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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에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이 고용하여 형성된 산화물 재료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퍼로브스카이

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를 저온에서 결정화할 수 있고, 이들 산화물 재료의 특성을 유지 또는 개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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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퍼로브스카이트,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산화물, IV족 원소, 촉매 물질, 산화물 재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화물 재료, 산화물 박막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재료를 사용한 소자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강유전체 메모리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산화물 재료, 산화물 박막의 제조 방법 및 상기 재료를 사용한 소

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Personal Digital Assistant:PDA) 등 휴대 단말기의 발달에 따

라 강유전체 메모리가 주목받고 있다. 강유전체 메모리는 기록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음성

등의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기기에 있어서 특히 유리하고, 데이터 유지에 전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저

소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강유전체 메모리는, 강유전체가 갖는 분극 특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극 방향을 외부 전계에 의해 임의로 제어함으로써

"0" 또는 "1"이라는 2값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원을 끄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4 내지 256 kbit의 소용량품이 상품화되어 있음에 불과하다. 강유전체 재료 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로 인해 강유전

체 메모리의 Mbit 클래스로의 대용량화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티탄산 지르콘산 납(PZT; PbZrxTi1-XO3) 퍼로브스카이트형 강유전체 재료(ABO3)나 스트론튬 비스

무스 탄탈레이트(SBT; SrBi2Ta2O 9) 및 La를 도핑함으로써 일약 각광을 받고 있는 비스무스 티타네이트(BIT;

Bi4Ti3O12) 등의 층형 구조 강유전체 재료(BiAm-1BmO3m+3)는 일반적으로 600 내지 800 ℃ 정도의 고온에서 장시간 소성

할 필요가 있다(문헌[나까무라다까시: 신가꾸기호, 전자 정보 통신 학회, ED97-208(1998) p25-32, 게이까다까시 외: 신

가꾸기호, 전자 정보 통신 학회, ED98-242(1999) p21-26, 야마구찌마사끼:「실리콘 기판상에의 티탄산 비스무스 박막

의 형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시바우라 공업 대학 박사 학위 논문, (1998) p39-47]). 이러한 고온, 장시간의 결정화는 강

유전체 자체의 특성을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술하는 것과 같은 강유전체를 소자에 사용하는 경우의 제

조 공정, 예를 들면 SiO2 패시베이션(passivation)이나 커패시터(capacitor) 가공 공정 등에서의 강유전 특성의 열화 부분

을 조금이라도 상승시켜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강유전체 재료를 사용한 강유전체 커패시터를 반도체 소자와 조합하여 강유전체 메모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강유전체 재료 형성을 위한 높은 결정화 온도로 인해 강유전체 커패시터를 트랜지스터와 분리하여 형성하는 등의 연구

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제조 공정의 번잡화, 조합하여 사용되는 전극 재료의 제약 등으로부터 강유전체 메모리의 고집적

화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강유전체 메모리에는 강유전체 재료 박막이 사용되고, 그 형성 방법으로는 간편성과 단차 피복성 이외의 우수

한 양산성으로부터 졸겔법이 사용되고 있다.

졸겔법에서는, 통상, 강유전체 재료막이 그 조성 중에 휘발성이 높은 납이나 비스무스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

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막제조 후 막조성의 어긋남을 최소로 억제하기 위해서, 휘발성이 높은 성분을 10 % 정도 과잉 첨가

한 졸겔 원료 용액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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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납이나 비스무스 성분의 과잉 첨가는 최종적으로 형성된 강유전체 박막 중에서 생기는 막조성 분포의 변동을 초래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막 중 조성의 어긋남은 이상(異相)(예를 들면, BIT, SBT의 파이로클로어(pyrochlore)상이나 플

루오라이트(fluorite)상 등) 발생을 촉진시켜, 목적하는 강유전체 단일층을 얻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강유전체 메모리의 제조에 있어서는, 강유전체 재료의 상기와 같은 결정화를 위한 높은 소성 온도로 인해, 고온 소성

공정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전극 재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PbZrO3 반(anti)강유전체와 PbTiO3 강유전체의 고용체인 PZT는 비교적 저온 소성할 수 있고, 전극 재료에 대

한 부담이 작다고 한다. 그러나, 실용상 불가결한 양의 잔류 분극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00 내지 750 ℃의 소성 온도가

필요하므로(문헌[나까무라다까시: 신가꾸기호, 전자 정보 통신 학회, ED97-208(1998) p25-32]), 전극 재료 등에 대한

부담은 작지 않다. 즉, PZT 박막을 표준 Pt 전극상에 형성한 경우, 반복 반전에 의해 분극치가 급격히 열화하는, 소위 막 피

로를 현저하게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고가이고 가공이 어려운 Ir이나 IrO2 등의 강유전체의 피로에 대한 제어성이 우수한 산화물계 전극 또는 Pt/

IrO2 등의 산화물 전극과의 복잡한 복합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대표적인 비스무스 층형 구조 강유전체 재료인 SBT(SrBi2Ta2O9: m=2)의 경우에는, Pt 전극상에서 1012회 반복 반

전에도 피로하지 않는 재료로 주목받아 실용화 검토가 열심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SBT를 박막형으로 형성하려고 할 때, 조대 그레인(grain)이 저밀도로 집합하여 열악한 표면 형태(문헌[K.

Aizawa, et al, Jpn. J. Appl. Phys., 39(2000) p1191-1193])밖에 얻어지지 않아, 현실로는 고집적화(박막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SBT는 P-E 히스테리시스 형상이 매우 양호하지만, 잔류 분극치 Pr이 7 내지 10 μC/cm2로 낮고,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용량을 읽어내는 타입의 메모리에 사용하려고 해도, 분극 특성에 여유가 없어 실용화하기에는 아

직 충분한 특성이 얻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SBT는 결정화를 위한 온도의 저하가 곤란하다. 즉, SBT를 박막화하기 위해서는, 800 ℃의 고온 소성을 행하거나,

650 ℃ 정도의 비교적 저온에서 5 시간 정도 장시간 소성을 행하거나(문헌[사와다요시히로 외: 신가꾸기호, 전자 정보 통

신 학회, ED98-240(1999) p9-14]), 양자를 조합하여 2 단계로 소성하는(문헌[하야시신이찌로 외: 신가꾸기호, 전자 정

보 통신 학회, ED98-241(1999) 15-19])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에서도 열 이력에 의한 전극 재료에 대

한 부담은 PZT와의 비교가 아닌, 이 재료를 실용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과제를 갖는다.

최근, La를 도핑함으로써, 그의 결정화(소성)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 방법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BIT

(Bi4Ti3012: m=3)가 주목받고 있다. 이 재료는 SBT와 같이, 비스무스 층형 구조를 하고, 피로 특성이 양호하며, 전이 온도

(Tc)가 675 ℃로 높고, 상온에서 매우 안정한 재료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재료도 650 ℃에서 1 시간이라는 열 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극 재료에 관한 부담이 크다(문헌[B. H. Park,

B. S. Kang, S. D. Bu, T. W. Noh, J. Lee and W. Jo, Nature 401(1999) p682]).

또한, 이 강유전체 재료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는, 거대 입자가 되기 쉽고(문헌[나까무라다까시:「부유 게이트 구조를 갖

는 강유전체 메모리에 관한 연구」, 쿄오토 대학 박사 학위 논문(1998) p118-140]), SBT와 동일하게 박막화가 매우 곤

란하다는 것이다.

강유전체 박막 소자를 고집적화, 저전압 구동화하기 위해서는, 강유전체 재료 자체를 극박막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유전체의 표면 c의 열화로 인해 100 nm 이하의 박막을 양호한 재현성으로 형성할 수 없다. 또한, 막두께 100

nm 이하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해도, 급격히 강유전 특성이 열화된다(문헌[아오끼가쯔유끼 외: 신가꾸기호, 전자 정보 통신

학회, ED98-245(1999) 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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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체 박막의 표면 형태 열화는, 졸겔법이나 MOCVD법 등의 막제조법에 관계없이, 결정화가 하부 전극(예를 들면, 백

금 전극)상, 즉, 강유전체 박막의 최하면에서 생겨, 위에 볼록한 그레인이 집합된 형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하부 전극 재료와 강유전체와의 상용성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강유전체의 결정화는 백금 전극의 촉매성에만 의지하기 때

문에, 강유전체의 결정화 초기핵 발생 밀도가 낮다. 그 때문에, 강유전체를 100 nm 이하의 박막으로 하면, 강유전체 박막

이 하부 전극 전체면을 덮지 않고 섬 형상으로 성장한다. 그 결과, 매우 거친 표면 형태가 되어, 얻어진 강유전체 박막은 누

설 전류 밀도를 증대시킨다. 또한, 유기 금속 원료를 출발 원료로 하는 강유전체 박막은, 막 중에 다량의 카본이 남아 있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것도 누설 전류 밀도를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다.

또한, 이들 강유전체 재료는 환원 분위기에서 강유전 특성이 열화된다(문헌[Y. Shimamoto, et al, Appl. Phys. Lett., 70

(1997) p1-2]).

예를 들어, 강유전체 재료를 커패시터에 사용하는 경우, 통상,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보호막으로 오존 TEOS 등을 사용한

Si02 패시베이션이 행해진다. 이 때, 백금 상부 전극이 형성된 강유전체 커패시터가 수소 분위기에 노출된다. 따라서, 백금

상부 전극의 촉매 작용에 의해 활성화된 수소가 강유전체를 환원시키기 때문에, 강유전체는 구조 파괴를 일으키고, 그 결

과 강유전 특성을 대폭 열화시킨다.

그 원인으로는, 강유전체가 이온 결합성이 강한 재료라는 것(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은 강한 결합이지만, 이온에 의한 공격

에는 매우 약함)과, 열악한 표면 형태에 의해 공격을 받는 실면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조 파괴된 강유전체 재료의 특성 회복를 위해 SiO2 패시베이션 후 다시 산소 분위기에서 소성하는 등의 강유전

체 재료의 재산화가 행해진다.

그러나, 이 산화는 불필요한 열 이력을 소자에 제공하는 것이 되고, 또한 한번 열화된 강유전체 특성은 재산화하더라도 완

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는 많은 강유전체 재료가 검토되고 있지만, 모든 재료는 ① 휘발성이 높은 납이나 비스무스 등의 성분을 과

잉 첨가하고, ② 강유전체 단일상이 얻어지기 어렵고, ③ 결정화 온도가 높고, ④ 막 중에 다량의 카본 잔사가 존재하고, ⑤

100 nm 이하의 박막화가 곤란하며 ⑥ 수소 등의 환원 분위기하에서 분해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강유전체 박막 소

자의 고집적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퍼로브스카이트형(AB03) 강유전체 재료인 PZT는 종래의 백금 전극상에서 분극 반전 피로를 일으키고, 비

스무스 층형 구조 강유전체 재료(BiAm-1BmO3m+3)인 SBT 및 BIT는 표면 형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박막화가 곤란하다는

등, 현단계에서 메모리 소자에의 응용이 유망시되는 강유전체 재료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있다.

또한, 상기 과제는 강유전체 재료 뿐 아니라, SrRuO3 퍼로브스카이트형 전극 재료나 차세대 DRAM용 고유전율 게이트 산

화막으로 기대되는 (Ba, Sr)TiO3나 SrTiO3 등의 퍼로브스카이트형 산화물 재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에,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

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이 고용되어 형성되는 산화물 재료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Li, Na, K, Pb, Ca, Sr, Ba, Bi, La, Ru, Fe, Ti, Zr, Cu, Nb, Ta, V, W 및 Mo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2종 이상의 금속 알콕시드 또는 유기산염을 혼합하여 형성되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형성용 겔 용액과, Ca, Ba, Pb, Zn, Sr, Mg, Fe, B, Al, In, Y, Sc, Sb, Cr, Bi, Ga, Cu, Mn, Zr, Ti, Mo, W, V,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과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 족 금속과의 금속 알콕시드 또는 유기산염을 혼합하여 형성되는 촉

매 물질 형성용 겔 용액을 무수 상태로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기판상에 도포하여 소성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산화물 재료

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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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ABO3, (Bi2O2)
2+(Am-1B mO3m+1)

2-(식 중, A는 Li+, Na+, K+, Pb2+, Ca2+, Sr2+, Ba2+, Bi3+,

Y3+, Mn3+ 및 La3+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B는 Ru3+, Fe3+, Ti4+, Zr4+, Cu 4+,

Nb5+, Ta5+, V5+, W6+ 및 Mo6+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m은 1 이상의 자연수임),

LnBa2Cu3O7, Z2Ba2Can-1Cu nO2n+4 또는 ZBa2Can-1CunO2n+3(식 중, Ln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Z는 Bi, Tl 및 Hg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n은 1 내지 5의 자연수임)으로 표시되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

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를 형성하기 위한 축중합 반응물과, CaO, BaO, PbO, ZnO, SrO, MgO, FeO, Fe2O3, B2O3,

Al2O3, In2O3, Y2O3, Sc2O3, Sb2O3, Cr2O3, Bi2O 3, Ga2O3, CuO2, MnO2, ZrO2, TiO2 , MoO3, WO3, V2O5 및 란타노이

드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산화물과 SiO2, GeO2 및 SnO2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의 산화물을 포함하는 복합 산화물 재료를 형성하기 위한 축중합 반응물의 무수 혼합물을 함유하는 산화

물 형성용 혼합 용액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상에 도전성 재료막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성 재료막 위에 상기 산화물 재료가 형성되어 이루

어지는 기판 또는 그 위에 상부 전극이 더 형성되어 구성되는 소자, 또는 반도체 기판상에 상기 산화물 재료막 및 도전성

재료막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성 재료막의 양측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에 한쌍의 불순물 확산층이 형성되어 구성

되는 반도체 소자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에,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이 고용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

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의 원래 특성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특히 저온에서의 결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은 주로 이러한 결정 구조로 인해 강유전체, 초

전도 산화물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ABO3, (Bi2O2)
2+(Am-1 BmO3m+1)

2,

LnBa2Cu3O7, Z2Ba2Can-1CunO2n+4 또는 ZBa2Can-1 CunO2n+3 등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들 수 있다. 또한, 식

중, A는 Li+, Na+, K+, Pb2+, Ca2+, Sr2+, Ba2+, Bi3+, Y3+, Mn3+ 및 La3+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B는 Ru3+, Fe3+, Ti4+ , Zr4+, Cu4+, Nb5+, Ta5+, V5+, W6+ 및 Mo6+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

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Ln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

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Z는 Bi, Tl 및 Hg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

이고, m은 1 이상의 자연수이고, n은 1 내지 5의 자연수이다.

본 발명에서의 촉매 물질은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를 함유하여 구성된다. 이

촉매 물질은, 산화물 재료의 결정화 공정의 가열시에 있어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의 형

성을 위한 반응 속도를 증대시키고, 결정핵의 발생을 촉진하며, 결정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등의 촉매 기능을 가지고, 안

정하게 존재하지만, 결정핵이 그 표면에 형성된 시점에서 촉매로서의 기능을 종료하고, 그 후, 온도 하강시에 실리케이트

또는 게르마네이트와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과 혼연 일체화하여 고용체를 구성한다. 즉,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의 저온 형성을 위한 촉매 기능과 함께 산화물 재료로서의 기능이

라는 2가지 역할을 한다.

이 촉매 물질은, 구체적으로는 고용체를 구성하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보다 저온에서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과 격자 정합성이 양호하며,

층형 구조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 특히, 층형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그의 큰 표면적으로 인해 최근 촉매 물질로서 주목받

고 있으며(문헌[오자끼쓰이, 촉매 기능 「제4장 촉매의 제조 방법, 4.1 다공질의 제조 방법」 (1986) p74-78]), 바람직하

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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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CaO, BaO, PbO, ZnO, SrO, MgO, FeO, Fe2O3, B2O3, Al2O3, In2O3, Y2O3, Sc2O3, Sb2O3, Cr2O 3,

Bi2O3, Ga2O3, CuO2, MnO2, ZrO2, TiO2, MoO3, WO3, V2O5 및 란타노이드 산화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산화물과 SiO2, GeO2 및 SnO2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의 산화물을 포함하

는 복합 산화물 재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복합 산화물 재료는, 구체적으로는 X2SiO5, X4Si3O12 , X2GeO5, X4Ge3O12, X2SnO5 및 X4Sn3O12(식 중, X는

Ca2+, Ba2+, Pb2+, Zn2+, Sr2+, Mg2+, Fe2+, Fe3+, B3+, Al3+, In3+, Y3+, Sc3+, Sb3+, Cr3+, Bi3+, Ga3+, Cu4+, Mn4+,

Zr4+, Ti4+, Mo6+, W6+, V5+, La3+, Ce3+, Pr3+, Nd3+, Pm3+, Sm3+, Eu3+, Gd3+, Tb3+, Dy3+, Ho3+, Er3+, Tm3+,

Yb3+, Lu3+등)로 표시되는 재료 등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Bi2SiO5, La2SiO5, Y2SiO5 , Bi4Si3O12, La4Si3O12, Y2 Si3O12, Bi2GeO5, La2GeO5, Y2GeO5, Bi4

Ge3O12, La4Ge3O12, Y4Ge3 O12, Bi2SnO5, La2SnO5, Y2SnO 5, Bi4Sn3O12, La4Sn3O12, Y4Sn 3O12 또는 2종 이상의 혼

합체인 Bi2-xLaxSiO5, La 4-xYxSi3O12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스무스 산화물과 실리콘 산화물과의 1:1 복합 산화물은 Bi2SiO5이지만, Bi2SiO5는 400 ℃ 정도의 저온에서

결정화하는 산화물 재료이다(문헌[M. Yamagushi et al., Proceedings of the 2000 12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s., 2(2001) p629-632)]). 또한, Bi2SiO5는 후술하는 대분분의 산화물과

격자 정합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산화물을 저온에서 결정화시킬 수 있다. 또한, Bi2SiO5 중의 SiO 2는 4 배위이

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고용체, 즉, 결정상의 격자점에 있는 원자가 불규칙하게 다른 종류의 원자와 치환되거나, 격자 간

극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통계적으로 분포되도록 혼입된 상, 즉, 임의의 결정상에 다른 물질이 녹아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

는 혼합상에 의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산화물 재료는 임의의 결정상에 다른 물질의 결정상

이 들어간 결정 구조이지만, 소위 고용체는 아닌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문헌[Carlos A. Pazde Araujo: 강유전체 메모리

선단 공정, 사이언스 포럼, (1999) p35-43]). 따라서,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IV족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과 퍼로브

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와의 고용체 형태를 취하고,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

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결정 격자 중의 양이온 위치에 Si4+, Ge4+ 또는 Sn 4+를 포함하는 산화물 재료, 또한 퍼로브

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산소 팔면체의 중심에 Si4+, Ge4+ 또는 Sn4+를 포함하는 재

료를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반드시 IV족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과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

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가 완전히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도, 결정 격자 중의 양이온 위치 또는 산소 팔면체의 중심

에 Si4+, Ge4+ 또는 Sn4+를 포함하는 재료일 수 있다.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결정 격자 중의 양이온 또는 산소 팔면체의 중심 이온

이 Si4+, Ge4+ 또는 Sn4+에 의해 치환되는 경우, 그의 치환 정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Bi4Ti3O12의 경우, Ti

를 0.1 개의 Si로 치환한 Bi4Ti2.9Si0.1012에서 결정화 온도의 저감 등의 차이가 나타나고, Ti를 0.5 개의 Si로 치환한

Bi4Ti2.5Si0.5O12에서는 또한 전기적 특성의 개선이 확인되었으므로, 1 분자당 0.1 개 이상, 또한 0.5 개 정도를 들 수 있

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과 IV 원소를 함유하는 촉매 물질이

1:0.01 내지 5 정도, 바람직하게는 1:0.01 내지 0.8 정도, 1:0.01 내지 0.6 정도, 1:0.01 내지 0.5 정도의 몰비로 고용되어

형성된다. 또다른 관점에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결정 격자 중의 양이온 또

는 산소 팔면체의 중심 이온이 50 % 정도 이하, 40 % 정도 이하, 35 % 정도 이하, Si4+, Ge4+ 또는 Sn4+에 의해 치환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ABO3 퍼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재료의 경우, 결정으로의 존재 조건으로서, 결정 격자, 예를 들면 산소 팔면체의

각 구성 이온의 이온 반경에 대한 제약이 있다. 이것은 관용 계수 t에 의해 표시되고, 관용 계수 t=(RA+RO)/(2(RB +RO))가

0.8 < t < 1.02의 범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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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i2O2)
2+(Am-1BmO3m+1)

2- 비스무스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재료의 경우, 가상 퍼로브스카이트 격자를 구성하는 이

온에 대한 관용 계수 t의 제약은, m=2의 경우, 0.81 < t < 0.93, (m = 3의 경우, 0.83 < t < 0.91), m=4의 경우, 0.85 < t <

0.89, m=5의 경우, 0.86 < t < 0.87이고, m이 커짐에 따라 t의 허용 범위는 좁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헌[다께나까

타다시: 응용 전자 물성 분과회 연구 보고, 응용 물리학회 응용 전자 물성 분과회, 456(1994) 1-8]). 또한, m=3인 경우의

관용 계수 t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2, 4, 5의 최소, 최대 관용 계수치로부터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례 관계

를 외삽하여 구할 수 있다.

PZT, SBT, BIT에 있어서, 관용 계수 t를 적용시키면, 결정 격자, 예를 들면 산소 팔면체의 중심을 Si4+로 치환하는 경우,

관용 계수 t는 각각 PZT:t= 1.10(Å), SBT:t=1.09(Å), BIT:t=1.04(Å)가 되고, 모두 허용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각

각의 이온 반경은 02-: 1.26(Å), Pb2+: 1.33(Å), Sr2+: 1.32(Å), Bi 3+: 1.17(Å), La3+: 1.17(Å), Ti4+: 0.75(Å), Z4+:

0.84(Å), Ta5+ : 0.78(Å), Si4+: 0.40(Å)으로 샨논(Shannon)(1976)과 프리윗(Prewitt)(1969, 70)에 의한 경험적 이온

반경을 사용하고, PZT와 같은 고용체의 경우, Zr/Ti = 0.52/0.48이므로, 0.84 × 0.52 + 0.75 ×0.48 = 1.18(Å)로 평균치

를 이온 반경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의 결정 격자, 예를 들면 산소 팔면체의 중심(B 사

이트)를 Si4+로 치환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관용 계수 t가 허용 범위밖이 되어, Si4+로 B 사이트를 치환하기가 매우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BT에 있어서, B 사이트 이온으로서 Ti, Ta, Hf, W, Nb 또는 Zr 등의 금속을 치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반(半) 금속인 Si4+ 등에 대해서는 치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국 특허 제5519234

호로부터도 분명하다.

또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의 격자점을 치환하기 위해서는, SiO6
8-이라는 6 배위의 팔면체 구

조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IV족 원소는 배위수가 4이고, 예를 들면 Si02(Si04
4-)라는 사면체 구조를 취한다. 또한, 지구의

600 km 지하 맨틀층내 20 Gpa(200000 기압) 이상의 고압하에서는 CaSiO3이나 MgSiO3 등의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재료

가 다량 존재하지만(문헌[S. K. Saxena et al., Science, “Stability of Perovskite(MgSiO3) in the Earth's Mantle“, 274

(1996) p1357-1359]), 이러한 고압 환경하 이외에서는 IV족 원소(Si, Ge, Sn)의 6 배위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결정 구조 중에 가장 강한 공유 결합성을 도입, 즉 결정

상의 격자점에 있는 원자를 C, Pb 이외(C는 이온 반경이 너무 작고, Pb는 이온 반경이 너무 큼)의 IV족 원소(Si, Ge, Sn)로

불규칙하게 다른 종류의 원자와 치환하거나, 또는 격자 간극에 IV족 원소가 통계적으로 분포되도록 혼입시킬 수 있고, 퍼

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에 있어서, 활성 수소(H+)나 인가 전계(e-) 등의 이온이 작용하는 공정에 대하여 매우 반응

성이 풍부한 이온 결합의 반응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소 환원 분위기하에서도, 퍼로브스카이트 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은, 그 결정핵의 발생을 위해 큰 열에너지(소성 온도)를 필요

로 하지만, 성장시 열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문헌[T. Kijima, S. Satoh, H. Matsunaga and M. Koba "Ultra-Thin

Fatigue-Free Bi4Ti3O12 Films for Ferroelectric Memories" Jpn. J. Appl. Phys. 35(1996) p1246-1250]). 그 때문에,

촉매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산화물 재료를 구성하는 원소를 함유하는 원료로부터 산화물 재료에 대한 반응을 촉진시킴과

함께 산화물 재료의 결정핵 발생시의 활성화 에너지를 저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정화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체를 결정화하기 위한 소성시의 온도는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산화물 재료의 특성, 각 용액의 조성

등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통상,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형성용 겔 용액을 사

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의 소성 온도보다 낮은 온도, 예를 들면 PbZr0.52Ti0.48O3(PZT)의 경우, 450 ℃ 내지 600 ℃

정도, Bi4Ti 3012(BIT) 및 Bi4-xLaxTi3O12(BLT)의 경우, 500 ℃ 내지 650 ℃ 정도, SrBi2Ta 2O9(SBT)의 경우, 500 ℃

내지 650 ℃ 정도를 들 수 있다.

또한,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원료의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고, 유기 금속 원료 중의 C를 막 중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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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과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과의 고용체

이지만, 이들은 산화물 재료 중에 혼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

물은 하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도전막(일반적으로는 Pt족)의 촉매능만을 사용하여 결정화하기 때문에, 결정핵의 발생 밀도

가 낮다. 그 때문에, 결정핵이 계속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막상이 되었을 때에는, 위로 볼록한 거친 표면 형태가 되고, 100

nm 이하의 막두께에서는 인가 전계가 누설 전류가 되어 산화물 재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이 혼재함으로써, 막 중 도처에 결정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산화물 재료의 박막화, 치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의 표면에서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예를 들면, BIT

등)이 선택적으로 생성된다. 그 결과, 양자가 거의 완전히 고용되어, 퍼로브스카이트 단일상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한, 양자가 완전히 고용된 상태가 되지 않고,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이 잔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얻어진 산

화물 재료는 퍼로브스카이트 단일상과 동등한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

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가 강유전체인 경우, 강유전체의 분극에 의한 변위에 의해, 강유전체의 분극과 동일하게 촉매 재료

도 분극함으로써 수동적인 강유전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강유전체 특성을 열화시키는 경우는 없다.

또한, 본 발명에서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은 결정화 공정의 가열시에 있어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

트 구조 산화물의 결정핵의 발생을 촉진시키지만, 이 때에는 안정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SiO2(또는 GeO2, SnO2 )는 4

배위이고 안정하다. 결정핵이 그 표면에서 형성된 후, 온도 하강시에 실리케이트 또는 게르마네이트와 퍼로브스카이트 또

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사이의 열팽창차로부터 막 중에 큰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 이 압축 응력의 작용으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의 결정 격자 중에 실리콘 등이 치환된다. 또한, IV족 원소 함유 촉

매 물질과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과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Bi4Ti3O12 와

Y2O3-SiO2를 고용시키고,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의 소위 A 사이트 이온과 B 사이

트 이온을 동시에 치환하여 최종적으로 (Bi, Y)4(Ti, Si)3O12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면 강유전체 특성을

갖는 산화물 재료를 생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용 계수와 원자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는 BSO 용액, BIT 용액 및 BSO-BIT 혼합 용액의 시차 열분석(TG-DTA)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BIT-BSO 혼합 용액 및 BIT 용액에서의 EDX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BSO 졸겔 용액과 PZT 졸겔 용액을 혼합하여 형성된 원료 용액의 상태를 나타내는 원리도이다.

도 5는 BIT-BSO 혼합 용액을 사용하여 막제조한 경우의 (a) 예비 소성 후의 산화물 재료막의 XRD 패턴, (b) 결정화 후 산

화물 재료막의 XRD 패턴, (c) BSO 용액과 BIT 용액을 교대로 도포하여 막제조한 경우의 결정화 후 산화물 재료막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는 BIT-BSO 혼합 용액을 백금 전극상에 도포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b)는 BSO 용액과 BIT 용액을

교대로 도포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a)는 도 6(a)에서 얻어진 산화물 재료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b)는 도 6(b)에서 얻어진 산화물 재

료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산화물 재료막의 결정화 공정에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PZT 졸겔 용액 제조를 위한 플로우차트 도면이다.

도 10은 BSO 졸겔 용액 제조를 위한 플로우차트 도면이다.

도 11은 SBT 졸겔 용액 제조를 위한 플로우차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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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수분을 도입한 원료 용액을 사용하여 결정화한 경우 산화물 재료막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도 12의 산화물 재료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BIT 및 본 발명의 BSO-BIT(R=0.4)의 XRD 패턴이다.

도 15는 Bi4Ti3O12 및 본 발명에 의한 Bi2SiO5 첨가 Bi4Ti3O12(R=0.4)의 결정화 공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 16은 SrBi2Ta2O9 및 Bi2SiO5 첨가 SBT(R=0.33) 박막, PbZr0.52Ti0.48O3 및 Bi2SiO5 첨가 PbZr0.52Ti0.48O3(R=0.1)

박막의 XRD 패턴이다.

도 17은 Bi2SiO5 첨가 Bi4Ti3O12(R=0.4), Bi2 SiO5 첨가 SrBi2Ta2O9(R=0.33) 및 Bi2SiO5 첨가 PbZr0.52Ti0.48O3(R=0.1)

박막의 D-E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다.

도 18은 Bi2SiO5 첨가 Bi4Ti3O12(R=0.4), Bi2 SiO5 첨가 SrBi2Ta2O9(R=0.33) 및 Bi2SiO5 첨가 PbZr0.52Ti0.48O3(R=0.1)

박막의 막 피로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9는 BIT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은 BSO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1은 BSO과 BIT의 초격자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Pt/BIT/Pt 커패시터를 3 % H2를 함유한 N2 중에서 400 ℃로 어닐링했을 때의 환원 내성을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23은 본 발명에 의한 BIT+Bi4Si3O12, BIT+BSO 박막 및 BIT 박막의 XRD 패턴을 비교한 도면이다.

도 24는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100 nm의 Bi4Ge3O12-Bi4Ti3 O12 강유전체 박막의 D-E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5는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100 nm의 Bi4Ge3O12-Bi4Ti3 O12 강유전체 박막의 1010회 분극 반전 후의 막 피로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6은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25 nm 내지 100 nm의 BSO 첨가 BIT 및 BSO 첨가 SBT의 P-E 히스테리시스 특성이고,

횡축에 인가 전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7은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25 nm 내지 100 nm의 LS0 첨가 BIT 및 LS0 첨가 SBT의 P-E 히스테리시스 특성이고, 횡

축에 인가 전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8은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10 nm의 BSO 첨가 BLT의 P-E 히스테리시스 특성이고, 횡축에 인가 전압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29는 본 발명에 의한 LS0 첨가 BIT 박막으로, R=0.4(BSO=0.2)의 BIT 막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0은 본 발명에 의한 LSO 첨가 BIT 박막으로, R=0.2(BSO=0), 0.4(BSO=0.2), R=0.8(BSO=0.6), R=1.6(BSO=1.4),

R=3.2(BSO=3.0)로 변화시켰을 때 히스테리시스 특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1은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PZT 박막으로, R=0.025 내지 0.2의 PZT 막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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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도 31에 나타내는 박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3은 각종 촉매 물질과 BIT와의 고용체 박막의 강유전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4는 각종 촉매 물질과 SBT와의 고용체 박막의 강유전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5는 각종 촉매 물질과 PZT와의 고용체 박막의 강유전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6은 BSO-BST(R=0.2) 박막의 전기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7은 BSO-Bi2Sr2Ca2Cu3Ox(Bi2223) 결정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8은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를 사용한 소자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이다.

도 39는 본 발명의 BIT-BSO 결정의 XRD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0은 도 39의 산화물 재료막을 사용한 소자의 다이오드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1은 본 발명의 SBT-BSO 결정의 XRD 패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2 및 도 43은 도 41의 산화물 재료막을 사용한 트랜지스터의 트랜지스터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에 대하여 도면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Bi2SiO5 (BSO)의 촉매성

기판상에 형성된 백금 전극상에 BSO 졸겔 용액을 스핀 코팅하고, 핫 플레이트(400 ℃)상에서 유기분을 제거하여 100 nm

의 BSO 박막을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BSO 박막이 형성된 백금 부착 기판을 1 % 암모니아 수용액 중에 침지시켰다. 이 때, BSO 박막 중의 Bi3+가 암

모니아 수용액 중에서 Bi(OH)3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용액 중에서 H+ 과잉이 되어 pH 5의 약산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10 중량%의 Bi4Ti3012(BIT) 용액, 10 중량%의 BSO 용액 및 BIT-BSO 혼합 용액(BIT 1몰에 대하여 BSO가 0.4가

되도록 혼합한 혼합 용액: R=0.4)을 각각 사용하여 시차 열분석(TG-DTA)을 행하였다.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내었다.

도 2에 따르면, BSO 용액이 350 ℃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IT 용액은 600 ℃ 부근에서 매우

넓은 결정화 피크를 나타내므로, 결정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T-BSO 혼합 용액은 우선 BSO의 것으로 생각

되는 350 ℃ 부근의 피크에 이어, 400 ℃ 정도에서 명확한 결정화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BSO가 우선 결정화하고,

BSO 결정의 작용에 의해 BSO 표면에서 BIT가 저온에서 결정화한 것이다.

또한, 도 2에서의 TG 차트를 비교한 결과, BIT 용액의 경우에는 800 ℃까지 서서히 중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BIT-BSO

혼합 용액에서의 중량 감소는 400 ℃까지가 크고, 그 이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BIT-BSO 혼합 용액에 있어서

BSO가 산 촉매로 작용하여 400 ℃ 이하의 온도에서 유기 금속을 충분히 분해하여 금속 이온을 강유전체로, 탄소 성분을

CO2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T-BSO 혼합 용액 및 BIT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박막을 EDX(Energy Dispersive X-

ray) 분석한 결과, BIT-BSO 혼합 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 중에 탄소 잔사가 거의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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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BSO)을 사용함으로써,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BIT)에 있어서 유기 금

속의 분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산화물 재료를 저온에서 결정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2> 졸겔법에 의한 막제조

우선, 5 중량%의 BIT 졸겔 용액과 1 중량%의 BSO 졸겔 용액을 혼합하여 BIT-BSO 혼합 용액(R=0.4)을 제조하였다. 이

때의 혼합 용액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성분이 혼재하는 상태이다.

백금 전극상에 이 혼합 용액을 사용하여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막두께를 100 nm로 하였다.

이 때의 막은 도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BSO만이 결정화한 상태이고, 도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화한 BSO를 비

결정질 BIT가 둘러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600 ℃, 15 분간, 1 kg/cm2의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고, 얻어지는 산화물 재료막 상에 상

부 백금 전극을 형성하였다.

그 후, ⑤ 포스트 어닐링(500 ℃, 5 분간, 2 kg/cm2의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결정화 후 산화물 재료막의 XRD를 측정한 결과,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BSO 결정의 반사 피크가 완전히 소실되었

다.

얻어진 산화물 재료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측정한 결과, 도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비교를 위해 5 중량%의 BIT 졸겔 용액과 1 중량%의 BSO 졸겔 용액을 각각 제조하고, 도 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T는

1 층당 14 nm, BSO는 1 층당 7 nm로 하여 교대로 9 층, 총 막두께를 약 100 nm로 하는 것 이외에는, 상기 ① 내지 ③과

동일한 방법으로 막제조하였다. 또한, 막 전체의 조성은 R=0.4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 ④ 및 ⑤를 행하여 결정화한 후의 산화물 재료막은, 종래의 BIT 막과 상이하고, 500 ℃에서 BIT층의 결정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결정화 온도 저감의 원인이 BSO 결정에서의 일종의 촉매적인 작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XRD를 측정한

결과, 도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BSO와 BIT의 결정화 피크가 혼재하고,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얻어진 산화물 재료막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측정한 결과, 도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상기 결과는, BIT-BSO 박막 중에 있어서 BSO가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결정 구조를 변화시켰음을 나타낸다.

즉, 상기 결과는, BSO 결정 중의 Si04
4- 사면체가 SiO6

8- 팔면체로 구조가 변화되어, 최종적으로 Si를 B 사이트 이온으로

서 30 % 이상 포함하는 Bi4(Ti, Si)3O12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가 성립될 때, Si의 배위수는 4에서 6으로 변화

됨과 동시에, 이온 반경이 0.04 nm에서 0.054 nm로 변화된다. 이것은, Si는 대기압 환경하에서는 이온 반경이 너무 작아

퍼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형성하지 않지만, 지구 지하의 맨틀층내에서의 20 GPa 정도의 압축 응력하에서는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이 존재하는 것(문헌[Irifune, T. & Ringwood, A. E., Phase transformations in subducted oceanic crust

and buoyancy relationships at depths of 600-800 km in the mantle. Eerth Planet. Sci. Lett. 117. 101-110(1993).,

Surendra, K. S. et. al., Stability of Perovskite(MgSiO3) in the Earth's Mantle. Science. 274, 1357-1359(1996).,

Dubrovinsky, L. S. et. al. ,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identification of a new high-pressure phase of silica.

Nature. 388, 362-365(1997))으로부터, BIT-BSO 박막 중에 큰 압축 응력이 생성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큰 압축 응력의 생성에는 BSO와 BIT 사이의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큰 역할을 한다. 즉, BSO 겔과 BIT 겔을 혼재시

킨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BSO 결정 주위를 BIT 결정이 둘러싸고, 결정화 어닐링 후 고온에서부터 실온으로 냉각되는 온도

하강시, BIT에 의해 BSO를 짓눌어 으깨는 정도(결정 구조를 변화시킴)의 압축 응력이 부가된다. BSO는 SiO2가 주요 구성

물질이고, 석영(Si)의 열팽창 계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BSO의 열팽창 계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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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며, BIT의 선팽창 계수를 계산하고(문헌[Subbarao, E. C., Ferroelectricity in Bi4Ti3O12 and Its Solid Solutions.

Phys. Rev. 122, 804-107(1961)]), 문헌 중의 영율을 이용하여(문헌[Nagatsuma, K., Ito, Y., Jyomura, S., Takeuchi,

H. and Ashida, S., Piezoelectricity, in FERROELECTRICITY AND RELATED PHENOMENA. 4, 167-176(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London, 1985). Jaffe, B., Cook, W. R. and Jaffe, H., Non-Perovskite Oxide

Piezoelectrics and Ferroelectrics, in PIEZOELECTRIC CERAMICS. 70-74(ACADEMIC PRESS, NEW YORK, 1971)

.]) BIT 결정의 수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압축 응력을 계산한 결과(문헌[Ishiwara, H., Sato, T. & Sawaoka, Epitaxial

growth of strain-free Ge films on Si substrates by solid phase epitaxy at ultrahigh pressure. Appl. Phys. Lett. 61,

1951-1953(1992)]), 백금 전극의 수축으로부터의 응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SO 결정에는 12 GPa 정도

의 큰 압축 응력이 부가된다.

한편, 도 6(b)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의 경우, 양자의 계면 슬립(slip) 효과로 압축 응력이 개방되어 버리기 때문에, BIT-

BSO 막 중의 구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도 5(b)에 나타낸 BSO-BIT 결정의 XRD 패턴은, 도 5(c)에 나타낸 적층 구조의 BIT 결정과 비교하여 0.3 °내지 1 °

의 큰 피크 시프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피크 시프트량으로부터, BIT-BSO 결정은 BIT와 비교하여 약 8 % 정도의 체적

수축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적 수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0 내지 30 GPa의 압축 응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문헌[J. Haines et al., Physical Review B, 58(1998) 2909-2912; J. Haines and J. M. Leger, Physical

Review B, 55(l997) 11144-11154; B. B. Karki et al., Physical Review B, 55(1997) 3465-3471]).

즉, BIT-BSO 구조는,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화 공정의 가열시 BSO에 의해 BIT가 저온에서 결정화하고, 냉각시

BSO와 BIT 사이의 열팽창차에 의해 Bi4(Ti, Si)3012(BSO-BIT) 고용체가 형성된다. Si 원자가 퍼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형

성했을 때, Si의 강한 공유 결합성에 의해 큰 공유 결합성을 가진 퍼로브스카이트 결정이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강유전

체에서는 없었던 수소에 대한 높은 내성이 생긴다.

졸겔 용액

졸겔법에 있어서 산화물 재료 박막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하는 액으로는, 금속 알콕시드, 유기산염, 무기염 등을 알코올 등

의 유기 용매에 용해시킨 것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일정한 증기압을 가지고, 가열 환류(증류) 공정을 경유

하며, 고순도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유기 용매에 쉽게 용해되고,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겔형 또는 침전형이 되며, 산화 분

위기 중에서의 소성 공정에 의해 금속 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금속 알콕시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 겔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 용매는 잘 혼합되고, 또한 각각은 무수 용매이기 때문에 혼합함으로써 축중합이 더 진

행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n-부탄올, n-프로판올, 2-메톡시에탄올 등의 알코올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 알콕시드 등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로는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라면 어떤 원소라도 좋고,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 K, Li, Na, 알칼리 토금속: Ba, Ca, Mg, Sr, III

족: Al, B, In, IV족: Si, Ge, Sn, V족: P, Sb, Bi, 전이 원소: Y, Ti, Zr, Nb, Ta, V, W, 란타노이드: La, Ce, Nd 등을 들 수

있다.

금속 알콕시드를 출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분 가수 분해에 의해 축중합을 제어함으로써, 하기에 나타낸 바와 같

이 『n=분자 길이(크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즉, 기지량의 물을 첨가함으로써, 그의 금속 알콕시드의 축

중합 반응 자체를 제어할 수 있다.

(1) 가수 분해:

(2) 2 분자 축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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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상 축중합:

이렇게 해서 얻어진 축중합물을 포함하는 겔 용액을 스핀 코팅법, 닥터 블레이드법, 분무 등의 방법에 의해 기판 등에 도포

함으로써 박막을 얻을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PZT를 형성하기 위한 금속 알콕시드와 카르복실산 금속염과의 계, 즉, Pb(납)의 출발 원료로서 아

세트산납((CH3CO2)2Pbㆍ3H 2O), Ti(티탄)의 출발 원료로서 티탄테트라이소프로폭시드(((CH3)2CHO)4Ti), Zr(지르코

늄)의 출발 원료로서 지르코늄테트라-n-부톡시드((CH3(CH2)3O)4Zr), 용매로서 2-메톡시에탄올 (CH3O(CH2)2OH)을 사

용하여 설명한다.

도 9는 PZT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졸겔 용액의 합성 플로우 시트이다. 상기 화학식에 있어서, Si 대신에 Pb, Zr, Ti의 알콕

시드를 혼합 축중합(부분 가수 분해)함으로써 각 원소가 산소 원자를 통해 결합된, 소위 PZT 강유전체 형성용 졸겔 용액이

얻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수 분해 중축합물의 중합도는 첨가하는 물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결정수로

서 존재하는 (CH3CO2)2Pbㆍ3H 2O 중의 3H2O를 제거하고, 용매인 CH3O(CH2)2OH와 함께 가열 환류하여 용매와 동시

에 공비로 물을 유출시킨다. 증류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점성 액체의 화학 구조는 (CH3CO2)2Pbㆍ3H2O의 아세테이트기

(CH3CO2 -) 하나가 2-메톡시에톡시기(CH3O(CH2)2O-)로 치환된 CH3CO2PbO(CH2)2OCH3ㆍXH2O (X < 0.5)가 된다.

이 치환 반응시, 아세트산(CH3CO2H) 및 아세트산과 CH3O(CH2)2OH와의 에스테르(CH3CO2(CH2)20CH3과 물(H2O))가

생긴다.

(CH3CO2)2Pbㆍ3H2O + CH3O(CH2)2 OH ->

CH3CO2PbO(CH2)2OCH3ㆍXH2O (X < 0.5)

다음으로, CH3O(CH2)2OH에 ((CH3)2CHO)4Ti를 용해시킴으로써, 하기와 같은 알코올 교환 반응이 일어나고, 용매가 존

재하지 않을 때는 1.4량체로 존재하는 ((CH3)2CHO)4Ti는 그의 이소프로폭시기((CH3)2CHO-)의 일부 또는 전부가 2-메

톡시에톡시기로 치환된다.

((CH3)2CHO)4Ti + nCH3O(CH2)2OH ->

((CH3)2CHO)4-nTi(O(CH2)2OCH3)n (n=1 내지 4)

또한, CH3O(CH2)2OH에 (CH3(CH2)3O) 4Zr을 용해시키는 경우도 동일한 알코올 교환 반응이 일어난다.

(CH3(CH2)3O)4Zr + nCH3O(CH2)2 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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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H2)3O)4-nZr(O(CH2)2OCH3 )n (n=1 내지 4)

이들 3 액을 혼합시키고, 이 분자에 측량된 물을 가함으로써 가수 분해를 제어하고, 보다 큰 분자로서 PZT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졸겔 용액을 얻는다. 이 경우 각 원소의 알콕시드 등의 혼합비는, 얻고자 하는 강유전체 재료 등의 조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용액 중에는 하기와 같은 중합체가 존재한다.

상기 PZT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겔과 동일한 가수 분해 및 축중합 공정을 사용하여, 도 10에 나타낸 BSO 겔을 형성한다.

또한, 졸겔법에 대해 유기 금속 분해법(MOD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금속 알콕시드, 유기산염을 톨루엔

(C6H5CH3)이나 크실렌(C6 H4(CH3)2) 등의 유기 용매에 용해시키고, 이 액을 기판에 도포하여 열분해에 의해 산화물 박막

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절 물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진 금속 알콕시드, 유기산염은 용액 중에서 그 자체의

형태로 존재하며 축중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 SBT와 같이 배위자 교환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축중합체로서 존재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BT 강유전 박막 형성용 용액은 도 11과 같이 제조한, 소위 MOD 용액에 의한 것이지만, 카르복실산염의 카르

보닐기(-CO-)가 개재되어, Bi 원소와 Ta 원소가 교대로 들어간 겔 구조를 형성하고, 그 공극에 Sr이 존재하는, 즉, 축중합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의 축중합 겔(졸겔 용액)의 범주이다.

상기와 같이, 가수 분해를 제어하여 축중합시킨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BIT, SBT, PZT 용액과 가수 분해를 제어하여 축중

합시킨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 형성용 BSO 용액을 각각 실온에서 혼합한다. 강유전체 형성용 겔 용액과 촉매 물질 형성

용 겔 용액과의 혼합비는 각 용액의 조성,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산화물 재료의 특성, 소성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부탄올(비중: 0.813)을 용매로 하는 Bi2SiO5(BSO) 졸겔 용액을 R=0.4의 비율로 n-프로판올(비중: 0.79)을

용매로 하는 Bi4Ti3O12(BIT) 졸겔 용액과 혼합한 것을 원료 용액으로 하는 경우, 모두 농도가 10 중량%이었다고 할 때, 용

매중에 포함되는 BSO와 BIT의 그램수는 1 리터 중 BSO: 1000×0.813=813 g, BIT: 1000×0.79=790 g이 포함된다. 여

기서, BSO 및 BIT의 산소를 제외한 1몰당 분자량은 각각 BSO: 446.0455, BIT: 979.56이므로, 각각의 몰농도는 BSO:

1.8몰/리터, BIT: 0.81몰/리터가 된다. 따라서, 양자를 혼합하여 R=0.4의 혼합 졸겔 용액을 제조하는 경우, BIT 1에 대하

여, BSO가 0.4의 비율로 혼합되는 것이므로, BSO 졸겔 용액 150 ml에 BIT 졸겔 용액을 850 ml 첨가하면 된다.

또한, 각각의 용액은, 축중합이 종료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각 용액은 무수 상태로 되고, 혼합하더라

도 그 이상 가수 분해가 진행되지 않아, 매우 안정한 원료 용액이 된다.

졸겔 용액의 수분 상태

상기와 같이 제조한 5 중량%의 BIT 졸겔 용액과 1 중량%의 BSO 졸겔 용액의 혼합 용액이 들어 있는 밀폐 용기를 클린 룸

내 드래프트 챔버 중에서 1 시간 정도 마개를 열어둔 후, 마개를 닫고 24 시간 후에 상기 조건과 같이 도 6(a)의 박막을 형

성하였다.

등록특허 10-0570576

- 14 -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혼합 졸겔 용액 중에 대기 중의 수분을 도입한 후 막제조한 결과,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유전

체 파이로클로어층이 성장하고, BSO의 작용이 기능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유전

특성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것은,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가수 분해가 진행되어, 혼합 졸겔 용액 중에서 BSO와 BIT의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존재

할 수 없게 되어, 도 4와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 형성용 졸겔

용액과 강유전체 형성용 졸겔 용액을 무수 상태로 혼합하는, 즉 IV족 원소가 산소를 통해 결합한 겔과 강유전체 구성 원소

가 산소를 통해 결합한 겔을 동일 용액 중에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한 용액을 박막 형성의 원료 용액으로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실시예 3>

BSO-Bi4Ti3O12(BIT), BSO-SrBi2Ta2O9(SBT) 및 BSO-PbZr0.52Ti0.48O3(PZT) 고용체 박막의 특성

실시예 2에 따라서, 가수 분해를 제어하여 축중합이 완료된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BIT, SBT, PZT 용액과 가수 분해를 제

어하여 축중합이 완료된 유전체 재료 박막 형성용 BSO 용액을 각각 실온에서 혼합하였다. 또한, 강유전체 형성용 혼합 겔

에서의 BSO 겔 함유율은 BIT, SBT, PZT 각각에 대하여, 몰농도비 R=0.4, 0.33, 0.1로 하였다. 또한, 각 원료 겔은 화학

양론 조성의 것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Pt/Ti/SiO2/Si 기판상에 상기 졸겔 혼합 용액을 스핀 코팅법에 의해 도포하고, 이하의 막제조 조건으로 막제조하

였다. 막두께는 모두 100 nm로 하였다.

[강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450 내지 700 ℃, 10 분간,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도 14는 상기 공정에 의해 형성된 막두께 100 nm의 종래 BIT 및 본 발명의 BSO-BIT(R=0.4)의 XRD 패턴이다.

본 발명에 의한 BSO를 첨가한 BIT는 500 ℃에서도 양호한 결정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BSO를 포함하지 않는 BIT는

700 ℃에서도 BIT의 단일층을 얻을 수 없고, 유전체 파이로클로어층(Bi2Ti2O7)과 BIT가 혼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는 종래의 BIT와 비교하여 약 200 ℃의 저온 결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래 BIT와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의 표면 관찰을 행한 결과, 종래의 BIT는, 600 ℃에서는 거의 결정화 피크

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거친 막표면 상태이었지만, 본 발명의 BSO 첨가 BIT는 치밀하고 평활한 막표면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양자의 TEM 단면상에 의해 백금과 강유전체의 계면을 관찰한 결과, 종래의 BIT는 두께 5 nm 정도의 비결정질층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의 계면은 비결정질층의 존재도 없고, 양호한 계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양자의 결정 성장의 기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종래 BIT의 경우, 도 1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T 결정 초기핵은 모두 백금 전극과의 계면에만 발생하고, 그것이 상

부 및 백금 계면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후 막표면은 위로 볼록한 거친 표면 형태가 된다.

한편, 본 발명의 BSO 첨가 BIT는, 도 1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정화 전 비결정질 상태를 형성하였을 때의 5 개 계면

(형성 조건에 나타낸 바와 같이 Pt 기판상에 4층 도포를 행하기 때문에, Pt 전극과의 계면과 각 층 모두 5 개의 계면) 모두

에서 BIT 결정 초기핵이 발생한다. 특히, Pt 전극과의 계면에 비결정질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치밀하고 평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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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450 ℃라고 하는 저온에서부터 결정화가 시작되는 BSO의 기여가 크다(문헌

[Kijima, T. & Matsunaga, H. Preparation of Bi4Ti3O12 Thin film on Si(100) Substrate Using Bi2SiO5 Buffer Layer

and Its Electric Characterization. Jpn. J. Appl. Phys. 37, p5171-5173(1998)]).

또한, 도 16의 XRD 패턴에 나타낸 바와 같이, 550 ℃에서 10 분간 소성을 행한 BSO 첨가 SBR(R=0.33), 450 ℃에서 10

분간 소성을 행한 BSO 첨가 PZT(R=0.1)에 대해서도 BIT와 같이 결정화 온도의 저감 및 표면 형태의 대폭적인 개선이 보

였다. 또한, 종래 PZT의 경우에는, 백금 전극과의 계면에 저유전율의 비결정질층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얻어진 각각의 강유전체 박막에 대하여 직경 100 μm φ의 백금 상부 전극을 형성하고, P-V 히스테리시스 특성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 SBT, PZT 강유전체 박막은 각각 종래의 BIT, SBT, PZT 강유전체 박막과 대조

적으로, 150 내지 200 ℃ 정도의 낮은 소성 온도에도 불구하고, 도 17에 나타낸 양호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종래부터의 BIT, SBT, PZT 강유전체 박막은, 막두께 100 nm에서는 그의 거친 표면 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누설 특성의 열화로 인해 히스테리시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얻어진 강유전 특성은 500 ℃의 BSO 첨가 BIT가 잔류 분극 Pr=17 μC/cm2,항전계 Ec=95 kV/cm를 나타내고, 600 ℃의

BSO 첨가 BIT가 잔류 분극 Pr=21 μC/cm2, 항전계 Ec=95 kV/cm를 나타내었다. 550 ℃의 BSO 첨가 SBT가 Pr=7 μC/

cm2, Ec=50 kV/cm, 600 ℃의 BSO 첨가 SBT가 Pr=11 μC/cm2, Ec=60 kV/cm를 나타내었다. 또한, 450 ℃의 BSO 첨가

PZT가 Pr=20 μC/cm2, Ec=45 kV/cm, 550 ℃의 BSO 첨가 PZT가 Pr=25 μC/cm2, Ec=38 kV/cm이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BSO를 첨가한 강유전체 재료는, 결정화 온도의 저감 및 표면 형태의 대

폭적인 개선에 의해, 원래 강유전체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로 특성의 평가 결과를 도 18에 나타내었다. 각각 인가 전압 3 V, 주파수 100 kHz의 펄스 전계를 인가하여

1010회의 분극 반전을 행한 결과, 모든 강유전체 커패시터에 있어서, 분극치의 저하는 3 % 이하로 매우 양호한 피로 특성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양호한 결정성, 평활한 막표면, 이상(異相)을 포함하지 않는 양호한 계면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종래 PZT는 Pt 전극 상에서 피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PZT의 경우, BIT와 동일하게

양호한 피로 특성이 얻어졌다.

여기서, 본 발명과 종래의 차이를 더 고찰하면, 결정 성장의 기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결정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와 종래 BIT에서 B 사이트 이온 치환 이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양자의 TEM 단면상 관찰

에 의해 명백하다.

종래 BIT에서, BIT의 c축 길이는 ~32 Å으로, 도 19의 벌크값과 양호하게 일치한다. 또한, 도면 중 가로 방향으로 BIT가

규칙적으로 연결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BSO 첨가 BIT는, BIT의 c축 길이가 31 Å로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래 BIT와 다르게, 도면 중

가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상하로 어긋남이 생기고, 어긋난 부분에 BSO가 들어간 복잡한 구조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BSO의 c축 길이는 ~15 Å으로, 도 20의 벌크 데이터와 거의 일치한다.

이상으로부터, 본 발명에 의한 BSO 첨가 BIT는 도 21과 같은 구조인 것을 알았다. 이것은, BSO가 BIT의 결정화를 촉진시

켰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결정화의 어긋남은 실리케이트의 성장 기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구조에 의해 실리케이트

표면적이 증대하여 양호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결정 Pt 기판도 완전히 표면이 수평으로 요철이 없는 것은 없고, 그 상부에 형성된 강유전체 박막에

도 많은 요철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화시, 임의의 장소에서 발생한 BIT 초기핵이 성장할 때, 인접하는 것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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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계속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정의 미접속 부분에서 결정 성장이 방해된다. 한편, 본 발명의 구조에서는,

기판에 단차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단차를 흡수하여 강유전체 결정이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효과를

아울러 갖는다.

또한, 도 20과 같은 결정 구조에서는, 유전체 BSO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양호한 강유전 특성이 얻어지는 것은 하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 기판과 그 상부 박막의 격자 매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 양자의 격자 미스매치에 의해, 박

막 중에는 격자 왜곡이나 응력이 존재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된 강유전체는 변위형이라고 불리는 강유전체이고, 분

극시 변위되고, 그것에 의해 응력이 발생한다.

한편, BSO는 도 2O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2O3층과 SiO2층이 적층된 구조이다. 즉, 산화 규소층은 산화 규소의 4면체 구

조가 산화 비스무스 층과 수평 방향으로 연속된 구조를 하고 있다. 산화 규소는 양호한 압전 재료이고,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해 분극이 생긴다. 격자의 부정합 등에 의한 막 중의 응력이 원인이 되어 산화 규소가 분극하면(BSO가 분극하면), BSO

가 BIT의 강유전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양호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Pt/BIT/Pt 커패시터를, 3 % H2를 함유한 N2 중에서 400 ℃로 어닐링한 결과, 도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환원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BIT에서의 B 사이트 Ti의 일부가 첨가한 BSO 중의 Si로 치환되어 BIT의 공

유 결합성이 강해진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B 사이트 치환 및 BSO와의 고용의 결과, BIT의 c축 길이가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명에 의한 BSO와 BIT의 고용체 박막은, 다량의 Si를 포함하는 것이 명확한 차이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i 기판으

로부터 다량의 Si 원소가 강유전체막 중에 확산에 의해 혼입된 경우, 이렇게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산 Si가

누설 전류 밀도의 증대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Pt 등의 금속 전극이 피복된 Si 기판의 경우, Pt와 Si

기판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께 200 nm 정도의 열산화 SiO2막으로 덮고, 또한 SiO2막은 매우 안정하다. 이 때문

에, 강유전체 박막 제조시 소성 온도가 어지간히 높지 않는 한, Si가 강유전체 막 중에 확산되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종

래 BIT의 경우, 소성 온도가 700 ℃이지만, 강유전체 박막 중에 Si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BSO와 BIT의 고용체 박막은, 다량의 Si를 막 중에 포함하지만, 매우 우수한 강유전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상기 막 중 Si는 기판으로부터 확산된 것이 아니라, BSO 중의 Si가 분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종래 기

술과 본 발명과의 큰 차이로서 쉽게 판별할 수 있다.

BIT-BSO 고용체 박막 및 BIT-Bi 4 Si 3 O 12 고용체 박막의 특성 비교

10 중량% 농도의 BIT 졸겔 용액에 대하여, 10 중량% 농도의 Bi4Si3O12 졸겔 용액을 R=0.33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 용액

을 BIT-Bi4Si3O12 고용체 형성용 원료 용액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Pt/Ti/SiO2/Si 기판상에, 상기 졸겔 용액을 스핀 코팅법으로 도포하고, 이하의 막제조 조건에 의해 강유전체 박

막을 막두께 100 nm로 형성하였다.

[강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600 ℃, 10 분간,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의 XRD 패턴을 도 23에 나타내었다. 상기 실시예에서 제조한 R=0.4의 BIT+BSO, 종래 BIT의 XRD 패턴을 사용하

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Bi4Si3O12 첨가 BIT 및 BIT+BSO는 소성 온도를 600 ℃로 하고, 종래의 BIT는

700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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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Bi4Si3O12 첨가 BIT 및 BIT+BSO의 경우, 종래의 BIT와 비교하여 모든 피크가 고각측으로 시프트하고,

Bi4Si3O12 첨가 BIT 및 BIT+BSO 결정은 BIT와 비교하여 결정 전체가 8 %(2 %×2 %×2 %) 정도 압축되어 수축된 구조

이고, 이것은 막 중에 상당량의 압축 응력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보고된 SnO2, GeO2 등의 고온하에서의 압축 실험 결과(문헌[B. B. Karki et al., Physical Review B,"Ab initio

studies of high-plessure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silica" 55(1997) p3465-3471: J. Haines et al., Physical

Review B,"Phase Transitions in ruthenium dioxide up to 40 GPa: Mechanisum for the rutile-to-fluorite phase

transformation and a model for the high-pressure behavior of stishovite Si02" 48(1993) p13344-13350: J. Haines

et al., Physical Review B, "X-ray diffraction study of the high-pressure: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e types

and implications for other rutile-type dioxides" 55(1997) p11144-11154])로부터, 강유전체 결정의 체적이 8 % 정도

압축되기 위해서는, 막 전체에 25 내지 30 GPa의 압축 응력이 인가될 필요가 있고, 본 발명의 박막에도 동등한 압축 응력

이 부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4Si3012 첨가 BIT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측정한 결과, BIT+BSO에 비교하여, 히스테리시스 형상이 약간 뒤떨어

지지만, 종래 BIT 박막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심한 뿔형의 양호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얻어졌다. 또한, Bi4Si3O12 첨

가 BIT의 막 피로 특성을 평가한 결과, 1010회의 분극 반전에 있어서 막 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결정화 온도가 약 200 ℃ 저감된 것은, Bi2SiO5(BSO)의 결정화 온도가 400 ℃로 낮고, 또한

BSO 격자 중의 Bi 옥시드층과 AB03 또는 (Bi2O2)
2+(Am-1BmO3m+1 )2-로 이루어지는 강유전체 퍼로브스카이트 및 비스

무스 층형 구조 강유전체 재료의 퍼로브스카이트층 및 유사 퍼로브스카이트층의 격자 매칭이 양호한 결과, BSO를 결정핵

으로 하여 강유전체 퍼로브스카이트 및 비스무스 층형 구조 강유전체가 결정화되는 효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Si-O은 공유 결합성이 강하고, Si는 금속 원소가 아닐 뿐 아니라, 퍼로브스카이트 구성 원소의 치환에는 이온 반경이

매우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고 공지되어 있지만, Ti4+의 0.75 Å에 대하여 Si4+는 0.26 Å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Si 4+를 B

사이트 이온의 치환 후보로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유전체 재료 중의 B 사이트 이온을 Si4+ 이온

으로 치환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유전체 박막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르렀다.

Ge 함유 촉매 물질의 사용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B 사이트 이온을 Si가 아니라 그의 동족 원소 Ge로 치환한 강유전체, 즉, B 사이트 이온을 Si4+가

아니라 Ge4+로 치환한 강유전체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기판으로는 100 nm Pt 피복 Si 기판을 사용하고, Bi4Ge3O12를 16 % 포함하는 Bi4Ti3O12 졸겔 용액을 R=0.4로 혼합한 용

액을, 기판상에 이하의 막제조 조건에 의해 막두께 100 nm로 박막을 형성하였다.

[강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550 ℃, 30 분간,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 막표면의 AFM 관찰을 수행한 결과, 가장 요철이 심한 부분을 나타내는 RMAX는 2.001 nm이고, 막 전체의 평활성을

나타내는 Ra는 1.5022 nm로 표면 평활성이 매우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Pt 상부 전극을 형성하고, 상부 Pt와 하부 Pt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의한 막두께 100 nm의 Bi4Ge3O12-

Bi4Ti3O12 강유전체 박막의 강유전 특성 평가를 행하였다. 그 결과를 도 24에 나타내었다. D-E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Pr=19 μC/cm2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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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로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도 25에 나타내었다. 1010회의 분극 반전의 반복에도 막 피로는 거의 보이지 않

으므로, 피로 특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Ge4+에도, Si4+와 동일하게 B 사이트 이온 치환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Bi2SiO5와 동일하게,

Bi2GeO5를 사용할 수 있다.

Bi 2 SiO 5 (BSO)와 Bi 4 Ti 3 O 12 (BIT) 및 Bi 2 SiO 5 (BSO)와 SrBi 2 Ta 2 O 9 (SBT) 고용체

n-프로판올을 용매로 하는 LSO 졸겔 용액을 R=0.4 첨가한 BIT 및 R=0.33 첨가한 SBT를, 각각 25 nm, 50 nm, 100 nm

막두께로 스핀 코팅법에 의해 형성하였다.

또한, BSO를 R=0.4 첨가한 Bi3.25La0.75Ti3O12(BLT) 졸겔 용액을 사용하여, 막두께 10 nm의 초박막화를 동시에 행하였

다.

[강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BIT: 550 ℃, SBT: 600 ℃, 10 분간,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막두께 25 nm의 경우에는 1회 도포, 막두께 50 nm의 경우에는 2회 도포, 막두께 100 nm의 경우에는 4회 도포를 행하였

다. 10 nm BLT 박막의 경우, 1층 도포로, 도포시 회전수를 7000 회전으로 설정하여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상기 실시예와 같이, 상부 Pt 전극(100 μm ø)을 형성하여 P-E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평가하였다. 도 26 및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얻어졌다.

도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통의 인가 전계 500 kV/cm를 인가하였을 때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BIT의 경우, Pr=15 내

지 18 μC/cm2, Ec= ~ 100 kV/cm, SBT의 경우, Pr= ~ 11 μC/cm2, Ec= 6O 내지 70 kV/cm로 양호한 일치를 보였다.

또한,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횡축에 인가 전압을 취한 경우, 막두께 100 nm, 50 nm, 25 nm에 대하여 각각 항전압은,

BIT의 경우, 1 V, 0.5 V, 0.25 V, SBT의 경우, 0.7 V, 0.35 V, 0.2 V로 막두께에 거의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10 nm BSO-BLT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도 28에 나타내었다. 인가 전압 0.5 V에서 포화되었고, Pr=16 μC/cm2,

Ec=100 kV/cm, 0.7 V 인가시에 Pr=17 μC/cm2, Ec=120 kV/cm를 나타내었다. 즉, 두께 10 nm의 BSO-BLT를 사용함

으로써 0.5 V의 구동 전압으로 사용이 가능한 메모리 소자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으로부터, 강유전체 메모리의 저전압 구동화에는 박막화가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예가 없는 강유

전체의 박막화를 달성할 수 있고, Mbit 클래스의 고집적화 메모리를 위한 강유전체 초박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본 발명을 사용함으로써 예비 소성 단계까지 막 중에 존재하는 모든 계면에서 결정핵이 발생하는 효과이고, 그 중

에서도 가장 상부 계면을 효과적으로 강유전체 박막의 결정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

밀하고 평탄한 표면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효과이다.

IV족 원소 함유 촉매 물질의 고용량의 변화에 의한 강유전 특성

BIT 졸겔 용액에 LSO를 R=0.2 첨가한 졸겔 용액을 베이스로, 거기에 BSO 겔을 더 첨가하여 R=0.2(BSO=0), R=0.4

(BSO=0.2), R=0.8(BSO=0.6), R=1.6(BSO=1.4), R=3.2(BSO=3.0)로 5 종류의 혼합 졸겔 용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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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Ti/SiO2/Si 기판상에, 상기 혼합 졸겔 용액을 사용하여 이하의 막제조 조건으로, 스핀 코팅법에 의해 강유전체 박막을

형성하였다.

소성 조건은 500 ℃, 10 분간으로 하고, 막두께는 모두 100 nm로 하였다.

[강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500, 600, 700 ℃, 10 분간, 산소 중에서

의 RTA)을 행하였다.

R=0.4(BSO=0.2)인 BIT 막의 XRD 패턴은, 도 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 온도 500 ℃에서도 양호한 결정성이 확인되

었다.

500 ℃에서 결정화된 5 종류의 BIT 커패시터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도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R의 증대에 반비례하여

Pr이 감소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종래, 유전체를 강유전체에 첨가한 경우, 많은 경우에는 수 %의 첨가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 유전체는 강유전체보다 비유전율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가 전압이 첨가한 수 %의 유전체층에 인가되어, 양호한 강

유전 특성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 BSO 또는 LSO를 강유전체에 첨가한 경우, 베이스가 되는 강유전체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음과 동시에, 지금까지 강유전체가 안고 있었던 과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베이스인 강유전체의 몰농도를 초과하여 R=1.6까지 BSO, LS0를 첨가하더라도 Ec 및 Pr이 상이한 여러 가지 강유

전체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R=3.2로 대부분이 유전체인 경우에는, 강유전성은 물론 발현되지 않았지만, 비유전율이 약 200인 고유전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실시예의 초박막화가 가능하다는 결과와 함께, 본 발명을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강유전체로부터 DRAM용 커패시터

재료 및 초미세 트랜지스터용 고유전율 게이트 산화막 재료까지 목적에 따라 임의의 유전 특성을 갖는 박막을 얻을 수 있

다.

즉, 상기 실시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이스인 강유전체의 몰농도를 초과하어 본 발명에 의한 BSO, LSO를 첨가한 경우,

Ec 및 Pr을 임의의 값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은 고용체를 형성하였다는 증거이다.

다음으로, PZT(Zr/Ti=52/48)에 대하여, BSO를 R=0.025, 0.05, 0.1, 0.2로 첨가한 경우의 강유전체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막제조 조건은 하기의 조건을 사용하였다.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여 막두께를 100 nm로 하였다.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500 ℃, 15 분

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또한, 상부 백금 전극을 형성하고, ⑤ 포스트 어닐링(500 ℃, 5 분간, 1 kg/

cm2 또는 2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도 31에 나타낸 XRD 패턴으로부터, 불과 R=0.025의 BSO 첨가로 양호한 결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호한 표면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PZT 결정핵이 막전체에서 고밀도로 발생한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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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측정한 결과, BIT와 같이 첨가량에 의해 여러 가지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도 32와 같이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PZT와 BSO가 고용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예비 소성 온도를 300 ℃로 한 경우, BSO를 결정화시키지 않고 유기 성분만을 제거한 비결정질 BSO로서 사

용하기 위함이다.

비스무스계 강유전체의 경우, BSO 중의 Bi2O3층을 그대로 비스무스계 층형 구조 강유전체의 Bi2O3층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퍼로브스카이트형 강유전체인 PZT의 경우에는, A 사이트에 Bi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의의 결정계를 다른 결정계로 변화시키는기보다 비결정질로부터 임의의 결정계의 A 사이트에 Bi를 도입하는 편이 용이

하다. 또한, 비결정질이라고는 하지만 구성 원자간에 질서를 가지며, PZT를 선택적으로 결정화시키는 작용은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결정을 비교하더라도 비결정질쪽이 표면적이 크고, 촉매로서의 효과는 비결정질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

본 실시예에서는, 각종 촉매 물질과 종래 강유전체인 BIT, SBT 및 PZT와의 고용체 박막 형성을 행하였다.

모든 강유전체 박막 형성용 졸겔 용액은 5 중량% 농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모든 촉매 물질 형성용 졸겔 용액은 0.3 중

량% 농도의 것을 사용하며, 양자를 혼합하여 원료 용액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Pt/Ti/SiO2/Si 기판을 사용하고, 상기 졸겔

용액을 사용하여 이하의 막제조 조건에 의해, 스핀 코팅법으로 막두께가 20 nm인 박막을 형성하였다. 각각의 혼합 몰비는

BIT가 R=0.4, SBT가 R=0.33, PZT가 R=0.2로 하였다.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여 막두께를 100 nm로 하였다.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600 ℃, 15 분

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고, 상부 백금 전극을 형성하고, 그 후 ⑤ 포스트 어닐링(500 ℃, 5 분간, 1 kg/

cm2 또는 2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 얻어진 박막은 모두 막두께 70 nm의 결정막이고, 도 33 내지 도 35에 나타낸 양호한 강유전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5>

5 중량% 농도의 BST 졸겔 용액에 대하여, 0.1 중량% 농도의 BSO 졸겔 용액을 R=0.2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료 용액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Pt/Ti/SiO2/Si 기판을 사용하고, 상기 졸겔 용액을 사용하여 이하의 막제조 조건에 의해 스핀 코팅법으로

막두께가 20 nm인 박막을 형성하였다.

[고유전체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65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

기 중, 400 ℃에서 5 분간)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600 ℃, 15 분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고, 상

부 백금 전극을 형성하고, 그 후 ⑤ 포스트 어닐링(500 ℃, 5 분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 얻어진 막두께 20 nm의 박막은 매우 양호한 결정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기 특성은 도 36과 같았다. 비유전

율은 약 600으로 벌크와 같은 수준의 값이 얻어졌다.

다음으로, 2 중량% 농도의 Bi2223 졸겔 용액에 대하여, 0.3 중량% 농도의 BSO 졸겔 용액을 R=0.4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

료 용액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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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산화막 제거 후의 Si(100) 기판을 사용하고, 상기 졸겔 용액을 사용하여 이하의 막제조 조건에 의해, 스핀 코팅법으로

막두께가 20 nm인 박막을 형성하였다.

[초전도 박막 형성 조건]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700 ℃, 1 분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고, 상부 백

금 전극을 형성하고, 그 후 ⑤ 포스트 어닐링(500 ℃, 5 분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 얻어진 막두께 15 nm의 박막은, 도 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Bi2223 단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양호한 결정막이었다.

BST는 차세대 DRAM의 SiO2를 대신하는 게이트 산화막 재료로서 기대되어, 지금까지 10 년 이상 연구가 계속되어 왔지

만(문헌[Kazuhide Abe and Shuichi Komatsu, Jpn. J. Appl. Phys., 33(1994) 5297-5300]), Ba0.5Sr0.5TiO3(BST) 퍼로

브스카이트형 고유전체 재료 및 Bi2Sr2Ca2Cu3Ox(Bi2223) 초전도 산화물 재료에 있어서, 고체 산촉매 물질을 사용함으로

써 양호한 특성을 갖는 박막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예 6>

도 3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으로서 1.8 nm 두께의 비결정질 Si3N4 피복 Si 기판상에, BSO-BIT 박막을 졸겔법에

의해 막제조하였다. 강유전체 박막의 막두께는 150 nm로 하였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BIT 졸겔 용액과 BSO 졸겔 용액의 혼합 용액(R=0.4)을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4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500 ℃, 30 분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고, 상부 백금 전극을 형

성하였다.

얻어진 BIT-BSO 결정 박막은,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결정성을 나타내었고, 도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다이오드 특성이 얻어졌다.

다음으로, 기판으로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단결정 Si(100) 기판을 사용하고, 그 위에 SBT 졸겔 용액과 BSO 졸겔 용액

의 혼합 용액(R=0.33)을 ① 스핀 코팅(500 rpm에서 5 초간 -> 4000 rpm에서 20 초간), ② 건조(대기 중, 150 ℃에서 2

분간), ③ 예비 소성(대기 중, 400 ℃에서 5 분간)의 일련 공정을 3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④ 소성(결정화)(600 ℃, 30 분

간, 1 kg/cm2 산소 중에서의 RTA)을 행하였다.

이 때, 도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결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 38(b)에 나타낸 바와 같은 Al/BSO-SBT/Si 트랜지스터를 제조한 결과, 도 42, 도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호한

트랜지스터 특성이 얻어졌다.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광변조기;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선형 센서; DRAM이나 MMIC용 커패시터, 강유전체 디바이스 또

는 반도체 장치 구성의 일부로서, 집적 회로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유전체 소자를 비휘발성 메모리의 용량부로

하고, 또한 강유전체 소자를 FET의 게이트부에 적용하여 게이트 절연막, 소스/드레인 영역 등을 조합하여 형성함으로써

MFMIS-FET, MFS-FET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를, 박막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기판 또는 소자에 사용하는 경우, 통상 기판상에 도전막을 개재하거

나 개재하지 않고 산화물 재료의 박막이 형성된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판은 실리콘, 게르마늄 등의 원소 반도체,

GaAs, ZnSe 등의 화합물 반도체 등의 반도체 기판, Pt 등의 금속 기판, 사파이어 기판, MgO 기판, SrTiO3, BaTiO3, 유리

기판 등의 절연성 기판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 기판이 바람직하고, 실리콘 단결정 기판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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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는 도전막은 통상 전극이나 배선으로 사용되는 도전성 재료라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Pt, Ir, Au,

Al, Ru 등의 금속 또는 합금, IrO2, RuO2 등의 산화물 도전체, TiN, TaN 등의 질화물 도전체 등의 단층막 또는 적층막을

들 수 있다. 도전막의 막두께는, 예를 들면 100 내지 200 nm 정도를 들 수 있다.

도전막과 기판 사이에는 절연층 및 접착층 등의 중간층을 형성할 수 있다. 절연층은, 예를 들면 SiO2, Si3N4 등에 의해 형

성할 수 있다. 또한, 접착층으로는, 기판과 도전막 또는 절연층과 도전막의 접착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재료

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탄탈, 티탄 등의 고융점 금속을 들 수 있다. 이들 중간층은 열산화법, CVD법, 스퍼터

링법, 진공 증착법, MOCVD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산화물 재료는 졸겔법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MOCVD법, 레이저 연마법, 스퍼터링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고체 산촉매 물질과 촉매 활성 물질로서의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

와의 고용체를 포함하므로,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에 가장 강한 공유 결합성을 도입

할 수 있고, 활성 수소(H+)나 인가 전계(e-) 등의 이온이 작용하는 공정에서의 반응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부터, 퍼로브

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의 수소 열화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 중의 조성 분포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메모리 소자에의 응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체 촉매 물질의 작용으로 인하여,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를 저온에서 효과적

으로 결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체의 형성에 의해, 결정 입자끼리 격자의 불일치를 경감시킬 수 있고, 치밀하고 평활

한 계면 및 표면 형태를 얻을 수 있고,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막을 소자에

사용한 경우, 소자의 누설 특성을 개선하고, 양호한 히스테리시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호한 결정성, 평활한 막표면, 이

상(異相)을 포함하지 않는 양호한 계면 등으로 인해, 양호한 피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에서의 결정 격자 중 또는 산소 팔면체 중의 양이온 위

치에 Si4+, Ge4+, Sn4+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효과는 현저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촉매 형성용 겔 용액과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형성용 겔 용액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저온 결정화, 평활한 계면 및 막표면 등을 갖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

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를 간편하면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BO3, (Bi2O2)
2+(Am-1BmO3m+1)

2-(식 중, A는 Li+, Na+, K+, Pb2+, Ca2+, Sr2+, Ba2+, Bi3+, Y3+, Mn3+ 및 La3+로 이

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단 A가 Ba2+를 포함하는 경우는 A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B는

Ru3+, Fe3+, Ti4+, Zr4+, Cu4+, Nb5+, Ta5+, V5+, W6+ 및 Mo6+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

온이고, m은 1 이상의 자연수임), LnBa2Cu3O7, Z2Ba2Can-1CunO2n+4 또는 ZBa2Can-1CunO2n+3(식 중, Ln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Z는 Bi, Tl 및 Hg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n은 1 내지 5의 자연수임)로 표시되는 산

화물, 및 Si 및 G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원소가 함유된 촉매 물질로 이루어진 퍼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재료.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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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구성하는 결정 격자 중의 양이온 위치에 Si4+ 또는 Ge4+을 포함하는 산화

물 재료.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재료를 구성하는 산소 팔면체의 중심에 Si4+ 또는 Ge4+을 포함하는 산화물

재료.

청구항 4.

ABO3, (Bi2O2)
2+(Am-1BmO3m+1)

2-(식 중, A는 Li+, Na+, K+, Pb2+, Ca2+, Sr2+, Ba2+, Bi3+, Y3+, Mn3+ 및 La3+로 이

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단 A가 Ba2+를 포함하는 경우는 A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B는

Ru3+, Fe3+, Ti4+, Zr4+, Cu4+, Nb5+, Ta5+, V5+, W6+ 및 Mo6+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

온이고, m은 1 이상의 자연수임), LnBa2Cu3O7, Z2Ba2Can-1CunO2n+4 또는 ZBa2Can-1CunO2n+3(식 중, Ln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Z는 Bi, Tl 및 Hg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n은 1 내지 5의 자연수임)로 표시되는 산

화물, 및 CaO, BaO, PbO, ZnO, SrO, MgO, FeO, Fe2O3, B2O3, Al2O3, In2O3, Y2O3, Sc2O3, Sb2O3, Cr2O3, Bi2O3,

Ga2O3, CuO2, MnO2, ZrO2, TiO2, MoO3, WO3, V2O5 및 란타노이드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산화물 및 SiO2, GeO2 및 SnO2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복합 산화물

재료인 촉매 물질로 이루어진 퍼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물 재료.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복합 산화물 재료가 X2SiO5, X4Si3O12, X2GeO5, X4Ge3O12, X2SnO5 및 X4Sn3O12(식 중, X는 Ca2+,

Ba2+, Pb2+, Zn2+, Sr2+, Mg2+, Fe2+, Fe3+, B3+, Al3+, In3+, Y3+, Sc3+, Sb3+, Cr3+, Bi3+, Ga3+, Cu4+, Mn4+, Zr4+,

Ti4+, Mo6+, W6+, V5+, La3+, Ce3+, Pr3+, Nd3+, Pm3+, Sm3+, Eu3+, Gd3+, Tb3+, Dy3+, Ho3+, Er3+, Tm3+, Yb3+,

Lu3+임)로 표시되는 재료인 산화물 재료.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Li, Na, K, Pb, Ca, Sr, Ba, Bi, La, Ru, Fe, Ti, Zr, Cu, Nb, Ta, V, W 및 Mo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2종 이상의 금

속 알콕시드 또는 유기산 금속염을 혼합하여 형성되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 형성용 겔

용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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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Ba, Pb, Zn, Sr, Mg, Fe, B, Al, In, Y, Sc, Sb, Cr, Bi, Ga, Cu, Mn, Zr, Ti, Mo, W, V,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금속과, Si, Ge 및 Sn으로 이루어지는 군에

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 족 금속과의 금속 알콕시드 또는 유기산 금속염을 혼합하여 형성되는 촉매 물질 형성용 겔 용

액을 무수 상태로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기판상에 도포하여 소성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산화물 재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ABO3, (Bi2O2)
2+(Am-1BmO3m+1)

2-(식 중, A는 Li+, Na+, K+, Pb2+, Ca2+, Sr2+, Ba2+, Bi3+, Y3+, Mn3+ 및 La3+로 이

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B는 Ru3+, Fe3+, Ti4+, Zr4+, Cu4+, Nb5+ , Ta5+, V5+, W6+

및 Mo6+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m은 1 이상의 자연수임), LnBa2Cu3O7 ,

Z2Ba2Can-1CunO2n+4 또는 ZBa2Can-1 CunO2n+3(식 중, Ln은 Y,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및 Lu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Z는 Bi, Tl 및 Hg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이온이고, n은 1 내지 5의 자연수임)으로 표시되는 퍼로브스카이트 또는 층형 퍼로브스카이트 구조

산화물을 형성하기 위한 축중합 반응물과,

CaO, BaO, PbO, ZnO, SrO, MgO, FeO, Fe2O3, B2O3, Al2 O3, In2O3, Y2O3, Sc2O3 , Sb2O3, Cr2O3, Bi2O3, Ga2O 3,

CuO2, MnO2, ZrO2, TiO2, MoO3, WO 3, V2O5 및 란타노이드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산화물

과 SiO2, GeO2 및 SnO2 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IV족 원소의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산화물 재료

를 형성하기 위한 축중합 반응물의 무수 혼합물을 포함하는 산화물 형성용 혼합 용액.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복합 산화물이 X2SiO5, X4Si3O12, X2GeO5, X4Ge3O12, X2SnO5 및 X4Sn3O12(식 중, X는 Ca2+, Ba2+,

Pb2+, Zn2+, Sr2+, Mg2+, Fe2+, Fe3+, B3+, Al3+, In3+, Y3+, Sc3+, Sb3+, Cr3+, Bi3+, Ga3+, Cu4+, Mn4+, Zr4+, Ti4+,

Mo6+, W6+, V5+, La3+, Ce3+, Pr3+, Nd3+, Pm3+, Sm3+, Eu3+, Gd3+, Tb3+, Dy3+, Ho3+, Er3+, Tm3+, Yb3+, Lu3+임)

로 표시되는 산화물인 용액.

청구항 12.

기판상에 도전성 재료막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성 재료막 위에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산화물 재료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산화물 재료막 피복 기판.

청구항 13.

기판상에 하부 전극,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산화물 재료막 및 상부 전극이 이 순서대로 형성되어 구성

된 소자.

청구항 14.

반도체 기판상에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산화물 재료막 및 도전성 재료막이 형성되고, 상기 도전성 재료

막의 양측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 표면에 한쌍의 불순물 확산층이 형성되어 구성된 반도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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