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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층진 초격자 물질의 제조를 위한공정

요약

크실렌용매내  금속  2-  에틸헥사노에이트를  포함하는  프레커스는  집적회로  웨이퍼(1,  20,  50)  에 
가해진다. 웨이퍼는 프레커스를 건조시키기 위해 굽혀지고(P9), 웨이퍼상에 층진 초격자물질(12, 30, 60) 
이 형성되도록 어닐되고 그리고 나서 집적회로(70) 는 완성된다. 만일 금속이 타이타늄이면 프레커스는 
2- 에틸헥사노에이트와 교체되는 2- 메톡시에톡사이드 배위자의 최소부분을 가지는 타이타늄 2 - 메톡시
에톡사이드를 포함한다. 만일 금속이 높은 양전기 원소이면 용매는 2 - 메톡시에탄올을 포함한다. 만일 
금속이 납, 비스무스, 탈륨, 또는 안티모니이면 1 % 내지 75 % 의 과도금속이 굽기와 어닐링 중 산화물의 
증발때문에 프레커스용액에 포함된다.

공정은 지극히 낮은 피로를 가지는 강유전성 소자 및 쉽게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고유전율소자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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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층진 초격자 물질의 제조를 위한 공정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층진 초격자 물질(layered superlaticd material)의 제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품질저하에 
내성이  있는  저피로(Low-fatigue)  강유전성(ferroelectric)  및  신뢰성있는  고유전율(high  dielectric 
constant) 집적회로를 제공하는 제조공정에 관한 것이다.

[문제점의 설명]

1959년 지.에이.스몰렌스키(G.A. Smolenski), 브이.에이. 이스포브(V.A. Isupov) 및 에이. 엘. 아그라노
브스카야(A.L. Agranovskaya)는 층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perovslite structure)로 인식한 새로운 종류
의 강유전성 물질을 발견하였다. Ferroekectrics and Related Materials, ISSN 0275-9608(1984, 강유전체
와 관련된 현상 시리즈의 제 3 권) (스몰렌스키에 의해 편집됨)의 제 15장, 특히 섹션 15.3 - 15.7 을 보
라. 이들과 다른 관련된 물질들은 본 발명자에 의해 "층진 초격자" 물질로서 최근에 인식되고 있다. 여기

20-2

1019940702027



에서 참조로 쓰인, 출원중인 PCT 출원 제호를 보라.

최근까지, 이들 층진 초격자 물질들은 강유전성 메모리 또는 집적회로에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유용한 높은 유전율 물질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비스무스탄 탈레이트(Bi4Ti3O12)와 바

륨 마그네슘 플루오라이드(barium magnesium fluoride)인 두 층진 강유전성 물질을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로서 전환(switching) 메모리 응용에 사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슈-유우(shu-yau wu)에 의해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Augst 1974, pp. 499-504 에 "A 
New Ferroelectric Memory Device, Metal-Ferroelectric-Semiconductor Transistor"로 발표된 논문을 보
라. 이는 Bi4Ti3O12 소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제이. 에프. 스코트(J.F. Scott), 씨.에이. 파즈 데 아라

조(C.A.  Paz  De  Araujo)  및  엘.디.  맥밀란(L.D.  McMillian)에  의해  Condensed  Matter  News,  Vol.  1, 
No.3, 1992, pp. 16-20 에 "Integrated Ferroelectrics" 로 발표된 논문을 보라. 이 논문은 본 명세서에 
대해 선행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논문의 섹션 ⅡB 는 강유전성 계면효과 트랜지스터(FEFET)에 대한 실험
을 이야기하며 실험의 정확한 데이터는 본 발명자에 현재 공지되어 있지 않다. 이들 두 시도는 실패하였
다 ; Bi4Ti3O12 소자의 경우, 온(on) 상태는 단지 두시간후 대수적으로 붕괴되었고, BaMgF4 소자의 경우 양

상태(both state)는 몇분후 지수적으로 붕괴되었다.

Ferroelectrics,  1976,  Vol.  11,  pp.  379-383  에  에스.와이.  우(S.Y.  wu)에  의해  발표된  "Memory 
Re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of Metal-Ferroelectric-Semiconductor Transistor" 논문을 보라.

층진 초격자 물질중 어느것도 강유전체, 높은 유전상수 또는 다른 응용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던 
주요 이유는 물질을 준비하는 공정과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물질로 소자를 제조하는 공정이 
높은 양질의 물질 실예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8년 이전에 다양한 다수의 강유전성 박막이 RF 스퍼터링(sputtering) 또는 화학기상증착(CVD)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에스.  크왁(B.S.  Kwak,  이.피.  보이드(E.P.  Boyd)  및  에이.  어빌(A.  Erbil)등에  의해  Applied 
physics Letters, Vol. 53, No. 18, October 31, 1988, pp. 1902-1904 에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PbTiO3 Thin Films"로 발표된 논문을 보라. 1988년경 몇몇 다른 접근 방식이 개발되었다. 

크왁은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MOCVD)로 불리는 그러한 개발만을 언급하였다. 최근의 논문은 기판위에 졸
겔(sol-gel)을 스핀코팅(spin coating)하고 어닐링(annealing)하여 층진 초격자 물질인 Bi4Ti3O12 의 박막

을 제조하는 것을 적고있다. 조시, 피. 씨.(Joshi, P.C.) 등에 의해 App. phys, Leffo, Vol. 59, No. 10, 
Nov. 91.에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Ferroelectric Thin Films By Sol-gel Technigue" 에 
발표된 논문이다.

기판에 필요한 박막의 원소의 화합물을 용해 상태로 적용하고 그리고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상의 용
액을 가열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레커스(precurser) 용액을 응용하는 공정은 수년동안 생산에 사용되어 왔
고 간단한 공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정이 응용된 모든 생산된 생산품은 바람막이 유리와 같
은 큰 물건이었는데 막의 극히 미세한 특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공정의 고유부분은 장래 박막의 원
소로부터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분리되고 그리고 건조됨에 따라 막으로 부터 증발하기 때문에 최종막은 
비교적 다공성 구조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 상기 언급한 MOCVD 연구와 같이 거의 동일한 시기
에, 프레커스 용액 적용/가열공정의 사용은 금속 호일(foil) 또는 유리와 같은 다른 기판 또는 회로보드 
상에 전도체, 저항 및 유전성 막을 형성하기 위한 잉크젯(inkjet) 또는 스크린 프린팅같은 것을 위한 잉
크를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개발되었다.

이  공정에  있어서,  금속  산화물의  막은  크실렌(XY1ene)과  같은  용매  내에  금속의 카르복실레이트
(carboxylate)을 용해하고, 기판위에 액상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용액의 화학량적혼합물을 스피닝, 디
핑(Dipping)하고 용매와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하고 가열하여, 금속 산화물 박막을 형성시켜 제조
된다.  지.엠.  베스트(G.M.  Vest)와  에스.  싱가램(S.  singaram)에  의해  Materials  Research  Society 
Symposium Proceedings, Vol. 60, 1986, pp. 35-42. 에 "Synthesis of Metallorganic Compounds for MOD 
powers and Films" 로 발표된 논문을 보라. 특히 이 논문은 Bi2O3와 같은 단순한 금속산화물의 박막이 생

산되는 프레커스 용액을 생산하기 위해 크실렌내에 녹아있는 비스무스 2-에틸헥사노에이트(bismulth 2-
ethylhexanoate)와 같은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바륨, 비스무스, 칼슘, 납, 스트론튬, 지
르코늄, 루테늄(ruthenium) 및 주석 화합물과 같은 금속 화합물과 각 네오디케노익(neodecanoic)산 또는 
2-에틱헥사노익산과의 반응을 기술해 놓았다. 한 예로서, 이들 기술은 PbTiO3 의 얇은 강유전성 박막(층진 

초격자 물질이 아님)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고, 박막을 만들기 위한 공정 조건이 실리콘 기술과 부합되기 
때문에 칩상에 센서, 검지기, 및 커패시터를 만들기 위한 공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로버트. 더블유. 베스트(Robert W. Vest)와 지지수(jiejie Xu)에 의해 IEEE Transactions on 
ultransonics, Ferroelectrics and Freguency Control, Vol. 35, No. 6, November 1988, pp. 711-717 에 
발표된 논문 "PbTiO3 Thin Films From Metallorganic Precursors" 를 보라. 또한 이들 공정은 초전도체와 

다른 세라믹의 박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더블유, 더블유, 데이비드슨(W. W. Pavisson), 
에스.  지.  슈(S.  G.  Shyu)  알.  디.  로스만(R.D.  Roseman)과  알.  씨.  부케난(R.C.  Buchanan)에  의해 
Materials Research Society Symposium proceedings, Vol. 121, pp. 797-802(1988)에 발표된 논문 "Metal 
Oxide Films From Carboxylate Precursors" 를 보라.

상기에 요약된 프린팅 목적을 위한 금속 카르복실레이트 공정 및 MOCVD 의 개발과 동시에 기판에 프리커
스(Precursor) 를 스핀닝하여 건조시켜 강유전성 박막을 생산하는 상기 공정에 사용되는 비슷한 프레커스 
또 동일한 프레커스의 사용을 탐사하기 위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은 바람직한 프레커스는 금속 알
콕사이드(alkoxide)와 아세테이트(acetate)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윌리암 디. 밀러(Willian D. Miller)외
에  부여된  미국특허  제  5,028,455  호  및  Ferroelectric,  Vol.  109,  pp.  1-23(1990)에  발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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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ptim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Device  Worthy Sol-Gel Based PZT for Ferroelectric 
Memories" 를 보라.

밀러의 특허는 가능한 프레커스로 하나의 금속 카르복실레이트인 레드 테트라-에틸헥사노에이트를 언급하
였지만, 큰 유기그룹이 박막내에서 큰 결점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덜 바람직한 것으로서 거부되었다. 
게다가, 금속 카르복실레이트 공정은 잉크젯 또는 스크린프린팅을 위한 것과 같은 잉크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금속 알콕사이드와 아세테이트공정은 강유전성 물질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고, 또한 강유
전성 접적회로 응용에 있어서 금속 카르복실레이트의 사용이 다시 논의되었다.

상기 요점된 중요한 연구를 무릅쓰고서도,  밀러에 의해 만들어진 PZT  박막과 베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PbTi03 박막을 포함하는 상기 공정에 의해 신뢰성있고, 저피로인 강유전체를 생산하는 어떠한 박막도 만들

어지지 못하였고, 특히 신뢰성있고, 저피로인 층진 초격자 박막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문제의 해결]

본 발명은 고품질의 층진초격자 물질의 박막을 만들기 위한 표준화된 공정을 제공하여 상기 문제점을 해
결한다.

막의 미세한 품질은 집적회로에 훌륭한 특성을 제공한다. 공정은 간단하며 종래의 집적회로 물질 및 공정
과 조화를 이룬다.

공정은 박막 화합물에 필요한 각 금속을 포함하는 프레커스 용액을 준비하여 시작된다. 대부분의 금속을 
위해, 중간 길이 배위자(ligand)를 가지는 금속 카르복실레이트가 바람직한 프레커스화합물이다. 금속 2 
- 에틸헥사노에이트는 대부분의 금속을 위해 일한다. 만일 금속이 타이타늄(titanium)이면, 프레커스는 2 
- 에틸헥사노에이트에 의해 대체되는 2 - 메톡시에톡사이드(methoxyethoxide) 배위자의 최소일부를 가지
는 타이타늄 2 - 메톡시에톡사이드를 포함한다.

프레커스는 110℃ 보다 큰 끊는점을 가지는 용매에 녹는다. 크실렌(Xylene) 용매는 대부분의 금속을 위해 
일한다.

높은  양성(electropositive)  원소를  위해,  용매는  2  -  메톡시에  탄올(methoxyethanol)  또는 n-부틸
(butyl) 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프레커스는 스핀 코팅 또는 습윤(mist)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집적회로 웨이퍼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선택적으로,  코팅된 웨이퍼는 약 150℃에서 수분간 가열하여 건조된다. 그리고나서 약 250℃에서 30초에
서 수분간 구워진다. 웨이퍼는 약 700℃에서 약 한시간 동안 산소로 내에서 어닐(anneal)된다. 코팅, 건
조, 굽기 및 어닐링 단계는 후막을 위해서는 반복되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퍼터링 타켓(Spuffering target)이 상기 방법으로 준비되어 물질은 스퍼터링 타켓을 
스퍼터링하여 집적회로상에 집적된다.

만일 금속이 납 또는 비스무스라면, 1 % 에서 75 % 까지의 과도금속이 프레커스에 포함되는데 이는 굽기
와 어닐링동안 산화물의 증발때문이다. 최고 좋은 결과는 50 % 과도 비스무스에 대해 얻어졌다. 만일 스
프터링이 사용된다면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한층더 높은 과도양이 필요하다.

지극히 높은 품질의 박막은 상기 공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
(SrBi2Ta2O9 )가 집적회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박막으로 만들어졌는데 24 마이크로쿨롱(microcoulomb)/

평방센티미터(㎠)의 2Pr 성극도를 가지고 10
10 

주기후 5 % 보다 작은 피로를 보였다. 10
10
주기는 전형적인 

집적회로 전환 소자에서 10년동안 사용되는 것과 동등하다. 또다른 예에 있어서, 1MHz, 15 밀리  볼트의 

Vosc 로 측정될 때 166 의 유전율을 가지고, 200 KV/cm 의 장에서 7.84 × 10
-8
A/㎠ 의 누설 전류를 가지

는 바륨 비스무스 탄탈레이트(BaBi2Ta2O9 )는 2000Å 보다 작은 박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집적회로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일관되게 고품질의 박막을 생산하는 공정의 개발은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는, 여기서 층진 초격자 물질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 발견을 이끌었다. 집적회로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전환될 때 지극히 낮은 피
로, 높은 성극도, 높은 유전율 및 공지되지 않은 다른 많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층진 초격자 물질이 제
조되었다. 지금은 높은 품질의 층진 초격자 물질 제조의 공정 및 층진 초격물질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집
적회로가 발견되었고, 이 공정은 이들 물질과 다른 많은 관련된 물질을 활용한 다수의 다른 집적회로와 
다른 소자를 만드는데 응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는 본 발명에 따른 층진 초격자 물질의 박막을 준 준비하기 위한 공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제1b도는 제1a도 공정의 프레커스 용액 형성부분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제1c도는 제1a도 공정의 프레커스 용액 형성 부분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

제2a도는 본 발명에 따라 박막 커패시터가 위에 있는 실리콘웨이퍼의 확대된 상면도.

제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완충층을 가지는 커패시터를 나타내는, 제2a도의 2B - 2B 선을 따라 취한 단면
도의 일부를 나타낸 도면.

제2c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 커패시터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도.

제2d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된 직접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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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층진 초격자 물질의 박막 스퍼터링 공정을 도시한 도면.

제4c도는 SrTiO3 의 완충층 사이에 Bi4Ti3O12 층을 가지는, 제2b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소자의 히스테리시

스곡선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주기수 대 2Pr
-
 및 2Pr

+
 도표를 도시한 것으로서 물질의 저피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강유전성 물질로서 SrBi2Ta2O9을 활용한, 제2c도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강유전성 커패시터에 대한 

2, 4, 6, 8 및 10 볼트에서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10
10
 주기후 SrBi2Ta2O9 샘플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동일한 샘플에 대한 초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겹쳐 놓은 도면.

제7도는 높은 유전을 물질로서 BaBi2Ta2O9를 활용한, 제2c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커패시터에 대한 인가 장

대 직류누설전류의 대수를 나타낸 도면.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공정은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여, 큰 규모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최종 생산물인 박막은 
고품질이다. 게다가, 공정은 표준화가 가능하고 높은 양산율을 발생시킨다. 공정은 실리콘 기술과 같은 
종래의 집적회로 기술과 조화를 이룬다. 공정 표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프레커스 용액이 
비교적 긴 저장 수명(shelf lif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가지 면이 있다 ; 첫째 스트론튬, 탄
탈륨등과 같은 개개 금속을 위한 프레커스는 긴 저장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쉽사리 선택해서, 어떠한 필
요한 층진 초격자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용액을 혼합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프레커스에 대해 공통적인 
용매가 있어서, 이들은 쉽게 결합될 수 있다 ; 셋째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와 같은 주어진 층진 
초격자 물질을 위한 프레커스는 비교적 긴 저장시간을 가져 대량으로 앞서 만들어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요소들은 상충되고 따라서 그러한 공정의 발견은 본래 어렵다.

본 발명에 따라 표준화된 공정은 긴 저장수명을 가지는 프레커스로부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층진 초격
자 물질의 높은 품질 박막에 의한 것이다. 집적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층진 초격자 박막 제조를 위한 기
초적인 바람직한 공정은 제 1a, 제 1b 및 제 1c 도에 설명되어있다. 본 발명의 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된 
전기적 소자들은 제 2a 도에서 제 2d 도까지 도시되어 있다. 먼저 전기적 소자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소자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공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커패시터 소자의 시험 샘플이 제조되어 있는 시험적인 웨이퍼(1)가 제 2a 도에 도시되어
있다. 커패시터소자를 묘사한 제 2a, 제 2b 및 제 2c 도와 집적회로 소자를 묘사한 제 2d 도는 실제적인 
커패시터 또는 소자의 특정한 부분의 실제적인 평면 또는 단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능한 본 발명의 
공정 또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보다 충분히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이상적인 묘사일뿐이다. 제 2b 도는 
제 1a 도의 2B-2B 선을 따라 취한 웨이퍼(1)의 단면도이다. 제 2c 도는 제 2a 도의 단면도와 비슷한 웨이
퍼를 통해 취한 비슷한 단면을 묘사한 것이다.

제 2a 도와 제 2b 도를 참조하면 웨이퍼(1)는 거의 5000Å 두께의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절연층
(4)이 습식성장된 P 형 실리콘 기판(2)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이타늄 금속막층(6)은 바람직하게 
그대로(insitu) 스퍼터링을 통해 이산화 규소(4) 위에 침적되었고, 2000Å 두께의 백금전극이 바람직하게 
그대로 스퍼터링을 통해 타이타늄(6) 위에 침적되었다. 그대로(in situ)는 타이타늄과 백금 둘다가 진공
의 절단없이 스퍼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타늄은 이산화규소와 백금내로 확산되어 백금(8)이 이산
화규소(4)에 부착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는 임의적인 것이다. 완충층(10)은 백금전극(8) 위에 침
적되고,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될 공정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층진 초격자 물질층(12)이 뒤따르며, 또다
른 완충층(14)이 뒤따른다.

웨이퍼(1)는 어닐되고 포토 마스크(photo mask) 공정으로 형상화되어 전극(8)의 큰 면적에 따라 분리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의 커패시터 소자(제 2a 도에서 17A, 17B 등)를 생산하기 위해 전극층(8)이 부식
된다(etch sown), 소자(17A, 17B 등) 크기는 제 2a 도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각 소자(17A, 17B 등)는 테
스트 소자의 한 리드(lead)를 백금 전극층(8)에 연결시키고 특정한 소자(17A, 17B등)의 다른 전극층(16)
은 테스터소자의 다른 리드에 연결된 미세프로브에 연결시켜 테스터된다. 제 2c 도의 단면 구조를 가지는 
소자는 두 완충층(10, 12)이 침적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제조된다. 즉, 제 2c 도의 웨이퍼
는 실리콘 기판(22) 이산화규소층(24), 선택적인 타이타늄층(26), 제 1 백금전극(28), 층진 초격자 물질
층(3) 및 제 2 백금전극(32)을 포함한다. 웨이퍼(20)는 제 2c 도에 도시된 단면을 가지는 다양한 크기의 
커패시터 소자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비슷하게 형성화된다. 제 2b 및 제 2c 도에서 도시된 형태의 시험적
인 소자의 제조는 아래 예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공정을 활용하여 형성된 집적회로 웨이퍼(50)의 일부, 즉 강유전성 커패시터가 기초가 된 메모
리 셀(70)이 제 2d 도에 도시되어 있다. 웨이퍼(50)는 실리콘기판(51) 필드 산화물 영역(54), 전기적을 
상호연결된 두 전기적소자, 하나의 트랜지스터(71) 및 하나의 강유전성 전환 커패시터(72)를 포함한다. 
커패시터(72)는 제 1 전극(58) 강유전성 층진 초격자 물질(60) 및 제 2 전극(77)을 포함한다.

절연층(56)은 두소자(71,72)를 분리시키는데, 트랜지스터(71)의 드레인(75)이 커패시터(72)의 제 1 전극
(58)에 연결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전기적인 콘택(47A,78)은 소자(71,72)를 집적회로(70)의 다른 부분에 
전기적 연결을 시킨다.

제 2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회로 메모리셀을 위한 완전한 제조 공정의 상세한 예가 여기에서 참조
로 활용되는 미국 특허출원 제 919,286 호에 주어져있다. 층진 초격자 강유전성 층(60)을 제조하기 위한 
상세한 공정은 아래에 나타나 있다.

세개의 금속원소가 있는 층진 초격자 물질을 제조하는 바람직한 공정이 제 1a 도에 도시되어 있다. 공정
은 액상 프레커스 공정이다. P1 에서 P3 까지  각 단계에 있어서, 화합물은 카르복실릭산 (carbox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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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과 반응하여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를 형성하며 이는 용매에 녹는다. 바람직한 카르복실릭산은 다른
것이 쓰여질 수 있다하여도 2 - 에틸헥사노익산과 같은 증간길이 배위자를 가지는 것이다.

용매의 끓는점은 110°에서 170 ℃ 범위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용매는 2 - 메톡시에탄올 
같은 알콜, 크실렌 같은 방향성 하이드로 카본 (hydrocarbon), 및 n - 부틸 아세테이트 같은 에스테르
(esger)가 바람직 하지만 표 A 의 용매중 어느 것도 사용될 수 있다.

[표 Aa]

[표 Ab]

사용된 금속의 량은 요구된 초격자 물질을 위한 화학량식내 금속의 분자 무게와 동등한 각 금속의 등가 
무게에 보통 비례한다. 납은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화학량론량의 1 % 사이, 바람직하게는 3 % 와 10 % 사
이의 과도납이 포함되는데 이는 납 산화물(lead oxide)이 다른 물질 보다 훨씬 높은 증기압을 가지며, 납
의 상당한 량이 굽기와 어닐링 동안 납산화물로 증발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비스무스, 탈륨(thallium), 및 안티모니(antimony)같은 증발되거나 또는 공정중 손실되는 다른 
물질의 과도량이 사용된다. 비스무스에 대해 최고의 결과는 50 % 과도량으로 구해졌다. 아래 예 1 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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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타이타늄의 과도량이 Bi4Ti3O12 물질내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적인 과도량이며 중대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은 과도량으로 여겨지며 이는 완벽을 위해 언급되었다.

P1,P2 및 P3 단계는 금속 또는 금속 알콕사이드(alkoxide)와 같은 다른 화합물을 카르복실릭산 및 용매와 
혼합하고, 교반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70 ℃ 에서 90 ℃ 사이의 낮은 열이 반응과 용해를 조
력하기 위해 부가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선으로 된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화학자가 모든 P1,P2 및 P3 단계를 동일한 용기내에서 수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제 1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카르복실릭 산의 제 1 측정량 및 제 1 용매가 용기내에 놓아
지고,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과 카르복실릭 산은 반응하며, 반응물은 용해되고, 그리고 나서 제 2 금속 또
는 금속 화합물이 같은 용기내에 놓여지고, 부가적인 카르복실릭산 및 용매가 첨가 되며, 제 2 금속 또는 
금속 알콕사이드를 반응시키기 위해 교반되고 반응물을 용해 시키면, 그리고 나서 제 3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 제 3 카르복실릭산 및 제 3 용매가 첨가 되어,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은 반응되며 반응물은 용해
된다. 이 공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은 두번째에서 첨가되고 가장 덜 민감한 금속/
금속 화합물은 마지막에 첨가된다. 각각 또는 몇몇 금속/금속 화합물이 반응되고 용해된 후 증류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각 금속 및/또는 금속 화합물은 카르복시릭산 및 용매와 결합하여, 반응
되고 독립적인 용기내에 용해 되어 필요하다면 최종 증류를 하고 그리고나서 세개의 독립된 용액은 P4 단
계에서 혼합된다. 각 금속 프레커스를 분리하여 또는 동일한 용기내에서 증류 또는 증류없이 준비하는 것
의 변화와 조합은 사용되는 용매와 금속 원자가 쉽사리 유용한 형태에 의존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에도 
만일 요구된 초격자 물질은 단지 두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단지 두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이 반응되고 용
해되며, 만일 요구된 초격자 물질이 네개 또는 그 이상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면 네개 또는 그 이상의 
금속 또는 금속 화합물이 반응되어 용해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게다가 P1,P2 및 P3 단계중 어느
것도 미리 준비된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를 사용하여 대체될 수 있다.

반응된 용액과 용해된 금속 카르복실레이트가 준비되면, 혼합된 프레커스용액은 용액을 가열 및 교반함으
로 P5 단계에서 증류되어 용액을 필요한 양 및 점도까지 감소시키고 그리고/또는 어떤 용액을 제거하는데 
이는 용액이 저장되느냐 또는 즉시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만일 어떤 액체가 제거되는 것
이 필요하다면 용액은 액체가 제거되는 끓는점 이상의 온도까지 가열되고, 액체가 남기를 바란다면 액체
의 끓는점 이하 온도까지 가열된다. 용액은 제거되는 것이 요구되는 모든 용매가 증발할때 까지 증류되어 
필요한량 과 점도가 이루어진다. 필요없는 모든 용매를 제거하여 필요한량과 정도를 얻기위해서 증류공정
에서 필요한 용매를 몇차례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적으로 P1 에서 P5 단계까지는 각각 분리되어 또는 결합되어, 크실렌 교환단계 P6 이 수행된다. 이 
크실렌 교환단계 P6 는 일반적으로 코팅 공정 P7 이 크실렌이 기초된 프레커스가 바람직한 것일 때 수행
된다. 이것은 또한 코팅공정 P7을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 또는 경험에 의존한다. 크실렌 교환이 
분리 단계 P6로 도시되었다 하여도, 만일 크실렌이 기초된 프레커스가 바람직하다고 알려지면, 크실렌은 
P1,P2 및/또는 P3단계에서 다른 용매와 함께 첨가되고 다른 용매들은 P5 증류단계에서 증류된다.

또는 제 1a 도에서 파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커스는 P5 증류단계후 저장될수 있고, 크실렌 교환은 
사용하기 바로 전에 수행된다. 만일 프레커스 용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크실렌이 기초된 용액이 바람직
하지 안한지 알려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크실렌이 P1,P2 및 P3단계에 사용된 다른 용매보다 훨씬 높은 
끓는점을 가지고 따라서 다른 용매를 위하여 크실렌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크실렌 교환이 일어
날 수 없다.

아래 예2 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코팅 단계 P7 전에 공통 용매로서 n - 부틸 아세테이트의 첨가가 우
수한 막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 발견되었다.

P7 단계에서 프레커스 용액은 제 2b 도의 웨이퍼(1), 제 2c 도의 웨이퍼(20)또는 제 2d 도의 웨이퍼(50)
와 같은 웨이퍼에 가해진다. 웨이퍼(20)의 경우, 기판(2) 및 층(4,6,8)은 층(10)을 형성하기 위한 P7 단
계에서 코팅시에 미리 형성되어져 있다. 제 1a 도의 공정은 층(12,14)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비슷
하게, 웨이퍼(20) 경우 기판(22) 및 층(24,26,28)은 형성되고, 웨이퍼(50) 경우 기판(51), 도핑된(dope
d)영역(52) 및 층(54,56,58)은 층(30,60)이 각각 침전되는 코팅 단계 P7 전에 형성된다. 코팅 단계 P7 은 
여기에서 참조로 쓰이는 미국 특허 출원 제 660,428 호의 제 1 실시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진공, 분위기 
온도에서의 미스트(mist)침적, 또는 프레커스가 웨이퍼상에 놓여지고 그리고 웨이퍼 전체에 걸쳐 프레커
스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웨이퍼가 회전되는, 잘 알려진 침적 형태인 회전 침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웨이퍼는 750RPM 과 6000RPM 사이의 회전율에서 5 초에서 1 분까지의 기간동안 회전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들 변수들은 칠해지는 용액의 농도와 점도, 그리고 필요한 최종막의 두께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크실렌 교환 P6 는 만일 회전코팅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프레커스용액을 준비할때 수행되고, 
만일 미스트침적이 사용되었다면 크실렌 교환 P6 는 수행되지 않는다. 코팅 공정후 웨이퍼(1,20,50)는 P9
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웨이퍼가 구워지는 핫플레이트(hot plate)로 옮겨진다. 대안으로, 만일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굽기는 오븐(oven)이 사용된다. 굽기는 200 ℃ 와 400°범위의 온도에서 30초
와 15분사이의 기간 인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단계 P8 은 코팅과 굽기 단계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건조는 일반적으로 굽기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약 30 초에서 수분까지 오븐내 또는 핫 플레
이트 상에서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조는 약 150 ℃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초기 코팅
과 굽기 단계가 요구된 두께를 가지는 제 2c 도층 (30)과 같은 층을 만들지 못하면, 코팅 P7, 선택적인 
건조단계 P8, 및 굽기단계 P9 는 요구된 두께가 얻어질 때 까지 반복된다.

최종막이 코팅되고 구워진후, 웨이퍼는 확산로(diffusion furnace)에 놓여지고, 층진 초격자 물질은 단계 
P11에서 어닐된다. 어닐링은 분당 약 3 내지 6리터의 흐름율을 가지는 분위기 압력에서, 그리고 600 ℃ 
와 850 ° 사이의 온도에서 5분과 세시간 사이의 기간 동안 산소환경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
도는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경사를 이루어 상승되는 것이 바람 웨이퍼는 선택적으로 확산로 어닐 단계 
P11 에 앞서 급속열 공정(RTP)(이하 RTP 라함)단계 P10에서 어닐될 수 있다. RTP 단계는 15초와 3분사이
의 어닐 시간동안 웨이퍼를 급속히 500에서 850  ℃ 범위 내의 높은 온도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할로겐
(halogen)빛 소오스를 사용한다. 어닐링 P11 후, 웨이퍼(1.20.50)의 나머지는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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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지 못하는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를 위한 금속 들에 있어서, 상기 공정의 변화가 활용된다.

이 변화는 금속 카르복실레이트 프레커스 보다 금속 알콕사이드 프레커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 길이 배위자를 가지는 알콕사이드가 바람직하게 선택되어, 프레커스는 긴 저장수명을 가지며 침전물
을 만들지 않는다. 알콕사이드는 제조 공정을 위한 유효한 용매 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크실렌의 첨가 와 
증류를 통해 크실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2 - 메틸 에탄올(2 - 
methyethanol)은 이상적인 알콕사이드 이다.

프레커스가 금속 알콕사이드 이면, 저장되기 전에 모든 물이 용액으로부터 증류되어 제거되어야 하는 것
은 중요하다.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BiTi3O12 )박막을  만드는  제  1a  도  공정의  상기  변화예가  제  1b  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변화는 제 1a 도 공정의 프레커스 용액 형성 부분과 동일하지만, 단계 P14 에서 타이타늄의 용
해 와 반응은 카르복실릭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단계 P14에서 타이타늄 이소프로폭
사이드는  2  -  메톡시에탄올  과  반응하여  타이타늄  2  -  메톡시에톡사이드,  이소프로파놀  및  물을 
생산하고, 물과 이소프로파놀은 증류되어 제거된다. 단계 P12 에서 비스무스 금속, 비스무스 탄산염 또는 
비스무스 산화물이 카르복실릭산 - 즉 2 - 에틸헥사노익산 과 이미 반응하여 금속 카르복시레이트인 비스
무스 2 - 에틸렉사노에이트를 형성한다. 비스무스는 이 형태로 상업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 1b 
도의 공정은 아래 예 1 의 검토에 기술된 샘플을 생산하는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
된 공정이다. 그러나 단계 P14 에서 다양한 양의 2 - 에틸헥사도익산 과 2 - 메톡시에탄올 사용하여하는 
제 1a 및 제 b 도 공정의 몇몇 조합이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와 다른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 
진다. 2 - 메톡시에톡사이드 배위자는 2 - 에틸헥사노에이트 배위자 보다 더 민감하며, 침적과 막 수축 
공정은 빨리 진행되어 열분해 및 다른 결점이 일어난다. 따라서 코팅 바로전 작은량의 2 - 에틸헥사노익
산이 첨가 되어 2 - 메톡시에톡사이드 배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이타늄 용액 내 2 - 에틸헥사노에이
트로 대체시킨다. 2 - 에틸헥사노에이트 배위자는 열적으로 덜 민감하고 천천히 침적되며 열분해 공정이
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

제 1c 도는 제 1a 도의 프레커스 용액 형성 공정 일부의 또 다른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제 1c 도의 공정
에 있어서, 단계 P20 은 제 1b 도의 단계 P14 와 동일하고, 단계 P22는 제 1a 도의 단계 P1 내지 P3 중 
하나와 동일하다: 즉 금속, 스트론륨, 카르복실릭산, 2 - 에틸헥사노익산 및 용해 2 - 메톡시에탄올은 결
합하여 용매 2 - 메톡시에탄올 내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 카르복실레이트, 스트론튬 2 - 에틸헥사노에이트
를 생산한다.

제 1c 도에는 선택적인 가수분해 단계 P26 과 크실렌 교환 단계 P28이 증류단계 P24 이후에 도시되어 있
다.

크실렌 교환 단계는 제 1a 도의 단계 P6 과 관련하여 상기에서 논의 되었다. 가수 분해 단계는 용액에 물
을 첨가하여 금속 알콕사이드, 즉 타이타늄 2 - 메톡시에톡사이드와 반응하여 금속 산화물을 부분적으로 
사슬로 중합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이것은 때때로 침적후 열분해로부터 막을 보호하는 유용한 것이다. 아
세틱산은 선택적이며 가수분해의 속도를 늦추어 가수분해 동안 고체가 형성되는 것과 침전되는 것을 방지
한다. 증류 공정은 보통 최종 가수분해 단계 P26 로서 행하여 진다. 크실렌 교환 단계 P28을 포함하지만 
가수분해 단계 P26을 포함하지 않는 제 1c 도의 공정을 아래 예 1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 2b 도 
소자의 층(10,14)을 형성하기 위한 스트론튬 타이타네이트(SrTiO3)용액을 준비하는데 사용된 공정이다.

바람직한 공정은 프레커스를 집적회로 웨이퍼 또는 최종소자가 제조되는 다른 기판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프레커스는 대신 상기 공정에 따라 제 1 기판에 가해지고 그
리고 제 2 기판상에 스퍼터된다.

이 공정은 제 3 도에 도시되어 있다. 프레커스는 상기 기술된 공정으로 제 1 기판(36)에 가해져 요구된 
물질막(38)을 형성한다. 제 1 기판(36)은 물질이 침적되는 최종 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열분해, 다공성, 
수축등 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폭넓은 프레커스 종류들이 상기 개요부분에 기술된 지침을 따라 사용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7 내지 P9 (제  1a 도) 굽기 단계를 통한 코팅은 비교적 후막(38)을 형성토록 수차례 반복된
다. 제 1 기판은 전도성 지지체(36)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기판(39)은 제 2a 도 내지 제 2d 도와 관련
하여 기술된 것과 같이 실리콘 또는 다른 집적회로 웨이퍼가 바람직하다.

지지체(36)위의 막(38)은 스퍼터링 공정에서 타켓 전극(40)이 되는데 이는 스퍼터링 챔버(41)내에 놓여진
다. 제 2 기판(39)은 증착 전극 (42)에 위치된다.

전압원(44)이 전극(40,42)사이에 인가되어 주입가스 플라즈마(46)가 나타난다. 플라즈마(46)의 양이온은 
충분한 에너지로 타켓물질(38)을 때려 타켓물질(38)의 분자 또는 원자를 떼어낸다. 진공 펌프가 스퍼터링 
챔버(41)내 압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 원자 또는 분자들은 표면 충돌하기 전까지 상호간에 전혀 또는 
단지 몇번만 충돌한다. 대부분은 타켓전극(40)으로부터 웨이퍼(39)까지의 보이는 선을 따라 간다. 웨이퍼
(39)는 일반적으로 200 ℃ 와 750 ℃ 사이의 온도로 가열된다. 스퍼터링 공정의 특성 때문에, 저 증가 압
력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원소의 상당한 과도량이 직접회전 코팅과 마스트 침적 공정에 사용되
는 과도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 예를들면, 비스무스, 납, 탈륨 및 안티모니에 있어서, 100 % 
정도의 과도량이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과도량은 특정한 스퍼터링 공정과 사용되는 스
퍼터링 시스템에 의존한다. 스퍼터링은 거의 모든 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 공지된 공정이어서 여기서 자세
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상기 논의에 있어서 스퍼터링은 관련된 공정의 범위중 하나를 의마하며, 이 공정
은 직류(DC)스퍼터링, RF 스퍼터링,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리엑티브 스퍼터링, 바이어스 프러터링 및 이
온 빔 증착을 포함한다. 상기 기술된 공정에 의해 생산된 고품질 박막은 비소멸성 강유전성 전환 메모리, 
강유전성 전환 커패시터, 또는 소멸성 메모리내 높은 유전율 물질로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고, 그
러한 응용에 사용된 모든 선행 물질 보다 훨씬더 우수한 물질의 종류를 발견을 이끌었다. 특히 이들 물질
들은 전환응용에서 저피로들 보이고, 작은 또 전혀 흔적을 보이지 않으며, 막 두께에 따라 작은 성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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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고, 높은 응력 조건하에서 긴 성극전하 유지, 작은 누설전류를 가지는 높은 유전율을 보이며, 
그리고 실리콘 및 갈륨비소와 같은 집적회로에 공통적 사용되는 다른 물질과 조화를 이루고 또는 조화를 
이루게 설계 될 수 있다.

물질의 종류는 본 발명의 배경에 논의된 것과 같이 스몰렌스키에 의해 발표된 층진 페로브스카이 같은 구
조를 가지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들 물질은 자연스럽게 층을 형성하는 물질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예
로서 가장 쉽게 이해된다.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SrBi2O9)은 Bi2O3 식을 가지는 물질 및 SrTa2O6 식

을 가지는 물질의 조합으로 여겨질 수 있다.

SrTa2O6 는 그 자체로는 텅스턴 브론즈(tungsten bronze)구조를 가지나 층진 물질(92)내에서는 페로브스카

이트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실제로 층진구조는 페로브스카이트 층(94)의 개개 부격자(suvlattice)의 구조 
및 비 페로브스카이트 층(96)구조가 독립적인 초격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들 물질을 "층진 초
격자" 물질로 부른다.

강유전성인 본 발명의 층진 초격자 물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A)물질은 그레인(grain)또는 다른 큰 또는 작은 단위내에서 국부적인 구조를 가지며, 국부적인 구조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강유전성 층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비
강유전성 층을 포함하는 지배적으로 반복되는 단위를 포함한다; (B):물질은 그레인 또는 다른 큰 또는 작
은 단위내에서 국부적인 구조를 가지며, 국부적인 구조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층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비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층을 포함하는 
지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단위를 포함한다.

층진 초격자 물질은 다음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A1,A2---Aj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구조내의 A - 위치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론튬, 칼슘, 바륨, 
비스무스, 납 및 다른 것들과 같은 원소이고, S1,S2,---Sk 는 초격자 발생 원소를 나타낸 것으로서 보통 
비스무스 이지만 이트륨(yttrium), 스칸튬(scandium), 잔타늄(lanthanum), 안티모니, 크롬, 타륨 및 +3가
를 가지는 다른 원소들과 같은 물질일 수 있으며, B1,B2 --- B1는 페로브 스카이트 같은 구조내의 B - 위
치 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이늄, 탄탈륨, 하프늄, 텅스텐, 니오븀, 지르코늄 및 다른 원소들과 같은 
원소이며  Q는  음이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산소이나  불소,  염소  및 옥시플루오라이드
(oxyfluoride), 옥시클로라이드(ozychloride)같은 이들 원소의 혼성물 같은 다른 원소일 수 있다. 식(1)
의 윗첨자는 각 원소의 원자가를 나타내며 아래첨자는 화합물의 몰(mole)내 물질의 몰 수를 나타내거나 
또는 단위 셀로 나타내면, 단위셀내 원소의 원자 수를 평균적으로 나타낸다. 첨자는 정수 또는 분수일 수 
있다. 즉 식(1) 은 단위셀이 물질 전체를 통해 변화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예를들면 Sr0.75Bi0.25Bi2Ta2O9 경

우 평균적으로 75 % 의 Sr 이 A - 위치원자이고 25 % 의 Ba 가 A - 위치원자이다. 만일 화합물내에 하나
의 A - 위치 원소만이 있다면, A1 원소로 표현되고 W2 --- Wj 는 모두 0 이다. 만일 화합물내에 하나의 B 
위치 원소만이 있다면 B1 원소로 표현되고 Y2 --- Y1 은 모두 0 이다. 초격 발생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하
다. 보통 경우 하나의 A 위치 원소, 하나의 초격자 발생 원소와 하나 또는 두개의 B - 위치 원소가 있다. 
식(1)이 보다 평범한 형태로 적혀 있다하여도 본 발명은 각 위치 또는 두 위치의 경우를 포함하여 초격자 
발생은 다수의 원소를 포함할 수 있다.

Z 의 값은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2) (awal+a2w2 --ajwj)+(s1x1+skxk) + (b1y1+b2y2 -- +bjyj) = 2z 층진 초격자 물질은 상기 정의 (A) 및 
(B), 식(1), 선행물질의 고용체를 더해 설명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제 2d 도와 같은 집적회로 메모리 셀을 위한 제조 공정의 상세한 예에 미국 특허 
출원 제 919,186 호 주어져있다. 제 2a 도 내지 제 2c 도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층진 초격자 물질 및 커
패시터 소자를 제조 하는 공정의 몇몇 예가 아래에 주어져 있다. 

각각은 먼저 제조공정에서 활용되는 반응성 화합물을 목록화한 표를 만들고 그리고 적당한 것으로서 강유
전성 및/또는 유전특성의 기술이 뒤따른다. 사용된 용매는 각 표에 따르는 공정의 기술에 기술되어 있다. 
표에서, "FW"는 식 무게를 나타내고, "g"는 그램(gram)은 나타내고, "mmoles"는 밀리몰(millimoses)을 나
타내며, "Equiv"는 용액내 몰의 등가수를 나타낸다. "클실렌(Xylene)"은 세가지 다른 분류의 크실렌을 포
함하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크실렌 용액을 나타낸다. 비스무스 2 - 에틸헥사노에이트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74 % 나프타(naphtha)내 있는 비스무스 2 - 에틸헥사노에이트의 비스무스 용액을 말한다 ; 이 경우 식 무
게는 괄호안에 위치하여, 나프타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해 비스무스 2 - 에틸 헥사노에트만의 식 무게보다
는 전체적으로 용액내에 있는 비스무스의 등가식 무게를 나타낸다.

모든  공정은 콜로라도, 클로라도 스프링스 내의 대기압에서 수행되었다. 아래예에 있어서, 기술된 물질
들이 위에 있는 모든 초기 웨이퍼기판은 2 Ω/㎝ 와 20 Ω/㎝ 사이의 저항물을 가지는 P 형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층(22,24,26,28)을 가지는 것과 같은 층진 기판이며, 실리콘 기판은 약 5000 Å 두께로 
습식성장된 필드산화층(4,24), 200 Å 두께의 스퍼터된 타이타늄 층(6,26), 및 2000 Å 두께의 스퍼터된 
백금층(8,28)을 가진다. 완충층을 가진 샘플에 대한 층(30,32)이 예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침적된 후, 웨
이퍼는 포토마스크 단계 와 협력하는 양 또는 음 포토 레지스터(resist)를 사용하여 제 2a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화 된다. 예에서 양 포토레지스터가 사용되며, 레지스터는 5000RPM에서 회전되어 핫 플레
이트상에서 95 ℃, 2 분간 가볍게 구워지며 7 초의 UV 노출을 하는 표준 포토마스크 공정, 1 분간의 현상 
및 1 분간의 세척, 그리고 140 ℃에서 5 분간의 하드베이크가 뒤따라 차례로 수행된다. 음포토 레지스터
가 예에서 사용되면, 레지스터는 5000 PRM에서 회전되고 핫 플레이트 상에서 90 ℃, 5 분간 소프트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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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soft-bake)되며  4  초간의 UV  노출을 활용하는 표준 포토 마스크 공정,  1분간의 현상 및  1  분간의 
세척, 140 ℃에서 5 분간의 하드베이크가 뒤따라 차례로 수행된다. 1 PC 제거(stip)이 사용될 때, 이것은 
350  와트(watt),  500  밀리토리(mtorr)산소에서 이온 플라즈마 코포레이션 "밸렐에처(barrel  etcher)"를 
사용하는 산소 플라즈마 제거이다.

급속 열 공정(RTP:Rapid Thermal Prccess) (이하 RTP 라함)이 사용되면, 공정은 AG 이소시에츠 모델 410 
히트펄스를 가지고 수행되며, 주어진 열 경사율은 온도를 작업온도로 상승시키는 기간 이며 주어진 시간 
시간은 온도가 작업온도에서 유지되는 시간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당 3 리터의 산소 흐름이 RTP 어
닐에 사용된다.

각 도면에는 샘플의 물질, 샘플의 두께, 및 다른 관련된 변수가 주어져 있다. 모든 충만들기 형태 공정에 
있어서, 두께는 변할수 있고 웨이퍼의 각 부분에 대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께는 보통 근
사치이다. 몇몇 샘플에 있어서 주어진 두께는 공정변수로부터 산출된 공지된 두께에 근거한 것이다 ; 수
행된 두께의 측정은 두께가 공정변수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부터 크게 변하지 않아 결과를 크게 변화시키
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었다.

히스테리시스 측정은 비보상형 소여-타워(Sawyer-Tower) 회로에서 수행되었다. 내구성 또는 "피로" 곡선

(제 4 도) 은 히스테리시스 측정에서 측정된 성극, P
+
,  P

_
(평방센티미터당 마이크로클롬) 대 주기수를 보

여준다. 누설전류곡선 (제 7 도)은 대수(log) 전류(A/㎠) 대 인가된 전기장(횡좌표)으로 보여준다. 곡선

들은 매우 넓은 전류 범위에 걸쳐 측정되므로 대수전류의 사용은 필요하다. 10
-6 

A/㎠ 의 누설전류 또는 
이보다 작은 것은 유전체 응용에 있어서 훌륭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어진 물질에 있어서 누설전
류는 물질을 두껍게 함으로서 간단히 감소될 수 있고 만일 물질이 얇게 만들어진다면 증가하게 될 것이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물질의 두께에 대한 측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밀도 CMOS 집적회로 기술의 상태에 있어서, 유전층의 범위는 DRAM 커패시터내 커패시터 유전체에 대한 
100 Å 부터 패시베이션(passivation) 층에 대한 약 15,000 Å 정도이다.

[예 1] 스트론튬 타이타네이트 완충층사이의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

표 1 에 도시된 화합물이 측정되었다.

[표 1]

비스무스 2 - 에틸헥사노에이트는 90 ml 크실렌 내에 위치한다. 용액은 교반되고 최대 117 ℃ 온도까지 
가열되어 모든 가벼운 탄화수소분류물 및 물을 분류하여 제거한다.

타이타늄 이소프로폭사이드의 제 1 측정량은 6 ml 의 2 - 메톡시에탄올과 화합되고 교반되고 최고온도 
116 ℃ 까지 가열되어 모든 물과 이소프로파놀(isopropanol) 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비스무스용액과 타이
타늄용액은 화합되고 그리고나서 60 ml 의 용액이 남을때까지 최대온도 136 ℃ 까지 가열되어 모든 2 - 
메톡시에탄올과 어느정도의 크실렌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농축된 것은 0.02 % 의 과도타이타늄을 가지는 
리터당 0.1206 몰의 Bi4Ti3O12 이다.

스트론튬은 50 ml 의 2 - 메톡시에탄올과 함께 2 - 에틸헥사노익산에 놓여진다. 용액은 교반되고 최대온
도 115 ℃ 까지 가열되어 모든 가벼운 탄화수소분류물과 물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타이타늄 이소프로폭사
이드의 제 2 측정량이 50 ml 의 메톡시에탄올 내에 용해되고 교반되며 최대온도 115 ℃ 까지 가열되어 이
소프로파놀과 물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스트론튬과 타이타늄 용액은 화합되고 교반되며 최대온도 125 ℃ 
까지 가열되어 60 ml 의 양으로 증류된다. 농축된 것은 단위 리터당 0.533 몰의 SrTiO3 이다. 사용하기 바

로전 상기 5 ml 의 SrTiO3 용액에 25 ml 의 크실렌을 첨가하여 크실렌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반되고 최대온

도 128 ℃ 까지 가열되어 7 ml 를 증류시켜 최종 23 ml 용액을 생산하고 농축된 것은 단위리터당 0.116 
몰의 SrTiO3 이다.

웨이퍼는 탈수를 위해 공기중 140 ℃ 에서 30 분동안 굽혀진다. 층이 침적되어 있고 하부 백금 전극(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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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제 2b 도와 같은 웨이퍼위에 1 ml 의 SrTiO3 용액을 놓기 위해 검안기(eyedropper) 가 사용된다.

웨이퍼는 1500 RPM 에서 20초동안 회전된다. 그리고 나서 웨이퍼는 핫 플레이트 위에 놓여지고 공기중 
250 ℃에서 4 분동안 굽혀진다. 웨이퍼 위에 1 ml 의 Bi3Ti3O12 용액을 놓기 위해 검안기가 사용되며 웨이

퍼는 1500 RPM 에서 20 초동안 회전된다. 웨이퍼는 핫 플레이트 위에 놓여지고 250 ℃에서 4 분동안 굽혀
진다. 웨이퍼 위에 1 ml 의 SrTiO3 용액을 침적시키기 위해 검안기를 사용하는 단계로부터 웨이퍼를 핫 플

레이트 위에 굽는 단계까지는 또다른 SrTiO3 층을 위해 반복된다. 그리고나서 웨이퍼는 확산로(diffusion 

furnace) 로 옮겨져 공정중 700 ℃에서 어닐되고, 이온 밀(mill) 부식(etch), IPC 제거 및 분당 5 ℓ 의 
산소흐름 속에서 50분동안 700℃ 에서 최종 contact 어닐이 된다. 최종 샘플은 제 4 도에 도시된 결과로 

테스트되는데, 이는 히스테리시스 주기의 함수로서 성극도 Pr
-
 및 Pr

+ 
을 보여주어 물질의 피로를 설명한

다.

성극도는 SrTiO 3  완충층(10,14)을 가지며 층(12)에 침적된 Bi4Ti3O 12 를  가지는 커패시터소자(1)  (제 2b 

도)에 대한 히스테리시스곡선으로부터 측정되었다. 이들 세층의 총 두께는 약 2500 Å 이 있다. 제 4 도

는 10
9
 주기에 걸쳐 Pr

-
 및 Pr

+
 이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기술 소자중 최고의 것

에 있어서, 성극도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50 % 이상으로 붕괴된다. 따라서 히스테리시스가 보여주는 것은 
매우 낮은 저 피로 물질이다. 저 피로를 보이는 물질은 SrTiO3/Bi4Ti3O12 계면에서 원소의 확산에 의한 스

트론튬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SrBi4Ti4O15) 이다. SrBi4Ti4O15의 층(12)을 가지는, 제 1b 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완충된 커패시터소자(1)의 수반되는 테스트는 비슷하게 저 피로를 보였다.

[예 2]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 - SrBi2Ta2O9

표 2 에 도시된 화합물은 측정되었다.

[표 2]

스트론튬은 2 - 에틸헥사노익산의 제 1 측정량과 화합된다. 용액은 거의 실온으로 식혀진다. 탄탈륨 에톡
사이드를 뒤따라 2 - 메틸헥사오익산의 제 2 측정량이 첨가된다. 혼합물은 교반되고 최대온도 115 ℃ 까
지 가열되어 에탄올과 물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75 ml 의 크실렌을 뒤따라 비스무스 2- 에틸
헥사노에이트가 첨가된다. 용액은 교반되고 60 ml 의 용액이 남을 때 까지 최대온도 125 ℃ 까지 가열된
다. 농축된 것은 단위리터당 0.102 몰의 SrBi2Ta2O9 이다. 웨이퍼는 탈수를 위해 공기중 140 ℃에서 30 분

동안 굽혀진다. 층이 침적되어 있고 백금하부 전극(28)을 포함하는, 제 2c 도와 같은 웨이퍼 위에 1 ml 
의 SrBi2Ta2O 9 용액을 놓기위에 검안기가 사용된다. 웨이퍼는 1500 RPM에서 20 초동안 회전된다. 그리고 

웨이퍼는 핫 플레이트 위에 놓여지고 공기중 약 250 ℃ 위에서 3 분동안 굽혀진다. 웨이퍼위에 용액을 침
적시키기 위해 검안기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핫 플레이트 위에서 굽는 단계까지는 또 다른층을 위해 
반복된다. 그리고나서 웨이퍼는 확산로로 옮겨져 분당 5 ℓ 의 산소흐름속에서 2 시간동안 750 ℃에서 어
닐된다. 2000 Å 의 최상부 백금층(32)은 스퍼터되고, 레지스터가 가해지고 표준 포토마스크공정, 이온밀 
부식, IPC 제거 및 분당 5 ℓ의 산소흐름속에서 30 분동안 750 ℃에서 최종 콘택어닐이 뒤 따른다. 최종 
샘플은 테스트되어 예 1 의 소자보다 훨씬 낮은 피로를 보였다. 보다 취근의 샘플에 대해, 상기 언급된 
바와같이 0.2 몰의 SrBi2Ta2O9 의 농도를 가지는 크실렌 내 프레커스 용액은 n - 부틸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로 0.13 몰로 희석되고 웨이퍼상에 회전되고 상기 기술한 바와같이 공정된다. 최종막은 동일물
질의 선행막보다 매끄럽고 균일하다.

제 5 도는 강유전성물질로서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SrBi2Ta2O9)를 활용한, 제 2c 도에 도시된 형

의 보다 최근의 커패시터샘플에 대해 2, 4, 6, 8 및 10 볼트에서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여준다. 이 커
패시터는 10 % 의 과도비스모스가 프레커스용액내에 사용되고 다른 공정변수들은 좋은 화학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조심스럽게 제어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기 예 2 에 기술된 것과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졌
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박스형이고 연직이이서, 다른 선행 물질보다 훨씬 좋은 강유전성 전환 기능
을 나타낸다. 게다가 다른 다섯 전압에 대한 히스테리시스곡선의 거의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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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이 실제적으로 명세서로부터 변해도 소자 수행은 상당히 변하지 않는다. 2 PR 의 값은 25.06 이고 이
는 이물질에 대해 최고로 구해진 데이터이다. 이 2 PR 의 값은 선행기술에 주어진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
탈레이트에 대한 Ps 의 값보다 4 배나 크다.

제 6 도는 10
12
주기후 SrBi2Ta2O9 의 샘플에 대한 히스테리시스곡선을 동일 샘플에 대한 초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겹쳐 놓은 것이다. 10
12
 주기는 25 년동안 초당 1000 번의 소자 전환과 대충 같다. 이것은 비소멸

성 메모리 셀에 대해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전환이다. 두 곡선의 변화는 너무적어 루프(loop) 의 약 

절반에 있어서 10
12
 주기에 대한 곡선은 초기곡선을 다시 따라간다. 상부는 분리되지 않아 특히 좋은 샘플

이다.  다수의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SrBi2Ta2O9) 샘플에 대한, 제 4 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피로

곡선이 그려졌고 동일한 곡선표에 놓으면 이들은 거의 겹쳐진다. 제조공정과 더불어 경험이 늘어남으로 

샘플과 샘플간의 차이는 보다 적어지게 된다. 선행물질중 최고인 PZT 에 대해, 2 Pr 은 단지 10
9
 주기에 

걸쳐 50 % 이상 감소하고 샘플과 샘플간의 차이는 크게 변한다.

층진 초격자 물질의 "충격 흡수(shock absorber)"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조건하에서 이들은 또한 

훌륭히 수행한다. 100 ℃ 온도에서 거의 10
10
 전환주기에 걸쳐 SrBi2Ta2O9 샘플에 대해 수행된 PUND 전환 

측정은 너무 일치되어 곡선의 선이 단지 좀더 두꺼워졌을뿐 곡선의 형태의 교란은 없다. 샘플이 100 ℃에
서 80 일동안 성극전하를 유지한 후 행하여진 SrBi2Ta2O9 샘플에 대한 PUND 측정은 동일 샘플에 대한 초기 

PUND 측정과 겹친다. 비율 변화는 전 곡선에 걸쳐 비교적 일정하여 곡선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전환 
전류 또한 전환 소자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범위내에 남아있다. 100 ℃에서 80 일동안 프로그래밍 전하
를 유지한 SrBi2Ta2O 9 샘플에 대한 다른 테스터에서, 80 일후 메모리기능을 동작시키기에 충분한 전하가 

남아있었다. SrBi2Ta2O9 에 행한 또다른 테스트는 84 ℃, 한시간동안 1 MHZ에서 음 펄스를 가한 후 PUND 

곡선에 있어서 작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들 테스트 들은 본 발명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층진초격자 물질
들이 흔적의 작은 또는 전혀 없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발명의 공정을 사용해 제조된 스트론튬 비스무스 니오베이트(SrBi2Nb2O9) 및 스트론튬 비스무스 탄탈륨 

니오베이트(SrBi2TaNbO9)의 샘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좋은 결과가 보였다.

[예 3] 바륨 비스무스 탄탈레이트 - BaBi2Ta2O9 

표 3에서 도시된 화합물은 측정되었다.

[표 3]

바륨은 반응을 늦추도록 40 ml 의 2 - 메톡시에탄올과 20 ml의 톨루엔(toluene) 내에 놓여지고 그리고 2 
- 에틸헥사노익산의 제 1 측정량이 첨가되고 완전히 반응되도록 한다. 용액은 교반되고 최고온도 약 123 
℃ 까지 가열되어 물, 톨루엔 및 2 - 메톡시에탄올을 증류하여 제거한다. 용액은 실온까지 냉각되고 그리
고 탄탈륨 부톡사이드가 첨가되고 2 - 에틸헥사노익산의 제 2 측정량과 40 ml 의 부가적인 크실렌이 뒤따
른다. 이 혼합물은 최대온도 약 123 ℃ 까지 가열되는 반면 부탄올(butanol)을 증류하여 제거하기 위해 
교반한다.  침적된  층을  가지며  하부백금전극(28)을  포함하는,  제  2c  도와  같은  웨이퍼위에  1  ml  의 
BaBi2Ta2O9 용액을 놓기 위해서 검안기를 사용한다. 웨이퍼는 1000 RPM에서 20 초동안 회전된다. 그리고나

서 웨이퍼는 핫 플레이트위에 놓여지고 공기중 250 ℃에서 5 분간 굽혀진다. 웨이퍼는 RTP 에 놓여지고 
125  °/sec  의  온도  상승률로  700  ℃에서  분당  3  ℓ의  산소흐름내에서  30  초동안  어닐된다. 스피너
(spinner) 위에 BaBi2Ta2O9 용액을 놓기 위해 검안기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RTP 단계까지는 또 다른 층

에 대해 반복된다.

그리고나서 웨이퍼는 확산로로 옮겨져 750  ℃에서 분당 5  ℓ의 산소흐름속에서 2  시간동안 어닐된다. 
2000 Å 두께의 최상부 백금층(32)은 스퍼터되고, 양 레지스터가 가해지고, 표준포토 마스크공정, 이온 

20-12

1019940702027



밀 부식, 1 PC 제거 및 750 ℃에서 분당 5 l 의 산소흐름속에서 30 분동안의 최종 콘택 어닐이 차례로 뒤
따라 수행된다. 최종샘플은 제 7 도에 도시된 결과로 테스트되었다.

BaBi2Ta2O9 는 전환하는 강유전체는 아니지만, 1 MHZ에서 유전율 166을 가지는 상유전체(paraelectric) 이

다. 이것은 집적회로 내 유전체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산화규소의 유전율 3.9 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유전율이다.

제 7 도는 BaBi2Ta2O9 에 대한 누설 전류 곡선을 보여준다. 저전압에서 누설전류는 10
-10
 A/㎠ 정도로서 무

시할 수 있다. 종래의 집적회로에 사용되는 전압범위, 예를들면 1 ∼ 10 볼트를 넘어서, 2400 Å 두께의 

샘플을 가로지르는 누설전류는 10
-8
 A/㎠ 아래로 남아 있는데, 이는 여전히 매우 작은 값이다. 이 샘플의 

두께는 종래의 집적회로에 사용되는 두께와 거의 비슷한 두께이다. 결과는 이 물질이 집적회로에서 우수
하게 높은 유전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물질의 원소중 어느 것도 종래의 집적회로 물
질과 조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외에도 BaBi2Ta2O9 은 종래의 유전체보다 방사선 손상에 대해 훨씬 

더 내성이 있는데, 이는 산소를 제외하고는 결합되는 원소가 종래의 집적회로 유전체를 합성하는 원소인 
실리콘과 질소같은 원소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BaBi2Ta2O9 정도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훌륭한 비

슷한 결과가 상기 기술된 데이터는 본 발명의 공정에 따라 제조된 물질등이 선행기술 공정에 따라 제조된 
물질보다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막 제조에 대한 새로운 공정과 특히 많은 장점을 가지는 신뢰성 있고, 저피로소자를 만드는 집적회로를 
위한 층진초격자 박막의 제조공정을 기술하였다. 이 명세서에 기술되고 도면에 도시된 특정한 실시예들은 
예의 목적이지 차후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술되는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 게다가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개념을 이탈하지 않고서 많은 사용목적 및 기술된 특정 실시예의 수정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들면 층진초격자물질은 본 발명의 제조공정으로 제조되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좋은 강유전성과 유전
특성을 가지며, 공정은 집적회로를 위한 다른 많은 물질 제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물질들은 메모리의 
다른 많은 집적회로, 커패시터의 다른 많은 소자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공정은 초전기(pyroelectrics), 전기 광학등과 같이 저피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전환에 응용될 수 있
다. 제조공정에 기술된 단계는 몇몇 경우에 다른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또는 동등한 물질, 구조 및 공
정이 상기 언급된 다양한 물질, 구조 및 공정에 대해 적합할 수 있다. 다른 크기가 다른 응용에서 분명히 
사용될 것이다. 부가적인 물질, 구조 및 공정단계가 추가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기술된 물질, 구조 
및 공정에 의해 지배되거나 또는/ 및 제공되는 특성의 새로운 결합 및 각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구성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집적회로기판(10; 28; 58)에 집적회로(1, 20, 50)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적어도 두 금
속을 포함하고 열처리시에 강유전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층이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비강유전성 층과 
결합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페로브스카이트형의 층이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비페로브스카이트형의 층과 결
합되는 층진 구조로 자연 형성되는 층진 초격자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프레커스용액을 제공하는 단계, 상
기 집적회로기판에 상기 프레커스용액을 도포하는 단계, 상기 기판에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12; 30; 60)
을 형성토록 상기 집적회로기판상의 상기 프레커스를 가열하는 단계와,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회의 구성요소(17A, 17B; 70)의 일부를 형성토록 상기 기판상에서 상기 집적회로의 제조를 
완료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제조방법.

청구항 2 

 집적회로기판(10; 28; 58; 39)에 집적회로(1, 20, 50)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적어도 
두 금속을 포함하고 열처리시에 강유전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층이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비강유전성 
층과 결합되거나 적어도 하나의 페로브스카이트형의 층이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비페로브스카이트형의 층
과 결합되는 층진 구조로 자연 형성되는 층진 초격자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프레커스용액을 제공하는 단
계, 지지체(36)에 상기 프레커스용액을 도포하고 상기 지지체상에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38)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지지체상의 상기 프레커스를 가열하는 단계, 상기 집적회로기판상에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의 
층(12; 30; 60)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지지체로부터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38)을 상기 집적회로기판에 
스터링하는 단계와, 상기 층진 초격자물질의 상기 층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회로의 구성요소(17A, 17B ; 
70) 의 일부를 형성토록 상기 기판 상에서 상기 집적회로의 제조를 완료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커스용액내의 상기 금속이 용매내의 금속 카르복실레이트로서 존재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커스용액이 적어도 3 개의 상이한 금속을 포함하고, 상기 금속의 
하나가 비스무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커스용액이 스트론튬, 칼슘, 바륨, 비스무스 및 납으로부터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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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A-위치 금속; 타이타늄, 탄탈륨, 하프늄, 텅스텐, 니오븀 및 지르코늄으로부터 선택된 적
어도 하나의 B - 위치 금속과; 비스무스, 이트륨, 스칸듐, 란타늄, 안티모니, 크롬 및 탈륨으로부터 선택
된 초격자발생금속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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