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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공정을 이용하여 표면에 알킬기를 도입하고, 붕소(boron) 또는 인(phosphorous)으로 도핑된 실리콘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다. 나노 입자의 합성 여부 및 입자크기는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적외선분광기(FT-IR), 자외선가시광선분
광기(UV-Vis), 인광분광기(P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소결기를 이용하여 표면의 알킬기를 제거하
고, 결정성을 갖는 필름을 제작하였다. 필름의 조각은 200 µm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큐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자주사현미경(FE-SEM)과 투과전자현미경(FR-TEM)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름의 전도도는 도핑 타입을 통해 조절
할 수 있었다.
We have synthesized boron (or phosphorous) doped silicon nanoparticles (Si-NPs) by a solution process. The surfaces of the
Si-NPs were terminated with various alkyl groups to form a protecting layer. The Si-NPs were characterized by UV-Vis, PL,
FTIR, and NMR. Through a microwave sintering process, the crystalline thin films of the Si-NPs were prepared by removing
the surface alkyl groups. The TEM and SEM images reveal that contiguous films as large as 200 µm in diameter were formed
with a cubic structur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Si film was controlled by a dop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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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거 등의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또한 산화가 잘되는 실리콘 원자
의 특성상 반도체용 필름 제작 시 산화방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공정을 이용하여 산화방지를 위
하여 표면에 알킬기를 도입한 실리콘 나노입자의 합성과 이를 이용한

실리콘은 지구 표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기 원소 중에 하나로 그
원료가 무한정하게 풍부하다. 또한 안정한 구조특성과 용이한 가공성
으로 인하여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전자 재료에 사용
되는 가장 유용한 소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1], 플라즈마 향상 화학기상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유도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방식 등의 진공측착법과 다중노광공정(multiple photolithography processes)을 이용한 다단계 패터닝을 거쳐 실리콘 디바
이스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 재료 분야의 업체들은 저렴한 생
산비를 위해 잉크젯프린팅(inkjet printing), 임프린팅(imprinting) 방법
등의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정의 핵심은 적
절한 액상 실리콘 소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시도에
맞춰 콜로이드 실리콘 나노 용액 제조법이 개발되었다. 상온 및 상압
조건에서 실리콘 용액의 제조 방법에는 sodium[3], lithium naphthalide[4], hydride reagent[5] 등을 이용하여 할로겐화 실리콘 용액을
환원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나트륨 염의 제

실리콘 박막 필름의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

험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온 및 상압에서 한 단계 반응을 이
용하여 표면에 알킬기를 도입한 실리콘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다. 톨
루엔 용액에서 실리콘 나노클러스터가 형성 될 때, 계면활성제를 사
용하여 역마이셀(reverce micelle)을 형성 시켜 크기 및 분포를 제어하
였다. 사염화실리콘(SiCl4)을 무수 톨루엔에 녹여 실리콘 전구체 용액
을 제조하였고, 이 용액에 계면활성제로 tetraoctylammonium bromide
(TOAB)를 함께 용해시키고, 아르곤(Ar) 분위기의 글로브박스에서 1 h
동안 교반하였다. 이때 반도체 타입과 도핑수준을 조절하기 위하여
SiCl4와 함께 10% PCl3 또는 10% BCl3를 첨가하였다. 기능기로서
1-hexanol과 같은 알코올을 첨가한 뒤 밤새 교반하였다. 용액 내 톨루
엔을 회전농축기(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얻어진 실
리콘 나노입자를 hexane에 용해시킨 후 n-methylformamide (NMF)를
첨가하여 TOAB를 제거하였다. 남아있는 NMF를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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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process of alcoxy-capped Si NPs.

Figure 2. 1H NMR spectra of hexyloxy-capped Si NPs in CDCl3.

Figure 3. FT-IR spectra of hexyloxy-capped Si NPs (solid line) and
sintered Si NPs (dash line).
H2O로 세척한 뒤 무수황산마그네슘을 이용하여 H2O를 제거하고, 남
아있는 유기용매를 압력을 낮추어 제거하였다. 이렇게 만든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파이어 기판에 떨어뜨린 후 마이크로웨이브 소결기를
이용하여 혼합가스 조건하에서 150 ℃, 90 min 간 처리하여 알킬기를
제거하고 필름을 제작하였다. 실리콘 나노 입자 용액과 그 필름의 특
성은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적외선분광기(FT-IR),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UV-Vis), 인광분광기(PL), 전자주사현미경(FE-SEM), 투과전
자현미경(FR-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Figure 2의 H NMR spectrum 결과에서 3.75ppm에서 피크가 나타난
것으로 알킬기로 둘러싸인 실리콘 나노 입자가 합성된 것을 알 수 있
다. 전자 끌개인 실리콘 원자에 의해 ethylene proton이 down field 쪽
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3.75 ppm에서 입자표면의 산소와 결합한
메틸렌[CH2-O-Si]의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첨가한 알코올[-CH2-OH]
의 경우 3.64 ppm에서 나타나게 된다[6]. Figure 3은 합성한 실리콘 나노
입자 용액과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름의 FT-IR의 결과이다. 실리콘
나노 입자 용액의 경우 2920∼2890 cm-1에서 alkyl -C-CHx-의 비대칭
신축 진동 피크와 1100∼1000 cm-1에서 Si-OR 신축진동과 780∼740
-1
cm 에서 Si-CH3의 흔듦 진동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7].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름의 경우에는 1100∼
-1
-1
-1
1000 cm 와 780∼740 cm 의 피크는 작아지고 2920∼2890 cm 의 피
크는 사라진 것으로부터 표면에 붙어 있던 알킬기가 제거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Figure 4. UV-Visible absorption (solid line) and PL emission (dash
line) spectra of hexyloxy-capped Si-NPs in Hexane.

(a)
(b)
Figure 5. (a) TEM image of sintered Si NPs and (b) SEM image of
the Si thin film.

UV-visible (UV-vis)와 photoluminescence (PL) 측정을 통하여 실리
콘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Figure 4와 같이 Hexane
용액에 희석된 실리콘 나노 입자의 UV-vis로부터 얻은 absorbance 위
치와 PL의 최대값은 각각 260와 402 nm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실리
콘입자의 크기가 양자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10 nm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밴드갭과 입자크기의 상관실험식을 이용
한 실리콘 입자의 크기는 E = 1.13 + 13.9/d2 (eV) (d : 입자크기)로부
터 약 3 nm로 추정되었다[8].
TEM을 측정한 결과 Figure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리콘 원자
격자가 관찰되어 {111}의 결정성을 갖는 큐빅 구조의 결정형 입자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9]. 사파이어 기판에 실리콘 잉크를 떨어뜨린
후 마이크로웨이브 소결기를 이용하여 150 ℃에서 필름을 제작한 결
과 Figure 5(b)의 SEM 사진과 같이 실리콘 필름과 사파이어 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필름의 균열이 생겼으나 200 µm 정도 조각
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작한 필름의 전기적 특
성을 측정한 결과, Figure 6의 그래프와 같이 N-type (phosphrous 도핑
된) 필름이 P-type (boron 도핑된) 필름보다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의 경우 N-type의 전자 이동도가 P-type의
정공이동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부터 전도도의 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0].

4. 결

론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상온 및 상압에서 한 단계 반응으로 P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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