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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 학문간 융합을 통한 활발한 연구 활동 
•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공동 연구 진행 
• 국내외 여러 연구소 및 학교와 협력 연구 진행

보유 장비
ALD 장비 분석 장비

연구실 대표 성과
A. 주요업적 B. 대표논문
• 개제 논문 : 111편 (최근 3년 : 14편) 
• 총 인용횟수 : 6145, h-index :43  
• 국내특허 : 등록 33건, 출원 13건 
• 해외특허 : 등록 1건,  출원 3건 
• 진행 중인 과제 : 6개 
• 완료된 과제 : 15개

• Chem. Mater. 33,4435 (2021) 
• ACS Nano. 14, 676 (2020) 
• ACS Applied Mater. 11, 16804 (2019) 
• Chem. Mater 30,7603 (2018) 
• NPG Asia Mater, 8, e262 (2016) 
• Nature Communication, 5, 4781 (2014)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특징 응용분야

• 자기 제한 효과와 표면 반응을 이용한 건식 박막 증착 공정 
• 복잡한 구조에서도 균일한 박막 증착 가능 (우수한 단차피복성) 및 수 nm의 정교한 박막 두
께 조절 가능 

• 반도체, MEMS, 메모리, 투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E. 소수성을 활용한 icephobicity 연구
소수성을 활용한 icephobic 코팅

http://www.nanomaterial.kr 
hbrlee@inu.ac.kr

수행 과제

B. 원자층 모듈레이션 (Atomic layer Modulation)

ALM 공정

• 균일한 박막 증착 방해 요소인 Steric hindrance를 역이용하여 균일한 다성분계 박
막 형성 

• 전구체의 노출 순서를 조절하여 원하는 doping concentration을 Inter layer에 구
현

전구체 노출 순서에 따른 도핑 농도 조절Reactant를 활용한 표면 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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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체 (precursor)나 자가조립단분자막 (Self-Assembled Monolayers; SAM)을 이
용하여 특정 기판의 표면 개질 변화 

• 표면처리 후 기판에 흡착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선택적 증착 가능

A. 선택적 원자층 증착법 (Area selective Deposition)

SAM(Self-Assembled Monolayer) 공정 간소화

AS-ALD 공정

PDMS/PVDF 코팅을 활용한 
icephobicity  구현 

코팅 후 WCA 측정 

D. 차세대 반도체소자 연구

차세대 3차원 반도체 소자

새로운 물질을 활용한 Interconnect 공정연구

• 새로운 물질 탐색 및 ALD 박막 공정 연구 
• 강유전체 박막 공정 연구를  통한 Selector-less 메모리 소자 구현 
• Interconnect 신뢰성 향상을  균일한 조성 박막 구현

• 분자 스케일의 이론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자  
    스케일의 증착 및 식각 연구 
   (한국연구재단)  
• 분자단위 표면반응 메커니즘 이해를 통한 원자층 
   모듈레야션 (Atomic Layer Modulation)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계면 제어를 통한 selector-less 강유전체 터널링 
메모리 소자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게이트 스페이서 및 다중 패터닝 기술을 위한 SiN / 

SiO2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공정 및 대체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새로운 cobalt precursor를 이용한 원자층 증착 공
정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rofessor Han-Bo-Ram Lee, 이한보람

C. 박막 증착 물리화학 이론 모델링 

Steric hindarance

MC simulation

DFT calculation

• 박막 밀도와 특성의 저하를 유발하는 Steric hindrance를 MC simulation을 통해 
전구체의 표면 위 흡착 거동 규명 

• 전구체와 표면 사이의 표면 반응을 이해하고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ALD 공정에 적
절한 전구체를 선정 및 연구의 효율성 향상

< 3D structure > < 3D FinFET >

< TEM image >

< EDS surface profile > < EDS depth pro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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