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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TiO3 thin films were grown by RF-magnetron sputtering, and the effects of the thin film thicknes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BaTiO3 thin film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Instead of the oxide substrates generally

used for the growth of BaTiO3 thin films, p-Si substrate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current semiconductor processing, were

used in this study in order to pursue high efficiency in device integration processing. For the crystallization of the grown thin

films, annealing was carried out in air, and the annealing temperature was varied from 700oC. The changed thickness was within

200 nm~1200 nm. The XRD results showed that the best crystal quality was obtained for ample thicknesses 700 nm~1200 nm.

The SEM analysis revealed that Si/BaTiO3 are good quality interface characteristics within 300 nm when observed thickness.

And surface roughness observed of BaTiO3 thin films from AFM measurement are good quality surface characteristics within

300 nm. Depth-profiling analysis through GDS (glow discharge spectrometer) showed that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 could

be maintained.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learly revealed BaTiO3 thin films grown on a p-Si substrate such as thin

film thickness. The optimum thickness was 300 nm, the thin film was foun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in film with good

electr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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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aTiO3는 perovskite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강유전체

이며, 상온에서는 tetragonal 구조를 가지고, 403 K에서

cubic으로 상전이하는 물질로서 센서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 전자소자나 광전

소자,1) 적층박막 세라믹 캐패시터(MLCC)2,3)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nonvolatile RAM, MEMS4)등의 소

자들이 점점 나노사이즈로 개발됨에 따라 강유전체 박

막의 두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소자

가 점점 나노사이즈로 개발됨에 따라 박막의 두께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두께에 따른 BaTiO3 박막

의 구조적 특성, 계면특성, 그리고 조성비 등을 최적화

하기위한 공정조건을 필요로 하고있다. 특히 박막형전계

발광소자(thin film electro luminescence device)의 구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들인 높은 유전상수, 파괴전압,

형광층까지의 전자수송률 등은 유전체로 사용되는 BaTiO3

박막의 두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BaTiO3 박

막의 두께와 관련된 양호한 계면특성 확립은 매우 중요

하다.5)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

도체인 Si 소자에의 응용을 위해서도 Si 기판위에 BaTiO3

박막의 두께에 따른 계면특성의 향상이 필요로 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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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Si 기판에 직접적으로 BaTiO3를 증착했을

경우 Si 기판과의 계면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

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BaTiO3

박막의 양호한 구조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MgO,6)

SrTiO3,
7) LaAlO3

8) 등의 산화물 기판을 사용해 왔으나,

이들 산화물 기판은 Si 기판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같은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Si 기판에

양질의 BaTiO3 강유전체박막을 성장할 수 있다면 상술

한 공정비용 절감과 더불어 현재 확립되어 있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집적효율이 높은 소자제작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

Si 기판에 직접 BaTiO3 박막을 성장하였고, 박막의 두

께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종래에는 XPS 스펙트럼에 있어서 BaTiO3 밴드

구조와 관련된 연구,10) 도펀트 첨가에 의한 BaTiO3 물

성변화 등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11) 두께에 따른

BaTiO3 박막과 Si 계면 특성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행

하여지지 않았다. 특히 BaTiO3 박막의 두께에 따른 구

조적 특징은 향후 BaTiO3 박막을 응용한 나노소자 제

작과, 제작된 소자의 유전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께에 의한 박막의 구조적 특성의 조절

및 최적화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의 BaTiO3 박막증착은 RF-magnetron sputtering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BaTiO3 박막증착을 위한 스

퍼터링 타겟은 일본의 고순도화학연구소의 순도 99.9 %

의 BaTiO3를 사용하였고, 타겟의 뒷면에는 전기전도와 열

전도를 좋게 하기 위해 Cu plate를 붙여 박막성장에 이

용하였다. 기판은 p형 Si (100) 웨이퍼(10~30 Ω·cm)를

1" × 1"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웨이퍼세정은 NH4F

와 HF의 비율이 6:1인 BOE(buffered oxide etchant)에

약 10초간 담가 표면산화막을 제거한 후, BOE가 잔류하

지 않게 초순수로 10초간 3회 정도 깨끗이 세척하고, N2

blowing 방법으로 시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

렇게 준비된 기판을 스퍼터 챔버중앙의 기판홀더에 장

착한 후 챔버진공을 10−7 Torr로 유지하였다. 스퍼터링을

위한 동작압력은 Ar 가스만 투입하여 10 × 10−2 Torr로 유

지한 후, RF-power 100 W를 가하였다. 기판 회전속도는

5 rpm으로 하였고, 온도는 300 oC로 유지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인 두께에 따른 박막물성평가를 위하여 증착

두께는 200 nm~1200 nm로 변화를 주었다. 박막증착 후

에는 BaTiO3의 결정화를 위해 전기로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700 oC로 어닐링을 실시하였다. BaTiO3 박막의 결

정구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막측정용 X선 회절분석장

치(thin-film XRD, Rigaku D/Max-RC)분석을 하였고,

두께변화에 따른 계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

전자현미경(FE-SEM, Hitachi S-4700)을 사용하였다. 박

막의 표면형상 분석을 위하여 주사형원자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PSIA XE-100, 분해능 < 0.15 nm)을

사용하였으며, 두께에 따른 BaTiO3의 화학적 조성비를 확

인하기 위하여 glow discharge spectrometer(GDS, Jobin

Yvon JY1000RF)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p-Si 기판에 증착한 BaTiO3 박막의 XRD

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기판온도 300 oC로 Si에 성

장한 BaTiO3박막을 어닐링을 실시하지 않고 측정하였을

때는 BaTiO3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고 Si 피크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300 oC의 기판온도

로 성장된 BaTiO3 박막은 성장시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질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ig.

1은 BaTiO3 박막의 결정화를 위해서 700 oC에서 어닐링

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BaTiO3 결정상에 해당하는 XRD 피크가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강도가 증가하여 1200

nm에서 가장 큰 피크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00 nm~500 nm 사이의 두께의 경우 BaTiO3 tetragonal

구조를 나타내지만 700 nm~1200 nm 사이에서 더 정확

한 BaTiO3 tetragonal 구조인 (001), (101), (111), (002),

(201), (112) 피크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200 nm에서 XRD의 피크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결정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Fig. 1. XRD patterns of BaTiO3 thin films at different thickness.

(a) 200 nm, (b) 300 nm, (c) 500 nm, (d) 700 nm, (e) 800 nm, (f)

1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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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Si 기판과 BaTiO3 박막의 계면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BaTiO3 박막의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Fig. 2(a), (b)로부터 박막의 두께가 200 nm, 300

nm의 경우에는 Si 기판과 BaTiO3 박막이 잘 정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g. 2(c), (d), (e), (f)에서

나타나듯이 두께가 500 nm 이상이 되면 박막과 기판이

서로 박리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박

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BaTiO3 박막의 결정화를 위한

어닐링과정에서 BaTiO3의 박막과 Si 기판과의 열팽창률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Si의 열

팽창률은 2.6 × 10−6 K−1,12) BaTiO3의 열팽창률은 10.1 ×

10−6 K−1으로 알려져 있는데,13) 이렇게 열팽창률이 크기 때

문에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Si 기판과 박막과의

응력이 발생하게 되어 Fig. 3과 같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은 두께가 700 nm이상인 BaTiO3 박막의 표

면을 관찰한 것으로서, 박막표면이 심하게 깨어진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박막표면이 깨짐으로 인해 Si 과

BaTiO3 의 계면특성이 불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성장된 BaTiO3 박막의 두께에 따른 표면형상

의 변화추이를 AFM으로 관측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났

듯이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표면불균일도가 크게 증가하

Fig. 2. The cross section of FE-SEM micrographs by the effect of thickness. (a) 200 nm, (b) 300 nm, (c) 500 nm, (d) 700 nm, (e) 800 nm,

(f) 1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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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BaTiO3 박막의 TFEL

소자의 유전체로서의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14-16) BaTiO3 절연층은 빛의 투과역할도 해

야 하기 때문에 표면불균일도(roughness)가 높게 되면 빛

의 산란효과가 커지게 되어 발광효율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절연층내에서 전자의 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TFEL소자의 동작에 영향을 주게된다. 따라서

표면균일도가 우수한 절연층을 얻기 위하여는 700 nm 이

하의 두께로 증착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리고 Si 기판과 BaTiO3 박막의 응용에 있어서는

표면불균일도와 기판과의 계면특성을 고려하여 300 nm이

하의 두께로 박막을 성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박막두께에 따른 각 원소의 조성의 변화를 자

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GDS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께방

향으로의 조성 profile이다. GDS 결과에서 200 nm, 300

nm, 500 nm에서 비교적 정확한 BaTiO3의 화학양론적 조

성에 근접하는 1:1:3의 비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700 nm,

800 nm, 1200 nm의 박막은 Si 기판과의 계면특성이 매

우 불량하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따라

서 박막의 두께가 500 nm 이하의 경우에는 BaTiO3 박

막의 두께가 화학양론적 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박막두께에 따른 유전율을 측정한 것이다. 결

과에서 200 nm, 300 nm의 두께에서는 유전율 측정이 가

Fig. 3. FE-SEM micrographs by the BaTiO3 thin film surface (<

700 nm).

Fig. 4. AFM image by the effect of thin film thickness. (a) 200 nm, (b) 300 nm, (c) 500 nm, (d) 700 nm, (e) 800 nm, (f) 1200 nm.

Fig. 5. Composition profile of each element measured by GDS technique for thickness. (a) 200 nm, (b) 300 nm, (c)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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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였지만 500 nm~1200 nm까지는 Fig. 2에서와 같이

박막과 기판이 박리되어 정확한 유전율이 측정되지 않

았다. 따라서 박막의 전기적 특성 및 구조적 특성을 모

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300 n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Magnetron 스퍼터링 장치를 이용하

여 p-Si 기판에 BaTiO3 박막을 성장하였으며, 박막의 두

께에 따른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aTiO3 박막의 두께가 500 nm 이상이 되면 Si 기

판과 박리되었고 계면특성이 불량하였다.

2) 박막의 두께가 500 nm 이하에서 비교적 좋은 표면

불균일도가 나타났다. 

3) GDS 측정결과 박막두께 500 nm 이하의 범위에서

는 두께에 따른 조성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박막의 유전율 측정결과 두께 500 nm 이하에서 가

장 좋은 유전특성을 나타냈다.

5)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p-Si에 성장한

BaTiO3 박막의 경우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계면특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표면불균일도와 계면

특성, 전기적 특성을 감안하면 500 nm 이하의 두께가 가

장 좋은 특성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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