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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말 형태의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를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  도도 측

정에 합하도록 가로 13 mm, 세로 5 mm, 두께 약 100 ㎛인  형태와 두께 수십 nm 이하, 투

과도 약 52 %인  형태로 제작함.

2. 탄소나노튜  을 상으로 에 지 10 MeV, 조사량 2.0 ∼ 8.0 × 10
14
 cm

-2
 조건의 양성자 조

사.

3. 자 미경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다

발 간의 합(welded junction) 상을 찰하 으며 20 eV, 90 eV, 7.5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분석.

4. 10 MeV 양성자 조사 후 다발형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20 eV, 90 

eV Ar, 7.5 keV Ar, H2 이온 조사 후 탄소나노튜  의 도도 변화와 비교 분석. 10 MeV 양

성자 조사의 경우 다발 간의 합에 의해 탄소나노튜  의 도도가 향상됨을 찰.

5. 고에 지 양성자 조사에 의해 서로 합된 탄소나노튜  네트워크 제작이 가능하며 합에 의

해 네트워크의 기 도도가 향상되므로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합 기술은 나노 

스 일 자 소자의 배선 혹은 투명 도성 필름 제작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함.

색  인  어

한   탄소나노튜 , 변형, 합, 네트워크, 기 도도

  어
 Carbon Nanotubes, Deformation, Welded Junction, Network, 

 Electric Co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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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  제조와 특성 변화에 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고에 지 양성자를 탄소나노튜 에 조사하여 탄소나노막   교차 합된 탄소나

노튜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형된 탄소나노튜 의 도도 변화를 측정하고 분

석함. 이를 통해 변형 혹은 합된 탄소나노튜 의 나노 스 일 배선으로의 용 가

능성을 확인함. 탄소나노막  제작  탄소나노튜 의 합, 그에 따른 기 도도 

변화에 한 연구 결과는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나노 스 일 배선 는 투명 극 

제작 방법 개발에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임. 이는 실리콘 기반의 나노 스 일 자소

자의 소형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 기술의 후보로써 자소자 분야에서의 탄

소나노튜   나노막 의 응용을 산업화하는데 필수 인 요소가 될 것임. 한 기존

의 투명 극 재료인 ITO(indium tin oxide)를 비교  값이 싸고 공정이 간단한 탄소

나노튜 로 체하는데 기여할 것임. 본 연구를 토 로 탄소나노튜 의 변형  

합, 나노막 의 형성 조  기술 연구 분야에서의 기술  선   향후 산업화에서의 

유리한 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분말 형태의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undle)

를 양성자 조사  이미지 분석, 기 도도 측정 등에 합하도록 멤 인 필터 

등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직경 16 mm, 두께 100 μm의 (sheet) 형태  두께 수

십 ㎚, 투명도 52 %인  형태로 제작함. 자 미경,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양

성자의 조사 에 지  조사량 변화가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나노막 (nanorod)로

의 변형 혹은 탄소나노튜 의 합 등 구조 변형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 특성 변

화를 분석함. 양성자 조사 조건 조 에 따라 변형, 합된 탄소나노튜  혹은 제조된 

탄소나노막  의 기 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나노 스 일 배선  투명 극 재

료로의 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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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20 eV, 90 eV Ar 이온 조사에 의해서는 단일벽 탄소나노튜  다발의 표면에 손상

이 형성됨을 찰하 으며, 7.5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해서는 탄소나노튜  다발이 

비결정질 나노막 로의 변형되고 합됨을 찰함.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해서는 

다발 사이의 합이 상되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찰함. 이는 입자의 

종, 에 지에 따른 탄소나노튜  다발에서의 탄소 원자와의 충돌에 의한 에 지 손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임. 10 MeV 양성자는 수십 eV, 수 keV Ar 이온 보다 탄소 원자

와의 충돌 단면 이 작으므로 탄소나노튜  다발에서의 에 지 손실이 Ar 이온보다 

매우 음. 20 eV, 90 eV, 7.5 keV Ar 이온 조사의 경우 탄소나노튜  다발의 표면 

손상, 비결정질 나노막 로의 변형에 의해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감소함.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 수십 eV, 수 keV Ar 이온 조사의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은 손상 형성 조건에서의 다발 사이의 합에 의해 기 도도가 증가하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도도가 차 증가함을 보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수십 MeV  고에 지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합, 나노막 로의 변형 등 구조  변형에 한 상을 이해함으로써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나노 스 일의 배선  투명 극 제조에 한 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임. 한 이러한 응용 분야에 한 기반 기술 확보에 앞서 본 연구 결과는 수십 

eV ∼ 수십 keV  이온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자빔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에 한 연구 결과 등과의 비교 분석 상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응용에 한 반 인 이해가 

가능할 것임. 차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양성자 조사 상의 이송 장치 등을 이

용하여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나노 스 일의 배선, 투명 극 제조의 산업화를 한 

기본 요건인 량 생산을 한 탄소나노튜 의 량 변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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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Fabrication of carbon nanorod from the irradiation of proton beam on carbon 

nanotube and characterization of its resistance variation

Ⅱ. Purpose and Necessity 

  It is investigated on the feasibility of fabrication of carbon nanorods and 

cross-welded carbon nanotubes (CNTs) by irradiation of high energy proton on 

the CNTs. The analysis of conductance of the deformed CNTs was carried out. 

Those results may provide the possibility of nano-scale wiring by using CNTs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t electrode. It is an alternative technology to 

overcome miniaturization limit of electronic devices based on silicon. In addition, it 

may contribute to substitution of CNTs for existing ITO(indium tin oxide) of 

transparent electrode because of coat save and simple process. 

Ⅲ. Contents and Scope 

  Dissolved powder type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bundle (SWNT 

bundles) was filtered by the membrane filter. The sheet of 16 mm diameter and 

100 μm thickness with 52 % transparency was prepared to the proton irradiation 

process. Irradiated sheet was analyzed by FE-SEM and Raman spectrum analysis 

of CNT on the sheet and the measurement of conductance. Proton irradiation 

energy and dose effects on the deformation of SWNT bundles on the sheet are 

investigated with great care. Deformation results of nanorods and welding of the 

bundles are concerned to develop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nano-wiring for 

transparent electrode.  

  

Ⅳ. Results

  For 20 eV and 90 eV Ar ion irradiation, damages of SWNT bundles surface 

were observed. For 7.5 keV ion irradiation, change of the bundle into amorph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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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rods was observed. For 10 MeV proton irradiation, there is no severe 

damage predicted because of reduction of collision cross section with increasing 

the irradiation energy and the mass of projectile atom. Energy loss of 10 MeV 

proton irradiation in SWNT bundles is less than that in the Ar ion irradiation 

case. In case of 20 eV, 90 eV and 7.5 keV Ar ion irradiation, the conductance of 

SWNT bundles sheet was reduced by the surface damage of SWNT bundles. For 

high dose and irradiation energy, the deformation of CNTs in the bundle became 

serverly, being amorphous nanorods. While 10 MeV proton was irradiated, there 

were observed relatively minor damages on the bundle as compared with Ar ion 

low energy irradiation. When increasing the irradiation dose of proton, the 

conductance of irradiated SWNT sheet was increased by the welded junction of 

bundle to bundle. 

Ⅴ. Applications

  Study of high energy proton irradiation on CNT bundle sheet may contribute to 

develop of the fabrication technique of nano-scale wiring and transparent 

electrode fabrication based on CNTs. Manipulation of welded junction of CNTs, 

transformation of CNTs into nanorods, and its structural deformations are 

required.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the low energy irradiation of few tens eV 

ion irradiation and a few hundreds keV electron irradiation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arge scale process of the deformations of CNTs by the particl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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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 연구개발의 목

  고에 지 양성자를 탄소나노튜 에 조사하여 탄소나노막 로의 변형 등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  교차 합된 탄소나노튜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형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를 측정함. 이를 통해 변형 혹은 합된 탄소나노튜 의 나노 스 일 배선

으로의 용 가능성을 확인.

2 . 연구개발의 필요성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  제작  탄소나노튜 의 합, 그에 따른 기 도도 

변화에 한 연구 결과는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나노 스 일 배선 뿐 아니라 투명 극 제

작 방법 개발에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임. 이는 실리콘 기반의 나노 스 일 자소자의 소형

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 기술의 후보로써 자소자 분야에서의 탄소나노튜   나

노막 의 응용을 산업화하는데 필수 인 요소가 될 것임. 한 기존의 투명 극 재료인 

ITO(indium tin oxide)를 비교  값이 싸고 공정이 간단한 탄소나노튜 로 체하는데 기여

할 것임. 이를 해서는 고에 지 양성자 등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 

 그에 따른 기 도도 변화 메카니즘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3 . 연구개발의 범

1. 멤 인 필터 등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탄소나노튜  으로의 고에 지 양성자 

조사.

2. 양성자 조사 후의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을 찰하고 수 keV 이하의 Ar 이온 

조사에 의한 변형과의 비교 분석.

3. 양성자  수 keV 이하 Ar 이온 조사에 의해 변형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

화 측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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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Basiuk와 Kobayashi 등 멕시코와 일본 연구진의 공동 연구는 3 MeV 양성자의 조사량 변

화에 따라 조사에 의해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직경이 불균일해지고 심하게 손상됨

을 보 으며 비결정질화를 상함 [1]. Khare 등 NASA 연구진은 1 MeV 양성자 조사에 의

해 탄소나노튜 에 C-H 결합이 형성됨을 보 으며 이러한 화학 인 변화는 자소자 혹은 

메모리 소자 등에 응용될 것으로 상함 [2].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에 한 연구로는 탄소나노튜 의 합성 조건 변화에 따

른 탄소나노튜 의 길이 변화에 의한 도도 변화, 탄소나노튜  박막의 두께 변화에 의한 

도도 변화 는 화학  결합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의 합에 의한 변화에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 [3-5].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에 한 연구는 수 MeV 에 지 범 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빔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손상 등에 한 결과는 보고되었으나 나노

막 로의 변형  탄소나노튜 의 합 등의 결과와 그에 따른 기 도도 변화에 한 결

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음.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다발의 합에 의해 기 도도가 증가함을 보이며 이는 아직 국내외에

서 보고된 바 없으므로 기술  선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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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 연구개발수행 내용

1. 멤 인 필터 등의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고에 지 양성자 조사  기 도도 측정에 

합한 탄소나노튜   제작.

2. 제작된 탄소나노튜  을 상으로 조사 에 지, 조사량을 변화시키면서 양성자 조사.

3. 자 미경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여 고에 지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탄소나노막 의 형성  합 형성을 분석하고 수십 eV ∼ 수 keV Ar 이온 조

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과 비교 분석.

4.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탄소나노막  형성  합 형성이 기 도

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수십 eV ∼ 수 keV Ar 이온 조사의 경우와 비교 분석.

5. 자 소자에 응용 가능한 나노 스 일 배선  투명 극으로의 용 가능성 검토.

2 . 연구개발수행 결과 

1. 입자 조사 상 탄소나노튜  의 제작

  본 연구에서 양성자 조사 상 탄소나노튜 로는 아크방 법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산처

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인 직경 약 20 nm, 길이 5 ∼ 20 μm인 다발형 단

일벽 탄소나노튜 (bundle typ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를 한화나노텍으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함. 균일한 양성자 조사  도도 측정 실험의 편리성을 해 우더 형태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를 멤 인 필터와 여과 장치들을 이용하여 그림 1(a)와 같이 직경 

16 mm, 그림 1(b)와 같이 두께 약 100 μm인 (sheet) 형태로 제작함. 이를 2극 probe를 

이용한 도도 측정에 용이하도록 가로 13 mm, 세로 5 mm 크기로 단함. 그림 (c)는 멤

인 필터 에 만들어진 탄소나노튜  이며 약 52 %의 투과도를 가짐. 멤 인 필

터 의 탄소나노튜  은 매우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우므로 유리 기  에 부착하여 입

그림 1. 두께 100 μm인 탄소나노튜  의 (a) 윗면, (b) 면. (c) 멤 인 필터 에 만들어진 투

과도 52 %인 탄소나노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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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  도도 측정을 수행하 음. 한 투과 자 미경 분석을 해 우더 형태의 

탄소나노튜 를 마이크로 그리드 에 올리고 탄소나노튜  과 동시에 양성자를 조사시

켰음.

  그림 2는 유리 기  에 부착한 멤 인 필터 의 탄소나노튜  의 투과도 측정의 

개념도임. 만들어진 시료의 쪽에 백색 을 설치하고 시료의 아래쪽에서 optical emission 

spectrum의 세기를 측정하 으며 멤 인 필터 에 탄소나노튜  을 올리기  후의 

세기 비교를 통해 투과도를 산출하 음.

그림 2. 멤 인 필터 의 탄소나노튜  

의 투과도 측정 개념도.

그림 3. 양성자 조사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a) 주사 자 미경 이미지, (b) 투과 자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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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양성자 조사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자 미경 이미지임. 그림 

3(a)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에 보이듯이 탄소나노튜  다발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얽 있으며, 그림 3(b)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에 보이듯이 한 가닥의 단일벽 탄소나노튜

가 여러 개 모여 있는 직경 약 20 nm인 다발 형태임. 

2. 입자 조사에 의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변형

가. 20 eV, 90 eV, 7.5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한 변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의 유도결합형 라즈마 이온 조사 장치를 이용하여 수 keV  이

하의 Ar 이온 조사에 한 연구를 선행함. 라즈마 속의 타겟에 를 인가하여 이온을 

조사시켰으며 조사 에 지(Ei)는 식 (1)과 같이 타겟의 (Vtarget)와 발생 라즈마의 

(Vp) 사이의 차이로 결정되며 조사량(Di)은 식 (2)와 같이 타겟의 Bohm 류와 이온 조

사 시간(t)으로부터 결정됨. 

           (1)

 





         (2)

여기서, ni는 라즈마 도, Te는 자 온도, M은 이온의 질량을 나타냄. 

그림 4. 수십 eV ∼ 수 keV Ar 이온 조사를 한 라즈

마 이온 조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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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결합형 라즈마의  변동은 이온의 조사 에 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최

소화하기 해 라즈마 발생 역과 이온 조사 역 사이에 투과도가 약 54%인 그리드를 

설치하 음. 이온의 조사 에 지, 조사량 결정을 한 라즈마 , 라즈마 도, 자 

온도 등의 특성은 발 탐침과 Langmuir 탐침을 이용하여 측정하 음. 수십 eV  이온 조

사의 경우 타겟에 DC 를 인가하 으며 수 keV  이온 조사의 경우 펄스 를 인가

하여 실험을 수행하 음.

  그림 5(a), (b)는 조사량이 7.6 × 10
14
 cm

-2
이고 조사 에 지가 각각 20 eV, 90 eV인 Ar 

이온이 조사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이미지임. 조사된 이온은 탄소나노튜 를 구

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 에 지를 잃으며 이에 따라 탄소 원자들은 격자

그림 5. 7.6 × 1014 cm-2의 조사량 조건하에서 (a) 20 eV Ar 이온 조사에 의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표면 손상. (b) 90 eV Ar 이온 조사에 의한 다

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직경 감소  표면 손상. (c) 7.5 keV Ar 이온 조

사에 의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비결정질화. (d) 7.5 keV, 1.9 × 1014 

cm-2 Ar 이온 조사 후 탄소나노튜  다발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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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이탈되는데 수십 eV Ar 이온은 그림 6의 TRIM (TRansport of Ions in Matter) 

산모사 결과와 같이 침투 깊이가 약 2 nm 이하로 매우 짧고 이 역에서 에 지를 모두 

잃어버리므로 탄소나노튜  다발 표면에서의 탄소 원자의 이탈 상에만 여할 것으로 

상할 수 있음. 따라서 그림 5(a), (b)에 보이듯이 다발의 직경이 약간 감소하며 다발의 표

면 역이 손상됨. 7.5 keV Ar 이온은 침투 깊이가 약 30 nm이며 이는 직경이 약 20 nm

인 탄소나노튜  다발을 통하면서 다발 내부의 탄소 원자들과의 충돌을 통해 에 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따라서 탄소 원자의 이탈은 다발의 표면 뿐 아니라 내부에

서도 발생하며 이탈된 탄소 원자와 그에 따라 형성된 dangling bond들이 불규칙 으로 재

결합하여 그림 5(c)와 같이 탄소나노튜  다발은 비결정질 구조로 변형됨. 한 두 가닥의 

탄소나노튜  다발이 교차되어 있을 경우 7.5 keV Ar 이온은 쪽의 다발 뿐 아니라 아래

쪽 다발에도 탄소 원자의 이탈  dangling bond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두 다발의 

부분에서의 탄소 원자와 dangling bond의 재결합에 의해 두 다발이 합될 수 있음. 그림 

5(d)는 7.5 keV 이온 에 지 조건에서 조사량이 1.9 × 10
14
 cm

-2
로 감소한 경우 비결정질화

가 완화됨을 보임.

그림 6. Ar 이온 에 지가 90 eV, 7.5 keV인 경우 탄소나노튜

에서의 이온의 에 지 손실의 상 분포.

나.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다발의 변형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 작은 충돌단면 으로 인해 탄소 입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으며 한 입자의 질량이 가벼워 에 지 달 효율이 낮음. 그림 6과 같이 7.5 keV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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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은 직경 약 20 nm인 탄소나노튜  다발에서 부분의 에 지를 잃어버리지만 10 

MeV 양성자의 경우 그림 7의 에 지 손실 상 분포로부터 추산한 직경 20 nm의 다발에

서의 입자 당 에 지 손실은 약 96 eV임. 따라서 그림 8에 보이듯이 Ar 이온 조사의 경우

와 유사한 조사량 조건하에서도 직경 감소 등 손상이 Ar 이온 조사의 경우에 비해 고, 

한 비결정질화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조사량 변화에 한 탄소나노튜  다발 변형의 변

화가 뚜렷하게 찰되지 않음.

그림 7. 10 MeV 양성자의 탄소나노튜  내에서의 에 지 손

실 상 분포.

그림 8. 10 MeV 양성자 조사 후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이미지. (a) 조사량 2.0 × 

1014 cm-2. (b) 조사량 4.0 × 1014 cm-2. (c) 조사량 8.0 × 101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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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 조사에 의해 변형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

가.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께 약 100 μm로 두꺼운 탄소나노튜  과 투과도가 약 52 %인 얇은 

탄소나노튜  의 도도를 측정하기 해 각각 그림 9(a), (b)의 2극 probe와 4극 probe

를 이용하 음. 2극 probe의 경우 탄소나노튜  의 도도(σCNT)는 탄소나노튜  으로 

흐르는 류(Itot)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됨.

 






     (3)

여기서, l과 A는 각각 탄소나노튜  의 길이(13 mm)와 단면 (5 mm × 100 μm)을 나타

냄. 4극 probe의 경우 바깥쪽 2개의 probe 사이에 류를 인가하고 그때 흐르는 류(I)와 

안쪽 2개의 probe 사이의 압(V)를 측정하여 면 항(Rsheet)을 측정할 수 있음. 

 ×


     (4)

여기서, C.F.는 보정계수로 해당 시료의 두께, 크기, probe들 간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 입자 조사 후 탄소나노튜  의 도도(σCNT-before, σCNT-after) 혹은 면 항

(Rsheet-before, Rsheet-after)을 측정하고, 식 (5)의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입자 조사 에 비해 입

자 조사 후 탄소나노튜  의 도도가 향상, 1보다 작을 경우 도도가 감소한 것으로 

단하 음.

 

  
 

 
     (5)

나. 입자 조사에 의한 두께 100 μm인 두꺼운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

  그림 5의 탄소나노튜 의 표면 손상, 비결정질화에 의해 그림 3(a)와 같이 네트워크 형

태인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그림 10과 같이 감소함 [6]. 수십 eV의 Ar 이온 조

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표면의 손상은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기 

도도는 감소함. 수 keV 이온 조사의 경우 탄소나노튜  다발 사이의 합이 형성되었을 

것이나 탄소나노튜 의 비결정질화에 의해 표면 손상의 경우보다 네트워크 구조의 탄소나

노튜  의 기 도도가 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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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과 같이 7.5 keV Ar 이온 조사의 경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결정질화 등의 

손상이 심해져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가 감소함. 하지만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 기 도도가 조사 에 비해 향상되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이는 그림 

8의 경우와 같이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 그림 5의 표면 손상, 비결정질화 등이 형성

되지 않으며 고에 지 입자의 투과에 의한 탄소나노튜  다발 사이의 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탄소나노튜  다발 사이의 합은 결과 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탄

소나노튜  의 기 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9. 탄소나노튜  의 도도를 측정하기 한 (a) 2극 probe 시스템과 (b) 4극 probe 시스템.

그림 10. 7.6 × 10
14
 cm

-2
 Ar 이온 조사의 경우 이온 조사 에

지 증가에 따른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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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7.5 keV Ar 이온 조사량 증가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감소  10 MeV 양성자 조사량 증가에 의

한 기 도도 향상.

다. 입자 조사에 의한 투과도 52 %인 얇은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변화

  네트워크 형태의 탄소나노튜  다발을 투명 극에 이용하기 해서는 약 80%의 투과도

를 가지는 시료에 한 기 도도 변화 실험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투과도가 약 52 

%인 네트워크 형태 탄소나노튜  다발을 상으로 선행 연구를 진행함. 그림 12와 같이 

7.5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해서 투명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이온 조사 후 감

소하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 이는 그림 11의 두께 100 μm인 두꺼운 탄소나노

튜  의 Ar 이온 조사에 한 도도 변화와 유사함.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해서는 

기 도도가 조사 에 비해 향상되며 조사량 증가에 따라 증가함. 투명 탄소나노튜  

에 해서는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한 H2 라즈마 이온 조사 실험을 진행함. 조사 에

지가 7.5 keV, 조사량이 1.9 × 10
14
 cm

-2
인 경우 양성자 조사의 경우와 같이 이온 조사 후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증가함. 그러나 양성자 조사의 경우와 반 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도도는 이온 조사 에 비해 감소함. Ar 이온과 달리 H 이온의 질

량은 양성자 질량에 유사하나 TRIM 산모사를 통해 추산한 탄소나노튜  다발 내에서의 

입자 당 에 지 손실은 약 920 eV로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에 비해 약 10배정도 많

음. 따라서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보다 심한 탄소나노튜 의 손상을 상할 수 있음. 

한 H2 라즈마 이온 조사의 경우 라즈마 내에 생성된 H 활성종에 의한 식각 한 탄

소나노튜 의 손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음. H 이온이 조사된 투명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Ar 이온 조사의 경우와 같이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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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에 지의 Ar 이온에 비해 탄소나노튜  다발 내에서의 에 지 손실이 으므로 같은 

조사량의 조건에서 Ar 이온 조사의 경우보다 기 도도가 큰 값을 가짐. 따라서 네트워

크 구조의 탄소나노튜  다발의 합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향상을 해

서는 탄소와의 화학 반응이 없는 고에 지, 가벼운 입자 조사가 합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2. 투명도 52 %인 탄소나노튜  으로의 입자 조사에 

의한 기 도도 변화.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기 

도도 향상.

4. 탄소나노튜 의 나노 스 일 배선으로의 용 가능성

  네트워크 구조의 탄소나노튜  다발에 입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변형과 기 도도 

변화에 해 찰하고 분석한 결과 Ar 이온과 같은 무거운 입자는 탄소나노튜 의 손상에 

주로 기여하여 기 도도를 감소시키지만 양성자와 같은 가벼운 입자는 고에 지 조사 

조건에서 탄소나노튜  다발 사이의 합에 주로 기여하여 의 기 항을 감소시키고 

체 네트워크의 기 도도는 향상될 수 있음을 보임. 이는 나노 스 일의 배선에 용 

가능할 뿐 아니라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투명 극 기술 개발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됨. 하지만 고에 지 양성자 조사 후 네트워크 구조의 탄소나노튜 가 부착된 유리 기

의 투명도가 감소하는 문제 이 있으며 투명 극 개발에 용하기 해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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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 목표달성도

목    표 평가의 착안 달성도(%) 내          용

  양성자 조사 에

지  조사량 변

화가  형태로 제

작된 다발형 단일

벽 탄소나노튜 의 

나노막 로의 변형 

혹은 합 등의 구

조 변형에 미치는 

향 분석 

  양성자 조사 조

건 변화에 따른 탄

소나노튜 의 변형, 

탄소나노막  형성 

 합 형성 분석 

결과 제시

100

  20, 90 eV Ar 이온 조사에 의해서는 

탄소나노튜  다발의 표면에 손상이 형

성됨을 찰하 으며, 7.5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해서는 탄소나노튜  다발이 

비결정질 나노막 로의 변형되고 합됨

을 찰함.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해

서는 다발 사이의 합이 상되나 심각

한 손상을 발생하지 않음을 찰함. 이

는 입자의 종, 에 지 변화에 따른 탄소

나노튜  다발에서의 입자의 에 지 손

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함.

  양성자 조사에 

의해 변형, 합된 

탄소나노튜 , 제조

된 탄소나노막 의 

기 도도 변화 

측정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합  

나노막  형성에 

따른 기 도도 

변화 측정  분석 

결과 제시

100

  20 eV, 90 eV, 7.5 keV Ar 이온 조사

의 경우 탄소나노튜  다발의 표면 손

상, 비결정질화에 의해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는 Ar 이온 조사 에 비

해 감소하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 감소함을 보임. 10 MeV 양성자 조사

의 경우 수십 eV ∼ 수 keV Ar 이온 

조사의 경우에 비해 상 으로 은 손

상 형성 조건에서의 다발 사이의 합에 

의해 양성자 조사 에 비해 기 도

도가 향상되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도가 증가함을 보임.

2 . 련분야에의 기여도

  탄소나노튜 는 발견된 이래로 구조 , 기 , 기계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분야에서 기

존의 재료들을 체할 수 재료도 두되어 왔으나 아직 실용화 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태임. 

이는 활용 분야에 따라 탄소나노튜 의 특성을 기존 재료의 특성에 비해 향상시키지 못하

으며 한 이를 해 그 특성을 조 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많은 연구진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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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노튜 의 합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조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합성 후 물리 , 

화학  방법을 통해 탄소나노튜 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본 연구진

은 입자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음. 특히 

구조  변형을 통한 탄소나노튜 의 기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탄소나노튜  네트워크의 기 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음. 이는 기존의 탄소

나노튜  합성법 변화, 기 으로의 탄소나노튜  코 법 변화에 따른 기 도도 변화 연구

와 차별화 된 방법임. 본 연구 결과는 나노 스 일 소자 제작을 한 배선 재료 혹은 기존의 

ITO(indium tin oxide)를 체할 투명 극 재료로 탄소나노튜 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음. 한 입자의 종, 조사 에 지, 조사량은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을 조 하는 

요한 인자이며 결국 탄소나노튜 의 특성 변화를 결정짓는 인자가 됨을 확인하 음. 이는 

기  특성을 이용한 활용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한 탄소나노튜 의 변형 연구

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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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 추가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 고에 지 양성자 조사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의 탄소나노튜  필름의 기 

도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 음. 이는 양성자가 탄소나노튜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교

차 지 을 합시켜 항을 감소시켰기 때문임. 하지만 통과된 고에 지 양성자는 탄소나노

튜  필름 하단의 유리 기 의 투명도를 감소시킴. 결국 고에 지 양성자 조사에 의해 탄소

나노튜  필름의 기 도도는 증가하는 반면 투과도가 감소되는 문제 이 발생하므로 본 

기술을 투명 극 제작에 활용하기 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가 요구됨. 이는 본 연

구 의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 연구에 한 기반 자료들을 토 로 

조사 입자의 에 지, 조사량 등의 조건을 세 하게 조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명 탄소나노튜  필름은 그 도도가 매우 낮아 입자 조사 후 

도도가 수 배 이상 향상된다고 해도 투명 극으로 상용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입자 조사  탄소나노튜  필름의 기 도도를 최 한 증가시키기 한 방법에 한 연

구 혹은 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의 공동 연구가 요구됨.

2 . 타연구에의 응용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기 도도 향상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 듯이 탄소나

노튜 의 기  성질을 기반으로 한 응용 분야로써 나노 스 일 배선 혹은 투명 극 제조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이는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에 기인함.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형은 도도 변화 이외에 여러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 입자 조

사에 의해 탄소나노튜 의 다공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소 등 가스 흡착 특성

을 변화시킬 수 있음. 한 입자 조사에 의해 탄소나노튜 에 열린 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알칼리 속 등의 입자가 삽입되어 탄소나노튜 의 반도체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 수직 

합성된 탄소나노튜 는 계 방출 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입자 조사에 의해 보다 안정

인 계 방출 으로의 변형이 가능할 수 있음. 입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구조  변

형  조 은 여러 활용 분야에 있어 탄소나노튜 의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조 하는 데 요

구되는 기반 기술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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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탄소나노튜  네트워크 필름을 구성하고 있는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탄소나노튜  다발 사이의  부분이 감소하여 그림 13과 같이 체 필름의 기 

도도는 증가함. 그림 14(a)는 탄소나노튜  네트워크 필름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투과도가 

증가함을 나타냄. 하지만 그림 14(b)와 같이 투과도가 증가할수록 필름의 기  항이 증

가( 기 도도 감소)함. 한 다 벽 탄소나노튜  보다 단일벽 탄소나노튜  네트워크 필

름이 같은 투과도 조건에서 기  항이 낮음. 이는 다 벽 탄소나노튜 의 직경이 크고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임. 다 벽 탄소나노튜 의 경우 길이가 증가할수록 필름의 항이 감

소함을 보이며 이는 그림 13의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경우와 유사함.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네트워크의 경우 종류에 상 없이 비슷한 기 도도를 가지고 있으나 투과

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역시 탄소나노튜  다발의 길이 차이에 의한 것임. 

그림 15는 그림 14(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네트워크의 투과도

가 증가함에 따라 기 항이 증가함을 나타냄. SOCl2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다발 네트

워크를 화학처리 하 을 경우 탄소나노튜  다발 간의 교차 지 에 Cl 혹은 COCl에 의해 

합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기  항이 감소함. 투명 탄소나노튜  네트워크 필름의 기 

도도는 우선 합성된 탄소나노튜  자체의 기 도도에 향을 받을 것이며 이것들이 네

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생기는 의 항에 향을 받음. 의 항은 의 수를 이거

나 탄소나노튜  사이의 교 을 합시켜 감소시킬 수 있음. 교 을 합시키기 한 방법으

그림 13.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길이 증가에 

따른 탄소나노튜  네트워크의 기 도도 향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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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는 고에 지 입자 조사를 용하 으며 입자 조사 후 기 도도의 향상을 

확인하 음.

그림 14. (a) 탄소나노튜  필름 두께 증가에 따른 투과도 증가. (b) 여러 가지 탄소나노튜  필름에 

한 투과도 증가에 따른 기  항 증가 [4].

그림 15. SOCl2 처리를 통한 탄소나노튜  필름의 기 

도도 향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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