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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erformed a density functional theory study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of DEMS (diethoxymethylsilane) with the H-
terminated Si (001) surface. The optimum structure of DEMS was first calculated by a first principles study. The dissociation
probability of the O–C bond of DEMS was higher than the other seven bonds based on the bond energy calculation. When the
fragmented DEMS groups reacted with the H-terminated Si (001) surface, it was the most favorable among the eight reactions to form
a bond between the Si atom on the surface and the O atom of a fragmented DEMS group ((C2H5O)Si(CH3)(H) –O–) by forming a
C2H6 as by-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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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45 nm 이하로 작아짐에 따라, 최

소 선폭의 감소에 따른 다층 배선연결구조가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고집적화 구조는 저항 (resistance)과 정전용량

(capacitance)에 의한 신호 지연 (RC delay) 증가로 인한 혼

선 (cross-talk noise)과 전력 소모 (power dissipation)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1,2) 낮은 정전용량을 얻기 위해 유전체

의 두께를 감소시키거나 배선 높이와 면적을 감소시켜 정

전 용량을 낮추는 것은 누설전류 증가와 저항증가 등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 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

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저항 배선 금속과 저유전상

수 (low-k)의 층간 절연막 (IMD, intermetal dielectric) 물

질이 필요하다. RC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대규모 집적회

로 (ULSI, ultra large-scale integrated)에서는 알루미늄 (Al)

을 더 낮은 저항을 가진 구리 (Cu)로, 실리콘 산화막

(SiO2)을 저유전상수 (low-k)를 가진 물질로 대체하였다.3,4) 

최근 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를 이용하여 증착시킨 유기실리케이트 (OSG, organosilicate

glass)는 가장 유망한 저유전상수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OSG는 일반적으로 α-SiOCH (siliconoxycarbides)로 표기

되고 있으며 박막 내에 전기적 분극성이 작은 원자인 H

(hydrogen)이나 C(carbon)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유전상

수 값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SiO2내에 함유된 C와

Si이 결합하여 SiO2 network 구조를 덜 치밀한 cage-like

구조로 바꿔줌으로써 유전상수가 감소하게 되며, 또한 후

속 열처리를 통해 내부에 pore를 형성하여 열처리 전보다

더욱 낮은 유전상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다양한 OSG 전구체 (precursor) 중에서 DEMS (diethoxy-

methylsilane)를 이용하여 증착한 막은 낮은 유전 상수 (k

=2.8~3.0)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

지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6,7) 하지만, 지금까지

DEMS 전구체로 증착시킨 OSG에 대하여 제일원리법을 이

용하여 계산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

일원리 연구를 통하여 DEMS 분자를 모델링하고, 에너지

적으로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아서 각 원자 간의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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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해리에너지 (dissociation energy)를 계산하고, DEMS가

H-terminated Si 표면과 반응하는 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계산 방법

본 연구는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

코드로 구현된 first-principles generalized gradient appro-

ximation (GG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8-12) 
사용된 포텐

셜 (potential)은 projector-augmented wave (PAW)이며, 전

자의 바닥 상태를 계산하기 위하여 residual minimization
method direct inversion in the iterative subspace (RMM-

DIIS)가 사용되었다.13,14) Cutoff energy는 450 eV이고, k-

points mesh는 Monk-horst pack이며, 1×1×1 (DEMS분자

계산)과 2×2×1 (진공이 포함된 slab 구조 계산) 크기를

사용하였다. Smearing 방법은 반도체와 부도체 재료에 적

합한Gaussian 법이며, 0.05 eV의 smearing factor가 사용되

었다. 사용된 cutoff energy와 k-points mesh 값은 계산 시

간과 계산 값의 정확도를 적절히 조절한 최적화된 값이다.

DEMS의 초기 구조는 CambridgeSoft사의 ChemBio3D를

이용하여 가능한 여러 구조를 찾은 후, 20 Å의 진공 격자

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Fig. 1(a)는 계

산 결과 여러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정한 DEMS의 구조를 나

타낸다. 해리에너지는 해리(dissociation) 후의 에너지와 해

리 전의 에너지 차이로부터 얻었다. Si 기판은 Fig. 1(b)와

같이 4×4 크기이며, z축으로 20Å의 진공을 포함하였고,

바닥 Si 원자들의 dangling bond는 두 개의 H 원자를 부

착하여 처리하였다. 재구성된 Si (001) 표면의 다이머(dimer)

를 이루고 있는 16개의 Si 원자에 H 원자를 흡착시켜 H-

terminated Si (001) 표면을 만들었다. DEMS를 적절하게

회전시켜서 H-terminated Si (001) 표면과 반응시키고, 각

반응에 따른 부산물 (by-product)을 함께 계산하여 반응

전과 후의 에너지 차이로 반응 에너지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ECVD를 이용한 OSG의 증착은 진공 챔버에 들어온

DEMS가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받아 DEMS 분자를 이루

는 원자들 간의 결합 중에서 약한 결합이 주로 끊어져서

만들어지는 조각 분자군 (fragmented molecule group)들이

기판의 표면과 반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

다. Fig. 2는 DEMS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간의 각 결합

들이 해리되었을 때의 구조와 에너지의 변화 (해리에너지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동작하는 PECVD에

서 전자는 수 만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중성 원자

와 분자들은 대기 온도에 머무른다. 플라즈마에 의해 생

긴 전자들은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이 전자들

과의 충돌로 저온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구체의 해

리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15) Fig. 2(a)는

Fig. 1. The optimum structures of (a) the DEMS molecule and

(b) the H-terminated Si (001) surface.

Fig. 2. Dissociation configurations and energies of various

bond dissociations in the DEMS molecule. (a) −Si−O−

[C2H5], (b) −CH2− [CH3], (c) −Si− [CH3], (d) −Si−

[OC2H5], (e) −Si− [H], (f) −Si−O−CH2− [H], (g) −CH2−

CH2− [H], and (h) −Si−CH2− [H]. The [ ] indicates the

dissociated group from the DEMS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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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S 분자에서 O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깨져서 C2H5

이 생성되는 경우, (b)와 (c)는 각각 C 원자와 C 원자의

결합, Si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깨져서 CH3이 생성되

는 경우, (d)는 Si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깨져서 OC2H5

가 생성되는 경우, (e), (f), (g), (h)는 각각 Si 원자와 H

원자의 결합과 각 C 원자들과 H 원자들이 깨져서 H가

생성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해리 에너지는 DEMS

가 해리될 경우의 에너지 변화이다. 여덟 경우의 DEMS

의 해리 중에서 O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깨져서 C2H5

를 형성하는 (a)의 경우가 가장 낮은 해리에너지를 나타

내었다. 해리에너지들을 다음의 볼쯔만 분포 (Boltzmann

distribution) 식에 대입하여 상대적인 해리 확률을 계산하면,

(1)

상온에서 플라즈마로 생성된 전자의 충돌에 의한 DEMS

분자의 해리는 (a)의 경우가 100%의 확률로 발생하게 됨

을 알 수 있었다. 식에서 k는 볼쯔만 상수, T는 절대온도,

그리고 E는 해리에너지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반적인 세정 공정으로 자연산화막

(native oxide)을 제거하기 위하여 Si 표면은 불산 (HF)으

로 처리하게 되고, 이 과정으로 Si 표면에는 H가 부착되

게 된다.16) Fig. 3은 Fig. 2의 과정에서 해리된 DEMS 조

각 분자군과 H-terminated Si (001) 표면과의 반응과 에너

지 변화를 나타낸다. Fig. 3(a)는 반응 후 부산물로 에탄

(ethane, C2H6)을 생성하는 경우, (b)와 (c)는 메탄

(methane, CH4)을 생성하는 경우, (d)는 HOC2H5를 생성하

는 경우, 그리고 (e), (f), (g), (h)는 H2 분자를 생성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반응 에너지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

하였다.

∆E= (EDEMS/substrate +Eby-product) – (EDEMS +Esubstrate) (2)

여기서 EDEMS/substrate는 해리된 DEMS 조각 분자군이 Si

표면과 반응했을 때의 에너지, Eby-product는 부산물 분자의

에너지, EDEMS는 DEMS 분자의 에너지, 그리고 Esubstrate

는 Si 기판의 에너지이다. Fig. 2의 DEMS의 해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DEMS 조각 분자군과 Si 표면과의 반응과정

은 Fig. 3 (a)와 같이 기판의 H와 DEMS의 부산물인

C2H5가 반응하여 C2H6을 형성하고 DEMS 조각 분자군의

O 원자가 기판 표면의 Si 원자와 결합할 때 가장 안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PECVD를 이용하여 OSG를 증착할 때

의 기판 온도는 약 250~350oC이고, 이 온도에서의 상대

적인 반응 확률을 볼쯔만 분포식으로 계산하면, Fig. 3 (a)

의 반응이 100%의 확률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DEMS 분자가 해리되고 H-terminated Si (001) 기판과 반

응하는 과정의 에너지 변화를 Fig. 4에 정리하였다. Fig. 4

의 (a)~(h)는 Fig. 3의 (a)~(h)의 반응을 나타내며, 한 예로

(a)반응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DEMS 분자가 해

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과 기판과 반응에 의

한 에너지 이득 측면에서 (a)반응이 다른 반응들보다 선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의 반응 과정은 DEMS 분자

가 챔버에 들어와서 플라즈마에 의해서 해리되고 그 중에

서 부산물 분자군이 기판과 먼저 반응하고, DEMS 조각 분

자군이 H 원자가 탈착된 기판의 Si 원자와 반응한다는 가

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 반응은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장벽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값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지금까지 DEMS 전구체로 증착시킨 OSG에 대하여 제

P exp
E

kT
------–

⎝ ⎠
⎛ ⎞∼

Fig. 3. Reactions of DEMS with the H-terminated Si (001)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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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리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기 때문

에, DEMS 분자의 각 원자 간의 해리에너지와 Si 기판과의

반응에너지는 추후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4. 결 론

저유전상수 물질인 OSG의 전구체인 DEMS 분자의 해

리에너지와 DEMS 조각 분자군과 H-terminated Si(001) 표

면과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일원리 연구를 수행

하였다. DEMS 분자가 플라즈마 에너지에 의해 해리될 확

률은 O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끊어져서 C2H5을 형성하

는 경우가 전체 8가지의 해리 경우 중에서 가장 높았다.

DEMS 분자가 H-terminated Si (001)과 반응할 때, DEMS

분자에서 O 원자와 C 원자의 결합이 깨져 만들어지는

C2H5이 기판에서 Si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H 원자와 반응

하여 C2H6을 형성하고, 나머지 DEMS 조각 분자군이 H

원자가 탈착된 Si 원자에 부착되어 Si–O 결합을 형성할 때

가 다른 7가지의 형성반응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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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nergy differences between the dissociations of

DEMS and the reactions of the fragmented DEMS

groups with the H-terminated Si (001) surface. The

(a)~ (h) reaction paths indicate the reactions shown in

Fig. 3. The atomic structures inserted in the Fig. display

the reaction path of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