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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behavior of deformed silicon were characteriz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nanoindentation. Structural defects such as stacking faults and dislocations were observed through the diffraction contrast i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eformed Si and 111 Si wafer and mechanical behaviors during
contact loading were also characterized using nanoindentation. The hardness values of silicon samples were ~10 GPa and the elastic
modulus were varied with indentation conditions. Elbow or pop-out behaviors were found in load-displacement curves of silicon
samples during nanoindentation. Deformed silicon showed ‘pop-out’ behavior more frequently under the load of 10 mN, which is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defects in deformed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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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결정 실리콘은 반도체 디바이스,
1)

 태양전지,
2)

 MEMS/

NEMS (Micro/nano electromechanical systems)
3) 
등의 응

용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소재이다. 최근에는 실리콘

에 탄성변형,
4,5)

 소성변형
2)
을 도입하여 디바이스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리콘

의 제조공정 중에 필수적인 초정밀 가공 등의 표면공정

과 관련하여 실리콘의 전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계적 거

동이나 변형기구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6,7)

상압에서 실리콘은 융점까지 입방정 다이아몬드구조

(Si-I, 공간군 Fd3m)를 지니고 11~12 GPa의 압축하중 하에

서 금속 β-tin 구조 (Si-II, 공간군 I41/amd)로 상전이를 나

타낸다.
8-10)

 외부하중이 제거되면 원래의 입방정 다이아몬

드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하중제거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능면 구조 (Si-XII, 공간군 R-3)와 체심입방정 구조 (Si-III,

공간군 Ia-3)로 빠른 경우에는 두 정방정구조 (Si-VIII 공간

군 P41212, Si-IX 공간군 P422)의 준안정상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리콘의 상전이는 정하중과 압입시험법 (Indentation)

을 이용하여 관찰된다. 특히 나노인덴테이션의 경우에는

초정밀가공에서의 접촉형상과 비슷하므로 나노인덴테이

션을 통한 실리콘의 변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나노인덴테이션 (연속압입시험)
11,12)
은 하중과

변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 (Load-

displacement curve)을 이용하여 기존압입시험에 비교해 경

도나 탄성계수와 같은 좀더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 µN의 하중을 사용하여 박막이나 복합소재

의 매우 작은 영역의 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나노

인덴테이션에 투과전자현미경
13)
이나 전산모사

14)
와 같은

부가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접촉하중 하에서의 단결정 실

리콘의 구조적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변형된 단결정 실리콘의 미세

구조나 기계적 거동을 투과전자현미경과 나노인덴테이션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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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University of Poitiers의 J. Pacaud 그룹

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온 변형된 실리콘 시편의 미세구조

와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변형된 실리콘은 111 방향

의 실리콘 웨이퍼를 융점 이하의 고온에서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압축응력을 가하여 제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하여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시

편을 얇게 자른 후 6에서1 µm지립의 다이아몬드 연마필름

에 tripod polisher를 이용하여 약 20 µm 두께까지 111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양면연마하였다. 연마한 시편은 직경 3 mm

의 Cu grid에 부착한 후 5 kV Ar 이온 (Ion mill, 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 Gatan, USA)으로 추가연마를 행하

였다. 이온 밀을 마쳐 가속전자가 투과할 정도로 얇아진

시편에 대하여 전계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FE-TEM, JEM-

2010F, JEOL, Japan)으로 변형된 실리콘에 존재하는 결함

을 관찰하였다.

변형된 실리콘과 대조군으로 111 방향의 실리콘 웨이

퍼을 취하여 나노인덴테이션으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

였다. 변형된 실리콘에 대하여 111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6에서 1 µm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이용하여 표면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연마한 후, 표면에 대하여 나노인덴터

(Triboindenter, Hysitron, USA)로 소재의 경도와 탄성계수

를 평가하였다. 나노인덴테이션은 Berkovich 압입자로

5 mN, 10 mN의 하중에 5 µm 간격으로 5×5의 격자형태로

압입하여 실험하였다. 단일의 압입시험은 5초 (1 mN/sec.,

2 mN/sec.)동안 압입, 2초 동안 압입하중을 유지, 다시 5

초 (−1 mN/sec., −2 mN/sec.) 동안 압입을 제거하는 하중

제어모드 (Load control mode)에서 시행되었고 각각 압입

점에서 얻은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경도와 탄성계수값을

구했다. 또한, 압입시험이 끝난 시편에 대해서 전계방사

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JSM-6701F, JEOL, Japan)을

이용하여 압흔형상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s. 1, 2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변형된 실리콘

내에 존재하는 적층결함 (Stacking fault, Fig. 1)과 전위

(Dislocation, Fig. 2)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투과전

자현미경의 영상은 시편을 통과한 전자빔이 전자기 렌즈

를 통해 확대되어 형성되므로 시편내부에서 전자빔이 산

란 혹은 회절되는 정도에 따라 전자빔의 평균적인 세기

인 밝기(Brightness)와 위치에 따른 전자빔의 세기분포인

콘트라스트(Contrast)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15)

 특히 결정상

시편의 경우에는 결정구조나 배향에 따라서 특정방향

(Bragg 각)으로 전자빔이 회절되고 투과전자현미경의 대

물렌즈조리개(Objective lens aperture)로 후방초점면(Back

focal plane) 상의 투과빔(명시야상, bright field image)이나

회절빔(암시야상, dark field image)을 선택하면 회절콘트

라스트(Diffraction contrast)가 두드러지게 된다.

하나의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들은 기지결정상과 비

교하여 전자빔에 대한 회절조건이 달라지므로 회절콘트

라스트로부터 결함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회절콘트라스트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두 개 빔 조건(Two-beam conditions)을 사용하였다. 두

Fig. 1. TEM images of stacking faults in a deformed silicon; (a) a

bright field image, and (b), (c) centered dark field images

taken under two-beam conditions. (A small arrow in an

inserted figure indicates a Bragg-diffraction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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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빔 조건이란 정대축으로 배향된 시편을 특정 회절 방

향으로 기울여 투과빔과 다른 하나의 회절점만이 밝게 나

타나는 조건으로 대물렌즈 조리개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빔에 따라 명시야상 (투과빔 선택)과 암시야상 (회절빔 선

택)을 얻을 수 있다. Figs. 1, 2에서 서로 다른 두 개 빔

조건에서 적층결함과 전위를 관찰하였고 고온에서의 변

형으로 비교적 높은 밀도의 결함이 실리콘 내에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변형된 실리콘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형

된 실리콘과 실리콘 111 웨이퍼에 대하여 나노인덴테이

션을 행하였다. Fig. 3은 나노인덴테이션 실험으로부터 얻

은 하중-변위 곡선과 5 mN, 10 mN 압입하중에서 실리콘

에 생긴 압흔의 미세구조이다. 하중-변위곡선은 나노인덴

테이션을 이용한 압입시험 과정 중에 압입자와 연결된 압

전센서를 통해서 압입하중을 제어함과 동시에 압입깊이

를 연속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

노인덴테이션을 depth-sensing indentation으로도 부른다.
11)

Fig. 2. TEM images of dislocations in a deformed silicon; (a) a

bright field image, and (b), (c) centered dark field images

taken under two-beam conditions. (A small arrow in an

inserted figure indicates a Bragg-diffraction vector.)

Fig. 3. (a) A typical load-displacement curve and SEM micrographs

of indentation marks on a deformed silicon using

nanoindentation with the load of (b) 5 mN, (c) 10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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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최대 압입하중과 압입깊이를 구할

수 있고 압입깊이는 표준시편인 쿼츠유리로 보정된 압입

자의 형상으로부터 접촉면적으로 환산되어 경도를 구할

수 있다.
12)

 또한, 압입이 제거되는 탄성변형 부분을 외삽

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다. 나노인

덴테이션의 경우 측정된 압입깊이로부터 접촉면적을 계

산하므로 압입자의 형상이 이상적인 삼면체에서 벗어나

는 정도를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 4는 나노인덴테이션으로 측정된 변형된 실리콘과

실리콘 111 웨이퍼의 경도와 탄성계수 값이다. 경도의 경

우에는 압입하중과 압입깊이에 의해 측정되므로 압입자

의 형상이 보정되면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으나

탄성계수의 경우에는 하중-변위곡선을 외삽하여 간접적으

로 구하므로 시편의 표면조도나 압입조건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3,16)

 본 연구에서도 경도의 경우에는 ~10 GPa

정도로 시편이나 압입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탄성계수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압입하중이 클수록 혹은 하중제거속도가 클수록 탄성계

수가 크게 나타났다.

Fig. 5는 접촉하중 하에서 단결정 실리콘의 상전이 거동
9)

과 압입이 제거될 때 나타나는 하중-변위곡선에서의 elbow,

pop-out 거동이다. 압입시험을 행할 때 단결정 실리콘에 상

전이가 일어나면 이로 인한 부피변화로 하중-변위곡선 상

에 불연속점이나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구형

Fig. 4. (a) Hardness values and (b) elastic modulus values of

two different silicon samples measured by nanoindentation

with the load of 5 mN and 10 mN.

Fig. 5. (a) Schematic of the phase transformation cycle in silicon

under contact loading
9)

 and typical events observed in the

nanoindentation (depth-sensing indentation) of silicon; (b)

elbow and (c) p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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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입자로 압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pop-in,
7)

 압입이 제거될

때 나타나는 elbow, pop-out
17)
이 있다. 이러한 거동은 압입

조건 중 특히 압입 혹은 압입제거 속도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적인 상전이의 확인은 Raman

spectroscopy와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9)

변형된 실리콘과 111 실리콘 웨이퍼에 대하여 나노인

덴테이션을 행하면 압입 중에 나타나는 pop-in 거동은 관

찰되지 않았으나 하중이 제거되는 과정에서는 elbow나

pop-out 거동이 나타난다. 압입하중이 5 mN인 경우에는

두 시편에서 모두 elbow 거동을 보였고 pop-out 거동은

10 mN 압입하중의 경우에 나타났는데 111 실리콘 웨이퍼

의 경우에는 25개의 압입시험 중 2개가 변형된 실리콘의

경우에는 25개의 압입시험 중 10개가 pop-out 거동을 보

였으며 그 외는 모두 elbow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계적 거동의 차이는 압입시험 중에 변형된 실리콘 내

에 존재하는 결함들로 인하여 pop-out 거동으로 대표되는

상전이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변형된 실리콘의 미세구조와 기

계적 거동을 투과전자현미경과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의 회절 콘트라스트를 통하여

변형된 실리콘 내에 적층결함, 전위 등의 구조적 결함이 비

교적 높은 밀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노인덴

테이션을 이용해 변형된 실리콘과 111 실리콘 웨이퍼의 경

도, 탄성계수와 같은 기계적 특성과 하중-변위곡선에 나타

나는 기계적 거동을 고찰하였다. 경도는 ~10 GPa 정도로 시

편이나 압입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압입하중이 증가하면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중-변위곡선에서는 실리콘의 상전이와 연관되는 elbow,

pop-out 거동이 나타났으며 10 mN의 하중에서 변형된 실리

콘이 111 실리콘 웨이퍼에 비하여 더 많은 빈도의 pop-out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기계적 거동의 차이는 변형된 실리

콘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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