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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ilica nanowires were formed using silicon oxide films with different oxygen contents,
and their micro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ilica nanowires
formed using Si wafers. The silicon oxide films were fabricated by using a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Silica nanowires were formed by thermally annealing silicon oxide films
coated with nickel films as a catalyst. In the case of silicon oxide films having an oxygen content of
approximately 50 at.% or less, the formation mechanism, micro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nanowires were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ilicon wafer. In particular, the
uniformity of the thickness showed better behavior in the silicon oxide films. These results imply
that silicon oxide films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for fabricating high-quality silica nanowires at
low cost.
PACS numbers: 81.0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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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소 함유량이 다른 산화 실리콘 막을 사용하여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고,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미세구조 및 물리적 특성을 Si 웨이퍼를 사용하여 형성된 실리카 나노 와이어와 비교 분석
하였다. 산화 실리콘 막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실리카 나노 와이어는
산화 실리콘 막 표면에 촉매 물질로 니켈 막을 진공 증착한 후 열처리를 통해 형성하였다. 산소 함유량이
약 50 at.% 이하의 산화 실리콘 막의 경우 나노 와이어 형성 메커니즘, 미세구조 및 물리적 특성 등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와 거의 차이점이 없었으며, 특히 나노 와이어의 굵기의 균일성은 산화 실리콘 막에서
더 우수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가로 양질의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는 대체재로서
산화 실리콘 막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PACS numbers: 81.0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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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실험 방법

실리카 나노 와이어 (nanowire) 는 광전 소자에서 마이
크로 도파관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 체적 대
표면적의 비율이 높아 다양한 금속으로 와이어의 표면을
코팅하여 바이오센서 [2–4] 등으로 응용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응용성 때문에 나노 와이어의 제조 및
물리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10].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는 여러 방법 중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는 방법은 금속 촉매를
이용한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제조이다 [11–15]. 이 경우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구성 성분인 Si 원자의 공급원으로 Si
웨이퍼를 사용하며, Si 웨이퍼 위에 촉매용 얇은 금속 (Au,
Pt, Pd, Co, Ni 등) 막을 코팅한 후 열처리를 통해 나노
와이어를 형성한다.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나머지 구성
성분인 O 원자는 미량의 산소가 포함된 Ar 혹은 N2 와 같은
형성 가스 (forming gas) 환경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O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Si 웨이퍼를 기반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웨이퍼가 고가인
관계로 필수적으로 높은 나노 와이어의 제조비용을 수반한
다. 또 한 웨이퍼는 면적의 제한성으로 인해 나노 와이어의
대량 제조가 어렵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다량의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Si 웨이퍼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 물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i 웨이
퍼를 대체하여 산화 실리콘 (SiOx ) 막을 기반 물질로 사용
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SiOx 막은 산소와 혼합된
사일렌 (SiH4 ) 가스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법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으로 제조할 수 있어 박막 제조비용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
라, 대면적으로 박막 제조가 가능하고 따라서 다량의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할 수 있다. 특히 SiOx 막은 O 원자의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나노 와이어 형성 가스에 인위
적으로 산소를 혼합하는 과정을 배제하여 제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SiOx 막을 이용한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형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PECVD 에 의해 제조된 SiOx 막과 Ni
금속 막을 촉매로 사용하여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
고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사일렌 (SiH4 ) 과
아산화질소 (N2 O) 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하여 SiOx 막을
제조하였으며 표면에 Ni 막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통해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였다.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Si 웨이퍼의
나노 와이어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 경우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하는데 Si 웨이퍼의 대체재로서 SiOx 막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산화 실리콘 (SiOx ) 은 질소로 희석된 5% 사일렌 (SiH4 )
과 아산화질소 (N2 O) 를 섞어 만든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13.56 MHz의 RF 교류전원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화학기
상 증착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SiOx 막을 증착하기 위한
기판은 이산화규소 (SiO2 ) 막이 코팅된 p-형 Si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SiO2 막은 실리카 나노 와이어가 형성될 때
Si 웨이퍼로부터 Si와 O 원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약 650 nm이었다. SiO2 막은 SiOx
막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량의 N2 O 가스를 섞은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SiO2 막을 형성한 후 계속하여 그
위에 SiOx 막을 형성하였다. 혼합 가스는 반응기 속으로
들어가는 SiH4 가스의 흐름을 200 sccm로 일정하게 유지하
고 N2 O 가스의 흐름을 달리하여 만들었으며 산소의 흐름
을 변화하여 O의 함유량이 다른 SiOx 시료를 제조하였다.
박막 제조시 플라즈마 반응기 내의 가스 압력은 1.5 torr,
기판 온도는 380 ◦ 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시료의 Si와
O 원자의 구성비는 X-선 광전자 분석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으로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시료 제조
조건 및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리카 나노
와이어는 니켈 (Ni)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형성하였으며,
Ni 막은 SiOx 막 위에 진공 증착법으로 형성하였다. 결과
비교를 위해 모든 SiOx 시료들과 Si 웨이퍼를 함께 넣어
동일한 두께의 니켈 막을 형성하였으며, 니켈 막의 두께는
약 20 nm이다.
실리카 나노 와이어는 니켈 막이 증착된 시료를 관상
가열 전기로를 속에서 열처리하여 형성하였으며, 열처리는
약 2.0 ppm의 산소가 포함된 고순도 질소를 대기압 상태
로 흐리면서 1100 ◦ C에서 1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주사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와 투과 현미
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을 사용하여
나노 와이어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나노 와이어의
구성 성분은 X-선 분광분석 (EDX)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노 와이어의 광발광 특성은 포토루미네슨스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포토루미네슨스의 여기 광원으로 헬륨-카
드늄 레이저의 325 nm 파장의 빛을 사용하였고 발광 빛
은 광전증폭관 (photomultiplier tube, PMT, PMT: R928,
Hamamatsu)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토의
Fig. 1은 동일한 두께의 니켈 막이 코팅된 Si 웨이퍼와
SiOx 시료를 동시에 1100 ◦ C 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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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ixing ratios of SiH4 and N2 O gas in the fabrication of silicon oxide films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Si and O.
Sample
A
B
C
D

Gas Flow Rate
SiH4 (sccm)
N2 O (sccm)
200
10
200
20
200
40
200
60

R = N2 O/SiH4
0.05
0.1
0.2
0.3

Si
(at.%)
75.85
56.14
48.66
42.76

O
(at.%)
5.03
31.81
41.66
49.610

x = O/Si

SiOx

0.07
0.57
0.86
1.16

SiO0.07
SiO0.57
SiO0.86
SiO1.16

Fig. 2. (Color online) Number of nanowires versus diameter for Si wafer and silicon oxide samples (A, B, B,
C) coated with Ni film of 20 nm thick after annealing at
1100 ◦ C for 1 h.
사진이고, Fig. 1(b)∼(e) 는 산소 함유량이 다른 SiOx 막
Fig. 1. Cross-sectional (left column) and plane-view
(right column) SEM images of Si wafer and silicon oxide
samples (A, B, B, C) coated with a Ni film of 20 nm
thick after annealing at 1100 ◦ C for 1 h.

(sample A, B, C, D) 의 측면과 표면 사진이다. Si 웨이퍼
의 경우 나노 와이어가 매우 조밀하게 촘촘히 형성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보고된 많은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한다 [8,12]. 한편 Fig. 1(b)∼(e) 의 결과들은

후 측정한 측면 (왼쪽 줄) 과 표면 (오른쪽 줄) SEM 사진을

SiOx 막에서도 나노 와이어가 잘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다. Fig. 1(a) 는 Si 웨이퍼의 측면과 표면의

있는데, 다만 나노 와이어의 형성 정도는 산소의 함유량과

1206

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11, November 2018

Fig. 4. (Color online) Photoluminescence spectrum obtained from the sample B (SiO0.57 ) after annealing at
1100 ◦ C for 1 h.

Fig. 3. (Color online) (a) SEM image of nanowires grown
by annealing of sample B (SiO0.57 ) at 1100 ◦ C for 1 h.
(b) EDX spectrum taken from the point indicated by
spectrum 1 as shown in (a).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b), (c), (d)
의 결과는 나노 와이어의 형성이 Si 웨이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Fig. 1(e) 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 함유량의 많은 시료 (SiO1.16 ) 에서는 나노
와이어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나노 와이어의 형성을 위한 Si 원자의 공급이
다른 시료들에 비해 적어 나노 와이어의 성장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산소 함유량
을 적정 수준으로 제어할 경우 SiOx 막을 사용해서도 Si
웨이퍼의 경우에 준하는 실리카 나노 와이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Fig. 2는 Si 웨이퍼와 SiOx 막을 사용하여 제조된 나노
와이어의 균일성을 비교한 것으로 나노 와이어의 굵기 (지
름) 에 따른 누적 실리카 나노 와이어의 수를 나타낸 것이
다. 와이어의 지름은 SEM 사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당 30개 이상의 나노 와이어를 취하여 지름을 측정하
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노 와이어의 평균 지름은
Si 웨이퍼의 경우 평균 약 87 nm이다. 반면 SiOx 막의 경우
SiO1.16 인 시료를 제외하고 평균 지름은 65 nm ∼ 75 nm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Si 웨이퍼의 경우보다 작다. 이
러한 결과는 Si 웨이퍼보다 SiOx 막의 경우 나노 와이어의

성장에 필요한 주요 성분인 Si 원자의 제한적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2는 Si 웨이퍼의 경우 나노 와
이어의 지름이 SiOx 막의 경우보다 다소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SiOx 막에서 나노
와이어의 굵기의 분포는 산소 함유량과 거의 무관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iOx 막을 사용할 경우 Si
웨이퍼에서보다 더 균일한 굵기의 나노 와이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종합하면 Fig. 2의 결과는 균일한
굵기로 양질의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는데 있어 SiOx 막이
Si 웨이퍼보다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SiOx 막을 사용하여 성장한 나노 와이어의
화학적 조성 및 광발광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각각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은 시료 B(SiO0.57 )
를 사용하여 형성한 나노 와이어에 대한 EDX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은 SEM 장비에 부착된 EDX 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Fig. 3(a) 는 분석하기 전 분석을 위한 나노
와이어의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EDX 측정은 나노
와이어의 한 지점 (spectrum 1로 표시) 에 대해 수행하였
으며, Fig. 3(b) 은 spectrum 1로부터 측정된 EDX 스펙트
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Si, O, Ni 원자가 나노
와이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Ni 원자는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기 위해 촉매로 사용된 Ni 막의 잔여
Ni 원자이다. 반면 나노 와이어는 예상대로 Si와 O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나노 와이어의 주요 화학적 구성 원
소가 Si와 O임을 의미하며 나노 와이어가 산화 실리콘 상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EDX 측정에서 Si와 O의 화학적
조성 비율은 각각 약 30 at.%와 70 at.%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나노 와이어의 화학적 조성이 SiO2.3 인 실리카 상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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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시료 B(SiO0.57 ) 를 사용하여 형성한 나노 와이
어의 포토루미네슨스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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