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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침착후에 용매의 5부피% 이상이 피복물에 잔류하는 방식으로 2개 이상의 Si-H 기를 함유하는 
수지 및 용매를 포함하는 용액을 침착시키고, 이어서 Si-H 기를 축합시키기에 충분한 농도로 염기성 촉매
와 물을 포함하는 환경에 피복물을 노출시키고, 용매를 피복물로부터 증발시켜서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써 기판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피막을 전자 장치상에 적용시키기에 특히 유용하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용매가 피복물에 잔류하는 방식으로 Si-H 기를 함유한 수지 및 용매의 용액을 침착시킨 후 피
복물을 염기성 촉매와 물에 노출시키고, 이어서 용매를 피복물로부터 증발시킴으로써 기판상에 피막을 형
성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피막을 전자 장치상에 적용시키
는데 특히 유용하다.

전자 장치상의 얇은 필름의 유전체 피막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특허 제 4,749,631
호 및 미국 특허 제 4,756,977호는 규소 알콕사이드 또는 수소 실세스퀴옥산의 용액을 각각 기판에 도포
시킨 후 피복된 기판을 200 내지 1000℃로 가열함으로써 제조된 실리카 함유 피막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막의 유전상수는 몇몇 전자 장치 및 회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다.

미국 특허 제 4,847,162호 및 미국 특허 제 4,842,888호는 또한 암모니아의 존재하에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와 실리케이트 에스테르를 각각 200 내지 1000℃의 온도로 가열함에 의한 질화 실리카 피막의 형성 
방법을 교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생성된 피막이 1 내지 2중량%의 질소를 함유하도록 무수 암모니아
를 사용함을 교지하고 있다.

문헌[Non-Crystalline Solids, 64(1984) pp. 209-221]에서는 암모니아의 존재하에 테트라에톡시실란을 가
열함으로써 세라믹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교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미국 특허 제 4,847,162호에
서와  같이,  상기  문헌은  또한  암모니아가  무수이어야  하고  생성된  실리카  피막이  질화됨을  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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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 4,636,440호는 기판을 수성 사차 수산화암모늄 및/또는 알칸올 아민 화합물에 노출시킴을 
포함하는, 졸-겔 피복된 기판에 대한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헌의 
방법은 피복물을 가열하기 전에 건조시켜야 하고 가수분해된 또는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규소 알콕사이
드로 특정하게 제한되며 Si-H 결합을 갖는 피복물에 대한 공정의 유용성을 교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원
에 개시된 방법과는 다르다. 

미국 특허 제 5,262,201호 및 미국 특허 제 5,116,637호는 수소 실세스퀴옥산을 비롯한 각종 세라믹 전구
체 물질을 세라믹 피막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염기성 촉매를 사용함을 교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에 노출시키기 전에 용매를 제거함을 교지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 5,547,703호는 습윤 암모니아, 무수 암모니아 및 산소하에 수소 실세스퀴옥산을 연속적으로 
가열함을 포함하는,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Si-O 함유 피막을 기판상에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을 교지하고 
있다.  생성된 피막은 1MHz에서 2.42와 같은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다.  그러나, 이 문헌은 피복물을 세라
믹으로 전환시키기 전에 용매를 제거함을 교지하고 있으며, 생성된 피막의 유전상수가 본원에 개시된 것
처럼 낮지 않다.

미국 특허 제 5,523,163호는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를 Si-O 함유 세라믹 피막으로 전환시킨 후 수소 기
체를 함유하는 어닐링 대기에 상기 피막을 노출시킴을 포함하는, 기판상에 Si-O 함유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을 교지하고 있다.  생성된 피막은 2.773 정도로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다.  그러나, 상기 문헌
은 피복물을 세라믹으로 전환시키기 전에 용매를 제거함을 교지하고 있으며, 생성된 피막의 유전상수는 
본원에 개시된 것처럼 낮지 않다.

미국 특허 제 5,618,878호는 두꺼운 세라믹 피막을 형성시키기에 유용한 포화 알킬 탄화수소에 용해된 수
소 실세스퀴옥산 수지를 함유하는 피복 조성물을 교지하고 있다.  개시된 알킬 탄화수소는 도데칸 이하의 
것이다.  그러나, 상기 문헌은 용매를 제거하기 전에 피복된 기판을 염기성 촉매에 노출시킴을 교지하지 
않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은 완전히 용매를 제거하기 이전에 Si-H 함유 수지를 염기성 촉매에 노출시킴으로써 낮은 유
전상수를 갖는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이 제조될 수 있음을 최근에 발견하고, 이와 같은 피막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기판상에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침착후에 용매의 5부
피% 이상이 피복물에 잔류하는 방식으로 2개 이상의 Si-H 기를 함유하는 수지 및 용매를 포함하는 용액을 
사용하여 기판상에 피복물을 침착시킴을 포함한다.  이어서,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와 물을 포함하는 환경
에 노출시킨다.  최종적으로, 용매를 피복물로부터 증발시켜 다공성 망상구조를 형성한다.  필요시에 피
막을 가열하여 세라믹을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피막 뿐만 아니라 본 공정에서 사용되는 피복물 용액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염기성 촉매와 물이 사용되어서 Si-H 함유 수지로부터 신규한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발견에 근거한다.  이러한 피막은 낮은 유전상수 때문에 전자 기판상에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인터레벨(interlevel) 유전체 층; 트랜지스터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도핑된 유전체 층; 
커패시터 및 커패시터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안료가 로딩된 규소-함유 결합제 시스템; 다층 장치; 3-D 
장치; 규소가 도포된 절연체 장치; 및 초격자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또는 전자 회로상에 피
복물을 침착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해 피복될 기판 및 장치의 선택은 본 발명에 
사용되는 온도 및 대기에서 기판의 열적 및 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본 발명의 
피복물은 예컨대 폴리이미드, 에폭사이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및 그의 공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세라믹, 가죽, 텍스타일 및 금속을 비롯하여 플라스틱과 같은 기판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이란 표현은 탄소 및/또는 수소를 전혀 함유하지 않지는 않지만 특징 면에서 
세라믹인, 무정형 실리카와 같은 세라믹 및 무정형 실리카 유사 물질과 같은 세라믹 유사 물질을 포함하
며, '전자 장치' 또는 '전자 회로'란 표현은 규소계 장치, 갈륨 아르세나이드계 장치, 규소 카바이드계 
장치, 초점면 어레이, 광전자 장치, 광기전성 셀 및 광학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Si-H 결합이 가수분해될 수 있고 염기성 촉매와 물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축합되어서 다공성 망상구
조에 대한 구조물로서 작용하는 가교결합된 망상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한, 본 발명에 유용하며 2개 이상
의 Si-H 기를 함유하는 수지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질은 구조식 
{R3SiO1/2}a{R2SiO2/2}b{RSiO3/2}c{SiO4/2}d를 가지며, 이 때 R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알킬, 알케닐 및 아릴 

기, 및 할로겐, 질소, 황, 산소 또는 규소와 같은 헤테로 원자로 치환된 알킬, 알케닐 및 아릴 기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 a, b, c 및 d는 특정한 단위의 몰분율이고, 총 합은 1이나, 단 분자당 2개 이
상의 R 기가 수소이고 물질은 원하는 망상구조를 형성하도록 충분히 수지성 구조이다.  알킬 기의 예는 
메틸, 에틸, 프로필 및 부틸이고, 탄소수 1 내지 6개의 알킬이 바람직하다.  알케닐 기의 예는 비닐, 알
릴 및 헥세닐이다.  아릴의 예는 페닐을 포함한다.  치환된 기의 예는 CF3(CF2)nCH2CH2(n은 0 내지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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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화학식 HSi(OH)x(OR)yOz/2 단위체를 포함하는,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로 알려진 각종 하이드리도실록산 수

지가 본 발명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화학식에서, R은 각각 상기와 같이 정의된다.  이들 R 기가 산
소 원자를 통해 규소에 결합될 때 이들은 가수분해가능한 치환체를 형성한다.  상기 화학식에서, x는 0 
내지 2이고, y는 0 내지 2이며, z는 1 내지 3이고, x + y + z는 3이다.  이들 수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축합된 (HSiO3/2)n일 수 있으며, 여기에서 n은 8 이상이거나 또는 이들은 단지 부분적으로 가수분해(즉, 약

간의 Si-OR을 함유)되고/되거나 부분적으로 축합(즉, 약간의 Si-OH을 함유)될 수 있다.  

수지의 구조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수지의 구조는 사다리형, 케이지(cage)형 또는 이들이 혼합된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일 수 있다.  수지는 하이드록실 기, 트리오가노실록시 기, 디오가노하이드로겐실
록시 기, 트리알콕시실록시 기 및 디알콕시실록시 기와 같은 말단기를 함유할 수 있다.  구조로 표시되지
는 않더라도, 수지는 또한 0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부착되어 있는 규소 원자를 소량(예컨대, 약 10% 미
만) 갖고/갖거나 CH3SiO3/2 또는 HCH3SiO2/2 기와 같은 SiC 기를 소량 가질 수 있다. 

2개 이상의 Si-H 기를 함유하는 상기 수지 및 이들의 제조방법이 미국 특허 제 3,615,272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벤젠설폰산 수화물 가수분해 매질에서 트리클로로실란을 가수분해시킨 후, 생성된 수
지를 물 또는 수성 황산으로 세척함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본질적으로 완전히 축합된 수소 실세스퀴옥
산 수지(이는 실란올 100 내지 300ppm 이하를 함유할 수 있다)의 제조방법을 교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 제 5,010,159호에서는 아릴설폰산 수화물 가수분해 매질에서 하이드리도실란을 가
수분해하여 수지를 형성하고 이어서 이 수지를 중화제와 접촉시킴을 포함하는 방법을 교지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 4,999,397호에 기재된 것, 미국 특허 제 5,210,160호에 기재된 것, 산성 알코올계 가수분해 
매질중에서 알콕시 또는 아실옥시 실란을 가수분해하여 제조된 것, 일본 특허 제 85-178749호, 일본 특허 
제 86-86017호 및 일본 특허 제 88-107122호에 기재된 것과 같은 그 밖의 하이드리도실록산 수지 또는 그 
밖의 임의의 등가 하이드리도실록산이 또한 본원에서 작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상기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의 특정한 분자량 분획이 또한 본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획  및  이들의  제조방법이  미국  특허  제  5,063,267호  및  미국  특허  제 
5,416,190호에 교지되어 있다.  바람직한 분획은 중합체성 화합물의 75% 이상이 1200 이상의 분자량을 갖
는 물질을 포함하고, 보다 바람직한 분획은 중합체성 화합물의 75% 이상이 1200 내지 100,000의 수평균 
분자량을 갖는 물질을 포함한다.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는 이들 성분이 피막의 통합성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다른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물질은 피막의 유전상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공지된 첨가제는 미국 특허 
제 4,822,697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지의 경화 속도 및/또는 정도를 증가시키는 백금, 로듐 또는 구리 
촉매와 같은 촉매를 포함한다.

세라믹 산화물 전구체는 또한 수소 실세스퀴옥산 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 유용한 세라
믹 산화물 전구체는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탄탈, 니오븀 및/또는 바나듐과 같은 각종 금속 화합물 
뿐만 아니라 용액에서 용해되고 가수분해되며 이어서 비교적 저온에서 열분해되어 세라믹 산화물을 형성
할 수 있는 붕소 또는 인과 같은 다양한 비금속 화합물을 함유한다.  본원에서 유용한 세라믹 산화물 전
구체가 미국 특허 제 4,808,653호, 미국 특허 제 5,008,320호 및 미국 특허 제 5,290,394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Si-H 함유 수지는 용매 분산액으로서 기판에 도포된다.  사용될 수 있는 용매는 생성된 피막 또는 
기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균질한 액체 혼합물을 형성하도록 수지를 용해시키거나 분산시키는 임의
의 시약 또는 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용매는 에틸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같은 알코
올;  벤젠 또는 톨루엔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  n-헵탄,  도데칸 또는 노난과 같은 분지형 또는 선형 
알칸; n-헵텐, 도데켄 또는 테트라데켄과 같은 분지형 또는 선형 알켄; 메틸 이소부틸 케톤과 같은 케톤; 
에스테르; 글리콜 에테르와 같은 에테르; 또는 선형(예: 헥사메틸디실록산, 옥타메틸디실록산 및 이들의 
혼합물), 시클릭 디메틸폴리실록산과 같은 실록산; 또는 상기 임의의 용매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용매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대해 원하는 농도로 수지를 용해/분산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한다.  전형
적으로 용매는 수지 및 용매의 중량을 기준으로 20 내지 99.9중량%,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5중량%의 양
으로 존재한다.

필요시에 그 밖의 물질이 수지 분산액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분산액은 충전제, 착색제, 점착 촉진
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수지 분산액을 기판에 도포시키기 위한 특정한 방법은 스핀 피복, 침지 피복, 분무 피복, 유동 피복, 스
크린 인쇄 또는 기타 방법을 포함하나,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포에 바람직한 방법은 스핀 피
복이다.

수지가 염기성 촉매 및 물과 접촉할 때까지 용매의 5부피% 이상이 피복물에 잔류하는 것이 본 발명에 중
요하다.  이 용매는 Si-H 결합이 가수분해되고 축합될 때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의 세공을 형성한다.  몇
몇 양태에서, 용매의 10부피% 이상이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용매의 15부피% 
이상이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에서는, 용매의 25부피% 이상이 잔류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용매를 보유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고 비점의 용매가 단독으
로 또는 전술한 용매중 하나와 공동 용매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통의 조건하에서 전술한 바
와 같이 수지 분산액을 처리하면 5% 이상의 잔류 용매가 남는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에서 사용되기에 
바람직한 고 비점의 용매는 175℃ 이상의 비점을 갖는 용매이다.  이러한 용매의 예는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에스테르 및 에테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용매의 
예는 포화 탄화수소(예: 도데칸, 테트라데칸, 헥사데칸), 불포화 탄화수소(예: 도데켄, 테트라데켄, 크실
렌, 메시틸렌, 1-헵탄올, 디펜텐, d-리모넨, 테트라하이드로푸르푸릴 알코올, 미네랄 주정제, 2-옥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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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stoddard) 용매, 이소파르(Isopar) H
tm
, 디에틸 옥살레이트, 디아밀 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피란

-2-메탄올, 락트산 부틸 에스테르, 이소옥틸 알코올, 프로필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
르, 디에틸렌 글리콜 디에틸 에테르, 디메틸 설폭사이드, 2,5-헥산디온, 2-부톡시에탄올 아세테이트, 디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1-옥탄올, 에틸렌 글리콜, 이소파르 L
tm
,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

테르 아세테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N-메틸피롤리돈, 에틸렌 글리콜 디부틸 에테르, 감
마-부티로락톤, 1,3-부탄디올,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트리메틸렌 글리콜, 트리에
틸렌 글리콜 디메틸 에테르,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알파-터피네올, n-헥실 에테
르, 케로센, 2-(2-n-부톡시에톡시)에탄올, 디부틸 옥살레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모
노페닐 에테르, 디에틸렌 글리콜, 카테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에틸렌 글리콜 
모노페닐 에테르, 디에틸렌 글리콜 디부틸 에테르, 디페닐 에테르, 에틸렌 글리콜 모노벤질 에테르, 하이
드로퀴논, 설폴란 및 트리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탄화수소 용매가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바람직한 양태에서, 상기 처리(즉, 주로 피복 용액의 침착)는 염기성 촉매 및 물과 접
촉하기 전에 용매의 증발을 억제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스핀 피복은 밀폐된 환경에서 수행
되어서 용매가 완전히 증발하기 전에 본 발명의 후속 단계(즉, 염기성 촉매 및 물과의 접촉)가 일어날 수 
있다.

이어서, 용매의 5부피% 이상을 함유하는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 및 물과 접촉시킨다.  염기성 촉매의 예는 
암모니아, 수산화 암모늄 뿐만 아니라 아민을 포함한다.  본원에 유용한 아민은 일차 아민(RNH2), 이차 아

민(R2NH) 및/또는 삼차 아민(R3N)일 수 있고, 여기에서 R은 독립적으로 (1) 포화 또는 불포화된 지방족 화

합물(예: 메틸, 에틸, 프로필, 비닐, 알릴 및 에티닐), (2) 지환족 화합물(예: 시클로헥실메틸), (3) 방
향족 화합물(예: 페닐), (4) 치환된 헤테로 원자(예: 산소, 질소 및 황) 또는 (5) 질소가 헤테로시클릭 
고리의 구성원인 화합물(예: 퀴놀린, 피롤리딘 또는 피리딘)이다.  또한, 상기 임의의 아민 화합물은 그 
밖의 탄화수소 및/또는 헤테로 함유 기로 치환되어서 디아민 및 아미드와 같은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반응 조건하에서 아민으로 전환되는 화합물이 동등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임이 고려
된다.  예컨대, 용해시에 아민을 생성하는 암모늄 염과 같은 화합물이 원하는 촉매 효과를 제공할 수 있
다.

본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아민의 예는 메틸아민, 에틸아민, 부틸아민, 알릴아민, 시클로헥실아민, 
아닐린, 디메틸아민, 디에틸아민, 디옥틸아민, 디부틸아민, 메틸에틸아민, 사카린, 피페리딘, 트리메틸아
민, 트리에틸아민, 피리딘, 디에틸 톨루이덴 에틸메틸프로필아민, 이미다졸, 콜린 아세테이트, 트리페닐 
포스펜 아날린, 트리메틸실릴이미다졸, 에틸렌디아민, 디에틸하이드록실아민, 트리에틸렌디아민 및 n-메
틸피롤리돈을 포함한다.

염기성 촉매는 일반적으로 Si-H 결합의 가수분해를 촉진하는 임의의 농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염기성 촉매의 농도는 염기성 촉매에 따라 수지의 중량을 기준으로 1ppm 내지 100중량%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물은 주위 환경(예컨대, 25% 이상의 상대 습도)에서 존재하는 물일 수 있고, 주위 
환경은 추가의 수증기(예컨대, 100% 이하의 상대 습도)로 보충될 수 있으며, 물은 액체로서 사용될 수 있
거나, 또는 반응 조건하에서 물을 발생시키는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피복물과 염기성 촉매 및 물의 접촉은 임의의 실용적인 수단 또는 바람직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다.  예컨대, 피복물은 염기성 촉매의 증기 및 수증기와 접촉할 수 있다.  다르게는, 피복물은 액체 상태
의 염기성 촉매 및 물과 접촉할 수 있다.  예컨대, 피복물은 물을 함유하는 염기성 촉매 용액중에 침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수지 피복물은 증기 상태의 염기성 촉매 및 물을 포함하는 환경에 노출된
다.  상기 조건에의 노출은 임의의 실용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수지 피복물은 암모니아 및 수증기에 노출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양태에서, 피복된 기판을 예컨대 단지 용기에 놓고 적절한 대기를 그 안에 도입하거나 
또는 염기성 촉매와 물의 스트림을 피복물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양태에서 염기성 촉매 및 물 환경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또한 일반적으로 중
요하지 않다.  물 또는 수산화 암모늄 용액(수증기의 함유량을 조절하기 위함)을 통해 염기성 촉매(예: 
암모니아 기체)를 발포시키고, 염기성 촉매와 물을 가열하거나 또는 물을 가열시키고 염기성 촉매 기체
(예: 암모니아 기체)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본원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아민 염에 물을 첨가하
거나 또는 실라잔(예: 헥사메틸디실라잔)에 물을 첨가하는 것과 같은 동일 반응계에서 염기성 촉매 증기
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양태에서 사용되는 염기성 촉매는 임의의 원하는 농도로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농도는 
0.01 내지 포화 기압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바람직한 양태에서 실온 내지 300℃의 임의의 원하는 온도에서 노출시킬 수 있다.  일
반적으로, 20 내지 200℃ 범위의 온도가 바람직하며, 20 내지 100℃의 온도가 바람직하다.

Si-H 기를 가수분해시켜서 실란올(Si-OH )을 형성시키고 실란올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축합되어서 Si-O-Si 
결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동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수지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 및 물 환경
에 노출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20분 이하의 노출이 바람직하며, 1초 이상 내지 5분의 노출이 더욱 바
람직하다.  본 발명의 피막을 유전체 층으로서 사용하려는 경우, 보다 장시간의 노출은 피막의 유전상수
를 증가시키기 쉬우므로 보다 단시간의 노출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함을 유념해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피복물을 액체 상태의 염기성 촉매 및 이어서 물에 노출시킨다.  보다 바람직
한 양태에서, 액체 염기성 촉매 및 물은 수산화 암모늄 용액이다.

상기 양태에서, 염기성 촉매 및 물에 대한 노출은 일반적으로 피복된 기판을 용액에 단지 침지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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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상응하는 방법, 예컨대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와 물의 용액으로 계속하여 플러싱
(flushing)시킴도 또한 사용가능하다.  또한, 염기성 촉매 및 물이 피복물로 침투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 침윤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양태에서 사용되는 염기성 촉매 용액은 원하는 임의의 농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화 암모늄
이 사용될 때, 진한 수용액(28 내지 30%)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노출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묽
은 용액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희석제는 일반적으로 물이다.

상기 양태에서 염기성 촉매와 물의 용액에 대한 노출은 원하는 임의의 온도 및 대기압에서 수행될 수 있
다.  실온(20 내지 30℃) 내지 염기성 촉매 용액의 비점 이하의 온도 및 대기압 미만에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이 모두 본원에서 고려된다.  그러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온 및 대기압에서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Si-H 기를 가수분해시켜서 실란올(Si-OH)을 형성시키고 실란올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축합되어서 Si-O-Si 
결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동안 본 발명의 상기 양태에서 수지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 용액에 노출시
킨다.  일반적으로 2시간 이하의 노출이 바람직하며, 1초 이상 내지 15분 이하의 노출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안 양태에서, 피복물을 액체 염기성 촉매 및 물 환경(예: 수산화 암모늄) 및 기체 
염기성 촉매와 수증기 환경(암모니아 기체와 수증기) 둘다에 노출시킨다.  본 발명의 상기 양태에서의 노
출은 순차적이거나 동시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술한 바와 동일한 조건하에 있다.

수지 피복물을 상기 환경중 하나에 노출시킨 후에, 이어서 용매를 피복물로부터 제거한다.  이는 임의의 
원하는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형성된 실란올의 축합이 완료되도록 피복물을 가열할 수 
있다.

필요시에, 생성된 피막을 용매 제거전, 제거 동안, 제거후에 일정 온도로 처리하여 세라믹으로 전환시킨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온도는 실온 이상이며, 50 내지 50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보다 높은 온도는 
일반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보다 완전하게 세라믹으로 전환시키지만, 이러한 온도는 또한 다양한 온도 민
감성  기판에  대해  유해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복물을  세라믹화시키는데  충분한 
시간동안, 일반적으로는 6시간 이하, 바람직하게는 5분 내지 6시간, 바람직하게는 10분 내지 2시간 동안 
상기 온도에서 피복물을 처리한다.

상기 가열은 진공 내지 초대기압의 임의의 효과적인 대기압에서 불활성 기체(N2 등)와 같은 임의의 효과적

인 기체 환경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질소 대기하에 가열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수지 피복물을 염기성 촉매 및 물 환경(액체 또는 기체)에 동시에 노출시킬 수 있고, 피막을 세라
믹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로 상기 피막을 처리하는 것이 상기 상세한 설명에 의해 고려된다.  상
기 노출 뿐만 아니라 상기 세라믹화에 필요한 시간 및 온도는 일반적으로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대류 오븐, 방사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의 사용과 같은 임의의 가열 방법이 일반적으로 본원에서 사
용가능하다.  또한, 가열 속도는 중요하지는 않으나, 가능한한 신속하게 가열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바람직하다.

전형적인 절차에서, 용매의 5부피% 이상이 피복물에 확실히 잔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Si-H 함유 수지 및 
용매에 의해 기판을 피복시키고, 이어서 피복된 기판을 염기성 촉매 및 물에 노출시키고, 용매를 증발시
키고 피복된 기판을 대류 오븐에 놓는다.  오븐 환경은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다.  이어서, 
오븐의 온도를 원하는 정도(예: 450℃)로 올리고, 불활성 대기하에서 원하는 시간동안(예: 5분 내지 2시
간) 유지시킨다.

상기 방법에 의해, 얇은(5 마이크론 미만) 세라믹 피막이 기판상에 제조된다.  피막은 각종 기판의 불규
칙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뛰어난 부착력을 갖는다.  또한, 피막은 추가의 SiO2 피막, SiO2/개질 세라믹 

산화물 층, 규소 함유 피막, 규소/탄소 함유 피막, 규소/질소 함유 피막, 규소/질소/탄소 함유 피막 및/
또는 다이아몬드형 탄소 피막과 같은 다른 피막에 의해 도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피막은 낮은 결함 밀도를 가지며, 예컨대 다층 장치내의 유전체 층으로서 전자 장
치상에서 유용하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이 본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의 비제한적인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다.

실시예 1

미국 특허 제 3,615,272호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H-수지를 메틸이소부틸케톤중에서 26중량% 고체로 희석
시켰다.  H-수지/메틸이소부틸케톤 용액을 테트라데칸으로 희석시켜서 표 1에 기재된 일련의 용액을 제조
하였다.  표 1에 기재된 용액 각각에 의해 3000rpm으로 20초동안 스핀시켜서 4인치 직경 1mOhm-㎝, n-형 
규소 웨이퍼를 피복시켰다.

[표 1]

용액 번호 첨가된 테트라데칸 100부당 부 용액중 테트라데칸 중량%

1 0 0

2 5 4.76

3 10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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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13.04

5 20 16.67

6 30 23.07

피복된 규소 웨이퍼를 30초동안 주위 습도를 갖는 암모니아 대기에 노출시키고, 이어서 질소중에서 450℃
로 10분동안 가열하였다. 표 2는 필름에 잔류하는 테트라데칸 함량이 유전상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나
타낸다.

[표 2]

용액 번호 테트라데칸의

측정된 부피%

테트라데칸의 

최대 이론치 부피%

유전상수

1 0 0 3.0

2 15.9 21.1 2.97

3 24.4 36.4 2.49

4 44.7 48.0 2.16

5 52.8 57.0 1.91

6 60.5 70.2 1.71

실시예 2

미국 특허 제 3,615,272호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H-수지를 메틸이소부틸케톤중에서 26중량% 고체로 희석
시켰다.   H-수지/메틸이소부틸케톤  용액을  테트라데칸  100부당  30부  또는  23중량%로  희석시켰다.   
3000rpm으로 20초동안 스핀시켜서 4인치 직경 1mOhm-㎝, n-형 규소 웨이퍼 2개를 상기 용액으로 피복시켰
다.  이어서, 웨이퍼중 하나를 주위 습도를 갖는 암모니아 대기에 30초동안 노출시킨 후 450℃에서 질소
중에 10분동안 가열하였다.  웨이퍼상의 필름의 유전상수는 1.71로 측정되었다.  두번째 웨이퍼를 대조 
실시예로서 사용하였다.  이를 80℃에서 10분동안 진공 오븐에 놓아서 필름중에 잔류한 테트라데칸 용매
를 제거하였다.  용매를 제거한 후, 웨이퍼를 주위 습도를 갖는 암모니아 대기에 30초동안 노출시킨 후 
450℃에서 질소중에 10분동안 가열하였다.  두 번째 웨이퍼의 유전상수는 2.97로 측정되었다.

실시예 3

미국 특허 제 3,615,272호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H-수지를 메틸이소부틸케톤중에서 26중량% 고체로 희석
시켰다.  H-수지/메틸이소부틸케톤 용액을 표 3에 기재된 일련의 용액을 형성하도록 상이한 고 비점의 용
매로 희석시켰다.  3000rpm으로 20초동안 스핀시켜서 4인치 직경 1mOhm-㎝, n-형 규소 웨이퍼를 표 3에 
기재된 각각의 용액에 의해 피복시켰다.  

피복된 규소 웨이퍼를 주위 습도를 갖는 암모니아 대기에 30초동안 노출시킨 후 450℃에서 질소중에 10분
동안 가열하였다.  표 4는 필름의 유전상수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비점을 갖는 용매의 효과를 나타낸다.

[표 3]

용액 번호 용매(중량%) 비점

1 100% MIBK 117.4

2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16.6%) 120

3 프로필렌 글리콜 n-부틸 에테르(16.6%) 171

4 테트라데칸(16.6%) 254

[표 4]

용액 번호 유전체 상수

1 3.0

2 3.3

3 3.2

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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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미국 특허 제 3,615,272호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H-수지를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은 메틸이소부틸케톤 또
는 옥타메틸테트라실록산으로 표 5에 기재된 농도로 희석시켰다.  이어서, H-수지/메틸이소부틸-케톤 또
는 실록산 용액을 표 5에 기재된 양의 테트라데칸으로 희석시켰다.  표 5에 기재된 속도 및 시간으로 스
핀시켜서 4인치 직경의 1mOhm-㎝, n-형 규소 웨이퍼를 표 5에 열거된 각각의 용액에 의해 피복시켰다.

피복된 규소 웨이퍼를 표 5에 지시된 시간동안 주위 습도를 갖는 암모니아 대기에 노출시킨 후 450℃에서 
질소중에서 10분동안 가열하였다.  표 6은 필름의 유전상수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비점을 갖는 용매의 효
과를 나타낸다.

[표 5]

용액

번호

용액 스핀 속도

(rpm)

시간

(sec)

NH3 Tx

시간(sec)
수지(g) MIBK

1
(g) OMTS

2
(g) C14H30(g)

1 1.8 8.2 - 2 2000 20 15

2 - 2.5 2000 20 15

3 - 3 2000 20 15

4 2.6 7.4 - 2 3000 20 15

5 - 2.5 3000 20 15

6 - 3 3000 20 15

7 2.6 7.4 - 2 3000 20 30

8 - 2.5 3000 20 30

9 - 3 3000 20 30

10 3.3 - 6.7 2 3000 20 30

11 - 2.5 3000 25 30

12 - 3 3000 30 30

1 메틸이소부틸 케톤

2 옥타메틸테트라실록산

[표 6]

웨이퍼 용액

번호

특성

두께(A) 굴절율 유전상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1-1 1 10101 72 1.148 0.002 1.85 0.08

1-2 1 9548 52 1.157 0.003 1.94 0.11

2-1 2 10871 113 1.121 0.001 1.69 0.02

2-2 2 10699 119 1.124 0.001 1.63 0.03

3-1 3 11189 80 1.107 0.007 1.56 0.04

3-2 3 11586 105 1.105 0.001 1.54 0.04

4-1 4 11416 728 1.19 0.065 2.24 0.02

4-2 4 11323 290 1.185 0.01 2.04 0.02

5-1 5 11283 188 1.161 0.005 2.18 0.04

5-2 5 11503 253 1.159 0.005 1.85 0.04

6-1 6 11844 268 1.14 0.003 1.75 0

6-2 6 11508 200 1.14 0.04 1.88 0.08

7-1 7 11101 429 1.203 0.059 2.23 0.09

7-2 7 11360 322 1.212 0.081 2.23 0.04

8-1 8 11452 207 1.185 0.066 2.17 0.06

8-2 8 11626 143 1.159 0.004 2.25 0

9-1 9 11544 137 1.142 0.002 1.69 0.01

9-2 9 11894 121 1.139 0.002 1.75 0.02

10-1 10 11019 235 1.212 0.009 2.12 0.03

10-2 10 11210 134 1.214 0.004 1.9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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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 11727 153 1.196 0.004 2.1 0.07

11-2 11 11474 160 1.188 0.003 2.01 0.04

12-1 12 11198 185 1.178 0.005 2.06 0.03

12-2 12 11296 335 1.177 0.011 1.83 0.03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피복물을 사용하여 기판상에 형성된 피막은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 다공성 망상구
조이므로 전자 장치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침착후에 용매의 5부피% 이상이 피복물에 잔류하는 방식으로 2개 이상의 Si-H 기를 함유하는 수지 및 용
매를 포함하는 용액으로 기판상에 피복물을 침착시키는 단계; Si-H 기를 가수분해시키고 적어도 부분적인 
축합을 발생시키는 농도로 염기성 촉매와 물을 포함하는 환경에 피복물을 노출시키는 단계; 및 피복물로
부터 용매를 증발시켜서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상에 피막을 형성시키
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형성된 다공성 망상구조 피막이 1.1 내지 2.4의 유전상수를 갖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피막.

청구항 4 

제 1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피막을 함유하는 전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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