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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oduce size-controllable Ag nanoparticles and a nanomesh-patterned Si substrate, we introduce a rapid

thermal annealing(RTA) method and a metal assisted chemical etching(MCE) process. Ag nanoparticles were self-organized

from a thin Ag film on a Si substrate through the RTA process. The mean diameter of the nanoparticles was modulated by

changing the thickness of the Ag film. Furthermore, we controlled the surface energy of the Si substrate by changing the Ar

or H2 ambient gas during the RTA process, and the modified surface energy was evaluated through water contact angle test.

A smaller mean diameter of Ag nanoparticles was obtained under H2 gas at RTA, compared to that under Ar, from the same

thickness of Ag thin film. This result was observed by SEM and summarized by statistical analysis. The mechanism of this

result was determined by the surface energy change caused by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the Si substrate and H2. The

change of the surface energy affected on uniformity in the MCE process using Ag nanoparticles as catalyst. The nanoparticles

formed under ambient Ar, having high surface energy, randomly moved in the lateral direction on the substrate even though

the etching solution consisting of 10 % HF and 0.12 % H2O2 was cooled down to −20 oC to minimize thermal energy, which

could act as the driving force of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nanoparticles thermally treated under ambient H2 had low

surface energy as the surface of the Si substrate reacted with H2. That’s why the Ag nanoparticles could keep their pattern and

vertically etch the Si substrate during MCE.

Key words Ag nanoparticles, thermal aggregation, Si nanoholes, Si substrate pattern.

1. 서  론

나노 물질들은 학술적,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요 대상으

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나노결정과 같이 물질의 크기

에 의존하는 여러 특성들은 catalysis와 electronic, optical

device, biological analysis등의 다양한 응용에 적용되고

있으며1-3) 균일한 분포의 나노입자들을 다양한 크기로 합

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여러 나노

크기의 입자들 중에서 Ag와 Au와 같은 귀금속들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입자들의 합성

방법은 chemical4)과 photochemical,5) sonochemical6)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

절하는 방법으로 wet chemical method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합성시간을 쉽게 조절하기 위해 낮은

농도의 금속과 많은 양의 stabilizer를 사용하여 나노입

자들이 합성되는 시간을 늦춘다.7-10) 그러나 화학적인 반

응을 통하여 나노입자들을 합성하는데 기반을 두어 합

성된 나노입자들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고도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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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합성 후에 나노

입자들을 정제하고 다양한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

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나

노입자들의 합성과정을 더욱 간단히 하고 정제, 분산과

정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판 위에서 직접적으로 나노

입자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g 박막을 피라냐 세척을 통해 친수

성의 표면 특성을 갖는 Si 기판 위에 증착하고, 간단한

열처리를 과정을 통해서 Si 기판 위에 Ag 나노입자를

직접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열처리 과정

에서 사용되는 분위기 가스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나

노입자의 크기를 비교하였고, 분위기 가스가 열처리 과

정에서 Si 기판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Si 기판의 표면 에너지의 변화가 Ag 나노입자를 촉매로

하여 Si 기판을 무전해 식각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

점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1.5 cm × 1.5 cm의 Si 기판(p-type, (100))을 15분간 피

라냐 용액(H2SO4 : H2O2 = 3 : 1(v : v))으로 세척하여 기판

의 표면을 소수성을 띠도록 만들고 세척 후 잔여 피라

냐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100 ml의 증류수에 10분간 두

번씩 초음파 세정,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기판을 건조

시킨다. 피라냐 세척으로 형성된 Si 기판의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해 기판 세척 후 바로 evaporator에 로딩하고 3 ×

10−6 torr까지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 이 기판 위에 e-

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Ag를 다양한 두께의 층으

로 형성하고 Rapid Thermal Annealing(RTA)을 통해 Si

기판 위에 증착 된 Ag층을 열처리한다. RTA 과정에서

분위기 가스를 Ar으로 유지하고 열처리 온도와 유지 시

간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Ag 나노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비교하였다. 이 공정에서 분위기 기체의 유입 속도는 100

cc/min으로 고정하였다. RTA 공정에서 분위기 기체를 H2

로 변경하고 그 외의 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 Ag 나노

입자들의 형상과 크기가 변하는 것을 Ar 분위기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를 파

악하기 위하여 두 시편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분석하였

으며, 두 분위기 가스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를 현상적

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Ag를 이용한 Si 기판의 무전해 식

각을 시행하였다. 식각 용액은 10 %의 HF와 0.12 %의

H2O2으로 제작하였으며, 영하 20 oC으로 냉각하였다. 이

용액에 Ar과 H2 분위기에서 각각 형성한 Ag 나노입자가

패턴된 Si 기판 시편을 넣고 40초간 식각하여 그 결과

를 SEM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i 기판 위에 Ag를 증착한 후 열처리를 하면 Si 기판

과 Ag 계면과 Ag와 분위기 가스의 계면 분위기 가스와

Si 기판의 계면의 에너지들의 상관 관계에 의해서 막으

로 증착되어 있던 Ag 층이 고립된 나노입자의 모양으로

형태를 바꾼다. 이 들의 상관관계는 γSi-gas = γgas-Ag cosθ

+ γSi-Ag(γSi-gas: Si 기판과 분위기 가스의 계면에너지, γgas-Ag:

분위기 가스와 Ag nanoparitlce의 계면에너지, γSi-Ag: Si

기판과 Ag nanoparticle의 계면에너지, θ : 접촉각)로 표

현 된다. Ag과 Si 기판 계면의 에너지가 Ag가 단독적

으로 존재할 때의 표면 에너지 보다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RTA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Ag의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데 사용되고 RTA 후 Ag의 표면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는 반구체의 형태를 갖게 된다. RTA 후

의 Ag 나노입자들의 모양은 단순한 계면 에너지들의 상

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RTA 과정에서

의 열처리 온도와 유지 시간에 따라 형상의 균일성이 변

한다. Fig. 1(a)는 3 nm 두께로 Ag 박막을 증착하여 1

분간 열처리를 하였을 때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노입자

의 모양을 관찰한 SEM 이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
oC부터 800 oC까지 200 oC 단위로 열처리 온도를 증가

시켰다. 600 oC 미만의 온도에서는 열에 의한 에너지 공

급이 부족하여 Ag 나노입자들이 균일하게 생성되지 않

고 나노입자들이 고립되기 이전에 서로 뭉쳐져 있는 형

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6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나노

입자들이 충분히 분리되고 각각의 나노입자들이 원형에

가까운 경계를 나타낸다. 600 oC, 700 oC, 800 oC 세 조건

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

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600 oC를 최적 온도로 선택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RTA 후의 Ag 나노입자의 형상

은 열처리 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Fig. 1(b)는 3 nm 두

께의 Ag 박막을 600 oC로 열처리를 하였을 때 열처리

시간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SEM 이미지들이다. 열처리

시간을 1분과 20분, 40분, 60분으로 가변하여 실험을 진

행한 결과 1분의 열처리 시간 조건에서 가장 균일한 나

노입자들의 분포를 보였다. 열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공

급되는 열 에너지가 증가하고 Ag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상이 공급된다. 과잉의 열에너지는

이미 형성된 Ag 나노입자일 Si 기판 위에서 가로 방향

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인접한

Ag 나노입자끼리 재결합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그 결과

주변과 결합하지 않는 나노입자들은 작은 직경의 반구

형을 유지하지만 결합한 나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직

경을 갖는 반구형으로 재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균일

한 Ag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그 크기를 조절하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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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으므로 열처리 시간을 1분으로 최적화 하였다. 

RTA 후에 생성되는 Ag 나노입자들의 크기는 초기의

e-beam evaporator로 증착 한 Ag 박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Ag 박막의 두께가 증

가할수록 형성되는 Ag 나노입자들의 직경은 증가한다.

Fig. 2(a)와 (d), (e), (f)는 Ag 박막의 두께가 각각 3,5,

7,9 nm일 때 RTA 이후 형성된 Ag 나노입자들의 SEM

이미지 이다. 이 중의 3 nm 두께의 박막에서 형성된 나

노입자들의 통계 데이터는 Fig. 2(b)에 도표로 도시되었

으며 17.69 nm의 평균 직경과 3.557 nm의 표준편차를 갖

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2(c)

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입자들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TA과정에서 분위기 가스를 Ar과 H2

두 종류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위에서 언급하

였듯이 열처리 과정에서 Ag 박막이 나노입자로 구조가

바뀌는 이유는 기판과 Ag, 분위기 가스의 계면에너지들

의 상관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가

스의 종류를 바꾸면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변하여 형성

되는 Ag 나노입자의 크기가 변한다. 피라냐 세척을 한

Si기판은 표면에 얇은 산화막으로 인하여 친수성의 성질

Fig. 1. FESEM images of Ag nanoparitcles formed through rapid thermal annealing (RTA) under Ar ambience on Si substrate. (a) The

thickness of Ag thin film was fixed to 3 nm and annealing was conducted at 200
o
C, 400

o
C, 600

o
C and 800

o
C for 1 min. (b) The thickness

of film was same as that of (a) and thermal aggregation was performed at 600
o
C for various time from 1 min to 60 min.

Fig. 2. FESEM images of thermally aggregated Ag nanoparticles on Si substrate at 600
o
C for 1 min with (a) 3 nm, (d) 5 nm, (e) 7 nm

and (f) 9 nm in the thickness of Ag thin film. (b) It shows statistical distribution of Ag nanoparticles formed with 3 nm of Ag thin film.

(c) The mean diameter of Ag nanoparticles linearly increased as the Ag thin film got th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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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이 기판 위에 Ag 박막을 증착하고 Ar 분

위기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열처리 후 Ag 나노입자

사이에 노출된 Si기판의 표면은 그대로 친수성 성질을 유

지한다. 그러나 H2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할 경우, 열처

리 과정에서 Ag는 나노입자로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입자들 사이에 노출된 Si기판은 H2 가스와 반응하게 된

다.11) 이때의 Si 기판의 표면은 Ar 가스에서 열처리된

Si기판의 표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그 결과 Ag 나

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접촉각을 이루게 된다. Fig.

3(a)와 (d)는 Ar 분위기와 H2 분위기에서 각각 열처리한

Si 기판과 증류수의 접촉각을 나타낸다. 이미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H2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기판이 상대적으

로 큰 각의 접촉각을 가지며 이는 더 낮은 표면에너지

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두

께의 Ag 박막을 증착한 시편을 각각의 분위기 가스 내

에서 열처리하면 H2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Ag 나

노입자들이 더 작은 직경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와 (e)는 초기 8 nm 두께의 Ag 막을 증착한 시편을

각각 Ar과 H2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결과를 촬영한 SEM

이미지이며, Fig. 3(c)와 (f)는 각각의 나노입자들의 통계

값들을 나타낸다. Ar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시편은 평균

적으로 64.48 nm의 평균직경을 갖지만 H2분위기의 시편

은 46.47 nm로 더욱 작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3 nm 부터 10 nm 두께의 Ag 박막을 증착한 시편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H2에 의한 Si 기판의 표면 특성

변화는 무전해 식각과정에서도 관찰된다. 이 과정에서 사

용된 식각 용액은 10 %의 HF와 0.12 %의 H2O2를 이용

하여 총 50 ml을 제작하였고 영하 20 oC로 냉각시켰다.

용액 안에 Ar과 H2 분위기에서 각각 형성한 Ag 나노입

자 패턴된 Si기판을 넣고 40초간 식각 하였으며, 식각 반

응식은 Si + 6HF + H2O2→ H2SiF6 + 2H2O + H2로 반응 도

중에 Si는 산화된다. 이 과정에서 Ag 나노입자와 Si 기

판의 경계에서는 H2 가스가 발생하여 Ag나노입자와 Si

기판 사이의 결합을 약화 시킨다. 식각 반응이 상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식각 과정에서 상온에 해당하는 열에너

지가 Ag 나노입자에 전달되어 수직방향으로 식각되는 도

중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식각 용액을 어는점에 가까운 최저 온도인

영하 20 oC로 냉각하여 사용하였다. 주변 환경에서 공급

되는 열에너지를 최소화 하더라도 식각 과정에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 특

히 Ar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한 시편의 경우 노출되어 있

Fig. 3. (a, b) Contact angles on the Si surface after thermal annealing under Ar and H2 ambience at 600
o
C for 1 min. FESEM images

of Ag nanoparticles formed with 8 nm in the thickness of thin film under (b) Ar and (e) H2 ambience. (c) and (f) show the statistical

distributions for each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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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i 기판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갖기 때

문에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최소화하더

라도 식각 과정에서 Ag 나노입자가 임의의 가로방향으

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H2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한

시편의 경우는 노출된 Si 기판의 표면이 H2와의 반응으

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식각 과정에서 Ag나노입자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 결과

들은 Fig. 4에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r 분위기 시편

의 경우(Fig. 4(a)) 식각 후 생성된 공극을 통해 식각 도

중에 Ag 나노입자가 횡방향으로 움직이지만 H2 분위기

시편의 경우(Fig. 4(b))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제한 되

어 생성된 공극의 패턴이 Ag 나노입자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노입자들의 크기가 작아질수

록 나노입자간의 간격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6 nm 이하

두께의 Ag 박막으로 제작한 시편은 식각과정에서 근접한

나노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초기의 패턴이 유지되지 못

한다(Fig. 4(c)). 즉, 7 nm 이상의 Ag 박막을 이용한 시

편에서 초기의 Ag 나노입자와 식각 후 형성된 공극들

이 유사한 평균직경과 표준 편차를 보인다. 7 nm 두께

를 이용한 시편을 통해 얻은 공극은 평균 37.08 nm의 직

경을 가지며, 9 nm 두께의 시편은 평균 55.19 nm의 직

경을 갖는다. 무전해 식각을 통해 얻는 나노공극들은 식

각 전의 나노입자들의 크기와 유사한 값들을 보이며, 나

노입자들과 같이 초기의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공극의 크기도 선형적으로 증가 한다는 것을 Fig.

4(d)의 통계데이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의 Ag 박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

기의 Ag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Si 기판을

패턴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beam evaporator로

Si 기판 위에 증착한 Ag 박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RTA

처리 후에 생성되는 Ag 나노입자들의 평균 직경을 증

가 시킬 수 있다. RTA 과정에서 Ar를 분위기 가스로 사

용하는 경우 Ag 박막이 Ag 나노입자로 형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Si 기판 표면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H2 가스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하면 노출

된 Si 기판이 H2 가스와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표

면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 결과 동일한 두께의 Ag 박

막을 이용하여 열처리를 하더라도 H2 가스를 이용한 시

편이 Ar 가스를 이용한 시편보다 더 작은 직경의 Ag 나

노입자를 갖는다. 표면 에너지의 변화는 Ag 나노입자를

촉매로 이용하는 무전해 식각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

다. H2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더 낮은 표면 에너

지를 갖게된 Si 기판은 식각 도중에 Ag 나노입자가 가

Fig. 4. (a, b) The verticality of the electroless etching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surface energy of Si substrate. (c) Ag nanoholes

were linked each other due to literal movement of Ag nanoparticles and narrow distance between nanoparticles. (d) A statistical size-

comparison between the Ag nanopartices and Si nano-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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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며 그 결과 열처리 후

생성된 Ag 나노입자들과 동일한 패턴의 나노공극을 형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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