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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deposition of low-k SiOCH dielectric film by PECVD. DEMS(diethoxymethlysilane) precursor, which has
two ethoxy groups along with one methyl group attached to the silicon atoms, was used as precursor. The SiOCH film
was deposited as a function of oxygen flow rates ranging from 0 to 100sccm. The deposition rate(Å/min) of SiOCH film
w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oxygen radical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s. The dielectric constant was decreased
from 3.0 to 2.77, as the film was annealed at 450oC for 30 min. So, it could account that the dielectric constant changes
sensitively with O2 flow rates. Also, the leakage current of the annealed film exhibited stable curve than that of as-
deposited. These results were caused by the increase of Si-O-Si group and decrease of Si-CH group and OH group within
the film by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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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100 nm이하 영역으로 작아짐

에 따라, 최소 선폭의 감소에 따른 다층 배선연결구조

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집적화 구조는 기생 저항

(resistance)과 정전 용량(capacitance)에 의한 신호지연증

가(RC delay), 혼선(cross-talk noise), 전력 소모(power

dissipation)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낮은 정전용

량을 얻기 위해 유전체의 두께를 감소시키거나 배선

높이와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인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저저항 배선연결물질과 층간 절연막

(intermetal dielectric, IMD)으로 저유전상수(low-k)를

갖는 물질이 필요하다[1-11].

최근 저유전물질로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와 spin-on방법으로 증착 가능한 Si,

O, C, H가 포함된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박막을 SiOCH(siliconoxycarbides)

로 표기하고 있으며 박막 내에 전기적 분극성이 작은

원자인 H(hydrogen)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C(carbon)

이 함유되어 있으면 유전상수 값을 낮출 수 있다[3-11].

일반적으로 SiO2내에 함유된 carbon이 Si과 결합하

여 SiO2 network구조를 덜 치밀한 cage-like구조로 바

꿔줌으로써 유전상수가 감소하게 되며 후속 열처리를

통해 pore를 형성하여 열처리 전보다 낮은 유전상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구체는 Si원자에 하나의

methyl그룹과 두 개의 ethoxy그룹을 가지고 있는 DEMS

(H-Si(CH3)(OC2H5)2)이다.†E-mail : hiseo@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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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EMS전구체를 이용한 O2유량에 따른 증

착온도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9], 증착된

SiOCH박막의 유전상수, FTIR 및 AFM를 분석을 통해

O2유량변화에 따른 박막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Sample deposition

본 연구에서는 p-type(100) Si기판을 이용하였다. 초

기세정은 아세톤, D.I. water, 메탄올, D.I. water를 각

10분씩 초음파세정을 진행하였으며, native oxide는

BOE(buffered oxide etcher) 10:1로 제거하였다.

박막증착은 Appiled Materials사의 P-5000 (PECVD)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전구체는 ample에 담아 40oC로

유지하고 He가스를 carrier가스로 이용하여 반응챔버로

이송하였다. 이때 DEMS유량은 미세조절벨브로 조절

하여 챔버 내 압력을 0.6Torr로 고정시키고, 반응가스

로 O2유량을 0~100sccm으로 변화시키며 증착하였다.

10~20sccm은 유량제어장치인 MFC가 낮은 유량을 제어

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험하지 못하였다. 반응챔버의 압

력은 5Torr이며, 플라즈마 파워는 13.56MHz 300W, 증

착시간은 30초, 증착온도는 250oC였다. 증착된 박막은

열처리 전(as-deposited)과 450oC 30분간 진공상태(N2분

위기)에서 열처리된(annealed) 시편으로 준비하였다.

2.2. Measurement and Analysis

증착된 박막의 두께 및 굴절률(refractive index)은

Ellipsometer(ellipsotechnology, Elli-SE-F)를 사용하였으

며, 박막의 화학적 결합 및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FTIR

을 사용하였다. 유전상수는 MIS구조인 Al/SiOCH/p-

Si(100)로 제작하고, HP 4129A LF Impedance Analyzer

를 이용하여 -35V~35V sweep을 통해서 다음 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C: capacitance A: Al전극의 면적

d: 박막의 두께 ε0 (진공유전률): 8.854×10-12 F/m

누설전류 측정을 위해서 Keithley 6517A Electrometer

/High Resistance Meter를 이용하여 I-V측정을 0~90V

까지 행하였다. 이후 O2유량변화에 따른 저유전막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를 확인하기 위해 AFM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k
Cd
ε0A
---------=

Fig. 1. Deposition rate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
DEMS flow rate is fixed base on the reaction
chamber pressure.

Fig. 2. FTIR spectrum of SiOCH films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 (a) As-deposited and (b) Ann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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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DEMS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반응가스인

O2 유량을 0~100sccm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증착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챔버 내 산소유량이 증가하면

플라즈마 파워에 의해 활성화되는 산소 라디칼이 증가

하므로 그에 따라 막의 형성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2는 O2 유량변화로 증착된 박막의 FTIR 스펙트

럼이다. O2유량에 따른 박막의 화학적 성분을 살펴보

면, 전형적인 SiOCH에 대한 Si-O-Si, Si-O-C, Si-CH,

Si-H등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a)에서 O2유량증가에 따라 Si-CH, Si-O-Si,

Si-H의 흡수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2(b)에서는 열처리 후 스펙트럼의 변화가 열처리 전보

다 880cm-1에서 Si-CH가 약간 감소하고, Si-O-Si의 결

합 피크가 증가하였으며, 1400~1800cm-1에서 OH피크

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 성분변

화가 유전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C-V측

정을 통해 유전상수를 계산하였다.

Fig. 3은 O2유량변화에 따른 SiOCH박막의 열처리

전 후 C-V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C-V곡선은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세가지 동작 상태

인 축적, 공핍, 반전의 전형적인 p형 기판에서 만들어

지는 형태를 나타낸다[10]. 또한 축적과 공핍상태에서

일어나는 flat band상태가 열처리 전 후 O2 0sccm을 제

외하고 모두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O2유량이 0,

30, 50sccm일 때 정전용량이 29pF, 33pF, 18pF에서

28pF, 32pF, 17pF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Fig. 4(a)

에서 열처리 후 박막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박막 내 함유되어 있는 불안정한 성분이 제거되고,

두께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측정된 정전용량으로부터 유전상수를 계산하여 Fig.

4(b)에 나타내었다. 열처리로 인한 Si-CH, Si-O-Si, OH

의 화학적 성분변화가 유전상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굴절률의 제곱인 전자분극(n2)과 유전상

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4(b)에 나타내었다.

O2유량변화에 따라 유전상수의 변화가 대체로 증가하

Fig. 3. Capacitance of SiOCH films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 at 1MHz: (a) As-deposited and (b) An-
nealed.

Fig. 4. (a) Thickness and (b) Dielectric constant of As-
deposited and Annealed SiOCH films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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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50sccm에서 3.06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가스인 O2유량이 유전상수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Si와

SiOCH계면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결함과 증착과정에서

생성된 결함, 금속불순물 등이 열처리(450oC)로 인해

개선되면서 유전상수는 감소되었고, O2 70sccm일 때

2.77의 유전상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자분극의 경

우 열처리 전 후 변화의 폭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유전상수의 구성성분인 전자분극보다 이온분

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박막의 절연성 평가를 위해 O2유량변화에

따른 누설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전 가해진 전

기장에 대해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때 절

연막 내에 전기수송 채널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열처리 후 O2 0sccm을 제외하고 누설전류는 안

정화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열처리 후

SiOCH박막내의 Si-CH결합에서 CH가 산소에 의해 팽

창되는 효과로 비정질 박막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낮은

누설전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1].

Fig. 6은 O2 유량변화에 따른 박막의 표면을 AFM으

로 분석하였다. 증착된 박막의 표면은 열처리 전 매끄

러운 표면을 가지며, 유량증가에 따라 거칠어 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열처리 후 박막의 표면이 거칠어 지는

것은 박막 형성과 관련된 활성종들의 표면 반응이 증

가하고, Si-CH, OH성분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된다.

Fig. 5. Leakage current density of SiOCH films as a
function of O2 flow rates: (a) As-deposited and
(b) Annealed.

Fig. 6. Surface roughness of (a) As-deposited and (b)
Ann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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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PECVD를 이용하여 DEMS전구체를 미

세조절벨브로 조절하여 챔버 내 압력을 0.6Torr로 고정

시키고, O2유량을 0~100sccm까지 변화시키며 증착하였

다. 증착된 SiOCH박막은 증착률 및 열처리 전 후 FTIR,

C-V, I-V, 박막두께변화, 유전상수, AFM으로 박막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증착률은 O2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챔버 내 반응하는

산소 라디칼이 많아지게 되어 증가되었다. 유전상수는

열처리 전 3.0이상을 보였지만, 열처리 후 2.77까지 감

소되었으며, 누설전류도 안정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FTIR분석 결과, 열처리로 인해 박막

내 Si-O-Si결합이 증가되고, Si-CH결합과 유전상수를

높이는 분극성이 큰 OH가 감소됨으로써 나타난 결과

이다. 또한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열처리 후 O2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거칠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결과로부터 PECVD를 이용하여 증착한

SiOCH의 박막은 DEMS전구체에 대한 O2유량이 증가

함에 따라 증착률 및 유전상수 증가, 뉴설전류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구간(열처리 전 50sccm,

열처리 후 70sccm)에서 O2유량에 대한 낮은 유전상수

를 나타냄으로써 O2유량비율이 유전상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열처

리 후 화학적 성분 변화 및 불안정한 성분이 감소됨으

로써 누설전류 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DEMS전구체 유량제어를 미세조절

벨브가 아닌 MFC(mass flow controller)로 실제유량을

측정하여, O2/DEMS유량비율에 따른 SiOCH박막특성

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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