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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방법을 이용한 단결정 InSb 나노와이어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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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증기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을 이용하여 단결정 Indium antimonide (InSb) 나노와이어를 SiO2 

wafer 위에 성장시켰으며,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의 결정성과 조성비를 X-Ray Diffraction (XRD)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 source로 사용된 InSb 분말의 기상화(vaporization) 정

도를 source container의 모형, 즉 open 및 close 시스템으로 변형하여 조절하였고 이렇게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들의 구조

적 특성을 주사전자현미경(Sca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정을 Vapor- 

Liquid-Solid (VLS) 및 Vapor-Solid (VS)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Open-boat를 사용하여 나노와이어를 성장시켰을 경

우, close-boat 의 경우와 비교하여 합성된 나노와이어의 yield가 높았으며 나노와이어의 길이와 두께도 증가하는 현상이 관

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nSb source 의 기상화 정도가 close-boat에서 보다 open-boat에서 더욱 가속화되면서 공통적으

로 일어나는 VLS 성장 이외에 VS 성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되어진다. 또한, 반응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나노와이어의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를 통하여 InSb 나노와이어의 성장에서 VS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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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ndium antimonide (InSb) 물질은 그들이 갖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전자장치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InSb 물질은 0.17 eV 라는 매우 작은 band gap

을 가지고 있고 [1] 유효 질량은 0.0135 m0 [2]이며 실온에

서 7.8×104 cm2V-1S-1이라는 매우 큰 전자 이동도를 가지

고 있다 [3]. 또한, 54 nm인 큰 여기자 보어 반경을 가지고 

있다 [4]. 이러한 특이한 성질 때문에 InSb는 빠른 속도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3], 자기 센서 [5], 적외선 탐지기 

[6], 열전력 발전, 그리고 냉각 장치 [7,8] 등 넓은 범위에

서 대체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일차원적(1D) 구

조인 나노와이어는 그것들의 사이즈와 관련된 양자구속효

과, 좋은 벡터 이동 성질 그리고 넓은 표면적 때문에, 최근

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 최근에 보고된 나노와

이어의 합성방법 중에서 화학적 증기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법은 높은 전기적인 특성을 갖는 단

결정 성장을 다양한 기판위에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증기증착(CVD) 방법을 

이용하여 단결정 Indium antimonide (InSb) 나노와이어

를 SiO2 wafer 위에 성장시켰으며, 성장된 InSb 나노와이

어의 결정성과 조성비를 X-Ray Diffraction (XRD)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기 속 gas flow의 변화에 따

른 나노와이어 성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ource 

container의 모형을 open 및 close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

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

들의 구조적 특성을 주사전자현미경(Sca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그들

의 성장과정을 Vapor-Liquid-Solid (VLS) [13] 및 

Vapor-Solid (VS) [14]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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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VD reactor for the growth of InSb nanowires.

II. 실험방법

InSb 나노와이어의 합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화학적 증기증착(CVD) 장치가 사용되었다(Fig. 1). SiO2 

wafer를 1×1 cm의 크기로 준비한 뒤, 이를 piranha sol-

ution에 1시간 동안 담가두어 표면에 있는 유기물을 완전

히 제거하였다. 그리고 piranha solution에 담가두었던 

SiO2 wafer를 증류수가 들어있는 샬레에 넣고 초음파 세척

기에서 1분씩 2회 씻어주었다. 질소 건(N2 gun)을 이용하

여 증류수를 제거한 뒤, 촉매로 사용되는 Au 나노입자를 

부착시켜주기 위하여 poly-L-lysine (PLL) 용액(Sigma- 

Aldrich inc.)을 SiO2 wafer 위에 떨어뜨리고 3분 후에 질

소 건으로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10 nm 크기의 Au 나노

입자가 들어있는 용액(Ted Pella inc.)을 SiO2 wafer위에 

떨어뜨리고, Au 나노입자가 붙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3

분 후에 질소 건으로 제거하였다. 이때, PLL은 (+)전하를 

띄고 있고, Au 나노입자는 (-)전하를 띄고 있어서 정전기

적인 인력에 의해 Au 나노입자가 SiO2 wafer 위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Source로는 InSb 99.999% 분말(Alfa Aesar 

inc.)을 사용하였다. InSb source 0.2 g을 source con-

tainer (open 또는 close 시스템)에 넣고, 그 위에 Au 나노

입자가 부착된 SiO2 wafer를 올려놓는다. CVD 장치의 

quartz tube 중앙에 InSb source와 wafer를 포함하는 

source container를 위치시키고, 수소 분위기에서 fur-

nace 온도를 20oC/min의 속도로 반응온도인 500oC까지 

증가시켰다. 이때, carrier gas로는 수소(H2, 99.999%)를 

사용하였고, flow rate는 100 sccm, 반응압력은 350 Torr

로 유지시켜 주었다. Furnace의 온도가 500oC에 도달하면 

3시간 또는 6시간 동안 InSb 나노와이어의 성장을 진행시

킨 뒤, 반응기를 실온까지 천천히 식혀준다. SiO2 wafer 위

에서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는 SEM (JEOL inc.)을 이용

하여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였고, XRD와 EDS 장비를 통

하여 결정성과 조성비를 측정하였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InSb 나노와이어 성장에 사용되는 CVD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Source container 안에 InSb 분말을 넣고, 

그 위에 Au 나노입자를 부착시켜놓은 SiO2 wafer를 올려

놓는다. Furnace 중앙에 준비해놓은 source container를 

위치시키고, 온도 500oC, 압력 350 Torr, 수소 가스(flow 

rate=100 sccm) 하에서 3시간 또는 6시간 동안 반응을 시

켜준다. 반응 온도인 500oC에 도달하게 되면, 고체 상태의 

InSb 분말은 기화되어서 CVD 장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흐르는 수소 가스에 의해 furnace의 중앙에서 오른쪽으

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SiO2 wafer 위에 부착시켜놓은 10 

nm의 Au 나노입자는 나노크기 효과로 인한 녹는점 내림으

로 인하여 액체 상태의 Au 나노입자로 녹게 되고 [15], 기

체 상태의 InSb source는 Au 나노입자 안으로 녹아들어가

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양의 InSb source가 Au 나

노입자에 축적되게 되면, 더 이상 InSb가 녹아들어갈 수 

없는 과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므로 고체상태의 InSb가 석

출되게 된다. 이때, 얻어진 InSb는 1차원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는 나노와이어 형태를 띄게 된다. InSb 나노와이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InSb source가 기체 상태로 존재했다

가 Au 나노입자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다시 석출

이 되어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InSb sour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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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Measured furnace temperature at different location. Check pattern in the temperature profile indicate
the temperature grown InSb nanowires. (b) Scheme of the source containers whose types are open-boat
and close-boat filled with SiO2 wafer on the InSb powder.

이동경로에 따라서 vapor-liquid-solid (VLS) 메커니즘에 

의해 InSb 나노와이어가 성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2(a)는 반응 온도인 500oC에서 furnace 내부의 온

도 분포를 위치에 따라 측정한 온도분포 곡선이다. x축에

서 0은 furnace의 중앙을 나타내며, 0에서 멀어질수록 

furnace의 중앙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y축

은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측정된 온도를 나타낸다. 그래프

를 살펴보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InSb 나노와이어는 530∼529oC의 온도분포

를 보이는 furnace의 중앙에서 1 cm가 되는 위치에서 성장

시켰으며 이를 체크무늬로 표시하였다. Fig. 2(b)는 우리가 

사용한 source container (Open-boat and Close- boat)

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Boat의 규격은 가로 7 cm, 세

로 1.7 cm, 높이 1 cm이었다. Source container는 분말형

태의 InSb source와 SiO2 wafer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container의 모형을 open 및 close-type으로 변화시키면

서 반응 source로 사용된 InSb 분말의 기상화(vaporiza-

tion) 정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InSb 나노와이어를 합성 

할 때, source container의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InSb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한 InSb source의 공급을 제

한하기 때문이다. InSb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는 기체 상태의 InSb source가 수소가스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 이때, close-boat 시스템의 경우에는 source 

container의 앞과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carrier gas로 

사용한 수소기체의 흐름이 container 내부에서 제한을 받

게 된다. 따라서 InSb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

한 기체 상태의 InSb source의 양이 적게 전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open-boat 시스템의 경우에는 

source container의 앞과 뒤가 뚫려 있기 때문에 수소기체

가 InSb 분말 근처로 원활하게 흐를 수가 있게 되어서, 

InSb source의 기상화(vaporization) 정도가 높아지고 Au 

나노입자로 많은 양의 전달이 가능해 진다. Close-boat를 

사용해서 3시간 동안 InSb 나노와이어를 성장시켰을 때, 

얇고 짧은 나노와이어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시간을 6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다 두꺼워지

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전달된 InSb 전구

체의 양이 3시간 보다 증가하여, VLS성장 외에 VS 성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Open-boat를 

사용할 경우에는 close-boat 보다 길고 많은 InSb 나노와

이어가 얻어졌다. 그 이유는 close-boat와 다르게 open- 

boat의 경우에서는 많은 source가 SiO2 wafer로 전달되어

서 VLS 성장이 보다 가속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 open-boat의 경우 3시간 반응을 시켰을 때에는 얇고 

긴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6시간동안 반응을 

시켰을 경우 close-boat와 동일하게 나노와이어가 두꺼워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지면서 source 공급이 활발해져 추가적인 

VS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Fig. 3은 SiO2 wafer위에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의 

SEM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a)의 inset을 보면, 나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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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images of the InSb nanowires grown at different quartz boat. Growth temperature was 500oC, H2

flow rate was 100 sccm and pressure was 350 Torr. SEM images of (a, c) are grown in the close-boat
and (b, d) are grown in the open-boat. The scale bars are 1 μm and the scale bars of insets are 100
nm.

이어의 tip 부분에 동그란 Au를 볼 수 있다. 이 점으로 보

아 InSb 나노와이어의 합성은 VLS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a)와 (b)는 3시간 반응한 것이며, 각각 close- 

boat와 open-boat에서의 실험결과이다. 각각의 시스템에

서 성장한 나노와이어의 두께와 길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장의 SEM image 속에서 50개의 나노와이어

를 임의로 선택한 뒤 평균값을 구하였다. Close-boat를 사

용한 (a)에서의 나노와이어의 두께는 약 14 nm이고 길이는 

약 150 nm이었지만, open-boat를 사용한 (b)에서는 나노

와이어의 두께가 약 20 nm이었고 길이는 수십 마이크로미

터에 달하였다. (a)와 (b)를 SEM사진을 비교해보면, close- 

boat를 사용할 때 보다 open-boat를 사용할 경우에 InSb 

나노와이어의 yield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Source container의 두가지 다른 시스템에 따라 InSb의 

source의 공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yield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동일한 반응시간일 지라도 

open-boat를 사용할 경우에 source의 공급이 더 많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InSb 나노와이어의 yield가 증가하고 길

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VS성장을 

통하여 나노와이어의 두께가 close-boat보다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source가 공급

되는 open-boat일 때에 VLS 성장뿐 아니라 VS 성장도 추

가적으로 진행되어서 InSb 나노와이어의 두께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VS 성장은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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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 of InSb nanowires, as grown on
a SiO2 substrate. The diffraction peaks can 
be indexed to the orthorhombic phase of 
InSb [space group: Cmcm (No.63)] with lat-
tice constants a=5.9522 Å, b=6.1368 Å, 
c=16.8925 Å (PDF#01-075-9053).

Figure 5.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from an InSb nanowire. (a) shows the ele-
mental mapping: left image; SEM image of an
InSb nanowire, middle image; Indium (In) el-
ement of EDS mapping, right image; Anti-
mony (Sb) element of EDS mapping. (b) Inset
table shows the quantitative atomic ratio of 
In：Sb is 1：1. 

이 아니라, 처음부터 VLS 반응과 함께 VS 반응이 진행되

고 시간이 지나면서 VS 반응에 대한 결과가 뚜렷해진다. 

(c)와 (d)는 6시간 반응한 것이며, 각각 close-boat와 open- 

boat에서의 실험결과이다. (c)에서 나노와이어의 두께는 

약 22 nm이고 길이는 227 nm이고, (d)에서 나노와이어의 

두께는 24 nm이고 길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이다. 두께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길이의 차이는 크게 관측되었다. (a)

와 (b)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open-boat를 사용할 경우에 

yield가 증가하고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시간

일 때와 비교해보았을 때, 6시간의 경우에는 close-boat와 

open-boat 모두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현상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VS 성장이 우세하게 작

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Close-boat (a, c)와 open- 

boat (b, d)를 비교해 보면, 앞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source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close-boat에서는 open- 

boat에 비하여 VLS 성장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InSb 나노와이어가 주로 관측되었다. 반응시간이 증가하

면서, close-boat를 사용할 경우에 yield가 조금 높아졌고 

두껍고 긴 나노와이어가 관측되었지만, open-boat를 사용

하였을 경우는 yield는 동일하게 높았고, 더 두껍고 긴 나

노와이어를 합성할 수 있었다. Open-boat의 경우 3시간, 

6시간 모두 수십마이크로의 길이의 나노와이어를 합성할 

수 있었으며, 두께는 3시간 6시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즉, open-boat를 사용 하게 되면 close-boat를 

사용할 때 보다 짧은 시간동안에 yield가 높아지고, 길이가 

긴 나노와이어를 합성할 수 있게 된다.

Fig. 4는 open-boat를 이용해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합성된 InSb 나노와이어의 XRD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합성된 InSb 나노와이어는 InSb 결정의 PDF#01-075- 

9053에서 제시된 회절상과 일치하는 사방정계(Orthor-

hombic structure)의 단결정(single crystalline)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space group: Cmcm 

(No.63)]. 격자 상수는 각각 a=5.9522 Å, b=6.1368 Å, 

c=16.8925 Å이었다.

Fig. 5는 open-boat를 이용해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켜 

합성된 InSb 나노와이어의 EDS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a)에 나타낸 이미지들의 scale bar는 모두 1 μm이며, 합

성된 InSb 나노와이어의 SEM 이미지, In 원소의 공간적인 

분포도, Sb 원소의 공간적인 분포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

다. 보여진 EDS 이미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InSb 나노

와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In과 Sb원소의 공간배치가 나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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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를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EDS 그래프를 통해서 In과 Sb의 원소비율이 1：1을 

나타내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  론

화학적 증기증착(CVD) 방법을 이용하여 사방정계의 단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InSb 나노와이어를 SiO2 wafer

위에서 성장시켰으며,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의 모양, 결

정성, 조성비를 SEM, XRD, EDS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또한, 반응 source로 사용된 InSb 분말의 기상화 정

도를 source container의 모형을 open 및 close 시스템으

로 변형하여 조절하였고, 이렇게 성장된 InSb 나노와이어

들의 성장과정을 VLS 및 VS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Close-boat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Open-boat를 사용할 

경우가 InSb 나노와이어의 yield와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으며, 합성된 나노와이어의 길이도 길게 얻어졌다. 

또한, 반응시간이 길어지면서 InSb 나노와이어의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는 VLS성장과 더불어 추

가적인 VS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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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Single-Crystalline InSb Nanowires Using CVD Method and 

Study of Growth Mechanism in Open and Clo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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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crystalline InSb nanowire was synthesized on SiO2 wafer via vapor-liquid-solid 
(VLS) mechanism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According to the source container 
system (open or close) which contain InSb powder and SiO2 wafer, the single-crystalline 
InSb nanowires have different growth mechanism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the InSb 
nanowires was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Composition of the 
nanowires was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ength and diameter of the InSb nanowires 
are long and thick using open-boat system by VLS and additional vapor-solid (VS) me-
chanisms, because open-boat system can carry a large amount of vapor-phase InSb precursor 
than close-boat system.

Keywords : Nanowire, InSb,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Vapor-Liquid-Solid growth, 
Vapor-Soli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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