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8 … NICE, 제33권 제6호, 2015

하이라이트

1. 서론

실리콘(Si)은 현대 반도체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

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Si 기반의 공정은 지난 50여 

년간의 산업적 응용을 거치며 점점 더 정교하게 확립

되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

쳐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다양한 영역에 대

한 전기 및 전자 소자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한, Si는 풍부한 자원성에 기반한 생산 및 공급으로 

인해, 소자의 제조 단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신문의 활자 한 글자를 프린트하는 것

보다 Si 기반의 트랜지스터 한 개를 제조하는 것이 공

정 단가 측면에서 더 저렴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렇듯,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혁명의 동력이 되는 Si는 그 특정한 결정구조를 가

지고 있는데, 이 결정구조는 소위 다이아몬드 큐빅

(diamond cubic)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특정 원자배

열 구조는 전통적인 반도체 결정 제조 공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Si는 

집적 회로부터 태양전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자들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벌크형태로 존

재하는 다이아몬드 큐빅의 Si의 물성이 고정되어있

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Si의 유용성

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

나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결정구조를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을 새로운 구조로 재조정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

기는 데에서 기반한다. 

만일 다른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구조로부터 어

떤 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물성을 갖

는 “새로운 물질”로부터 어떤 분야에 대한 응용이 기

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반도체 나노 재료물질들에 대해 꾸준히 지

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Si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1

차원 구조의 나노와이어(nanowire) 시스템에 대하여 

와이어의 방향, 결정 상(crystal phase), 지름 등의 형

태적 요소들을 제어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나노와이어의 구조

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은 광전자, 광전, 또한 열

전등의 다양한 소자 응용에 요구되는 물성을 고도로 

제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기체-액체-고체(vapor-liquid-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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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 방법이라 불리는 화학적 증기 기상 증착을 통

한 Si 나노와이어의 결정 성장 및 표면화학이 가지는 

역할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조적 제어가 가능한 

형태적인 요소 – 나노와이어의 성장 방향, 결정상

(crystal phase) 구조, 지름 조절(diameter modulation) 

등에 대한 조절 관련 연구들의 내용 및 응용 가능성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VLS 성장을 통한 반도체 나노와이어의 

제조 및 표면화학의 중요성

1960년대에 Wagner와 Ellis는 1차원 구조의 Si 단

결정이 금속을 촉매로 이용하여 증기상의 원료물질

로부터 합성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였으며 이 방법

은(VLS) 성장으로 불린다 [1]. 그림 1에 나타난 것처

럼, VLS 성장에서는 증기상의 원료물질(SiH4, Si2H6, 

SiCl4 등)이 나노와이어 성장의 원료로 사용되며, 

substrate상에 존재하는 Au나 Al 등의 금속 촉매들의 

표면에서 분해되어 액상의 합금 방울(alloy droplet)을 

형성하게 된다. 지속적인 원료물질의 공급으로 인

해 합금내 Si의 농도가 과포화를 이루게 되면 결정핵

의 형성이 고체 substrate와 액체 합금간의 계면에서 

일어나 1차원 구조의 결정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나노와이어의 성장은 합금 촉매에 대한 

원료물질 분자의 이동과 촉매 방울의 활성도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비평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Si 나노와이어의 VLS 성장에 사용되는 촉매로는 

일반적으로 금이 사용되는데 이는 금과 Si이 합금을 

형성하면 363 ℃에서 녹는 깊은 공융점(deep eutectic)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온에서 분해

가능한 수소화 원료물질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나노와이어의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

다. 또한, 나노와이어의 성장은 합금 방울이 VLS 성

장 동안 촉매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성장 시간에 

따라 조절가능하며, 측면 방향 성장 역시 기체상 원

료물질의 압력, 성장이 일어나는 기판(substrate)의 온

도, 합금 방울의 크기, 나노와이어의 밀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콜로이드 용액 내에서 나노결정입자를 합성하는 

경우, 특정 결정면에 존재하는 계면활성 분자들의 

선택적 흡착에 따라 동역학적으로 제어되는 계면 에

너지의 변화에 의해 결정 성장이 큰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2]. 한쪽 결정표

면에만 유기 계면활성 분자들을 흡착시켜 비등방형

의 막대 모양의 나노입자를 합성하거나, 각 결정표

면이 갖는 표면 에너지가 다름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결정 표면 성장 속도를 제어하여 더 복잡한 형태의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다 [3]. 이러한 예

를 통해 결정 성장에 있어 노출된 결정 표면의 안정

화를 통한 표면화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 결정 표면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의 흡착에 관한 연구 결

과들로부터 증기상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결정 표면

도 선택적인 안정화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5].

VLS 성장을 이용한 나노와이어의 합성의 경우, 

수소화물 기반의 원료물질들(SiH4, Si2H6)은 촉매 표

면에서 분해되어 수소 원자를 발생시킨다. 이 수소

원자들은 VLS 성장이 가능한 온도 범위보다 일반적

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표면으로부터 탈착하게 된

다. 2차원 구조의 Si 박막을 성장시킬 때 표면에 존

재하는 수소의 탈착이 전체 성장의 율속 단계(rate 

limiting step)임을 고려하면, VLS 성장 중에 나노와이

그림 1. Si 나노와이어의 VLS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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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측면에 존재하는 수소가 표면 에너지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계

면에너지의 조절이 VLS 나노와이어의 구조를 제어

하는 데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성장방향 제어 및 kinking 초구조의 제조

반도체 나노와이어의 성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성장 조건의 차이에 따른 성장 방향의 변

화(kinking)가 있다. 예를 들어, Si 나노와이어의 경

우 성장 온도가 약 500 ℃, 압력이 0.2 mTorr일 때

는 <111> 방향으로 자라다가, 400 ℃, 0.7 mTorr의 성

장 조건에서는 <112> 방향으로 꺾여서 자라게 되는

데 [6], 이러한 kinking은 나노와이어의 측면 결정면

(sidewall facet)방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11) 방

향의 기판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자라는 <111> 나노

와이어의 경우 서로 다른 6가지 {112} 방향의 측면 결

정면을 가지며, 그 표면은 합금 방울로부터 확산된 

금 원자들로 덮여 있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그러

나 <112> 방향으로 성장하는 나노와이어의 경우 측

면 결정면의 방향이 2개의 {111} 방향과 4개의 {110}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금 원자는 <111> 나노와이어 표면보다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6].

앞서 언급했듯이 수소화 원료물질의 분해로 발생

되는 수소원자와 나노와이어 결정 측면에 존재하는 

Si 원자간의 화학결합 형성으로 인한 표면 에너지의 

변화는 이러한 kinking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i 나노와이어의 성장 

중에 표면에 존재하는 Si-H 결합을 in situ 적외선 분

광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2a에 

나타내었다 [7]. 일반적으로 112 방향으로 성장하는 

나노와이어의 경우 표면에서 더 많은 양의 수소결합

이 관찰되는데, 이는 낮은 온도 조건에 따른 표면 수

소의 탈착 속도 둔화와 동시에, 높은 압력에 따른 수

소원자의 결정 표면에 대한 전달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표면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의 증가로 인해 

{111} 방향 측면 형성이 안정화되어 나노와이어의 성

장 방향이 <112> 방향으로 선호된다. 표면 수소결합

의 농도와 성장방향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Si 

나노와이어의 성장 중에 수소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림 2. (a) <111> 및 <112> 성장 방향 Si 나노와이어의 표면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에 대한 실시간 in situ IR 분석, (b) 실시간 in situ IR 분
석을 통한 표면 수소결합과 <111>/<112> 세그먼트로 이뤄진 Si kinking 초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c) CH3-GeH3의 선택적 도입을 통한 Ge 
kinking 초구조의 제조, (d) 다양한 형태의 Si kinking 초구조를 응용한 bioprobe의 예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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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나노와이어 내에 다양한 방향으로 kinking이 일

어나는 초구조(superstructure)를 합성할 수 있다(그림 

2b) [8]. 이러한 kinking 초구조는 단지 수소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로 결정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과 결

합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기들의 선택적 도입을 통해

서도 가능하다. 저마늄(Ge) 나노와이어의 경우 메틸

저메인(methyl-germane, CH3-GeH3)의 분해로부터 

비롯되는 메틸기의 결합에너지를 이용하여 VLS성장 

중에 성장 방향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다(그림 2c) [9].

Kinking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형성되는 규칙적

인 형태의 초구조는 일반적인 1차원의 직선구조들과 

달리 VLS 나노와이어 성장의 특징적인 장점과 결합

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초구조의 성장 

중에 kinking이 일어나는 junction 근처에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써 p-n 다이오드나 field-effect transistor

를 제조할 수 있으며 [10], 제조된 소자들은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 2d에 나타낸 것처럼 세포 내

에서의 생화학적 신호를 측정하는 바이오센서에 적

용된 바 있다 [11].

4. 결정구조 제어

VLS 방법을 통해 성장하는 반도체 나노와이어의 

또다른 구조적 특징으로는 결정 내 결함(defect)이나 

zinc blende(ZB) / wurtzite(WZ) 등의 결정상의 형성이 

선택적으로 제어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나노와이어의 내부에서 결함 구조의 형성이 규칙적

으로 생길 때 이를 결함 초구조(defect superstructure)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함 구조의 형성을 정확히 조

절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광학적, 전기적, 열물리

적 성질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12, 13]. III-V 나

노와이어 시스템의 경우, <111> 성장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111} 트윈 경계면(twin boundary, TB)이나 

적층 결함면(stacking fault, SF)들의 형성이 자주 일

어난다. 최근 이러한 결함면들의 형성을 규칙적으

로 실현한 트윈 초구조(twinning superstructure) 및 ZB

와 WZ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상 초구조(crystal 

phase superstructure)의 합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나

노와이어 성장중에 높은 정밀도를 가진 결정구조 제

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3a) [14].

Si이나 Ge같은 IV족 나노와이어의 경우 III-V 나

노와이어들과는 달리 {111} 트윈 경계면이 <111> 성

장 방향에 수직이 아닌, <112>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

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II-V 시스템에서

그림 3. (a) III-V 나노와이어의 트윈 및 결정상 초구조의 예시 [14], (b) Si 나노와이어의 결함 초구조 제조, (c) 수소결합의 증가로 인해 트
윈 결함면 생성시에 발견되는 {111} 측면 결정표면, (d) Si 나노와이어 기반의 트윈 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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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Z에 대응하는 hexagonal polytype이나 트윈 초

구조등의 형성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자연적인 VLS 성장 조건 하에서 이러한 IV족과 

III-V족 시스템의 결함 구조 형성이 차이가 나는 근

본적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표

면화학을 이용한 표면에너지의 변화를 통해 그림 3b

에 나타낸 것처럼 Si 나노와이어의 내부에 선택적으

로 결함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즉, VLS성장조건을 

빠르게 조절함으로 인해 TB나 SF등의 결함면의 형

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111>방향 성장

조건을 유지하다가 짧은 시간동안 증기상 원료물질

의 분압을 높임과 동시에 기판 온도를 낮춤으로써 

일시적으로 나노와이어 표면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

을 증가시키면 (1) <111>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TB

나, (2) 19.5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2개의 TB가 연속적

으로 존재하는 SF가 발생된다. TEM을 이용한 결함 

구조의 분석결과 일시적으로 표면의 수소농도가 급

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기존의 {112} 측면으로부터 

수소결합으로 인해 {111} 표면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c) [15]. 

중요한 것은, 단결정 나노와이어 내부에서 결함

구조의 형성은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조건 

변화에 따라서만 발생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상관관

계를 이용하여 단일 나노와이어 내부에 사용자가 원

하는 위치에 결함면을 도입할 수 있는 결함 엔지니

어링(defect engineering)이 가능하다. 또한, {112} 방

향의 측면결정면을 갖는 <111> 방향 Si 나노와이어의 

경우, 표면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111}  결정표면의 

형성이 선호되는 조건하에서는 III-V 시스템에서 관

찰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트윈 초구조의 형성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그림 3d) [16].

5. 나노와이어의 지름 제어

VLS 나노와이어의 지름은 대개 결정화가 일어나

는 촉매와 나노와이어의 계면의 크기로부터 결정된

다. 수소화 원료물질로부터 성장이 이뤄질 때 나노

그림 4. (a) 나노와이어 측면성장에 의한 tapering [17], (b) 표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Ge 나노와이어 지름 조절의 모식도, (c) Ge 나노와
이어 표면에 존재하는 methyl group에 대한 실시간 IR 분석, (d) 다양한 형태로 지름이 제어된 Ge 나노와이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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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측면 표면에 수소결합이 존재하면 결정 표면

에서 원료물질의 분해로 인한 측면 방향 성장은 일

어나지 않으나, 탈착 온도 이상에서 성장이 지속될 

경우 원료물질의 표면 분해가 가속화되고 측면성장

이 일어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tapering이 발생한다

(그림 4a) [17].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측면에 존재

하는 표면기능기 그룹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측

면 방향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단일 나노와

이어 내에서의 지름이 조절된 구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4b에 표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Ge 나노

와이어의 지름 조절의 예시를 보였다. Ge 나노와

이어는 375 ℃ 이상의 조건에서 <111> 방향으로 성

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온도범위에서는 Ge-H 

결합(3.6eV)이 분해되어 측면 표면에서 수소의 탈

착 및 Ge layer의 성장이 일어나지만, tetramethyl 

tin(Sn(CH3)4)를 이용하여 표면에 Ge-C 결합(4.7 eV)

을 형성시키면 표면상에 메틸기가 유지되어 Ge layer

가 성장할 수 없어 tapering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이러한 Ge-H 및 Ge-C표면 결합의 상대적 변화를 나

노와이어 성장중에 실시간으로 측정한 in situ 적외선 

분광을 통해 실측한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바 있

으며(그림 4c) [19],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나노와

이어 성장 중에 표면 결합이 가능한 기능기들의 농

도나 도입 시점등을 조절해주면 다양한 형태의 지름 

조절 구조를 얻을 수 있다(그림 4d).

구조 제어의 측면에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나

노와이어의 지름 조절의 예시들이 최근 몇 차례 보

고된 바 있다. University of North Calorina의 James 

Cahoon 그룹에서는 Si 나노와이어의 성장 중에 PH3

를 dopant로 사용하여 도입 시점 및 농도를 조절하여 

doping시키고, 성장 종료후 KOH를 이용하여 도핑이 

되지 않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etching하였다. 이를 

통해 10 nm이하의 정밀도를 가지고 Si 나노와이어의 

지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형성

된 구조를 이용하여 플라즈모닉스나 비휘발성 메모

리 등의 소자에 대한 응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20]. 

한편, 성장이 끝난 <112> 방향 나노와이어를 열

처리 하면서 동시에 원료물질을 도입하게 되면 나노

와이어 측면에서 layer성장이 core-shell 형태로 일어

나게 되는데, 1차원 구조의 길이 방향을 따라 shell의 

형성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Plateau-Rayeigh 메커

니즘을 이용한 나노와이어 지름 조절의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21]. 이는 기본적으로 <112> 방

향 나노와이어의 경우 측면 구조가 {111}, {113}, {110} 

등의 다른 표면 에너지를 가지므로 각 측면에 대한 

shell의 상대적인 성장 속도의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반도체 재료는 나노 단위의 구조화를 통하여 기

존 벌크상과는 다른, 새로운 물성을 가질 수 있는 가

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매우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반도체 나노구조 관련 연구들 중 1차원 형

태의 나노와이어의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VLS 

방법을 사용할 때 성장 방향이나 결정 구조, 지름 등

의 다양한 구조 제어가 가능하다는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형태가 제어된 나노와이어 구조

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자 공정과 연계하여 생체신호

를 측정하는 바이오센서, 열전 및 광전자 소자, 촉매, 

플라즈모닉스, 메모리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각 응용 분야에서 요

구되는 물성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 구조를 정확히 디자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노와

이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프로

세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본고에서 소개된 나노와이어의 측면 결정표면

에서 일어나는 표면화학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정

확한 구조 제어를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접근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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