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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의 표면개질을 위한 다관능성Ｓｉ-기제 올리고머/폴리머의 사용

(57) 요약

기판상에 실리카필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은 적절한 실리카필름을 유효량의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실리카필름은 기판상에 존재한다. 반응은 적절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표면개질제가 필름상에 소수성피막을 형성

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행해진다. 표면개질제는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과 반응성인 적어도 1종류의 올리고머 또는 폴리

머를 포함한다. 이러한 필름을 포함하는 유전체필름 및 집적회로도 또한 개시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카필름을 표면개질제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판상에 실리카필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으로,

상기 실리카필름은 기판상에 존재하며 상기 반응은 조건하에서 그리고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필름상에 소수성피막을 형

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지며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과 반응성인 적어도 1종류의 올리고

머 또는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상에 실리카필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이 적어도 하나의 용매 또는 공용매의 존재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필름이 실란올을 포함하는 기공구조를 갖는 나노다공성 유전체필름이며, 상기 반응이 상기

표면개질제가 약 3 이하의 유전상수를 갖는 처리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약 1.1 내지 약 3.0의 유전상수를 갖는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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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이 약 10℃ 내지 약 300℃의 온도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이 약 10 초 내지 약 1시간에 이르는 시간동안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개질제가 실란올기와 반응할 관능기를 포함하는 폴리머 또는 올리고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개질제가 모노머를 용매중에서 물과 반응시켜 상기 표면개질제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 또는 공용매가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글리콜 에테르, 탄화수소, 염소화 용매, 저점도 실록산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용매가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글리콜 에테르, 탄화수소, 염소화 용매, 저점도 실록산 및 그것들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머가 실록산, 실라잔, 실란, 카르보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물이 공용매에 대해, 중량비로, 약 0.05 내지 약 10 퍼센트의 농도로 상기 공용매중에 존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물이 상기 반응동안 상기 모노머에 비례하여 약 0.50:1.5 내지 약 1.5:0.5 몰/몰의 비율로 존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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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머 화합물이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 페닐트리아세톡시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메틸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페닐실란, 트리스(디에틸아미노)메틸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 표면개질제 및 모노머 표면개질제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모노머가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기와 반응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카필름이 모노머 표면개질제로 전처리되고, 여기에서 상기 모노머가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

란올기와 반응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8 항에 있어서, 물이 충분히 반응한 후 상기 용액에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모노머를 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여기

에서 상기 모노머는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기와 반응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모노머 표면개질제가 실록산, 실라잔, 실란, 카르보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모노머 표면개질제가 아세톡시트리메틸실란, 디아세톡시디메틸실란,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 페닐트

리아세톡시실란, 디페닐디아세톡시실란, 트리메틸에톡시실란, 트리메틸메톡시실란, 2-트리메틸실록시펜트-2-엔-4-온,

n-(트리메틸실릴)아세트아미드, 2-(트리메틸실릴)아세트산, n-(트리메틸실릴)이미다졸, 트리메틸실릴프로피올레이트,

트리메틸실릴(트리메틸실록시)아세테이트, 노나메틸트리실라잔, 헥사메틸디실라잔, 헥사메틸디실록산, 트리메틸실란올,

트리에틸실란올, 트리페닐실란올, t-부틸디메틸실란올, 디페닐실란디올, 트리스(디메틸아미노)메틸실란, 트리스(디메틸

아미노)페닐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실란메틸트리메톡시실란, 메틸트리스(메틸에틸케옥심)실란, 메틸트리클로로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실리카필름을 표면개질제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유전체필름으로,

상기 실리카필름이 기판상에 존재하며 상기 반응이 조건하에서 그리고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필름상에 소수성피막을 형

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지며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기와 반응성인 적어도 1종류의 올리

고머 또는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필름.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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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름에서 행해진 스터드 시험이 2KPSI 보다 큰 필름 파괴강도 및 약 1.1 내지 약 3.0의 유전상수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필름.

청구항 22.

실리카필름을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킴으로써 처리된 적어도 하나의 유전체 실리카필름을 포함하는 집적회로로서,

상기 반응이 조건하에서 그리고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필름상에 소수성피막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지며,

상기 표면개질제가 상기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과 반응성인 적어도 1종류의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개질제가 모노머를 용매중에서 물과 반응시켜 상기 표면개질제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가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글리콜 에테르, 염소화 용매, 저점도 실록산 및 그것들의 조합으

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머가 실록산, 실라잔, 실란, 카르보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물이 공용매에 대해, 중량비로, 약 0.05 내지 약 10 퍼센트의 농도로 상기 공용매중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물이 상기 반응동안 상기 모노머에 비례하여 약 0.50:1.5 내지 약 1.5:0.5 몰/몰의 비율로 존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모노머 화합물이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 페닐트리아세톡시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메틸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페닐실란, 트리스(디에틸아미노)메틸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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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머를 용매중에서 물과 반응시켜 표면개질제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된 폴리머 또는 올리고머 표면개질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낮은 유전상수의 실리카필름 및 그것을 집적회로("IC")와 같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서 사용에 적합한 기판

상에 제조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집적회로(IC)에서 최소배선폭이 0.18 미크론 이하에 이르기 때문에, 유전상수 ≤2.5 를 갖는 전기절연층은 인터레벨 유전

체(ILD) 및 인터메탈 유전체(IMD)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

낮은 유전상수("k")을 갖는 하나의 재료가 나노다공성 실리카이며 , 이것은 나노미터 규모의 기공형태로 k가 1인 공기를

포함시킴으로써 비교적 낮은 유전상수를 가지도록 제조할 수 있다. 나노다공성 실리카는 이것이 유기치환 실란, 예를들어

현재 사용되는 실리카(SiO2)의 스핀-온-글래스(spin-on-glass: "SOG") 및 화학증착("CVD")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테트

라메톡시 실란("TMOS") 및/또는 테트라에톡시 실란("TEOS"), 및/또는 메틸트리에톡시실란을 포함하는 유사한 전구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나노다공성 실리카는 또한 이것이 기공도, 따라서 밀도를 조절하여 결과의 필름재료의 재료

강도 및 유전상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낮은 k와 더불어, 나노다공성 실리카는 다음을 포함하는 다른 이점

들을 제공한다: 1) 500℃ 까지의 열안정성, 2) 실질적으로 작은 기공크기, 즉, 집적회로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 특징 보다

규모면에서 적어도 한 치수 작은 크기, 3) 상기한 바와 같이, 반도체에서 폭 넓게 사용되는 실리카 및 TEOS와 같은 재료로

부터의 제조, 4) 넓은 범위에 걸쳐 나노다공성 실리카의 유전상수를 "맞추는(tune)" 능력, 및 5)나노다공성 필름의 침착이

종래의 SOG 가공처리를 위해 사용된 것과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과 관련된 하나의 어려움은 내부기공 표면상의 분극성 관능기의 존재이다. 이전의 사용가능한 나노

다공성 필름에 존재하는 관능기는 실란올(SiOH), 실록산(SiOSi), 알콕시(SiOR)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R은 메틸, 에틸, 이

소프로필, 또는 페닐기, 또는 R이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킬실란(SiR)과 같은 유기종이지만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

다. 특히, 실란올기는 분극성 및 흡습성이 크다. 나노다공성 실리카는 그것의 다공성 구조와 관련하여 비교적 큰(내부) 표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분극성이 큰 실란올기의 기여로 원하는 유전상수 값 보다 큰 값을 초래한다. 실란올기에 의한 환경

적인 수분의 흡착은 잠재적으로 이러한 재료의 유전상수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비록 유전체필름이 이후의 가공 처리 이전에 가열에 의해 탈가스 되지만, 극성 실란올의 존재는 유전상수 및 유전손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노다공성 실리카의 내부 기공 표면이 덜 분극성 및 덜 친수성이 되

게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은 내부 표면 실란올을 당해분야에서 실릴화 또는 캐핑제(capping agent)로서 언급되

는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캐핑제는, 예를 들어 클로로실란 또는 디실라잔을 포함한다.

기공표면에 실란올기를 캐핑하는 이전에 사용된 하나의 방법에서, 헥사메틸렌디실라잔(HMDZ)과 같은 유기시약을 필름

의 기공에 도입하고 표면실란올기와 반응하여 트리메틸실릴기를 형성함으로써 실란올을 캐핑한다. 이러한 실릴화된 표면

기는 본래의 실란올보다 훨씬 덜 분극성이며, 필름의 기공표면을 소수성이 되게한다. 트리메틸실릴기의 사용에 있어서 하

나의 결점은 이 기가 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IC의 가공 동안 탈가스 될 수 있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의 또 하나의 임계 규정조건은 그것의 기계적인 강도이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기계적인 강도는 그 재료의 밀도의 감소와 비례하여 감소한다. IC 디바이스에서 나노다공성 필름이 유

전체필름으로서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강도 및 낮은 유전상수의 조합이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

도 특정한 화학조성물에 대하여 주어진 유전상수(굴절율 및 밀도에 비례함)에 대하여, 밀도가 정해진다. 정해진 밀도로 인

해, 나노다공성 실리카의 강도는 나노미터 규모의 기공 표면에 붙어 있는 화학기라기 보다는 필름골격 내의 고체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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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가짐으로써 최대화된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결점으로, HMDZ와 같은 시약은 트리메틸실릴기의 형태로 기공표면

에 상당한 부가적인 질량을 투입한다. 트리메틸실릴기의 불균화 질량은 기계적인 강도에 기여하기에 유용하지 않고, 필름

의 밀도를 증가시켜 가능한 최저의 k를 얻는데 장해물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반도체, 및/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IC제조의 분야에서 급속한 경쟁적 진보의 필요에 비추어,

이 분야에 이전의 방법 및 재료를 향상시키 위한 한결같은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수성 표면을 갖는 실리카 유전체필

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수성 기공표면을 갖는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렇게 처리된 소수

성 필름의 기계적인 강도를 바람직하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은 주어진 원하는 유전상수

에 대해 더욱 큰 재료 필름강도를 제공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놀랍게도, 본 발명의 방법은 처리된 실리카 유전체필름을 소수성이 되게함과 동시에 처리된 필름의 기계적인 강도를 이전

에 사용된 방법 및 약제 또는 시약에 비해 향상시킬 수 있는 표면개질제를 제공함으로써 당해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 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적절한 실리카필름을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키는 단계에 의해 원하는 기판상에 실리카 유전체필름 또는

피막을 형성하기 위한 신규한 방법을 제공한다. 실리카필름은 기판상에 존재하고, 반응은 적절한 조건하에서, 표면개질제

가 실리카 유전체필름상에 소수성 피막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진다. 표면개질제는 실리카필름상의 실란올과

반응성인 적어도 1 종류의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를 포함한다. 실리카 유전체필름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처리된 적어도 하나의 실리카 유전체필름을 갖는 집적회로가 또한 제공된다. 뜻밖에도 본 발명의 방법은 바람직한 유

전체 값의 얻을 수 있는 범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실리카 유전체필름에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실리카필름은 유전체필름표면에서 실란올을 캐핑하거나 실릴화할 수 있는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로 전처리된

다. 그 이상의 선택에서, 실리카필름은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 표면개질제 및 모노머형 표면개질제 모두를 포함하는 조성물

로 처리된다.

처리될 실리카 유전체필름은 비다공성일 수 있지만, 처리시기 바로전에 기판상에 제조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이 바람직

하며, 또는 미리 제조되고 저장되거나 또 다른 소스로 부터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신규한 방법에 의해 처리될 실리카

유전체필름은, 비록 이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숙성되고 겔화된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만일 숙성단계가 사

용되면, 그것은 상기한 바와 같은 표면개질제의 사용전 또는 후에 행해질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필름은 표면개질 전에

숙성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증기상 또는 바람직하게는 액상에서 행해질 수 있다. 더욱이, 방법은 용매 또는 공용매의 존재하에서 선

택적으로 행해지고, 표면개질이 액상에서 행해질때, 용매 또는 공용매는 처리될 필름을 상당히 용해시키지 않고 표면개질

제 또는 표면개질제들을 용해 및/또는 현탁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적합한 재료는 케톤 및 비케톤 모두를 포함하는 용매 또는 공용매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용매 또는

공용매는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글리콜에테르, 염소화 용매, 저점도 실록산, 및 그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구성되는 군에

서 선택된다.

처리될 실리카필름은 다공성일 필요가 없지만, 바람직하게는 처리될 필름은 큰 표면적을 가진 기공구조를 갖는 나노다공

성 유전체필름이며, 표면개질 방법은 표면개질제가 필름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피복하여 약 3 이하의 유전상수를 갖는 처

리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행해진다. 바람직하게는, 표면개질 반응은 약 10℃ 내지 약

300℃의 온도에서 약 10초 내지 약 1시간에 이르는 시간동안 행해진다.

바람직하게 처리될 필름은 기판, 예를들어 집적회로의 제조에 적합한 웨이퍼상에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유전체필름 및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적어도 하나의 유전체필름을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집적회

로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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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실리카 기제 유전체필름은 푸리어변환 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에서 약 3200 내지 약 3700cm-1 범위의 파장에서 상당한 실란올 흡광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실리카 유전체필름 및 재료를 소수성이 되게하기 위한 이전의 보고된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본 발명은 표면개질

처리를 위한 폴리머 및/또는 올리고머 기제의 시약을 제공한다. 이 접근은 이전의 방법에 대해 다수의 이점을 갖는다. 특

히, 폴리머기제 시약을 사용하는 표면개질은 이전에 사용된 시약에 비해 향상된 기계적인 강도를 제공할 것이다. 본 발명

의 시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가설이나 이론에 속박되지 않고, 미세한 구조의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의 가장 약한

부분은 필름의 입자들 사이 또는 결정립 사이의 접촉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필름표면상의 폴리머 피막, 특히

나노미터 규모의 기공 표면상의 피막이 필름을 형성하는 미세한 입자 또는 결정립을 피복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수분 흡수

문제를 해소하고 필름의 기계적인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름의 기계적인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강

조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후에 제공되는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약이 사실상 향상된 필름강도를 제공한다는 것

을 확증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약을 실리카 유전체필름에 적용한다. 기판상에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제조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

들은 상기 배경기술에서 개요한 바와 같이 당해기술 분야에서 공지이다. 게다가, 나노다공성 필름을 제조하기 위한 일반적

으로 알려진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변경 및 개선은 공동소유된 미국특허 출원 제 09/046,475 호 및 09/046,473 호

(1998.3.25 모두 출원); 미국특허 출원 제 09/054,262 호(1998.4.3 출원); 미국특허 출원 제 09/055,244 호 및 09/

055,516 호(1998.4.6 모두 출원)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 출원 제 09/379,484 호(1999.8.23 출원), 미국특허 출원 제 09/

392413 호(1999.9.9 출원)에 교시되어 있으며, 이것의 개시는 여기에서 전부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 어떻든 당업자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재료가 유기재료기제 유전체재료를 포함하는 공지된 다양한 유전체 재료에, 바람직하게는 실리카기제 유

전체 재료에, 가장 바람직하게는 나노다공성 실리카 재료에 쉽게 적용되어 향상된 강도 및/또는 소수성 보호피막을 제공한

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를 더욱 이해하기 위하여, 용어 "실리카"가 사용될 때 "SiO2" 관능기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사용될 때의 용어 "실리카"는 예를 들어, 유전체필름에 대하여,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유기 또는 무기 유리기제의 재료,

예를 들어 적절한 실리콘기제 재료로 제조된 유전체필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여기에서 단수용어의

사용은 이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곳에서, 복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예를 들어 본 발

명의 예시된 방법들이 하나의 필름에 적용되고 하나의 필름을 제조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원할 때, 기술된, 예시된

그리고 청구된 방법에 의해 다중필름이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한다.

더욱이, 여기에서 용어 "약제" 또는 "약제들" 은 달리 지시되지 않는다면 "시약" 또는 "시약들"과 동의어로 간주해야 한다.

용어 "집적회로", 또는 "IC"의 사용은 달리 특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반도

체 제품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더욱더, 여기에서 제공된 설명은 일반적으로 나노다공성 유전체재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기술하며, 당업자는

즉석 제공된 방법 및 조성물들이 비다공성 실리카필름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기판, 예를 들어 하기되는 바와 같은 집적회로를 제조하기에 적절한 반도체 웨이퍼에 적용되는 비다공성 필름은 또

한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방법 및 재료로 부터 이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집적회로 제조에서 절연체 등으로서 사용된 친

수성 실리카필름에 환경적인 수증기의 흡착은 과도하게 높은 유전상수, 전류누설 및 유독물질 방출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

기시킬 수 있다. 이들 부가적인 문제들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에 의해 해결된다.

기판

넓게 말해서, 여기에서 기술된 "기판"은 본 발명의 나노다공성필름이 조성물상에 적용 및/또는 형성되기전에 형성된 적절

한 조성물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기판은 전형적으로 집적회로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실리콘웨이퍼이며, 나노다공성 실리

카필름을 형성하는 기재는 예를 들어 스핀코팅, 화학증착 또는 CVD, 및 딥코팅의 공지된 방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

지 않는 방법에 의해 기판상에 적용된다.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기재를 적용하기 이전에, 기판 표면은

선택적으로 피복을 위해 표준의, 공지된 세척 방법으로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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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대한 적절한 기판은 갈륨비소화물("GaAs"), 실리콘 및 결정질 실리콘, 폴리실리콘, 비정질실리콘, 에피탁셜 실

리콘와 이산화 실리콘("SiO2")와 같은 실리콘을 함유하는 조성물과 같은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나 이들만은 아니다. 기판의

표면에는 양각된 선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전사기법으로 형성된 금속, 산화물, 질화물 또는 질산화물의 선이 선택적으로

패턴되어 있다. 이 선들에 대한 적절한 재료는 실리카, 질화실리콘, 질화티타늄, 질화탄탈륨,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구

리, 구리합금, 탄탈륨, 텅스텐 및 실리콘 산질화물을 포함한다. 이들 선은 집적회로의 도체 또는 절연체를 형성한다. 이것

들은 전형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약 20 미크론 이하, 바람직하게는 1미크론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5 내지 약 1 미

크론의 거리로 분리되어 있다. 적절한 기판 표면의 다른 선택적인 특징은 이전에 형성된 나노다공성 실리카 유전체필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또한 스핀-온-글래스 조성물과 같은 실리카 전구체를 기판상에 적

용하고 필름을 선택적으로 숙성시킴으로써 기판상에 형성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포함한다. 숙성단계가 적용될 경우,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 피복된 기판을 예를 들어 암모니아 및 수증기로 처리하여 겔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숙성후 즉시 이것이 여전히 젖어 있는 필름인 동안 나노다공성 필름상에서 행해진다. 대안

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아직 숙성되지 않은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상에서, 건조된 나노다공성 필름에 대해 그

리고 숙성공정이 완료된 후 임시의 주기동안 저장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에 대해 선택적으로 실행된다.

다수의 대안적인 숙성방법이 당해분야에서 공지이지만,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방법에서, 필름은 암모늄히드록사이드로

처리함으로써 숙성된다. 이후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필름은 필름을 함유하는 기판을 한정된 용기내에서 임시의 주기 동안

물과 암모니아 증기가 필름으로 확산하는데 효과적인 조건하에서 15M 암모늄히드록사이드 및 수증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정적으로 숙성된다.

폴리머/올리고머의 표면개질 조성물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밀도/유전상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실리카 유전체필름

의 실란올함유 표면에 대해 수수성 표면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폴리머/올리고머 표면개질 조성물을 사용하는 표면

개질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넓은 매개변수안에서, 표면개질 조성물은 실리카 유전체필름의 표면과의 접촉중에 소

수성피막을 형성하는 조성물에서 제조된 하나이상의 표면개질제를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표면개질제는 모노머, 즉 유도되어 중합되고 자체 및/또는 반응혼합물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모노머

로 가교되어 표면개질제를 형성할 수 있는 모노머 전구체로 부터 제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형성된 표면 개질 시약

은, 예를 들어 올리고머, 예를 들어 100 또는 그보다 적은 반복단위의 멀티머 및/또는 100 또는 그 이상의 반복단위의 멀티

머를 포함하는 혼합물이다. 그 다음 이 표면개질제는 이러한 처리의 필요로 실리카 유전체필름에 적용되고 여기에서 이것

은 원하는 소수성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부분의 실란올기와 반응, 즉 캐핑할 것이다. 표면개질제는 실란올과 반응

할 수 있는 폴리머를 형성할 수 있는 유기실리콘 모노머를 포함하는 적절한 모노머(들), 예를 들어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메틸실란, 및 트리스(디에틸아미노)메틸실란의 중합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더욱 전형적으로는, 표면개질제는 실리콘 기제의 모노머, 예를들어 실록산, 실라잔, 실란, 카르보실란 등 및 그것들의 조합

으로부터, 예를 들어 가수분해/축합 또는 다른 형태의 중합/반응에 의해 제조된다. 실시예를 통해 간단히 그리고 한정 없

이, 이러한 하나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반응식 1

CH3Si(OCOCH3)+H2O → [-O-Si(CH3)(OCOCH3)-]n + CH3COOH

식중 이경우에 "→"는 중합, 가수분해/축합의 진행을 상징하며, "n"은 2 내지 약 10,000 이상의 정수이다.

반응혼합물에서 모노머에 대한 물의 몰비는 개개의 제품에 따라 쉽게 조절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물은 반응동안 모노

머에 비례하여 약 0.50:1.5 내지 약 1.5:0.5 몰/몰의 비율로 존재한다.

본 발명의 시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가설 이론에 속박되지 않고, 이 실증적인 반응도를 토대로, 중합성 -OCOCH3

부분은 다공성 실리카 표면에서 실란올(Si-OH)와 반응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관능기이다. 이러한 표면개질제가 초기에 표

면 실란올에 연결될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특정의 선택적인 구체예에서, 결과의 소수성 피막내의 상당량의 가교가 그 피

막의 형성동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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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란올(Si-OH)과 반응할 수 있는 다관능기를 갖는 하나의 실증적인 부류의 실록산 폴리머/올리고머는 다음의 화

학식 1을 가지며,

화학식 1

(-SiXR-O-)n

여기에서 R은 H, 알킬, 또는 아릴기 일 수 있고 X는, 예를 들어 다음의 부분들 중 하나 이상에서 선택된다: H, 아세톡시

(OCOCH3), 에녹시(CH2=C(CH3)-O-Si), 옥심(R2C=N-Os-Si), 알콕시(RO-Si), 아민(R2N-Si) 및/또는 실란올(Si-OH),

그리고 n은 예를 들어 값으로 2 내지 10,000이상의 정수이다. 그 이상의 옵션에서, n은 값으로 2 내지 약 100 의 정수이다.

주어진 제조물에서, 형성된 올리고머 및/또는 폴리머종의 크기, 및 따라서 n의 값은 전형적으로 값의 범의에 걸쳐 분포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적절한 표면개질제의 또 하나의 일반적인 부류는 다음의 화학식 2를 갖는 실란올(Si-OH)과 반응할 수 있는 다관능기를 갖

는 실라잔 폴리머/올리고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2

(-SiXR1-NR2-)n

여기에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H, 알킬, 및/또는 아릴이며, 예를 들어 다음의 부분들중 하나 이상에서 선택된다: 아세톡

시(OCOCH3), 에녹시(CH2=C(CH3)-O-Si), 옥심(R2C=N-Os-Si), 알콕시(RO-Si), 및 아민(R2N-Si), 그리고 n은 화학식

1에 대한 바와 같이 정의된다.

실라잔 폴리머의 주쇄가 Si-N이기 때문에, 이 기는 부가적인 관능성 및 유도체화와 가교에 대한 옵션을 선택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적절한 실라잔 시약은, 예를 들어 톨루엔중의 폴리(1,2-디메틸실라잔), (1,2-디메

틸실라잔)(1-메틸실라잔)공중합체, 및 N-메틸실라잔 수지를 포함한다. 이들 실라잔 폴리머는 적절한 아민 또는 NH3를 바

람직한 실란시약으로 반응시킴으로써 합성될 수 있다.

적절한 표면개질제의 또 다른 일반적인 부류는 다음의 화학식 3을 갖는 실란올(Si-OH)과 반응할 수 있는 다관능기를 갖는

실란 폴리머/올리고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3

(-SiXR-)n

여기에서 R은 H, 알킬, 또는 아릴기 일 수 있고 X는, 예를 들어 다음의 부분들 중 하나 이상에서 선택된다: H, 아세톡시

(OCOCH3), 에녹시(CH2=C(CH3)-O-Si), 옥심(R2C=N-Os-Si), 알콕시(RO-Si), 및 아민(R2N-Si), 그리고 n은 화학식 1

에 대한 바와 같이 정의된다. 실란폴리머의 주쇄가 Si-Si이기 때문에, 이 기는 부가적인 관능기 및 유도체화와 가교에 대한

옵션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이 적용에 사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실란 시약은, 예를 들어 폴

리디메틸실란, 폴리페닐메틸실란 등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적절한 표면개질제의 또 다른 일반적인 부류는 다음의 화학식 4를 갖는 실란올(Si-OH)과 반응할 수 있는 다관능기를 갖는

카르보실란 폴리머/올리고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4

(-SiR1R2-R3-)n

여기에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H, 알킬, 아릴기, 아세톡시(OCOCH3), 에녹시(CH2=C(CH3)-O-Si), 옥심(R2C=N-Os-

Si), 알콕시(RO-Si), 또는 아민(R 2N-Si)일 수 있으며 R3은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킬렌 또는 아릴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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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능기 및 실란올기를 갖는 적절한 실록산 폴리머는 또한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업자는 허니웰

(AlliedSignal의 전신)(서니베일, 캘리포니아)의 어드벤스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재료부로 부터 구입가능한 T-11시리즈

에 친숙할 것이다. 많은 적절한 실란 및 실라잔 폴리머들 또한,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케미컬 테크놀로지(브리스톨, 펜실바

니아)로 부터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기, 예를 들어 화학식 1,2,3 및/또는 4로 표시되는 시약들중의 하나 이상의 조합이 폴리머 및/또는 공중합체 조합의 형태

로,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표면개질제는 스핀-온-글래스 형 실리카시약, 예를 들어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MTAS")의 가수분해/축

합 생성물이다. MTAS의 가수분해/축합 생성물은 적절한 MTAS 용액을 적절한 조건하에서 한정된 양의 물과 혼합함으로

써 형성된 아세톡시 다관능기를 갖는 실록산 주쇄구조를 갖는다.

실리카 유전체필름을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키는 방법

비록 실리카필름을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키기 위한 예시된 방법이 액상으로 실시되지만, 당업자는 표면개질제 또는 표면개

질제들이 필름과의 접촉부분으로 이송되어 선택적인 공용매로 또는 공용매 없이 액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선택적인 공

용매로 또는 공용매 없이 증기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참조로 포함된 공동소유된 제 09/

111,084호(1998,7.7 출원) 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는 반응이 원하는 범위의 유전상수 및 기계적인 강도를 갖

는 처리된 유전체필름을 제공하여 기판상에 적절한 집적회로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표면개질제(들)의 양 또는 농도로 실

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서, 실리카필름은, 선택적으로 캐리어가스와의 조합으로, 필름표면상에 실란올 부분을 캐핑하

는데 효과적인 양 및 조건하에서, 여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폴리머/올리고머 표면개질제를 형성하기 위한 모노머를 포함

하는 증기상재료에 노출된다.

폴리머/올리고머 표면개질제을 제조하기 위한 적절한 증기상 모노머는 만족스러운 비등점/증기압, 반응도, 순도를 나타낼

것이며, 중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처리된 필름상에 효과적이고 열안정적인 소수성표면을 생성할 것

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증기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표면개질제 형성을 위한 모노머는 표면개질 처리를 수행하

기 위한 온도 범위에서 적절한 증기압을 가질 것이다. 실시예를 통해 간단하게, 그리고 한정 없이, 적절한 모노머의 증기압

은 약 1 내지 약 500 torr일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적절한 표면개질제의 증기압은 약 5 내지 약 100 torr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모노머의 증기압은 약 5 내

지 100 torr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표면개질제를 형성하기 위한 모노머의 증기압은 약 10 내지 50 torr이다.

여기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모노머를 액상으로 적절한 용매/공용매와 혼합하였다. 적절한 공용매는 표면개질제와 다른 선

택적인 재료가 가용성인 용매이지만 처리될 유전체 재료를 용해하거나 또는 처리된 표면에서 실란올 캐핑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표면개질 반응이 완료된 후 증발 및/또는 가열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실시예를 통해 간단히, 그리고 한

정 없이, 이러한 공용매는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글리콜 에테르, 염소화 용매, 저점도 실록산 및 이들 용매 부류의 적절한

조합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실록산에 적용될 때 용어 "저점도"는 당해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0 센티스토크일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160 내지 3800 달톤의 분자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

명의 방법에서 유용한 예시된 저점도 실록산은 예를 들어 다우코닝으로 부터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적절한 용매/공용매는 일반적으로 총용액에 대한 중량비로 약 0.5 내지 약 99 퍼센트의 농도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유용한 예시된 에테르는 디에틸에테르, 이이소프로필에테르, 디부틸에테르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

의 방법에 유용한 예시된 에테르는: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유용한 예시된 탄화수소는: n-헥산, n-헵탄, 시클로헥산, 톨루엔,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유용한 예시된 케톤은: 아세톤, 3-펜탄온, 메틸이소부틸케톤,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

에 유용한 예시된 글리콜에테르는: 트리(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테트라(에틸렌글리콜)디메틸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디메틸에테르,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유용한 예시된 염소화용매는: 1,2-디클로로에탄,

카본테트라클로로, 클로로포름,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히기 실시예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3-펜탄온은 바람직한

공용매이며, 3-펜타온은 총용액에 대한 중량비로 약 0.5 내지 약 99 퍼센트 이상의 양,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80

퍼센트의 양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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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된 구체예에서, 모노머를 용매 또는 물을 함유하는 공용매와혼합하였고, 표면개질제는 물의 존재로 형성된

가수분해/축합 생성물이다. 공용매의 물함량은 약 0.05 퍼센트 이상이다. 바람직하게는 용매 또는 공용매의 물함량은 약

0.05 퍼센트 내지 10 퍼센트 이상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용매 또는 공용매의 물함량은 약 0.5 퍼센트 내지 약 4 퍼센트

이다.

이후 용액을 다양하게 한정된 비율의 공용매 용액과 혼합하였고 기판상의 유전체필름에 표준방법에 의해 적용하였고, 예

를 들어 용액 또는 가수분해/축합 생성물을 함유하는 현탁액을 다양한 시험필름에 회전피복하였다. 모노머는 물을 함유하

는 용매/공용매와 약 5 내지 약 90 퍼센트 이상의 농도(공용매에 대한 모노머)로 혼합된다. 바람직하게는, 공용매중 모노

머의 농도는 약 5 내지 약 50 퍼센트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공용매중 모노머의 농도는 약 10 내지 약 30 퍼센트이다. 물

에 대한 모노머의 비율은 약 0.50:1 내지 약 1:0.50 몰/몰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에 대한 모노머의 비율은 약 0.75:1

내지 약 1:0.75 이다. 하기 실시예에서, 모노머를 MTAS로 예시하였다.

그후, 기판 및 처리된 필름을 잔류 표면개질제 및 용매를 없애기에 충분한 온도 및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바람직한 구체예

에서는 이후 필름을 경화하였다. 선택적으로, 가열단계는, 각 단계가 유사하거나 다른 온도 및 시간을 사용하는, 복수의 단

계에서 행해지거나, 단일 방법단계로 묶어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처리는 공기중에서 각각 175 및 320℃에서 행

하였다. 그 다음 처리된 필름을 예를 들어 400℃에서 경화하였다.

다른 방법 및 시약과의 조합-모노머형 표면개질제

배경기술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유전체필름 기공표면에서 실란올기를 캐핑하는 이전에 사용된 하나의 방법은 헥사메틸디

실라잔(HMDZ)과 같은 유기 시약 모노머를 사용하였으며, 이 시약은 필름의 기공에 투입되어 표면 실란올기와 반응한다.

이 반응은 소수성 트리메틸실릴기를 형성함으로써 실란올을 캐핑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트리메틸기 사용에서의 하나의

불이익은 이 기들이 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후의 IC가공 동안 탈가스하여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선택적인 구체예는 다른방법, 즉 소수성 표면을 생성하기 위해 실란올기를 모노머로 캐핑하는 다른 방

법과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과의 조합을 제공한다. 유익하게도, 조합된 처리는, 예를 들어 나노다공성 필름의 기공구조

내부에 위치한 필름표면상의 내부 실란올의 부가적인 캐핑을 제공하며, 이것은 필름 유전상수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는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 표면개질제는 증가된 기계적인 강도, 향상된 소수성을 제공하며

IC가공중 탈가스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필름을 모노머형 표면개질제와 첫번째 반응시키고, 그 다음 필름을 본 발명의 올리고머 또는 폴리머 표면개질제와

반응시킴으로써 조합된 방법을 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들은 (1)폴리머 표면개질제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이

후 (2)그 용액에 선택된 모노머의 부가적인 양을 가하는 단계에 의해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 그 다음 조합된 용액을 상기

된 이전의 방법으로 처리될 유전체필름에 적용한다.

소수성의, 낮은 유전성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을 제조하기 위한 다수의 모노머형 표면개질제 및 방법이,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공동소유된 미국특허 출원에 기술되었다: 제 60/098,068 호 및 제 09/140,855 호(1998.8.27 출원), 제 09/234609

호 및 제 09/235186 호(1999.1.21. 출원), 이들의 개시는 전부 본원에서 참조로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화학식 5 (1)-(6)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이다:

화학식 5

(1) R3SiNHSiR3, (2) RxSiCly, (3) RxSi(OH)y , (4) R3SiOSiR3,

(5) RxSi(OR)y, 및/또는 (6) RxSi(OCOCH3)y

식중 x는 1 내지 3의 정수이고, y는 y=4-x가 되는 1 내지 3의 정수이며, p는 2 내지 3의 정수이고; 각 R은 독립적으로 수

소 및 소수성 유기부분에서 선택된다. R기는 바람직하게는 알킬, 아릴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기 부분의 군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알킬 부분은 치환 또는 비치완되며 직쇄 알킬, 분지 알킬, 고리 알킬 및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며, 여기에서 상기 알킬 부분은 크기 면에서 C1 내지 약 C18 범위이다. 아릴부분은 치환 또는 비치환되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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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면에서 C5 내지 약 C18 범위이다. 바람직하게는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아세톡시트리메틸실란, 디아세톡시디메틸실란,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 페닐트리아세톡시실란, 디페닐디아세톡시실란과 같은 아세톡시실란 및/또는 트리메틸에톡시실

란, 트리메틸메톡시실란과 같은 알콕시실란, 2-트리메틸실록시펜트-2-엔-4-온, n-(트리메틸실릴)아세트아미드 및/또는

다음과 같은 것들중 하나이상이다: 2-(트리메틸실릴)아세트산, n-(트리메틸실릴)이미다졸, 트리메틸실릴프로피올레이트,

트리메틸실릴(트리메틸실록시)아세테이트, 노나메틸트리실라잔, 헥사메틸디실라잔, 헥사메틸디실록산, 트리메틸실란올,

트리에틸실란올, 트리페닐실란올, t-부틸디메틸실란올, 디페닐실란디올 및 그것들의 조합.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아세톤과 같은 적절한 용매와 혼합되고, 증기 또는 액체형태로 나노다공설 실리카 표면에 적용되

어, 건조될 수 있다.

부가의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본원에서 전부 참조자료로 포함된 공동소유된 공동소유된 미국특허 출원

제 09/235,186 호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은 다관능성 표면개질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관능성 표면개질제는, 선택

적으로 공용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증기상태이거나 액체상태로 적용될 수 있다. 적절한 공용매는, 본원에서 전부

참조로 그 개시가 포함된 공동소유된 미국특허 출원 제 09/111,084 호(1998. 7.7 출원)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은,

예를 들어 아세톤, 3-펜탄온, 디이소프로필케톤, 및 그 외의 것들과 같은 케톤을 포함한다. 상기 참조로 포함된 바와 같은

미국특허 제 09/235,186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표면개질제는 둘 이상의 관능기를 가지고 표면 실란올

관능기와 반응할 것이며 동시에 필름의 구조적인 골격 밖에 존재하는 질량을 최소화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실란

올을 포함한다.

화학식 6

R1Si(OR2)3

여기에서 R1 및 R2는 독립적으로 H 및/또는 알킬, 아릴 또는 이들의 유도체와 같은 유기부분과 같은 부분에서 선택되며,

R1 또는 R2가 알킬일 때, 알킬부분은 선택적으로 치환 또는 비치환되며, 직쇄, 분지, 또는 고리모양 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

게는 크기 면에서 C1 내지 약 C18 또는 그 이상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C1 내지 약 C8 이다. R1 또는 R2가 아릴일 때, 아릴

부분은 바람직하게는 선택적으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방향족 단일 고리로 이루어지며, 크기 면에서 C5 내지 약 C18 또는

그 이상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C5 내지 약 C8 이다. 더 이상의 옵션에서, 아릴부분은 헤테로아릴이 아니다. 따라서 R1 또

는 R2는, R1 또는 R2중 적어도 하나가 유기라는 조건하에서, H, 메틸, 에틸, 프로필, 페닐, 및/또는 그것들의 유도체에서 독

립적으로 선택된다. 하나의 구체예에서, R1 및 R2는 모두 메틸이며, 화학식 6에 따르는 3관능성 표면개질제는 메틸트리메

톡시실란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적절한 실란은 다음의 화학식 7을 갖는다.

화학식 7

R1Si(NR2R3)3

여기에서 R1,R2,R3는 독립적으로 H, 알킬 및/또는 아릴이다. R1,R 2,R3중 어느 하나가 알킬 및/또는 아릴일때, 이들은 상

기 화학식 6의 R1 및 R2에 대한 것과 같이 정의 된다. 화학식 7에 따르는 구체예에서 R1은 H, CH3, C6H5에서 선택되고 R2

및 R3는 모두 CH3이다. 따라서 화학식 6에 따르는 3관능성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예를 들어 트리스(디메틸아미노)메틸

실란, 트리스(디메틸아미노)페닐실란, 및/또는 트리스(디메틸아미노)실란을 포함한다.

또 하나의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적절한 실란은 다음의 화학식 8을 갖는다.

화학식 8

R1Si(ON=CR2R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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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1,R2,R3는 독립적으로 H, 알킬 및/또는 아릴이다. R1,R 2,R3중 어느하나가 알킬 및/또는 아릴일때, 이들은 상기

화학식 6의 R1 및 R2에 대한 것과 같이 정의 된다. 하나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R1 및 R2는 모두 CH3이며, R3 는 CH2CH3

이다. 따라서 화학식 7에 따르는 3관능성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예를 들어 메틸트리스(메틸에틸케옥심)실란을 포함한

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적절한 실란은 다음의 화학식 9를 갖는다.

화학식 9

R1SiCl3

여기에서 R1은 H, 알킬 또는 아릴이다. R1이 알킬 및/또는 아릴일때, 이들은 상기 화학식 4에 대한 것과 같이 정의된다. 하

나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R1은 CH3이다. 따라서 화학식 8에 따르는 3관능성 모노머형 표면개질제는, 예를 들어 메틸트

리클로로실란을 포함한다.

더욱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캐핑제는 다음의 화학식 10을 갖는 하나 이상의 오가노아세톡시실란을 포함한다.

화학식 10

(R1)xSi(OCOR2)y

바람직하게는 x는 값으로 1 내지 2의 정수이고, x 및 y는 같거나 다를 수 있으며 y는 약 2 내지 약 3 또는 그 이상의 정수

이다.

다관능성 알킬아세톡시실란 및/또는 아릴아세톡시실란 화합물을 포함하는 유용한 오가노아세톡시실란은, 실시예를 통해

간단하게, 한정 없이,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MTAS"), 디메틸디아세톡시실란(DMDAS), 페닐트리아세톡시실란과 디페닐

디아세톡시실란 및 그것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조된 나노다공성 유전체필름의 특성

본 발명에 따라 사용을 위해 기판상에 형성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은 일반적으로 약 20%이상의 기공도와 약 1nm 내지

약 100nm,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nm 내지 약 30nm,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3nm 내지 약 20nm의 기공크기를 가지고 형

성된다. 기공을 포함하는 실리콘함유 조성물의 밀도는 약 0.1 내지 약 1.9 g/cm3,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25 내지 약 1.6

g/cm3,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4 내지 약 1.2 g/cm3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은 바람직하게는 약 3 미만의 습기에 안정한 유전상수를 가

진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나노다공성 실리카필름은 약 1.1 내지 약 3.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3 내지 약 2.5,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7 내지 약 2의 유전상수를 갖는다.

비다공성 실리카 유전체필름

본 발명의 더욱 이로운 결과에서, 예를 들어 환경적인 습기 등의 영향에 대해 비다공성 실리카 유전체재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상기한 방법 및 조성물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 및/또는 집적회로 제품에서 절연체 및 유전체로서의 용도를 위한, 원

한다면, 매우 낮은 유전상수 및/또는 기공도가 요구되지 않는 유틸리티를 위한 비다공성 실리카 유전체재료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이러한 비다공성 실리카기제 유전체재료는, 예를들어 표준기술 방법 예를들어 화학

증착("CVD"), 딥코팅, 스프레이 코팅에 의해 침착된 필름, 또는 캐핑하기에 바람직한 표면실란올을 갖는 다른 유사한 재료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실리카 유전체 재료는 CVD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생성된 필름은 환경적인 습기를 흡착하는 표

면상의 자유 실란올을 갖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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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의 적용은, 심지어 비다공성 유전체 실리카 재료에서도 이들 자유 실란올을 유용하게 캐핑할 것이

다.

다음의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더욱 설명하고 예증한다.

실시예

실시예 1

이 실시예는 반복단위당 평균 1.5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록산 폴리머 25%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

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메틸트리아세톡시실란("MTAS"; 유나이티드 케미컬 테트놀로로지, 브리스톨, 펜실베니아에서 구입)을 사용전에 진공증류

로 정제하였다. 낮은 수분함량(∠250 PPM)을 가진 3-펜탄온(페시픽 팩)을 사용하였다. 116g의 3-펜탄온을 자석교반 막

대가 있는 500mL 플라스크중의 1.78g의 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29g의 MTAS를 상기 3-펜탄온/물 혼합물에 적절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여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로스코

피를 사용하여 이 생성물을 분석하고 생성물중 MTAS의 존재신호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모든 MTAS가 반응했음

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0.2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여 하기의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208mL의 테트라에톡시실란, 94mL의 트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TIEGMME), 16.8mL의 탈이온수, 및 0.68mL

의 1N 질산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함께 가함으로써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합성하였다. 용액을 강하게 교잔하면서

약 80℃까지 가열(가열 및 교반은 동시에 개시하였음)하고 1.5 시간동안 환류하여 투명한 용액을 형성하였다. 결과의 용액

을 실온까지 냉각한후 에탄올을 사용하여 중량비 25%까지 희석하고 0.1 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였다.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결과의

필름을 다음과 같이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였다.

1. 챔버를 250 torr까지 진공을 가하였다.

2. 15M 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가열하고 45℃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챔버에 투입하여 압력을 10분 동안 660 torr까지 증

가시켰다.

3. 챔버를 공기로 다시 채우고 다음 단계인 표면처리/용매교환을 위해 필름을 챔버로 부터 제거하였다.

필름표면의 올리고머/폴리머처리

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다음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된 시약을 상기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2. 숙성된 필름을 스피닝척에 걸고 250rpm으로 회전시켰다.

3. 약 30mL의 상기 MTAS용액을, 필름의 건조 없이, 20초 동안 필름상에서 회전시켰다.

4. 그 다음 필름을 2500rpm으로 10초 동안 회전하여 건조시킨후 필름을 척에서 제거하여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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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상기의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공기중에서 175 및 320℃로, 각각 2개의 60초 단계동안 가열하였다. 그 다음 필

름을 질소하에서 400℃로 30분간 로에서 경화하였다.

얻어진 필름의 굴절률 및 두께를 표준방법으로 울람 엘립소미터(Woollam ellipsometer)로 측정하였다.

유전상수의 측정

유전상수를 다음과 같은 MOS 캐패시터("MOSCAP") 구조물을 사용하여 표준의 CV곡선기술에 의해 측정하였다.

MOSCAP구조물은 알루미늄을 원형의 도트 마스크를 통해 필름에 스퍼터링함으로써 형성되며 알루미늄 블랭킷 필름 또한

웨이퍼의 뒤쪽 측면에 스퍼터링된다. 적절하게 편향된 전압을 MOSCAP에 인가한후 캐패시턴스를 1MHz에서 측정하였다.

이 방법을 이후의 모든 실시예에서 유전상수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필름의 기계적인 강도의 측정

필름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힘을 표준의 스터드-풀(stud-pull)시험으로 측정하였다.

시험할 필름을 기판 웨이퍼상에 위치시키고, 알루미늄층을 필름의 상부에 위치시켜 이후의 도포된 에폭시가 기공구조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 다음 에폭시 시험 스터드를 알루미늄화된 필름의 상부에 접착하였다. 일단 에폭시가 경화되

면, 스터드를 어떤 부분이 파괴될 때까지 힘을 측정하면서 필름으로부터 잡아당겼다. 파괴직전의 순간에 측정된 인력을 스

터드 풀 강도로 기록하였다. 하기하는 바와 같이 이후의 실시예에서, 스터드-풀은 기계적인 파괴 순간에 제작품에 가해진

힘으로서 정의되며, 제곱인치당 킬로파운드("KPSI")로 측정된다.

측정된 필름특성을 다음 표에 요약하였다.

[표 1]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221 7206 2.23 2.54

실시예 2

이 실시예는 반복단위당 1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록산 폴리머 30%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76.3g의 3-펜탄온을 자석교반 막대가 있는 250mL 플라스크중의 2.67g의 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32.7g의 MTAS를 상

기 3-펜탄온/물 혼합물에 적절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여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여 이 생성물을 분석하고 생성물중 MTAS의 존재신호가 없음을 발견하였

고, 이것은 모든 MTAS가 반응했음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0.2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여 하기의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실시예 1에 대한 상기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필름을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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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4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표면 개질시약으로 수행하였다.

그 다음 상기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2단계 방법에서 가열하고 질소가스하에서 경화

하였다. 굴절률, 유전상수 및 스터드 풀 시험은 모두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행하였다. 측정된 필름 특성을 다음 표에

나타낸다.

[표 2]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3144 6115 3.13 3.96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반복단위당 1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록산 폴리머 20%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122g의 3-펜탄온을 자석교반 막대가 있는 500mL 플라스크중의 2.5g의 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30.5g의 MTAS를 상기

3-펜탄온/물 혼합물에 적절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여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스크

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여 이 생성물을 분석하고 생성물중 MTAS의 존재신호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모든 MTAS가 반응했음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0.2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여 하기의 표면처리를 위

해 사용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필름을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

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4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표면 개질시약으로 수행하였다.

그 다음 상기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2단계 방법에서 가열하고 질소가스하에서 경화

하였다. 굴절률, 유전상수 및 스터드 풀 시험은 모두 실시예 1에 대해 기술된 바와 같이 행하였다. 측정된 필름 특성을 다음

표에 나타낸다.

[표 3]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2329 6390 2.18 2.21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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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는 반복단위당 1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록산 폴리머 10%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185.4g의 3-펜탄온을 자석교반 막대가 있는 500mL 플라스크중의 1.68g의 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20.6g의 MTAS를 상

기 3-펜탄온/물 혼합물에 적절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여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여 이 생성물을 분석하고 생성물중 MTAS의 존재신호가 없음을 발견하였

고, 이것은 모든 MTAS가 반응했음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0.2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여 하기의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필름을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

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4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표면 개질시약으로 수행하였다.

그 다음 상기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2단계 방법에서 가열하고 질소가스하에서 경화

하였다. 굴절률, 유전상수 및 스터드 풀 시험은 모두 실시예 1에 대해 기술된 바와 같이 행하였다. 측정된 필름 특성을 다음

표에 나타낸다.

[표 4]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1933 5871 2.49 1.70

실시예 5

이 실시예는 반복단위당 1.5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록산 폴리머 10%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223.2g의 3-펜탄온을 자석교반 막대가 있는 500mL 플라스크중의 1.52g의 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24.8g의 MTAS를 상

기 3-펜탄온/물 혼합물에 적절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여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여 이 생성물을 분석하고 생성물중 MTAS의 존재신호가 없음을 발견하였

고, 이것은 모든 MTAS가 반응했음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액을 0.2미크론 테플론 필터로 여과하여 하기의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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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필름을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

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4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표면 개질시약으로 수행하였다.

그 다음 상기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2단계 방법에서 가열하고 질소가스하에서 경화

하였다. 굴절률, 유전상수 및 스터드 풀 시험은 모두 실시예 1에 대해 기술된 바와 같이 행하였다. 측정된 필름 특성을 다음

표에 나타낸다.

[표 5]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1766 6694 2.25 1.54

실시예 6

이 실시예는 비교 목적을 제공하며 MTAS만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어떠한 폴리머/올리고머도 이들

필름에 적용되지 않았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2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4"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 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필름을 진공챔버에서 겔화/숙성 하

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 교환을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행하였지만, 표면개질을 위해 사용된 시약은 5g의 MTAS와 95g의

3-펜탄온(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각각 얻어짐)을 혼합하여 투명한 무색 용액을 형성함으로써 제조하였다.

그 다음 상기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실시예 1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2단계 방법에서 가열하고 질소가스하에서 경화

하였다. 굴절률, 유전상수 및 스터드 풀 시험은 모두 실시예 1에 대해 기술된 바와 같이 행하였다. 측정된 필름 특성을 다음

표에 나타낸다.

[표 6]

굴절률 필름 두께(Å) 유전상수 스터드 풀(KPSI)

1.1665 7518 1.98 1.5

실시예 7

이 실시예는 (모노머) 실릴화 표면 시약으로 처리한 후 반복단위당 평균 1.5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

록산 폴리머 25% 용액으로 처리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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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의 MTAS를 150g의 3-펜탄온중에 용해하였다. 그 다음 3.05g의 물을 상기 용액에 적절히 교반하면서 가하였다. 가수

분해된 MTAS를 포함하는 결과의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기전에 0.2미크론 필터로 여과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약 4mL의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8"실리콘 웨이퍼에 침착하고 2500

rpm으로 30초 동안 회전시켰다. 회전시킨 필름을 다음의 조건을 사용하여 진공챔버 내에서 겔화/숙성하였다:

1. 챔버를 250 torr까지 진공을 가하였다.

2. 15M 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가열하고 45℃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챔버에 투입하여 압력을 5분 동안 660 torr까지 증가

시켰다.

3. 챔버를 250 torr까지 진공을 가하였다.

4. 15M 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가열하고 45℃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챔버에 투입하여 압력을 5분 동안 660 torr까지 증가

시켰다.

5. 챔버를 공기로 다시 채우고 숙성된 필름을 챔버로 부터 제거하였다.

기공표면을 실릴화하기 위한 종래의 표면개질

그 다음 숙성된 필름을 표면처리/용매교환하였다. 표면처리/용매교환을 위해 사용된 용액을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하고 증류된 MTAS를 3-펜탄온중에 용해하여 3-펜탄온중 5wt%의 MTAS를 생성함으로써 제조하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교환은 다음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 숙성된 필름을 스피닝척에 걸고 250rpm으로 회전시켰다.

2. 약 30mL의 상기 MTAS용액을, 필름의 건조 없이, 20초 동안 필름상에서 회전시켰다.

3. 그 다음 필름을 2500rpm으로 10초 동안 회전시켜 건조하고, 척에서 제거하여 175 및 320℃로 공기중에서, 각각 60초

동안 열처리하여 베이킹된 필름을 만들었다.

폴리머/올리고머 표면처리

상기 절차의 단계 3에 기인한 베이킹된 필름을 그 다음 기술된 가수분해된 MTAS로 처리하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교환을 다음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 상기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베이킹된 필름을 스피닝척에 걸고 250rpm으로 회전시켰다.

2. 약 30mL의 상기 가수분해된 MTAS용액을, 필름의 건조 없이, 20초 동안 필름상에서 회전시켰다.

3. 그 다음 필름을 2500rpm으로 10초 동안 회전시켜 건조시킨후 필름을 척에서 제거하여 열처리하였다.

그 다음 상기의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공기중에서 175 및 320℃로, 각각 60초 동안 가열하였다. 그 다음 필름을 질소하

에서 400℃로 30분간 로에서 경화하였다. 얻어진 필름의 굴절률 및 두께를 울람 엘립소미터로 측정하였다.

유전상수 측정

유전상수를 상기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은 표준의 CV곡선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필름의 기계적인 강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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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밀착강도를 상기 실시예 1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은 스터드 풀 시험으로 측정하였다.

제조된 필름의 모듈러스를 나노 인덴터 XP(MTS Systems Corp., Oak Ridge, TN 37830)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GPa(106N/m2)로 필름의 모듈러스를 제공한다.

[표 7]

 굴절률
필름 두께

(Å)
유전상수

밀착강도

(KPSI)

모듈러스

(GPa)

실시예 7 데이타

다관능성 폴리머
1.2565 7823 2.4 8.3 6.3

실시예 6 데이타

H2O 없이 MTAS로 처리(모

노머)

1.1665 7518 1.98 1.5 N/A

상기 표 7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시된 다관능성 폴리머/올리고머로 처리된 필름의 특성은 단지 MTAS모노머로 처리된 필

름의 특성에 비해 향상된다. 특히, 비교적 완만한 유전상수의 증가와 더불어 접착강도에서 5배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실시예 8

이 실시예는 5% 모노머 실릴화 시약(MTAS 모노머) 및 반복단위당 평균 1.5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25%의 MTAS 유

도된 실록산 폴리머 모두를 함유한 용액으로 처리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MTAS 및 3-펜탄온을 상기 실시예 1에 대한 것과 같이 얻고 제조하였다.

250g의 MTAS를 750g의 3-펜탄온과 혼합한 후 그 용액을 적절히 교반하면서 15.3g의 물을 상기 용액에 적절히 교반하

면서 가하였다. 그 다음 용액을 밤새 교반하였다. 15.4g의 MTAS를 전단계에서 얻은 185g의 투명한 용액에 가하였다. 결

과의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기전에 0.2미크론 필터로 여과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합성하고, 8"실리콘 웨이퍼에 스핀-침착한후 상기 실시예 7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진공챔

버에서 겔화/숙성하였다.

폴리머/올리고머 표면처리

그 다음 결과의 숙성된 필름을 가수분해된 MTAS 폴리머 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이것은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모노머

MTAS를 포함하였다.

필름의 표면처리/용매교환을 다음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 상기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숙성된 필름을 스피닝척에 걸고 250rpm으로 회전시켰다.

2. 약 30mL의 상기 가수분해된 MTAS용액을, 필름의 건조 없이, 20초 동안 필름상에서 회전시켰다.

3. 그 다음 필름을 2500rpm으로 10초 동안 회전시켜 건조시킨후 필름을 척에서 제거하여 열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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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상기의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공기중에서 175 및 320℃로, 각각 60초 동안 가열하였다. 그 다음 필름을 질소하

에서 400℃로 30분간 로에서 경화하였다. 얻어진 필름의 굴절률 및 두께를 울람 엘립소미터로 측정하였다.

[표 8]

굴절률
필름 두께

(Å)
유전상수

밀착강도

(KPSI)

1.3054 6898 2.38 8.27

이 방법은, MTAS모노머에 의해 그리고 가수분해된 MTAS 폴리머 조성물에 의해 표면 실란올 모두 실릴화하는, 간략된

공동처리 방법(실시예 7에 비해)을 시사하였다. 결과는 실시예 8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들과 유사한 물리적인 특성(유전

상수, 밀착강도)를 갖는 필름이다.

실시예 9

이 실시예는 실릴화 시약(MTAS 모노머)으로 처리한 후 반복단위당 평균 1.5의 반응성 관능기를 함유한 MTAS 유도된 실

록산 폴리머 25% 용액으로 처리한 유전체필름의 제조를 예시한다.

표면개질을 위한 가수분해된 MTAS의 제조

250g의 MTAS를 750g의 3-펜탄온과 혼합한후 상기 용액에 적절히 교반하면서 15.3g의 물을 가하였다. 그 다음 용액을

밤새 교반하였다. 결과의 투명한 무색의 용액을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하기전에 0.2미크론 필터로 여과하였다.

나노다공성 필름의 제조

나노다공성 실리카 전구체를 합성하고, 8"실리콘 웨이퍼에 스핀-침착한후 상기 실시예 7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은 진공챔

버에서 겔화/숙성하였다.

폴리머/올리고머 표면처리

필름의 표면처리/용매교환을 실시예 8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된 이 실시예의 가수분해된 MTAS

폴리머 조성물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다음 상기의 방법에서 얻어진 필름을 공기중에서 175 및 320℃로, 각각 60초 동안 가열하였다. 그 다음 필름을 질소하

에서 400℃로 30분간 로에서 경화하였다. 상기 실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얻어진 필름의 굴절률 및 두께를 울람 엘

립소미터로 측정하였다.

[표 9]

굴절률
필름 두께

(Å)
유전상수

밀착강도

(KPSI)

1.2826 6439 2.15 8.29

이 방법은 간략한 방법(실시예 8에 비해)을 시사하고 필름에 유사한 물리적인 특성(유전상수, 밀착강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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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로 생각되는 것들을 기술하였지만, 당해분야에서 당업자들은 변경 및 수정이 본 발명의 정

신을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에 속하는 이러한 모든 변경 및 수정을 주

장하고자 한다. 많은 참고자료들이 본 명세서에서 인용되며, 그것의 개시는 전부 참조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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