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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fabricated thermally evaporated 30 nm-Ni/(20 nm or 60 nm)a-Si:H/Si films to investigate the

energy-saving property of silicides formed by rapid thermal annealing (RTA) at temperatures of 350oC, 450oC,

550oC, and 600oC for 40 seconds.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nd a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ter (HRXRD) were used to determine the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and phase changes. A UV-

VIS-NIR and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were employed for near-IR and middle-IR

absorbance. Through TEM and HRXRD analysis, for the nickel silicide formed at low temperatures below

450oC, we confirmed columnar-shaped structures with thicknesses of 20~30 nm that had δ-Ni2Si phases.

Regarding the nickel silicide formed at high temperatures above 550oC, we confirmed that the nickel silicide

had more than 50 nm-thick columnar-shaped structures with a Ni31Si12 phase. Through UV-VIS-NIR analysis,

nickel silicide showed almost the same absorbance in the near IR region as well as ITO. However, in the middle

IR region, the nickel silicides with low temperature showed similar absorbance to those from high temperature

silic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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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

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 성장의 추진으로 에너지 확보를 위

한 자원 개발, 대체에너지, 탄소배출관련 산업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대체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는 무한 에너

지이며 청정에너지이고, 지역에 관계없이 태양이 존재하

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에너

지 중 가장 유망한 에너지원이다.1-3)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태양광은 크게 자외선, 가

시광선, 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광은 각

각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흡수, 투과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부여하면 에너지 절

약형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4,5) 태양

광 중 가장 긴 파장을 가진 적외선은 주로 열복사 기

능과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이 우수하다.6) 여름의 높은 온

도는 대부분 이 적외선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러한 적외

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어 그

만큼의 냉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마찬가지

로 실내 열원의 실외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겨울

철의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열적 효과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적외선 분야는 앞서 언

급한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았

다. 물론, 적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가시광선도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나, 물체 내부로의 침투 깊

이와 흡수율이 큰 적외선이 물체의 온도 상승에 주로 기

여하게 된다.7) 이론적으로 적외선 차단은 밴드갭이 1.8

eV 보다 작은 물질이면서 투명성이 우수한 재료가 채용

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ITO (indium tin oxide) 박막을 적외선을 선택적으

로 차단 및 흡수하는 재료로 사용해왔지만 적정한 적외

선 흡수를 위한 이들의 최적 두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제조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적외선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실

리사이드 (silicide)는 반도체 배선재료로 채택되던 나노

급 소자로서, 제조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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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밴드갭을 가지므로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기

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상용되는 실리사

이드의 밴드갭은 TiSi2(0.61 eV), CoSi2(0.65 eV), NiSi

(0.66 eV)10)로서 적외선 흡수 요건인 1.8 eV 보다 작아

적외선 조절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리사이드

(salicide, self-aligned silicide) 공정에서 하지층이 되는

실리콘도 1.1 eV의 밴드갭을 가져 NIR (near infrared

rays)에서 흡수가 기대된다.10) 따라서 나노급 두께의 실

리사이드인 경우 가시광선은 투과하면서 적절한 적외선

흡수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리 기판은 통상 550 oC이하에서 유리화 온도를 갖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창호재료를 중심으로 유리기

판 위에 나노급 실리사이드 층을 코팅하기 위해서는 전

체공정이 550 oC 이하의 저온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실

리사이드의 주요공정인 비정질 실리콘 층의 증착과 니켈

증착공정과 실리사이드화 처리온도 모두 550 oC이하가 되

어야한다. 특히 비정질 실리콘 층과 니켈층의 증착 자체는

최근의 ICP CVD (inductively coupled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사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가 가능하

나 RTA (rapid thermal annealing)를 활용하여 저온에서

단시간 내에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의 특성과 미세구조

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550 oC이하의 저온에서 제조된 니켈실

리사이드를 새로이 적외선의 선택적 기능을 가진 에너지

절약형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소화 비

정질 실리콘 층의 두께와 실리사이드화 처리 온도에 따

른 미세구조 및 상의 확인과 함께 적외선에 대한 흡수

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직경 100 mm, 두께 550 µm의

p-type(100)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위에 200 nm SiO2 층

이 증착된 기판을 사용하였다. 열산화막이 존재하는 기

판 위에 ICP-CVD 를 이용하여 250 oC에서 20 nm와 60 nm

두께의 a-Si:H를 성막한 후, E-gun evaporator를 이용,

30 nm 두께의 Ni 금속을 연속적으로 증착하여 최종적으

로 Fig. 1과 같이 30 nm-Ni/(20 nm)a-Si:H/200 nm-SiO2/

Si 와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구조의 시

편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편들은 10-3 torr의 진공에서 7쌍의 할로겐 램

프로 구성된 RTA를 활용하여 350 oC, 450 oC, 550 oC,

그리고 600 oC의 4가지 조건에서 각 40초간 열처리하여

실리사이드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열처리가 완료된 시편

들은 잉여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80 oC, 30%-황산 (H2SO4)

에 20분간 담가 처리하였다. 

TEM (transmission elecrton microscope) 관찰을 위한

시편은 일반적인 수직단면 관찰용 TEM 시편 제작방법
11)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TEM을 써서 실리사이드부의

bright field image를 찍어서 실리사이드 층의 두께와 미

세구조를 확인하였다. 

생성된 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분해능 X-선 회절분

석 (HRXRD, PANalytical사, X'pert-pro MPD)을 이용하

였는데, X선 source는 니켈 필터를 통과시켜 얻은 CuK
α

로 파장은 1.5406 Å이었고, 이 때 필라멘트 전류는 30 mA,

가속전압은 30 kV이었다. 실리사이드의 경우 나노급 박

막인 점을 고려하여 나노급 박막 측정에 유리한 glancing

angle 모드로 θ를 3o로 고정시켰다. 

시편들의 NIR (near infrared-rays, 근적외선) 영역 흡

수도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UV-VIS-NIR (shimadzu사,

UV-11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용 카트리지는 적

분구를 사용하였는데, 적분구가 반사도 측정 카트리지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 반사도를 측정 후, 내장된 변환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흡수도로 변환하였다. 이 때 slit

width는 20 nm로 하였고, 측정 범위는 근적외선 영역인

900~2000 nm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측정된 로우데이터

(raw data)는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정규화 (normalize)

한 후 파장대별 흡수율을 A.U. (arbitary unit)로 나타내

어 시편의 종류 및 제조 공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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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 (middle infrared-rays, 중적외선) 영역 흡수도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FT-IR spectroscopy (ABB사,

FTLA 2000 seri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홀더 내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고 2500~15000 nm 범위에서 스캔

하여 back ground를 설정하고, 각 시편은 정확성을 보

장하기 위해 스캔 횟수를 20회로 하여 중적외선 영역인

2500~15000 nm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로우데이터

(raw data)는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정규화 (normalize)

한 후 파장대별 흡수율을 A.U. (arbitary unit)로 나타내

어 시편의 종류 및 제조 공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는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시

편과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각

각 350 oC와 450 oC에서 실리사이드화 시킨 실리사이드

층의 TEM 수직단면이미지와 좌하단부에 SADP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를 나타내었다. 형성된 니켈실리

사이드는 수소화 아몰퍼스 실리콘 (a-Si:H)와는 확연히 다

른 scattering factor를 가져 니켈실리사이드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먼저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구조의

시편을 350 oC로 실리사이드화 처리한 Fig. 2(a)의 경우,

평균 20 nm 두께의 니켈실리사이드가 생성되었다. 또한

니켈실리사이드 층 하부에는 10 nm 두께의 니켈실리사

이드 층이 균일하게 연결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좌하단부에 나타낸 SADP 이미지의 경우, 점 형태로 연

결된 연속 패턴에 근거해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가 결

정질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b)에는 Fig. 2(a)와 동일한 구조의 시편을 실리

Fig. 2.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the silicide layers from (a) 30 nm-Ni/(20 nm)a-Si:H 350 oC, (b) 30 nm-Ni/(20 nm)a-Si:H

450 oC, (c) 30 nm-Ni/(60 nm)a-Si:H 350 oC, and (d) 30 nm-Ni/(60 nm)a-Si:H 4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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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화 온도만 450 oC로 높여서 열처리한 경우의 실리

사이드 층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450 oC에서 생성된 실

리사이드는 약 20 nm 두께의 결정질 니켈실리사이드가

주상정 형태로 생성되었다. 좌하단에 나타낸 SADP 이

미지를 통해서도 결정질의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 2(c)에는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구조의 기판을 350 oC로 실리사이드화 시킨 실리사이드

층의 TEM 수직단면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는 평

균 60 nm 두께의 니켈실리사이드가 생성되었다. 또한 좌

하단부에 나타낸 SADP 이미지의 경우, 점 형태로 연결

된 연속 패턴에 근거해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가 결정

질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d)에는 Fig. 2(c)와 동일한 구조의 시편을 실리

사이드화 온도만 450 oC로 높여서 열처리한 경우의 실리

사이드 층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SiO2 위로 평균 60 nm

두께의 실리사이드가 주상정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 2(c)

와 (d)의 경우 Fig. 2(a)와 (b)에 비해 60 nm 두께의 실

리콘 하지층을 채택한 경우 균일한 두께의 결정질 니켈

실리사이드를 확인하였다. 

TEM 수직단면이미지 관찰을 통해 수소화 비정질 실

리콘의 두께에 띠라 최종적으로 각각 20~22 nm와 60~65 nm

의 균일한 두께를 가진 주상정 형태의 니켈실리사이드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3에는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시

편과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각

각 350, 450, 550 oC로 40초간 열처리하여 제조된 니켈

실리사이드의 HRXRD 회절피크 강도(2θ=20~80o)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a)는 30 nm-Ni/(20 nm)a-Si:H/200 nm-

SiO2/Si 시편을 350, 450, 550 oC에서 형성한 니켈실리사

이드의 HRXRD 회절피크에 대한 강도 (intensity)를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모든 열처리온도에서 하지층의 실리콘 기판에 나타나는

52.2o, 56.2o에서 Si 피크(● 표시)인 321, 311 피크를 제

외하고, 350 oC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측정범위 전 구간

에 걸쳐 δ-Ni2Si 피크(▼ 표시)가 나타났다. 450 oC에서 열

처리한 경우는 350 oC에서와 동일한 δ-Ni2Si상 피크가 발

달되었으며 550 oC에서는 NiSi상이 관찰되지 않고 준안

정상으로 알려진 Ni31Si12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HRXRD 데이터를 통하여 니켈실리사이드는 350 oC에서

부터 δ-Ni2Si상이 발달한 반면, 550 oC 이후 Ni31Si12상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Fig. 3(b)에는 실리콘 하지층의 두께가 60 nm인 30 nm-

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Fig. 3(a)와 같은

열처리온도 조건에서 형성한 니켈실리사이드의 HRXRD

회절피크에 대한 강도 (intensity)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모든 열처리온도에서 하

지층의 실리콘 기판에 나타나는 52.2o, 56.2o에서 Si 피

크(● 표시)인 321, 311 피크를 제외하고, 350 oC 에서 열

처리한 경우는 δ-Ni2Si 피크(▼ 표시)가 확인되었다. 450 oC

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350 oC에서와 동일한 δ-Ni2Si상 피

크가 전 구간에 걸쳐 발달되었으며 550 oC에서는 NiSi상

이 관찰되지 않고 준안정상으로 알려진 Ni31Si12상이 관

찰되었다. 

따라서 HRXRD 데이터를 통하여 Fig. 3(a)와 (b)의

니켈실리사이드는 350 oC에서부터 δ-Ni2Si상이 발달한 반

면, 550 oC 이후 Ni31Si12상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350 oC에서 (20 nm)a-Si:H 기판 위에 생성된 니켈실리사

이드가 (60 nm)a-Si:H 기판 위에 생성된 니켈사이드보다

δ-Ni2Si 상이 발달한 것은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열처리시 결정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Fig. 4에는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시

Fig. 3. HRXRD patterns of NixSi from (a) 30 nm-Ni/(20 nm)a-Si:H and (b) 30 nm-Ni/(60 nm)a-Si:H structures with silicid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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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각

각 350, 450 oC의 저온과, 동일 구조의 시편을 550,

600 oC의 고온에서 각각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를 근적

외선 영역인 900~2000 nm 범위에서 적외선 흡수 특성

을 나타내었다. Fig. 4(a)는 30 nm-Ni/(20 nm)a-Si:H/

200 nm-SiO2/Si 시편을 350 oC, 450 oC, 550 oC, 600 oC

에서 형성한 니켈실리사이드의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적

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350 oC에서 생

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1200~1300 nm 파장대에서 가장

큰 흡수도를 보이다가 이후 영역에서 점차 감소하였다.

450 oC, 550 oC, 600 oC에서 생성된 니켈시리사이드는

1000~1100 nm 파장대에서 가장 큰 흡수도를 보이다가 이

후 영역에서 점차 감소하였다. 현재까지 ITO (indium tin

oxide) 박막이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차단 및 흡수하는 재

료로 사용해왔고 윤 등12)은 ITO 박막에 대한 적외선 흡

수 실험에서 1200~1760 nm의 파장대에서 일정한 흡수를

보고하였다. 350 oC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도 ITO와

비슷하게 1200~1760 nm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였으며,

450 oC, 550 oC, 600 oC 열처리조건에서는 ITO보다 넓은

1000~1760 nm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여 모든 열처리

조건에서 ITO와 유사한 정도로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b)에는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Fig. 3(a)와 같은 열처리온도 조건에서 형성한 니

켈실리사이드의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적외선 흡수 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350 oC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1400~1500 nm 파장대에서 가장 큰 흡수도를 보이다가 이

후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450 oC, 550 oC, 600 oC에서 생

성된 니켈시리사이드는 1200~1300 nm 파장대에서 가장

큰 흡수도를 보이다가 이후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350 oC

Fig. 4. UV-VIS-NIR spectra of NixSi from (a) 30 nm-Ni/(20 nm)a-Si:H and (b) 30 nm-Ni/(60 nm)a-Si:H structures with silicidation

temperatures.

Fig. 5. FT-IR spectra of NiSi
x
 from (a) 30 nm-Ni/(20 nm)a-Si:H, and (b) 30 nm-Ni/(60 nm)a-Si:H structures with silicid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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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1300~1760 nm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여 윤 등12)이 보고한 100 nm 두께의 ITO

의 적외선 흡수 파장대인 1200~1760 nm 보다 짧은 영

역에서 흡수특성을 나타내었으나, 450 oC, 550 oC, 600 oC

열처리조건에서는 ITO와 유사한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였다. 

Fig. 4의 근적외선 영역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결

과로 (20 nm)a-Si:H의 시편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에

대한 적외선 흡수특성이 (60 nm)a-Si:H의 시편에서 생성

된 경우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적외선 흡수특성을 확인

하였고,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 시편의 동일 두께의 경우

에서는 350 oC보다는 450 oC, 550 oC, 600 oC 조건에서

더 넓은 영역의 적외선 흡수특성을 확인하였다. 최적의

조건으로는 (20 nm)a-Si:H 시편이 450 oC, 550 oC, 600 oC

에서 니켈실리사이드된 것이 우수한 적외선 흡수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5에는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시

편과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각

각 350, 450, 550, 600 oC에서 각각 생성된 니켈실리사

이드를 중적외선 영역인 2500~15000 nm 범위에서 적외

선 흡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5(a)는 30 nm-Ni/

(2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350 oC, 450 oC,

550 oC, 600 oC에서 형성한 니켈실리사이드의 중적외선 영

역에서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열

처리 온도에 관계없이 2500~8000 nm 영역에서는 스펙트

럼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큰 흡수율을 보였다.

8500~9500 nm에서 일시적으로 흡수도가 감소하였으나, 파

장이 길어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흡수율이

커지는 특성이 있었다. 

Fig. 5(b)에는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350, 450, 550, 600 oC에서 형성한 니켈실리사이

드의 중적외선 영역에서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

내었다. 스펙트럼의 증가가 350 oC에서는 8500 nm, 450 oC

에서는 8200 nm, 550 oC와 600 oC에서는 7800 nm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열처리 온도에 관계없이 9000 nm 전

후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흡수도가 감소하였고, 이후 완

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흡수율이 커졌다. 

Fig. 5의 중적외선 영역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결

과로 (20 nm)a-Si:H와 (20 nm)a-Si:H의 시편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에 대한 중적외선 영역 흡수특성이 유사

하며, 450 oC 이하 저온에서 열처리한 시편도 고온 처리

시편과 비슷한 흡수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기존의 반도체 배선 재료인 실리사이드를 적외선의 선

택적 기능을 가진 에너지 절약형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 30 nm-Ni/(20 nm)a-Si:H/200 nm-SiO2/Si

시편과 30 nm-Ni/(60 nm)a-Si:H/200 nm-SiO2/Si 시편을

각각 350 oC, 450 oC, 550 oC, 600 oC에서 진공열처리하

여 20 nm 와 60 nm 두께의 나노급 니켈실리사이드를 성

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완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450 oC 이

하 저온처리에서 주상정형태의 δ-Ni2Si 상의 니켈실리사

이드가, 550 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주상정 형태로 Ni31Si12

상의 니켈실리사이드가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의 두께와

비슷하게 균일한 나노급으로 생성되었다. 또한 450 oC 이

하 저온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는 모든 열처리 온도

의 조건에서 기존의 ITO와 근적외선 영역에서 거의 같

은 파장대에서 흡수도를 보여 니켈실리사이드도 ITO와

서로 비슷한 정도로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20 nm)a-Si:H의 시편에서 생성된 니켈

실리사이드에 대한 적외선 흡수특성이 (60 nm)a-Si:H의

시편에서 생성된 경우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적외선 흡

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중적외선 영역의 적외선 흡

수 스펙트럼은 모든 시편에서 생성된 니켈실리사이드에

대한 적외선 흡수특성이 유사하였고, 열처리온도와 무관

하게 거의 비슷한 흡수특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온

에서 만든 니켈실리사이드는 고온에서와 마찬가지로 충

분한 적외선 흡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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