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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NT를 형판으로 이용하여 무기물 나노튜브를 형성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무기물 나노튜브제조방법은: 가) 카본 나노

튜브(CNT) 또는 카본나노튜브 어레이가 형성된 형판을 마련하는 단계; 나) 원자층증착법에 의해 상기 형판에 대한 

무기물의 증착을 실시하여, 상기 카본나노튜브의 외측면에 무기물나노튜브를 형성하는 단계와; 다) 상기 카본나노튜

브를 제거하여 상호 연계된 무기물나노튜브에 의한 무기물 나노튜브 또는 무기물 나노튜브 어레이를 얻는 단계;를 포

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무기물 나노튜브 제작 방법은 특정한 물질에 국한된 반응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탄소나노튜브 위에 원

자층증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구체가 존재하는 모든 무기물 나노튜브의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작법이며, 반도체 

소자 제작공정과 같은 다른 미세공정 기술과 잘 부합된다. 다양한 모양과 배열의 무기물 나노 튜브를 원자층증착법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무기물 나노튜브의 질서정연한 배열을 별도의 식각 공정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a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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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판, 무기물, 나노, 튜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원자층증착법에의한 루테늄 박막 증착 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보인 그래프이다.

도 2a는 다공성 알루미나 위에 형성된 탄소나노튜브 배열의 수직구조를 보인 SEM 사진이다.

도 2b는 다공성 알루미나 위에 형성된 탄소나노튜브 배열의 평면구조를 보인 DFM(Dynamic Force Microscopy) 사

진이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라, CNT 어레이 위에 증착된 루테늄 박막의 수직구조를 보인 SEM 사진이다.

도 3b는 본 발명에 따라, CNT 어레이 위에 증착된 루테늄 박막의 평면구조를 보인 DFM 사진이다.

도 3c는 본 발명에 따라, CNT 어레이 위에 증착된 루테늄 박막의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3c는 본 발명에 따라, CNT 어레이 위에 증착된 루테늄 박막의 Z-콘트라스트(contrast) 이미지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의하여 제작된 RuOx 나노튜브의 수직 구조를 보인 SEM 사진이다.

도 4b는 본 발명에 의하여 제작된 RuOx 나노튜브의 평면 구조를 보인 DFM 사진이다.

도 4c는 본 발명에 의하여 제작된 RuOx 나노튜브의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4d는 본 발명에 의하여 제작된 RuOx 나노튜브의 Z-contrast 이미지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기물 나노 튜브 또는 그 배열 (array)의 제작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탄소 나노 튜브를 

형판(template)으로 사용하여 무기물 나노 튜브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광학 및 전자소자의 집적화, 소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 나노 구조 물질 및 그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Nature, 1999, 402, 273; Angew. Chem., Int. Ed. 1999, 38 , 2175) 특히 탄소 나노 튜브(car

bon nano tube, CNT)의 발견 이 후 이를 초미세 전자 소자 물질로 이용하기 위한 CNT의 인위적인 배열 (orderred 

array), 팬터닝 (patterning), 소자 제작 등이 시도되고 있다. (Nature, 1991, 354, 56; Adv. Mater. 2002, 14, 277; 

Appl. Phy. Lett. 2001, 79, 3696, Nature 2002, 416, 495). 또한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이 나노튜브의 구조 또는 그

물성을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 high sensitivity microbalance: Science 283, 1513 (1999).

- gas detector: Science 287, 622 (2000)

- hydrogen energy storage devices: Nature 386, 512 (1999).

- Field emission display (FED): Appl. Phys. Lett. 72, 2912 (1998); Science 283, 512 (1999).

- Nano-tweezer: Science 286, 2148 (1999).

- Single electron transister (SET): Science 293, 76 (2001).

- Actuators: Science 284, 1340 (1999).

- Memory: Science 289, 94 (2000).

- Catalyst: USP 6210800 B1, Nature 375, 564 (1995).

- UV absorber: USP 6027775

- drug delivery agent, oil absorbent, composite.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서 다양한 물질로 된 나노 스케일의 로드(rod), 와이어(wire), 튜브(tube), 파티클(particle)등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자 제작에 적합한 기상 증착법으로 탄소 이외의 질서정연

한 배열을 갖는 무기물 나노 튜브를 제작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는 CNT를 이용하여 제2의 물질의 나노 구조 물질을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예들로는, V 2 O 5

분말을 융점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시킨 후 모세관 형상을 이용하여 탄소 나노 튜브를 코팅하거나[Science 375, 564 

(1995)], 무전해 도금으로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 [JJAP 36, L501 (1997)], 탄소 나노튜브와 B 2 O 3 의 치환 

반응에 의하여 보로나이트라이드(boronitride, BN) 나노튜브를 제작하는 방법 [Appl. Phys. Lett. 73, 3085 (1998)]

, 다층벽 나노튜브 (Multi-wall Nanotube, MWNT)를 H 2 WO 4 와 H 2 S에 의한 고온 반응에 의하여 WS 2 로 코

팅하는 방법 [Chem. Mater. 14, 2209, (2002)], 나노 튜브와 메탈옥사이드(metal oxide, MO)의 제한된 반응(confin

ed reaction)에 의하여 메탈 카바이드 나노로드(metal carbide nanorod)를 제작하는 방법 [Science, 277, 128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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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애노딕 다공성 알루미나(anodic porous alumina)와 PMMA (polymethylmethacrylate)를 이용하여 TiO 2 의 

나노튜브 배열을 제작하는 방법 [Langmuir 12, 1411 (1996)], 수직 배열된 나노파이버(nano-fiber)를 형판으로 사

용하여 SiO 2 를 증착한 후 식각공정을 사용하여 나노파이버를 노출시킨후 이를 에칭시켜 SiO 2 nanopipe를 제조하

는 방법[Abstract of 4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 Ion and Photon Beam Technology and Nanofa

brication, Anaheim, CA, 269, (2002)]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정한 물질들에 국한된 매우 제한적인 반응을 

이용하거나, 식각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노 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양한 종류의 무기물 나노 튜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무기물 나노튜브 형성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은:

가) 카본 나노 튜브(CNT) 또는 카본나노튜브 어레이가 형성된 형판을 마련하는 단계;

나) 원자층증착법에 의해 상기 형판에 대한 무기물의 증착을 실시하여, 상기 카본나노튜브의 외측면에 무기물나노튜

브를 형성하는 단계와;

다) 상기 카본나노튜브를 제거하여 상호 연계된 무기물나노튜브에 의한 무기물 나노튜브 또는 무기물 나노튜브 어레

이를 얻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 단계는, 기판에 다공성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물질층의 

공공부로부터 카본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다공성 알루미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특히, 상기 다공성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

계는:

기판에 알루미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알루미늄 박막을 산화시켜 다공성 알루미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다)단계는 상기 카본나노튜브를 산소 또는 오존을 공급하면서 고온으로 애쉬하여 제거하고, 이와 아울러 

상기 무기물나노튜브를 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는 상기 무기물은 루테늄이며, 상기 루테늄 증착시 공

정온도를 30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는, 또한, 상기 다)단계에서 무기물이 증착된 나노튜브의 무

기물을 산화시키지 않고 카본나노튜브를 제거하기 위해 서는 카본나노튜브를 플라즈마로 처리하여 에칭하여 제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무기물나노튜브 또는 이들의 배열을 제작하기 위하여 CNT 또는 이들의 배열을 형판 (te

mplate)으로 사용한다. 즉, CNT 또는 CNT의 질서정연한 배열 위에 나노 튜브로 제작하고자 하는 무기물 박막을 원

자층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으로 코팅하므로 무기물이 코팅된 CNT 또는 그 배열을 제작한다. 또한 

상기의 원자층 증착법에 의하여 코팅된 무기물 박막은 CNT의 내벽과 외벽에서 서로 다른 증착 거동을 보이고, 특히 

내벽에 증착된 무기물 박막은 성긴(sparse) 미세구조를 가지므로 산소, 오존, 플라즈마와 같은 활성화된 산화 분위기

에서 처리하면 CNT가 연소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2의 무기물 나노 튜브 또는 이들의 어레이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무기물이 코팅된 CNT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형

판으로 사용된 CNT를 제거하여 제2의 무기물 나노튜브를 제작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무기물 나노 튜브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자층증착법을 이용하므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Nan

otechnology 10, 19 (1999)] 원자층증착법은 일반적인 화학기상증착법과는 달리 전구체(precursor)와 반응기체를 

동시에 공급하지 않고 퍼지(purge)단계를 통하여 시분할적으로 공급한다. 즉, 전구체 공급 -> 퍼지 -> 반응기체 공급

-> 퍼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표면에 화학 흡착된 전구체의 단일 원자층(monolayer)이 반응기체와의 화학반

응에 의하여 분해되므로 원자층 두께의 박막이 형성되다. 따라서, 증착 속도가 자기제어(self-limiting)되 어 공정의 

사이클(cycle) 횟수에 의하여 두께가 정확하게 제어된다. 또한 증착은 화학 흡착된 화학종(chemical species)들과 반

응기체의 반응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증착속도는 전구체의 증착 표면에 대한 화학 흡착율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원

자층 증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은 전구체가 열분해되지 않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종횡비 (aspect ratio)가 매우 큰 입체 구조 기판 위에서 증착을 할 때 완벽한 층덮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구체의 열분해가 없는 ALD 공정조건에서는 증착 속도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ALD 

방법에서는 표면에서의 흡착종(absorbed species)과 반응기체의 화학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반응성을 

갖는 전구체 또는 반응기체가 필요하다.

반면에 CNT는 탄소들간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Nature 375, 564 (1995)]. 따라서 CNT위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화반응이 억제되는 저온에서 

증착을 하거나, 물과 같이 산화력이 약한 반응기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루테늄의 ALD 증착속도의 테스트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나노튜브제작에 사용되는 루테늄 박막의 공정 주기(1 사이클) 당 ALD 증착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의 기판은 SiO 2 가 형성된 Si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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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늄 박막을 Si 기판에 형성하기 위하여 ALD 공정 중에 전구체인 0.1M Ru(od)3 [od = octane-2, 4-dionate]/n-

Butylacetate 용액을 150sccm의 Ar 기체로 2초간 이송하였고, 반응기체로는 산소 100sccm을 2초간 공급하였다. 

퍼지가스(purge gas)인 Ar은 전구체 및 반응기체 이송단계의 사이에 3초씩 공급하여 증착주기 당 소요시간은 10초

로 조절하였다. 275℃ 부터 450℃ 까지 25 ℃ 간격으로 ALD를 진행한 결과, 350℃ 이하에서는 순수한 루테늄 박막

이 얻어졌지만 400 ℃ 이상에서는 주로 RuOx가 얻어졌다. 350 ℃에서 400 ℃ 사이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u

Ox 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도 1를 참조하면, 375 ℃ 이하에서는 열분해에 의한 

증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착속도가 공정주기 당 0.1nm 이하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CNT 형판(template)의 제작

500nm의 Al 박막을 실리콘 웨이퍼위에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후, 0.3M 옥살산(oxalic acid) 용액에서 음극산화 (16

도, DC 40V)시켜 다공성 알루미나(porous alumina)를 형성하고 0.1M 인산에서 처리하여 공공부(pore)의 직경을 약

간 확장시켰다. 이 기판 위에 튜브 가열로(tube furnace)를 사용하여 10% 아세틸렌(acetylene) 기체 (valence gas N

2 )로 700도에서 30분간 CNT를 성장하였다. 50W의 알곤이온 밀링으로 흑연(graphite)를 제거하여 도 2와 같은 CN

T 배열을 얻었다. 도 2a 는 실제 제작된 CNT 어레이의 수직구조를 보인 SEM 사진이며, 도 2b CNT 어레이의 평면 

구조를 보인 DFM 사진이다.

CNT 형판에 대한 무기물 ALD

위의 과정에서 얻어진 형판의 표면에 ALD에 의해 무기물, 본 실시예에서는 루테늄나노튜브를 형성하였다. 이때의 A

LD 조건은 위에서 설명된 루테늄의 ALD 증 착속도의 테스트와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이때에, 루테늄의 증착온

도는 CNT의 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낮은 온도(300℃)에서 수행하여 ~6 nm의 두께의 루테늄 박막을 얻었다

.

도 3a은 실제 실시된 ALD 증착으로 형성된 루테늄 박막의 수직구조를 보인 SEM 사진이며, 도 3b는 ALD 증착으로 

형성된 루테늄 박막의 평면구조를 보인 DFM 사진이다. 순수 CNT의 평면구조를 보인 도 2b와 CNT에 코팅된 루테늄

박막의 평면구조를 보인 도 3b을 비교해보면, CNT의 내경이 코팅된 루테늄 박막에 의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3c는 고분해능 투과 SEM 사진으로서, 이 사진을 통해 CNT에 코팅된 루테늄 박막이 결정질 미세구조를 갖고

있으며 CNT 형판은 결함(defect)이 많은 비정질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3d의 Z-contrast 이미지는 CNT

의 외벽에 비해 내벽에 코팅된 루테늄 박막의 미세구조가 성긴(sparse) 미세구조를 갖음을 보여준다.

무기물 나노튜브의 형성

위의 과정을 통해 Ru 박막을 CNT 어레이 위에 형성한 후, 100sccm의 산소를 흘려주면서 500도, 1torr에서 한 시간 

동안 애슁을 실시하여 루테늄 박막이 형성된 그 하부의 CNT를 제거하고 이와 동시에 루테늄을 산화시켜 잔류하는 루

테늄에 의한 RuOx 튜브어레이, 즉 무기물 나노 튜브를 제작하였다.

도 4a는 애슁 공정에 의하여 CNT가 제거됨으로써 드러난 알루미나 공공부(alumina pore)를 보인다. 도 4b는 루테늄

의 증착으로 내경이 축소되었던 CNT(도 3b 참조)가 애슁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잔류하는 루테늄에 의한 튜브의 내경 

이 약간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상기 CNT의 제거는 산화를 수반하는 애슁이 아닌 플라즈마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도 4c 및 도 4d는 애슁 공정에 의하여 CNT가 제거되고 이와 동시에 CNT 에 코팅되었던 루테늄이 산화되어 RuOx 

나노튜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1은 Ru/CNT 구조에서 외벽(위치1, 도 3d 에서 '1')과 내벽(위치3, 도 3d에서 '3')에 코팅된 루테늄 및 CNT

형판(위치 2, 도 3d에서 '2') 부분과 RuOx 나노튜브 구조에서 알루미나 매트릭스(alumina matrix)부분 (위치4, 도 4d

의 '4' )과 루테늄나노튜브 부분(위치5, 도 4d에서 '5')을 TEM-ED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로 분석하여 각 원소들의 특성 엑스레이의 세기(counts)를 나타낸 것이다. Ru/CNT구조에

서는 위치 1, 2, 3의 C/Ru의 비율을 비교하면 외벽이 내벽에 비해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uOx구조에서는 탄소가 애슁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Ru 이 RuOx로 산화되었기 때문에 알루미나 매트릭스에 비

하여 위치5에는 Al의 세기가 작지만 RuOx에 기인하는 산소에 의하여 산소의 카운트(counts)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을 볼 수 있다.

[표 1]

각 원소 특성 X-ray 피크(peak)의 TEM-EDS 분석 결과.

Ru/CNT RuOx

원소 위치 1 위치 2 위치 3 위치 4 위치 5

C, Kα (0.282 keV) 32 117 64 12 22

O, Kα (0.523 keV) - 14 18 59 59

Al, Lα (1.487 keV) - - - 116 31

Ru, Kα (2.588 keV) 110 33 116 8 99

상기의 공정에 의하여 무기물 나노 튜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CNT가 분해

되지 않는 무기물 박막의 ALD가 가능한 전구체, 반응기체, 증착온도 공정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ALD 공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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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NT의 외벽과 내벽의 증착거동의 차이에 의하여 CNT가 애슁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작된 

나노 튜브의 응용 목적에 따라서는 CNT를 제거하지 않고 무기물이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를 애슁 공정없이 그대로 사

용할 수 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CNT 또는 CNT 어레이 위에 원자층증착법에 의하여 무기물 박막을 코팅하여 무기물이 코팅된 탄소나노튜

브의 제작법을 제공하며 또한 고온 가열의 애슁에 의하여 CNT를 제거하므로 제2의 무기물나노튜브를 제작할 수 있

도록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무기물 나노튜브 제작 방법은 특정한 물질에 국한된 반응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탄소나노

튜브 위에 원자층증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구체가 존재하는 모든 무기물 나노튜브의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작법

이며, 반도체 소자 제작공정과 같은 다른 미세공정 기술과 잘 부합된다. 다양한 모양과 배열의 무기물 나노 튜브를 원

자층증착법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무기물 나노튜브의 질서정연한 배열을 별도의 식각 공정없이 쉽게 제작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 카본 나노 튜브(CNT) 또는 카본나노튜브 어레이가 형성된 형판을 마련하 는 단계;

나) 원자층증착법에 의해 상기 형판에 대한 무기물의 증착을 실시하여, 상기 카본나노튜브의 외측면에 무기물나노튜

브를 형성하는 단계와;

다) 상기 카본나노튜브를 제거하여 상호 연계된 무기물나노튜브에 의한 무기물 나노튜브 또는 무기물 나노튜브 어레

이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 단계는,

기판에 다공성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다공성 물질층의 공공부로부터 카본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

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물질층은 다공성 알루미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기판에 알루미늄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알루미늄 박막을 산화시켜 다공성 알루미나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계는 상기 카본나노튜브를 산소 또는 오존을 공급하면서 고온으로 애쉬하여 제거하고, 이와 아울러 상기 

무기물나노튜브를 산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계에서 상기 카본나노튜브를 플라즈마로 에칭하여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 튜브 제조방

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물은 루테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늄 증착시 공정온도를 30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기물 나노튜브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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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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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4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