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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nanostructural,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nc-Si:H films according to deposition

conditions.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PECVD) techniques were used to produce nc-Si:H thin films. The

hydrogen dilution ratio in the precursors, [SiH4/H2], was fixed at 0.03;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varied from room

temperature to 600 oC. By raising the substrates temperature up to 400 oC, the nanocrystalite size was increased from ~2 to

~7 nm and the Si crystal volume fraction was varied from ~9 to ~45 % to reach their maximum values. In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HRTEM) images, Si nanocrystallites were observed and the crystallite size appeared to

correspond to the crystal size values obtained by X-ray diffraction(XRD) and Raman Spectroscopy. The intensity of high-

resolution 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EELS) peaks at ~99.9 eV(Si L2, 3 edge) was sensitively varied depending on the

formation of Si nanocrystallites in the films. With increasing substrate temperatures, from room temperature to 600 oC, the

optical band gap of the nc-Si:H films was decreased from 2.4 to 1.9 eV, and the relative fraction of Si-H bonds in the films

was increased from 19.9 to 32.9 %. The variation in the nanostructural as well as chemical features of the films with substrate

temperature appears to be well related to the results of th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measurements, in which heat-

absorption started at a substrate temperature of 180 oC and the maximum peak was observed at ~37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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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꾸준한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으

로 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산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수요

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Si 웨이퍼 및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수반되면서 태양전지 모듈의 단가가 상승하게

되었다.1) 이러한 배경으로 저가의 모듈 생산이 가능한 박

막형 태양전지의 연구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나노결정 Si(nc-Si) 박막의 발광현상은 박막 내 존재하

는 Si 나노결정의 크기가 수nm 수준의 크기를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양자제한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에

의해 벌크 Si 의 에너지밴드갭(Eg = 1.1 eV) 보다 더 넓

은 밴드갭을 가지게 되며 비정질 Si 박막(Eg = 1.7 eV) 내

나노결정이 포함되므로 더욱 넓은 가시광 영역에서의 빛

의 흡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나노결정을 이용한 태양전지는 차세대 기술로

서 부상하고 있다.3) 특히 나노결정의 양자제한효과에 의

한 밴드갭의 조절을 통하여 입사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

장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nc-Si의 나노결정의 크기를

정교하게 제어하여 열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광·

전 변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태양전

지가 가지고 있는 이론한계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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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여겨진다.4)

이를 위하여 나노결정 크기의 변화를 통한 밴드갭의 제

어, 적절한 나노결정 분율 및 높은 전도도를 위한 나노

결정 Si의 제어기술은 실리콘 기반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

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과제로 여겨진

다. 특히 비정질 박막 내 Si 나노결정의 생성을 위해 원

료가스의 분율,5) 기판 bias,6,7) rf power8)등 여러 공정조

건이 박막 내 나노결정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 조절을 통해 박막 내 생성된 나노

결정의 크기 및 분포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결정 생성에 기본이 되는 기판 온

도에 따른 나노결정의 크기와 결정 분율의 변화를 파악

하고, 이러한 나노구조들의 생성 기구를 고찰 하고자 한

다. 특히 박막 내 화학적, 광학적 특성과 나노구조적 특

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나노구조

생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원료가스인 H2와 SiH4의 반응실 내 주

입 분율(R = SiH4/H2)을 0.03으로 고정시키고 기판의 온

도를 상온으로부터 600 oC까지 변화시켜 nc-Si:H 박막을

제조하였다. RF 전력은 100 W로 고정시켰으며 증착시간

은 1시간으로 선택하여 증착하였다. Table 1에 PECVD

를 이용하여 제조한 nc-Si:H 박막의 실험범위를 구체적

으로 나타내었다. 

포항가속기(Pohang Light Source, 8D) 빔라인을 이용

한 X선 회절분석 실험과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

scopy, T64000, Jobin Yvon) 및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

경(HRTEM, JEOL 2100F) 과 EELS(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박막 내 실리콘 결정의 크기

및 나노 구조 변화에 따른 전자 에너지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X선 회절 측정시 1.5406 Å 파장의 방사선

과 18o ~ 40o의 2θ 범위를 회절 조건으로 선택하였다.

514 nm의 파장을 가지는 Ar 레이저를 이용하여 라만 스

펙트럼을 얻었다. Photoluminescence(PL, model 1403,

SPEX)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nc-Si:H 박막의 광학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PL 측정시 광원으로 325 nm의 He-Cd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박막 내부에 존재하는 화

학적 결합 상태 분석을 위해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IFS66v/s, Bruker)분석을 실

시하였다. 시편을 투과하여 박막 내부의 화학적 결합 분

석을 얻는 투과모드로 특성을 측정하였다. 시차주사열량분

석기(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404F1)

를 이용하여 분당 10 oC의 승온 속도로 분석하였으며, 상

온에서 증착된 박막의 온도에 따른 열 흡수도를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구조적 특성

Fig. 1(a)는 SiH4와 H2 가스의 반응실내 주입비를 0.03

으로 고정시키고 기판의 온도를 상온으로부터 600 oC까

지 조절한 시편의 X선 회절 결과이다. Si 결정에 관련

한 피크는 (111)면인 28.4o 근처에서 얻어졌다. 피크는 온

도가 400 oC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세기가 증가하였으며

반치폭(FWHM)은 좁아지는 형상을 보였다. 그러나 400 oC

에서 600 oC까지 증가함에 따라 세기가 감소하고 반치폭

이 늘어났다. 이 결과로부터 기판의 온도가 400 oC일 때

결정성이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얻어진 피크들은 결정성이 강해짐에 따라 비대칭형의

형태를 나타냈다. Si(111) 면에 대한 피크는 결정이 다

양한 크기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상관된

피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9) 박막 내부에 존재하는

Si 결정의 평균 크기는 XRD 결과의 반치폭으로부터 다

음의 Scherrer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0)

식 (1)

여기서, 0.9는 나노결정이 구형으로 형성되었을 때를 가

정한 상수이며 λ는 XRD 타겟의 파장(Cu Kα, λ = 1.5406

Å)이다. B는 라디안 값으로 나타낸 반치폭 값이고 θ는

회절피크의 중심점을 말한다.11) Fig. 1의 (b)~(d)와 같이

분리된 나노결정 피크에서 얻어진 반치폭 값과 회절피

크의 중심점을 이용하여 결정크기를 구하였다. 상온, 100,

200, 400, 600 oC에서 제조된 시편 내 결정의 크기는 각

각 2.5, 3.9, 5.5, 7.3, 6.2 nm로 계산되었다(Table 2).

Fig. 2(a)는 기판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라만 분광 분

석 결과이다. 스펙트럼은 4개의 가우시안 피크로 나누어

d
0.9λ

B θcos
----------------=

Table 1. Preparation conditions of the nc-Si:H thin films.

System Deposition Parameter Experimental conditions

PECVD

Substrate Temperature 

(
o
C)

R.T., 60, 80, 100, 200, 

400, 600

Substrate Si wafer, glass

RF power(Watt) 100

R(SiH4/H2) 0.03

Deposition time(hr) 1

Background pressure 

(Torr)
1 × 10

−6

Working pressure 

(Torr)
1 ×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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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으며 각각의 피크는 150 cm−1 (TA, transverse

acoustics), 310 cm−1 (LA, longitudinal acoustics), 375

cm−1 (LO, longitudinal optics), 480 cm−1 (TO, transverse

optics)의 진동모드와 521 cm−1 에서 나타나는 벌크실리콘

의 피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480 cm−1 에서 나타나

는 TO 모드의 피크는 비정질 실리콘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질 피크와 비정질 피크 사이 480~521

cm−1 범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작은 피크는 나노결정

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Fig.

2의 (b)~(d)에서 이러한 피크의 분리 결과를 보여준다. 상

온에서 제작된 시편은 480 cm−1에서 나타나는 비정질상

의 피크가 주를 이루며, 가우시안 함수에 따른 맞춤곡

선(fitting)을 구하였을 때 ~518 cm−1에서 작은 피크가 관

측된다. 80 oC에서는 비정질 피크의 오른쪽 ~518 cm−1 부

근에서 조그만 피크가 나타나고, 기판의 온도가 400 oC

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 피크는 벌크 실리콘의 결정질 피

크라고 알려진 521 cm−1에 접근하며 그 세기가 커진다.

또한 비정질 영역은 결정질 영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

여 감소한다. 기판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비정질 피

크와 두 개의 결정질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래

식으로부터 나노결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12)

Table 2. Variation in the chemical and physical features of the nc-Si:H thin films with deposition temperatures.

nc-Si Size(nm) nc-Si Volume 

Fraction(%)

Si-HX fraction(%) PL

Bandgap(eV)XRD Raman S. Si-H Si-H2

R.T. 2.5 1.9 9.2 19.9 69.5 2.4

60 2.7 2.7 9.4 20.0 68.3 2.4

80 3.3 3.0 9.9 20.2 66.1 2.2

100 3.9 3.7 12.1 21.5 56.6 1.9

200 5.5 4.4 22.2 23.8 56.4 -

400 7.3 5.6 45.2 - - -

600 6.2 5.0 53.1 32.9 47.1 -

Fig. 1. (a) XRD patterns of the nc-Si:H thin films. The best fitting results of the XRD patterns; these were obtained from the films prepared

at 100 (b), 400 (c), and 600
o
C (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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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ω는 521 cm−1에서 나타나는 벌크 실리콘 피크로부터

나노결정 피크까지 떨어진 진동수의 크기, B는 나노결

정 실리콘의 선폭이며 2.0 cm−1로 주어진다. 나노결정 피

크에서 식(2)를 이용하여 얻어진 결정의 크기는 상온,

100, 200, 400, 600 oC에서 각각 1.9, 3.7, 4.4, 5.6, 5.0

nm로 나타난다(Fig. 2(d)). 

이 결과는 XRD 결과에서 나타나는 값과 거의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400 oC에 가장 큰 값을 보이다가 600
oC에서 다시 작아지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는 기판의

온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실리콘과 결합하고 있던

수소들이 이탈하며 미결합수를 남기고, 이들 미결합수들

의 결합 및 재배열에 의하여 실리콘 결정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13) 이에 따른 결정화는 기판의 온도가

400 oC에 이르면 최대치를 보이다 다시 감소하여 소강상

태를 보이는데 이는 본 논문의 3.3 화학적 특성에서 구

체적으로 고찰하였다. 

Fig. 3은 기판온도 400 oC에서 준비된 nc-Si:H 시편의

HRTEM(high-resolution TEM) 이미지이다. 박막은 비정

질상 모체 안에 약 7 nm 내외의 나노 결정 실리콘이 다

수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XRD 및 라만 분광

분석 결과에서 얻은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의 EELS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판

온도가 상온에서 400 oC까지 증가함에 따라 ~99.9 eV 에

서의 Si L2,3 피크가 생성되고 강도가 증가함을 보여주

었다.14) 이는 기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 나노 결정의

분율 증가 및 전도대 하단 부위에서 전자 에너지 준위

d 2π
B

∆ω
--------=

Fig. 2. (a) Raman spectra of the films. The films were produced at substrate temperatures of (b) 80, and (c) 400
o
C, respectively. (d)

Variation in the crystal size and volume fraction of nc-Si films.

Fig. 3. Image-processed high-resolution TEM images of the nc-Si

films. The films were prepared at a substrate temperature of 400 oC.

Lattice fringes are seen inside the circles. The inset shows the

SADP corresponding to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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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 및 밀도 상승에 기인한다.

3.2 광학적 특성

Fig. 5는 기판온도를 상온으로부터 100 oC까지 변화시

키며 증착된 nc-Si:H 박막에 대한 PL 결과이다. 본 실

험에서 2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광현상을 관측하기

어려웠다.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중심점은 단파장

영역으로부터 장파장 영역으로 옮겨가며 세기는 점차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노결정 실리콘의 구조

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15,16) 피크는 비교적 넓

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기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파장

영역으로 피크의 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은 결정의 평균크

기 증가와 결정분율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즉

상온에서 100 oC로 기판온도가 증가시 나노결정 크기가

~2 nm 로부터 ~4 nm 로 증가하였다. 측정된 피크의 중

심점에 대한 파장을 밴드갭으로 환산 하였을 때, 약 2.4

에서 1.9 eV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박막

내부에 생성된 나노결정의 크기가 커지면서 양자제한효

과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기판온

도가 100 oC 보다 높은 조건에서 제조된 nc-Si:H 박막

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노결정 크기가 ~5 nm 이상이 되

어 양자제한효과가 크게 감소하여 발광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났다(Table 2).

3.3 화학적 특성

Fig. 6(a)는 2100 cm−1 근방에서 나타나는 Si-Hx 결합

을 나타낸 결과이다. 기판온도가 상온으로부터 400 oC까

지 상승함에 따라서 Si-Hx 결합의 전체적인 양은 감소

하였다. 그러나 600 oC로 증가하면서 다시 결합된 양이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노결정의 크기는 기판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

차 증가하고 400 oC에 이르러서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600 oC에서 감소하였다. 이 결과로 추론해 볼 때, 온

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와 실리콘 결합의 열 탈착현상

이 가속화 되어 박막 내부에 실리콘 결합손실(dangling

bonding)이 발생한다. 이들 결합손실에 따른 미결합수들

은 서로 결합하여 Si-Si 결합을 생성하며 결과적으로 결

정 크기의 증가와 함께 실리콘과 결합된 수소의 이탈을

야기 시킨다. 이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생성이 발생되고

박막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며 결과적으로 박막 내 존재

하는 수소의 양은 감소한다. 

더욱 정밀한 화학결합 분석을 위해 Fig. 6의 (b)~(d)

에서 맞춤곡선을 이용하여 Si-Hx 결합의 비율을 확인하

였다. nc-Si:H 결정은 크기가 작고 구형의 형태를 나타

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표면이 Si-H 결합으로 둘러싸여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6,17) 따라서 Si-H 결합의 비율 변

화를 살펴보면 나노결정의 생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Si-H2 결합의 비율은 기판 온도가 상온, 100, 200,

600 oC 일 때 각각 69.5, 56.6, 56.4, 47.1 %로 나타났으

며 Si-H 결합의 비율은 19.9, 17.5, 16.8, 32.9 %로 나

타났다.

맞춤곡선 결과를 통해, 상온에서는 Si-H2 결합이 끈 형

태의 구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많은 양 분포하며, 이

러한 끈 결합들이 기판의 온도가 상승하면 수소의 이탈

현상으로 인하여 끊어져 결정을 이루게 되면서 결과적

으로 Si-H2 결합의 전체적인 양은 줄어든다. 온도가 600
oC에 이르게 되면 Si-H 결합의 양이 Si-H2 결합의 양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이는 결정화에 따

른 나노결정 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Si-H 결합이 결정을

Fig. 5. PL spectra of the films. Spectra were obtained from the

films prepared at substrate temperatures of (a) R.T., (b) 60, (c) 80,

and (d) 100 oC, respectively. 

Fig. 4. EELS spectra of the nc-Si:H thin films. The films were pre-

pared at substrate temperatures of (a) R.T., (b) 200, (c) 400 and (d)

600 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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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 않고 있는 Si-H2 결합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7은 시차주사열량분석기(DSC)를 통하여 얻어진 열

흡수 곡선을 나타낸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350 oC 부

근에서 열의 흡수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는 결정크기

분석결과와 FT-IR 결과의 350 oC 부근에서 Si-Hx 결합

이 최소가 되는 경향과도 일치함을 보인다. 이로부터 특

정 기판 온도와 실리콘 결정화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

할 수 있다.18)

4. 결  론

수소화된 나노결정 실리콘 박막에 대하여 기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나노구조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으며, 이들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기판온도가 상온으로부터 400 oC로 상승함에 따라 박

막 내부의 결정 크기는 ~2 nm에서 ~6 nm로, 결정 분율

은 ~9 % 에서 ~45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박막

내부에 존재하는 결합된 수소의 양은 온도가 증가에 따

라 Si 나노결정 생성과 반비례 하였다. 특히 Si-H2 결

합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반면 Si-H 결

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끈 형태의 Si-

H2 결합이 온도증가에 따라 파괴되고 남겨진 미결합수

들이 서로 결합하여 실리콘 나노결정을 이루며 이들 결

정 표면에 Si-H 결합이 보호막(passiv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소화된 나노결정 실리콘 박막의 증착온도가 상온에서

100 oC까지 증가함에 따라 밴드갭은 2.4 eV 에서 1.9 eV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결정 크기가 ~2 nm에

서 ~4 nm로 증가함에 따라 양자제한효과에 의해 밴드갭

Fig. 6. (a) FT-IR absorption spectra of the films. Best fits of the FT-IR absorption spectra of the films are illustrated. The films were prepared

at substrate temperatures of (b) 100, (c) 200, and (d) 600 oC, respectively.

Fig. 7.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curve for nc-Si:H films.

The films were deposited at R.T. by PE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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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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