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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silazane and silazane-based precursor films were deposited on stacked TiN/Ti/TEOS/Si-substrate by spin-

coating, then annealed at 150~400oC, integrated further to form the top electrode and pad, and finally characterized. The

precursor solutions were composed of 20% perhydro-polysilazane (SiH2NH)n, and 20% hydropolymethyl silazane

(SiHCH3NH)n in dibutyl ether. Annealing of the precursor films led to the compositional change of the two chemicals into

silicon (di)oxides, which was confirmed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pectra. It is thought that the

different results that were obtained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two precursors, despite having the same synthetic route

and annealing conditions, had different chemical properties. Electrical measurement indicated that under 0.6 MV/cm, a larger

capacitance of 2.776 × 10−11 F and a lower leakage current of 0.4 pA were obtained from the polysilazane-based dielectric films,

as compared to 9.457 × 10−12 F and 2.4 pA from the silazane-based film, thus producing a higher dielectric constant of 5.48

compared to 3.96. FTIR indicated that these superior electrical properties are directly correlated to the amount of Si-O bonds

and the improved chemical bonding structures of the spin-on dielectric films, which were derived from a precursor without C.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cursor films affected both the formation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spin-on dielectric

film. 

Key words spin-on dielectric, polysilazane, precursor, dielectric constant, bonding structure.

1. 서  론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가 기가-비트에 도달함에

따라 디자인 규칙이 100 nm 이하로 작아지게 되고 메모

리 소자의 각종특성들이 점점 나빠지게 되었다.1-3) 게다

가, 100 nm 이하의 디자인 규칙을 갖는 집적공정의 구현

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4) 특히,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소자 간 전기적 절연을 목적으

로 하는 STI (Shallow Trench Isolation)의 종횡 비가 5 :

1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갭-충진 공정을 2회의 HDP (High

Density Plasma)공정으로, 또는 SOG (Spin-On Glass)공

정으로, 또는 HDP와 SOG 공정의 조합으로 진행하게 되

었다.5) 고 종횡 비의 STI 갭-충진에 HDP를 첫 번째 절

연 막으로 적용하고 SOG를 두 번째 절연 막으로 적용할

경우, 표면에 노출되는 SOG 막은 대기 중에 노출된 시간

에 따라 식각속도가 변화하고 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공정의 불균일성이 높아서 칩의 집적화 과정이

매우 어렵다.6-7) 이와 반대의 경우, HDP 절연 막의 증착

전에 진행하는 세정공정에서 첫 번째 막으로 사용된 SOG

막의 식각속도가 불균일하여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혁신

적이고 새로운 공정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SOG 재료는 지난 40여 년간 반도체 배선공정의 절연

막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두 종류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

는데, 하나는 금속배선의 층 간 절연인 ILD (Inter Layer

Dielectric)층 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소자와 캐패시터

간의 절연인 PMD (Pre-Metal Dielectric)층이다. 금속배선

간 기생 유전용량 최소화로 인한 RC 신호지연 또는 잡

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 유전율 특성, 배선특성 저

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형성이 ILD 막이 갖추어야 할

필요사항이다. 기 형성된 소자의 특성저하를 방지하기 위

한 저온 형성, 갭-충진 특성, 평탄화 특성이 PMD 막이

갖추어야 할 필요 사항이다.8-9) 최근에, SOG 재료는 금속

구리 배선과 함께 배선공정의 절연 막 재료로 유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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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하의 극 저 유전물질로서도 그 사용을 연구하고 있

다.10) 특히, 좁고 깊어진 갭-공간(Gap-space)에 절연 막을

형성하는 우수한 갭-충진 특성은 소자제작 집적공정의 STI

에 적용하는 절연 막인 SOD (Spin-On Dielectric)로 SOG

를 적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메모리 소자의 제

작에 필요한 절연 막 중에서 PMD, ILD, STI의 위치를

적층 단면도에 표시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

심은 SOG 재료가 가장 일반적으로 소자제작 집적공정에

사용하는 트렌치 절연 막 기술인 HDP 절연 막보다 갭-

충진이 더 쉽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SOG 재료는 지금까지 금속배

선공정에만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STI와 같은 소자 제작

공정에 적용할 경우에 집적공정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해결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공공(void) 형성, 불균

일한 식각속도, 고온의 열처리 조건에서의 안정성 등이

다. 소자를 제작하는 집적공정은 금속배선집적공정과 달리

고온의 열처리 조건이 많으므로 고온에서 추가적으로 절

연 막 중의 실리콘이 산화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판 실리콘 소모를 방지하는 라이너(liner) 절연 막

이 SOD 물질의 적용 전에 형성되어야만 한다.7) SOG는

필연적으로 탄소와 수소를 원료물질로 포함하게 된다. 탄

소가 최종적으로 SOD내에 잔류할 경우에 소자의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1) Table 1에 고 종횡 비의

STI에 적용 가능한 SOD가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정리하

였다. 물리화학적 특성과 집적공정을 고려한 필요사항 들

을 먼저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전기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물리화

학적 특성을 1차로 만족한 재료들을 대상으로 전기적 특

성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였다.

SOG 재료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온(≤ 400oC) 열처리로 SOD를 완벽하게 형성하고 공정비

와 공정시간을 줄임으로써 대량생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연

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

한, 저온 열처리는 소자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SOD 박

막의 부피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12-13) 본 연구에

서는 저온 열처리 공정으로 형성한 SOD 박막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전구체의 영향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50 nm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 공정에서 깊은 트렌치 절연 막 형

성에 응용하고자, SOD 재료를 형성하는 전구체의 하나

인 perhydro-polysilazane (SiH2NH)n 과 hydropolymethyl

silazane (SiHCH3NH)n을 비교연구 하였다. 여기에서 n은

양수를 나타내며, 전자는 탄소가 없고 후자는 탄소를 함

유하는 고분자 물질이다. 전자는 출발원료가 Dichlorosilane

(SiH2Cl2), 후자는 dichloromethylsilane (SiHCH3Cl2)으로

SOD 제조공정은 동일하다(Fig. 2 참조). 후자는 대기 중

에서 수분 및 산소와의 반응성이 낮아 안정하여 전구체의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하다. 그러나, SOD 막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낮기 때문에 2단계로 전

Fig. 1. Schematic cross sectional diagram that depicts application

of SOD films. SOG was conventionally applied to PMD and ILD,

whereas SOD is applied to STI including high aspect-ratio

structures of PMD and ILD.

Table 1. The requirement of SOD film to be developed.

Items
Target to be 

developed
Remark

coating uniformity < 5%

thickness shrinkage < 20%

crack
free, or free at 

≥ 1 µm

wet etch rate in HF 

solution
≤ 2 nm/sec.

refractive index 

stability at 633 nm

< 0.005

633 nm is wave 

length of incident 

beam

gap-fill 

performance
≥ 10:1

breakdown voltage > 6 MV/cm

dielectric constant 4.0 ± 0.2

Fig. 2. Synthesis of perhydropolysilazane (chemical I) and

hydropolymethylsilazane (chemica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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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특성을 연구하여, 함유된 탄소를 열처리 과정에서 제

거할 것인지 또는 잔류시킬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또

는, 출발원료자체에 탄소를 포함시키지 않는 전구체를 개

발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탄소가 잔류

할 경우에 잔류 탄소가 SOD 막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유를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박막 준비

전구체인 고분자 재료, perhydro-polysilazane 용액(chem-

ical I)과 hydropolymethyl silazane (chemical II) 용액을

적층된 하부전극 (15 nm TiN/10 nm Ti/450 nm Al)/TEOS/

Si-substrate 8 “(100)에 스핀코팅 하였다. 전구체 용액은 금

호석유화학에서 제조한 (SiH2NH)n 17 g과 (SiHCH3NH)n

58 g 을 각각 75.9 mL와 303.6 mL의 디뷰틸 에테르(dibutyl

ether)에 용해시켜 준비하였다. 회전속도 5000 rpm에서 60

초간 회전시켜 코팅하였다. 이후 전구체 박막은 150oC에

서 3분간 소프트 베이크 과정을 거쳐 300 torr 압력, 수증

기 하, 400oC에서 60분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후에 얻어

진 박막(SOD)의 화학적 결합구조를 FTIR (Fourier Trans-

form Infrared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묽은

99 : 1 HF 용액에서 형성두께의 0.5, 0.25로 습식식각을

진행한 후, 두께 측정을 반복 하였다. 적층된 SOD 박막

/하부전극 (15 nm TiN/10 nm Ti/450 nm Al)/TEOS/Si-sub-

strate에 1000 nm TEOS/450 nm Al/10 nm Ti/15nm TiN

을 증착하고 패터닝과 수소 어닐링 하여 상부전극과 패

드를 형성하였다. 완성된 MIM (Metal Insulator Metal)

구조의 패턴에 대한 평면도와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단면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주

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SOD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였

다. 면적 300 µm × 300 µm를 갖는 MIM 패턴에 1 MHz,

0 V 전압을 가하여 전압변화에 따른 캐패시턴스를 측정

하여 유전상수를 추출하였다.14-15)

3. 결과 및 고찰

Chemical I과 chemical II의 전구체로부터 형성한 SOD

박막의 전압변화에 따른 캐패시턴스 측정값을 Fig. 4에 나

타내었다. MIM 구조로부터 측정된 C-V 값의 분산은 전

구체에 따라 달랐다. chemical II로부터 형성한 SOD 박막

은 8 “웨이퍼 상에서 분산을 나타냈으나 chemical I로부

터 형성한 SOD 박막은 분산을 나타내지 않았다. chemical

II로부터 형성한 SOD 박막을 갖는 MIM 구조의 캐패시

터는 MIM의 면적이 500 µm × 500 µm으로 더 넓어지면

캐패시턴스/cm2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chemical I로부터

Fig. 3. (a) Schematic top-view diagram and (b)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MIM (Metal-Insulator-Metal) structure of the SOD film.

Table 2. The capacitance and dielectric constants of the SOD films derived from chemical I and chemical II. 

Items  Value (I) Value (II) Description

Capacitance (F)  2.776 × 10−11 9.457 × 10−12 measured at 0 V

Capacitance/Area (F/cm2) 3.084 × 10−8   1.051 × 10−8 300 ×  300 µm
2

Thickness (cm)  1574 × 10−8 3225 × 10−8  measured by SEM

(Capacitance/Area)

*Thickness (F/cm)
4.854 × 10−13  3.510 × 10−13 8.854 × 10−14

 vacuum permittivity

Dielectric constant (k)  5.48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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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 SOD 박막을 갖는 MIM 캐패시터는 MIM의 면

적이 300 µm × 300 µm 으로 좁은 면적일 때와 500 µm ×

500 µm 으로 넓은 면적일 때 모두 동일한 값을 나타냈

다. 이는 chemical II보다 chemical I에서 보다 우수한 전

기적 특성이 얻어짐을 의미한다. 면적에 상관없이, chemical

II보다 chemical I에서 더 높은 캐패시턴스가 얻어지므로

더 높은 유전상수 값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CMOS 소자제작과정의 STI에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SOD 박막을 400oC의 저온에

서 열처리하여 형성한다면, chemical I이 chemical II보

다 우수한 전구체임을 알 수 있다.

Fig. 5에 전압변화 혹은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SOD 박

막의 누설전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hemical I로부터

형성된 SOD 박막은 매우 안정적이며 낮은 값의 누설전

류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웨이퍼 내에서 분산 값을 나

타내지 않았다. 반면, chemical II로부터 형성된 SOD 박

막은 약간의 분산과 요동치는 값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전기장의 세기가 절반만 가해져도 누설전류는 2배 이상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emical II로부터 형성된

SOD 박막의 누설전류 값도 STI 절연 막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Chemical I과 chemical II로부터 형성된 SOD 박막의

FTIR 스펙트럼 결과를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폴리 실

라잔 계 SOD 박막의 경우 화학결합과 연관된 피이크는

3개로서 오로지 Si-O 화학결합과 관련된 것들이다. 1070

cm−1에서 가장 강한 흡수 피이크가 관찰되며 810 cm−1과

445 cm−1에서 추가로 관찰된다. 모두 SiO2의 Si-O 화학결

합위치이다. 400oC에서 열처리된 SOD 박막을 묽은 불산

용액에 습식으로 식각하여 두께를 달리한 후 FTIR 스펙

트럼을 측정하면 흡수 피이크의 강도만 다를 뿐 모두 동

일한 형태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이는 SOD 박막이 두

Fig. 4. C-V characteristics of top electrode (Al/Ti/TiN) metal/SOD/

bottom electrode (TiN/Ti/Al) metal/TEOS/Si-substrate capacitor

annealed at 150oC for 3 min. and 400oC for 1 hr. : (a) with 300 ×

300 µm2 and (b) with 500 × 500 µm2. 

Fig. 5. Leakage current measured at 300 × 300 µm2 capacitor area

vs. (a) applied voltage and (b) applied electric field over the

capacitive thickness for the SOD films derived from chemical I and

chemica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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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유기물의 폴리 실라잔 전구체로부터 무기물의 SiO2로

상변화가 400oC에서 60분의 저온 열처리로 완벽히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라잔 계 SOD 박막의 경우

유기물의 실라잔 전구체로부터 무기물의 SiO2로의 상변화

가 동일조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hemical II로부터 형성된 SOD의 스펙트럼은 chemical I

로부터 얻어진 흡수 피이크에 4개의 추가적인 흡수 피이

크, 즉, 2950 cm−1에서 C-H 결합으로부터의 흡수 피이크,

1255와 751 cm−1에서Si-C 결합으로부터의 흡수 피이크,

1178 cm−1에서 N-H 결합으로부터의 흡수 피이크를 합한

것과 같다. 묽은 HF용액으로 SOD 박막의 상부 층을 제

거하고 본래두께의 1/4의 얇은 두께에서 측정한 FTIR 스

펙트럼은 다소 차이가 있다. Chemical II로부터 400oC 열

처리에 의하여 형성된 SOD 박막은 C관련된 결합이 아

직 남아있게 되므로, Si-O 결합과, N-H 결합, C-H 결합,

그리고 Si-C 결합의 혼합물을 이룬다. 게다가, N-H 결합

은 두께 전체에 걸쳐 불균일 하다. 전체두께와 절반두께

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1070 cm−1에서 나타나

는 Si-O 결합의 가장강한 흡수 피이크도 1035 cm−1로 이

동된다. 이 피이크의 속성은 Si-O-Si* 결합으로 결합 각

< 144o 에서 stretching mode를 나타내며 network 구조의

실리콘 suboxide에서 관찰되는 피이크 이다. 결합 각이 대

략 150o인 cage 구조의 Si-O-Si 결합 또는 결합 각이

~144o인 network 구조의 Si-O-Si와 종종 비교된다.16) SOD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Chemical I와 Chemical II에서

얻어진 SOD 박막에서 검출되는 흡수도 증가한다. Fig. 6

의 FTIR 결과에 근거하면, 더 쉽게 형성된 Si-O 결합

은 전구체 막의 화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7) CH3 그룹은 열처리 온도 600oC까지도 열적

으로 안정하므로17) 본 연구의 400oC 열처리 에서도 그 화

학적 결합이 FTIR을 통하여 검출되었다. Fig. 6(b)는 무

기물 SiO2에 유기물이 섞여있는 혼합물임을 나타내며, Fig.

4와 Fig. 5의 결과와 비교하면 순수한 무기물 SiO2보다

전기적으로 캐패시턴스가 더 낮고 누설전류는 더 높았

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 차이는 무기물 SiO2가 유기물

결합인 C-H, Si-C, N-H를 포함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발

생하였다. 따라서, 전구체의 화학적 성질 차이가 SOD 박

막의 형성뿐만 아니라 형성된 SOD 막의 전기적 특성까

지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전기적, 화학적 특성을 정리하여 50 nm 이상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기술에 필

요한 SOD 박막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전구체의 영향

을 고찰하고, 탄소가 없는 폴리실라잔 계와 탄소를 포함

한 실라잔 계 전구체로부터 형성된 SOD 박막의 특성과

전기적 특성과의 상호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실라잔 계 전

구체에 존재하던 탄소는 400oC 열처리 후에도 유기물 결

합을 유지하며 SOD 박막에 잔류하였다. 그 결과 SOD 박

막이 구조적으로 불균일하게 하였으며, 누설전류가 높고,

캐패시턴스가 낮아졌다. 또한, Si-O 결합의 형성이 어렵고

화학적 결합이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불균일한 Si-O 결합

을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전기적 특성이 웨이퍼 내의 위

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void없는 고 종횡 비

의 갭-충진, 저 수축 율, 저 식각속도, 균일한 CMP와 같

은 물리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전기적 특성을

갖는 SOD 막을 저온(< 400oC)에서 형성하려면 탄소가 없

는 전구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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