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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iOC 박막은 화학적 증착 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 유량비를 다르게 하여 증착되었다. SiOC 박막에서 유전상수의

감소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샘플들은 박막의 두께와 유전상수 사이의 상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증착한 샘플

에서 박막의 두께는 굴절률에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유전상수가 가장 낮은 샘플에서 두께는 감소되었다. 굴절

률은 열처리 후 감소하였는데, 열처리하면서 박막의 두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iOC films were deposited with the variation of flow rate ratio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It was researched the reason of

decreasing the dielectric constant in SiOC fil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electric constant and the thickness. The thickness of the

deposited films tends to in proportion to the refractive index and the sample with the lowest dielectric constant decreased the thickness. The

refractive index was decreased after annealing because of the decreasing of the film's thickness by annea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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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는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s)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서 미세공정을 위한 기술과제로 2가지 전 공정과 후 공

정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전 공

정에서는 소형의 고 신뢰성의 트랜지스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후 공정에서는 다층배선이 가능하기 위

한 낮은 정전용량의 ILD (inter layer dielectric)물질개발

이 요구된다.

전후 공정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Low-k 박막재료와

Cu 배선 모듈의 개발은 전력손실의 감소 및 낮은 전기

저항을 갖는 신물질 개발로 RC지연 같은 문제의 해소

등 미래의 소형화 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

술로 제시되고 있다[1]-[6]. Low-k 물질은 기존의 산화

막 (SiO2,  )에 소량의 탄소를 주입하여 유전상

수가 낮아지도록 하거나 다량의 탄소를 주입하여 기공

을 형성하게 하여 유전상수가 낮은 나노기공의 형성에

의한 유전상수의 감소를 유도하는 기술로 대표될 수 있

다. 기공의 형성은 후 공정에 있어서 평탄화 공정을 필

요로 하거나 박막 표면에서의 기공의 노출로 인한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7]-[8]. 반면에 CVD 방법에 의한

SiOC 박막은 미소량의 탄소가 핵반응의 구심점이 되

어 분극성을 감소하면서 비정질도를 높이고 동시에 유

전상수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으로 기공의

형성에 의한 후 공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9]-[11]. SiOC 박막에서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은 아

직까지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CVD 공정 및 프리커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12]. 또한 SiOC 박막을 증착하는 공정기술과

프리커서에 의하여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연구와 반도체 소자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

다[13]-[14].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기상 증착법에 의해 얻은 SiOC

박막의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증착하는 과정에서 유량에 따른 박막두께의 변화와 유

전상수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열처리

후의 박막두께와 유전상수의 변화에 대하여도 살펴보

았다. 유전상수가 낮아지기 위하여 기공이 형성된 박막

의 문제점을 보완한 분극의 감소에 의한 유전상수의 상

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Ⅱ. 실 험

SiOC 박막은 p-type(100)Si 기판 위에 플라즈마를 이

용한 화학적 기상증착 방법에 의해서 증착되었다. 증착

시 RF파워는 13.56Mhz에서 450W이고 bistrimethylsil-

ymethane (BTMSM)과 산소의 혼합 개스에 의한 플라즈

마를 유도하고 이온화된 원자들의 재결합이 이루어지

면서 박막이 증착된다. 산소의 유량은 60 sccm으로 고정

하였으며, BTMSM의 유량은 23 sccm~30 sccm까지 변화

시키면서 증착하였다. 샘플의 번호는 BTMSM의 유량에

따라 B23~B30으로 나타내었다. 개스 라인은 증착이 이

루어지는 동안 35도를 유지하면서, 10초 동안 증착하였

다. 증착된 박막은 500 ℃ 온도에서 30분간 진공 중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SiOC 박막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께 측정과 굴절률은 엘립소미터를 이용하였으며, 유

전상수의 측정은 MIS (metal/SiOC film/Si wafer)구조를

이용하여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HP4284A,

1Mhz)를 이용하였다.

Ⅲ. 본 론

저 유전상수 SiOC 박막의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원인

을 찾기 위해서 박막의 두께를 조사하였다. 그림 1은 유

량비에 따른 SiOC 박막의 유전상수와 박막의 두께를 보

여주고 있다. 유전상수가 박막의 두께 변화에 대하여 비

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 보인다. 그림 1는 박막의 두께

와 굴절률을 보여주고 있다.

두께와 굴절률 사이의 관계가 비례하는 경향성이 나

타난다. 증착한 박막에 대하여 유전상수는 두께의 감소

와 굴절률의 감소에 의하여 유전상수도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열처리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

여 500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고나서 유전상수를 측정

하여 두께와 굴절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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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착한 샘플의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유전상수와 박막의 두께.

Fig. 1. Dielectric constant and thickness of the
deposited film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그림 2. 증착한 샘플의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굴절률과 박막의 두께.

Fig. 2. Refractive index and thickness of the
deposited film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그림 3, 4, 5는 증착한 박막과 열처리 후 박막의 두께

와 굴절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박막의

두께가 열처리 후 커지는 효과는 증착한 샘플과 열처리

한 박막의 샘플이 동일한 샘플이 아닌 것에서 나타나는

오차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굴절률이 열처리 후

급속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굴절률의 감소

와 박막의 두께의 증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화 연관성은 그림 5에서 나타내고 있는 박막

의 유전상수에 대하여 유전상수가 유량비가 0.35인 열

처리한 샘플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박막의 두께.
Fig. 3. Thickness of samples with vairous flow rate

ratios.

그림 4.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박막의 굴절률.
Fig. 4. Refractive index of sample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그림 5.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박막의 유전상수.
Fig. 5. Dielectric constant sample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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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SiOC 박막의 유전상수가 열처리 후 대체적

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열처리 한 박막 중에

서 유전상수가 1.6 정도로 낮게 나타나 샘플은 유량비가

0.35인 샘플인데 유전상수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샘

플의 양쪽 근처에서는 그림 3와 4에서도 박막의 두께와

굴절률에 있어서도 매우 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곳에서는 화학적

인 변화가 FTIR 스펙트럼 분석기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9-11].

SiOC 박막의 형성은 증착시에 유량비에 따라서 즉 서

로 다른 화학적 특성을 갖는 알킬기와 하이드록실기가

조합되는 양에 따라서 분극성의 박막이 만들어진다. 알

킬기가 많아도 분극성이 커지고 하이드록실기가 많아

도 분극성이 커진다. 분극성이 커지면 유전상수는 증가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극성이 없도록 유량비를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무분극성의 박막이 만들어진다. 무 분극

성은 이상적인 비정질 구조로 유전상수가 낮은 박막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림 5에서 유전상수가 낮은 샘

플이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얻게 되는 어는 한

쪽은 알킬기에 의해서 분극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한쪽

은 하이드록실기에 의해서 분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분극성이 가장 적은 유량비가

0.35인 샘플에서 유전상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화학적 변화는 박막의 두께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전상

수가 낮은 샘플은 박막의 두께도 감소한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

그림 6. 열처리 후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박막의 굴절률과 두께.

Fig. 6. Refractive index and thickness of annealed
sample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그림 7. 열처리 후 여러 가지 유량비에 따른
박막의 두께와 유전상수.

Fig. 7. Dielectric constant and thickness of annealed
samples with various flow rate ratios.

그림 6은 열처리 후 박막의 특성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열처리 후 SiOC 박막의 두께와 굴절률은 서로 비

례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유량비가 0.35 근처에서 두께

와 굴절률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향성이 보

인다. 그림 7에서 열처리 후 유전상수와 두께와의 상관

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막의 두께와 굴

절률의 특성은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박막의 특성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다 미세한 전자에 의한 영향

에 대하여는 반영될 수 없다. 유전체의 분극의 특성이 쌍

극자에 의한 효과, 이온에 의한 효과 그리고 전자에 의한

효과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박막의 경우 쌍극자에 의

한 효과는 무시되며, 이온에 의한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에 의한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량비가 0.34~0.36 근처에서 일어나

는 미세한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며,

SiOC 박막이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

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효과에 의한

SiOC 박막의 변화의 원인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iOC 박막은 낮은 샘플은 박막의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굴절률도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굴절률은 박막의 두께의 변화에 비례하였

으며, 유전상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지점에서 변화가 심

하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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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화학적 기상증착 방법에 의한 SiOC 박막은 유량비에

따라서 박막의 두께와 굴절률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박막의 두께는 굴절률의 변화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전상수가 낮아지는 곳에서 두께의 변화와

굴절률의 변화가 심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이온에 의한 결합으로 주로 이루어진 SiOC 박

막내의 전자의 효과가 미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전자의 효과에 의하여 전자 공핍효과는 유

전상수를더욱감소시키며, 박막의 두께도엮시 상대적

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무분극의 박막특성을 갖도록환

경을 유도할 수 있다. SiOC 박막의 유전상수는 1.6 정도

로 열처리한 박막에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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