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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sity functional theory was used to investigate the adsorption and reaction of HfCl4 with two hydroxyls on Si (001)-
2×1 surface in atomic layer deposition (ALD) process. We prepared a reasonable Si substrate which consisted of six inter-
dimer dissociated H2O molecules and two intra-dimer dissociated H2O molecules. The HfCl4 must react with two
hydroxyls to be a bulk-like structure. When HfCl4 was adsorbed on a hydroxyl, there was energy benefit of -0.55 eV.
Though there was energy loss for HfCl4 to react with H of hydroxyl, thermal energy of ALD chamber would be enough
to pass the energy barriers. There were five reaction pathways for HfCl4 to react with two hydroxyls; inter-dimer, intra-
dimer, cross-dimer, inter-row, and cross-row. Inter-row, inter-dimer and intra-dimer were relatively favorable among the
five reaction pathways based on the energy difference. The electron densities between O and Hf in these three reactions
were higher than the others and they had shorter Hf-O and O-O bond lengths than the other two reac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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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CMOS) 소
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이
다. 이산화 실리콘(SiO2)은 게이트(gate) 유전물질로 널
리 사용되어왔지만 소자 크기의 감소에 따라 얇은 게
이트 유전막 층에 의한 터널링 때문에 누설전류가 증
가하고 있다[1]. 발생되는 누설전류를 줄이기 위해 기
존에 게이트 유전막으로 사용되어오던 SiO2를 높은 유
전상수 (High-k)를 가지는 물질로 대체하는 것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이산화 하프늄(HfO2)은 상
대적으로 높은 유전상수와 넓은 밴드갭(band gap)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실제 45 nm 소자 기술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2].
SiO2는 열산화(thermal oxidation) 방법으로 막을 생
성할 수 있었지만, high-k 물질은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야 한다. 최근 Atomic layer deposition(ALD)은 넓은 범
위에서 좋은 스텝 커버리지(step coverage)와 균일도를
보이기 때문에 high-k 물질의 증착에 주로 사용되고 있
다[3,4]. 

Willis 등은 density functional theory(DFT) 계산을
이용하여 H2O 분자로 처리된 Si (001) 표면과 HfCl4와

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5]. Hf 포화 커버리지
(coverage)는 약 2×1014/cm2이고, 반응물의 커버리지를
제한하는 주된 인자는 HfCl4가 두 개의 수산화기
(hydroxyl)와 반응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표면은
OHfCl3와 (O)2HfCl2가 거의 비슷한 수로 구성되어있다
고 보고하였다. 또, Tang 등은 Si과 HfO2의 계면 상태
에 대해 계산하여, 여러 계면 모델 중에서 가장 안정한†E-mail : yckim@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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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구조를 보고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H2O가 처리된 Si 표면에 Hf precursor
인 HfCl4가 HfO2의 벌크 형태의 구조로 가기 위해서 두
개의 수산화기 사이에 흡착되고 반응하는 과정과 상대
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계산하였다.

2. 계산 방법

본 연구는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VASP)
코드로 구현된 first principle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GGA)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7-11]. 사
용된 포텐셜(potential)은 projector-augmented wave
(PAW)이며, 전자의 바닥 상태를 계산하기 위하여
residual minimization method direct inversion in the

iterative subspace(RMM-DIIS)가 사용되었다[12, 13].

사용된 cutoff 에너지는 450 eV이고, k-points mesh는
Monk-horst pack이며 표면에 진공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2×2×1 크기를 사용하였다. Smearing 방법은 Gaussian
계산법이 사용되었으며, smearing factor는 0.05 eV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cutoff 에너지와 k-points mesth 값
은 계산 시간과 계산 값의 정확도를 적절히 조절한 최
적화된 값이다.

H2O 분자는 상온에서 Si (001) 표면에 흡착되면, 수
소와 수산화기로 해리(dissociation) 된다. dissociation은
수소가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 inter-dimer, intra-dimer
dissociation으로 나눌 수 있고, 활성화(activation) 에너
지 계산을 통해 확률이 약 2:1이라는 것을 알았다[14].
본 연구에서는 4×4 크기의 Si (001) 표면에 8개의 H2O
분자가 흡착 후 dissociation된 기판에 HfCl4를 흡착한
경우와 반응한 경우의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Fig. 1은 6
개의 inter-dimer dissociation과 2개의 intra-dimer dis-
sociation으로 구성된 Si (001) 표면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Fig. 1(b)는 여러 tetragonal-HfO2와 Si 계면 중에 가
장 안정한 구조를 나타낸다[15]. 이 계면에서 Hf 원자는
Si 원자들 위에 흡착되어 있는 O 원자들 사이에 위치한
다. 따라서 ALD 과정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
는 계면을 얻기 위해서는 HfCl4가 두 개의 수산화기와
반응하여야 한다. 

Fig. 2는 수산화기가 처리된 Si (001) 표면에 HfCl4가

흡착되고, 먼저 수산화기 하나와 반응한 후, 또 다른 수
산화기 하나와 반응하는 과정에 따른 상대적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다. 본 과정의 계산은 Si (001) 표면이 모
두 수산화기가 처리된 상태에서 진행하였지만, 수산화
기가 반만 처리된 기판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라
고 판단된다. HfCl4가 수산화기 위에 흡착이 되면 -0.55

Fig. 1. (a) H2O terminated Si (001) surface which is
formed by 6 inter-dimer dissociations and 2 intra-
dimer dissociations and (b) an interface between
tetragonal-HfO2 and Si.

Fig. 2. Relative energy as a function of reaction pathways
for HfCl4 to react with two hydroxy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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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의 에너지 이득이 있는 발열 반응을 한다. 흡착된
HfCl4는 다음의 식과 같이 수산화기의 H와 반응하게
된다.

HfCl4 + (–OH–Si) → HfCl3–O–Si + HCl (1)

식 (1)과 같이 HfCl4의 Cl이 수산화기의 H와 반응하
여 HCl을 형성하고 HfCl3가 수산화기의 O와 결합하면,
흡착 상태일 때보다는 에너지적으로 불리하지만, HfCl4

가 진공에 떠 있을 때보다는 -0.22 eV의 에너지 이득이
있었다. O와 결합한 HfCl3는 다음 식과 같이 또 다른
수산화기의 H와 반응을 하게 된다. 

(Si–OH–) + HfCl3–O–Si

 → Si–O–HfCl2–O–Si + HCl  (2)

다른 Si 다이머(dimer) 위에 결합되어 있는 수산화기
의 H와 HfCl3가 반응하게 되면 Si–O–HfCl2–O–Si 결합
을 형성하고 HCl이 생성된다. 반응 결과 전체 에너지는
HfCl4가 진공에 있을 때에 비해서 0.28 eV가 불리한 흡
열 반응이다. 식 (1)과 식 (2)의 반응은 모두 흡열반응으
로 절대 온도 O K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지만,
ALD 공정 중에 공급되는 열에너지로 반응이 일어날 것
이라고 판단된다.

HfCl4가 두 개의 수산화기와 반응하여 Si–O–HfCl2–
O–Si 결합을 형성하는 방법은 5가지 경우가 있다 (cross-
dimer, cross-row, inter-dimer, intra-dimer, 그리고 inter-
row). Table 1은 8개의 H2O 분자가 흡착 후 dissoci-
ation된 Si (001) 기판에서 다섯 가지 경우의 각 결합들
의 결합 길이, 결합 각도, 그리고 HfCl4가 진공에 떠 있
는 상태와 비교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Fig. 3은 그
구조를 나타낸다. 다섯 가지 경우의 반응은 상대적인 에
너지 변화 ∆E를 기준으로 하여 inter-dimer, intra-dimer,
inter-row를 선호 반응으로, cross-dimer, croos-row를 비
선호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1에서 선호 반응
들의 Hf–O 결합 길이는 모두 1.93 Å으로 같고, 비선호
반응들에 비하여 O–O 사이의 길이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fCl4 분자의 Hf–Cl 결합 길이와 Cl–Hf–Cl
사이의 각도를 비교해 보면, 선호 반응들은 상대적으로
이와 비슷한 값을 가졌다. 이 결과는 HfCl2와 O 원자가
이루는 구조가 반응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
미한다. 

Fig. 4는 Si–O–HfCl2–O–Si 결합에서 O–Hf–O 사이
의 전자 밀도(electron density)를 line profile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 밀도는 the visualization for electronic and

Table 1. Bond lengths, bond angles, and energy differences of the reaction of HfCl4 with two hydroxyls on the Si (001)
surface

Bond length (Å) Bond length ( o )

Hf-O O−O Hf−Cl ∠O−HF−O ∠Cl−Hf−Cl ∆E

(a) Cross-dimer 1.97 3.35 2.38 115.79 97.13 0.79

(b) Cross-row 2.00 3.56 2.40 125.94 90.20 1.09

(c) Inter-dimer 1.93 3.06 2.34 105.23 114.35 0.30

(d) Intra-dimer 1.93 2.87 2.35 96.32 117.26 0.51

(e) Inter-row 1.93 3.19 2.34 111.55 108.65 0.31

HfCl4 molecule 2.31 109.50

Fig. 3. The reactions of HfCl4 with two hydroxyls on the
Si (001) surface; (a) cross-dimer, (b) cross-row, (c)
inter-dimer, (d) intra-dimer, and (e) inte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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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VEST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사
용한 isosurface level은 0.08 α0

-3이다[16]. O(1)–Hf와
O(2)–Hf의 전자 밀도는 거의 같았다. Fig. 4(b)는 (a)의
사각형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선호 반응
으로 분류되었던 cross-dimer와 cross-row 반응은 선호
반응들에 비해 Hf–O 사이의 전자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Hf–O 사이의 전자 밀도가 전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HfO2를 형성하기 위한 ALD 공정에서 H2O가 처리된
Si (001) 표면에 HfCl4 분자가 흡착되고 반응하는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하여 DFT계산을 수행하였다. HfCl4가

수산화기에 흡착이 되면 에너지 이득이 있고, 수산화기
의 H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지만,
ALD 공정 중에 열에너지에 의해 반응이 일어난다. 두

개의 수산화기와 HfCl4가 반응하는 다섯 가지 경우 중
에서 상대적으로 선호 반응들은 같은 Hf–O 결합 길이
를 가졌고, O–O 사이의 거리가 작았으며, HfCl4 분자와
비슷한 Hf–Cl 결합 길이, Cl–Hf–Cl 각도를 가졌다. 비
선호 반응들은 선호 반응들에 비하여 Hf–O 사이의 전
자밀도가 낮았다. 따라서, HfCl2와 O가 이루는 구조와
전자밀도가 전체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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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line profile of the electron density from
O(1) to O(2); O(1)−Hf−O(2) and (b) the expan-
sion of the square located in (a). The isosurface
level was 0.08 α0

-3.(α0: Bohr radi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