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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 기술에 대한 연구는 최근 대단히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노 기술은 소위 6T(six

technologies) 기술인 BT(Biology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IT(Information or

Interne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그리고 NT(Nano

Technology) 중 하나이며, 미래의 유망 분야로 그리고 유망 직업으로 단순히 나노 크기의 기술이 아

닌나노과학기술로자리잡아가고있다. 

나노 기술은 단순한 원자나 분자를 결합하고 합성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분석하여

개발함으로써 이를 가공하고 제어하는 첨단 과학 기술 중 하나다. 또 원자를 결합시키는 구조에 따라

새로운물질과새로운재료를만들어복합기능을가진구조체를만들수있는새로운과학의 역이다.

나노미터(10-9m) 크기가 되면 물질은 내부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마이크로 이상의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물성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촉매적인 활성, 자기적인 특성, 광학적인 특성 및

전자적인 특성 등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노 입자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노 과학의 발달은 고기능의 재료, 소자 및 시

스템은물론생화학이나에너지환경등의미래첨단기술분야에크게공헌할것으로기대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반도체 나노 와이어는 나노미터 스케일의 일차원 미세구조(선형의 미세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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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일렉트로닉스, 나노 포토닉스(nano

photonics)의 기본 구성 요소인 새로운 재료

이다. 반도체 나노 와이어는 그 사이즈가 작고

일차원 양자 가두기 효과로 전자디바이스에

응용하면 고성능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를 고 도로 집적화 할 수 있

다. 일본의 Otsu와 그 연구자들은 근접장 광

학을 이용해서 나노 역에서 광을 제어하는

나노 포토닉스 기술을 제안하여 ZnO 나노 와

이어에 대해 발표하 다. 일차원 세선구조를

형성하는데 톱다운(top down) 기술로 미세가

공법과 유기금속 기상 성장(metal organic

vapor phase epitaxy)법을 이용해서 횡축방

향성장제어법을발표하 다.

기ㆍ액ㆍ고상의 성장구조를 이용해서 세선구

조(가는 선 구조)가 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

자. 기ㆍ액ㆍ고상의 성장구조에 의해 수염모양

(whisker)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1990년대에 일본의 Hiruma

등은 이 미소한 것에 유기금속 기상성장 장치

로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GaAs 기판에 InAs

를 성장시켜 수염모양으로 된 결정을 만들었

다. 그 후 이들은 SiH4의 화학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한 나노 사이즈 실리

콘(Si)의 수염모양을 형성하 고 Lieber 등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리콘과 게르마늄(Ge)의

와이어를 만들어 기ㆍ액ㆍ고상 성장구조에 의

한수염모양의나노와이어를만들었다. 

현재 여러 가지 재료로 나노 와이어를 성장시

켜만들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그모

양도 헤테르구조, 나노 튜브구조, 가지가 있는

구조 등 다양한 구조를 하고 있고 그 활용도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단 전자소자, 논리회로,

발광다이오드(LED), 레이저 광 검출기 등 다방

면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노 전자 광소자나 나

노 센서 등에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나노 와이어

를 기ㆍ액ㆍ고상의 성장구조를 이용해서 세선

구조가 형성되는 모양을 살펴보고 기ㆍ액ㆍ고

상 성장구조에 대한 형성법과 유기금속 기상

의 선택성장법을 이용한 반도체 나노 형성법,

그리고 반도체 나노와이어 디바이스 응용에

대해살펴보기로한다. 

2. 기ㆍ액ㆍ고상성장기구에의한
반도체나노와이어

반도체 나노 와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 주

로기ㆍ액ㆍ고상을이용하는방법을많이사용

하고 있다. 기판 표면에 촉매금속(금, 철, 니켈

등)을 부착시켜 가열하면 금속이 Si 등의 바닥

의 결정과 공동결정(共晶)을 만들고 합금액적

이 된다. 이때 기상에서 성장원자를 공급하면

원자가 액적에 침투하고, 액상 중에서 평형 농

도를 넘으면 액적 바닥에 결정이 석출된다. 즉

수염 상 결정이 기판에 성장한다. 기ㆍ액ㆍ고

상 성장 기구를 이용한 나노 와이어 형성법 중

에는 나노 와이어 원료를 레이저 이용하거나

또는가열하여서승화나증발시켜얻어진물질

을운반가스와함께촉매금속을부착시킨기판

으로보내면나노와이어가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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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화학증착 법과 같이 공급한 SiH4를

촉매로 이용하여 열분해 시키거나 유기금속기

상성장법, 화학선 에피택시(CBE)법, 분자선 에

피택시법(MBE)의 반도체 에피택시성장 법을

이용하여 원료를 유기금속 가스나 분자 법에

의해 공급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배향이잘이루도록기판은 Si나 Ⅲ-Ⅴ

족 화합물 반도체 또는 사파이어(GaN, ZnO의

경우)로 촉매금속을 증착하고 미립자를 분산시

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ㆍ액ㆍ고상 성장

법은 간단하면서도 촉매금속입자 크기 조절과

합금액적의 형성과 성장 제어가 쉬워 직경

20nm, 길이 수μm 정도의 나노 와이어를 비교

적쉽게제작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재료도 Si, Ge의 Ⅳ족과 그 혼합결정, GaAs,

GaP, InP, InAs, GaN등의 질소 화합물을 포함

한 Ⅲ-Ⅴ족과 그 혼합결정, ZnS, ZnSe, CdS,

CdSe 및 ZnO 등의 산화물을 포함한 Ⅱ-Ⅵ족

등 다양하다. 특히 Si 나노 와이어는 최소 3nm

까지도 형성할 수 있어 조만간 2nm인 것도 형

성이가능할것으로예측된다. 촉매금속에의한

결정의 오염과 나노 와이어 형성 위치를 제어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지만, 리소그래피

(lithography)기술을 이용하여 촉매금속을 적당

하게배치시키면형성위치를제어할수있다.

3. 유기금속기상선택성장법에의한
나노와이어형성

유기금속기상 선택성장법을 이용하여 화합물

반도체 나노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다. 유기금

속기상 선택성장법은 기판의 일부를 비 결정

물질 막을 이용해 마스크를 입히고, 마스크가

없는 부분만 유기금속기상성장법으로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을 나노 와이어 형

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GeAs나 InP 기판을 이

용하여, 원형이나 육각형 마스크 개구부를 만

들어 선택 성장한다. 유기금속기상 선택성장에

서는 기판은 GaAs를 이용하고 전자 빔 리소

그래피와습식에칭(wet etching)에 의해 주기

적으로 SiO2 마스크개구부를형성한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보면 나노 와이

어가 성장하고 내부의 쌍정 경계 부근을 제하

고, 측면은 거의 원자수준으로 평탄한 것이 확

인되고 또 같은 형상을 한 InGaAs 나노 와이

어가 650℃에서 InP마스크기판에 형성된다.

GaAs나 InGaAs의 경우 나노 와이어 직경은

마스크 개구부 크기와 거의 같고 직경 50nm

정도의 나노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다. 나노

와이어 길이는 나노 와이어 직경과 마스크 개

구부 크기에 따라 다르고 직경이 작을수록 길

다. GaAs의 경우 최장 9μm 정도가 얻어지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촉매금속을 이용하지

않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제

어가 가능하고 원자수준의 평탄한 수직 측면

을 가지며 기판에 수직으로 배향한 나노 와이

어가얻어진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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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플릿을이용하지않고형성하는법

GaN이나 ZnO는 성장조건에 따라 2차원의

layer-by-layer 성장모드보다도 3차원 성장

모드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 결과 수십

nm의 육각형 비슷한 주상구조가 촉매금속이

나 템플릿에 관계없이 성장한다. 이를 이용해

서 GaN은 플라스마를 이용한 분자선에피택시

법으로 직경 50~200nm정도의 나노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고, ZnO는 유기금속기상성장법으

로 직경 25nm 정도의 나노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다. 이 나노 와이어는 촉매금속의 오염이

나 전위의 향이 작기 때문에 2차원 박막보

다우수한광학특성을가진다.

5. 나노디바이스의응용

5.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및 논리 회로

나노 와이어의 대표적 응용 예는 전계효과 트

랜지스터응용인데지금까지는제작된나노와

이어에 산화 막을 부착시킨 Si 기판에 분산시

켜리소그래피에서나노와이어로드레인전극

을 형성하고 기판을 백 게이트로 사용하는 가

로형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다. 그 밖에 박

막 트랜지스터나 나노 와이어에서 쇼트키

(Schottky)접합을 설치한 접합 형 전계효과 트

랜지스터도있는데나노와이어장점을발생하

는 소자(SGT)이며 세로형의 전계효과 트랜지

스터다. 특히 기판에 수직으로 성장하는 나노

와이어는 SGT와매우잘접합할수있다.

ZnO 나노 와이어에 의한 SGT도 제작되고 있

는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포화특성이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실용화를

위한연구가꾸준히진행되고있는것중하나

이다. 나노 와이어에 의한 논리회로 구성으로

Lieber 등은 n형 GaN 나노 와이어와 p형 Si

나노 와이어에 의한 십자형 구조를 제작하여

pn 접합 다이오드에 의해 AND 등의 논리회

로를제작하 다.

5.2 나노 광 디바이스

나노 디바이스 중 pn 접합 형성과 발광디바이

스 제작은 Harakutsi 등에 의해 처음 시도되

었고 Lieber 등도 InP에 대한 pn 접합 형성과

전류주입발광에대해보고하고있지만그특

성은 충분하지 않다. Qian 등은 n-GaN 나노

와이어를 기ㆍ액ㆍ고상 성장기구에 의해 성장

시킨 후 그 측면에 InGaN과 p-GaN을 일반

적인 유기금속기상 성장모드에서 성장하여 코

어 멀티 형 헤테로 구조 LED를 제작하 다.

전압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양자효율은 최대

5.8%로 평가되고있다. ZnO, GaN, CdS 나노

와이어의 광 여기에 의한 레이저 발진도 수행

되고 있다. 전류 주입 레이저를 발진하기 위해

서는나노와이어에의광가두기와도핑및전

극형성을최적으로하여야한다.

5.3 나노 센서

일반적으로 나노 구조는 벌크에 대한 표면 점

유율이 크기 때문에 전기적 광학적 성질이 표

면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나노

와이어는 표면상태의 변화를 전기전도율 양으

로 검출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형 센서가

응용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산소, NO2, NH3

등의 가스와 pH, 생화학물질, Ca이온, DNA센

서에도 활용되고 있다. 나노 스케일은 아니지

만 Isita 등은 신경전위 검출을 위해 기ㆍ액ㆍ

고상 성장기구로 성장한 직경 2μm 정도의 Si

를 전극으로 이용해 나노 와이어와 LSI의 최

적화를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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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상으로 반도체 나노 와이어와 디바이스 응

용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Hiruma 등의 연구

이래 반도체 나노 와이어 제작기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응용에서도 다양하게 그 적용

이 검토되고 있다. 향후 나노 와이어의 제작과

응용을 위해서는 재료의 불순물과 도핑을 더

욱 정 하게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Duan

등의 InP 나노 와이어 결과를 보면 p형 나노

와이어의 대부분이 저항이 높기 때문에 백 게

이트에 의한 전류제어성이 나쁜데 이것은 나

노 디바이스 응용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여

할문제이다.

유기금속기상 선택성장법에 의한 나노 와이어

제작법이 헤테로 구조 형성이 아닐 경우에는

기ㆍ액ㆍ고상성장기구에의한형성법보다더

낫다. 그러나 나노 와이어 배향과 패턴 형성이

필요하고 기ㆍ액ㆍ고상 제작방법이 화학증착

법이나 에피택시 성장 법에 가까운 것을 생각

하면 둘 사이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나노

와이어를제어하여간편하고저가인동시에대

량으로형성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소형화를 위한 LSI 칩에서도 더욱 소형화를

하기 위한 기술로 나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재의 LSI 제조법은 주로 빛을 이용해 기판

위에 배선을 조각하는 방법으로 가시광선의

파장이 400나노미터로 100나노미터 정도가

한계이다. 그러나 칩 위에 원자를 나열하여 배

선하면 100나노미터 이하의 가는 선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나노 와이어는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메탈, 니켈규소 화합물 와이어를 만들

수 있다. 니켈규소 화합물 나노 와이어는 구리

보다 약 100배의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다.

이 나노 물질의 개발로 트랜지스터나 전류를

앞뒤로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와이어를 형성하

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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