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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O2 nanowires were self-catalytically synthesized on bare Si(100) substrates using metal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nanowire formation was critically affected by growth temperature. The TiO2 nanowires were grown at a high

density on Si(100) at 510oC, which is near the complete decomposition temperature (527oC) of the Ti precursor (Ti(O-iPr)2(dpm)2).

At 470oC, only very thin (< 0.1 µm) TiO2 film was formed because the Ti precursor was not completely decomposed. When

growth temperature was increased to 550oC and 670oC, the nanowire formation was also significantly suppressed. A vapor-

solid (V-S) growth mechanism excluding a liquid phase appeared to control the nanowire formation. The TiO2 nanowire growth

seemed to be activated by carbon, which was supplied by decomposition of the Ti precursor. The TiO2 nanowire density was

increased with increased growth pressure in the range of 1.2 to 10 torr. In addition, the nanowire formation was enhanced by

using Au and Pt catalysts, which seem to act as catalysts for oxidation. The nanowires consisted of well-aligned ~20-30 nm

size rutile and anatase nanocrystallines. This MOCVD synthesis technique is unique and efficient to self-catalytically grow TiO2

nanowires, which hold significant promise for various photocatalysis and solar cel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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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O2는 산화반응성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뿐

만 아니라 원재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대표적인 반도체 광

촉매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1-3) 우수한 광촉매 특성은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태양광에 의해 대기 및 수질

의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세균 및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

으로 응용될 수 있다. 또한 물 분해에 의한 수소발생,1)

태양전지4)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5) 전극재료 등 에너지 소

재로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TiO2 나노선이나
6) 나노벨트,7) 나노튜브8) 같은 일차원 나

노구조체가 기존 나노분말의 단점을 보완해줄 재료로서 크

게 주목을 받으며 그 제조기술개발에 많은 연구가 집중

되고 있다. TiO2 나노선 구조가 기판 위에서 성장된 경

우 상용화된 나노분말 광촉매제에 비해 수거 및 재처리

비용 면에서 크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분말과는 달리 큰

비표면적을 가지면서도 응집현상에 의한 광촉매반응 저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태양전지 전극재료로 사

용할 시 나노분말기반 전극재료에 비해 더 빠른 전자이

동도(수 cm2V−1s−1)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등 활

용범위 및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러한 응용을 위해 최근 Ti 기판 위에서 양극산화법을 이

용한 TiO2 나노튜브 제조가 시현되고 있다.8) 그러나 기

판 위에서 TiO2 나노선 구조의 직접적인 제조법, 특히 기

상증착법을 사용한 제조기술은 다른 산화물인 ZnO 등에

비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이는 Ti의 용융점(1660oC)

이 높고 낮은 공정반응을 유도할 금속촉매의 부재에 기

인한다. 예를 들면, vapor-liquid-solid (VLS)법에 의한 나

노선 제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촉매금속인 Au의 경우에

도 Au-Ti/TiO2 공정점 온도는 약 1064oC로 매우 높다.9)

지금까지는 진공증착법을 이용한 TiO2 나노선 제조가 보

고되고 있으나 그 Ti 증기 형성온도나 성장온도가 각각

1100oC과 850oC로 매우 높았다.10) 화학기상증착법은 고품

질의 나노선 대량생산에 적합한 성장법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TiO2 나노선 제조에 대한 결과는 극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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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 단지 최근 본 연구그룹에서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

법(metal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을

사용하여 금속촉매 없이도 TiO2 나노벨트 및 나노시트가

약 510oC의 비교적 저온에서도 형성됨을 보고하였다.7) 그

러나 보다 고품질의 TiO2 나노선 구조의 제조 및 성장

제어를 위해서는 성장조건에 따른 TiO2 나노선 제조 및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

기금속화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 주요 공정변수에 따른

TiO2 나노선 제조 연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정조건을 도출하고 그 성장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TiO2 나노선은 Ti 전구체로서 (C11H19O2)2(C3H7O)2Ti

(Ti(O-iPr)2 (dpm)2: Kojundo Chemical Lab.)를 사용하여

MOCVD법으로 15분 성장되었다. Ti 전구체는 200oC와

210oC에서 Ar 가스 (순도 99.999%) 15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의 유량으로 cold-wall 성장

챔버로 공급되었다. 사용된 기판은 Si(100)와 Au/Si(100),

Pt/Si(100)이었으며, Au와 Pt는 스퍼터링법으로 약 5 nm

두께로 증착되었다. 전체 가스 유량은 300 SCCM으로 고

정하였으며 환원분위기를 위해 Ar(90%)와 H2 (10%)의 혼

합가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성장된 TiO2 나노선의 형상

및 미세구조는 장방출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사 JSM

7000F)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TiO2 나노선의 결정구조

및 미세구조는 X-선 회절 분석기(Regaku사 D/MAX-RC,

Cu K
a
 radiation, a Ni filter)와 투과전자현미경(TEM: JEOL

2100F, 가속전압 200 kV)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성장온도에 따른 Si(100) 기판에서의 TiO2 표

면 형상의 SEM 사진이다. 이때 Ti 전구체의 온도는 200oC

이었고 성장압력은 10 torr로 고정하였다.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iO2 나노선의 형성이 성장온도에 따라 매우 민

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70oC에서는 약 0.05 µm 두께

의 매우 얇은 박막이 형성되었으나 510oC에서는 0.1 µm

두께의 TiO2 박막 위에 2-3 µm 길이의 나노선이 성장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나노선의 폭은 약 50 nm 정도이

었다. 그러나 성장온도를 550oC로 올린 경우 TiO2 박막

의 두께가 0.2 µm로 증가한 반면 나노선 성장이 크게 억

제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성장온도를 670oC로 더욱 상

승시킨 경우에는 TiO2 박막 두께가 0.4 µm로 두꺼워지고

나노선 성장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온도

Fig. 1. SEM images of TiO2 thin films and nanowires grown on Si(100) wafers at (a) 470oC, (b) 510oC, (c) 550oC and (d) 670oC. The

mixed gas of Ar(90%) and H2(10%) was supplied at 15 SCCM. The chamber pressure and the bubbling temperature of Ti precursor were

fixed at 10 torr and 200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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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Ti 전구체인 Ti(O-iPr)2(dpm)2의 열적 분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Si 기판 위에서 Ti 전구체의 완전한

분해는 527oC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1) 470oC

의 경우 Ti 전구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TiO2 성장이

제한되어 매우 얇은 두께의 박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성장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Ti 전구체의 분해 및 TiO2

성장이 활성화되어 점점 더 두꺼운 TiO2 막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노선의 형성은 Ti 전구체가 분해되

면서 성장표면에 흡착되는 반응부산물인 탄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본 연구그룹의 결과는 Ti(O-iPr)2(dpm)2

을 사용한 TiO2 나노선 성장 시 나노선 끝단에 nano-

graphtic 층이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해서 vapor-solid (V-

S)법에 의해 나노선이 성장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성장온도가 Ti(O-iPr)2(dpm)2의 완전한 분해온도인

527oC 보다 높아질수록 성장표면에서 반응 부산물인 탄

소가 탈착되면서 나노선 성장이 억제된다고 판단된다. 반

면 성장온도 510oC에서는 상당량의 탄소가 성장표면에

존재하고 nanographtic 층이 형성되면서 나노선의 성장

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결

과를 다루진 않지만 510oC에서도 외부에서 산소를 50

SCCM 공급하여 탄소탈착을 유도할 시 나노선 성장 없

이 박막이 형성되는 결과와도 부합된다. Fig. 1 의 성장

결과는 외부에서 어떠한 산화제의 공급없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강한 환원분위기 형성을 위해 Ar(90%)와 H2 (10%)

가 혼합된 가스 15 SCCM을 공급하여 얻어졌다. Ti(O-

iPr)2(dpm)2가 분해될 시 TiOx 및 Ox가 발생되고 산화제

의 공급없이도 TiO2 또는 환원된 TiO2-δ가 형성된다.11)

환원 성장분위기를 위해 Ar만 사용한 경우에도 Fig. 2

에서 보인 것과 같이 510oC에서는 TiO2 나노선이 성장

됨을 볼 수 있다. 다른 성장조건은 Fig. 1과 같았다.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장된 나노선 밀도는 성장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아 성장압력이 1.2 torr에서 10 torr로 커

짐에 따라 나노선 밀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성장압력의 증

가에 따라 성장표면에 공급되는 Ti 전구체의 양이 증가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 torr로 압력을 크게 증

가시킨 경우 오히려 TiO2 나노선의 선택적 성장이 아니

라 기판 전체 표면에서의 빠른 박막성장이 우세하게 되

어 나노선 형성이 안 되는 결과를 얻었다. Fig. 1과 2의

나노선성장은 모두 별도의 Au 같은 촉매금속 없이 Si(100)

기판에서 얻은 결과이다.

Fig. 3(a)와 (b)는 각각 TiO2 나노선을 Au와 Pt가 5 nm

두께로 증착된 Si(100) 기판에서 성장한 결과를 보이는

SEM 사진이다. 나머지 성장조건은 Fig. 2(a)에서 보인

TiO2 나노선 성장조건과 똑같았다. Au 및 Pt를 촉매금속

을 사용한 경우 나노선의 밀도가 Fig. 2(a)에 비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나노선의 폭이 약 100 nm

정도로 넓어지면서 나노벨트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

에서 Au 및 Pt는 일반적인 vapor-liquid-solid (V-L-S)법에

의한 나노선 성장 시 적용되는 액상의 형성을 유도하지

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Au-Ti/TiO2와 Pt-Ti/

TiO2의 공정온도는 각각 1064oC와 1310oC로서 성장온도

Fig. 2. SEM images of TiO2 nanowires grown at 510oC under

various chamber pressures: (a) 1.2 torr, (b) 3 torr and (c) 10 torr. The

only Ar gas was supplied. The bubbling temperature of Ti precursor

was fixed at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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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510oC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Au/TiO2와 Pt/

TiO2 구조는 산화 활성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촉매제

이다.12) 따라서 특히 환원 성장분위기에서 Au와 Pt 존재

하는 부분에서 산화반응이 활성화되고 TiO2 나노선 성

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Au 및 Pt 촉매금속에 의

해 형성된 나노선의 구조 및 형상이 촉매금속 없이 형성

된 나노선과 유사한 것도 V-S법에 의해 TiO2 나노선이 성

장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TiO2 나노선의 성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성장압력 10

torr에서 Ti 전구체의 온도를 210oC로 올려 Ar 가스 분위

기에서 성장하였다.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TiO2 나

노선의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나노선의 길

이는 2-4 µm로 두께는 300-400 nm로 보다 큰 나노선구조

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서는 촉매금속이 없

는 Si(100) 기판과 Au/Si(100) 기판과의 나노선 밀도 차

이가 거의 없었다. TiO2 나노선의 결정구조 및 미세구조

를 조사하기 위해 XRD 및 TEM 분석이 수행되어졌다.

Fig. 5(a)는 Fig. 4(a) 시료의 XRD 결과이다. 성장된 TiO2

나노선은 rutile 상이 매우 우세하지만 anatase 상도 같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b)는 나노선의

고분해능 TEM 사진이다. 나노선은 단결정이 아니며 약

10-30 nm 정도의 결정립으로 구성된 구조임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립들은 서로 일정한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MOCVD법으로 제조된 TiO2 나노선은 자발적인

탄소이온 도핑효과에 의해 매우 우수한 가시광선 광촉매

특성이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Co등을 나노선 성장 시

in-situ 도핑할 시 묽은 자성반도체로의 상온 강자성특성도

얻을 수 있었다.13) 더욱이 MOCVD 제조 특성 상 화학적

성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장점을 활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원소에 대해 in-situ 도핑이 가능하며 보다 우수한 광촉매

특성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3. SEM images of TiO2 nanowires grown on Au/Si(100) and Pt/

Si(100) substrate at 510oC. The chamber pressure and the bubbling

temperature of Ti precursor were fixed at 1.2 torr (a) and 200oC(b),

respectively. 

Fig. 4. SEM images of TiO2 nanowires grown on Si(100) (a) and

Au/Si(100) substrates (b) at 510oC. The chamber pressure and the

bubbling temperature of Ti precursor were fixed at 10 torr and

210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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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O-iPr)2(dpm)2를 Ti 전구체로 사용하여

MOCVD법으로 비교적 저온인 510oC에서 TiO2 나노선이

성장됨을 보였다. 특히 Au와 같은 촉매금속 없이도 TiO2

나노선을 성장할 수 있어 이종의 금속촉매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TiO2 나노선 성장은

V-S 법에 의해 제어되며 성장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Ti 전

구체의 완전분해온도 근처인 510oC에서 성장할 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성장된 나노선은 rutile 상이 우세하

였으며 소량의 anatase 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었다.

또한 Au 및 Pt를 촉매금속을 사용하면 산화반응이 활성

화되어 나노선의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를 얻었다. 더욱이

성장압력과 Ti 전구체 온도를 제어를 통해 나노선의 밀

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제조된 TiO2 나노선은 다

양한 광촉매 및 천이금속 등을 도핑할 시 스핀트로닉스

응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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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XRD pattern and (b) high-resolution TEM lattice image

of TiO2 nanowires grown on Si(100) at 510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