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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iscoveries of ferroelectric properties in ultrathin doped hafnium oxide (HfO2) have led to the expectation

that HfO2 could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perovskite materials and be applied to electron devices such as Fe-Random

access memory (RAM), ferroelectric tunnel junction (FTJ) and negative capacitance field effect transistor (NC-FET) device. As

research on hafnium oxide ferroelectrics accelerates, several models to analyze the polarization switching characteristics of

hafnium oxide ferroelectrics have been proposed from the domain or energy point of view.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in-depth consideration of models that can fully express the polarization switching properties of ferroelectrics. In this paper, a

Zr-doped HfO2 thin film based metal-ferroelectric-metal (MFM) capacitor was implemented and the polarization switching

dynamics, along with the ferroelectric characteristics, of the device were analyzed. In addition, a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n applicable model of HfO2-based MFM capacitors by applying various ferroelectric switching characteristics models.

Key words ferroelectric, switching dynamics, HfO2, polarization-electric field curve.

1. 서 론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생

성되고 있으며 생성된 대량의 정보들은 거대한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환경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고속, 고밀

도 및 저전력 소모를 갖는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의 필

요성이 꾸준히 재기되어 왔다. 현재 상용화되어 널리 쓰

이는 플래쉬 메모리(NAND Flash)도 끊임없는 진화를 통

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작속도 및 높

은 동작 전압등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물리적, 전

기적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제안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강유전체의 안정적인 분극 상태 변화

(-P, +P)를 이용한 메모리는 전기장에 의한 구동으로 인

한 저전력 비휘발성 메모리 구현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강유전체를 이용한 메모리 연구는 주로

Pb(Zr,Ti)O3(PZT), SrBi2Ta2O9(SBT) 등의 페로브스카이트

강유전체를 기반으로 연구가 되어져 왔다.1,2) 하지만 페

로브스카이트 강유전체는 50 nm 이하의 두께에서 강유

전성이 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scale down에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3) 그러나 최근에 수 nm 두께의 HfO2 박

막에서 강유전성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HfO2 박막은 CMOS 공

정 호환성이 우수하며 Zr, Al, Si, Gd, Y 등 불순물을

주입하여 결정화도 및 강유전 특성을 쉽게 조절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 HfO2 기반 ferroelectric

tunnel junction(FTJ) 소자 또는 Fe-RAM 등의 응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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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보고 되고 있으며, 저전력 반도체 구현을 위한

NC-FET(negative capacitance FET)의 응용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4-8) 또한 HfO2 기반 강유전체의 성

공적인 소자 응용을 위해서 강유전체의 분극 반전 메

커니즘에 기반한 모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현

재까지 강유전체의 분극 반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도메인 관점의 현상학적 이

론을 바탕으로 한 kolmogorov-avrami-ishibashi(KAI),

nucleation limited switching(NLS) 모델과 2개의 안정된

state 사이의 분극 반전을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한

Landau-Khaltnikov 이론 기반 모델이 있다. 그러나 강유

전체의 분극 특성을 완벽히 표현 할 수 있는 모델에 대

한 심도 있는 고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Zr이 도핑된 HfO2 박막 기반의 금속/

강유전체/금속(metal/ferroelectric/metal, MFM) 커패시터를

구현하고 소자의 강유전 특성과 함께 분극 스위칭 동역

학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강유전

체 스위칭 특성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HfO2 기반 MFM 커패시터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Zr을 도핑한 HfO2를(HZO) 강유전체 층으로 사용하는

MFM 커패시터가 제조되었고 전체적인 구조는 Fig. 1에

서 보여주고 있다. atomic layer deposition(ALD) 시스

템을 이용하여 TiN 하부 전극 상에 두께 7 nm의 도핑

된 HfO2 막이 성장되었다. HZO 박막은 사이클 당 약

0.094 nm 속도로 증착하였고 이 사이클 수를 제어함으

로 HZO 두께를 제어하였다. 이 후 RF sputtering에 의

해 HZO 위에 10 nm 두께의 TiN 전극을 증착한 후,

600 oC에서 20초간 annealing을 수행하여 결정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TiN 막 위에 Pt 전극을 40 nm 증착

시킨 후 Pt 하드마스크를 이용하여 패터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통해서 HZO 박막의 두

께가 정확하게 성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a)].

HZO 박막 커패시터의 도메인 반전 현상을 확인하기 위

해서 piezoelectric force microscopy(PFM, Park XE7

Park systems)을 이용하여 인가 전압에 따른 분극 반전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 2(b)와 (c)는 HZO 박막에 -3 V

와 3 V 전압을 인가 했을 때 영역별 phase 분포를 보여

준다. -3 V 인가 시에는 -60o ~ -80o 사이의 위상 분포를

보여주는 반면 3V 인가 시에는 +위상의 값을 가지는 영

역이 증가하였다. 이는 분극의 정렬 방향이 인가한 전

기장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되는 HfO2가 강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Fig. 3는 강유전체에 전압 펄스를 인가하여 분극 스위

칭 동역학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측정을

위해서 외부 직렬저항(Rs)와 HZO 강유전체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한 뒤 파형발생기(Agilent 81110A)를 이용하

여 2.5 V, 25 µsec의 폭을 가지는 펄스전압을 인가하여

Fig. 1. Schematic structure of a Hf0.5Zr0.5O2(HZO) MFM capacitor.

Fig. 2. (a) Cross section TEM image of a 7 nm thick HZO film on TiN substrate. (b), (c) PFM out-of-plane-phase image recorded writing

an area of 1×1 µm2 with -3 V (b) and +3 V (c) potential using a biased conductiv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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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O 커패시터에 인가되는 전압(VF)을 측정하였다[Fig.

3(a)]. 이 데이터로부터 강유전체의 분극 스위칭 전류(iR)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그 전류량

으로부터 커패시터의 전하량(Q)를 구할 수 있다. 

iR(t) = (Vs(t) − VF(t))/R, Q(t) =  ∫0
t
iR(t)dt (1)

최종적으로, 커패시터의 전하량을 기반으로 HZO의 분

극-전압(P-V)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을 Fig. 3(b)와 같

이 얻을 수 있었으며 48 µC/cm2의 2Pr(잔류분극, remnant

polarization)과 300 MV/m의 2Ec(항전기장, coercive field)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HZO의 스위칭 동역학 분석을 위해서 도메인 관점의

강유전 특성 분석 모델인 KAI 모델 기반의 NLS 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두 모델의 차이는 다결정

강유전체 박막의 불균일한 핵 성장의 고려 여부이다. 분

석을 위한 측정은 특정한 전압 펄스들을 Fig. 4(a)와 같

이 구성하여 스위칭과 비스위칭시의 분극값(Psw, Pns)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eset pulse(펄스폭 6 µsec, 진

폭-2.5 V), A1, A2, A4(펄스폭 6 µsec, 진폭-2.5 V) 펄스

를 사용하였으며, 각 펄스 간 6 µsec의 지연 시간을 주

었다. A3 펄스는 200 ns에서 50 µsec로, 진폭은 0.5 V에

서 2.5 V로 변화시켰다. 시간에 따른 분극 변화량 ∆P(t)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2)

여기서 F(logt0) 함수는 각 도메인의 핵 성장 속도의 불

균일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Lorentzian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

여기서 t0는 도메인 핵 성장속도, ω는 분포정도를 의미

한다. NLS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일반적

으로 원통형 핵 성장을 의미하는 차원 n = 2, 분포함수

ω = 0.3으로 설정하였을 때 핵 성장속도 t0는 5.067 ×

10−17 sec이었다. Fig. 4(b)는 2 V가 인가된 HZO의 분극

스위칭 실험 결과와 KAI, NLS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모델의 시뮬

레이션 결과가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극 스위칭을 도메인 형태의 크기를 기반으로 설

명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메인 패턴과 결함이 존재하는

다결정 HZO 박막의 스위칭 특성을 두 모델이 분석하

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잔류 분

극과 항전기장을 고려한 에너지 관점에서의 분극 스위

칭 모델이 박막에서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효과

적이므로 Landau-Khalatnilov L-K) 모델을 분극 스위칭

분석을 위해 고려되었다. 깁스 에너지(Gibb’s Free energy)

이론을 기반으로 한 L-K 모델은 시간에 따른 분극의 변

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4)

여기서 E(t)는 시간에 따른 강유전 박막에 인가되는 전

계이고 α, β, γ는 잔류분극 및 항전기장 특성을 결정하

는 Landau 계수이다. ρ는 도메인 스위칭에 대한 내부

저항이다. 그러나 식 (4)는 다결정 구조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은 단일 결정의 스위칭 특성 모델로서 특정

한 시간에 강유전 박막의 분극 특성은 균일한 결과를 보

여주기 때문에 다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핑된 HfO2

의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도메인의 생성과 성

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웃한 도메인 간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식 (5)와 같이 L-K 모델을 변형하

였다.

P t( )Δ 2P
S

1 exp t t
0

⁄( )– n( )–[ ]F logt
0

( )d logt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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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t
0

( )
1

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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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t logt
0

–( )2 ω2+
---------------------------------------------=

ρ
dP t( )

dt
------------- E t( ) 2αP t( ) 3βP3 t( ) 6γP5 t( )+ +[ ]–=

Fig. 3. (a) Ferroelectric voltage (VF) transient with applied pulse voltage (-2.5 V → 2.5 V → -2.5 V) and (b) Polarization-Electric field
(P-E) curve.



102 안승언

(5)

여기서 PN은 N번째 도메인의 분극, E(t)는 인가되는 전

기장을 의미한다. 즉, 다결정 구조의 박막에서 모든 도

메인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의 도메인마다 서

로 다른 강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분포를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Landau 계수 α, β, γ와

내부저항 등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도록 설정되었다. 이

는 항전압(Vc)에서 급격한 분극 변화를 보이지 않고 항

전압 이하에서부터 서서히 분극 변화가 일어나는 Fig.

3(b)의 분극-전압(P-V) 특성에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식 (5)에서 αN, βN, γN는 N번째 도메인의 Landau 정적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ρN은 N번째 도메인의 내부저항을 의

미한다. k는 강유전체 박막의 상호작용 파라미터로, 이웃

한 도메인간의 커플링 효과를 나타낸다. α, β, γ는 열평

형 상태(dU/dP = −ρdP/dt = 0)에서 second-order transition

을 가정하여 얻을 수 있다. 도메인의 수 N의 크기는

500 nm × 500 nm 크기의 HfO2 박막의 PFM topology

모드로부터 확인하였다(Fig. 5).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은

분극이 up 방향으로 고정된 도메인으로 스위칭 가능한

도메인이 모두 확장될 경우 크기가 같아진다고 가정하

였다. 분석결과 평균적인 도메인 크기는 약 41 nm로 확

E
N

t( ) 2α
N

P
N

t( ) 4β
N

P
N
3 t( ) 6γ

N
P
N
5 t( )+ +[ ]=

 k P
N

t( ) P
N 1+

t( )–( ) P
N 1–

t( ) P
N

t( )–( )–[ ]
ρ
N

A
------i

F
t( )+ +

Fig. 5. PFM topology image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domains

of Zr-doped HfO2.

Fig. 4. (a) Pulse train for evaluating switching characteristics of Zr-doped HfO2 using KAI and NLS model. (b) Fitting results based on

KAI model and NLS model under 2 V applied condition.



Hf0.5Zr0.5O2 강유전체 박막의 다양한 분극 스위칭 모델에 의한 동역학 분석 103

인되었으며 고정된 도메인 영역을 제외한 스위칭 가능

한 도메인 수는 약 127개로 확인되었다. 이를 전체 샘

플 사이즈 크기에 맞게 확장하면 스위칭 가능한 도메인

의 수는 약 25,000개 임을 추정할 수 있다. 확보된 파

라메터들을 적용한 L-K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6(a)에서 볼 수 있다. 분극 스위칭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P-E 특성은 유사하지만 분극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는 측정된 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앞서 Landau 계수가 열평형 상태의 조건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자 곡선의 결과값을 얻

을 수 있는데 실제 비 평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스

위칭 전류(iF(t))를 더하여 P-E 특성 곡선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L-K 모델의 한계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실제

로 강유전체 박막 내에 흐르는 스위칭 전류는 초기 펄

스신호 인가 시에만 흐르게 되는데 그 양이 크지 않고

얇은 박막의 두께로 인해서 전류의 양이 작아져 P-E 히

스테리시스 곡선 특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S자 곡

선 특성을 띄면서 실제 측정 데이터와 많은 오차를 발

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수치적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산함으로써 여러 가

지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위칭 전

류를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초기 몇 개의 분극값을 기반

으로 다음 분극 값을 유추할 수 있도록 상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는 수치해석 모델인 오일러 방법(Euler method)

를 L-K 모델에 접목 하여 실제 측정데이터의 의존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분극 파라미터에 대한 오일러 식을 적

용한 Landau-Euler (L-E) 모델은 N번째 도메인의 시간

에 따른 강유전체 분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여기서 h는 초기 분극 값 Pt와 다음 분극 값 Pt+1 사이

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PN은 N번째 도메인의 분극값

을 의미하며 P(N,t+1), P(N,t)은 동일한 도메인의 시간에 따

른 분극값을 나타낸다. 각 파라메터들은 다결정 구조임

을 감안하여 L-K모델과 동일하게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웃한 도메인 간 상호작용을 고

려하기 위해 제일 바깥에 위치한 도메인은 벌크에 있는

도메인보다 이웃한 도메인의 수가 적다는 free boundary

조건이 적용하였다. 또한 free boundary condition에 대

해 이웃한 도메인에서도 분극 반전이 일어나며, 중심 도

메인의 반전 특성을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Fig. 6(b)는 L-

E 모델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K

모델의 결과와 다르게 항전압(Vc) 영역 부분의 특성 곡

선이 측정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이는

L-E 모델이 강유전체의 분극 반전 거동을 도메인간 상

호 관계 및 시간에 따른 분극량의 상호 관계를 고려함

으로써 완벽하게 재현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D 공정으로 성장시킨 Zr 도핑된

HfO2 기반의 MFM 커패시터에 대해 Dynamics, PUND,

PFM 측정을 통해 스위칭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강유

전체의 분극 반전 모델의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강

유전체 분극 반전을 도메인 핵 생성 및 성장 과정을 통

해 설명하는 KAI 모델과 NLS 모델은 PUND 측정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짧은 스위칭 영역에서는 일치하나 스

위칭 시간이 증가할수록 예측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얇은 박막의 다결정 HfO2

강유전체 박막에서 도메인 관점의 모델로는 강유전체 스

위칭 특성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분극과 에

너지 관점에서 강유전체 분극 반전을 설명하는 L-K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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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steresis curves obtained by the Landau model (a) and Landau-Euler model (b) under the multi-domai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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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경우 비 평형 상태의 분극 반전 표현을 위해 함

께 계산되는 실제 측정된 동적전류(dynamic current)의

오차로 인해 포화 영역에서는 측정데이터와 유사한 특

성을 보여주었으나 스위칭 영역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오일러 방법을 L-K 모델

에 접목하여 측정데이터의 의존도를 낮추어 제안된 다

중 도메인 L-E 모델은 강유전체의 분극 반전 거동을 완

벽하게 재현해냈다. 결론적으로, L-E 모델을 이용하여 보

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강유전 특성 모델링을 통해 Landau

계수를 추출하고 공정 변수에 따른 Landau 계수의 변

화를 관찰하여 강유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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