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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도체 소자에서 기판으로 활용되는 실리콘과 기판 위에 올려
지는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이
때 실리콘 기판과 그 위에 올린 금속 물질이 합금을 형성하게 되
면 실리콘 합금, 즉 실리사이드(Silicide)가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
된 실리사이드가 나타내는 나노구조는 태양전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등의 산업분야에의 응용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나노입자는 1~100㎚의 크기로 존재하는 입자이다. 실리콘 기
판 위에 올린 얇은 금 박막을 가열하여 형성되는 금 나노입자는
대표적인 나노구조인 나노와이어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면활성제인 시트르산-삼나트륨을 포함한 용
액에 담긴 금 나노입자를 실리콘 기판위에 증착한 후 건조시켜 열
처리에 따라 실리사이드 나노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토포그래피는 AFM과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했다. 600℃에서
나노와이어와 유사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측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금 나노 입자들 간의 응
집에 의해 분포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시료의 광학적 성질 중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FT-IR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료 내 주요한 결합의 변화를 확인했다.
경향은 300~400℃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500~600℃를 두
번째 기점으로 하여 조금 더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는 실리
콘 원소가 포함된 결합의 반응이 다수 관찰되었다.
원자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RD와 XPS를 사용했다.
시료는 단결정구조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600℃의 시료에서 금 원
소의 결합에너지가 증가한 것을 통해 앞선 토포그래피 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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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 나노구조가 실리사이드 형성에 의해 나타난 형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 형태의 나노구조의 변화는 얇은 박막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러한 나노입
자의 이용은 스퍼터링 장비 없이 간단한 습식 장치로 금 필름의
패턴을 실리콘 기판에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어 : 실리사이드, 나노입자, 금나노입자, 열처리, 시트르산나트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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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반도체 소자에서 기판으로 활용되는 실리콘과 기판 위에 올려지는 물
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이때 실리콘 기
판과 어떤 금속 물질이 합금을 형성하게 되면 실리콘 합금, 즉 실리사이
드(Silicide)가 형성된다. 실리사이드는 열적 안정성이 높고 비저항이 낮
으며, 접촉저항이 낮다는 특징으로 인해 반도체 소자에서 반도체-금속
간의 접촉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실리콘이 다양한 물질과 실
리사이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Dahal,
2010; Gapska, 2018; McKerracher, ,2010; Ranjan, 2010; Seyller, 2004;
Zhao, 2004). 유전체 물질에 장착된(embedded) 비활성 금속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필름을 만드는 것은 잠재적으로 태양전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플라즈모닉 태양전지 등의 산업분야에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Chan, 2012).
실리사이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실리콘 기판과 얇은 알루미늄 박막
이 형성하는 합금에 대한 연구(박성태, 2005), 실리콘 기판과 얇은 금 박
막이 형성하는 실리사이드에 관한 연구(Behzad, 2012; Chang, 2004;
Mangelinck, 1996; Osman 2011; Young, 1998)등이 그것이다.
박성태(2005)에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알루미늄 박막을 증착시킨 후
가열하여 형성된 프랙탈 무늬를 관찰하였다. 박막의 응집으로 나타나는
알루미늄 실리사이드의 형상은 초기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Young(1998)과 Chang(2004)에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얇은 금 박막을
올린 후 열처리를 거쳐 형성된 실리사이드의 토포그래피와 물성을 확인

- 1 -

했다. 이 경우 금 원소들 역시 응집되어 클러스터(cluster)와 아일랜드
(island)를

형성하다가,

열처리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는

나노입자

(Nanoparticle, NP)의 형상을 이루는 것도 관측 되었다.

그림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odel of silicide formation: (a) 실리콘 기
판 위에 올린 매끄럽고 얇은 금 박막, (b)

C 에서 10분 가열했을 때 형성된 금 클러스

터와 아일랜드, (c) 20분을 더 가열하면 실리사이드를 형성, (d) 40분을 더 가열하면 형성된
실리사이드가 기판에 퍼지면서 클러스터를 재형성 (Chang et al, 2004)

나노입자는 1~100㎚의 크기로 존재하는 입자를 의미하며 입자들끼리
엉겨서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나노입
자는 유기 또는 무기 분자로 둘러싸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Bastus,
2011).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는 화학, 의학, 약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Chan, 2012; Dahal, 2010; Das, 2012; Issac, 2013; Katarzyna,
2017; Li, 2017; Park, J.-W., 2014; Praveen, 2013). 나노입자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크기가 바이오 분자, 박테리아 등 의학, 생물학에
서 다루는 분자의 크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Bastus, 2011).

본 연구에

서는 나노입자 중에서도 금 나노입자(Gold Nanoparticles, GNPs)를 사용
하였다.
금 나노입자가 실리콘 기판 위에서 형성하는 실리사이드를 다룬 연구
도 있다. 금 박막을 씌운 실리콘을 가열하여 균열(crack)이 생기고, 그것
들이 뭉쳐서 나노입자 형태를 가지게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온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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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하면 그 곳에서 실리콘 나노와이어(Nanowire, NW)가 성장하는 것
을 이용하여 Park Y.-S. et al(2015)에서는 금을 통해 실리콘 나노와이어
의 성장을 유도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2 열처리에 따른 금 박막의 나노구조 형성 (Park Y.-S. et al, 2015).

이때 나노와이어란 1차원의 나노구조로, 제한된 방향성의 전기적 캐리
어(Electrical Carrier)를 가진다. 나노 와이어는 양자점이나 벌크와는 또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
어지고 있다 (Zhao et al, 2004). 이러한 다양한 실리사이드의 나노구조
의 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뿐 아니라 X선을 이용한다
(Sundaravel, 1999; Zhang, 2003). 한편 나노입자를 기판 위에 올릴 때
단시간의 스퍼터링을 통해 입자가 필름을 형성하기 이전 단계를 활용하
여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나노합성물(nanocomposite) 필름을 연구한 방법
도 있다(Chan, 2012).
본 연구는 증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리콘 기판과 용액에 담긴 형태
로 떨어뜨린 금 나노입자가 형성하는 합금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얇은
금 박막으로 실험한 Chang et al(2004)의 연구에서 C, 30분의 열처
리에서 실리사이드가 나타났다고 한 것을 근거로 열처리 시간을 20분과
40분의 두 단계로 설정하였다. C 와 C 뿐만 아니라 C,
C, C, C의 온도에서도 열처리를 한 시료를 제작하여, 온
도변인을 추가해주었다.
선행연구보다 높은 온도에서 시료를 열처리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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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얇은 금 박막과 금 나노입자의 차이점 때문이다. 용액 형태로 있을
때,

나노입자는

입자끼리

엉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면활성제

(Surfactant)가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
료에는 일정온도까지 계면활성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변화
하는 온도도 함께 고려해 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 나노입자는 C가 넘는 온도에서도 변형 없이 남아있는 성분을 계
면활성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고온의 열처리를 통한 변화를 관측에
포함했다.
Bastus et al(2011)은 시트르산삼나트륨(Sodium Citrate)를 계면활성제
로 사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M농도의
Sodium Citrate ml를 가열하며 다음의 세 단계를 원하는 만큼 반복
한다. 먼저 mM 농도의 HAuCl ml를 넣고 30분간 끓이면서 저어준
다. 다음으로는 mM 농도의 HAuCl ml를 더 넣되 조금 식혀 C
온도에서 30분간 저어주는 것을 두 번 시행한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의 용액을 ml만큼 덜어내고 증류수 ml와 mM농도의 시트르산삼
나트륨  ml를 첨가한다. 이상의 세 단계를 필요한 만큼 반복하면 점진
적으로 나노입자의 알갱이 크기가 성장한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Bastus et al(2011)에서 금 나노입자를 제작한 방식의 도식

Bastus et al(2011)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제작한 금 나노입자의 주사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이미지를 제작단
계에 따라 그림4와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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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단계별 금 나노입자의 TEM 이미지 (Bastus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1) 사용한 나노입자는 위의 과정을 거쳐 계면활
성제로 Citrate 음이온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트르산나트륨 중 시트르산
삼나트륨(Tri-Sodium Citrate, Na3C6H5O7)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시트르산삼나트륨은 녹는점이 ℃로 알려져 있으며, 밀도는 1.7g/cm³
로 물보다 무겁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물을 용매로 하
여 녹는다. 분자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시트르산삼나트륨의 분자구조 (이미지 Pub Chem)

용액에 담긴 나노입자가 실리콘 기판에서 형성하는 실리사이드를 관
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계면활성제의 탄화수
1) 제작 및 제공: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과학교육 화학전공) 손원기 선생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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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성분이 열처리에 따라 실리콘과 카바이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형성
된 카바이드는 토포그래피와 IR, XPS 등의 측정에서 원하는 금-실리콘
의 합금이 아닌 다른 시그널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실
리콘 카바이드인 SiC가 형성되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이상으로, 높
게는 ℃이상이 되기도 한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화학적
변화는 계면활성제의 탄소성분이 실리콘 기판과 참여한 화학반응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나노입자 중 금 나노입자를 실
리콘 기판 위에 올려 열처리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실리사이드 나노구조
형성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막을 증착시켰을 때에는 가열을
하여 나노아일랜드와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단계까지의 사전작업이 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노입자를 올렸을 경우 해당 입자들이 온도에 따라 주
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관찰한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다.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용액에 담긴 상태에서 실리콘 기판과 반응
하는 시료를 제작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2) 이렇듯 실리콘 카바이드의 존재온도가 매우 높기때문에 SiC 는 고전압과 고온을 잘
견뎌야 하는 소자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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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 구성

1장에서는 연구 개요와 함께 실리사이드, 나노입자와 관련된 배경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시료의 종류와 각 시료에
대한 열처리의 종류 및 사용한 열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작한 시료를 바탕으로 광학현미경, 원자간힘현미경을 통
해 살펴본 토포그래피(Topography) 및 외형적 특성에 대한 측정 데이터
를 제시한다. 또한 푸리에변환 적외선분광을 이용한 투광도 측정으로 광
학적 특성 및 화학적 변화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원자 구조와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선회절분석, 엑스선광전자분광법을 이용한 측정데
이터를 제시한다. 이들 데이터는 성분분석을 통해 열처리가 실리사이드
및 경계면에서의 물질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 전반을 통한 결
론, 향후 연구 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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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료의 제작
제 1 절

열처리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에 따라 골드나노입자가 실리콘 기판과 반응하
여 실리사이드를 형성하는 것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고, 열처리 방법
으로 RTA(Rapid Thermal Annealing)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
델은 가장 빠르게 가열을 할 경우 온도 C를 높이는 데에 초가 걸
리는 속도로 가열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의 종류는 시간과 온도 각각의 변인에 따라 아
래 표와 같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상온상태를 포함하여 13종류를 시행하
였다. 열처리를 진행할 때는 일정 온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지 않고, 목
표온도까지 한 번에 가열하고, 일정 시간동안 (20분, 40분) 목표온도를
유지한 후 한 번에 식혀서 모든 측정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열처리의 개
수만큼 동일한 시료를 제작하였다.

목표온도를 20분간 유지

목표온도를 40분간 유지

상온 ( C )

상온

C

C , 20분

C , 40분

C

C , 20분

C , 40분

C

C , 20분

C , 40분

C

C , 20분

C , 40분

C

C , 20분
C , 20분

C , 40분
C , 40분

C

표 1 연구에 사용한 열처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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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료 소개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실리콘 기판의 종류, 금 나노입자 용액을 쌓은
두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준비하였다.
나노입자 1겹

나노입자 3겹

나노입자 5겹

( l )

( l )

( l )

단면 (N-type)

단면, l

단면, l

단면, l

양면(Undoped)

양면, l

양면, l

양면, l

표 2 연구에 사용한 시료의 제작 구분

실리콘 기판은 N 타입으로 도핑 된 Si(100)을 한쪽 면만 폴리싱
(Polishing)한 단면 웨이퍼와, 도핑 되지 않은 Si(100)을 양쪽 모두 폴리
싱한 양면 웨이퍼,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된다. 양면 웨이퍼는 적외선분
광기의 투과모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며, 도핑이 된 실리콘은
적외선영역에 대한 투과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도핑 되지 않은 실리콘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기판의 도핑여부에 따른 투과도 차이는 아래 그래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도핑 되지 않은 실리콘의 적외선 투과도는 측정영역 대부분에서 55% 이
상이고, 도핑 된 실리콘에서는 그렇지 않다 (김윤복,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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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IR을 투과하는 여부를 제외하고는 웨이퍼의 종류에 따른 두드
러지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FT-IR의 투과도 데이터 측정
이외에는 두 웨이퍼 종류에 대해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림 7 Schematic diagram of sample preparation: (a) 실리콘 기판(산화막
있음), (b) 나노입자 용액을 1방울 떨어뜨림, (c,d) 건조시킴, (e) 용액을 1방
울 떨어뜨려 덮음 (f) 다시 건조시킴(이러한 과정을 필요한 횟수만큼 반복).

입자를 올리는 것은 위의 그림7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했다. 금
나노입자 용액은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1방울 당 l 용량으로 균일
하게 기판 위에 증착시켰으며, 완전히 건조된 후 같은 위치에 동일한 용
량을 떨어뜨리고 건조시키는 것을 반복하였다. 시료는 1겹( l), 3겹
( l ), 5겹( l )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하였다. 데시케이터에서 완전히

건조된 시료는 꺼내어 앞선 1절에서 언급한 13종의 열처리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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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측정 및 분석
제 1 절

토포그래피 (Topography)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려진 금 나노입자가 열처리에
따라 어떤 형태의 실리사이드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면에서의
토포그래피를 관찰함으로써 표면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했다. 본 측정에
는

광학현미경(OM,

Optical

Microscope)과

원자간힘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의 두 종류를 사용했다.
광학현미경은 수 밀리에서 수 백 마이크로 미터에 해당하는 영역을
촬영하며 주로 계면활성제인 시트르산삼나트륨의 결정 분포와 기타 이물
질의 분포를 확인했으며, 광역으로 나타나는 토폴로지(Topology)의 특징
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접안렌즈

자리에는

CMOS

카메라

(Hitachi, VK-C370)를 사용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설정은 고정으로 둔
채 대물렌즈로만 배율을 조절했다. 대물렌즈의 배율은 10배, 50배, 150배
의 세 종류를 사용하였으나 시료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적인(random)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150배의 배율은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첨부하며, 주된 경향성의 관찰은 10배와 50배, 그 중에서도 10
배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국소적 영역에 대한 고배율의 관측 이미지
는 어느 지역을 관찰 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료에 대해서 여러 지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표 이미지(representative image)들을 싣는다.
유의할 점은 각각의 측정은 하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가열한 것이
아니라 열처리마다 개별 시료를 제작하여 하나의 열처리만을 한 것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성 외의 특수한 시각정보는 타 시료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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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온도에 대해서 열처리 시간이 각각 20분일 때와 40분일 때 화
학적 변화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광학 현미경으로 관
찰되는 외형의 경우 열처리 시간이 40분일 때의 시료가 20분일 때의 시
료보다 뭉친 입자가 더 높은 밀도로 관측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뭉친
입자는 실리사이드가 아닌 계면활성제와 불순물이다. 예를 들어 ℃와
℃ 각각의 온도에 대한 20분, 40분의 열처리 후 시료의 광학현미경
측정 사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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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두께 1겹( l ) 시료 5종의 광학현미경 사진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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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시간이 40분일 때를 기준으로 열처리 온도에 따라 광학현미경
관측 사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사진의 (a)~(f)는 1겹( l), 3겹
( l ), 5겹( l ) 각각의 열처리 온도별 시료의 사진이다.

1겹( l ) 시료의 경우 나노입자용액을 떨어뜨리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랜덤한 분포의 영향을 1회만 경험하기 때문에 3겹, 5겹의 시료
보다 특징적인 시각적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 너무 얇게 펼쳐질 경우에는 육안으로 특징을 관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3겹( l ) 시료의 경우 1겹( l ) 시료와 5겹( l) 시료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진다.
5겹( l) 시료는 5번의 랜덤분포를 누적시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료 제작 과정에서 관측지점의 불순도를 낮추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
만, 시료의 전체 영역에 계면활성제와 나노입자 등이 골고루 분포하게
되어 관측지점과 비관측지점 사이의 데이터 차이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어질 성분분석에 있어서도 나노입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
에 금의 성질 등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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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두께 1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물
렌즈 배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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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두께 3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
물 렌즈 배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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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두께 5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물
렌즈 배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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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겹 시료와 3, 5겹 시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1겹 시료의 경우는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에 나타나는 외형적 변화가 크지 않은 반
면에 3겹과 5겹의 시료에서는 결정의 크기와 밀도에 변화가 관측된다는
점이다. 금 나노입자가 열처리에 따라 실리콘 기판과 형성하는 실리사이
드의 크기는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측하기에 매우 작지만, 계면활성제에
의해 발생하는 결정 모양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우선적으로 관찰된
다. 3겹 및 5겹의 시료에서는 관측지점에서 계면활성제의 분포가 1겹 시
료보다 평균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상이 함께 관측되는 것이
다.
계면활성제의 영향을 최소화 한 상태로 시료 표면의 입자 분포를 관
찰하기 위해서 1겹 시료를 광학현미경 대물렌즈의 비율을 높인 것을 분
석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육안으로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나노입자의
두께 3종에 대한 각각의 50배율(대물렌즈 기준)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열처리를 하지 않은 1겹 시료의 광학현미경 사진, 대물렌즈 배율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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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열처리를 하지 않은 3겹 시료의 광학현미경 사진, 대물렌즈 배율 50배

그림 14 열처리를 하지 않은 5겹 시료의 광학현미경 사진, 대물렌즈 배율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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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두께 1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
물렌즈 배율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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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두께 3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물
렌즈 배율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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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두께 5겹 시료의 온도별 40분 열처리 후 광학현미경 사진 (a)~(f), 대
물렌즈 배율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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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열처리 중 온도 ℃와 ℃에서 원형의 짙은 색 결정이 다량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리사이드의 결정과 무관한
계면활성제와 불순물에 의한 것이다. 계면활성제 성분이 ℃와 ℃
에서는 거의 변형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잘 드러나 있다.
AFM으로 모든 영역을 스캐닝 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
여 광학현미경으로 먼저 표면을 관찰한 이후, 광학현미경 상에서 계면활
성제와 이물질이 분포하지 않는 영역에서 나노입자와 실리콘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AFM으로 스캐닝 했다. AFM 스캔 사이즈
는 정사각형 형태로 각 변이 m인 것부터 m, m,m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값을 채택했으며 그 중 경향성과 시료 특성을 잘 보여
주는 이미지를 뒤에서 소개한다. 스캔속도(Scan rate)는 대개 ~ Hz
의 느린 속도로 설정하였다. 하나의 시료에 대해서 AFM은 여러 지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동일 시료에 대한 다양한 지점에서의 반
복측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
(representative image)를 싣는다.
AFM 이미지는 수백 나노~수십 마이크로의 단위를 다루는 것에 비해
광학현미경에서 관찰한 표면의 외형적 특성 분포는 수백 마이크로~수 밀
리미터 단위에 걸친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AFM이미지로 시료의
어느 부분을 측정할 것인가가 결과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앞선 광학 현미경 측정 사진을 통해 살펴보았듯 금 나노입자가 계면
활성제의 결정 사이에 묻힐 경우 관측에 어려움이 있기에 AFM 이미지
가 필요하지만, 계면활성제 사이 어느 부근을 특정하여야 나노입자나 실
리사이드의 AFM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AFM 이미지를 스캐닝 할 위치는 일단 육안(광학 현미경)으로 찾아야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AFM 측정에는 1겹( l) 시료를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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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l 시료로 AFM 이미지를 얻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실리콘
기판 위에 쌓인 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편평한 기판의 단면을 스캐닝할
수 있게 되어 AFM 프로브의 팁(Tip)과 캔틸레버(Cantilever)에 큰 무리
를 줄 위험 없이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l 시료의 표면을 측정한 AFM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각 이미지는
광학 현미경 상으로 아래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들에 팁을 위치시켜
서 측정하였다. 즉 계면활성제와 불순물의 결정을 피하여 육안으로 실리
콘 기판만이 확인되는 지점을 선택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8 각 시료의 AFM 이미지는 광학 현미경 상에서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들에 팁을 위치시켜서 측정하였다.
다음은 이렇게 얻은 AFM 데이터이다. AFM Topography 이미지, 3D
렌더링 이미지, 라인 프로파일 데이터와 그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절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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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 상온

시료의

 ㎛× ㎛ AFM 이미지, (b) 상온 시료의

㎛ × ㎛ AFM 이미지, (c) ℃ 20분 시료의  ㎛× ㎛ AFM 이미
지, (d) ℃ 20분 시료의 ㎛ × ㎛ AFM 이미지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와 ℃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한 시료의 이
미지가 위와 같다. 열처리 전 흩어져 있던 금 나노입자가 열처리 이후
응집의 과정을 거치며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에서도 그 현상
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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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  ℃ 20분 시료의  ㎛ × ㎛ AFM 이미지, (f)  ℃ 20분 시
료의  ㎛× ㎛ AFM 이미지, (g) ℃ 20분 시료의  ㎛× ㎛ AFM
이미지, (h) ℃ 20분 시료의 ㎛ × ㎛ AFM 이미지

고온부에 해당하는  ℃와 ℃의 열처리 이미지는 위와 같다. 고
온부에서는 응집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어서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던 입
자들이 조금 더 동그란 아일랜드 혹은 파티클 형태로 뭉쳐져서 관찰된
다. ℃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서 나노 와이어와 유사한 선 모양의 뭉
침이 발견된다.

- 26 -

그림 21 (g) ℃ 20분 시료의  ㎛× ㎛ AFM 이미지, (h) ℃ 20분 시
료의  ㎛× ㎛ AFM 이미지 (i)  ℃ 40분 시료의  ㎛× ㎛ AFM 이
미지, (j)  ℃ 40분 시료의  ㎛× ㎛ AFM 이미지

한편, 열처리 시간 20분과 40분에 대해서는 AFM 이미지 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이미지는 ℃의 온도에서 각
각 20분, 40분의 열처리를 한 두 시료의 ㎛ × ㎛, ㎛ × ㎛ AFM
이미지이다. 분포의 특성에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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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상온,  시료의 AFM m × m 스캔 3D 이미지

그림 23 상온,   시료의 AFM  m ×m 라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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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20분,  시료의 AFM m × m 스캔 3D 이미지

그림 25 ℃ 20분,  시료의 AFM m ×m 라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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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20분,   시료의 AFM  m ×m 스캔 3D 이미지

그림 27 ℃ 20분,   시료의 AFM  m× m 라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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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20분,   시료의 AFM  m ×m 스캔 3D 이미지

그림 29 ℃ 20분,  시료의 AFM m × m 라인 프로파일

한 편, ℃, 40분의 열처리를 거친 시료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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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 40분,   시료의 AFM  m× m 스캔 3D 이미지

그림 31 ℃ 40분,  시료의 AFM m ×m 라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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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열처리 시간 20분과 40
분은 토포그래피의 경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영향을 주는 주요
팩터는 온도라고 볼 수 있다. 선 모양의 뭉침이 일어난 부분의 라인프로
파일을 추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 20분,   시료의 AFM m × m 라인 프로파일(2)

그림 33 ℃ 40분,   시료의 AFM m × m 라인 프로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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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료의 라인 프로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wire) 모양으로 형
성된 클러스터는 AFM 상으로 높이가 60㎚를 넘는데, 이는 보통 20~30
㎚단의 높이를 보이던 단일 입자에 비해 높이가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이 경우 형성된 합금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응집이 일어나 높이가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한 토포그래피/Morphology 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해
보면 작고 균일한 입자가 고르게 분포하던 상온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며
가열을 해줌에 따라 서로 뭉치는 응집(agglomeration)이 일어나며, 서서
히 뭉침이 증가하여 입자 개수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이르면 입자의 뭉침은 랜덤하지 않고 선(wire)모양을 형성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3)
이때 응집이 일어나 형성된 물질이 토포그래피 상으로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물질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어지는 광학적 성질과
원자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온에서 일어난 응집 현상이 단지 물리
적인 뭉침이 아닌 물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려 한다.

3) 한편 이러한 응집된 형상이 기판에 대해 수직으로 성장하는 나노와이어인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TEM, SEM 등으로 이미지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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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학적 성질 (Optical Property)

물질의 광학적 특성 중 적외선에 대한 투과도(Transmittance)를 알아
보기 위해 푸리에변환 적외선분광(FT-IR)의 측정도 진행했다. IR 복사
선은 전자 전이를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분자화학종이 갖고 있는 여러 진동과 회전 상태 사이의 작은 에너지
흡수에만 적용된다(Skoog et al, p.376). FT-IR 측정을 이용하면 해당
시료가 흡수 또는 투과하는 특정 파장(혹은 파수)의 에너지 준위를 파악
할 수 있고, 이는 샘플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34 Schematic diagram of transmittance measurement

진동에너지준위는 양자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분자의 양자상태 사이
의 진동에너지 차이는 중간적외선 영역에 해당한다. 액체와 고체에서는
기체와 달리 분자의 회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동-회전 선은 드러나
지 않으며 다소 넓은 형태의 진동 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Skoo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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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7).
적외선 분광법은 적외선의 파장 영역에 따라 근적외선영역(NIR), 중
간적외선영역(MIR), 원적외선영역(FIR)의 세 종류를 사용할 수 있고,
시료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적외선의 영역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파수가 cm  에서 cm  에 해당하는 중간적외선영역의 광선을 사
용하여 분광을 진행했으며 투과모드로 투과도(Transmittance, %)를 측
정했다. 가로축은 파수( )를 사용하는데 파수( ),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Hz 

cm   
mcm

×


m
ccms
나노입자를 쌓은 두께에 따라 각 시료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FT-IR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각 데이터는 규격화된 값이다. 온도간 비
교를 위한 스펙트럼에서는 가열시간을 40분으로 처리 한 시료로 통일하
여 그래프를 그렸다. 나노입자 용액을 여러 겹 쌓을수록 FT-IR 상의 피
크가 또렷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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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온도에 따른 FT-IR 스펙트럼 ( l , 40분)

그림 36 온도에 따른 FT-IR 스펙트럼 ( l , 40분)

- 37 -

그림 37 온도에 따른 FT-IR 스펙트럼 ( l , 40분)

가열시간 20분과 40분의 비교를 위한 스펙트럼에서는 ℃와 ℃
의 열처리에 대해 20분과 40분으로 열처리 시간을 달리한 시료의 그래프
를 함께 그렸다. 피크의 위치와 이동과 관련하여 열처리 시간은 20분정
도만 지나도 40분 열처리 시료와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충
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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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열처리 시간에 따른 FT-IR 스펙트럼 ( l )

그림 39 열처리 시간에 따른 FT-IR 스펙트럼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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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나노입자를 쌓은 두께이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
서 온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스펙트럼의 신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l 시료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열처리 조건에서 열처리 시간이 20분인가 40분인가에 따라서는 스펙
트럼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
스펙트럼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열처리 시간은
40분으로 통일하여 온도에 의한 변화만 분석할 수 있다. 즉 나노입자를
l 쌓아 40분간 열처리를 한 시료들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분석
하는 것이다.
, 40분 시료들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피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 8개의 피크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피크에 대해 열처리 온도를 가로
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편의상 각 피크에 임의로 부여한
연번(표5)을 따라 분석 내용을 기술하겠다. 연번을 부여한 순서는 파수
영역 순서이다.

연번

파수 영역

비고

1

 cm  ~  cm 

사라지는 피크

2

 cm  ~  cm 

사라지는 피크

3

 cm  ~  cm 

이동하는 피크

4

 cm  ~  cm 

생성되는 피크

5

 cm 

생성되는 피크

6

 cm  ~  cm 

이동하는 피크

7

 cm  ~  cm 

생성되는 피크

8

 cm  ~  cm 

이동하는 피크

표 3 선정한 8개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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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피크는 상온 혹은 저온의 열처리 시료에서 존재하다가 특정
열처리 온도 이후에 사라지는 피크에 해당하며, 연번으로는 1번과 2번의
피크에 해당한다. 이동하는 피크는 열처리의 전 구간에서 사라지거나 없
어지지 않으며 계속 존재하는 피크이면서 동시에 특정 온도를 기점으로
전체적인 평행이동이 일어나는 피크이다. 연번으로는 3번, 6번, 8번에 해
당한다. 생성되는 피크는 상온 혹은 저온의 열처리 시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특정 열처리 온도 이후부터 나타나는 피크에 해당한다. 연번으
로는 4번, 5번, 7번에 해당한다.
각각의 피크에 대한 파수-온도 그래프와 간단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0 FT-IR에서 1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에 해당하는 파수에서 나타나는 작용기는 N-H 굽힘과
O-H 굽힘이다(Li et al, 2017; Ratul et al, 2012; Issac R. et al, 2013).
℃의 시료에서 약하게 해당 굽힘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인 세기가 매우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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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T-IR에서 2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그림 42 FT-IR에서 3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 cm  (2번 피크)과, cm  ~ cm  (3번 피
크)에서 나타난 두 피크는 중요하다. 이들은 계면활성제인 시트르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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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의 특성밴드(Characteristic band)로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피크
이기 때문이다. 두 피크는 시트르산이 포함된 물질에서 쌍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C=O 신축에서 COO-의 반대칭과 대칭 진동에 각각 해당
한다(Praveen, 2013; Li, 2017; Kataizyna, 2017).
눈여겨 볼 점은 2번 피크 즉 COO-의 반대칭 진동이 ℃ 이후로 일
관되게 사라졌다는 점이다. 3번 피크의 경우 사라지지 않고 ℃ 이후
에는 파수의 영역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행이동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화학 구조상 변화를 의미한다. ℃를 지나면서 계면활성
제인 시트르산-삼나트륨이 녹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는 물리적인 상변화
일 뿐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당 물질이 기판과 나노입자 및
주변 물질과 반응하면서 새로이 형성한 결합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
다.

그림 43

FT-IR에서 4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  cm  에서 나타나는 4번 피크는 생성되는 피크로,
℃ 이후의 열처리 시료에서 등장하며 등장 이후에는 파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폭 이동하고 있다. 이 피크는 Si  O  Si 신축 진
동에 해당한다(Chan et al, 2012; I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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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T-IR에서 5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의 파수에 나타나는 5번 피크는 ℃ 이하의 열처리 시료에
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 이상의 온도의 열처리를 거친 시료에서 나
타난다. 피크가 나타난 뒤로는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다. 파수의
위치상 해당 피크는 SiOH 그룹의 진동에 해당한다(Madejova, 2003).
℃ 이상의 온도에서 20~40분간 열처리를 받은 시료의 기판 실리콘이
기존에 없던 형태의 진동을 시작하는 화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온도 이후에 등장한 피크라는 점에서 기판 실리콘과 반응한 OH는
계면활성제에서 분리된 성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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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FT-IR에서 6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에서 cm  에 걸쳐 나타나는 피크는 카보네이트의 피크이
다(Chen, 2005). 이 구간에서 나타난 피크의 이동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계면활성제의 탄소가 결합에 있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계면활성제가 물리적으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도 구
간 이후로 피크의 이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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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T-IR에서 7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  cm  에서 나타난 7번 피크는 Si  O  Si 의 굽힘
(bending)에 해당하는 피크이다(Chan, 2012; McKerracher, 2010).

그림 47 FT-IR에서 8번 피크의 온도에 따른 이동

 cm  ~  cm  의 파수에 걸쳐 나타난 8번 피크는 C-H의 굽힘에
해당한다(Arjomandi, 2016; Oome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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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온도에 따른 시료의 광학적 투과도의 변화는 ℃에서
℃ 사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동하는 피크의 경우 이동이
이 구간에서,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피크의 경우 그 변화가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에서 ℃ 구간에서도 일부 주요한 변화가 관찰
되었는데, 이동하는 피크 보다는 ℃/℃ 를 거치며 생성된 피크의
경우에 ℃/℃ 구간에서 한 번 더 피크의 이동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중 몇 가지에서는 실리콘 원소가 포함된 결합의 반응이 강

해지는(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8 FT IR 피크 종합 그래프

기판으로 사용한 실리콘만의 IR 시그널과 C에서 40분간 가열한
후 식힌 실리콘의 IR 신호와, 5겹의 금 나노입자 용액을 쌓아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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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분간 가열한 후 식힌 실리콘의 IR 신호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 49 가열한 시료, 가열한 실리콘 기판, 상온의 실리콘 기판 각각의
FT-IR 스펙트럼

실리콘 기판에 의한 IR 스펙트럼상의 피크의 변화는 열처리 전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온도 구간에서 나타나는 피
크의 변화는 실리콘 자체의 변화가 아닌, 물질 간 화학반응의 결과와 관
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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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 구조 (Atomic Structure)

본 절에서는 제작한 시료의 원자 구조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표면에 엑스선을 방사하는 두 가지 측정, 엑스선회절분석과 엑스선광
전자분광을 진행하였다.
준비한 시료 표면의 결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선회절분석
(XRD, X-Ray Diffraction) 분석을 진행했다. 이때 나노입자를 1겹과 3겹
으로 쌓은 데이터보다 나노입자와 계면활성제에 의한 특징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5겹) 시료에 대해서 XRD 측정을 시행했다. 앞
선 FT-IR 측정 결과로부터 (5겹) 시료에서 스펙트럼의 데이터를
또렷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시료들에 대한
측정을 진행한 것이다.
나노입자를 5겹으로 쌓은 시료에서 열처리에 따른 XRD 데이터는 다
음과 같다. 각 데이터는 규격화된 값이다.

그림 50 (5겹), 40분 시료의 XRD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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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에서 실리콘(1 0 0)의 피크는   이며 해당 피크가 잘 드
러났다.  부근에서도 ( 배) 신호가 일부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된
XRD 기기장치는 균일하거나 규칙적인 실리콘과 전극에 대한 측정에 최
적화되어있다. 따라서 불균일한 얇은 나노입자 층에 대한 XRD 시그널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위의 데이터에서
실리콘 기판에 해당하는 XRD 피크가 정확히 나타난 것에 비해 다른 원
소에 대한 피크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시료에서 생성된 합금의
구조는 단결정의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반응에 참여한 표면물질의 외곽전자들이 일으킨 에너지 변화를
추적하여 열처리를 통해 시료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
해 엑스선광전자분광(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을 실시했
다. XPS로 코어 레벨(Core level)의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를 측정
했으며, 해당 측정에는 (5겹), 40분의 열처리를 거친 시료 중 (1)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상온의 시료, (2)  ℃ 시료, (3) ℃ 시료, (4)
 ℃ 시료 이렇게 4가지의 시료가 사용되었다.4)
각각의 시료에 대한 Wide Scan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4) XPS의 경우 앞서 소개한 다른 측정들과 달리, 직접 측정하지 않고 공동기기원에 의
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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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XPS Wide Scan 그래프

Wide Scan을 통해서 살펴보면 탄소의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금 나노입자의 제작 과정에서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시트르산삼나트륨(Tri-Sodium Citrate, Na3C6H5O7)에 포함된 탄소 원소
가 측정된 것이다. 1070eV

근방에서 나타나는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피크 역시 나트륨 화합물의 피크로, 시트르산삼나트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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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 원소에 대한 1s Scan의 그
래프이다.

그림 52 탄소의 XPS 1s 스캔 그래프

위와 같이 얻은 탄소원소의 피크르 기준으로 결합에너지를 정렬하여
실리콘과 금 원소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열처리 온도 범위 내에서는 탄소 원소가 실리콘과 카바이드를 형성하기
에 다소 낮기 때문에 위 데이터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데이터가 관측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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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원소에 대한 2p Scan 그래프이다.

그림 53 실리콘의 XPS 2p 스캔 그래프

실리콘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쉽게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
때 형성되는 실리콘 산화막 물질은 대체로 SiO  가 된다. SiO  의 결합
에너지(Binding Energy)를 XPS로 측정하면 실리콘은 약  eV, 산소
는 약  eV 부근에서 피크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순수한 실리콘은 약
 eV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 이를
바탕으로 위의 그래프를 보면 상온의 시료와 ℃ 시료에서는 순수한
Si 의 신호가 나타나는 반면 ℃와 ℃의 시료에서는 해당 피크가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 SiO  의 신호는 모든 시료에서 잘 나타나며 ℃의
시료에서는 강도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순수한 실리콘 성분이 남지 않
았다는 해석보다는 XPS의 엑스선이 투과할 수 있는 수 십 나노미터(㎚)
의 두께 내에 존재하는 실리콘 성분 중에는 순수한 실리콘이 없었고 산
화막을 형성한 SiO  성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반복측정을 통해 시료의 여러 지점을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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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료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경향이 아니라 하나
의 사례에 대한 측정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금 원소에 대한 4f Scan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4 금의 XPS 4f 스캔 그래프 (1)

℃의 온도에서 눈에 띄는 피크의 이동(Shift)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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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금의 XPS 4f 스캔 그래프 (2)

℃로 40분간 가열한 시료에서는 ℃, ℃, 상온의 시료와 다르
게 금 원소의 바인딩 에너지 피크가 약 eV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러한 코어 레벨(Core level)의 변화는 산화 상태(Oxidation
state) 및 주변 화학적 환경의 변화, 즉 결합의 변화를 의미한다. (Zhang,
pp.42-43).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 원소의
입장에서는 금보다 전기음성도가 낮은 원소와 결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의 전기음성도는 0.93, 실리콘의 전기음성도는
1.90, 탄소의 전기음성도는 2.55, 염소의 전기음성도는 3.16,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44 로 알려져 있고, 금의 전기음성도는 2.54이기 때문에 금
원소가 여기서 결합을 형성한 것은 나트륨 혹은 실리콘이 된다. 다만 시
프트(shift)의 크기가  eV 내외로 작은 편이라는 점으로부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은 실리콘과의 합금 즉 금 실리사이드(Gold Silicide)가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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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결합 에너지의 이동과 더불어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도 1.61eV 로 함께 증가했다. 상온 및 ℃ 에
서의 반치전폭은 0.94eV 이며 ℃에서는 0.95eV 이다. 다시 말해 금 나
노입자의 결합 환경이 다양해졌다. 금 원소와 주변 환경의 산화 상태 변
화에 따라 기존 피크에 집중되어 있던 intensity가 분산됨에 따라 전체적
인 피크의 높이가 낮아진 대신 봉우리의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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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금 원소 XPS의 온도에 따른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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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이상의 측정과 분석을 통해 실리콘 기판위에 떨어뜨린 금 나노입자가
기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리사이드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때 시료를 열처리하는 온도에 따라 시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열처리 시간은 20분과 40분 두 단계를 채
택하였는데 금 박막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두 단계의 차이는 크
게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나노입자의 이용은 스퍼터링 장비 없이 간단한
습식 장치로 금 필름의 패턴을 실리콘 기판에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트르산 삼나트륨을 포함한 용액에 담긴 나노입
자를 시료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간편함을 취했으나 계면활성제인 시트르
산나트륨 성분이 측정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금 나노입자를 ℃에서 ℃까지 고온으로 가열하면 나노와
이어가 형성된다는 연구를 앞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열장치
의 온도 상한을 고려하여 ℃까지의 결과만을 관측했다. ℃ 온도에
서 가늘고 짧은 선이 여러 개 나타난 점을 통해 얇은 금 박막의 연구에
서 나타난 나노와이어의 형성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부터 유사한 모양
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러한 응집된 형상이 기판
에 대해 수직으로 성장하는 나노와이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TEM,
SEM 등으로 이미지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적외선과 X선을 이용한 원자 구조 분석을 통해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시료의 결합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관찰했고, 특히 ℃온도의
시료에서 금 원소의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 나노구조
가 실리사이드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편,

실리사이드가 형성되었을

때 접촉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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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 전기장을

EFM(Electric Force Microscope)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면 전기적 성질도 알아볼 수 있는데, 계면활성제 성분이 파티클 주위에
덮여있을 때에 실리콘 기판과 나노입자의 전기적 성질이 온전히 측정되
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샘플의 계면활성제를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 많은 물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환경에서 AFM 등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자 장비를 구매하는
교사들에게 어려운 증착 과정과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변인을
넣은 샘플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적인 의의를 가진다. 가열 방법과 간소한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장비의 물리적, 기계적
원리를 배우는 것과 함께 물성을 직접 측정해 보는 실습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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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Silicide Particles
formed by Annealing
Gold Nanoparticles/Silicon
Nae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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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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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ilicon, a common substrate of
semiconductor devices, and materials deposited or adsorbed on the
silicon has been a constant interest for researchers. When Silicon
substrate forms an alloy with the material adsorbed on it, the silicon
alloy,

silicide,

is

formed.

Silicide

nanocomposites

have

gained

attentions because of its potential industrial applications in solar cells
and nonvolatile memory devices.
Nanoparticles(NPs) refers to the particles which exist in the size
of nano scale(1~100㎚). Gold nanoparticles formed by annealing the
thin

gold

film

adsorbed

on

a

silicon

substrate

can

form

nanowires(NW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s of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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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by annealing dried droplets of gold nanoparticles
with Sodium Citrate, as a surfactant, on the silicon substrate, the
formation of silicide nanostructure was observed throughout thermal
annealing processes.
Topography

measured

through

AFM

and

optical

microscope

showed the beginning stage of nanowire formation at 600℃. At lower
temperatures than that, agglomeration of gold nanoparticles occurred
as the annealing temperature rises,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distribution density of clusters.
Optical properties, especially the transmittance of IR ray was
measured through FT-IR and major shifts of chemical bondings
within the samples were revealed. Major tendency shifts in two
sections; at temperature range of 300~400℃, and at 500~600℃. Some
of these shifts include the changes in bonding where Si element is
involved.
Atomic

structures

were

observed

by

using

XRD

and

XPS.

Samples didn’t form the crystalline structures during the annealing
process. Binding energy of Au(gold) was slightly increased at 600℃,
which indicates the topographic observation of nanostructure at the
temperature was a representation of silicide formation.
This linear nanostructure formation observed at 600℃ was a
change occurred at lower a temperature than in the samples of thin
films. Use of nanoparticles in such a way provides a possibility of
forming

gold

mask

patterns

on

substrates

without

sputtering

machines.
keywords : Silicide, Nanoparticle, GNPs, Annealing, Sodium
C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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