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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급속 열처리를 행한 LiNbO3/Si(100)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이트 전극을 증착하여 금속/강유전체/반
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FSFET)를 제작하였으며, 비휘발성 메모리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Pt 전극을 사
용하여 제작한 FET에서는 같은 “read” 전압 1.5 V에서, “on” 상태의 드레인 전류가 “off” 상태의 드레인 전류보다
1000배 이상 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작한 MFSFET가 메모리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
극 반전에 사용된 전압이 ±4 V로 낮으므로 저전력 소비용 집적회로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레인
전류의 시간 의존성, 즉 retention 측정 결과 Al 전극이나 poly-Si 전극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Pt 전극의 경우에는 2일 동안 측정된 결과가 초기 값과 거
의 일치하는 우수한 retention 특성이 확인되었다.

Abstract
Metal/ferroelectric/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s(MFSFET's) with various gate electrodes, that are aluminum,
platinum and poly-Si, using rapid thermal annealed LiNbO3/Si(100) structures were fabricated and the properties of the
FET's have been discussed. The drain current of the “on” state of FET with Pt electrode was more than 3 orders of
magnitude larger than the “off” state current at the same “read” gate voltage of 1.5 V, which means the memory operation
of the MFSFET. A write voltage as low as about ±4 V, which is applicable to low power integrated circuits, was used
3
for polarization reversal. The retention properties of the FET using Al electrode were quite good up to about 10 s and
using Pt electrode remained almost the same value of its initial value over 2 days at room temperature.

1. 서

론

최근 비휘발성 메모리 응용을 위한 강유전체 박막
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국내는 물론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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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금속/강유전체/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FSFET) 구조 [1,2]
는 기존의 DRAM 구조를 채택한 소자와 달리 비파
괴적 읽어내기가 가능하며 셀 면적이 작아 더 높은

정순원․김광호

집적도를 얻을 수 있으며, 고속구동, 고내구성, 저

S iO 2

소비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메모리이다

p -S i(1 0 0 )

[3,4]. 현재까지는 Pb(Zr,Ti)O3, SrBiTa2O9 등 산화물
계 강유전체들에 대한 연구와 불화물계 강유전체인

1 ) th e rm a l o x id a tio n (w e t)

BaMgF4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5,6], 이

S iO 2

러한 강유전체들을 실리콘 위에다 직접 형성시킨

n+
p -S i(1 0 0 )

상태에서는 강유전성을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
조적․전기적 특성이 양호한 MFS 구조의 보고는
매우 적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산화물
계 강유전체들이 실리콘 위에서는 산화물과 반응하
여 실리콘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강유전성을
잃게 되며, 따라서 계면에서도 원자적으로 안정되
지 않기 때문이다 [7,8]. 이러한 구조에서 양호한 특
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도체 위에 직접 강유전체 박
막을 증착 시킴과 동시에 박막의 강유전 성질 유지
와 정상적인 FET 동작을 위한 강유전체 박막과 반
도체 인터페이스 사이의 Dit(interface trap density)가
작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LiNbO3 강유전체 박막을
이용한 MFS 커패시터의 전기적․구조적 특성 [9,10],
비휘발성 메모리 응용을 위한 MFSFET의 특성 [11]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화물
계 강유전체인 LiNbO3 박막을 이용한 MFSFE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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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화물계 강유전체인 LiNbO3를 이용한 MFSFET
의 제작 순서도.

게이트 전극을 변화시켜 가면서 비휘발성 메모리로
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특성 평
가를 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논의한다.

유기 세척과 RCA 세척법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wet

2. 실험 및 결과
2.1 MFSFET의 제작

시킨 후, P2O5 소스로 1 시간 동안 확산시켰다. 이
때 생성된 접합 깊이는 약 2 ㎛ 이다. Si 표면의 열
산화막을 모두 제거시킨 후, LiNbO3 막을 형성시켰

본 실험에서는 산화물계 강유전체인 LiNbO3 박막
을 Si 위에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해

다. 두 번째 메탈마스크는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
영역의 전극 증착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전극은 thermalevaporator를 사용하여 Al을, E-gun evaporator를 사용하

직접 증착시켰다. 그림 1에 LiNbO3를 이용한 MFSFET
의 제작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에서는 2장의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전형적인

여 Pt과 poly-Si을 각각 증착 시켰다. 참고로 본 실
험에 사용된 시료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의 크기는
10 mm×10 mm이다. 이 시료는 12개의 MFSFET와 계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 수보다
적은 것이다. 공정이 간단하면서도 dry-process를 견
지함으로써 디바이스 특성이 공정 과정에 그다지

면 특성 측정용 MFS-capacitor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FET에 있어서 게이트의 길이 L과 게이트 폭 W는
각각 50 ㎛, 500 ㎛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 것이
다. Si 웨이퍼는 비저항이 6～9 Ω‧㎝인 붕소가 도

의 특성 평가에는 Precision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HP4156A)를 사용하여 전류-전압 특성, 메
모리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핑된 p-type Si(100)를 사용하였으며, 이 웨이퍼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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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법으로 약 1 ㎛의 열산화막을 형성시켰다.
+
첫 번째 메탈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 및 드레인의 n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산화막의 일부분을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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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FS 디바이스의 특성

0.5 V에서 “on” 상태 (250 ㎂)의 드레인 전류는 “off”

그림 2는 게이트 전극 변화에 따른 n-채널 MFSFET
의 선형영역(VD=0.1 V)에서의 드레인 전류-게이트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같은 read 전압 0.5 V에 대해

전압(ID-VG) 특성을 보인 것이다. 서로 다른 세가지

유전체 LiNbO3 박막의 분극이 반전되어 소스-드레인

전극을 사용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LiNbO3 박막의

간의 채널이 “on” 에서 “off” 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강유전성으로 인하여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관측됨을

이것은 제작한 MFSFET가 메모리로서 동작하는 것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휘발성 메모리 동작에 적

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에서는 write 전
압이 ±3 V로 낮은 전압에서 구동시킬 수 있었던
바, 이는 저 전력 소비용 집적회로에 응용 가능성이

상태 (20 ㎁)의 전류보다 약 4 order 정도 증가했음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
프로부터 산출한 전자의 전계효과 이동도는 Pt 전극
이 370 cm2/V‧s 이고, Al과 poly-Si이 각각 420 cm2/V‧s,
530 cm2/V‧s 이었으며, 상호 컨덕턴스는 Pt 전극이

서 미리 인가한 write 전압의 극성을 바꿈으로써 강

0.13 mS/mm, Al과 poly-Si이 각각 0.14 mS/mm, 0.19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Pt 전극을 사용한 FET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 (ID-VD) 특성을 보인 것이다. 게이트 전

mS/mm 이었다. 또한 각각의 게이트 전압 swing 은
170 mV/decade, 130 mV/decade, 120 mV/decade 였다.
그림 3은 Al 전극을 사용한 FET의 드레인 전류-

극에 +4 V 및 -1 V의 write 전압을 1 초 동안 인가
한 후 측정한 전류-전압 곡선이다. 게이트 전압은
1.5 V에서 3 V까지 0.5 V step이다. 특히, VD가 4 V에

드레인 전압(ID-VD) 특성을 보인 것이다. 그래프에
서 보이는 실선은 게이트 전극에 +3 V의 write 전압
을 1 초 동안 인가한 후 측정된 특성곡선이고, 점선

서 write, read 전압을 각각 +4 V, 1.5 V를 인가한 경우,
드레인 포화전류 IDS는 20 ㎂ (on상태)이었고, 반면

은 게이트 전극에 -3 V의 write 전압을 1 초 동안
인가한 후 측정한 전류-전압 곡선이다. 게이트 전압
은 0 V에서 2 V까지 0.5 V step이다. 특히, VD가 3

그림 5는 poly-Si 전극을 사용한 FET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ID-VD) 특성을 보인 것이다. 게이트
에 +3 V 및 -4 V의 write 전압을 1 초 동안 인가한

V에서 write 전압을 +3 V, read 전압을 0.5 V 인가한
경우, 드레인 포화전류 IDS는 250 ㎂(on상태)이었고,
반면 write 전압을 -3 V, read 전압을 0.5 V 인가한

후 측정한 전류-전압 곡선이다. 게이트 전압은 -1 V
에서 0 V까지 0.5 V step이다. 이 전극의 경우에는
게이트 누설전류가 다른 전극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경우에는 20 ㎁ (off상태)이었다. 즉, 같은 read 전압

그림 6은 서로 다른 3 개의 전극을 사용한 FET

-1 V, 1.5 V를 인가한 경우에는 20 ㎁ (off상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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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게이트 전극 변화에 따른 선형영역에서의 n채널 MFSFET의 드레인 전류-게이트 전압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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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 전극을 사용한 MFSFET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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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t 전극을 사용한 MFSFET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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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oly-Si 전극을 사용한 MFSFET의 드레인
전류-드레인 전압 특성.
에 대한 드레인 전류의 시간 의존성, 즉 retention 측
정 결과를 보인 것이다. 게이트에 삽입된 그림과 같
은 파형의 펄스를 1 초 동안 인가한 후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전극 모두에서 초기값과 큰 차이가 없는
일정한 값이 유지되었다. 반면 on 상태에서는 Al 전
극이나 poly-Si 전극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고, Pt 전극의 경우에는 2일 동안 측정된
결과가 초기 값과 거의 일치하는 우수한 retention
특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연구 중
에 있으며 게이트 누설전류를 줄이는 방법 등에
의해 앞으로 특성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이다. 그림 2의 드레인 전류-게이트 전압(ID-VG)
특성 곡선으로부터 “write” 전압의 reference 전압을
잡아 on 상태와 off 상태를 측정하였다. Al, Pt, poly-Si

3. 결

전극 각각에 있어서의 reference 전압은 0.1 V, 1.5 V,
-0.65 V이다. FET의 게이트에 인가한 “write” 전압
을 전계로 환산하면 Al 전극이 ±400 ㎸/㎝, Pt 전극

그 전극의존성을 논의하였다. ID-VG 그래프의 선형
영역으로부터 산출한 전자의 전계효과 이동도는 Pt
전극이 370 cm2/V‧s 이고, Al 전극과 poly-Si 전극이

이 ±278 ㎸/㎝, poly-Si 전극이 약 ±400 ㎸/㎝이다.
결과적으로 off 상태에서의 드레인 전류의 변화는

각각 420 cm2/V‧s, 530 cm2/V‧s 이었다. 드레인 전
류의 시간 의존성, 즉 retention 측정 결과는 off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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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bO3 강유전체 박막을 이용한 MFSFET's 의 게이트 전극 변화에 따른 특성

태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세가지 전극 모두에서 초
기값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전류값이 거의 일치하였
으나, on 상태에서는 Al 전극이나 poly-Si 전극의 경
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큰 폭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Pt 전극의
경우에는 2일 동안 측정된 결과가 초기 값과 거의
일치하는 우수한 retention 특성이 확인되었다. 현재

[3] J. F. Scott, and C. A. Araujo, Science 246, 1400
(1989)
[4] C. A. Araujo, J. D. Cuchiaro, L. D. Mcmillan,
M. C. Scott, and J. F. Scott, Nature(London)
374, 627 (1995)
[5] K. H. Kim, J. D. Kim, and H. Ishiwara, Appl.
Phys. Lett. 66(23), 3143 (1995)

정확한 원인은 연구 중에 있으며 게이트 누설전류

[6] K. H. Kim, J. D. Kim, and H. Ishiwara, Jpn. J.

를 줄이는 방법 등에 의해 앞으로 특성 개선의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Y. Matsui, M. Okuyama, M. Noda and Y. Hama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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