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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를 포함한 SiOC 박막은 BTMSM과 산소의 혼합 리커서를 이용하여 CVD방법으로 증착하 다. 통 으

로 유 상수를 측정하기 해서 MIS( 속/ 연막/반도체)방법을 이용하는데 박막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에 나타나는 오차의 한계를 보상하기 해서 학 인 분석방법과 경도측정 등을 통하여 SiOC 박막이 분극이 낮아

지는 역을 추 하 다. 분극이 낮고 비정질성이 높은 박막에서 유 상수가 낮아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 상수

를 도출하 다. 열처리 후 SiOC 박막의 유 상수는 분극의 감소에 의해 감소하 으며, FTIR 분석에 의한 결합신호

는 높은 수 역으로 이동하 다. 950~1200 cm-1 역의 주 결합은 Si-C와 Si-O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Si-O 결

합의 강도가 증가한 것은 결합력이 증착한 샘 에서 보다 증가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처리 후 더 안정된 박막

이 되었다. 열처리 후 SiOC 박막은 유 상수가 2.06으로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SiOC film of carbon centered system was prepared using bistrimethylsilylmethane (BTMSM) and oxygen mixed precursor by the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dielectric constant is measured by MIS(metal/insulator/Si) structure, but it could decrease the reliability 

because the uniformity is not assured. To research the dielectric constant of SiOC film,  the range of low polarization was researched in 

SiOC film using the optical analysis and hardness, and then calculated the dielectric constant of SiOC film with amorphous structure of 

high degree. After annealing, the dielectric constant of SiOC film was decreased owing to the lowering of polarization, and FTIR spectra 

of the main bond was shifted to higher wave number. The main bond of 950~1200 cm-1 was composed of the Si-C and Si-O bonds. The  

intensity increases in Si-O bond infers the bonding strength became stronger than that of deposited film. Annealed SiOC film showed 2.06 

in dielectric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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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도체기술의 발달은 소형화와 유연성을 필요로 하

는 기술로 이어지고 있으며, 은 비용에서 열처리 공정

이 필요 없는 소재의 개발이 꾸 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연성을 갖으면서 고속의 이동도를 갖는 유연한 디스

이, 고효율 태양 지  이동통신 등에 용할 수 있

는 유기물 박막의 반도체 소재와 련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물 산화막으로는  유 물

질로서 SiOC 박막, 도성 산화막으로는 투명 극으로 

불려지는 ITO, ZnO, AZO, IGZO 박막 등이 있으며, 이러

한 물질들이 OTF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 혹은 솔

라셀에 용하 을 경우 기 인 특성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3]. SiOC 산화막인 경우 유 인 

특성이 SiO2 박막에 비하여 우수하며, 비정질구조로써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으로 사용할 경우 활성층

의 결정성을 증가시켜서 이동도가 증가하게 된다. 투명

극의 산화막은 비정질구조를 이용한 유연성의 증가

와 표면의 평탄성을 개선하여 기 인 특성을 개선하

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연성 있는 반도체 

소자에 있어서 비정질 구조는 필수 인 요소이지만 실

제 으로 소자에 용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 실이다. SiOC 박막의 유 상수는 기공의 형

성에 의하거나 분극의 감소에 의한 치 한 비정질 구조

의 품질 향상으로 연 인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6]. 층간 연막으로 잘 알려진 SiOC 박막은 

제조 방법에 따라 SOD(spin on deposition)벙법과 화학기

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 2가지 종류가 

있다. SOD  CVD를 이용하여 재 상업화 되고 있는

데, 평탄도나 균일성면에 있어서 CVD 방법에 의한 

SiOC 박막이 차세  연물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

다[7-9]. 따라서 연막으로써의 SiOC 박막의 유 상수

에 하여 항상 이슈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CVD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SiOC 유

율이 낮은 연막의 유 상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MIS 구조에 의한 물리 인 측정(모든 샘 의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의존하는데서 오는 오

류를 회피하면서 학 인 굴 률 측정  다른 화학

 기계 인 측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종합 인 평

가를 통한 유 상수의 도출의 필요성에 하여 설명

하고 있다. 

Ⅱ. 실  험

SiOC박막은 p-type(100)Si 기  에 라즈마를 이

용한 화학  기상증착 방법에 의해서 증착되었다. 증

착시 RF 워는 13.56 Mhz에서 450 W이고 BTMSM 

(bistrimethylsilylmethane)과 산소의 혼합 개스에 의한 

라즈마를 유도하고 이온화된 원자들의 재결합이 이

루어지면서 박막을 증착하 다. 산소의 유량은 60 

sccm으로 고정하 으며, BTMSM은 Ar에 의해서 챔버

안으로 옮겨지며 Ar의 유량은 26 sccm~36 sccm까지 변

화시키면서 증착하 다. 시료를 구분하기 해서 

BTMSM를 옮기는 Ar의 개스 유량비로 샘 의 이름으

로 사용하 다. 기체를 흘려보내는 라인은 증착이 이

루어지는 동안 35℃를 유지하면서, 10  동안 증착하

다. 열처리 온도는 300~500 ℃이며, SiOC 박막의 표

면의 특성 변화는 유량비를 변화시키면서 증착한 박

막표면의 화학  변화를 측하기 해서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분석기를 이용하 다. 유

상수는 MIS (metal/SiOC film/ p-type Si)의 구조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Ⅲ. 결과 및 검토

그림 1은 개스 유량비에 따른 SiOC 박막의 경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SiOC 박막은 유무기 하이 리드 유형으로 친수성 혹

은 소수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친수성

도 소수성도 아닌 분극이 사라지는 무분극의 박막에서

는 비정질도가 높은 비정질 박막이 만들어지면서 유

상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극성이 없어지는 

박막은 박막의 도가 높아지면서 경도 한 높아지는

데 아르곤 가스의 유량비가 30 sccm인 샘 에서 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열처리 효과에 의하여 경도

는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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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량비가 다르게 증착된 박막과 열처리된 
박막의 경도측정.

Fig. 1 Hardness of SiOC films deposited and 
annealed with various flow rates. 

그림 2는 열처리 ᐧ후의 박막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이다. 열처리한 박막의 두께의 변화는 심하며, 경도가 가

장 컷던 유량이 30 sccm인 샘 에서 다른 박막에 비하여 

두께가 얇은 것을 알 수 있다. 박막의 두께는 유 상수와 

한 계가 있으며, 박막의 두께가 작으면 유 상수

가 낮아질 확률이 높다. SiOC (εr≈2.1) 박막은 SiO2 (ε

r=4.0) 산화막의 연기능을 갖고 있으며, C-V 측정에 의

한 유 상수의 측정을 해서 박막의 두께가 필요하며, 

두께와 커패시턴스 C값은 유 상수에 비례한다. 연특

성이 우수한 SiOC 박막은 층간 연막, 게이트 산화막, 

보호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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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량비를 다르게 하여 증착된 박막과 
열처리된 박막의 두께.

Fig. 2 Thickness of SiOC films deposited and 
annealed with various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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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iOC 박막의 열처리 효과에 의한 700 
cm-1에서 1500 cm-1까지 FTIR 스펙트라.

Fig. 3 FTIR spectra of 700～1500 cm-1 according to 
the annealing temperatures in SiOC films. 

그림 3은 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 두께가 작은  30 

sccm의 샘 에 하여 열처리를 한 뒤 온도에 따른 FTIR 

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950-1200 cm
-1
역의 IR 

데이터를 살펴보면 2가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른쪽 결합성

분이 증가하고 있다. 

왼쪽은 Si-C 결합이며, 오른쪽 성분은 Si-O 결합으로

써 탄소의 자에 의한 이온결합성분이  감소하여 

Si-O 비정질 구조에 기여하는 성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분극의 감소는 유 상수의 감소  비정질도의 증

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에 의하여 

OH, CH 결합들에 의한 이온결합은 어들면서 단일결

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혼성화 특성이 비정질도를 더욱 

증배하고 결합구조를 더욱 치 하게 network형성을 이

루게 한다. 그러므로 FTIR 분석에 의하여 열처리 후 

Si-O 결합의 증가는 분극의 감소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유량비가 다른 SiOC 박막의 증착한 박막과 

열처리한 박막에 하여 MIS 구조를 이용하여 얻은 유

상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CVD방법에 의하여 증착한 

박막과 비교하여 500도로 열처리 후 유 상수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착한 박막의 내부에 존재하는 OH 

그룹의 기화작용에 의해서 박막의 도가 치 해지고 

유 상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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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량비를 다르게 하여 증착된 박막과 
열처리된 박막의 유 상수.

Fig. 4 Dielectric constant of SiOC films deposited and 
annealed with various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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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스유량과 500℃ 열처리 변화에 따른 
SiOC 박막의 특성. 

(a) 굴 률 (b) 굴 률에 의한 유 상수 
Fig. 5 Characteristic of SiOC film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and annealed at 500 ℃. 
(a) refractive index (b) dielectric constant by the 

reflective index

그림 5(a)는 유량비에 따른 굴 률을 측정한 결과이

며, 증착한 박막들에 비하여 열처리를 한 박막에서 굴

률이 작게 나타났다.그림 5(b)는 굴 률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 상수의 값으로 근사 으로 열처리한 박막은 

유 상수가 2.06이며, 증착한 박막에서 유 상수는 2.12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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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증착한 샘 의 MIS구조로부터 얻은 
유 상수와 굴 률로부터 얻은 유 상수의 비교.
Fig. 6 Comparison between dielectric constant from 
MIS method and that obtained from the refractive 

index in as deposited SiOC films. 

이상의 실험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유  상

수 값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열처리한 박막으로서 

샘 30에서 유 상수가 2.1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막의 유 상수 측정방법은 2가지가 있다. MIS

구조를 이용한 CV측정에 의한 유 상수의 측정은 

자와 이온의 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학 인 굴 률

에 의한 유 상수는 자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iOC 박막은 분극의 감소에 의하여 유 상수가 낮

아지며, 자와 이온의 효과에 분극과의 상 성을 조

사기 해서 그림 6과 7에서처럼 유 상수를 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서로 비교하 다. 샘  들에서 나타

나는 격한 변화는 앞서 분석된 자료의 설명에서와 같

이 분극의 변화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소

수성 그룹과 친수성 그룹에 의한 분극의 특성이 유 상

수를 크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그룹에 

의한 분극성의 상실로 성의 특성을 갖는 구간에서의 

불완 한 특성을 갖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

과는 그림 1,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분극의 감소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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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열처리한 샘 들에서 더욱 히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림 6은 MIS 구조를 이용하여 물리 인 측정을 통한 

증착한 박막의 유 상수를 나타낸 것이며, 학 인 특

성에 의한 유 상수와 비교하여 체 으로 유 상수

가 크고 한 유 상수의 변화 폭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르곤 가스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 상수는 증

가하며,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분극이 바뀜에 따른 변

화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유 상수의 변화는 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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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열처리한 샘 의 MIS구조로부터 얻은 
유 상수와 굴 률로부터 얻은 유 상수의 비교.
Fig. 7 Comparison between dielectric constant from 
MIS method and that obtained from the refractive 

index in as annealed SiOC films. 

그림 7는 그림 6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열처리한 박

막에 하여 MIS 구조를 이용하여 C-V측정으로 구한 유

상수와 굴 률로부터 구한 유 상수를 나타내었다.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분극의 특성이 변하고 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측되는 박막들에서 변화의 폭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iOC 박막의 유 상수 측정

은 통 인 방법에 의한 MIS 구조를 통하여 얻는 방법

이 박막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분석방법을 통한 종합 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낮은 유

상수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극의 감소에 의하여 유 상수가 작

아지는 유  물질에서 열처리 효과와 다양한 방법으

로 유 상수 값을 분석 조사하 다. 열처리 후 유 상수

는 분극의 감소에 의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학  특성

인 굴 률로부터 얻은 유 상수 역시 열처리 후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알칼리 특성과 수산기 특성이 바 는 구간

이기 때문에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심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 상수가 낮은 SiOC 박막

을 찾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C-V 측정, 굴 률 

측정, FTIR 측정을 통하여 공통 으로 분극이 낮아지는 

특성의 역을 기계 인 측정 화학 인 측정 등을 이용

하여 구한 다음, 유 상수가 낮아지는 부분에 한 타당

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열

처리 후 유 상수가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공정용 연막인 SiO2 산화막 보다 낮은 2.06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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