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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1 차원 금속산화물 Nanowires 는 단위 부피 대비 높은 표면적 비율을 가져 높은 

민감도 및 확장성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센서 소자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노소재 기반의 소자는 아직까지 Nanowires 의 전이(Transfer), 

정렬(Alignment) 및 밀도 제어 등 기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아 소자의 균일한 

성능을 보장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SER ablation 을 

활용하여 PDMS (polydimethylsiloxane), PET 필름과 같이 유연한 substrate 위에 Au 및 Al 

전극을 Patterning 하였으며, 그 위에 Thermal CVD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합성된 SnO2 Nanowires 를 Sliding transfer 방식으로 전이 및 배열시켰다. 전극의 

source 와 drain 사이의 채널 길이(channel length)는 LASER ablation 으로 전극을 

patterning 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마스크(mask)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작된 전극 패턴 위에 전이된 Nanowires 는 높은 밀도 및 정렬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다룬 LASER ablation 기술을 활용한 Nanowires 기반의 소자 개발 기술은 

공정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비용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Wearable 센서 분야와 

같이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어: Nanowires; SnO2; Gas sensors; LASER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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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산업 현장의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4 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NT(Nano-technology), IT(Information-technology)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정의 전반적인 부분이 자동화되어 지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센서 소자의 활용성 및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발전에 따라 Flexible/Wearable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Flexible/Wearable 센서 소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센서 소자들 

중 가스 센서 분야에 Flexible/Wearable 기술을 접목시켜 가스의 실시간 감지를 통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2 차원의 박막 형태의 소재가 감지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성이 좋아 대부분의 센서 

소자에 활용되고 있는 2 차원의 박막 센서 소자와 달리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Surface-

area-to-volume-ratio)이 월등히 높은 1 차원의 Nanowires 형태의 센서 소재를 활용하면 

주변 가스 분자들이 흡착되어 영향을 주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어 센서의 민감도 및 

반응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존재한다. 다만 증착(Deposition) 등 공정성이 좋은 박막 

형태의 소재와 달리 1 차원의 나노 소재는 합성과정에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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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transfer),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렬(alignment) 및 밀도(density) 제어 등 센서 소자로 

적용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공정상의 한계가 많아 소자의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Sliding transfer 방법과 LASER ablation 기술을 활용하여 Nanowires 

기반의 센서 소자의 성능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micro-fab 에서는 주로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한다. 하지만 포토리소그래피는 복잡한 공정단계와 그로 인한 높은 공정단가 및 

공정시간이 소요되며 chemical and baking 단계로 인해 Flexible substrate 를 사용함에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SER ablation 기술은 간단하면서 

저렴하게 전극의 패턴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내열성 및 내화학성이 좋은 PI 필름뿐만 

아니라 PET, Silicone 필름 등 다양한 flexible substrate 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정의 장점을 살려 공정시간 및 비용 절감과 동시에 

Nanowires 기반의 Flexible/Wearable 센서 소자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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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SnO2 Nanowires 

2.1.1. SnO2 

 

그림 2-1. SnO2 

SnO2 는 상온에서 3.6eV 의 band gap 과 약 130 meV 의 큰 exciton binding energy 를 

갖는 금속산화물반도체(Metal Oxide Semiconductors)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내열성 및 내식성 등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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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Nanowires 

Nanowires 는 1 차원 나노구조물(1-Dimensional nanostructure) [5] 중 하나로 작게는 

수십 nm 에서 크게는 약 100nm 정도의 직경을 가지며, 1000 이상의 매우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진다. Nanowires 는 단결정성을 나타내며 단위 부피 대비 높은 

표면적 비율(surface-to-volume ratio)을 가진다 [6-7]. 추가적으로 양자제한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나타낸다 [8].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Nanowires 는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지며 유연성과 같은 기존 Bulk 물질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 [9]. 현재 Nanowires 는 반도체 나노 소자 구현에 있어 

유망한 소재로써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 

2.1.3. VLS (Vapor-Liquid-Solid) mechanism 

VLS (Vapor-Liquid-Solid) 메커니즘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반의 

Nanowires 성장 기구이다 [9-11]. 본 연구에서 합성한 SnO2 Nanowires 를 빗대어 

설명하면, CVD 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wafer 표면에 증착되어 있던 Au catalyst 가 

액상의 droplet 을 형성하게 된다. 그 후 eutectic 온도 이상에서 vapor 화 된 Tin 과 

주입된 O2 가 형성된 Au droplet 속에 녹아들게 된다 [12-13]. 이러한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Au droplet 속의 SnO2 성분이 평형 농도 이상으로 농축되면서 

과포화(supersaturation)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액상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지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수한 SnO2 을 석출(precipitation)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액상은 다시 

평형 조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Sn 및 O2 가 공급되면서 과포화 상태 및 석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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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SnO2 석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포화 및 석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SnO2 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Au droplet 의 제한에 의해 일차원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SnO2 Nanowires 가 합성되어진다. Nanowires 가 성장하는데 있어 

Vapor (Sn, O2), Liquid (Au), Solid (SnO2)의 세가지 상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VLS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14].  

 

  

그림 2-2. VLS 메커니즘 개략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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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Nanowires transfer method 

앞선 Nanowires를 소개하는 2.1.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Nanowires 기반의 소자는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나노미터 단위의 매우 얇고 가는 Nanowires 를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위치(location) 시키고 배열(orientation) 및 정렬(alignment)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설사 정렬시켜 소자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배열 및 정렬이 어려워 

소자의 균일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등 공정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Nanowires 를 원하는 위치에 전이(transfer) 시키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현재 Nanowires transfer 방법에는 1) Microfluidic alignment [11], 2) Bubble-blown 

technique [15], 3) Langmuir-Blodgett alignment [16], 4) Contact printing (Sliding) [17-20] 

등 여러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1) Microfluidic alignment 

Microfluidic alignment 의 경우 Nanowires 를 용액에 풀어낸 후 미세 채널에 흘려 

보내 배열하는 방식으로 균일한 밀도로 배열이 가능하지만 [21], Nanowires 를 녹인 

용액 제조 및 미세 채널 형성에 추가적인 공정이 따른다.  

2) Bubble-blown technique 

Bubble-blown technique 은 Nanowires 를 풀어 넣은 용액을 공기방울 형태로 

부풀려 공기의 방향에 따라 Nanowires 가 배열되는 정렬법이다. 이 방법은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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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로 Nanowires 를 배열할 수 있지만, 일정한 농도를 갖는 용액을 제조하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3) Langmuir-Blodgett alignment 

Langmuir-Blodgett alignment 는 Nanowires 를 용액에 풀어 띄운 후용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때 좌우 방향의 반복 운동을 통해 Nanowires 를 배열하게 

된다. 하지만 휘발성 용매 등 부가적인 여러 물질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4) Contact printing 

Contact printing 은 Nanowires 와 옮기고자 하는 substrate 를 접촉시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전이(transfer) 시키는 방법이다 [22]. Contact printing 의 배열 비율은 

약 80-95% 정도로 다른 배열 방법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간단히 

높은 밀도로 배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물리적 힘을 가하여 배열하기 

때문에 Nanowires 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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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icrofluidic alignment 개략도 [21] 

그림 2-4. Bubble-blown technique 개략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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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angmuir-Blodgett alignment 개략도 [17] 

그림 2-6. Contact printing 개략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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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LASER ablation 

기본적으로 LASER ablation 은 렌즈에 집속된 고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소재의 표면에 

조사하여 해당 영역의 물질을 제거하는 레이저 가공기술이다. 레이저 빔이 소재 표면에 

조사되면 전자의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격자(lattice)로 전달되어 재료에 열이 

발생하는 열 확산(thermal relaxation) 현상이 발생된다 [23]. 이러한 현상에 의해 레이저 

빔이 조사된 부위가 가공이 되어진다 [24]. 

최근 많은 연구들에 의해 레이저 빔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25-28], 이로 인해 다양한 

재료를 미세 가공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29] 이로 인해 LASER ablation 기술은 

최근 자동차 [30], 의료 [27,31], 태양전지 [32], 반도체 [33]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34]. 

  

그림 2-7. LASER system 개략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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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SnO2 Nanowires synthe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O2 Nanowires 는 Quartz tube thermal CVD (Thermo-Cute, 

Femtoscience, Hwasung, Korea)를 이용하였고, VLS (Vapor-Liquid-Solid) 메커니즘을 통해 

합성되었다. SnO2 Nanowires 합성법은 기본적으로 Si wafer 를 20mm X 10mm 로 

cleaving 한 후 초음파 세척을 통해 wafer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세척된 wafer 는 

스퍼터를 (Sputter coater,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s, Oxhey, UK) 이용하여 약 

6nm 의 Au (Purity 99.99%)를 증착(Deposition)하여 샘플링 하였다. 그 후 SnO2 

Nanowires 를 합성하기 위해 깔끔한 알루미나 보트(Alumina boat) 위에 약 0.5g 의 Tin (Sn) 

powder (Aldrich, St. Louis, MO, USA)를 고르게 펴 준다. 그 다음 샘플의 Au 가 증착된 

표면이 알루미나 보트 안쪽을 향하게 뒤집어 얹는다. 이와 같이 준비된 샘플과 보트를 

CVD 의 Quartz tube 내부로 밀어 넣어 퍼니스(Furnace)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 후 

Quartz tube 내부의 진공도를 약 ~10-3Torr 로 맞춘 후 퍼니스를 750℃로 가열 및 

유지시킨다. 그 후 30 분간 10sccm 의 O2 (Purity 99.99%) 가스를 주입하여 SnO2 

Nanowires 를 합성한다. 본 연구는 그림 3-1. SnO2 Nanowires 합성법에 나타난 순서와 

같이 진행되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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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nO2 Nanowires 합성법 [35]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afer 샘플링 시 증착된 Au 박막의 두께, 합성 시간, Tin 

powder 의 양, 합성 후 냉각 속도 등의 공정변수가 SnO2 Nanowires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어 각각 조절해 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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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liding transfer 

본 연구에서는 Sliding transfer [1]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SnO2 를 전이시켰다. Sliding 

transfer 는 Contact printing 방법 중 하나로 합성된 Nanowires 를 옮기고자 하는 

substrate 에 접촉시킨 후 밀어(sliding) 배열 및 정렬시키는 물리적인 전이 방법이다 [13].  

본 연구에서 Sliding transfer 는 평평한 바닥에 옮기고자 하는 substrate 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위에 10mm X 1mm 크기의 합성된 Nanowires 를 위치시킨 후 물리적인 

힘을 가해 sliding 시켜 전이시켰다. 이때 Nanowires 가 균일한 밀도로 서로 얽히지 않고 

길게 전이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liding transfer 시 가해주는 압력, 밀어주는 속도, Nanowires 가 밀리는 거리가 가장 큰 

변수라 생각되어 제어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liding 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Sliding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밀어주는 속도는 제어하기가 힘들어 

최대한 천천히 밀어주었으며, 나머지 압력의 경우 일정 무게의 추를 사용하여 

제어하였고 밀리는 거리의 경우 최대 5mm 로 제한하여 그 사이 범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3-2. Sliding transfer 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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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ASER ablation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소자 패턴 제작에 LASER system (LASER Marker, Hyosung LASER, 

Bucheon, Korea)을 활용하였다. 

먼저 실험에서 사용된 substrate 는 polydimethylsiloxane (PDMS),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및 polyimide (PI)와 같이 Flexible 한 substrate 를 사용하였으며, [36] 

그 위에 약 15 ㎛ 정도 두께를 가진 Al 호일을 부착하거나 Sputter 를 통해 약 70 ㎚의 

Au 를 표면에 증착하여 샘플로 사용하였다. 

샘플을 패터닝 하기에 앞서 CAD (Auto CAD, AUTODESK, California, USA)를 통해서 

원하는 전극 및 회로의 패턴을 제작하였다. 그 후 준비된 샘플을 stage 위에 고정해 두고 

LASER system 에서 CAD 파일을 불러온 후 장비를 작동시켜 패턴을 제작하였다.  

특히 전극 패턴 제작 시 정밀하고 깔끔한 패턴을 얻기 위해 additional mask 및 LASER 

system 의 주요 변수인 LASER power, speed, frequency [37-38]를 조절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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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easurements 

합성된 SnO2 Nanowires 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SEM) (JSM-IT200, JEOL, 

Tokyo, Japan) 통하여 세부적인 Nanowires 의 구조(structure) 및 형상(morphology), 

배열(orientation)을 확인하였다. 

약 20mm X 10mm 로 Cleaving 된 Si wafer 표면 위에 코팅된 Au 박막은 Atomic force 

microscope 을 (AFM) (XE-100, Park systems) 이용하여 비 접촉 모드(Non-contact mode)로 

13 ㎛ X 13 ㎛ 범위의 영역을 측정하였다. 

온전한 패터닝 여부 확인 및 Nanowires 의 저항, 전도성 등 각종 전기적 특성을 

Multimeter (FLUKE 87-5, FLUK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3. LAS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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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SnO2 Nanowires synthesis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SnO2 Nanowires 는 약 6nm 정도의 Au 박막이 증착된 wafer 

샘플을 750℃에서 20sccm 의 O2 를 공급해가며 Tin powder 와 반응시켜 합성되었으며, 

이는 그림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Wafer 위에 새하얗게 솜처럼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 합성된 SnO2 Nanowires; 위) 정면 이미지;  

아래) 옆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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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SnO2 Nanowires 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SEM) (JSM-IT200, JEOL, 

Tokyo, Japan) 통하여 세부적인 Nanowires 의 구조(structure) 및 형상(morphology), 

배열(orient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SnO2 Nanowires 의 SEM 이미지는 그림 4-

2.에 나타나 있으며, 원기둥의 가느다란 실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며 정렬(alignment)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배열(randomly oriented)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게 SnO2 Nanowires 를 합성하는 

조건에서 wafer 샘플에 증착된 Au 박막의 두께, Tin powder 의 양, 합성 시간 및 냉각 

5㎛ 5㎛ 

1㎛ 1㎛ 

그림 4-2. SnO2 Nanowires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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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등 합성 조건을 조절하여 합성된 Nanowires 의 직경 및 두께, 길이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공정 조건을 조절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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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증착된 Au 박막 두께에 따른 영향 

VLS 메커니즘으로 성장되는 Nanowires 의 경우 Nucleation seed 로 작용하는 Au 입자 

크기가 Nanowires 성장 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어 증착된 Au 의 두께를 달리하여 

합성을 진행해 보았다. 증착된 Au 두께의 경우 원자간력현미경(AFM)을 통해 측정되었다. 

그림 4-3., 그림 4-4.에서 나타난 AFM 데이터에서 보이듯이 Si wafer 표면에 각각 

6.5nm – 7.5nm, 10.5nm – 11.5nm 의 Au 를 증착 시켰으며, 이후의 나머지 합성 과정은 

앞선 실험방법에서 나타낸 바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합성된 SnO2 Nanowires 의 결과는 그림 4-5.에 나타났으며 a)와 b)는 Au 의 두께가 

얇게 (6.5nm – 7.5nm) 증착된 wafer 를 사용한 경우이며, c)와 d)는 두께가 두껍게 (10.5nm 

– 11.5nm) 증착된 wafer 에 각각 SnO2 Nanowires 가 합성된 SEM 이미지이다. 

그 결과 얇은 두께의 Au 를 nucleation seed 로 사용한 a), b)의 경우 합성된 

Nanowires 의 두께가 54.32𝑛𝑚  4.79𝑛𝑚로 나타났으며 두께가 두꺼운 c), d)의 경우 

Nanowires 의 두께가 102.26𝑛𝑚 5.40𝑛𝑚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nucleation seed 로 작용하는 Au 의 두께가 작을수록 합성된 SnO2 

Nanowires 의 두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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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nm 

7.20nm 

Au (X) Au (O) 

10.74nm 

11.40nm 

Au (X) Au (O) 

그림 4-3. AFM 데이터; Si wafer 표면에 약 6.5nm - 7.5nm 증착된 Au 

그림 4-4. AFM 데이터; Si wafer 표면에 약 10.5nm – 11.5nm 증착된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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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1㎛ 

5㎛ 

a) 

b) 

c) 

d) 

그림 4-5. Au 두께에 따른 영향; a), b) 약 6.5nm – 7.5nm; c), d) 약 10.5nm – 11.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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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Tin powder 양 및 합성 시간에 따른 영향 

Nanowires 합성 시 Tin powder 양이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림 4-6.과 같이 각각 0.1g, 0.5g, 3.0g 의 Tin powder 를 알루미나 보트에 

넣은 후 750℃에서 30 분간 합성을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 Tin powder 의 양이 가장 

적었던 0.1g 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 매우 적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고, 나머지 0.5g 및 

3.0g 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그림 4-7.에서 나타나듯이 0.5g 과 3.0g 의 Tin 

powder 를 사용하여 750℃에서 a),b),c) 각각 10 분, 30 분, 50 분간 합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a), b), c) 모두 Tin powder 양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길이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그림 4-8.과 같이 각각 0.5g, 3.0g 의 Tin powder 를 이용하여 성장된 SnO2 

Nanowires 를 시간에 따라서 정렬시켜 보니 합성 시간이 10 분, 30 분, 50 분으로 증가함에 

0.1g 

0.5g & 3.0g 

그림 4-6. SnO2 Nanowires 합성 시 Tin powder 양에 따른 영향; 750℃에서 30 분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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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각각 약 0.7mm, 1.3mm, 2.0mm 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결과들을 토대로 SnO2 Nanowires 의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에는  

Tin powder 의 양보다 합성 시간이 더욱 Critical 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0.5g 3.0g 

0.5g & 3.0g 

0.5g 3.0g 

0.5g & 3.0g 

0.5g 3.0g 

0.5g & 3.0g 

a) 

b) 

c) 

그림 4-7. SnO2 Nanowires 합성 시 Tin powder 양에 따른 영향; 750℃에서 각각 a) 10 분; 

b) 30 분; c) 50 분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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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in 30min 50min 

10min 30min 50min 

a) 

b) 

그림 4-8. SnO2 Nanowires 합성 시 합성 시간에 따른 영향; Tin powder 각각 a) 0.5g;  

b) 3.0g 

 

50min (약 2.0mm) 

30min (약 1.3mm) 

10min (약 0.7mm) 

50min (약 2.0mm) 

30min (약 1.3mm) 

10min (약 0.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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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합성 후 냉각 속도가 미치는 영향 

SnO2 Nanowires 합성 시 온도, 시간 등 모든 조건은 동일시 하였으며 냉각 속도가 

Nanowires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4-9.와 같이 퍼니스의 개/폐를 

통해 냉각 속도를 제어해 보았다. a)와 같이 퍼니스 개방 후 냉각 시 챔버의 온도가 

750℃에서 실온까지 떨어지는데 약 1 시간이 걸렸으며, Nanowires 위에 Nanoparticles 이 

잔뜩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b)와 같이 퍼니스를 차폐 후 냉각 시 

챔버의 온도가 상온으로 떨어지기까지 약 2 시간 30 분에서 3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매우 

깔끔한 Nanowires 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a)와 같이 급속으로 냉각시킨 

경우에는 챔버 내에 남아 있던 Tin vapor 와 O2 gas 가 갑작스러운 온도 감소로 인해 

서서히 반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급격히 Nanowires 표면에서 반응을 일으켜 수많은 

Nanoparticles 을 형성했다고 판단되어진다. 반면에 b)와 같이 서서히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던 Tin vapor 와 O2 gas 가 충분히 반응을 마무리 짓게 되어 깔끔한 

형상의 Nanowires 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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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9. SnO2 Nanowires 합성 후 냉각; a) Furnace 개방; b) Furnace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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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직경이 가늘고 길게 성장한 SnO2 Nanowires 

 본 연구에서는 위의 4.1.1. ~ 4.1.3. 파트의 결과들을 토대로 직경이 가늘고 길이 

방향으로 길게 성장한 SnO2 Nanowires 를 얻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Nucleation 

seed 인 Au 의 경우 약 2~3nm 를 증착하였고, Tin powder 의 양은 충분히 넣어 주었으며 

합성은 750℃에서 약 1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 이후 냉각 시 퍼니스를 차폐시켜 

서서히 냉각시켰다. 그 결과 그림 4-10.과 같이 직경은 약 31.90𝑛𝑚  6.69𝑛𝑚로 가늘게 

나타났으며, 길이 방향으로 약 2mm 정도로 길게 성장한 SnO2 Nanowires 를 얻을 수 

있었다. 표 4-1.은 선행 연구 사례와 본 연구에서 Thermal CVD 를 통해 합성된 SnO2  

Nanowires 에 대한 비교 내용이며, 본 연구에서 합성된 Nanowires 가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가늘고 길게 성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Tonezzer,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19 [39] 

Jeong et al., 

Ceramics 

International 

2018 [3] 

Lee et al., 

Jornal of 

Luminescence 

2011 [40] 

Choi et al., 

Nanotechnology 

2008 [11] 

Au 

(catalyst) 

Thin film 

2 – 3nm 

Thin film 

3 – 5nm 

Nanoparticles 

20 – 170nm 

Thin film 

1) 2nm 

2) 5nm 

3) 10nm 

4) 15nm 

 

Thin film 

2nm 

Diameter of 

NWs 

𝟑𝟏.𝟗𝟎𝒏𝒎 
 𝟔.𝟔𝟗𝒏𝒎 60nm 30 – 180nm 

1) ~50nm 

2) ~70nm 

3) ~90nm 

4) ~140nm 

~50nm 

Length of 

NWs 
2000 ㎛ 3.5 ㎛ 수 백㎛ >10 ㎛ 수 십㎛ 

표 4-1. Thermal CVD 로 성장된 SnO2 Nanowire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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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2.0m
m

 

200
㎛

 

Su
b
strat

1㎛ 

그림 4-10. 길게 성장한 a) SnO2 Nanowires 의 

파노라마 ;  b) SnO2 Nanowires 의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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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liding transfer 

4.2.1.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영향 

1) 100g 하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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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Sliding transfer (100g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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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g 하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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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Sliding transfer (300g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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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g 하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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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9 8 7 

그림 4-13. Sliding transfer (500g 하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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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0g 하중 인가 

 

 

 

 

1 2 3 

6 5 4 

9 8 7 

1mm 

10
m

m
 

N
W

s 

5mm 

Su
b
st

ra
te

 

10
m

m
 1 

4 

7 

2 

5 

8 

3 

6 

9 

10μm 10μm 10μm 

10μm 10μm 10μm 

10μm 10μm 10μm 

그림 4-14. Sliding transfer (1000g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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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00g 하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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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Sliding transfer (1200g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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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liding transfer 결과에 대한 고찰 

위 4.2.1. 파트에서 Sliding transfer 시 가해주는 하중을 달리하였고, 위치 및 거리에 

따라 전이된 Nanowires 를 관찰하였다. 첫번째, 가장 낮은 100g 의 하중을 인가한 1)의 

경우 전반적으로 Nanowires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300g의 

하중을 인가한 2)의 경우 Nanowires 가 어느정도 전이가 일어났지만, 밀도 및 정렬도는 

떨어진다. 세번째, 500g 하중을 인가한 3)의 경우 전이가 시작되는 1 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Nanowires 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며 균일한 밀도 및 높은 수준의 정렬도를 

나타낸다. 네번째, 1000g 의 하중을 인가한 4)의 경우 전체적으로 밀도가 매우 높아 

보이지만, 사이사이에 짧게 끊어진 Nanowires 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1200g 의 하중을 인가한 5)의 경우 Nanowires 가 매우 

짧게 끊겨 있으며 정렬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통틀어 보았을 때, Sliding 초반부, 즉 전이가 시작되는 지점인 1, 4, 7번에서 

낮은 하중이 인가된 경우 밀도 및 정렬도가 매우 떨어지고, 높은 하중이 인가된 경우 

밀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나 낮은 정렬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Nanowires 가 randomly oriented 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Sliding transfer 처음에 미처 

풀리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간 

지점인 2, 5, 8 번의 경우 하중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밀도 및 

정렬도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정중앙에 위치한 5 번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에 

가깝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 5mm 부근인 3, 6, 9 번은 중앙보다 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밀도 및 정렬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의외로 자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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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전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Nanowires 가 물리적으로 

전이되면서 마찰, 부서짐, 꼬임 등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Sliding transfer 를 통해 Nanowires 를 가장 이상적인 전이를 위해서는 

500g 의 하중을 인가하여 Sliding 하되 최소 2~3mm 정도는 Sliding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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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각 하중에 따른 전이된 Nanowires 의 길이 측정 

 

4.2.1.의 결과 및 4.2.2.의 고찰을 토대로 500g 하중을 인가하여 Sliding 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한 Nanowires 가 밀도 및 정렬도가 높게 전이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새로이 전이를 진행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6.과 4-17.에 나타냈다. 

 

 

 

 

 

 

 

10μm 10μm 

그림 4-16. Sliding transfer (500g 하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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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liding transfer 시 각 하중에 따른 전이된 Nanowires 길이 평균 및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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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그림 4-17.은 각 하중에 따라 전이된 Nanowires 이미지의 일부 영역에 

대한 평균 길이 및 분산을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a) 100g 의 하중으로 전이된 

Nanowires 는 대부분 0~10 ㎛로 짧게 전이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밀도 및 정렬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300g 의 하중으로 전이된 Nanowires 의 경우 앞선 a)에 

비해 길이뿐만 아니라 밀도 및 정렬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꼬이거나 겹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렬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진다. d) 1000g 의 하중으로 전이된 Nanowires 는 밀도는 매우 높으나 

5.16±4.12 ㎛로 매우 짧은 길이의 Nanowires 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c) 500g 의 하중으로 전이된 Nanowires 는 짧게는 15.17 ㎛에서 길게는 35.87 ㎛의 

길이로 분포되어 있으며, 정렬도 및 밀도가 다른 결과들에 비해 잘 제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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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ASER ablation 

 

 

 

 

 

 

 

 

 

 

그림 4-18. LASER ablation 전/후 비교; 왼쪽) 전; 오른쪽) 후 

그림 4-19. LASER ablation 으로 제작된 다양한 패턴 

그림 4-20. LASER ablation 으로 제작된 회로 작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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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4-19.는 LASER ablation 을 통해 제작한 각종 패턴 및 회로 이미지이며 

그림 4-20.에서는 LASER ablation 으로 제작된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낸다. 

위 그림 4-18. ~ 4-20.에서 나타난 가장 작은 패턴의 크기는 3mm X 3mm 이며 선폭은 

약 100㎛로 상당히 큰 패턴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가공함에 있어 정밀도 및 제거되어진 

표면의 형상이 패턴의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4-21.과 같이 패턴의 크기 및 선폭이 작아진 경우 뿐만 아니라 그림 4-

22.의 전극 패턴 같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channel length 를 더욱 줄여야 하는 등의 경우  

정밀한 ablation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거되어진 부분의 형상을 말끔히 하고 

사이 간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40 ㎛ 
40 ㎛ 

그림 4-21. Micro-heater 패턴 

50 ㎛ 

그림 4-22. Electrode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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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LASER system 변수 제어 

1) LASER speed 제어에 따른 영향 

LASER speed 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ASER power 는 10% (장비 

power 의 수치), frequency 는 20kHz 로 고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substrate 은 약 70 ㎚의 Au 가 증착된 PET 필름을 사용하였다. 

  

 

 

 

100 ㎛ 100 ㎛ 

56.20㎛ 

53.30㎛ 50.13㎛ 

48.81㎛ 50.38㎛ 

100 ㎛ 100 ㎛ 

100 ㎛ 100 ㎛ 

a) b) 

c) d) 

e) f) 

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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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에는 LASER speed 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 있으며, a)에서 h)로 갈수록 

속도는 점점 줄어 들었다. a)와 같이 속도가 빠를 때에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지만 

속도가 점차 빨라질수록 원이 겹치기 시작하였으며, d), e) 이미지 근처의 속도에서 가장 

깔끔한 형상을 나타냈다. 이후에 속도가 매우 느려졌을 때, 국부적인 영역에 입열량이 

[41] 많아지면서 substrate 이 손상되었다. LASER speed 제어 결과 d), e) 250mm/s ~ 

150mm/s 부근에서 가장 깔끔한 형상을 보였으나 LASER path 간격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LASER speed 만을 제어하여 LASER path 의 형상 및 간격을 

줄이는 것은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53.83 ㎛ 
52.51 ㎛ 

100㎛ 100㎛ 

g) h) 

그림 4-23. LASER speed 에 따른 영향; a) 1500mm/s; b) 900mm/s; c) 600mm/s;  

d) 250mm/s; e) 150mm/s; f) 100mm/s; g) 50mm/s; h) 10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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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SER power 제어에 따른 영향 

LASER power 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선 speed 제어 시 가장 깔끔한 

형상을 나타냈던 250mm/s 로 속도를 고정시켰고, frequency 는 20kHz 로 

고정하였으며 substrate 은 마찬가지로 약 70nm 의 Au 가 증착된 PET 필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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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 

21.11 ㎛ 

그림 4-24. LASER power 에 따른 영향; a) 5%; b) 6%; c) 7%; d) 8%; e) 10%; f) 20%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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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는 LASER power 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며 5% 미만의 power 에서는 

ablation 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a) 5%의 power 에서부터 진행 되었지만 이미지에 

나타나듯 듬성듬성 붙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b) 6% 이상부터 박막이 완전히 

제거되어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d)로 LASER power 가 증가할수록 

LASER path 간격이 37.73 ㎛, 46.70 ㎛, 52.77 ㎛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d)에서 e)로 갈 때 52.77 ㎛에서 50.13 ㎛로 폭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 LASER system 의 LASER spot size 가 50 ㎛이기 때문에 

발생된 약간의 오차라고 생각되어지며, LASER power 에 의해 발생된 정상적 

범위의 영향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반면 f) 20%에서는 과한 열이 substrate 에 

공급되어 열영향부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증착되어 있던 Au 층이 과하게 

제거되었다고 판단된다 [41]. 따라서 LASER power 는 LASER path 간격을 

줄이는데 있어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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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equency 제어에 따른 영향 

마지막으로 LASER system 의 frequency 를 제어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LASER 

speed 및 power 를 제어하였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던 150mm/s ~ 250mm/s 

범위의 속도와 10%의 power 를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25.는 a)에서 d)로 갈수록 Frequency 가 감소되며, LASER speed 및 

power 제어 시 보다 확연히 LASER path 간격이 감소했으며, 제거된 부분의 형상 

또한 준수한 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3 가지 변수 중 LASER path 의 형태 

및 간격 제어에 있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는 frequency 라 

생각된다. 

그림 4-25. Frequency 조절에 따른 영향; a) 30kHz; b) 20 kHz; c) 15kHz; d) 10kHz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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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Additional Mask 를 이용한 형태 및 간격 제어 

LASER ablation 은 레이저 빔을 소재에 조사하여, 그 영역에 존재하는 소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연구에 사용된 LASER system 의 spot diameter 는 50 ㎛로 별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재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일부를 additional mask 를 이용해 막아 

LASER path 의 형태를 고르게 하고 간격을 좁히는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additional mask 로 절단면이 고른 Al 호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Au 가 증착된 PET 

필름의 한쪽 면을 가리고 그 위에 레이저 빔을 조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Al 호일에는 데미지가 없지만 Au 박막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있게 10%의 power 와 

250mm/s 의 speed 및 20kHz 의 frequency 를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26. Additional mask 를 이용한 LASER ablation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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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에 Al 호일을 Additional mask 로 사용한 LASER ablation 결과물이 나타나 

있다. a)에서 d)로 갈수록 더욱 넓은 부분의 LASER spot 을 가렸으며, Additional mask 를 

사용함으로써 LASER path의 간격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의 4.3.1. 

파트의 system 변수 제어의 결과물에 비해 가려진 한쪽 면의 형상이 좀더 평평하고 

고르게 나타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Nanowires 기반의 센서 소자 구성 시, 

특히 전극 패턴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4-27. Additional mask 를 사용한 LASER ablatio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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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여러가지 Substrate 에 대한 LASER ablation 의 영향 

 

 

 

 

위 LASER ablation 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LASER Frequency 가 channel length 를 

조절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ASER 의 

power는 10%, speed는 250mm/s, frequency는 10kHz로 설정하여 70nm의 Au가 표면에 

증착되어 있는 다양한 substrate 를 ablation 해 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4-28.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a), b), c) 각 substrate 에서 약 10~11 ㎛의 channel length 를 가지는 

electrodes 패턴을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Sliding transfer의 500g 하중 

인가 시에 나타난 전이된 Nanowires 의 길이보다 좁은 channel length 를 가지므로 

Nanowires 기반의 소자 제작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a) PI 

b) PET

c) PDMS

9.11 ㎛ 10.46 ㎛ 10.68 ㎛ 

9.11 ㎛ 10.74 ㎛ 

10.56 ㎛ 11.10 ㎛ 

그림 4-28. 여러가지 substrate 에 대한 LASER ablation 의 영향 

• Power = 10% 

• Speed = 250mm/s 

• Frequency = 10kHz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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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Nanowires 기반의 성능 균일성이 확보된 flexible/wearable 센서 소자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Nanowires 기반 소자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Nanowires, Sliding transfer, LASER ablation 각각에 알맞은 조건들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 SnO2 Nanowires 는 VLS mechanism 을 이용하여 성장시켰으며, nucleation seed 로 

작용하는 Au catalyst 의 두께가 얇을수록 직경이 작은 Nanowires 가 성장되었다. 

Nanowires 합성 과정에서 Tin powder 의 양이 충분하다면 어떠한 변수로도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합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Nanowires 가 길이 

방향으로 더욱 성장되었다. 합성 시간이 완료된 후 서서히 냉각시켜 Nanowires 외 

불필요한 Nanoparticles, Nanorods 등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조건들을 통해서 직경이 약 𝟑𝟏.𝟗𝟎𝒏𝒎  𝟔.𝟔𝟗𝒏𝒎로 가늘고 길이가 약 2000 ㎛로 

길게 성장한 Nanowires 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2. Sliding transfer 의 경우 무게추를 이용하여 하중을 일정하게 조절해 가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transfer 시 500g 의 하중이 인가될 때 전체적으로 전이된 

Nanowires 의 밀도 및 정렬도가 가장 뛰어났다. 또한 Sliding transfer 가 막 

시작되는 초반부와 끝나가는 후반부 보다 약 2~3mm 정도에 위치한 중앙 부분이 

밀도 및 정렬도가 가장 뛰어나게 나타났다. 이때 transfer 된 Nanowires 의 길이는 

약 15.17 ㎛ ~ 35.87 ㎛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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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SER ablation 의 경우 LASER speed, power, frequency 3 가지의 system 변수가 

있었으며, 가장 critical 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는 frequency 였고 가장 미미했던 

변수는 LASER speed 였다. 하지만 위 세가지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조정될 때 보다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조정되었을 때 가장 critical하게 작용하였으며, LASER path의 

형상 개선 및 channel length 가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관측할 수 있었다. LASER 

system 의 변수 제어를 통해 channel length 를 가장 짧게는 9.22 ㎛까지 제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LASER ablation 시 additional mask 를 사용함으로써 LASER 

path 의 형상 개선 및 channel length 가 줄어든 것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짧게는 15.34 ㎛까지 제어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앞선 sliding transfer 

결과와 접목시켜 source 와 drain 사이에 긴 Nanowires 의 온전한 전이를 통해 

소자 제작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gas sensor application 에 적용 

가능한 Nanowires 기반의 센서 소자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자의 성능 균일성 확보 및 기존 상용되고 있는 박막형 소자에 비해 훨씬 민감한 

gas sensor 소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공정 기술은 앞으로 

gas sensor 소자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Flexible/Wearable sensor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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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dimensional (1-D) metal oxide nanowires (NWs) are widely used for sensor devices 

due to their excellent properties such as a high sensitivity and a high scalability which 

originated in a high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of 1-D nanostructures.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technical limitations, including controlling methods of transfer, alignment 

and density of NWs, to secure the uniform performance of nanomaterials-based devices.  

 Here, we successfully patterned the Au or Al electrodes on flexible substrates through the 

LASER ablation technique, followed by sliding transfer of SnO2 NWs which were grown by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The channel length between the electrodes was 

controllable with an additional mask during LASER ablation process. The transferred NWs 

were placed on the pre-patterned electrode with high alignment and high density. 

Developed techniques, used in here, which can fabricate NWs based devices with LASER 

ablation is competitive not only in the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but in the cost aspect, 

and it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areas requiring flexibility, such as wearable sensor 

application. 

Keywords: Nanowires; SnO2; Gas sensors; LASER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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