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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 를 다양한 분야의 한 치에 사용하기 해서는 고성능의 탄소나노

튜 를 합성시키고 필요한 치에 합성시킬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선결되어야 함. 

상기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해 매 속 처리 과정에서 양성자빔 조사 방법(에

지 달)을 이용해 매층의 제한된 결정성 제어의 가능성을 XRD분석으로 확인함. 

한, 양성자빔 조사 방법(수소원자 공 )을 이용한 기존의 수동 인 다공질의 기  

선정에서 능동 인 기 에 다공성 부여로의 가능성을 세공 특성 분석으로 확인함. 그

리고 깊이 방향으로의 질량분석을 통하여 양성자빔 조사로 인한 수소원자 축 상과 

매입자의 이동 상을 정량 으로 확인함. 이를 토 로 매의 핵생성  유착과 탄

소나노튜  합성을 제어함.

양성자빔 조사는 매 속과 기 의 복합 인 핵생성 형상을 제어하기에 합하며, 합

성된 탄소나노튜 는 기  내부에서부터 합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착력을 

지닐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연구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제시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양성자, 탄소나노튜브, 합성, 촉매, 전처리

  어  proton, carbon nanotube, synthesis, catalyst, pretreatment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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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빔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합성 처리 제어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991년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 : CNT)의 발견 이후로 성장 원리, 

기계 , 화학  그리고 기  특성 분석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연

구를 바탕으로 연료 장 장치, 가스 센서, 생명 공학 센서, 나노 크기 트랜지스

터, 보강재, 방열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나노튜 (탄성계수 ～1 TPa, 열

달계수 ～3000 W/mK, 복사능 0.8～0.98, 높은 화학  안정성)가 차세  소재

로 각 을 받음. 다양한 분야의 한 치에 사용하기 해서는 고성능의 탄

소나노튜 를 합성시키고 필요한 치에 합성시킬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선결되

어야 함. 상기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해 매 속 처리 과정에서 양성자빔 

조사 방법을 이용해 매 속의 결정성을 조 함으로써 매 속의 유착․핵생

성을 제어함. 매  기 의 미세 다공성(Porosity)을 제어  탄소나노튜  

합성시, H
+
의 역할을 간  확인함. 더 나아가서는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서 속 

박막에 직  패터닝(Patterning)을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매 속 박막의 결정성 제어

탄소나노튜 의 도는 1～2g/cm3으로 알루미늄(2～3g/cm3)보다 가볍고, 강

도는 철합 보다 30～50배, 열 도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수 이며, 기

도도 역시 속이상으로 높음. 탄소나노튜 와 기존의 재료와의 복합물이

나 탄소나노튜  처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발 에 기여할 것으로 

상. 일반 인 탄소나노튜  합성 과정은 기 에 증착된 매 속을 처리 

과정을 통해 핵생성 시키고, 진공․고온에서 탄화가스를 열 ․ 라즈마

(Plasma)로 분해하여 탄소입자가 매 속에서 흡착․석출되는 과정. 처리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의 조건이 일정하면,  매 속의 핵생성 질에 따

라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형상․물성이 결정됨. 탄소나노튜  합성법으로

는 고압 기상합성법(High Pressure Carbon Monoxide Vapor Phase 



- 4 -

Growth), 아크 방 법(Arc Discharge), 이  증착법(Laser Ableation), 

열 화학기상증착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라즈마 화학

기상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기상합성법

(Vapor Phase Growth) 등이 있음[1-9]. 상기에 나열한 합성법 에서 량

생산과 매 속 제어, 패터닝 측면에서 열 화학기상증착법과 라즈마 화학

기상증착법이 본 연구에 합. 일련의 합성 과정 , 매 속의 처리 과정

에서 양성자빔의 높은 에 지를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질을 변화시켜 국부

인 열 달율의 차이를 유발하여 핵생성 제어 가능성을 실험함.

2.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박막과 기 의 다공성 제어

일반 으로 mm 길이 단 의 탄소나노튜 를 합성하기 해서는 합성과정에

서 수소를 공 하며 다공질의 기 에서 합성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됨[10-12]. 

수소이온(H+)로 이루어진 양성자빔은 목표물질에 높은 에 지 달뿐만 아니

라, 수소공  한 동시에 가능하기에 탄소나노튜  합성을 한 박막과 기

의 다공성 제어 가능성을 실험함. 탄소나노튜  합성시 사용되는 기존의 처

리 방법은 일반 으로 매 속을 열처리와 암모니아 처리하여 유착․핵생성

을 유발하는 방법임. 즉, 기존의 일반 인 처리 공정을 통해서는 무작  핵

생성이 되고 원론 으로 핵생성 제어가 어려움. 한 일반 으로 사용하는 기

의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 탄소나노튜  합성에 한 다공성 효과를 수동

으로 실험.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능동 (active)이며 

직 으로 매의 핵생성을 제어하고 기 의 다공성을 제어함으로써 효율

인 탄소나노튜  합성이 가능.

3.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직  패터닝(Patterning)으로 박막의 핵생성 제어

앞서 언 한 매 속 박막의 결정성 제어 가능성 실험을 토 로 선택 인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직  패터닝을 수행하고 실  가능성을 실험함.

Ⅳ. 연구개발결과

1. 양성자빔 조사량에 따라 결정성이 규칙성(조사 시간에 따라 54 근처에서만 

높은 강도선을 보임)을 가지고 변화(reference -> 320sec)하다가, 과도한 양

성자빔 조사(640sec)로 결정성이 규칙성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과도한 양성자빔 조사는 매의 결정을 괴하여 무정형으로 변화시키는 것

으로 사료됨. 의 결과를 토 로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매층의 제한된 결

정성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의 합성 길이는 

합성 온도  시간,  매입자의 결정성에 의존함. 탄소나노튜  합성시, 무정

형의 결정을 가진 매의 경우에 탄소의 확산속도가 결정성을 지닌 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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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 때문에 양성자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길

이는 더 길어질 것으로 상되었으며, 탄소나노튜  합성 과정을 통해 이를 

검증함. 

2. AFM을 이용하여 표면조도 분석한 결과, 양성자 조사를 통한 매층으로

의 에 지 달  수소 축 으로 평균 표면조도가 1.22 nm에서 최  36.487 

nm로 변화함. 양성자빔 조사는 매 속 원자에 충분한 에 지를 달하여 

원자이동 상(migr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됨. 한, 매 내의 수소 

착상(implantation)으로 박막에 응력(stress)이 발생하여 표면조도가 변화하

는 것으로 사료됨. 이는 양성자를 통해서는 평평한 표면조도는 얻을 수는 없

으며, 거친 표면조도는 양성자 조사 조건의 변화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3. 다공성 측정은 매층만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 기 을 포함한 

체 인 시편을 상으로 측정하 음. 체 인 세공부피 분산도를 보면, 양

성자빔 조사를 통해 3 nm 지름을 갖는 세공의 부피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일정한 지름을 지닌 수소 착상으로 특정 지름의 세공이 발달한 것

으로 사료되며, 수소 축 상을 상할 수 있는 결과임. 평균 세공지름은 양

성자 조사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일정 지름으로 수렴할 것으로 상됨. 즉, 조

사 시간을 변화시켜 기존 시편의 평균세공지름에서 3 nm정도의 평균세공지

름까지 조  제어가 가능함.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는 다공질의 기 에서 

더 잘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 을 사용하는 수동 인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 에 양성자 조사를 통해 다공 특성을 부여하는 능

동 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   

4. 매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존재하는 착층(titanium layer, 200 

angstroms)와 실리콘 기  상층부에도 수소가 축 됨을 확인함. 이는 양성자

빔이 단순히 에 지만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 지 달 후, 기력이 쇠한 

수소이온을 물질 표면  내부에 착상시켜 수소원자의 구성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됨. 철과 코발트인 경우에 시편의 표면조도가 고르지 못하여 뚜렷

한 상을 확인하기 힘드나, 니 인 경우에는 양성자 조사를 통해 충분한 에

지를 달받은 매입자가 실리콘 기 까지 확산되어 존재할 수 있음을 확

인함. 체 으로 양성자 조사된 시편은 수소 축 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토 로 조사 조건을 변화하면, 물질 표면  내부에 원하는 만큼

의 수소 축 이 가능함.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합성 시, 수소의 유무에 따

라 mm단 의 길이를 갖는 탄소나노튜  합성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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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따라서 양성자 조사시간을 증가시키면,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길이도 

증가할 것으로 상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제시함. 한 기존의 리소그래피(lithography) 기술과는 차별 으로 

새도우 마스크만으로 복잡한 감 막(photo resist; PR) 공정 필요없이 바로 

원하는 박막에 패터닝(patterning)을 할 수 있는 공정의 기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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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Control of Pre-treatment for Carbon Nanotube Synthesis 

Using Proton Ion Beam Irradiation

Ⅱ. Objectives and necessities

After carbon nanotubes (Carbon nanotube: The CNT) are discovered in 

1991,  the many research was advanced in growth principal and 

mechanical, chemical and electric property analysis. Refer to this 

researches, the carbon nanotubes (elastic modulus - 1 TPa, thermal 

coefficient - 3000 W/mK, emissivity 0.8 - 0.98, high chemical stability) 

are the next generation material in fuel storage system, the gas sensor, 

the life science sensor or the nano-size transistor, the stiffener and the 

heat dissipation field. For use at appropriate position in various field, it 

must be developed that control technique makes carbon nanotubes with 

high performance synthesized at appropriate location. Proton beam is 

used to control nucleation of catalyst via control of the crystalline of 

catalyst for solving above mentioned problem. While porosity of catalyst 

and substrate are controlled and carbon nanotubes are synthesized, role 

of H+ is verified indirectly. Furthermore, direct patterning in the metal 

thin film is performed via irradiation of proton beam.

Ⅲ. Contents and scopes

1. Control of the crystalline of catalyst via irradiation of proton beam

The density of the carbon nanotube is 1 - 2g/cm3 with aluminum (2 - 

3g/cm3) to be light, the elastic modulus is the level where as many of  

as 30 - 50 times of iron's elastic modulus and thermal conductiv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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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the diamond, electric conductivity is high as well above the 

metal. It is predicted that these researches contribute development of the 

various field via composite consisted of carbon nanotube and the 

existing material or carbon nanotube treatment. General synthesis 

procedure of carbon nanotube is the followings. 1. nucleation of catalyst 

on the substrate for pretreatment time, 2. carboneous gas is dissolved 

and turns to plasma at high temperature in vacuum and then carbon 

atoms adsorb and partm apate on catalyst. If other parameters except 

pretreatment are fixed, the shape and pe for ies of synthesized carbon 

nanotubes are decided by the pe for ies of are ducleus of catalyst. 

Synthesis method of carbon nanotube is such likf cigh pressure carbon 

monoxide vapor phase growth, arc discharge, laser ableation,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and vapor phase growth. Among above mentioned methods,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an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are appropriate for this research in viewpoint of mass 

production ,control and patterning of catalyst. Among synthesis 

procedure, probability of nucleation control of catalyst is verified by 

irradiation of proton with high energy in the pretreatment of catalyst.

2. Control of the porosity of thin film and substrate with irradiation of 

proton beam

Generally,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synthesize the carbon 

nanotubes of mm length unit using the hydrogen and porous substrate, 

which play a role of more activating the catalyst[10-12]. The proton 

beam which consist of H+ was able to directly inject the hydrogen into 

target materials such as Ni, Co, Fe as well as transfer high activation 

energy to them. so we were able to carry out feasibility of controlling 

the porosity of thin film and substrate to synthesize carbon nanotubes.   

 The pre-treatment method of existing which is used generally heat 

treatment and the ammonia controls has generated island of catalyst 

which has increased the surface to react the hydrocarbon. However, 

pre-treatment method of existing caused the random nuclear creation so 

it was hard to control the island size of catalyst. It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porous effect against synthesis of carbon nanotubes 

deduced from altering various substrates. In this report, it is possible 

investigate how hydrogen and the porous effect influence on growth of 



- 9 -

carbon nanotubes through controlling the nuclear creation of catalysts 

directly and the porosity of them using proton beam.

3. Nucleation control of catalyst with direct patterning via irradiation of 

proton beam.

Refer to above mentioned verification experiment of possibility of the 

crystalline control of catalyst, selective irradiation of proton is 

performed.

Ⅳ. Experiments and results

1. The crystalline of catalyst changed orderly(maximum intensity around 

54sec) according to proton beam irradiation dosage(reference -> 320sec). 

however, above 640sec irradiation, crystalline of catalyst transformed 

into non-crystalline. Excessive dosage of proton beam which broke the 

crystalline lead it to amorphous. According to the result,rphocould 

control the crystalline of catalyst with control of irradiation time. The 

length of carbon nanotubes depend on synthesis temperature, growth 

time and crystalline of catalyst metal. Because diffusion time of carbon 

atom into amorphous metal is faster than it into crystalline metal, it is 

expected the more proton beam irradiate, the more carbon nanotubes 

grow. and we verified the hypothesis.

2. We analyzed the surface intensity of illumination using AFM. it 

changed 1.22nm to 36.487nm by energy transformation and hydrogen 

accumulation through proton beam irradiation. The migration is induced 

by transmitting energy of irradiated proton to catalyst atoms. Also, the 

surface intensity of illumination is changed by hydrogen implantation 

into catalyst and generated stress on the surface. Therefore, plane 

surface intensity of illumination is not available through the proton 

beam. however, rough surface intensity of illumination is controllable 

with irradiation conditions.

3. It is measured that the porosity of not only catalyst thin film, but 

also substrate. Refer to the distribution of total porosity, volume of pore 

with diameter of 3 nm is increased with irradiation of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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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ult includes the phenomenon of hydrogen's accumulation. 

Because carbon nanotubes with long length are synthesized on porous 

substrate generally, we can impart the porosity to various substrates 

actively.

4. It is confirmed that hydrogen molecules are accumulated on the 

adhesive layer (titanium layer, 200 Å) and the surface of the silicon 

substrate, as well as on catalyst layer. It indicatesthat proton beam 

implants the attenuated hydrogen ions outer or inner objnneive, which 

results in increase of hydrogen molecule. The irradiation of proton 

cause or citing nickel particle to ll as e into silicon substrate. For all 

catalysts, the estunt of accumulated hydrogen molecules increases with 

the irradiation of proton, and the accumulated hydrogen molecules a hy

dontrolled by adjs ting irradiation conditions. It’s reported that CNTs 

which have several millimeter in length can be synthesized by adding 

hydrogen molecules. Therefore, the length of CNTs would increase as 

the irradiation time persists.   

Ⅴ. Application plans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basic data about catalyst and 

substrate for synthesis of carbon nanotube, can provide the 

applicapability to nanotechnology of the equipment for proton 

accelerator. Also, compared to the existing lithography, direct patterning 

with only shadow mask except complex photo resist procedure can be 

one application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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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 목표

탄소나노튜  합성을 한 매 속 처리 과정에서 양성자빔 조사 방법을 

이용해 매 속의 결정성을 조 함으로써 매 속의 유착․핵생성을 제어함. 

매  기 의 미세 다공성(Porosity)을 제어  탄소나노튜  합성시, H
+
의 

역할을 간  확인함. 더 나아가서는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서 속 박막에 직  

패터닝(Patterning)을 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1991년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 : CNT)의 발견 이후로 성장 원

리, 기계 , 화학  그리고 기  특성 분석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료 장 장치, 가스 센서, 생명 공학 센서, 나노 크

기 트랜지스터, 보강재, 방열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나노튜 (탄성계수 

～1 TPa, 열 달계수 ～3000 W/mK, 복사능 0.8～0.98, 높은 화학  안정

성)가 차세  소재로 각 을 받음. 다양한 분야의 한 치에 사용하기 

해서는 고성능의 탄소나노튜 를 합성시키고 필요한 치에 합성시킬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선결되어야 함. 

2. 탄소나노튜  합성시 사용되는 기존의 처리 방법은 일반 으로 매 속

을 열처리와 암모니아 처리하여 유착․핵생성을 유발하는 방법임. 즉, 기존

의 일반 인 처리 공정을 통해서는 무작  핵생성이 되고 원론 으로 핵

생성 제어가 어려움. 한 일반 으로 사용하는 기 의 종류를 바꾸는 것으

로 탄소나노튜  합성에 한 다공성 효과를 수동 으로 실험.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서 능동 (active)이며 직 으로 매의 

핵생성을 제어하고 기 의 다공성을 제어함으로써 효율 인 탄소나노튜  

합성이 가능.



- 14 -

3  본 연구가 가지는 요성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연구이며, 고성능의 탄소나노튜 가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상됨.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

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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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유사 연구사례에 한 조사 황

1. 국내외 연구사례[1-12]

 탄소나노튜  합성을 하여 매 속으로 철, 코발트, 니 을 사용하며, 여

러 가지 함성방법이 존재하나 일반 으로 열 화학기상증착법과 라즈마 화

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함. 재까지 양성자빔을 탄소나노튜 에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매 속의 핵생성 제어에 사용한 연구사례는 무. 

2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한 자체분석  평가결과

1. 열 화학기상증착법, 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은 가장 일반 인 합성법으로 

매 속 처리 과정이 필수임. 일반 으로 매 속은 열처리와 암모니아 

처리를 통하여 유착․핵생성을 유발. 처리 공정 후, 생성된 매 핵에 탄

소입자가 흡착․석출을 거쳐 탄소나노튜 로 합성됨. 일련의 과정에서 처

리 공정을 통해 생성된 매 핵의 형상, 물성 그리고 기 의 다공성에 따라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형상, 물성이 결정됨. 기존의 일반 인 처리 공

정을 통해서는 무작 로 핵이 생성되고 원론 으로 핵생성 제어가 어려움. 

2. 기존의 매 처리 방법은 크게 열처리(진공 분 기에서 약 700℃, 20분) 

방법과 암모니아 처리(NH3에 20분간 정도 노출) 방법, 2가지로 구분됨. 이

러한 처리 방법은 매 속 핵생성 제어가 원칙 으로 불가능하며 기 의 

다공성 제어도 상기의 처리 방법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함. 이에 반하여 본 

연구의 처리 방법은 매 속이나 기 에 양성자빔을 조사함으로써 매

의 핵생성․다공성 제어와 기 의 다공성 제어를 할 수 있는 장 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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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연구수행 방법

1. 실험 상  실험장비

가. 재료의 구성

(1). Silicon : 탄소나노튜  합성시 기  역할. 

(2). Nikel : 탄소나노튜  합성시 매 역할. 상 으로 결정성이 높은 

탄소나노튜 가 합성됨.

(3). Iron : 탄소나노튜  합성시 매 역할. 상 으로 직진성이 높은 탄

소나노튜 가 합성됨.

(4). Cobalt : 탄소나노튜  합성시 매 역할. 니 과 철의 간 인 성격

의 탄소나노튜 가 합성됨.

(5). 합성된 탄소나노튜

나. 재료의 형태

(1). 다공성 측정용 시편 : 길이 30mm이내, 폭 20mm이내의 직사각형

(2). 결정성 측정용 시편 : 길이 30mm이내, 폭 20mm이내의 직사각형

(3). 표면분석용 시편 : 길이 30mm이내, 폭 20mm이내의 직사각형

2. 실험용 장비

가. MC-50 싸이클로트론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재)

(1). 사용 이온 빔 : 양성자 (Proton : H
+
)

(2). 최  사용 에 지  류 : 35MeV/100nA

(3). 사용 목  : 양성자빔 조사

나. 20MeV 선형가속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소재)

(1). 사용 이온 빔 : 양성자 (Proton : H
+
)

(2). 최  사용 에 지 : 20MeV

(3). 사용 목  : 양성자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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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특징 분석내용 용재료

XPS(X-ray Photo 

electron 

Spectroscopy)

◎ 헬륨이온 충돌에 의하여 시료

의 표면 상태와 화학  조성비율

을 정량  상 비교.

◎ 주요원소 변화량

◎ 결정 결합 에 지
◎ 매 속 

XRD(X-Ray 

Diffraction)

◎ X-ray를 조사하여 특정 결정의 

회 각을 단하고 변형된 결정의 

정량  변화량과 성분 추출.

◎ 결정 peak intensity ◎ 매 속

사용기기 특징 분석내용 용재료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표면에 부딪힌 2차 자량에 따라 

표면 형상을 구분하여 상화.

◎ 표면형상  손상부  

육안분석 획득.
◎  재료

AFM(Atomic 

Force 

Microscopy)

◎ 미세 탐침에 흐르는 자와 표

면 원자간의 인력과 척력의 효과를 

이용하여 표면 상태 상화.

◎ 미세 손상 표면의 육

안분석 상획득.
◎ 매 속

TEM(Transmissio

n Electron 

Microscopy)

◎ 고 압의 자를 물질에 투과시켜 

결정 형상을 상화.

◎ 물질의 결정 분석 획

득.

◎ 합성된 탄소나

노튜

다. nanoPOROSITY ((주)미래SI 소재)

(1). 측정 환경 범  : 탄소나노튜  합성시 실험조건에 따라 결정 

(2). 사용 목  : 기   매 속 박막의 다공성 측정

라. 결정  성분 분석용 시험장치

마. 화상 분석장치

3. 실험 차 구분

가. 선처리 작업(Pre-processing) : 재료제작 - 실험조건 확정 - 

SRIM(TRIM)평가 측

나. 실험 주 작업(Main work) : 양성자 조사 - 다공성 분석 - 성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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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기 사용 빔 사용 류 사용시간 실험내용

45MeV 

선량 가속기
KeV 10nA

약 5분

다공성 제어를 한 

에 지 역

(300～900 KeV)

약 15분

약 25분

약 50 분

약 100 분

20MeV

선형 가속기
MeV 10nA

약 5분

결정성 제어를 한 

고에 지 역

(1～15 MeV)

약 15분

약 25분

약 50 분

약 100 분

화상 분석

다. 실험 부 작업(Sub-main work) : 탄소나노튜  합성 - 결정성 분석 - 

화상 분석

라. 후처리 작업(Post-processing) : 자료 구분 - 도식  분석 - 이론 분석 

- 결론

4. 양성자 조사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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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략도 

5. 연구개발 추진체계 

2  실험 내용  결과

1. 실험 내용

가. 연구내용

- 시편 비

◆ 그림 2와 같은 열증발증착장비(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100)실

리콘 웨이퍼(wafer) 에 착층(adhesion layer)로 티타늄(titanium)을 

20nm 두께로 증착 후, 매층(catalyst layer)으로 각각 철(iron), 코발트

(cobalt), 니 (nikel)을 40nm 두께로 증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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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전원부

Thickness 
Monitor 

압력계

Power 
Supply

Heater 
Control 

Box       
(사용안함)

Turbo Pump     
Controller

Wafer 
Cassette 
회전수
게이지

시스템
컨트롤 패널

그림 2 . 열증발증착기(MHS-1800, 무한진공)

   

◆ 매로 사용된 속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일반 으로 

알려짐.

철: 상 으로 직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 가 합성됨.

코발트: 니 과 철의 간 인 성격의 탄소나노튜 가 합성됨.

니 : 상 으로 결정성이 높은 탄소나노튜 가 합성됨.

◆ 매 속이 증착된 실리콘 웨이퍼를 그림 3과 같은 단장치(dicing saw)

를 이용하여 길이 30mm이내, 폭 20mm이내의 직사각형 형태의 시편으로 

단하여 실험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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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이퍼 절단기(dicing 

saw; DAD 522, Disco(Japan))

- 양성자 조사

◆ 그림 4와 같은 MC-50 사이클로트론(한국원자력의학원 소재)을 사용하여 

앞서 언 한 시편을 그림 5와 같이 양성자빔 가이드의 바로 앞에 치시켜 

양성자를 조사함. 양성자 조사 조건은 다음과 같음.

사용 이온빔: 양성자 (Proton : H
+
)

사용 에 지  류 : 10 MeV - 500 nA

조사 시간: 0/ 32/ 320/ 640 sec 

               

그림 4 . MC-50 사이클로트론 ga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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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사이클로트론의 양성자빔 가이드

- 결정성 제어

◆ 그림 6과 같은 X-ray 회 분석기(X-ray diffraction; XRD)을 이용하여 

MC-50 사이클로트론으로 양성자 조사된 시편의 매층의 결정성 양성자빔 

조사 시간에 따라 분석함.  

그림 6 . X-ray diffraction

◆ XRD 장비 특징: X-선이 어떤각도 θ로 결정표면에 부딪칠 때, 표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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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층에 의해 X-선이 산란되며 산란되지 않은 부분의 X-선은 원자의 다음층

으로 침투하는데, 그 일부 X-선은 다시 산란됨.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결정 심에서 생기는 이런 산란의 종합 인 효과가 X-선 회 이며 입사하는 

X-선이 Bragg 법칙을 만족할 때 얻어지는 X-선 회 상으로 무기물의 조성

분석  결정 구조를 분석. 박막, bulk  분말 무기물 시료의 결정상 측정  

 온도변화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 측정.

◆ 그림 7과 같은 원자간력 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이용

하여 양성자 조사된 시편의 매층의 표면조도(surface roughness)를 양성자

빔 조사 시간에 따라 분석함.

그림 7 . 원자간력 현미경의 측정스테이지

◆ AFM 장비 특징: 탐침(probe)을 찰하고자 하는 시료의 표면에 수 nm

로 근 시켰을 때 탐침부분의 끝 원자와 시료표면의 원자사이에서 발생하는 

물성(터 링 류 는 원자간의 힘)을 히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 는 물

성을 찰/측정하는 장비. 표면분석, 혼합 고분자막의 조성 찰, 자성박막의 

magnetic domain 찰. 

- 다공성 제어

◆ 그림 8과 같은 다공성 측정기( ; nanoPOROSITY, 미래SI)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된 시편의 매층  실리콘 기 의 세공을 양성자빔 조사 시간

에 따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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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anoPOROSITY(미래SI 소재)

◆ nanoPOROSITY 장비 특징: 질소의 물리 인 흡착 상을 통해 흡착등온

선을 얻고, 이를 통하여 시료의 표면 , 체 세공부피, 세공형상, 세공크기를 

분석.

- 수소 축  제어

◆ 그림 9와 같은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 부산 한국기 과학연구연구원)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된 시편의 

매층  실리콘 기 에 침투된 수소의 존재 유무를 매 속 종류에 따라 분

석함.

◆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음.

박막 분석: Cs
+
 Gun, Impact Energy:5.0keV, Current: 20nA, Raster 

Size: 200㎛×200 ㎛, Analysis Area: 60um(Φ), Detected Ion: 133Cs16O+ , 
133
Cs
28
Si
+ 
, 
133
Cs
48
Ti
+ 
, 
133
Cs
58
Ni
+ 
, 
133
Cs
56
Fe
+ 
, 
133
Cs
59
Co

+ 

수소 축  분석: Cs
+
 Gun, Impact Energy:15keV, Current: 70nA, Raster 

Size: 200㎛×200 ㎛, Analysis Area: 60um(Φ), Detected Ion: 1H- , 30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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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이차이온질량분석기(부산 한국기초과학연구연구원 소재)

◆ SIMS 장비 특징: 시료 표면의 원소, 특히 light element 분석에 탁월하며 

ppm level의 극미량 원소분석, 동 원소 분석 등에 아주 유용. 반도체 박막, 

산화물 박막, 나노 박막 등의 표면  계면의 극미량 원소의 정량  정성 분

석. 깊이 방향 분석. 각종 박막 시료 표면  계면의 미량 원소 분석

- 매 핵생성 제어

◆ 그림 10과 같은 열화학기상증착기(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rmal CVD, Vacuum science)를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된 시편의 매

층의 핵생성화 수행. 

◆ 매 핵생성 조건은 다음과 같음.

 

 압력: 2.0 torr

 사용 가스  유량 : NH3 10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iute)

 공정 온도: 600℃

 공정 시간: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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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열화학기상증착기(서울대학교 소재)

◆ Thermal CVD 장비 특징 : 진공, 암모니아, 질소 분 기에서 열처리가 가

능.

       - 최  온도 : 1200℃

       - 온도 상승률 : 20℃/min

◆ 형성된 매 형상을 그림 11과 같은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8000, Hitach)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라 

화상 분석함.  

그림 11. 주사전자현미경(서울대학교 소재)

◆ SEM 장비 특징 : 자들은 자 즈 시스템에 의해 샘 의 표면에 집속

되고 이때 자빔을 화상시스템과 동기화 시켜 시편의 표면을 x-y로 스캐닝

하여 시편에서 발생되는 이차 자가 증폭되어 이미지를 형성. 탄소나노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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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이나 매의 핵생성 형상을 찰하기 합한 장비임.

- 탄소나노튜  합성 제어

◆ 앞서 언 한 열화학기상증착기를 이용하여 매의 핵생성화가 끝난 시편

에서 탄소나노튜 를 합성함. 

◆ 탄소나노튜  합성 조건은 다음과 같음.

 

 압력: 2.5 torr

사용 가스  유량 : C2H2 50 sccm, NH3 100 sccm

공정 온도: 600℃

공정 시간: 10 min

◆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형상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라 화상 분석함.

◆ 그림 12와 같은 라만분석기(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합성된 탄

소나노튜 의 결정성을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라 분석함.

그림 12. Raman spectroscopy 

(서울대학교 소재)

◆ Raman spectroscopy 장비 특징 : Ar Laser(514nm)를 시료에 조사한 

후, 산란 되는 빛 에 포함되어있는 1% 미만의 미약한 Raman Signal 을 

측정 하여 물질의 구조 분석  특성을 분석. 물질의 표면  나노 구조 분석 

, 조직 는 세포의 미세구조, 특정물질의 분포 측정, 물질의 조성 분포  구

조 분석  박막 시료의 스트 스 분석  탄소나노튜 의 구조해석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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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 양성자 조사된 시편

◆ 그림 13으로 알 수 있듯이 양성자빔이 조사된 역을 심으로 매 속

의 결정변화  표면조도 변화가 으로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자 조사의 향을 확인.  

◆ 각각 니 , 철, 코발트에 따라서 변화량의 차이를 보임. 이는 각 물질의 특

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니 과 코발트의 경우에는 양성자 조사 역이 

택이 나던 표면에서 택이 사라지고 뿌 게 서리가 낀 듯한 표면으로 변

하며, 주변 역으로 향이 퍼지는 형상을 보임. 이와는 조 으로 철인 경

우에는 양성자 조사 역이나 주변 역의 철 박막이 크랙(crack)되는 상을 

보임. 

         

그림 13 .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된 시편의 금속촉매

층, 좌측으로부터 각각 니켈, 철, 코발트임.

- 결정성 제어

◆ X-ray 회 을 이용하여 코발트 매층의 결정성 변화를 분석함. 얻어진 

XRD 자료는 다음의 표1, 2, 3, 4임. 각각 양성자를 조사하지 않은 시편, 

32sec/ 320sec/ 640sec  조사한 시편임.  

◆ 양성자 조사 조건은 10 MeV, 500nA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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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s. 

[¡Æ2Th.]
Height 
[cts]

FWHM 
[¡¡ÆÆ2Th.]

d-spacing 
[A]

Rel. Int. 
[%]

Tip width 
[¡¡ÆÆ2Th.]

1 41.6133 4.17 0.072 2.16854 24.51 0.06
2 44.4809 17 1.1154 2.03685 100 0.9295
3 49.5323 16 0.072 1.83879 94.12 0.06
4 51.49 9 0.5388 1.77485 52.94 0.449
5 54.8929 -6.86 0.1344 1.67261 -40.33 0.112
6 58.9052 1 0.096 1.56659 5.88 0.08
7 77.1247 10.74 0.072 1.23571 63.16 0.06

표 1. 양성자를 조사하지 않은 코발트 촉매층의 기본 XRD 자료

No.
Pos. 

[¡Æ2Th.]
Height 
[cts]

FWHM 
[¡¡ÆÆ2Th.]

d-spacing 
[A]

Rel. Int. 
[%]

Tip width 
[¡¡ÆÆ2Th.]

1 41.8894 20.88 0.072 2.15488 6.3 0.06
2 44.6992 75.3 1.3168 2.02741 22.71 1.0973
3 51.706 19.61 0.096 1.76648 5.91 0.08
4 53.3082 248.75 0.096 1.7171 75.02 0.08
5 53.4261 331.58 0.096 1.71359 100 0.08
6 61.6822 30.43 0.048 1.50256 9.18 0.04
7 69.1697 7.16 0.12 1.35705 2.16 0.1
8 75.0379 11.25 0.096 1.26481 3.39 0.08
9 76.5731 17.67 0.12 1.24323 5.33 0.1

표 2. 양성자(10 MeV, 500 nA, 32 sec) 조사된 코발트 촉매층의 XRD 자료  

No.
Pos. 

[¡Æ2Th.]
Height 
[cts]

FWHM 
[¡¡ÆÆ2Th.]

d-spacing 
[A]

Rel. Int. 
[%]

Tip width 
[¡¡ÆÆ2Th.]

1 44.6355 89.2 0.1288 2.03015 24.47 0.1073
2 54.1994 364.54 0.072 1.69096 100 0.06
3 55.4128 101.17 1.0039 1.65814 27.75 0.8366
4 56.2299 57.58 0.12 1.63461 15.8 0.1
5 77.6089 28.87 0.096 1.2292 7.92 0.08

표 3.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된 코발트 촉매층의 XRD 자료

No.
Pos. 

[¡Æ2Th.]
Height 
[cts]

FWHM 
[¡¡ÆÆ2Th.]

d-spacing 
[A]

Rel. Int. 
[%]

Tip width 
[¡¡ÆÆ2Th.]

1 44.59 86.5 0.02 2.03212 100 0.0167
2 50.9143 54.4 0.232 1.79356 62.89 0.1933
3 54.612 72.21 0.096 1.67915 83.48 0.08
4 55.9672 65.4 0.4056 1.64302 75.61 0.338
5 68.3839 12.87 0.12 1.37072 14.88 0.1
6 71.4327 10.67 0.072 1.31952 12.34 0.06

표 4. 양성자(10 MeV, 500 nA, 640 sec) 조사된 코발트 촉매층의 XR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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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른 코발트 촉매층의 결정성 변화

◆ 앞서 언 한 XRD 자료를 토 로,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라서 최 강도선

이 나타나는 치가 44.4809 -> 53.4261 -> 54.1994 -> 44.59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한, 양성자 조사하지 않은 시편인 경우에는 다양한 치에서 높

은 강도선이 검출이 되었으나, 32sec와 320sec 조사 시편 경우에는 특정 치

에서만 높은 강도선이 검출되었고, 640sec 조사 시편인 경우에는 다시 다양

한 치에서 높은 강도선이 검출되었음. 

◆ 그림 14와 같이 양성자빔 조사량에 따라 결정성이 규칙성(조사 시간에 따

라 54 근처에서만 높은 강도선을 보임)을 가지고 변화(reference -> 

320sec)하다가, 과도한 양성자빔 조사(640sec)로 결정성이 규칙성에서 벗어

나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과도한 양성자빔 조사는 매의 결정을 괴하여 

무정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의 결과를 토 로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매층의 제한된 결정성 제어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의 합성 길이는 합성 온도 

 시간,  매입자의 결정성에 의존함. 탄소나노튜  합성시, 무정형의 결정

을 가진 매의 경우에 탄소의 확산속도가 결정성을 지닌 매보다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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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성자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길이는 더 

길어질 것으로 상됨. 

◆ AFM을 이용하여 표면조도 분석한 결과(그림 15, 16), 양성자 조사를 통

한 매층으로의 에 지 달  수소 축 으로 평균 표면조도가 1.22 nm에

서 최  36.487 nm로 변화함. 이러한 상은 각 경우에 모두 발생하 으나, 

동일한 경향을 보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니  매층인 경우의 결과를 첨부

함.

◆ 양성자빔 조사는 매 속 원자에 충분한 에 지를 달하여 원자이동

상(migr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됨. 한, 매 내의 수소 착상

(implantation)으로 박막에 응력(stress)이 발생하여 표면조도가 변화하는 것

으로 사료됨. 이는 양성자를 통해서는 평평한 표면조도는 얻을 수는 없으며, 

거친 표면조도는 양성자 조사 조건의 변화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그림 15. 양성자 조사하지 않은 니켈 촉매 내의 표면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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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된 니켈 촉매층의 표면조도

- 다공성 제어

◆ 질소의 흡탈착 상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로 인한 다공성 변화를 측정

함. 그림 17, 18, 19에서 알 수 있듯 양성자 조사를 기 으로 질소 흡착량이 

니 인 경우에 1.9 cm
3
/g -> 4.2 cm

3
/g로, 코발트인 경우에 1.5 cm

3
/g -> 

2.7 cm
3
/g로, 철인 경우에는 2.6 cm

3
/g -> 3.2 cm

3
/g로 증가함. 한, 최

부피를 갖는 세공지름이 니 인 경우에 4 nm -> 4 nm로, 코발트인 경우에 

2.8 nm -> 3 nm로, 철인 경우에는 4 nm -> 2.8 nm로 변화함. 

◆ 다공성 측정은 매층만을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 기 을 포함

한 체 인 시편을 상으로 측정하 음.  

◆ 체 인 세공부피 분산도를 보면,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3 nm 지름을 갖

는 세공의 부피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일정한 지름을 지닌 수소 

착상으로 특정 지름의 세공이 발달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소 축 상을 상

할 수 있는 결과임. 

◆ 표 5는 양성자 조사로 인한 각 매 속에 따른 다공성 특성 변화표임. 평

균 세공지름은 양성자 조사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일정 지름으로 수렴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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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니켈 촉매 및 실리콘 기판의 다공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로 상됨. 즉, 조사 시간을 변화시켜 기존 시편의 평균세공지름에서 3 nm정

도의 평균세공지름까지 조  제어가 가능함.

◆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는 다공질의 기 에서 더 잘 합성된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 을 사용하는 수동 인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 에 양성자 조사를 통해 다공 특성을 부여하는 능동 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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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코발트 촉매 및 실리콘 기판의 다공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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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철 촉매 및 실리콘 기판의 다공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표 5. 양성자 조사 전후의 촉매 금속에 따른 다공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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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축  제어

◆ 깊이 방향으로 수소의 존재 여부  정량  분석과 매 속의 실리콘 기

으로의 확산 상을 분석함. ‘Sputter depth = 0‘인 지 이 기 의 표면이

므로 매층을 의미하며, 400 angstroms까지가 매 속 박막임.   

◆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를 통해서 수소원자가 니 인 경

우에 10
19
 atoms/cc 수  -> 10

20
 atoms/cc 수 으로, 철인 경우에 10

20
 

atoms/cc 수  -> 1021 atoms/cc 수 으로, 코발트인 경우에는 1020 

atoms/cc 수  -> 최  10
22
 atoms/cc 수 으로 축 되었음(그림 20, 21, 

22 참고). 한 매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존재하는 착층(titanium 

layer, 200 angstroms)와 실리콘 기  상층부에도 수소가 축 됨을 확인함. 

이는 양성자빔이 단순히 에 지만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 지 달 후, 

기력이 쇠한 수소이온을 물질 표면  내부에 착상시켜 수소원자의 구성 비

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됨.

◆ 철과 코발트인 경우에 시편의 표면조도가 고르지 못하여 뚜렷한 상을 

확인하기 힘드나, 니 인 경우에는 양성자 조사를 통해 충분한 에 지를 달

받은 매입자가 실리콘 기 까지 확산되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함. 그림 

20을 보면, ‘sputter depth = 750 angstroms' 치에서 니 의 검출량이 

101 atoms/cc 수 에서 102 atoms/cc 수 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3은 양성자 조사로 인한 매 속 박막의 수소 축  변화량을 보여

. 체 으로 양성자 조사된 시편은 수소 축 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음. 이를 토 로 조사 조건을 변화하면, 물질 표면  내부에 원하는 만큼의 

수소 축 이 가능함. 

◆ 일반 으로 탄소나노튜  합성 시, 수소의 유무에 따라 mm단 의 길이를 

갖는 탄소나노튜  합성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양성자 조사

시간을 증가시키면, 합성되는 탄소나노튜 의 길이도 증가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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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양성자 조사 전후의 니켈 촉매의 수소 축적 특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그림 21. 양성자 조사 전후의 철 촉매의 수소 축적 특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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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양성자 조사 전후의 코발트 촉매의 수소 축적 특성 변화; 좌측: 양성자 조사 전, 

우측: 양성자(10 MeV, 500 nA, 320 sec) 조사 후

그림 23. 촉매 금속에 따른 양성자 조사 전후의 수소 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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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의 핵생성 제어

◆ 매의 핵생성 형상은 주사 자 미경을 통해서 화상 분석함. 그림 24, 

25, 26에 나타나 있듯, 양성자 조사를 통해 매 속의 결정성이 변화하고 표

면조도가 변화하며, 다공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매의 핵생성 형상의 특징이 

매우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5, 26와 같이, 양성자를 조사하지 않은 시편에서는 미세한 nm 크기

의 매 구조물을 형성하 으나, 양성자를 조사함에 따라 매입자의 기 내

부로의 확산 상으로 인하여 구조물과 기 의 뚜렷한 경계가 사라짐(no 

irradiation -> 32sec -> 320sec). 그러나 과도한 양성자 조사(640sec)로 

인한 수소 착상과 매입자의 확산 상이 뚜렷하게 진행되어 강한 다공성를 

지니게 된 기 - 매입자 복합계면이 거친 표면조도를 보이면서 나타남.

◆ 양성자 조사로 단순히 매만의 핵생성 형상을 제어하기에는 힘들며, 매

속의 결정성 변화, 표면조도 변화, 다공성 변화, 수소 축  등의 복합 인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 속과 기 의 복합 인 핵생성 형상을 제어하

기에는 합한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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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양성자(10 MeV, 500 nA) 조사 시간에 따른 코발트 촉매의 

핵생성 형상 변화 (top view)

그림 25 . 양성자(10 MeV, 500 nA) 조사 시간에 따른 코발트 촉매의 

핵생성 형상 변화 (tilted view, 5000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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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양성자(10 MeV, 500 nA) 조사 시간에 따른 코발트 촉매의 

핵생성 형상 변화 (tilted view, 40000배율)

- 탄소나노튜  합성 제어

◆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형상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화상 분석함. 

그림 27과 같이, 양성자를 조사하지 않은 시편인 경우에는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길이가 약 5 μm 정도로 고른 특성을 보임. 앞서 언 했듯이 양성자를 

조사함에 따라 매와 기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순수 매의 도가 낮

아지지만, 시편의 다공성이 증가하고 수소의 축 량이 증가하면서 탄소나노튜

의 길이가 약 10 - 20 μm 정도로 증가함.  

◆ 박막 물성의 불균일성으로 인하여 조사된 양성자의 향도 불균일(32sec)

하게 발생하여 합성된 탄소나노튜 도 불균일성을 갖지만, 양성자를 충분히 

조사(320sec)하면 조사된 의 박막 체에 향을 미치게 되며, 향을 미

이 기 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상 으로 균일을 탄소나노튜  합성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이보다 더 과도하게 양성자를 조사하면, 수소 착상

과 향을입자의 확산 상이 뚜렷하게 진행되어 강을 다공성를 지니게 된 기

-향을입자 복합계면이 거친 표면조도를 보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나노

튜 의 불균일성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림 27의 640sec irradiation경우를 살펴보면, 양성자 조사 역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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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특성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직  조사되는 역은 

양성자의 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지만, 주변 역은 부착 인 입장에서 향

을 받는 것으로 보임. 주변 역의 합성된 탄소나노튜 가 10 μm 이상의 길

이를 갖는 것으로 보아 양성자 조사의 향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림 28. b, 그림 29. a, 그림 30. c에서 알 수 있듯, 탄소나노튜 는 50 

nm 정도의 지름을 갖는 매를 심으로 끝단 성장법(tip growth)으로 합성

됨을 확인. 

◆ 그림 28과 같이, 32sec 조사된 시편의 탄소나노튜 가 1차, 2차 합성된 

듯한 형상을 보임. 이는 매 구조물과 기  사이의 복합계면으로 인하여 나

타난 형상으로 사료됨.

◆ 그림 30에서 알 수 있듯, 과도한 양성자 조사로 인하여 수소 착상과 매

입자의 확산 상이 뚜렷하게 진행되어 실리콘 기  내부에서부터 탄소나노튜

가 합성되는 것으로 사료됨. 일반 으로 간 부착법으로 형성된 탄소나노튜

와 직 성장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착력은 매우 차이가 나는 것

으로 알려짐. 양성자 조사된 기 에서 합성된 탄소나노튜 는 일반 인 직

성장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에 비하여 기  내부에서부터 합성이 시작되

기 때문에 매우 높은 착력을 지닐 것으로 상됨. 

◆ 양성자 조사(640sec)로 인하여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체 인 형상은 

매와 기 의 핵생성 형상에 강한 의존성을 보임. 이러한 자기형성 인 구조

는 국부 인 계집 을 유발하며, 기 내부에서부터 합성되는 특성은 탄소나

노튜 의 응용분야  한가지인 고 류용 계방출소자로서의 특성을 향상시

킬 것으로 사료됨. 

◆ 양성자 조사 조건을 변화함으로써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형상과 기 과

의 착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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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양성자(10 MeV, 500 nA) 조사 시간에 따른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형상 변화 (tilted view, 1000배율)

그림 28 . 양성자(10 MeV, 500 nA, 32sec) 조사 후,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형상 (cross-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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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양성자(10 MeV, 500 nA, 320sec) 조사 후,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형상 (cross-section view)

그림 30 . 양성자(10 MeV, 500 nA, 640sec) 조사 후,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형상   (cross-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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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빔 조사량에 따라 탄소나노튜 의 결정성 변화를 라만 분 기를 통

해 분석함. 일반 으로 라만 스펙트럼을 통한 탄소나노튜 의 결정성은 sp
3
 

결합을 나타내는 D-peak(1355cm
-1
)과 sp

2
 결합을 나타내는 

G-peak(1583cm-1)의 상 인 비율로 표 하며, D-peak(일반 으로 무정형 

결정을 나타냄)에 비하여 G-peak(일반 으로 흑연층상 결정을 나타냄)이 높

게 나타날수록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짐. 

◆ 기본 으로 양성자 조사는 합성된 탄소나노튜 에 수행되어진 것이 아니

라, 매 핵생성 이 의 매 박막층에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림 31과 표 6

과 같이 양성자 조사 후의 탄소나노튜  결정성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 . 양성자(10 MeV, 500 nA) 조사 시간에 따른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결정성 변화

표 6. 양성자 조사 시간에 따른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G/D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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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새도우 마스크(shadow mask)를 이용한 양성자의 선택  조사 가

능성

◆ 그림 32와 같은 250 μm 두께의 실리콘 기 을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구멍

을 뚫고 새도우 마스크로 사용하여, 코발트 매층에 양성자 조사(10 MeV, 

500 nA, 320sec)함.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 양성자의 선택  조사 가능성

을 확인함.  

◆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리소그래피(lithography) 기술과는 차별 으로 

새도우 마스크만으로 복잡한 감 막(photo resist; PR) 공정 필요없이 바로 

원하는 박막에 패터닝(patterning)을 할 수 있는 공정의 기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함.

그림 32. 실리콘 새도우 마스크 및 개략도 

그림 33. 새도우 마스크를 통해 양성자 조사된 

코발트 촉매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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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

◎ 매 속 박막에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박막의 결정성 

제어

-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따른 매 속의 

결정 변화를 XRD(X-ray Diffraction)

로 분석.

100

◎ 매 속 박막에 양성자빔

(H
+
)을 조사하여 박막의 다공

성 제어

◎ 기 에 양성자빔(H
+
)을 조사

하여 다공성 제어

-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따른 매와 박막

의 다공성을 Nano-porosity를 사용하

여 분석.

-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따른 매와 박막

의 수소 축  특성을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분석.

100

◎ 매 속 박막에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직  패터닝으로 

박막의 핵생성 제어

- 박막의 핵생성 형상을 SEM(Secondary 

Electron Microscopy)으로 찰.

-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형상을 SEM으

로 찰.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내용

2  목표에 한 실  결과

1. 국내학술 회 발표 1회,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2회 목표 비 국외 학술

지에 투고  게제 1회.

가. 양성자 선량 설비의 이용방법과 지상 우주방사선 모사 방법 제시함.

나. 우주비행체 외부 열 차폐 재료의 양성자에 의한 물성 변화 메카니즘을 분

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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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목표에 한 충실한 실험으로  본 연구의 최종목표를 달성하 으

며, 본 연구결과의 효과를 기 함. 주요 상 결과물에 한 시 의 달

성도가 미흡하나, 재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학술발표와 학술지 투고를 

비하고 있으므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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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활용계획

1. 이러한 연구결과는 탄소나노튜  합성에 있어서 매 속  기 에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용 형 설비를 나노기술 분야에 용 

가능성을 제시함.

2. 양성자 조사(640sec)로 인하여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체 인 형상은 

매와 기 의 핵생성 형상에 강한 의존성을 보임. 이러한 자기형성 인 구조는 

국부 인 계집 을 유발하며, 기 내부에서부터 합성되는 특성은 탄소나노

튜 의 응용분야  한가지인 고 류용 계방출소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3. 기존의 리소그래피(lithography) 기술과는 차별 으로 새도우 마스크만으

로 복잡한 감 막(photo resist; PR) 공정 필요없이 바로 원하는 박막에 패터

닝(patterning)을 할 수 있는 공정의 기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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