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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the growth of nanowires and assembling them on planar substrates is of enormous
importance for nanoscale device applications using the bottom-up approach. The tin-doped indiumoxide (ITO) nanowires were grown via direct thermal-chemical vapor deposition without the use
of a pre-deposited catalyst. Growth was initiated by the formation of a Sn droplet that acted
as a catalyst for ITO nanowire growth. With increasing growth time, the ITO nanowires grew
horizontally in the early stages and then showed a horizontal-to-vertical growth mode transition.
By reducing the rate of growth, we were able to obtain horizontally grown ITO nanowires without
vertically grown ones. This is due to the horizontal growth period being increased by extending
the transition time to vertical growth by reducing the growth rate. These results not only gi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horizontal growth of other nanowires, but also point to potential
applications in nanowire devices.
PACS numbers: 81.0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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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으로 성장된 주석 도핑된 인듐 산화물 나노선
정진주 · 김도형∗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나노응용물리 연구실, 대구 41566, 대한민국
(2019년 12월 09일 받음, 2020년 1월 07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월 09일 게재 확정)

나노선의 성장 조절과 평면 기판에 나노선을 조립하는 것은 상향식 (bottom-up) 접근법을 사용하는 나노
소자 응용분야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주석 도핑된 인듐 산화물 (ITO) 나노선은 사전에 촉매 증착 없이,
직접 열 화학 기상 증착법을 통해 성장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나노선의 성장은 기판에 촉매 역할을 하는Sn
방울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성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평 성장모드에서 수직 성장 모드로 전환을
보였다. 성장률 및 성장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직 성장된 나노선 없이 수평 성장된 ITO 나노선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나노선 성장률의 감소에 따라 수직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수평
성장 시간의 조절성을 향상 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른 나노선들의 수평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나노선을 이용한 소자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PACS numbers: 81.05.Y
Keywords: 자체 촉매, ITO 나노선, 모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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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차원 나노구조물인 주석 도핑된 인듐 산화물 (ITO) 나
노선은 투명 금속산화물 반도체로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 리튬-이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1–4]. 1차원 나노선을 합성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적, 물리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보고 되어 왔었다.
그 중에 나노선 성장에 있어서 화학 증기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CVD 를
이용한 1차원 나노선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증기-액체-고체
(vapor-liquid-solid, VLS) 라 명명된 성장 메카니즘을 주로
따른다 [5]. VLS 과정은 나노 크기의 액체 금속 방울인 촉
매에 침지된 가스 상 (gas phase) 의 형태로 공급되는 목표
원자 (target element) 가 촉매의 용해도 이상으로 과포화
되면 금속-액체 표면에서 핵이 형성되어 고체가 된다. 만약,
촉매의 크기가 성장에 필요한 정도로 작다면, 수 마이크로
미터의 길이를 가지면서 직경이 수십 나노미터를 가지는 나
노선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 [6]. 촉매는 일반적으로 귀금속
(Au) 또는 전이 금속 (Ni, Fe)들이 주로 사용된다. 나노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일반적인 촉매를 사용하는 VLS
과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7]. 첫째, 기판 위에 촉매를 형
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착 공정을 필요로 한다. 둘째, 성장
한 물질에 촉매가 불순물로 포함된다. 자체 촉매를 사용할
경우 이런 단점들을 극복 할 수 있다. 외부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체 촉매로 성장된 나노선의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성장 진화 과정 및
관련 메커니즘 연구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열 환원 (carbothermal reduction)
방법에 의해 공급되는 소스로부터 자체 촉매를 형성시키고
VLS 메커니즘에 따라 ITO나노선을 성장 시킨다. 나노선
의 성장과정을 초기부터 관찰함으로써, 초기 성장 모드 및
성장 모드 전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장 조건을 조절하여
수평 성장된 나노선을 성장시키는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II. 실험방법
ITO 나노선의 합성을 위해 수평 관 thermal-CVD를 사
용하고 ITO 나노선 기판으로 실리콘 기판 (100) 을 사용하
였다. 실리콘 기판은 사용하기 전 이소프로필알코올과 탈
이온수로 초음파 세척을 통해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유기물
및 이물질들을 제거 하였다. ITO 분말 (10 wt.% SnO2 ,
90 wt.% In2 O3 , 99.99% 순도) 를 흑연분말 (99.5% 순도,
325 mesh) 과 질량비 1:1로 고르게 섞어서 알루미나 보트에
담았다. 알루미나 보트는 수평 관의 가열 영역 중앙에 두고

기판은 운반 가스가 분출되는 반대편 방향으로, 알루미나
보트에서 약 25 cm 떨어진 곳에 위치 시켰다. 운반 가스로
아르곤 (Ar) 50 sccm으로 사용하였으며, 성장 시 압력은
600 mTorr 였다. 가열로의 온도는 900 ◦ C로 고정하였고,
가열로의 가열 속도는 약 60 ◦ C/min 이였다. 이때, 기판이
위치한 곳의 온도는 약 410 ◦ C 였다.

III. 결과 및 토의
주석 산화물 (SnO2) 의 탄소열 환원은 다음과 같은 반응
을 일으킨다 [8,9].
SnO2 + 2CO → Sn + 2CO2

(1)

SnO2 + 2C → Sn + 2CO

(2)

SnO2 + C → Sn + CO2

(3)

기존 보고된 열역학적 분석을 따르면 [8,9], 주석 증기는
600 ◦ C 이하에서 CO 에 의한 환원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반응식 (1)). 주석 증기가 탄소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온도는 600 ◦ C 에서 700 ◦ C 사이이다. 반응식 (1), (2),
(3) 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같아지는 온도는 700 ◦ C 이다.
그 온도 이상이 되면 주석 증기는 반응식 (2) 와 (3) 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주석 산화물의 탄소열 환원 반응을 이용한
주석 산화물 나노선을 합성한 이전의 보고들은 700 ◦ C 이
상에서 수행하였다 [10–13].
인듐 산화물의 탄소열 환원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일으
킨다 [14,15].
In2 O3 + 3C → 2In + 3CO

(4)

인듐 산화물의 탄소열 환원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주석
산화물에 비해 더 적은 인듐 증기를 발생시키며 대체적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환원이 일어난다. 이전의 보고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탄소열 환원을 이용한 인듐 산화물 나노
선 합성 온도는 일반적으로 900 ◦ C 이상이다 [4,9,16]. 이
실험은 금속 증기의 증발을 최적화를 위해 900 ◦ C에서 수
행하였다.
Figure 1(a)는 가열로의 온도가 700 ◦ C 에 도달하였을 때
기판 위에 형성된 나노입자들의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사진이다. Figure 1(b) 는 기
판에 형성된 나노입자들에 대한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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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SEM image (scale bar: 250 nm)
and (b) cross-sectional HRTEM image of self-catalyst on
the surface of substrate synthesized at 700 ◦ C. (Scale
bar: 300 nm) The EDS elemental mapping images for
(c) Sn and (d) In.
미경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사진이다. Figure 1(c), (d) 는 나노입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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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EM (scale bar: 500 nm) and (b) TEM images of ITO grown for 30 s at 900 ◦ C (scale bar: 100
nm), respectively. HRTEM image of the region enclosed
in the white dotted (c) square 1 (scale bar: 5 nm) and
(d) square 2 (scale bar: 2 nm) shown in Fig. 2(b), respectively.

한 에너지 분산형 분광법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원소 본뜨기 (elemental mapping) 사진이다. 금속
나노입자들의 elemental mapping 사진에서 큰 입자는 주
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작은 입자들은 주석과 인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c), (d)).
VLS 과정을 고려해 볼 때, TEM 사진상의 큰 방울은 아직
과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은 방
울은 주석 방울에 많은 양의 인듐이 녹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Color online) EDS element mapping images of
ITO grown for 30 s at 900 ◦ C. (Scale bar: 300 nm)

Figure 2 은 가열로 온도가 900 ◦ C 도달 후 30 s 가 지
난 후 형성 된 ITO 나노선의 SEM, TEM, HRTEM 측정

있는 촉매 나노입자의 표면에 대한 HRTEM 사진으로 Fig.

결과이다. Figure 2(a) 는 촉매 입자들이 기판의 표면에

2(d) 의 영역 2에 해당한다. 측정된 격자간 간격은 약 0.185

형성되고 난 후, 수평 성장을 하다가 직경에 상관이 없이

nm 로써 정방형 주석 (tetragonal Sn)의 (200)에 부합한다.

수직 성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핀 형태 (pin-like) 나노선

Figure 3는 CVD의 가열로 온도가 900 ◦ C 도달 후 30

구조를 가졌다 (Fig. 2(b)). 나노선의 성장 모드가 바뀌는

s 가 지난 후 형성 된 ITO 나노선의 TEM 사진과 element

것은 나노선과 기판 사이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판의 온도와

mapping 사진이다. ITO 나노선이 나노선 끝에 달려 있는

증기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7–19]. Figure 2(c) 는 Fig.

촉매로부터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b) 와

2(b) 의 영역1에 해당하는 HRTEM 사진이다. 기판과 ITO

2(c) 에서 보듯이 나노선의 끝에 달려있는 촉매의 주 성분이

나노선 사이 계면에 뚜렷한 격자 구조를 보이지 않는 비정질

주석이고 나노선의 몸통 부분에서는 인듐과 주석이 균일하

구조의 막이 형성되어있다. VLS 성장은 촉매의 녹는 점 이

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 온도에서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 기판에서도 산화물

Figure 4 는 합성된 ITO 나노선의 엑스선 회절 (X-ray

나노와이어의 성장이 가능하다 [9]. ITO 나노선의 측정된

diffraction pattern, XRD) 패턴으로써, 성장된 ITO 나노

격자간 간격은 약 0.25 nm로써 입방상 (cubic phase) 의

선이 입방 구조의 ITO (ICSD: 98-005-0847) 의 패턴을 보

주석 도핑된 인듐 산화물의 (400) 격자 면에 잘 부합한다.

였으며, 정방 구조의 금속 주석 피크들도 관찰 되었다. 이

Figure 2(d) 는 핀 형태의 초기 ITO 나노선의 끝부분에

금속 주석 피크들은 촉매인 액상 주석이 산화되어 고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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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SEM images of horizontally grown
ITO nanowires with (a) ITO:C=4:1 and (b) ITO:C=6:1.
The inset shows a magnified SEM image.

IV. 결 론
Fig. 4. XRD pattern of as-prepared sample.
되지않고, 금속 주석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XRD
결과는 TEM의 분석과 부합한다. 본 실험 결과들로부터,
자체 촉매에 의해 성장된 ITO 나노선의 성장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석 산화물의 탄소열 환원에 의한 주석 증기의 발
생이 인듐 산화물의 경우보다 더 낮은 온도 (600 ◦ C – 700
◦

C) 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주석이 먼저 기판상에 도달하게

된다 (Fig. 1). 기판의 온도가 주석의 녹는 점 이상 (410
◦

C)의 온도이기 때문에 기판에서 액상으로 존재하며, 표면

에너지 감소를 위해 방울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가열로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석 증기와 인듐 증기가 같이 기판에
도달하게 되고, 그 증기들이 기존의 주석 방울에 녹게 된다.
주석 방울 안에 인듐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인듐과 미량의
주석이 산화되어 촉매와 기판 사이 계면 (액체-고체) 에서

자체 촉매VLS과정을 통해 핀 형태의 ITO 나노선을 합
성하였고, ITO 나노선의 초기 성장 거동과 수평성장에서
수직 성장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ITO 나
노선의 초기에 나노 주석 방울이 기판 위에 형성되고, 히터
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인듐의 증기가 주석 방울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히터의 온도가 900 ◦ C에 도달하고
30 초가 지난 후, ITO 나노선이 수평 성장하다가 수직 성장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ITO 분말과 흑연의 비율을 조절하
여, 수평 성장률을 감소 시킴으로써 수직 성장한 나노선이
포함되지 않고 수평 성장 모드를 따르는 ITO 나노선을 평
면 기판 위에 구현하였다. 이것은 탄소열 환원율의 감소로
인해 소스 공급률이 감소하여 성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ITO 나노선의 초기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bottom-up 접근이 필요한 나노 소자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 형성을 하여 나노선으로 성장하게 된다. 초기 성장 시
에는 기판 사이의 결함, 수직 성장을 위한 기판의 온도, 및
증기압 등의 영향으로 수평 성장을 하다가 가열로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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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0 ◦ C에 도달하고, 수평관 내부의 환경이 안정화 되면
ITO 나노선이 수직 성장을 하게 된다 [17,21].
평면 기판 상에 수평 성장된 나노선 성장을 위해, 수직
성장으로 전이하는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감
소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Figure 5(a) 와 (b) 는 ITO 분말 :
흑연분말 비를 4:1과 6:1로 바꾸어 성장시킨 수평 성장된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 (NRF2018R1D1A1B07049277) 또한,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입니다. (No. NRF-2019R1I1A1A01063017)

ITO 나노선들이다. Figure 3 에서 보듯이 900 ◦ C 도달 후
30 s가 지나면 대부분 수직 성장 모드로 바뀌었으나, 조절된
실험 조건에서는 60 s 성장 후에도 수직 성장 없이 수평 성장
모드만으로 ITO 나노선들이 성장되었다. 흑연 함유비가
증가할수록 더 적은 양의 나노선들이 성장 되었다. 이는
감소한 탄소열 환원율에 의해 소스 공급률이 감소하여 성
장률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평 성장
모드의 조절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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