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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MEMS 관성센서 기술은 커패시터 센싱 방식을 이용하며, 점점
소형화 추세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 크기에 대한 커패시터
센싱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큰 압저항 효과를
가지고 있고, 커패시터 방식의 센서 크기 제한을 넘어 초소형화가 가능하
여 이를 이용한 MEMS 관성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벌크실리콘 대비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 중이지만,
실험값을 통해 큰 압저항 특성은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실리콘 나노와이어
를 이용한 MEMS 관성센서 제작을 위해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111) 실리콘의 비등방성 식각 특성을 이
용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식을 통해, 실리콘 나
노와이어의 너비와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단면적을 최소 40 nm x 300 nm 정도까지 제작하였다. 또한, 실리콘 나노와
이어를 원하는 위치에 생성이 가능하며,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영향 없이
실리콘을 최대 30 um 정도 식각이 가능하다. 이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
용한 관성 센서 제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향후, 이 공정법을 통해 제작
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를 측정하여, 관성센서 제작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실리콘 나노와이어, (111) 실리콘, 비등방성 식각, MEMS 관성센서,
압저항 효과
학 번 : 2015-2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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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기존 MEMS 관성 센서는 커패시터 센싱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림 1.1와 같이 현재 상용제품으로도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 기존 MEMS 관성 센서의 크기를 1mm x 1mm
이하로 작게 만들면, 센서에서의 커패시턴스의 변화가 수 fF 단위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매우 낮다.

그림 1.1 상용 가속도 센서의 모습

이에, 소형화를 위해서는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 아닌
압저항 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압저항 방식은 소자
구조나 검출회로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며, 선형성 및 민감도가
우수하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이
벌크 실리콘에 비해 수십배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2].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3]. 실리콘의 압저항 특성은 1954년 C.S. Smith 교수에
의해 처음 실험적으로 발견되었다[4]. 압저항 특성의 대표적인 변수는
피에조 저항 계수와 게이지 인수이며, 식(1), 식(2)와 같이 정의된다.
1

Piezoresistive coefficient π =
Gauge factor G =

∆R / R

σ

(1)

∆R / R πσ
=
=π E
∆l / l
ε

(2)

2002년, 일본 Ritsumeikan University의 Toriyama 교수 연구진은
p-타입 단결정 실리콘 위에 <110> 방향으로 나노와이어을 만들어
처음으로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5]. 본
연구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단면적이

감소할수록

압저항

특성이

향상됨을 보였고, 실리콘 나노와이어(단면적: 53 nm x 53 nm)은 벌크
실리콘에 비해 압저항 특성이 60%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2006년,
미국 UC Berkeley의 H. Yang 교수 연구진은 p-타입 단결정 실리콘
위에 <111> 방향으로 만든 실리콘 나노와이어(지름: 75 nm)이 매우 큰
압저항 특성 (piezoresistive coefficient = 3550 x 10-11 Pa-1)을
가짐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연구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2]. 2008년 덴마크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 의 Ole Hansen 교수 연구진은 p-타입 단결정 실리콘 위에
<110> 방향으로 만든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벌크 실리콘에 비해 압저항
특성이 최대 633% 향상되었고, 폴리실리콘 나노와이어는 벌크실리콘에
비해 압저항 특성이 최대 34% 향상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다[6].
2014년 프랑스 CEA-Leti 연구소는 도핑 농도, 서스펜션 유무에 따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7].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의 A.C.H. Rowe 교수 연구진은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의 원리는 표면전하로 인한 피에조
핀치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8,9]. 피에조 핀치 효과에 의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난다. 피에조 핀치
효과는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며, MOSFET의 핀치 오프 현상과
유사하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길이방향으로 압축응력 (compressive
2

stress) 또는 인장응력 (tensile stress)을 받으면,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표면에

전하가

생성된다.

표면전하로

인해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공핍층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유효단면적이
줄어든다. 단면적의 감소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저항을 변화시킨다.

그림 1.2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피에조 핀치 효과[8]

그러나 현재까지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원리 및 모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논쟁 중에
있다[9]. 또한, 전 세계의 여러 연구진의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정방법,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길이
및 단면적, 웨이퍼 방향성, 응력 방향성, 도핑농도, gate의 유무 등에
따라 압저항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7]. 이에, 새로운 공정법으로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 분석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진은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관성센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관성센서
제작을 위해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을 하고자 한다. 기존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에는 VLS(Vapor-Liquid Solid) 공정법과 top3

down, bottom-up 방식이 있다. VLS (Vapor-Liquid Solid) 공정법은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수평(그림 1.3) 및 수직 방향(그림 1.4)으로 만들
수 있다. 실리콘을 VLS (Vapor-Liquid Solid) 공정법을 이용하여

그림 1.3 Pt를 촉매제로 VLS 방식으로 생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모습[2]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림
1.4와 같이 나노와이어를 수 ㎚ 수준으로 쉽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그림 1.4 Bottom-up 방식으로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10]

그러나 성장시킨 나노와이어를 다른 기판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개수의 나노와이어를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
Langgmuir-Blodgett방법[10], 전기영동법(electrophoresis)[11, 12],
flow assembly[13] 등 다른 기판으로 나노와이어를 전사 및 고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방법으로도 한계가 존재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VLS(VaporLiquid Solid)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만드는 방식과 Top-down
방식이

있다.

하지만,

VLS(Vapor-Liquid

Solid)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만드는 방식에는 단점이 있다. VLS 방식은 원하는 위치에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다. Top-down
방식은 다른 기판으로의 전사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의
나노와이어를 원하는 위치에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15].
하지만 기존의 top-down 방식은 SOI(silicon-on-insulator) wafer에
전자빔 포토공정 (Electron-beam lithography) 장비를 이용하여 수십
nm대의

선폭을

가진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만든다[16].

한편,

본

논문에서는 (111) 실리콘의 비등방성 식각 특성을 이용하여 Topdown 방식으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였다. 습식 산화 시간으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굵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고가의 사진 식각 공정
5

장비(e.g. Electron-beam lithography)를 이용하지 않고, Contact
Aligner를 이용하여 제작하므로 공정 단가가 싸다. 또한, 습식 식각
방식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MEMS 구조물을 동시에 형성 가능하므로 마스크 및 공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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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관성센서 제작에 필요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피에조
효과에 대한 설명과 (111) 실리콘의 비등방성 식각 특성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성센서를 위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성질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제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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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본

론

제１절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
제１항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계수 설명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저항은 기본적으로 R =

ρ
wt

로 나타낸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모습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내었고, 나노와이어의 파라미터
는 표 1과 같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력에 따른 저항 변화는 식(3)와 같
다.

∆R ∆l ∆A ∆ρ
∆ρ
= −
+
=ε (1 + 2v) +
R
l
A
p
ρ

(3)

여기서의 v 는 포아송 비율을 나타낸다.
금속의 경우,

∆R
의 변화는 ∆R / R ≈ ε (1 + 2v) 가 결정한다. 실리콘의 경우,
R

∆R
의 변화는 ∆R / R ≈ ∆ρ / ρ 이 결정한다.
R

그림 2.1.1 사각형 모양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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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파라미터 명

설명

ρ

비저항

l

나노와이어의 길이

w

나노와이어의 너비

t

나노와이어의 두께

또한, 실리콘에서의 전기장(E)과 전류밀도(J)와의 관계는 식(4)와 같다.

 E1   ρ11
E  = ρ
 2   21
 E3   ρ31

ρ12
ρ 22
ρ32

 E1   ρ1
E  = ρ
 2  6
 E3   ρ5

ρ13   J1 
ρ 23   J 2 
ρ33   J 3 

ρ6
ρ2
ρ4

ρ 5   J1 
ρ 4   J 2 
ρ3   J 3 

(4)

압력이 0일 경우, 식 (4)의 비저항 행렬의 대각선 성분은 ρ 0 이며,
나머지는 0이 된다. 압력이 가해지면, 식(5)와 같이 비저항에 변화가
생긴다.

 ρ1 
ρ 
 2
 ρ3 
=

 ρ4 
 ρ5 
 
 ρ6 

 ρ   ∆ρ1 
 ρ   ∆ρ 
   2
 ρ   ∆ρ3 

 +
 0   ∆ρ 4 
 0   ∆ρ5 

  
 0   ∆ρ6 

(5)

압력의 방향성은 그림 2.1.2와 같으며, 압력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은 식(6)와 같다. 식(6)에서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구조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행렬이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다. 여기서 피에조
저항계수 행렬 [ π ij ]를

1

ρ

π ij  σ j  와 같이 정의한다.
∆ρi =
9

σ 1 = σ 11
σ 2 = σ 22
σ 3 = σ 33
=
τ 1 σ=
σ 23
32
τ=
σ=
σ 31
2
13
=
τ 3 σ=
σ 21
12
그림 2.1.2 응력의 방향에 따른 9가지 성분의 모습

 ∆ρ1  π 11
 ∆ρ  π
 2   21
1  ∆ρ3  π 31

=
ρ  ∆ρ 4  π 41
 ∆ρ5  π 51

 
 ∆ρ6  π 15

π 12
π 22
π 32
π 42
π 52
π 62

π 13
π 23
π 33
π 43
π 53
π 63

π 14
π 24
π 34
π 44
π 54
π 64

π 15
π 25
π 35
π 45
π 55
π 65

0
0  σ 1 
 ∆ρ1  π 11 π 12 π 12 0
 ∆ρ  π
0
0  σ 2 
 2   12 π 11 π 12 0
0
0  σ 3 
1  ∆ρ3  π 12 π 12 π 11 0

=
 
0
0 π 44 0
0   τ1 
ρ  ∆ρ 4   0
 ∆ρ5   0
0
0
0 π 44 0   τ 2 

 
 
ρ
∆
0
0
0
0
0 π 44   τ 3 

 6  

π 16  σ 1 
π 26  σ 2 
π 36  σ 3 
 
π 46   τ 1 
π 56   τ 2 
 
π 66   τ 3 

(6)

최종적으로, 임의의 좌표계에서 피에조 저항계수는 식(7)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R ∆ρ
≈
= π lσ l + π tσ t
R
ρ

(7)

여기서의 π l , π t 는 식 (8)와 같으며, π l 는 길이방향(longitudinal
direction)에

해당하는

피에조

저항

계수,

πt 는

가로지르는

방향(transverse direction)에 해당하는 피에조 저항 계수를 말한다.

π l = π 11 + 2(π 44 + π 12 − π 11 )(l12 m12 + l12 n12 + m12 n12 )
π t = π 12 − (π 44 + π 12 − π 11 )(l12 m22 + l12 n22 + m12 n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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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여기서의 l,m,n 은 그림 2.1.3과 같은 좌표계 변환을 나타낸다.

 x*   l1
 * 
 y  =  l2
 z *   l3
 

 l1
l
2
 l3

m1
m2
m3

m1
m2
m3

n1   x 
n2   y 
n3   z 

n1   cos φ cos θ cosψ − sin φ sinψ
 − cos φ cos θ sinψ − sin φ cosψ
n2  =

n3  
cos φ sin θ

sin φ cos θ cosψ − cos φ sinψ
− sin φ cos θ sinψ + cos φ cosψ
sin φ sin θ

그림 2.1.3 좌표계 변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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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θ cosψ 
sin θ cosψ 
cos θ


제２항 P-type 실리콘의 압저항 원리에 대한 설명
P-type 실리콘의 비저항은 =
σ

1
m*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
qp µ pq 2τ

실리콘의 압력에 따른 저항의 변화에는 홀 농도( p ) 변화와 이동도( µ )
변화가 작용한다. p타입의 피에조 저항효과는 압력에 의한 홀 이동도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홀의 에너지 밴드에는 Heavy-hole(HH) band,
light-hole(LH) band, spin-orbit split-off band로 총 3가지가 있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HH band와 LH band 는 유효질량 차이에 의해
분류가 되며,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며 커플링되어 있다. 두 band
사이에는 유효질량 차이가 3배이상 나며, 이로 인해 이동도는 3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림 2.1.4 에서 보듯이 spin-orbit split-off band 는 두
band (HH, LH)에 비해 낮은 에너지 준위에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홀은 HH, LH band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2.1.4 P-type 실리콘의 valence-ban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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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리콘은 1s22s22p63s23p2 의 오비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이 압력으로 인해 인장이 되면, 실리콘 사이의 공유결합이 결합
길이 및 결합 각도 변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실리콘의 에너지에
변화가 발생하고, 식 (9)와 같이 유효질량을 변화 시킨다. 유효질량은
식(9)을 통해 이동도를 변화시킨다.

1
2
qτ
)
m ( X=
⋅ 2
mobility µ ( X ) = *
2
kex ∂ En ( X ) / ∂k
m (X )
*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의

변화를

섭동이론을

이용한

PIKUS-BIR

이론적으로

해밀토니안

분석하기

모델이

(9)

위해

있다[17].

식(10)와 같이 기존 해밀토니안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여 에너지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H=

p2
2k 2 
+ V (r ) +
+
k⋅p
2m0
2m0 m0

(10)

이 모델을 통한 에너지의 변화는 식(11)와 같다.

∆E =

∑Ξ ε

ij ij

ij

(11)

여기서의 Ξ ij 는 변형포텐셜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실리콘에 압력이 가해지면, 인장이 발생한다. 인장으로 인해,
실리콘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이는 유효질량을 변하게 한다. 유효질량은
13

캐리어의 이동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실리콘의 비저항을 변화시킨다.

또한, 실리콘의 피에조 저항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방향성,
응력 방향 및 전계 방향, 도핑농도, 온도가 있다. 그림 2.1.5와 같이
실리콘의 방향성에 따라 압저항 계수가 달라진다[18].

그림 2.1.5 P-type (100) 실리콘 방향성에 따른 longitudinal 과
transvers의 압저항 계수 변화[18]

또한, 그림 2.1.6과 같이 응력 방향 과 전계방향에 따라 실리콘 압저항
계수가 변화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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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응력 방향과 전계 방향에 따른 실리콘의 압저항 계수
변화[19]

그림 2.1.7 온도 및 도핑 농도에 따른 실리콘의 압저항 계수 변화[20]

뿐만 아니라, 그림 2.1.7에서 보듯이, 실리콘의 도핑농도가 증가할수록
피에조

저항효과는

감소하며,

도핑농도가

작으면

전도에

기여하는

캐리어수가 작아 변형의 의해 캐리어수가 조금만 변해도 저항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에조 저항효과는
감소한다[20].

제３항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 주요 변수 분석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벌크실리콘에 비해 피에조효과가 수십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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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3항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대한 압저항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에 대해 많은 논문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의 요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단,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지름은 50 nm ~ 1 um 수준이며, 수 nm 수준은 다루지 않으므로
퀀텀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21]. 학계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기하학적

효과가

원인이라고

한다.

기하학적

효과에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형태, 피에조 핀치효과, 응력 집중도 효과가 있다.
첫번째,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로 인해, π t (transverse direction에
해당하는 피에조 저항 계수)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벌크실리콘의
압력에 따라 π l (longitudinal direction 에 해당하는 피에조 저항 계수),

π t (transverse direction에 해당하는 피에조 저항 계수)에 일정하게
증감을

한다.

하지만,

가로지르는(transverse)
길이(longitudinal)

실리콘
방향에

방향에

대한

나노와이어는
대한

단면적

압저항

압저항

효과가

감소로

효과는

인해,

미비해지고,

두드러진다.

이에,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저항변화는 식(12)와 같이 길이(longitudinal)
방향에 대한 압저항 효과로 근사가 가능하다.

R
 l l  t t  l l
R

(12)

π l , π t : Longitudinal and transverse piezoresistance coefficient
σ l , σ t :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tresses
R : the resistance of nanowire
일반적으로, l 와 π t 는 부호가 반대여서 서로 상쇄효과가 발생하여,
벌크실리콘의 피에조저항효과에 따른 저항 변화는 작다. 하지만,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경우, 그림 2.1.8과 같이 단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l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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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t 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저항 변화가 증가한다[22].

그림2.1.8 나노와이어의 단면적 크기에 따른 피에조저항효과 계수[22]
두번째,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피에조 핀치효과가 발생한다[8].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피에조

핀치효과는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MOSFET의 핀치오프 현상과 유사하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압력을
가하면, 표면전하가 생성되어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표면공핍층 생성된다.
이로 인해, 실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영역에 변화가 생긴다. 실리콘에
인장력이 가해지면,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이
줄어들어 저항이 커진다. 이를 피에조 핀치효과라고 한다.

그림 2.1.9 피에조 핀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모습
그림 2.1.9에서 w>>d/2 한 경우에, 피에조 핀치효과 발생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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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포획 활성화 에너지(charge trap activation energy)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W는 식(13)와 같이 나타나고, w의 변화로 인해
페르미 에너지가 변해 결국 식 (14)와 같이 π pinch (새로운 피에조
저항효과)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W=

2εφb
qN A

(13)

ε : dielectric constant
φb : surface barrier potential
N A : density of state
q : electron charge (1.6 ×10−19C )

1 − exp(−∆EF / kT ) = π pinch X

(14)

EF : Fermi energy
k : Boltzmann's constant
T : temperature (K)
X : stress

π pinch : piezoresitive coefficient due to piezo-pinch effect

세번째, 압력 집중도 효과로 인해 큰 압저항 효과가 나타난다[9].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작용하는 국부 압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보다
커,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저항효과를 증가시킨다. 이 성질을
압력 집중도 인수(b)를 이용하여 단순한 1차식 형태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π NW = b ⋅ π bulk

압력

집중도

인수

b는

실리콘
18

나노와이어의

(15)

지름과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buried

oxide층

간

거리에

의존한다.

라만분광법을

이용하여 압력 집중도 인수를 결정한다. 또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압저항 효과는 공정방법에 따라 다르다[7]. 아래 그림 2.1.10와 같이
공정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0 공정방법에 따른 실리콘 나노와이어 압저항 효과[7]
이에,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관성센서 제작을 위해 우리만의
공정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여

압저항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대해
새로운 공정법을 이용하여 공정을 진행하였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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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
제１항 Top-down MEMS 공정 기술에 기반한 실리콘 나노
와이어 제작 방법
제1항에서는

top-down

MEMS

공정

기술에

기반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top-down

MEMS

공정

방식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방법은

제작자가 원하는 위치에 나노와이어의 개수, 굵기, 길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가의 e-beam lithography 장비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23]. 실리콘 나노와이어 공정도는 그림 2.2.11 에
나타내었다.
먼저 p-type 붕소 이온 불순물이 주입된 (111) 결정 방향의 단결정
실리콘 기판에 플라즈마 화학 증착(PECVD)방식으로 일정 두께의
TEOS 산화막을 증착한다. 이후 TEOS 산화막 위에 건식 식각(dry
etch) 방식을 통해 패터닝한다. 이후 실리콘을 반응성 이온 식각
(reactive ion etch) 방식을 이용하여 패터닝한다. 이후 TEOS 산화막과
실리콘을 식각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감광제(photoresist)를 제거한다.
이후, 세정 공정은 먼저 SPM(sulphuric peroxide mixture) 용액을
120℃ 로 가열한 후 약 10분간 진행한다. 이후, 습식 산화 방식(wet
oxidation)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선폭을 조절한다. 이후,
트렌치의 바닥 부분에 실리콘이 보일때까지 건식 식각 (dry etch)을
진행한다. 이후 실리콘을 반응성 이온 식각(reactive ion etch)을
이용하여 매몰 산화막(buried oxide)층까지 실리콘을 비등방성 식각을
진행한다. 이후, 습식 식각(wet etch)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부유시킴과 동시에, 식각 속도를 조절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를
조절한다. 실리콘은 KOH (45%, 85℃)와 같은 알칼리성의 식각 용액에
서 결정 방향에 따라 식각 속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KOH 용액에서는 <100> 및 <110> 방향 대비 <111> 방향의 식각
속도가 각각 37배 및 68배 느리다는 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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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방향으로의 식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
<111>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는 실리콘이 식각된다는 의미이다.
즉, 알칼리성의 용액 내에서 실리콘이 식각되다가 남은 <111>방향의
실리콘 면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각이 천천히 진행된다. 이에, 이
식각 속도를 조절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를 조절한다.
결론적으로,

습식

산화(wet

oxidation)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선폭을 조절하고, 습식 식각(wet etch)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를 조절한다.

그림 2.2.11 실리콘 나노와이어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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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결과
본 논문에 수행된 모든 공정은 반도체 공동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상기 제2절의 제1항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TEOS 산화막을 증착하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된다. 플라즈마 화학 증착을 하기 전에 기판의 세정을
위해 SPM 용액을 이용하여 세정 공정을 10분 수행한다. 세정 용액의
온도는 120℃이며, 용액 제조는 일반적인 용액 제조 방법(H 2 SO 4 : H 2 O 2 =
4:1)과 같다. 세정 공정이 완료된 기판을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의
PECVD 장비(제조사: ㈜AMK, 모델명: P-5000 2호기)를 이용하여 TEOS
산화막을 증착하였다. 13000Å의 TEO 산화막을 증착하기 위해 TEOS
가스를 150 sccm, O 2 가스를 150 sccm 흘려주었으며, RF 출력 및 진공도는
350W 85℃ 및 9 Torr 로 설정한 후 약 3분 10초간 공정을 수행하였다. 공정
결과 약 11000Å 두께의 TEOS 산화막이 증착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TEOS 산화막을 패터닝하기 위하여 먼저 감광제 패터닝 공정부터
수행하였다. 사용한 감광제는 AZ 계열의 GXR 601 (positive)이며 4,000
RPM으로

약

35초간

스핀

코팅을

수행하였다.

스핀

코팅

결과,

나노스펙(㈜K-MAC, 모델명: ST-2000)으로 약 1 ㎛ 의 감광제가 도포된
것으로 측정하였다. 감광제 도포 후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95℃에서
1분간 soft bake를 수행하였고, MA-6 aligner(Karl-suss 社) 장비를 사용하여
파장의 길이가 365 ㎚인 i-line의 자외선을 20mW/cm2 의 세기로 Vac.
Contact으로 2.5초간 노광을 수행하였다. 노광 수행 후 AZ 300K 현상액을
이용하여 약 40초간 현상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하단의 그림
2.2.12과 같다.

22

그림 2.2.12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노광 및 현상 공정 수행 결과

노광 공정을 통해 패턴 형성 후 ICP 방식의 건식 식각 장비(㈜Oxford
instruments, 모델명: PlasmaPro Systems 100 Cobra)를 이용하여 TEOS 산화막
및 실리콘 패터닝 공정을 수행하였다. 약 11000Å 의 TEOS 산화막을 건식
식각하기 위해서 C 4 F 8 , Ar 가스 유량은 각각 90, 10 sccm 로 설정하였으며,
챔버의 진공도는 4 mTorr, ICP power 및 Bias power는 각각 2700W, 75W로
전력을 공급하여 4분 15초간 수행하였다. TEO 산화막 식각 공정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얼라인 키(align key)영역을
광학 현미경으로 TEOS 산화막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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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TEOS 산화막 식각 공정 수행 결과
이후 실리콘을 패터닝하기 위해 RIE 방식의 Deep Si Etcher 1호기
(PLASMA-THERM社,

모델명:

SLR-770-10R-B)의

BOSCH

process를

이용하였다. 실리콘 식각 공정 시에는 Ar, C 4 F 8 , SF 6 를 30, 0.5, 100 sccm을,
passivation 공정 시에는 30, 100, 0.5 sccm (폴리머 증착), 30, 0.5, 50 sccm
(폴리머 식각)을 흘려주었다. 총 공정 수행 시간은 식각은 26초이며 etch를
5초×2회, passivation을 8초×2회로 설정하였다. 챔버 내의 진공도는 23
mTorr로 설정하였다. Alpha-step(KLA-TENCOR社, Nanospec AFT/200) 장비를
이용하여 실리콘의 식각 깊이를 측정한 결과, 실리콘은 약 1.6 ㎛ 정도
식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TEOS 산화막 및 실리콘을 식각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감광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PR ashing 3호기(Tepla AG.社,
300Semi-Autou) 장비를 사용하였다. O 2 유량은 700ml/min, power 는
700W으로 설정하였으며, 10분간 수행하였다. 이 때 챔버의 진공도는 약
750 mTorr이다.
이후, 기판의 세정을 위해 SPM 용액을 이용하여 세정 공정을 10분
수행한다. 세정 용액의 온도는 120℃이며, 용액 제조는 일반적인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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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H 2 SO 4 : H 2 O 2 = 4:1)과 같다. 이후, furnace 3호기 (㈜성진세미텍,
모델명: JSF-2000-T4)를 이용하여 습식산화를 진행하였다. 습식 산화
시에는 온도는 1000도, N 2 , H 2 , LowO 2 , HighO 2 가 각각 5, 7, 0.5, 6.5
SLPM으로 공정이 진행되었다. 습식 산화 공정 시간은 7시간 40분이며.
나노스펙(㈜K-MAC, 모델명: ST-2000)을 이용하여 [111] 방향으로 습식
산화의 균일성은 1% 내로 공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Oxide를 제거하기 위해 ICP 방식의 건식 식각 장비(㈜Oxford
instruments, 모델명: PlasmaPro Systems 100 Cobra)를 이용하여 TEOS 산화막
및 실리콘 패터닝 공정을 수행하였다. 약 15000Å의 TEOS 산화막을 건식
식각하기 위해서 15000Å 타켓으로 하여 식각을 진행하였다. 공정 조건은
C 4 F 8 , Ar 가스 유량은 각각 90, 10 sccm 로 설정하였으며, 챔버의 진공도는
4 mTorr, ICP power 및 Bias power는 각각 2700W, 75W로 전력을 공급하여
4분 17초간 수행하였다. 이후 실리콘을 패터닝하기 위해 RIE 방식의 Deep
Si Etcher 1호기 (PLASMA-THERM社, 모델명: SLR-770-10R-B)의 BOSCH
process를 이용하였다. 실리콘 식각 공정 시에는 Ar, C 4 F 8 , SF 6 를 30, 0.5,
100 sccm을, passivation 공정 시에는 30, 100, 0.5 sccm (폴리머 증착), 30, 0.5,
50 sccm (폴리머 식각)을 흘려주었다. 총 공정 수행 시간은 식각은
260초이며 etch를 5초×20회, passivation을 8초×20회로 설정하였다. 또한,
챔버 내의 진공도는 23 mTorr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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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은 마스크 선폭 1.6um의 DRIE 20loop 진행 후의 SEM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2.2.14 마스크 선폭 1.6 um의 DRIE 진행 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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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폭별 실리콘 블록의 SEM 사진은 그림 2.2.15와 같다.

그림 2.2.15 (a) 마스크 선폭 1.5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b) 마스크 선폭 1.6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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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c) 마스크 선폭 1.7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d) 마스크 선폭 1.8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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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e) 마스크 선폭 1.9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f) 마스크 선폭 2.0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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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g) 마스크 선폭 2.1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h) 마스크 선폭 2.1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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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i) 마스크 선폭 2.2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j) 마스크 선폭 2.3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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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k) 마스크 선폭 2.4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그림 2.2.15 (l) 마스크 선폭 2.5 um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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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OH

(45%,

85℃)

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습식식각을

진행하였다. KOH 용액에서는 실리콘의 <100> 및 <110> 방향 대비 <111>
방향의 식각 속도가 각각 37배 및 68배 느리다는 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25].

또한,

<100>/<111>의

KOH(45%,

식각

속도

85℃)는
비율이

약

TMAH(25%,
10배

이상

80℃)이
차이가

비해
날만큼

<111>방향으로 잘 안 깎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리콘 <111>방향으로의
식각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더 좋은 용매로 작용한다. <111> 방향으로의
식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 <111>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는 실리콘이 식각된다는 의미이다. 즉, 알칼라인 용액
내에서 실리콘이 식각되다가 남은 <111>방향의 실리콘 면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각이 천천히 진행된다. 이에, 이 식각 속도를 조절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높이를 조절한다. 그림 2.2.16는 습식식각 1분 30초를
진행한 후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단면의 모습을 나타낸다. 1분 30초만
습식식각을 진행하여도 그림 2.2.14에 보았던 실리콘 기둥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17, 그림 2.2.18 은 실리콘의 습식식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16 습식 식각(1분 30초) 후의 산화막으로 둘러싸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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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111) 실리콘의 습식식각에 대한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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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형성된 부분의 습식식각 결과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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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정 시간을 다르게 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단면을 확인하였다.
그림 2.2.19는 시간별, 습식 식각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19 (a) 습식식각(1분 30초)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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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b) 습식식각(2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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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c) 습식식각(2분 30초)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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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d) 습식식각(3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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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e) 습식식각(4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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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f) 습식식각(5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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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g) 습식식각(6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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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h) 습식식각(8분)후,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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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식각을 통해 공정시간에 따른 실리콘 블록 위로 파고든 높이에
정리하였으며, 그림 2.2.20 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111> 실리콘의 식각
속도는 60 nm/min으로 확인하였다. <100> 방향 실리콘의 식각 속도는 1 ~
1.5 um/min 정도이며, <111> 실리콘의 식각 속도는 <100> 방향의
식각속도에 비해 약 20배 정도 느린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20 습식식각 시간에 따른 <111>방향으로 파고든 깊이 변화

이후,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oxide 제거한다.

HF (49%)의 PECVD를

증착된 TEOS 산화막의 식각률은 3969nm/min으로 알려져 있다[26]. 실리콘
나노와이어을 둘러쌓고 있는 oxide의 두께는 1000nm 이하이며, 이에
HF(49%)를 이용하여 30s 공정을 진행하였다. HF(49%, 25℃) 30s 공정을
통해 생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대한 공정결과는 그림 2.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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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a) 마스크 선폭 1.5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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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b) 마스크 선폭 1.6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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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c) 마스크 선폭 1.7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그림 2.2.21 (d) 마스크 선폭 1.8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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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e) 마스크 선폭 1.9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그림 2.2.21 (f) 마스크 선폭 2.0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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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g) 마스크 선폭 2.1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그림 2.2.21 (h) 마스크 선폭 2.2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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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i) 마스크 선폭 2.3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그림 2.2.11 (j) 마스크 선폭 2.4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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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k) 마스크 선폭 2.5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그림 2.2.21 (l) 마스크 선폭 2.6 um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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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은 그림 2.2.21 의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남아 있는 선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22 마스크 선폭 대비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선폭 값 분석

그림 2.2.23 (111) 실리콘의 방향성

(111)

실리콘의

방향성이

나노와이어는 [1 10]

그림

방향으로

2.2.13

과

형성되었으며,

같을
습식

때,
산화를

실리콘
통해

[112] , [1 12] 방향으로 산화막이 형성된다. 이는 [112] , [1 12] 방향으로 약
825nm 정도가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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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그림 2.2.24 와 같은 부유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였다.

그림 2.2.24 (a)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60 도 기울여 찍은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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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b)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60 도 기울여 찍은 SEM 사진

그림 2.2.24 (c)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60 도 기울여 찍은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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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d)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60 도 기울여 찍은 SEM 사진

그림 2.2.24 (e)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60 도 기울여 찍은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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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선폭 및 두께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2.2.25 와 같다.

그림 2.2.25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선폭과 두께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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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큰 압저항 효과에 분석을 하였으며,
(111) 실리콘의 비등방성 식각 특성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방법
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나노와이어 공정법은 (111)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며, deep reactive ion etch (DRIE) 공정으로 실리콘 블록을 형성
하고, wet oxidation 공정과 wet etch 공정으로 나노와이어의 단면적을
결정한다. 따라서 나노와이어 설계 시 dimension에 대한 constraint이
감소하여, E-beam lithography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top-down 방식으로 나노와이어와 MEMS 구조물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본 공정 방식을 통해 40nm x 3000 nm 수준의 나노와이어 형성이
가능하며 나노와이어의 크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
재 나노와이어의 크기에 따른 압저항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4-point
bending apparatus를 제작 중에 있다. 4-point bending apparatus 을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단면적별 압저항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관성센서 제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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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ation Method of Silicon Nanowire Using
Silicon (111) for Inertial Sensors
Hun Lee
Dept.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of MEMS inertial sensor technology uses capacitor sensing
method, and the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with miniaturization
trend.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capacitor sensing method for
small size. Silicon nanowires have a large piezoresistive effect, and
they can be miniaturized beyond the capacitor size limitations of
sensors, so MEMS inertial sensors are being studied using silicon
nanowires. The large piezoresistance effect of silicon nanowires
versus bulk silicon is still controversial, but the large piezoresistive
properties are presented through experimental data. Therefore,
silicon nanowire fabrication must precede fabrication of MEMS
inertial sensor using silicon nanowires.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fabrication of silicon nanowires using the anisotropic etch
characteristics of (111) silicon. Through this method, the width and
thickness of the silicon nanowires can be freely adjusted, and the
minimum cross-sectional area of the silicon nanowires is made up
to 40 nm x 300 nm. Also, Silicon nanowires can be created at
desired locations, and silicon can be etched up to 30 um without
62

affecting the silicon nanowires. Thi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fabricate inertial sensors using silicon nanowir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inertial sensors by
measuring the piezoresistance effect of the silicon nanowires
fabricated through this process.

Keywords : Silicon nanowire, (111) silicon, Anisotropic etch,
MEMS Inertial sensor, Piezo resistanc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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