 굴 률이 감소하는 경향

이 있음과 일치한다[11, 13]. 한, 표면 극자들의 강

한 반발력으로 발생하는 격자 팽창의 경우, 결정의 크

기가 커질수록 면간거리(d-spacing ; lattice plane 

spacing)가 감소하고 격자의 부조화로 인한 스트 스

가 증가한다는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한다[9].  

굴 률과 충진율 (packing density, p) 은 한 

계가 있으며, 이는 Bragg와 Pippard가 고안한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15]. 

 
  



 
  

 


            (3)

  여기서 nv는 보이드(void) 굴 률, ns는 벌크(bulk) 

상태의 굴 률을 의미한다. 본 실험의 경우, 건조공기

의 보이드 굴 률 nv = 1, 벌크 HfO2 의 굴 률 ns =

2.1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계산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충진율을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열처리 온도에 따른 HfO2 박막의 충진율

Fig. 7 Packing density of HfO2 thin films with various 

RTA temperatures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열처리 하지 않았을 때

의 충진율은 0.891로 계산되었다. 한, 400℃, 600℃, 

800℃에서 열처리를 함에 따라 충진율은 굴 률의 경

향과 일치하며, 각각 0.938, 0.963, 0.945로 계산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사 이어 기 에 HfO2 박막을 증착한 뒤 N2 분

기에서 400℃, 600℃, 800℃로 속 열처리를 수행한 

후, HfO2 박막의 구조  특성과 학  특성의 상

계를 조사하 다. XRD측정을 통해 열처리 유무에 

상 없이 모든 HfO2 박막은 다결정 구조를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가폭

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박막의 표면을 AFM 

으로 조사한 결과, 열처리 온도가 400 에서 6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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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표면 거칠기 값은 6.015에서 3.454 nm 

로 감소하다, 800℃에서 6.990 nm로 다시 증가하 다. 

학  특성 측정 결과, 모든 HfO2 박막은 가시  

역에서 약 80 %정도의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600℃에서 열처리 한 박막은 2.022의 높은 굴 률과 

0.963의 높은 우수한 충진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HfO2 박막이 우수한 학  특성

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공정조건의 최

화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소자에 응용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재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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