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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imultaneous detection properties of organic vapor, pressure difference, and magnetic

field using a single rugate-structured free-standing porous silicon (RFPS) thin film. Both the wavelength and the intensity

of the rugate peaks were changed in the reflectivity spectrum measured at the thin film surface while the organic vapor was

exposed to the RFPS thin film. However, when the pressure difference and the magnetic field were exposed to the film, only

the rugate peak intensity was chang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the organic vapor is detected

by simultaneously changing the rugate peak wavelength and intensity. In addition, a method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essure difference and the magnetic field detection signal has been derived by rapidly modulating the direction of the mag-

netic field.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simultaneously detect and distinguish various objects using a single RFPS

thin film, and it is found that porous silicon can be utilized as a sensor 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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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성 실리콘(porous silicon)으로부터 광발광 (photoluminescence)

현상이 발견[1]된 이후 발광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광소자로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

재료를 이용해 센서의 감지부로 이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다

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기체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2-5], 그 이유는 다공성 실리콘이 나노 구조를 갖

는 미세공들로 이루어져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이 170-

230 m2/m3정도[6,7]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지대상

기체와 다공성 실리콘 표면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재료에 비해

월등히 커 상대적으로 큰 감응신호를 얻을 수 있다. 기체센서

연구와 더불어 다공성 실리콘을 이용한 압력센서[8], 바이오센

서[9]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공성 실리콘 센서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감응 대

상에 대한 신호 인출의 다양성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 결

과로서 대표적으로 다공성 실리콘에 유기증기가 접촉하면 전기

전도도, 광발광, 표면 간섭색의 변화가 일어남을 알게 되었고 이

를 감응신호로서 활용할 수 있다[10]. 이러한 다양한 감응 신호

중에서 가장 쉽고 민감한 감응 신호 인출 방법은 감지 대상물

과 다공성 실리콘이 접촉하는 동안 다공성 실리콘 표면의 반사

스펙트럼으로부터 간섭색의 파장과 강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다[7,11]. 이 광학적 감응 방식은 시료로부터의 원격 측정이

가능하고 비파괴적이며 큰 변화에 있어서의 육안 판독을 제공

하는 장점이 있다. 

광학적 감응 방식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공성 실리

콘 표면의 간섭색 변화를 극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주

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공성 실리콘 제작과정에서 에칭 전류밀

도의 설정을 통해 굴절률이 싸인꼴로 변하는 주기적 다층 구조

인rugate 구조를 갖는 다공성 실리콘을 제작하는 것이다. Rugate

구조를 갖는 다공성 실리콘은 표면 반사스펙트럼에서 특유의 작

은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과 강한 rugate

봉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12] 분석이 용이하고 민감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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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하기 쉽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벗어나 다공성 실리콘 센서에 다양

한 대상을 노출시키고 얻어진 감응신호로부터 구별성을 조사하

는 연구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일의 다공성 실

리콘 센서로부터 다양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대상을 감응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광학적 감응 방식을 기본으로 하

여 단일의 다공성 실리콘 박막에 유기증기, 압력차, 자기장을

동시에 인가하고, 측정된 감응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

의 대상에 대응하는 신호를 구분해내는 방법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Rugate 구조를 갖는 자립형 다공성 실리콘 박막

(RFPS)의 제작

Rugate 구조를 갖는 다공성 실리콘(Rugate-structured Porous

Silicon; RPS)은 비저항 0.02 Ω·cm 의 p-type (100) 단결정 실리

콘 기판(Nilaco, 500440)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그리고 제작된

RPS 층을 실리콘 기판으로부터 분리시킨 rugate 구조를 갖는 자

립형 다공성 실리콘 (Rugate-structured Free-standing Porous

Silicon; RFPS)박막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Fig. 1과 같이 총

2차에 걸친 전기화학적 에칭이 이루어졌다.

1차 에칭은 RPS 층을 실리콘기판 위에 형성하기 위한 단계

로, 15.0% HF 용액 속에 단결정 실리콘 기판을 넣고, HF 용액

에는 음극을 기판에는 양극을 연결하여 최대 전류밀도 50.0 mA/

cm
2
, 최소 전류밀도 20.0 mA/cm

2
, 주기 7.0 s 의 sin 파형 에칭

전류를 250회 반복하여 흘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전원공급기

(Agilent, E3634A)의 제어를 위해 LabVIEW가 사용되었다. 

2차 에칭은 1차 에칭으로 제작된 RPS 층을 실리콘 기판으로

부터 분리한 RFPS 박막을 얻기 위한 단계로, 3.3 %의 HF 용

액 속에서 13.0mA/cm2의 일정한 전류 밀도를 200.0 s 동안 공

급하였다. 이를 통해 RPS 층과 실리콘 기판 사이의 계면영역이

전해 연마되어 RPS 층이 기판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RFPS 박

막이 얻어졌다.

RFPS 박막은 유기증기의 감응효율을 높이고 박막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기로(LabHouse, DMF-3)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300.0 
o
C로 30 min간 열처리되었다. 

2.2 RFPS 박막을 이용한 유기증기, 압력 및 자기장 감

응 실험 장치

RFPS 박막을 이용하여 유기증기, 압력 및 자기장을 감응하는

센서장치의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RFPS 박

막은 원통형 구멍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판 위에 놓여졌다. 그

리고 박막의 상단은 대기압 P2에 노출되고 하단은 다이아프램

진공펌프(KNF, N816.3KT.18)를 연결하여 대기압보다 낮은 압

력 P1을 만듦으로써 RFPS 박막을 폴리카보네이트 판에 고정시켰다. 

압력계(Vernier, GPS-BTA)를 사용해 P1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였고, 박막 양단의 압력차 ΔP=P2-P1는 박막과 진공펌프 사이에

있는 leak valve를 이용해 조절하였다.

유기증기를RFPS 박막에 안정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기체챔버

를 제작하였다. 챔버 측면에 배관을 연결하여 기체발생기에서

Fig. 1. Manufacturing process for obtaining RFPS thin film from sin-

gle crystal silicon wafer.

Fig. 2. Schematic of sensor system for detection of organic vapor,

pressure difference and magnetic field using a single RFPS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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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 IPA) 증기가 주입되

도록 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체검출기(RAE Systems,

PGM-7340)를 장착하여 주입되는 유기 증기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챔버의 상부 중심에는 원형 구멍을 제작하여 나선광섬유

(bare optical fiber, Thorlab, BFL48-600)가 삽입됨으로써 그

끝이 RFPS 박막 표면의 근처까지 접근되도록 하였다. 나선광

섬유는 분기광섬유(bifurcated optical fiber, Ocean optics,

QBIF600-UV-VIS)와 연결되는데, 분기광섬유의 두 끝은 텅스

텐광원(Ocean optics, LS-1)과 분광기(Ocean optics, USB

2000+)에 각각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텅스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분기광섬유를 경유

하여 나선광섬유로 전달되고 RFPS 박막의 표면에 빛을 조사하

게 된다. 그리고 시료 표면에서 반사된 빛은 나선광섬유를 경유

하여 분기광섬유로 전달됨으로써 최종 분광기로 전달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RFPS 박막 표면의 반사스펙트럼이 분광기로 얻

어진다.

RFPS 박막의 아랫면에는 지름 4 mm, 두께 2 mm의 네오디뮴

자석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이 시료의 법선과 평행하게 외부 자

기장이 인가되도록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를 장착하였다. 솔레

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는 양극성전원공급기 (bipolar operational

power supply/amplifier, Kepco, BOP 36-6DL-4886)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자기장 강도는 솔레노이드의 한쪽 면으로부터 0.8 cm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장 센서(Vernier, MG-BTA)를 통해 측정

되었다. 

Fig. 3은 Fig. 2에서 보여진 RFPS 박막 주변의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박막 양단의 압력차 ΔP 에 의해 평

평했던 박막이 아래로 볼록하게 변형되고,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장이 인가되는 장면을 나타낸다. 또한 박막의 수직 상단부

에 나선광섬유가 설치되어 박막 표면의 반사스펙트럼이 실시간

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RFPS 박막의 외관, 반사스펙트럼, 표면 및 단면 전

자현미경 이미지

Fig. 4는 제작된 RFPS박막의 외관 모습, 반사스펙트럼, 그리

고 표면 및 단면에 대한 전자현미경 이미지이다. Fig. 4(a)와 같

이 RFPS 박막은 2차 에칭 과정을 통해 실리콘 기판이 성공적

으로 제거되어 박막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RFPS 박막

표면에서는 rugate 구조 특유의 단일 간섭색(이 경우에는 푸른

색)이 나타나 시료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b)는 시료의 표면에서 측정한 반사스펙트럼이다. Fig. 4(a)에

서 관찰되는 단일 간섭색에 대응하여 505 nm에서 rugate 봉우

리가 나타나 강한 반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rugate 봉우리 주

변 간섭무늬의 진동 진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관찰되어

rugate 구조가 갖는 전형적 광학적 특성이 관찰되었다.

Fig. 4(c)는 RFPS박막 표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로서 약 42

nm 전후의 골격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 골격들 사이에는 HF용

액의 침투경로에 해당하는 수 많은 미세공 들이 존재하는데 시

료의 표면에서 깊이 방향으로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Fig.

4(d)는 시료의 단면 전자현미경 이미지이다. 세로방향으로 골격

들이 관찰되며, 골격과 골격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공의 직경은

약 30 nm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Fig. 4(d)에서는 rugate 구조를

Fig. 3. Details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around the RFPS thin

film shown in Fig. 2.

Fig. 4. (a) The appearance, (b) reflectivity spectrum, (c) surface and

(d) cross-sectional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the RFPS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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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가로 방향의 여러 층들이 존재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가로방향 줄무늬의 밝은 부분은 1차 에칭과정에서 공급한

낮은 전류밀도에 의해 제작된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높은 전

류밀도에 의해 제작된 부분이다. 한 주기의 줄무늬 두께는 약

152 nm로 측정되었다.

3.2 유기증기, 압력에 대한 RFPS 박막의 감응

Fig. 5는 RFPS 박막에 IPA 유기증기와 압력차 ΔP 가 각각

인가될 때 박막표면의 반사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rugate 봉우

리 파장과 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Fig. 5(a), (b)는 IPA 유기증기

에 대한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RFPS에

유기증기가 노출될 때 봉우리 파장은 장파장 쪽으로 이동되고,

봉우리 강도는 증가되었다. 

그러나 유기증기가 제거되면 봉우리 파장과 강도 모두 원래

의 기저상태로 돌아왔다. 또한 유기증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봉

우리 파장과 강도 모두 변화폭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RFPS 박막의 미세공에 더욱 많은 유기증기가 흡

착될수록 박막의 전체적인 굴절률도 더욱 크게 증가하기 때문

이다. 여기서 유기증기 농도 증가에 따른 봉우리 파장과 강도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는 유기증기 농도 변화에 따른 RFPS 박막의 굴절률 변화와 시

료 표면의 반사스펙트럼 변화에 대한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아울러 다공성 실리콘의 장점은 에칭 과정에서 전류밀도

와 에칭 시간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층의 깊이에 따른 굴절률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추가 연구가 완성됨으로써 최적화된 층의 깊이 방향 굴절률 분

포가 얻어진다면, 에칭 조건의 변화를 통해 유기 증기 농도의

함수로서 봉우리 강도와 파장의 선형적 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c), (d)는 RFPS 박막 상·하부에 인가된 압력차 ΔP 에

따른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박막 양단에

0-6.82 kPa의 ΔP 가 단계적으로 인가되고 사라지는 동안 rugate

봉우리 파장은 Fig. 5(c)에서와 같이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

았다. 이에 비해 Fig. 5(d)에서는 봉우리 강도가 단계적으로 감

소되었다가 증가하는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었다. 

유기증기와는 달리 ΔP 에 따라 rugate봉우리 파장은 변하지

않고 강도만 변하는 이유는 굴절률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고,

박막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Fig. 3에서와 같이 ΔP 에

의해 압력이 낮은 쪽으로 박막이 볼록하도록 변형되고, 이로 인

해 광섬유나선으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이 박막이 평평

할 때보다 변형되었을 때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5의 중요한 특징은 유기증기와 압력에 대해 감응 구별성

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유기증기의 농도에 따라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는 모두 증가하지만, 압력차에 대해서는 봉우리 파

장은 변하지 않고 강도만 감소한다. 그러므로 단일의 RFPS 박

막에 유기증기와 압력차가 동시에 인가되면 봉우리 파장의 변

화여부와 강도 변화의 증감 유무를 통해 두 감응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3.3 자기장에 대한 RFPS 박막의 감응

Fig. 6은 대기압하에서 솔레노이드로 만든 자기장을 네오디뮴

자석이 부착된 RFPS 박막에 인가할 때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외부 자기장이 0.0-7.0 mT까지 인가되고

사라지는 동안 Fig. 6(a)와 같이 rugate 봉우리 파장에서는 어떠

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Fig. 6(b)와 같이 봉우리

강도는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또한 RFPS 박막에 인가되는 자기

장 강도가 증가할수록 봉우리 강도의 변화폭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P 가 RFPS 박막에 인가될 때와 같이 박막 변형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P 가 인가될 때 RFPS 박막이 아

래로 볼록하게 변형되어 봉우리 강도가 감소된다면, 자기장의

경우 반대로 위로 볼록하게 변형되어 봉우리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박막 변형에 의한 봉우리강도 변화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연구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유기증기와는 달리 압력차

△P 와 자기장 모두 RFPS 박막의 굴절률 변화를 일으키지 않

으므로 Fig. 6(a)와 같이 봉우리 파장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

하다 할 수 있다.

RFPS 박막을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따른

rugate 봉우리 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6.65 mT에서 6.52 mT까지 단계적

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봉우리 강도는 0.00 mT를 기준

으로 대칭적으로 변하였다. 즉 봉우리 강도는 인가되는 자기장

의 세기가 클수록 변화폭이 컸으며, 자기장의 방향이 반전되었

을 때 봉우리 강도의 변화방향도 반전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RFPS박막이 자기장의 강도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Fig. 7의 삽입그림은 인가된 자기장 세

Fig. 5. Changes in the rugate peak wavelength and intensity when

different (a, b) organic vapor concentrations and (c, d) pres-

sure differences are applied to the RFPS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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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른 rugate 봉우리 강도의 변화를 선형함수로 최적화하고

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수정된 R의 제곱값(Adjust R-Square)이

0.998로 나타나 선형성이 높음을 알았으며 기울기는 18.895

intensity/mT 로 나타났다. 

3.4 유기증기, 압력, 자기장에 대한 RFPS 박막의 동시 

감응 특성

Fig. 8은 단일의 RFPS 박막에 유기증기, 압력, 자기장을 동시

에 인가할 때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0-200 s까지는 IPA유기증기농도=0 ppm, ΔP=0 kPa, 자기장

=0 mT로 유지하여 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의 초기상태를 확

인하였다. 그리고 200-1100 s 동안에는 유기증기농도=6300 ppm

을, 400-900 s동안에는 ΔP=6.30 kPa을, 600-700 s동안에는 자

기장=±3.00 mT를 RFPS 박막에 인가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Fig. 6. Changes in the rugate peak (a) wavelength and (b) intensity

when a magnetic field is applied to the RFPS thin film with

neodymium magnet.

Fig. 7. The change of rugate peak intensity according to direction and

intensity of external magnetic field passing through RFPS thin

film. The inset shows the change in peak intensity fitted with

a linear function as a function of the magnetic field.

Fig. 8. Changes in rugate peak (a) wavelength and (b) intensity while

applying organic vapor, pressure difference, and magnetic

field to a single RFPS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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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s까지는 다시 유기증기농도=0 ppm, ΔP=0 kPa, 자기

장=0 mT로 변경하여 초기상태로의 회복을 확인하였다. 

Fig. 8(a), (b)와 같이 6300 ppm의 IPA 유기증기가 RFPS 박

막에 노출될 때 Fig. 5(a), (b)에서와 동일하게 봉우리 파장과 강

도는 모두 노출 전에 비해 증가되었다(Fig. 8의 200-400 s). 이

상태에서 ΔP=6.30 kPa를 인가하자 Fig. 5 (c), (d)에서와 동일

하게 봉우리 파장은 변하지 않고 강도만 급격히 감소되었다(Fig.

8의 400-600 s). 이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기증기

와 압력이 동시에 RFPS 박막에 인가될 때 봉우리 파장과 강도

의 변화로부터 두 물리량의 구분이 가능함을 뜻한다. 즉 봉우리

파장과 강도가 동시에 변화되었다면 유기증기를 감응한 것이

고, 봉우리 파장의 변화 없이 봉우리 강도만 변하였다면 압력을

감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PA 유기증기농도=6300 ppm, ΔP=6.30 kPa이 인가된 상태에

서 +3.00 mT와 -3.00 mT의 자기장을 교대로 인가하면 Fig. 6,

7에서와 동일하게 봉우리 파장의 변화 없이 강도만 변화되었다

(Fig. 8의 600-700 s). 이 결과는 자기장과 압력차가 모두 봉우

리 파장의 변화 없이 봉우리 강도만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

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자기장의 경우 자기장 방향의 주기적 변

화로 Fig. 8(b)에서와 같이 봉우리 강도의 주기적 변조를 관찰

함으로써 압력과 자기장 감응신호를 쉽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는 단일의 RFPS 박막을 이용하여 유기증기, 압력

차, 자기장을 동시에 감응할 수 있고, 감응신호의 구분도 가능

함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증기, 압력차, 자기장에 대한 RFPS박막의

감응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감응 신호로부터 세 물리량의 구분

성이 존재함을 알았다. RFPS에 IPA 유기증기가 노출될 때 박

막 표면의 반사스펙트럼에서rugate 봉우리 파장과 강도의 변화

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압력차와 자기장은 봉우리 파장의

변화 없이 봉우리 강도만 변화되었다. 따라서 봉우리 파장의 변

화여부로부터 유기증기 감응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압력차와

자기장의 경우에는 rugate 봉우리 강도만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

상은 동일하지만 RFPS박막을 투과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빠르

게 변조함으로써 압력과 자기장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향후 압력차와 자기장에 의한 박막 변형이 rugate봉우리 강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유기증기농도에 따른 rugate 봉우리 파장

과 강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우수한 신호구분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 장치의 성능 개

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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