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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the Nanostructural and Optical Features of Porous Silicon with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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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emical treatments of porous silicon in organic solvents on its nanostructural and optical features was investigated.
When the porous Si was dipped in the organic solvent with various PH values, the morphological, chem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porous silicon was sensitively affected by the chemical conditions of the solvents. The size of silicon nanocrystallites in the
porous silicon decreased from 5.4 to 3.1 nm with increasing pH values from 1 to 14. After the samples were dipped in the organic
solvents, the Si-O-H bonding intensity was increased while that of Si-H bonding decreased. Photoluminescence peaks shifted to a
shorter wavelength region in the range of 583 to 735 nm as the pH value increased. PL intensity was affected by the size as well as
the volume fraction of the nanocrystalline silicon in the porous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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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콘은 밴드갭이 약 1.1 eV이며, 간접천이형 에너지밴

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발광효율

이 매우 낮다.
1,2)

 그러나 전기화학에칭 기법으로 제조한 기

공성 실리콘에서는 나노단위의 실리콘 결정 생성에 기인한

양자제한효과가 일어나며, 따라서 밴드갭이 증가하고 높은

발광효율성이 상온에서도 관측된다. 전자광학과 바이오 산

업에서 이 물질을 기반으로 발광소자(LEDs, LDs)와 바이오

센서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3-6)

 또한, 에칭

이후 비표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리

튬이차전지의 음극재료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
7)

 

전기화학에칭 기법에 의한 기공성 실리콘 제조가 최초

로 보고된 후,
8,9)

 이 기법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공성 실리콘의 특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

는 대표적인 제조공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에칭공정

조건에 따라 표면형상, 나노 구조, 그리고 광학적 특성의

제어가 쉽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응용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10-12)

기공성 실리콘 응용에서는 나노실리콘 결정의 크기를

제어하여 광학적 밴드갭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검출 또는 바이오센서 등은

기공성 실리콘 표면의 화학적 특성과 광학적, 전기적 특

성과의 상관관계를 활용한다. 특히 기공성 실리콘 표면에

서 단백질, DNA 등과 같은 물질을 흡착하여 자기조립과

정(self assembly)을 통한 단분자막 생성은 바이오센서에

많이 쓰이는 감지기법이다.
13,14)

 이 때문에 기공성 실리콘

표면에서의 개질조건에 따른 화학적, 구조적 특성과 개질

공정요소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NH4OH, NaOH, KOH 등과 같은 알칼리 물질은 실리콘

과의 반응성이 우수하여, 표면 세정이나 식각 공정에 많

이 이용되고 있다.
15-18)

 이러한 물질들은 기공성 실리콘

표면에 흡착이 되면 표면의 결합 형태를 변화 시키며, 기

공성실리콘의 광학적, 나노구조적 특징의 변화가 2차 알

칼리 에칭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기공성 실리콘의 다양한 응용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표

면에서의 화학적인 결합 형태에 따른 발광특성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H를 달리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기공성 실리콘에 2차 화학처리를 수행하여 표

†
Corresponding author : Nam-Hee Cho

 E-mail : nhcho@inha.ac.kr

 Tel : +82-32-860-7527 Fax : +82-32-862-5546



pH 조건에 따른 기공성 실리콘의 나노구조 및 광학적 특성의 변화 295

제50권 제4호(2013)

면의 화학적인 특성 변화를 유도한 후, 이에 따른 나노구

조 및 광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실험 방법

전기화학에칭 기법을 이용하여 B(Boron)이 도핑된 P-타

입 (100)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로 부터 기공성 실리콘을

제조 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후면에는 백금코팅을 실시하

여 전류가 균일하게 인가 되도록 하였으며, 전류밀도는

100 mA(전류원: Keithley, 224)로 설정하였다. 전기화학에

칭은 에칭용액의 온도를 보정할 수 있는 고온플레이트 위

에서 30 분간 수행 되었으며, 에칭용액의 온도는 40
o
C 이

었다. 에칭용액은 불산(48%), 3차 증류수, IPA(Isopropanol)

이 각각 50, 45, 5%의 비율로 혼합 되었으며(Table 1), 에

칭 과정 중 용액 내에서 생기는 수소기체가 실리콘 웨이

퍼 표면에 흡착되어 에칭이 저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교반을 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2차화학에칭을 수행하기 위해 NH4OH,

에탄올, 불산 등을 이용하여 pH 값을 달리한 유기용매를

준비하였다. pH 1, 5, 9, 14 유기용매에 대한 조성은

Table 1과 같다. 1차 전기화학에칭 기법에 의해 준비된 기

공성 실리콘 샘플을 이들 유기용매에서 담가 1 분간 2차

화학처리 하였다.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후 기공성 실리

콘 표면을 100
o
C 온도와 10

−3
 Torr 진공로에서 2 시간 열

처리 하였다. 

2차 화학처리한 기공성 실리콘의 구조적 변화를 측정

하고자 FE-SEM(Hitach, S-4300)을 이용하여 표면형상을

조사하였으며, B.E.T.(Brunauer Emmett Teller, ASAP,

ZOZO)를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나노구조적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X선 회절(포항가속기, 방사광

Beam line 8D)과 라만분광법(Horiba Jobin-Yvon, LabRam

HR, Ar-ion laser)을 이용하였다. 화학결합 특성은 FT-IR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VERTEX, 80V)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광학적인 특성은 PL

(Photoluminescence, SPEX, 1403, He-Cd laser)을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형상 특성

Fig. 1은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전과 후의 기공성 실

리콘 샘플들의 FE-SEM 이미지이다. Fig. 1(a)는 2차 화학

처리 전 기공성 실리콘의 표면 형상이다. 1차 전기화학에

칭에 의하여 에칭 표면은 ‘거북이의 등’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평균적으로 ~50 µm 크기의 블록형태의 구

조물들이 ‘골(trough)’을 사이로 두고서 2 차원 공간을 정

렬하여 존재한다.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시 pH 값이 증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vol. fraction) of the Electro-

chemical Etchant (E.C.E) and the Organic Solvents

(O.S.) with Particular pH Values

HF DI water IPA NH4OH EtOH

ECE 50 45 5 - -

O.S. with pH 1 7 - - 0 93

O.S. with pH 5 3 - - 2 95

O.S. with pH 9 - - - 11 89

O.S. with pH 14 - - - 24 76

Fig. 1. Low magnified surface views of SEM images of the porous silicon dipped in the organic solvents. Micrograph (a) was

obtained from porous silicon before organic solvent treatments. Micrographs (b), (c), (d), and (e) were obtained from the

porous silicon dipped in the solvents with pH values of 1, 5, 9, and 1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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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이러한 구조물들은 점차 손상이 발생 하였

으며, Fig. 1(d), (e)에서 보이듯이, pH 9와 14의 경우 일부

구조물 블록들은 크게 손상됨을 보이며 약 10µm의 ‘골’을

가진 배열이 나타났다. 이는 pH 값의 조절을 위하여 첨

가된 NH4OH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2차 에칭이 진행

되어 이와 같은 구조물 또는 이들 사이에서 손상이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2차 유기용매 화학에칭 후, B.E.T. 분석을 하였으며,

Fig. 2는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B.E.T. 비표면적, 기공의

평균입경 분석 결과이다. 1차 전기화학에칭에 의해 준비

된 샘플부터 pH 5의 유기용매로 처리한 샘플까지 비표면

적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NH4OH가 다량으로

첨가 되는 pH 9의 유기용매로 처리한 샘플에서는 비표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비표면적은 pH 값에 따라

4.94 m
2
/g에서 10.66 m

2
/g 로 변화 하였으며, pH 9에서 pH

14로 변화할 때 가장 크게 변화 하였다. 이에 반해 유기

용매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내경 평균값은 26에

서 6 nm로 감소하였다. 이는 2차 유기용매에 처리에 의하

여 기존의 기공 구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공 구조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Table 1에 보이듯이, 불산과 에탄올이 함께 유기용매에

포함된(pH 1 ~ pH 5) 경우, NH4OH의 영향에 따른 2차

에칭 현상이 미미하지만, 유기용매 내 NH4O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pH 9 ~ pH 14), 이러한 2차 에칭이 증가되

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기공성 실리콘의 구조가 손상되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공성 실리콘의 비

표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표면형상에서 뚜렷한 변

화를 보인다. 이는 NH4OH가 강알칼리이며 실리콘 웨이

퍼의 미세입자를 세정하거나, 표면식각능력이 크기 때문

으로 여겨진다.
15-18)

3.2. 나노 구조적 특성

Fig. 3은 pH 값이 조절된 유기용매 내에서 표면 처리한

기공성 실리콘 샘플들의 XRD 결과이다. 전기화학에칭 기

법으로 제조된 기공성 실리콘은 GIXD(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ion) 기법으로 샘플을 1
o
 기울여 측정을 하였

을 때, 56
o
 2θ (theta) 회절각도에서 실리콘 기판의 피크가

강하게 나타났다.
19,20)

 또한 28.4
o
 회절각도에서 나타나는

실리콘 (111) 피크가 실험조건에 따라 변화 하였으며, 이

부분에서의 회절 실험을 수행하여, Fig. 3(a)와 같은 결과

Fig. 2. B.E.T. results of the porous Si. (a) B.E.T. surface of porous silicon dipped in the organic solvents with pH values ranging

from 1 to 14 and (b) mean pore diameter of porous Si.

Fig. 3. X-ray diffraction results of the porous Si. (a) The patterns obtained from the as-prepared samples (1) as well as the samples

dipped in the organic solvents with various PH values of 1(2), 5(3), 9(4), and 14(5), respectively; (b) variation in the nc-Si

size with pH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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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유기용매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

(111) 피크의 퍼짐현상(broadening)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기공성 실리콘 표면에서의 나노구조의 변화와 함께, 비정

질화가 진행 된 것으로 사료된다. 앞선 구조적 특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기용매 화학처리에 기인한 2차 에칭

이 진행됨에 따라 표면개질이 발생하며, 급속한 비정질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cherrer 방정식(1)을 적용하여,

실리콘 나노결정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21)

 λ는 XRD 타겟

의 파장 (Cu Kα, λ = 1.5406Å)이며 B와 θ는 회절피크

의 반치 폭과 중심점의 각도이다. 

(1)

Fig. 3(b)는 나노결정의 크기와 반치 폭의 크기를 도시

한 그래프이며,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반치폭은 1.5에서

6.0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른 실리콘 나노결정의 크기는

5.4 nm에서 1.3 nm로 감소하였다(Table 2).

 Fig. 4는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전과 후 기공성 실리

콘 샘플로부터 기록된 라만 스펙트라이다. 실리콘의 라만

분광 결과에서는 521 cm
−1 
에서 반치폭이 2.0 cm

−1 
인 예리

한 벌크 실리콘 피크가 나타나며, 490 cm
−1

 와 520 cm
−1 
사

이 영역에서 나노결정의 존재에 기인한 피크가 나타난다.

또한 480 cm
−1

 에서는 T.O. (Transverse optics) 진동을 나

타내는 비정질실리콘에 기인한 피크가 나타난다.
22,23)

 실

리콘 나노결정의 크기는 나노 실리콘결정 피크 (490-

520 cm
−1

)가 521 cm
−1
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기반한, 아

래 수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B 값은 벌크 실

리콘의 반치폭인 2.0 cm
−1
이 적용되며, ∆ω는 벌크 실리콘

피크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d
0.9λ

B cosθ⋅
-----------------=

Table 2. Variati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As-prepared As Well as the Porous Si Samples which were Chemically-Treated with

Organic Solvents with Particular pH Values

Sample
Si-nanocrystal size (nm)

Xc(%) Band gap (eV) Si-Hx fraction
d(XRD) d(Raman)

As-prepared 5.4 5.6 54.8 1.7 1.0

PH 1 3.3 4.0 55.7 1.7 2.6

PH 5 3.4 3.6 47.7 1.8 1.2

PH 9 2.9 3.3 50.5 1.9 1.2

PH 14 1.3 3.1 37.6 2.1 0.6

dXRD,Raman : Silicon nanocrystal sizes obtained by XRD and Raman S. measurements.

Xc : Nanocrystallite volume fraction of the nc-Si:H films

Si-Hx fraction : Intensity of Si-Hx peak in the FT-IR results on the basis of that of as-prepared samples.

Fig. 4. Raman spectra of the porous Si. Spectra (a) were obtained from porous silicon before organic solvent treatments. Spectra (b),

(c), (d) and (e) were obtained from the porous silicon dipped in the solvents with pH values of 1, 5, 9, and 1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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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선 XRD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

가함에 따라 나노결정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전기화학에칭

샘플과 pH 14에서 2차 화학 처리한 유기용매 샘플을 비교

했을 때 실리콘 나노결정의 크기는 5.6 nm 에서 3.1 nm로

감소하였다(Table 2). 이들 수치가 XRD 결과와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가할 때, 나노결정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성은 일치 하였다.

라만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기공성실리콘 내 나노결정의

분율을 얻기 위하여 450 cm
−1 
에서 520 cm

−1 
주파수 영역

에서 분리한 3개의 Gaussian 피크 중 2개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490 cm
−1

 와 520 cm
−1 
사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나

노 실리콘결정의 피크 (I
c
) 와 480 cm

−1 
영역에서 나타나는

비정질 상 (I
α

)에 관련된 피크이며, 박막 내 실리콘 나노결

정의 분율은 다음과 같은 식(3)으로 구할 수 있다.
24)

(3)

여기서 η는 기공성 실리콘의 라만 산란계수를 의미하

며, 물질의 분극률의 총합과 상관된 값을 갖는다. 결정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의 경우 1.0에 수렴한다.
23,24)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nc-Si의 피크 분율

이 Table 2에서 보이듯이 54.8%에서 37.6%로 감소하였

다. 이는 유기용매에 첨가되는 NH4OH의 함량이 증가할

때, 유기용매 내부에서의 2차 에칭이 진행되어, 표면에 비

정질 막을 생성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3.3. 화학적 특성

Fig. 5는 1, 2차 화학처리 전과 후의 샘플들에 대한 FT-

IR 결과이다. 기공성 실리콘은 전기화학에칭을 수행한

후에 표면에 H-보호막 생성이 발생하여 Si-Hx 결합이

나타난다. 이 결합 형태는 2000 cm
−1

- 2140 cm
−1 
영역에

서 늘임 진동(stretching mode)을 나타내며, 특히 주파수

2000 cm
−1

, 2080 cm
−1

 그리고 2140 cm
−1 
에서 Si-H, Si-H2,

Si-H3 결합과 상관된 진동모드의 결과를 관측할 수 있

다.
25)

 Fig. 4(a)에서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샘

플들에 대한 Si-Hx 결합의 면적비율을 계산하였을 때, 1

차 에칭 샘플보다 pH 1의 경우 2.55배 크지만, pH 14일

때는 0.63배로 나타났다(Table 2). 기공성 실리콘을 2차 화

학 처리한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가할 때, Si-Hx 결합의

피크 강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유기용매의 2차 에칭현상

으로 인해 표면의 개질이 변화하면서 H-보호막 생성이 줄

어들고, NH4OH에 의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 예측된다.

Fig. 4(b)는 Si-O-H 결합에 대한 FT-IR 스펙트라이며, 2

차에칭 조건에 따라 2250 cm
−1 
영역에서 늘임 진동(stret-

ching mode)의 강도변화를 보인다.
26)

 이 결과에서 2차 화

학 처리한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가할수록, 피크강도는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H-보호막(passivation) 대신

O-보호막이 발생하며, 기공성 실리콘의 표면에 비정질 산

화막이 발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Si-O 결합에너지

는 Si-Si 결합에너지 보다 약 100 KJ/mol이 크다.
18,27)

NH4OH와 같은 강알칼리성 물질로 인하여 산화막이 발생

할 때, Si-Si 결합을 파괴하고 내부로 침투 되는 이면산화

결합(back bond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5)

 이러한 변

화는 실리콘 나노결정과 산화막 계면에서의 격자 간 불

일치 및 비정질화를 유도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노 구

조적 특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XRD와

FT-IR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면산화결합으로 인하여,

국부적인 영역에서 나타났던 비정질화가 활발히 일어나

게 되어 기공성 실리콘의 개질조건과 나노구조적인 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3.4. 광학적 특징

Fig. 6은 2차 화학처리 전과 후의 기공성 실리콘 샘플

d 2π
B

ω∆
-------=

X
c

I
c

I
c

ηI
α

+
----------------=

Fig. 5. FT-IR results of the porous Si. Variation in the intensity of the Si-Hx (a) and Si-O-H (b) stretching vibration modes with

various PH value. Spectra (1), (2) were obtained from pure Si, and as-prepared samples. Spectra 3, 4, 5, 6 were recorded from

samples which were chemically treated in the organic solvents with pH value of 1, 5, 9, and 14, respectiv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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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PL 결과이다.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전 기공성

실리콘 샘플은 최대 발광강도를 나타내는 피크가 ~735 nm

였다. 유기용매의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점진적

으로 단파장대로 이동하였으며, pH 14의 유기용매인 경

우에는 ~583 nm 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파장 영역으로의

천이는 실리콘 나노결정의 크기변화와 연관이 있다. 실리

콘 나노결정의 크기와 밴드갭의 상관관계는 유효질량 이

론에 의하여 다음의 관계식(4)로 표현된다.
28)

(4)

위의 식 에서 1.56은 벌크 비정질 실리콘의 밴드갭을

의미한다. 나노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면 밴드갭의 구조가

간접 천이형 에서 유사-직접 천이형 으로 변화되며, 밴드

갭이 위의 식(4)에서처럼 확대된 효과를 얻게 되므로 단

파장 영역의 빛에너지 방출이 나타나게 된다. Fig. 6에서

관측된 발광피크 영역 대를 광학적인 밴드 갭으로 환산

하였을 때, 735, 723, 704, 664, 583 nm는 각각 1.69,

1.71, 1.76, 1.87, 2.12 eV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각각의 기공성 실리콘 샘플 발광강도는 유기용매의 pH

값에 따라 변하였다. 2차 유기용매 화학처리 전의 기공성

실리콘 샘플은 pH 1 유기용매로 처리 하였을 때 보다 발

광강도가 낮았으나, 불산이 함유된 pH 1, 5의 유기용매로

써 처리된 후에는 오히려 발광강도가 증가 하였다. 이는

에칭 이후 에칭용액 속에 포함된 O2와의 반응으로 인해

1차 에칭 후 미소한 산화막이 존재하지만 불산이 포함된

유기용매로 처리 하였을 때, 이러한 산화막이 불산에 의

해 제거되어 Si-H 결합이 비교적 쉽게 발광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H 값이 증가하게 되면

(pH 9-14) 유기용매 내부에 포함된 NH4OH에 의해 기공

성 실리콘 표면에 비정질 산화막 발생이 증가한다. 결과

적으로 나노결정의 수축이 발생하여 발광영역의 단파장

천이가 발생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라만 스펙트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비정질영역의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광에 기여

할 수 있는 실리콘 나노결정 분율이 감소된다. 따라서 발

광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전기화학에칭 기법으로 제조한 기공성 실리콘을 pH 값

이 각각 다른 유기용매로 처리 하여 표면의 화학적 결합

특성을 변화시켰다. 유기용매의 pH 값이 1에서 14로 증

가할 때, 기공성 실리콘은 2차 화학에칭이 발생하여 구조

물들의 손상이 발생 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기공의 평균

내경이 감소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

에 따른 나노실리콘결정의 크기는 5.4에서 3.1 nm로 감

소하였다. 유기용매 화학 처리시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성 실리콘의 표면에서 Si-H 결합이 점차적으로 감소

하고, Si-O-H 결합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유기용매 내부

의 NH4OH 로부터 유도된 비정질산화막이 기공성 실리

콘 표면에 생성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2차

유기용매 화학 처리한 기공성 실리콘에서 나노실리콘결

정의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단파장 영역대로 PL 피크가

이동하였다. 또한 발광 강도는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

공성 실리콘의 나노구조의 변화와 비정질 산화막의 영향

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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