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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빈·김대희·김영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소재공학과

Interaction of acetone molecule on Si(001) surface: A theoretical study

Seung-Bin Baek, Dae-Hee Kim and Yeong-Cheol Kim†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We study the interaction of acetone molecule [(CH3)2CO] on Si(001) surface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An acetone
molecule is adsorbed on a Si atom of the Si dimer of the Si(001) surface. The adsorption of the acetone molecule on
the Si atom at lower height between the two Si atoms of the dimer is more favorable than that on the Si atoms at upper
height. Then we calculate an energy variation of dissociation and four-membered ring structures of the acetone molecule
adsorbed on the Si surface. Total energy difference between the two structures is about 0.05 eV, indicating that the two
structures are almost equally stable. Energy barrier exists when a hydrogen atom is dissociated and adsorbed on the other
Si atom of the dimer, while energy barrier does not exist when the adsorbed acetone molecule changes to four-membered
ring structure, except for the rotation of the acetone molecule along z-direction. Therefore, four-membered ring structure
is kinetically more favorable than the dissociation structure when the acetone molecule is adsorbed on the Si(001)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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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절연박막, nanolithography용 레지스트, 화학적,

생물학적 센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으며, 유기(organic) 분자를 이용한 전자소자분야

또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기술적으로 중요한

Si(001) 표면과 유기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초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그 특성

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더 자세한 이해가 요구

되고 있다[1,2].

Si(001) 표면과 아세톤(acetone, [CH3]2CO) 분자에

대한 연구는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J. L.

Armstrong et al.[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톤 분자는

Si-Si dimer의 π-bond 와 C = O 의 π-bond 간의 직접적

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2+2] 부가 환화(cycloaddition)

반응으로 흡착된다. 4가지 원소인 Si, Si, C와 O로 이루

어지는four-membered ring 구조가 부가 환화 반응이다.

또한, S. A. Saraireh et al.[2]와 C. Hamai et al.[4]의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STM)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의 아세톤 흡착물을 볼 수 있다. 하나는 four-

membered ring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아세톤 분자의

메틸기의 H 원자 한 개가 분리되어 Si dimer의 한 Si

에 흡착되고, 나머지 원자들은 Si dimer의 반대쪽 Si에

흡착되어 있는 dissociation 구조이다. C. Hamai et al.

은 실험을 바탕으로 동역학적으로는 four-membered

ring 구조가 나타날 확률이 높지만, 열역학적으로는

dissociation 구조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온도

를 조절함으로써 Si(001) 표면과 아세톤 분자의 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DFT) 계

산을 통하여 Si(001) 표면과 아세톤 분자의 반응에 대

한 이론적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동역학적 반응을 이

해하기 위해 반응에 요구되는 에너지 barrier를 계산

하였다.†E-mail : yckim@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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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방법

본 연구는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VASP)

로 구현된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GG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전자와 이온간의 포텐셜(potential)

은 ultrasoft pseudopotential이며, 전자 바닥상태를 계산

하기 위해 residual minimization scheme direct inversion

in the iterative subspace(RMM-DIIS)를 사용하였다[5-9].

사용한 cutoff energy는 400 eV이고, k-points mesh 는

Monk-horst pack 이며 표면 계산을 위해 2×2×1 크기를

사용하였다.

Fig. 1 은 계산에서 사용된 2×2 Si(001) 격자의 구조

를 보여준다. 2×2 Si(001) 격자의 아래쪽 dangling

bond는 H 원자로 제거하였고, 표면 위에는 15Å의 진

공을 삽입하였다. 에너지 관점에서 최적화된 구조를 얻

기 위해 2×2 Si(001) 격자에 존재하는 4개의 Si 층 중

에서 가장 바닥에 존재하는 Si 한 개의 층을 고정시키

고 나머지 층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상태에

서 계산하였다.

계산에서 사용된 표면 단위 격자와 아세톤 분자는

최적화된 k-points mesh 와 cutoff energy를 사용하였

으며, 아세톤 분자를 흡착시키기 전 Si dimer가 지그재

그 모양으로 재배열된 2×2 Si(001) 표면을 먼저 계산

하였고, 최적화된 2×2 Si(001) 표면 위에 아세톤 분자

를 흡착시킨 후, four-membered ring 구조와 dissociation

구조로 변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nudged elastic band

(NEB) 를 통해 계산하였다.

3. 결 과

Fig. 2는 아세톤 분자가 Si(001) 표면에 흡착되기 전

과 후를 보여준다. 아세톤 분자의 초기 흡착 구조는 Si

dimer 의 높은 Si과 낮은 Si 중 낮은 Si에 흡착되는 것

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하였고, 낮은Si에 흡착된 후, z 축

을 기준으로 하여 아세톤 분자를 회전시키며 계산된

최적화된 구조는 Fig. 2(b)와 같다. 아세톤 분자가

Si(001) 표면에 흡착된 후의 에너지적인 변화는 흡착되

기 전보다 0.71 eV 의 이득이 있었다.

Fig. 3 은 아세톤 분자가 초기 흡착된 구조에서 재배

열된 구조로 Fig. 3(a)는 four-membered ring 구조이며,

Fig. 3(b) 는 dissociation 구조를 보여준다.

두 구조 모두 아세톤 분자가 Si(001) 표면에 흡착될

때의 가장 안정한 구조이다. 두 구조의 에너지적인 차

이는 0.05 eV로 거의 동등하고, 초기 흡착 구조보다 각

각 1.07 eV와 1.02 eV의 에너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four-membered ring 구조와 dissociation 구조가 에너지

적 관점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은 (a) 아세톤 분자, (b) Si dimer, (c) 초기 흡

착 구조, (d) four-membered ring 구조, (e) dissociation

구조, 그리고 (f) dissociation 구조의 아세톤 분자의 전

자분포를 visualization for electronic and structural

analysis(VESTA)를 이용하여 보여주며, 괄호 안의 값

은 isosurface 값이다[10]. Fig. 4(a)는 아세톤 분자로

Fig. 1. Side view of the four layer silicon slab used to
study the interaction of acetone on the Si(001)
surface.

Fig. 2. (a) Before adsorption of acetone on the Si(001)
surface and (b) after adsorption of acetone on the
Si(001) surface.

Fig. 3. (a) Four-membered ring structure and (b) dissociation
structure of acetone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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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원소

사이의 전자분포가 다른 곳보다 두껍다. 가운데 존재하

는 탄소는 4개의 bond를 갖고 있어 안정한 상태로 존

재하게 된다. Fig. 4(b)는 Si(001) 표면에 존재하는 Si

dimer 구조를 보여준다. Si dimer 에는 높은 Si과 낮은

Si이 존재하며, 낮은 Si은 높은 Si보다 전자들이 덜 분

포하기 때문에 낮은 Si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Fig. 4(c)와 같이 아세톤 분자가 낮은

Si 에 부착되는 것이 더 많은 전자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Si 에 부착되었을 때보다 에너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운데 존재하는 탄

소가 3개의 bond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

안정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Fig. 4(d)와 Fig.

4(e)와 같이 탄소가 4개의 bond를 가질 수 있는 four-

membered ring 구조나 dissociation 구조로 재배열하는 것

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 Dissociation 구조는

Fig. 4(f)에서 보여지듯이 가운데의 탄소가 CH2 와 이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자분포가 두껍게 보인다.

Table 1은 아세톤 분자, 초기 흡착 구조, four-

membered ring 구조, dissociation 구조 각각의 원자간

bond 길이와 각도에 대한 문헌값과 본 연구에서 계산

한 값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값들이 문헌 값과 비슷한

값을 보였고, 초기 흡착 구조에서 Si 과 O 사이의 길이

와 각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문헌상의 계산

조건과 포텐셜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산조건과 포텐

셜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초기 흡착 구조에서 four-membered ring 구

조와 dissociation 구조로 재배열 될 때의 에너지적인 변

화를 보여준다. Four-membered ring 구조나 dissociatoin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초기 흡착 구조에서 아세톤

분자가 z축을 기준으로 90o만큼 회전한 뒤에 아세톤의

일부 원자가 Si dimer 의 반대 Si으로 옮겨가야 한다.

Fig. 5(a) 는 아세톤 분자가 회전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Fig. 4. Charge distribution of structures for acetone adsorption
on the Si(001) surface. (a) acetone molecule, (b) Si
dimer, (c) initial adsorption structure, (d) four-
membered ring structure, (e) dissociation structure,
and (f) acetone molecule of the dissociation structure.

Table 1. Comparison of the structural parameters for acetone
adsorption on the Si(001) surface.

Pure structure
(acetone gas)

Initial adsorption
structure

Literature* Calculation Literature* Calculation

Si-Si(Å) - - 2.45 2.44

Si-O(Å) - - 1.70 1.86

Si-C(Å) - - - -

Si-H(Å) - - - -

O-C(Å) 1.21 1.23 1.25 1.27

C-C(Å) 1.54 1.51 1.50 1.49

C-H(Å) 1.11 1.09 1.11 1.10

Si-O-C(o) - - 155.0 141.0

Si-Si-O(o) - - 97.0 108.1

Si-Si-H(o) - - - -

C-C-O(o) 122.0 121.5 120.0 117.3

H-C-H(o) 110.0 109.5 110.0 110.4

Four-membered ring
structure

Dissociation
structure

Literature* Calculation Literature* Calculation

Si-Si(Å) 2.32 2.34 - 2.44

Si-O(Å) 1.65 1.71 - 1.67

Si-C(Å) 2.01 2.01 - -

Si-H(Å) - - - 1.49

O-C(Å) 1.41 1.48 - 1.39

C-C(Å) 1.55 1.52 - 1.41

C-H(Å) 1.11 1.09 - 1.09

Si-O-C(o) 108.0 108.2 - 128.5

Si-Si-O(o) 82.0 80.8 - 111.6

Si-Si-H(o) - - - 113.5

C-C-O(o) 111.0 108.6 - 113.8

H-C-H(o) 108.0 108.7 - 1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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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아세톤 분자의 회전에는 0.13 eV의 에너지

가 필요하다. 아세톤 분자의 회전을 보여주기 위해 평

면그림을 삽입하였다. Fig. 5(b)는 아세톤 분자가 회전

한 후 four-membered ring 구조로 변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며 에너지 barrier가 없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아세톤 분자가 90o만큼 회전하는데 필요한

0.13 eV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해주게 되면

four-memberd ring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Fig. 5(c)는

dissociation 구조로 변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보여준다.

Four-membered ring 구조의 형성보다 0.21 eV의 에너

지가 더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회전하는데 필요한 0.13

eV의 에너지와 더불어 총 0.33 eV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four-membered ring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dissociation 구조를 형성하는 것보다 필요한 에너지

barrier가 작기 때문에 four-membered ring 구조의 형성

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001) 표면과 아세톤 분자의 상호

작용을 DFT 이론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최적

화된 Si(001) 표면과 아세톤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안정한 구조를 알아보았고, 에너지적인 변화를 계

산하였다. 가장 안정한 구조는 four-membered ring 구

조와 dissociation 구조이며, 두 구조는 에너지적으로

거의 동등하였다. 재배열될 때 필요한 에너지 barrier는

각각 0.13 eV, 0.33 eV로 four-membered ring 구조 형

성이 더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역학적

인 관점에서는 four-membered ring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dissociation 구조를 형성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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