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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lms consisting of a silicon quantum dot superlattice were fabricated by alternating deposition of silicon rich silicon
nitride and Si3N4 layers using an rf magnetron co-sputtering system. In order to use the silicon quantum dot super lattice
structure for third generation multi junction solar cell ap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dot size. Moreover, silicon
quantum dots have to be in a regularly spaced array in the dielectric matrix material for in order to allow for effective carrier
transport. In this study, therefore, we fabricated silicon quantum dot superlattice films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investigated
crystallization behavior of the silicon quantum dot super lattice structure.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pectra
showed an increased intensity of the 840 cm−1 peak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 bonds. A more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this process is the increased intensity of the 1100 cm−1 peak. This peak
was attributed to annealing induced reordering in the films that led to increased Si-N4 bonding.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alysis showed that peak position was shifted to higher bonding energy as silicon 2p bonding energy
changed. This transition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ilicon quantum dot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analysis also confirmed the formation of silicon quantum dots. This study revealed that post
annealing at 1100oC for at least one hour is necessary to precipitate the silicon quantum dots in the SiNx matrix.
Key words Si quantum dots, superlattice, silicon nitride, solar cells.

1. 서

론

면적 공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정질 태양전지에
비해 낮은 효율과 열화에 의한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
으며, 특히 열화에 의한 초기 효율에 대한 안정화 효율
감소는 비정질 실리콘 광 흡수층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
고 되고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점을 활용한 다
중접합 태양전지, MEG (multiple exciton generation), 핫
캐리어 등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3세대 태양전지
가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1,4) 3세대 태양전지는 풍부하고
독성이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제조단가를 낮
추는 동시에 효율 상승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이
루어 졌을 때 생산단가를 US$ 0.20/Wp까지 줄일 수 있
으며, 효율에 있어서 다중 접합 태양전지 경우, 이론적으

결정질 실리콘 1세대 태양전지는 안정된 효율과 오랫
동안 축적 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태양전지 산
업에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매년 500 MW 규모로 태
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의 70%를 원
재료가 차지한다고 한다.1,2)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세대 태
양전지는 박막 증착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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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접합 일 때 42.5%, 삼중접합 일 때 47.5%까지
향상이 기대 된다.1,4-8)
실리콘 입자 크기가 보어 반경(~5 nm) 보다 작아지면 양
자 구속 효과가 발생하고, 입자 크기에 따른 밴드 갭 조
절이 가능하게 된다.9,10) SiO2에 형성 된 크기 2 nm 실리
콘 양자점을 PL로 측정한 경우 광학적 밴드 갭은 1.7 eV
로 보고 되었고, 이는 다중접합 전지 상부 전지로 이용
되는 비정질 실리콘의 밴드 갭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10)
실리콘 양자점 초격자 구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자
점 크기 제어와 층 내에 양자점 밀도가 중요하다. 보고
된 바에 따르면, 양자점 크기는 실리콘 조성이 높은 층
(silicon rich layer) 두께를 제어하여 조절이 가능하고,11-15)
양자점 밀도는 조성 및 열처리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Si3N4 매트릭스 물질을 이용하여 코스
퍼터링 방식으로 초격자 박막을 증착하고, 열처리로 양
자점 구조를 형성하고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초격자 구조 박막 증착을 위하여 20 × 20 mm2 (100) p형 Si 웨이퍼와 석영(quartz) 기판을 사용하였다. 기판은
Piranha 세척 용액(5:1 H2SO4:H2O2)으로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세정하고, 고순도 질소
(99.999%)를 불어 건조시켰다. 실리콘 웨이퍼는 10% HF
용액에 30초간 담가서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후 사용하
였다.
박막 증착 동안 아르곤 가스 유량은 30 sccm, 공정압력
1.5 mTorr, 기판온도는 상온으로 유지 하였다. 먼저 타겟
파워에 대한 실리콘 조성이 높은 SiNx 층 조성비 x를 알
아보기 위하여 Si3N4 타겟 파워를 100 W로 고정 시킨 후
실리콘 타겟 파워를 50~150 W까지 변화 시켜 단위 박
막을 제작하였다. 실리콘 타겟 파워에 따른 x의 조성비
는 러더포드 후방산란 분광법(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scopy: RBS)로 확인하였다.
초격자 구조는 화학양론적 Si3N4 층과 실리콘이 과포화
된 SiNx 층을 교차 증착하여 제조하였다. 각 층의 두께는
증착 시간으로 제어하고, 총 60층 30 싸이클 박막을 연속
적으로 증착하였다. 기판과 대기로부터 영향을 막기 위해
증착 된 박막의 최하층과 최상층에 Si3N4로 된 두터운
(20 nm) 버퍼 층과 덮개 층을 쌓았다. 이렇게 형성 된 초
격자 박막을 알루미나 튜브 전기로를 이용하여 800~1100oC
에서 1~3시간 동안 고순도 질소 분위기로 열처리 하였다.
푸리에 변형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를 이용하여 양자점 형성에 의한 매
트릭스의 Si-N 결합구조 변화를 분석하였고, 양자점 형성
에 따른 실리콘 댕글링 본드(dangling bond)의 변화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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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전자 스핀 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을
측정하였다. X-선 광전자 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열처리에 따른 실리콘 분자 결
합에너지 변화를 측정하여 양자점 형성을 확인하였고, 초
격자 박막 내 양자점을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Si3N4/SiNx 초격자 구조에서 실리콘 조성이 높
은 층(SiNx)의 조성비 x를 알아보기 위해 Si3N4 타겟 파
워를 100 W로 고정 시킨 후 실리콘 타겟 파워를 50~
150 W까지 변화 시켜 SiNx 단위 박막으로 증착 후, RBS
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리콘 타겟 파워가 50 W 일 때, x
는 0.6이고, 실리콘 타겟 파워가 150 W 일 때, x는 0.35
로 나타났다.
Fig. 2는 조성이 서로 다른 단위 박막의 열처리 전과
후 FTIR 스펙트럼이다. 피크 중심은 Si-N 비대칭 스트레
칭 모드인 840 cm−1 부근에서 형성되고, 1100°C에서 열
처리 후 투과 스펙트럼에 명확한 변화가 관찰된다. 1000~

Fig. 1. RBS spectrum of SiNx single layer. SiNx films were
deposited with Si and Si3N4 target power of (a) 50/100 and (b) 150/
100 Wat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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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TIR spectra of as deposited and post annealed (a) SiN0.6
and (b) SiN0.35 single layer.

1100 cm−1 피크는 낮은 강도를 보이다가 1100°C에서 급격
히 성장하는데, 이것은 과포화 되어있던 실리콘이 열처리
를 통해 석출되면서 매트릭스의 Si-N 결합에 변화를 주었
기 때문이다.16-19) 실리콘 조성이 높은 상태의 박막은 N-Si3
형태로 결합 하고 있으며 800~950 cm−1에서 나타난다.19) 열
처리로 실리콘이 석출되면 박막 조성은 질소 농도가 증가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SiN4 결합이 증가하게 된다.17) 또
한 1000~1100 cm−1 범위에서 피크가 성장하는데, 이는
SiNx 조성이 1.27 < x < 1.61 범위를 가질 때 나타난다.17)
Fig. 3은 조성이 다른 초격자 박막의 열처리 전과 후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Si3N4/SiN0.6 초격자 박막
의 경우, 단위 박막의 결과와 같이 Si–N 비대칭 스트레
칭 모드의 피크 중심이 840 cm−1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으
며, 열처리 후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Si3N4/SiN0.35
초격자 박막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1100 cm−1에서 나타나는 피크 강도 변화에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열처리 후 결정질 실리콘 양자점이 형
성되면서 나타나는 피크 강도의 증가는 Si3N4/SiN0.6 초격
자 구조에 비하여 Si3N4/SiN0.35 초격자 구조에서 뚜렷하게

Fig. 3. FTIR spectra of as deposited and post annealed (a) Si3N4/
SiN0.6 and (b) Si3N4/SiN0.35 superlattice structure.

Fig. 4. ESR spectra of Si3N4/SiN0.6 superlattice structure of as
deposited and post annealed samples.

관찰되었다. Si3N4/SiN0.35 초격자 구조는 Si3N4/SiN0.6 초
격자 구조에 비하여 실리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실리콘
결정의 핵 생성에 필요한 열역학적 에너지가 작다. 따
라서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더 많은 양자점을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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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2p XPS spectra of Si3N4/SiN0.35 superlattice structure of
as deposited and post annealed samples.

수 있는 것이다.
Fig. 4는 Si3N4/SiN0.6 초격자 박막의 열처리 전과 후
ESR을 측정한 결과이다. ESR은 비정질 물질에서 댕글링
본드 즉, 끊어진 결합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20-22) 이
를 통해 실리콘 양자점 초격자 열처리 온도에 따른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댕글링 본
드 피크 강도가 감소 하였고, 특히, 1000°C 이상에서 피
크는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열
처리 전 박막은 비정질 실리콘으로 인하여 끊어진 결합
이 존재하지만, 고온에서 실리콘 양자점의 결정화가 일어
나고, 댕글링 본드의 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즉,
댕글링 본드의 감소 관찰을 통해 매트릭스 내부 구조가
비정질에서 결정질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은 Si3N4/SiN0.35 초격자 박막의 열처리 전과 후
Si2p XPS 스펙트럼 결과이며, Ar+ 이온으로 표면을 1분간
에칭하여 산화층을 제거하고 관찰 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Si2p 스펙트럼은 질소 농도가 증가 할수록 높은 결합 에
너지 쪽으로 이동하는데, SiNx에서 x = 0 일 때 99.6 eV에
서 x = 1.5 일 때, 102.8 eV로 이동한다.23) 또한, 실리콘의
산화수에 따른 결합 에너지의 위치는 Si0 = 99.3 eV, Si1+ =
100.3 eV, Si2+ = 101 eV, Si3+ = 101.9 eV, Si4+ = 103.3 eV
이다.24) 열처리 전 박막에서는 Si0과 Si4+ 피크와 함께 Si1+,
Si2+, Si3+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열처리 전 박막이 비
정질 상태이고, 다양한 결합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
면 열처리 후 매트릭스에서 실리콘이 석출되면 Si-Si 결
합 에너지인 Si0와 Si3N4에서 Si-N 결합을 형성하는 Si4+
피크가 증가한다.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피크는 높은
결합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1,23,24)
Fig. 6은 Si3N4/SiN0.35 초격자 박막을 1100°C에서 열처
리 한 박막의 TEM 단면 사진이다. 각 층 사이의 서로
다른 밀도 때문에 Si3N4 층은 어둡게 보이고, SiN0.35 층

Fig. 6. TEM images of Si3N4/SiN0.35 superlattice structure annealed
at 1100oC for (a) 1 hr, (b) 2 hrs and (c) 3 hrs.

은 밝게 보인다. Si3N4 층과 SiN0.35 층의 두께는 3~4 nm
이었다. 전체 박막의 두께는 180 nm로 총 60층을 증착하
였고, 박막의 최상층과 최하층에 각각 20 nm로 덮개 층
과 버퍼층을 쌓았다. 사진에서 보면 열처리로 인하여 경
계면이 거칠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박막을 고배율로 확대한 사진인데, 형성 된 양자점은 약
3~4 nm의 크기를 가지며 격자무늬를 통해 ESR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 시간이 증가 할
수록 양자점 밀도가 증가하였고, 양자점 간의 거리 또
한 감소하였다. 따라서, 1100°C에서 형성된 초격자 구조
가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박막보다 터널링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2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코스퍼터링으로 Si3N4/
SiNx (x~0.35, 0.6) 양자점 초격자 박막을 제조하고 열처
리 온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RBS를 이용하여 단
위박막의 조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초격자 구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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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분석이 진행되었다. FTIR 분석 결과 1100oC에서
Si–N 스트레칭 모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
리콘 초격자 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R을 통해, 열처리 전에는 초격자 박막이 비정질 상태
였으나 1100oC 이상 고온에서 양자점 형성으로 인한 상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TEM 결과와 일치한다. TEM을 통
해 Si3N4/SiN0.35 초격자 구조 내부에 약 3~4 nm 크기의
실리콘 양자점 형성을 관찰하였고, 1100oC에서 제조 된
박막의 경우 양자점 밀도 증가에 따른 양자점 간 거리
감소로 인해 태양전지 적용 시 전하 운송 능력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Si3N4 매트릭스 구조 평가를 통해 실
리콘 초격자 구조를 태양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SiNx
층의 비교적 높은 실리콘 농도(x < 0.6)와 1100oC에서 1
시간 이상 열처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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