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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관한다.

배경기술

  탄소 나노튜브는 새로운 탄소 형태이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전형적으로 헥사곤과 펜타곤으로 정렬된 SP2-혼성화
탄소 원자로 구성되는 공동(空洞)의 관형 풀러린(fullerene) 분자이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전형적으로 0.5 ㎚ 내지
3.5 ㎚ 범위의 직경 및 대략 50 ㎚ 초과의 길이를 보유한다. 이들은 우수한 전기와 열 전도성 및 높은 인장력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에 발견된 이후, 이들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들을 이용한 응용방법을 개발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로 불리는 복수-벽 탄소 나노튜브는 내포(nested) 단일-벽 탄소 실린더이다. 멀티-벽 탄소 나노
튜브에서 벽의 개수는 적게는 2개(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또는 3개(삼중-벽 탄소 나노튜브)이고 최대 수백개이다. 멀티-
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와 유사한 특성을 일부 보유한다. 하지만, 벽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함의
개수 역시 증가한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일반적으로 생성동안 결함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극소수의
결함을 갖는다. 최소 개수의 결함으로 인하여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보다 좀더 강하고 전도성에
서 좀더 우수하다.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서로 접촉된 복수 병렬 튜브의 응집체인 "로프"로 용이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로프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강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강하게 밀착된 상태로 유지된다. 단일-
벽 나노튜브의 로프이외에, 단일과 복수 벽을 갖는 나노튜브로 생성된 소직경(small-diameter)(즉, 0.5 ㎚ 내지 3 ㎚ 직
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가 관찰되었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이런 탄소 나노튜브 로프는 "Catalytic Grow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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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Wall Carbon Nanotubes from Metal Particles", International Pat. Publ. WO 00/17102 A1(March 30, 2000)
에서 기술한다. 대략 4 ㎚ 초과의 직경을 갖는 대형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는 결함의 개수가 증가하고 전기 전도성과 인장
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좀더 크고 굴절성이 덜한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는 "로프"를 생성하지 않는다.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전형적으로 대략 700 ℃ 내지 1200 ℃의 상승된 온도에서 탄소-함유 공급
원료와 접촉된 한가지이상의 전이 금속 촉매제를 수반한다.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일부 방법은 전기활불(elecric
arc), 흑연의 레이저 아블레이션(laser ablation) 및 담지된 금속 촉매제와 담지되지 않은 금속 촉매제를 이용한 가스상 기
술이다.

  담지된 금속 촉매제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 한가지 방법은 "화학적 증기 증착"또는 "CVD"로 알려져 있다. 상기
방법에서,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 분자는 기질에 담지된 촉매 금속의 나노미터-크기 입자에서 반응하여 탄소 나노튜
브를 생성한다. 이런 과정으로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한다. 하지만, 특정 반응 조건하에서 상기 과정으로 우수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할 수 있다. CVD 방법을 이용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합성은 Dai, et aL (1996),
CHERS. Phys. Lett., 260, p. 471-475; "Catalytic Growth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from Metal Particles",
International Pat. Publ. WO 00/17102 A1, March 30,200에서 기술한다. CVD 과정으로 생성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은
단일-벽과 소직경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 잔류 촉매 금속 입자, 촉매제 담체(support) 물질 및 다른 이질적 탄소 형태(비
정형 탄소 또는 비-관형 풀러린)로 구성된다. 본원에서 "이질적 탄소"는 탄소 나노튜브의 형태가 아닌 임의의 탄소를 의미
하는데, 여기에는 흑연 시트, 비-관형 풀러린, 부분 나노튜브 형태, 비정형 탄소 및 다른 무질서한 탄소가 포함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의 많은 최종 응용에서 나노튜브 물질은 나노튜브 및 매트릭스 물질(중합성, 금속성, 유기성, 무기성 또는
이들의 복합)로 구성되는 복합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액체 용매 용액 또는 용해된 물질과 같은 다른 매체에 효과적으로 분
산시켜야 한다. 탄소 나노튜브가 매트릭스 물질에 분산되면, 합성 물질의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열적 특성이 매트릭스
물질 단독의 특성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다. 나노튜브 복합물의 특성은 복합물에서 나노튜브의 농도 및 매트릭스 물질에
서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 길이, 조직형태에 의해 부분적으로 좌우된다. 가령, 액체에 탄소 나노튜브를 혼합하면, 나노튜브
의 길이 분포가 액체/나노튜브 혼합물의 점도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복합물의 특성은 탄소 나노튜브가 복합물에서 얼
마나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지에 많이 좌우된다. 매트릭스 물질에 쉽게 분산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물질, 특히 상업적으
로 효과적인 방법, 예를 들면 용융 혼합(melt blending)에 의해 분산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물질이 실질적으로 요구된
다. 이에 더하여, 고온, 예를 들면 최대 550℃에서 산화 환경에 안정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이 요구된다.

  본 발명의 요약

  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이들을 제조하는 방법, 이들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이들의 용도에 관한
다. 한 구체예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3-차원으로 정렬된 복수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이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고,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대략 0.5 ㎚ 내지
3 ㎚ 범위의 직경을 갖는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내부에 쌍을 이루고 서로 연결된 탄소 나노튜브의 3-차원 네트워크일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미립자는 대략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수의 거시적 미립자 조직형태를 보유한다. 미립자에
서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이중-벽, 삼중-벽, 사중-벽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생성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촉매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미립자 담체에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미립자
담체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촉매제에서 탄소 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
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과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여기서 탄소 산물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고, 상기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5 ㎚ 내지 3 ㎚ 범위의 직경을 갖는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된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촉매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미립자 담체에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미립자 담체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b) 촉매제에서 탄소 산
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과 상기 촉매제를 접
촉시키는 단계, 여기서 탄소 산물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고, 상기 미립자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상기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대략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는다; (c)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는 탄
소 산물로부터 미립자 담체를 제거하는 단계,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미립자 담체의 제거이전의 조직형태와 유사
한 형상과 횡단 치수의 거시적 조직형태를 유지한다. 담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촉매 금속 또는 이의 일부가 제거될 수 있
다. 촉매 담체의 제거이후,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제거된 미립자 담체의 조직형태와 유사한 형상, 크기, 횡단 치수의 거
시적 조직형태를 유지한다. 담체는 제올라이트, 실리카,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마그네시아,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물
질로 구성될 수 있다. 촉매 금속은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철, 코발트, 니켈, 루테늄,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플라티나, 란
타니드 계열 원소, 악티니드 계열 원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로 구성된다. 한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01 g/㎤ 내지 0.5 g/㎤ 범위의 벌크 밀도(bulk density)를 갖는다. 미립자 담체는 대략 0.1 마이
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1 내지 1000 마
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대략 50 wt% 초과, 적절하게는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대략 80
wt% 초과, 좀더 적절하게는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대략 90 wt% 초과의 함량으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 존재한다.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간에 걸쳐있을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표면적은 대략 10 ㎡/g 내지 1000 ㎡/g, 적절하게는 100 ㎡/g 내지 1000 ㎡/
g이다.

  한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탄소 나노튜브 로프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나노튜브는
나노튜브 외벽의 직경이 3 ㎚ 미만, 일반적으로 0.5 ㎚ 내지 3 ㎚가 되도록 단일-벽, 이중-벽, 삼중-벽 또는 일부 경우에
사중-벽으로 생성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로프의 횡
단 치수는 대략 10 ㎚ 내지 50 ㎚이다. 나노튜브 미립자는 직은-직경 나노튜브의 탄소 나노튜브 로프로 구성될 수도 있는
데, 여기서 상기 로프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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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는 10 탄소/μ㎡ 초과의 수밀도(number density)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표면에 존재
한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가열 냉각하여, 산화 환경(예, 상승된 온도에서 공기에 노출)에서 증가된 열적 안정성을 보
유하는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성할 수 있다. 가열 냉각은 대략 1 내지 24 시간동안 대략 800℃ 내지
1500℃ 온도에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유지시켜 실시할 수 있다. 가열 냉각된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400℃ 초과, 적절하게는 대략 450℃ 초과, 좀더 적절하게는 대략 500℃ 초과, 가장 적절하게는
5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하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중합체, 금속, 무기물, 유기물,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
합하여 매트릭스 물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복합물을 생성한다. 매트릭스 물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복합
물에서 대략 0.001 wt% 내지 50 wt% 범위로 존재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전자 방출전극은 표면에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포함하고, 여기서 탄소 나노튜
브 미립자는 얽힌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소직경 나노튜브는 대략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고,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적절하게는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 범위의 횡
단 치수를 갖는다. 탄소 미립자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된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방출전극은 전계 방출 소자(field emission device)에서 양극
요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전자 방출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얽힌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소직경 나노튜브는 대략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고,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
소 나노튜브, 사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고,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100 마
이크론, 적절하게는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b)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표면에
증착하는 단계. 탄소 나노튜브는 식각 수단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와 1B는 500X 배율에서 본 발명에 따른 한 구체예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SEM)이다. 도 1A에서는 실시예 1에
기술된 생성 과정을 적용한 이후 탄소 나노튜브를 함입하는 촉매제를 도시한다. 도 1B에서는 실시예 1에 기술된 산 처리
에 의한 정제이후 생성 과정의 탄소 나노튜브 산물을 도시한다. 도 1A와 1B의 비교에서 담체의 조직형태가 정제된 나노튜
브 물질에서 유지되고 본 발명의 미립자 성질을 보임이 확인된다.

  도 2A와 2B는 5000X 배율에서 본 발명에 따른 한 구체예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SEM)이다.

  도 2A에서는 실시예 1에 기술된 과정에 따라 나노튜브를 생성한 이후 촉매 담체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도시한다.

  도 2B에서는 실시예 1에 기술된 산 처리에 의한 정제이후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산물을 도시한다. 도 2A와 2B의 비교
에서 담체의 조직형태가 정제된 나노튜브 물질에서 유지됨이 확인된다.

  도 3은 실시예 1에 기술된 과정에 따른 정제이후 25,000X 배율에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SEM)
이다. 도 3에서는 미립자 표면에서 탄소 나노튜브 로프의 밀도를 도시한다. 상기 영상은 탄소 나노튜브의 개체 밀도
(population density)가 10/제곱 마이크론을 초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 4A와 4B는 실시예 1에 기술된 과정에 따라 제조된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 따른 산-정제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50,000X 배율에서 현미경사진이다. 도 4A는 투과 전자 현미경사진(TEM)이고, 도 4B는 SEM이다. 양 현미경사진에서는
나노튜브 미립자 물질 및 나노튜브 미립자간에 걸쳐있는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를 보여준다.

  도 5A는 실시예 2에 따라 제조된 산-정제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고분해능 TEM(~700,000X 배율)으로, 상기 물질이
3 ㎚ 미만 직경의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도 5B는 실시예 4에 따라 제조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고해상도 TEM으로, 하나이상의 벽을 보유하는 나노튜브로 구성
되는 소직경 나노튜브의 "로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상기 소직경 나노튜브는 대략 3 ㎚ 미만의 직경을 갖는다.

  도 6A에서는 실시예 4의 과정으로 제조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RBM(반경 흡입 양식) 시프트(shift)의 라만
(Raman)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생성 온도는 900℃이고, 여기 파장은 514 ㎚이었다.

  도 6B에서는 실시예 4의 과정으로 제조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접면(tangential) 양식 시프트의 라만(Raman)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생성 온도는 900℃이고, 여기 파장은 514 ㎚이었다.

  도 7A에서는 실시예 5의 과정으로 제조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RBM 시프트의 라만(Raman) 스펙트럼을 도시한
다. 생성 온도는 850℃이고, 여기 파장은 782 ㎚이었다.

  도 7B에서는 실시예 5의 과정으로 제조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접면(tangential) 양식 시프트의 라만(Raman)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생성 온도는 850℃이고, 여기 파장은 78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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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에서는 아르곤에서 1시간동안 1450℃ 열처리이전과 이후에 CVD-생성 나노튜브의 라만 스펙트럼을 도시한다. 350
㎝-1 미만의 탄소 나노튜브 "반경 흡입 양식" 특성은 열처리에 의해 강화된다. 레이저 여기 파장은 782 ㎚이었다.

  도 9에서는 아르곤에서 1시간동안 1450℃ 열처리이전과 이후에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열중량 분석(TGA) 곡선을 도시
한다. TGA 조건은 10℃/min의 온도 변화율(temperature ramp rate)에서 기류 10 sscm을 수반하였다.

  도 10에서는 다양한 탄소 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전계 방출 전류 vs. 전기장의 플롯을 도시한다. 전자 방출전극 특징은 본
발명에 따른 한 구체예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 대한 샘플 곡선(101); 본 발명에 따른 한 구체예의 가열 냉각된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에 대한 샘플 곡선(102); 레이저 오븐 기술로 제조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샘플 곡선(103);
정제된 HIPCO??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물질에 대한 샘플 곡선(104); 정제되고 가열 냉각된 HIPCO??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 물질에 대한 샘플 곡선(105)으로 제시한다. 곡선(101)과 (102)로, 본 발명은 최저 역치 전기장에서 전자 방출을 확립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미립자 담체에 존재하는 촉매 금속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시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3 ㎚ 미만 직경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미립자 담체와 거의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갖는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및 수개의 벽, 예를 들면 2개, 3개 또는 4개
의 벽을 보유하는 나노튜브로 구성된다.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촉매제"는 촉매 금속, 촉매 금속의 화합물, 담체 물질 및 임의의 다른 요소 또는 처리물질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
든 요소를 보유하는 완전 촉매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촉매제", "담지된 촉매제", "촉매 미립자"는 본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촉매 금속" 또는 "금속 촉매제"는 탄소-함유 공급 원료의 탄소 나노튜브로의 반응을 촉진하는 전이 금속 또는 전이 금속
의 조합을 의미한다. 촉매 금속은 촉매제의 일부이다.

  "담체 물질"은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 온도와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다. 담체 물질은 촉매제의 일부이
며, 촉매 금속이 존재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한다. 담체 물질은 미립자 형태일 수 있는데, 이는 "미립자 담체"라고 한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하나이상의 벽을 보유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의미하는데, 외벽은 대략 3 ㎚ 미만의 직경
을 갖는다.

  한 구체예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촉매 금속, 철(Fe), 몰리브덴(Mo), 산화마그네
슘(MgO) 담체 물질을 함유하는 촉매제를 제공하여 만드는데, 상기 촉매제는 철, 몰리브덴, 산화마그네슘의 전구물질을 연
소시켜 생성한다. 이런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탄소 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
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동안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와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켜 생산하는데,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는
하나이상의 벽을 보유하고 대략 3 ㎚ 미만의 외벽을 보유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담지된 촉매제는 연소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용기에서 철, 몰리브덴, 산화마그네슘의 전구물질을 혼합하여
준비한다. 철 산화물로 연소될 수 있는 임의의 철 화합물이 철 전구물질로서 적합하다. 적절한 철 전구물질의 예는 철(Ⅲ)
질산염, 철 아황산염, 철 황산염, 철 탄산염, 철 아세트산염, 철 구연산염, 철 글루콘산염, 철 헥사시아노페라이트, 철 옥살
산염, 트리(에틸렌디아민) 철 황산염 등이다. 수화된 철(Ⅲ) 질산염이 철 전구물질로 선호된다. 몰리브덴 산화물로 연소될
수 있는 임의의 몰리브덴 화합물이 몰리브덴 전구물질로서 적합하다. 적절한 몰리브덴 전구물질의 예는 암모늄 헵타몰리
브데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용성의 몰리브덴 염이 선호된다. 마그네슘 산화물로 연소될 수 있
는 임의의 마그네슘 화합물이 마그네슘 산화물 전구물질로서 적합하다. 적절한 마그네슘 산화물 전구물질의 예는 마그네
슘 질산염이다. 각 전구물질의 양은 철 대 몰리브덴의 중량 비율이 대략 2 내지 1에서부터 10 내지 1, 적절하게는 대략 5
내지 1에서부터 10 내지 1이 되도록 결정한다. 적절하게는, 철의 양은 중량 또는 몰 기준에서 몰리브덴의 양보다 크다. 몰
기준에서, 각 전구물질의 양은 철 대 몰리브덴 몰 비율이 대략 3 내지 1에서부터 20 내지 1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마그네슘 산화물 담체에 금속 적하(metal loading)는 일차적으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성을 기여하는 범위에서 선
택된다. 본원에서 금속 적하는 담체 물질의 전체 중량에서 금속 중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각 전구물질의 양은 연소동
안 생성된 마그네슘 산화물에서 금속의 전체 중량이 마그네슘 산화물 중량의 대략 0.05 wt% 내지 20 wt%, 적절하게는 마
그네슘 산화물 중량의 대략 0.05 wt% 내지 10 wt%, 좀더 적절하게는 마그네슘 산화물 중량의 대략 0.05 wt% 내지 5 wt%
가 되도록 결정한다. 본 발명의 촉매제 제조 방법은 앞서 언급된 원소의 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촉매제 담체는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생성 환경에 존재하는 조건을 견뎌내는 임의의 금속 산화물일 수 있다. 이런 금속 산화물에는 제올라이트, 알
루미나(Al203), 실리카(SiO2), 마그네시아(MGO), 지르코니아(ZRO2),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촉매 금속은 VⅠB군 전이 금속(크롬(Cr), 몰리브덴(Mo), 텅스텐(W)); VⅢB군 전이 금속(예, 철(Fe), 코발트(Co), 니켈
(Ni), 루테늄(Ru), 로듐(Rh), 팔라듐(Pd), 오스뮴(OS), 이리듐(IR), 플라티늄(Pt)), 란타니드 계열 원소, 악티니드 계열 원소
에서 선택되는 한가지이상의 금속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적절하게는, 촉매제는 촉매 금속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좀더 적절
하게는, 촉매제는 VⅠB군에서 적어도 한가지 금속 및 VⅢB군에서 적어도 한가지 금속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촉매 제조는 본원에 기술된 연소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촉매제 담체 및 촉매 금속 또는 금
속 조합의 동시-침전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구체예에서, 촉매제 담체 전구물질 및 촉매 금속 전구물질은 용액 형태로
혼합한다. 이후, 상기 용액은 예로써 pH, 온도 및/또는 조성물을 변화시켜 처리하고, 촉매제 담체 및 촉매 금속 또는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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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비롯한 촉매제 요소를 침전시킨다. 이후, 침전물은 액체/고체 분리 수단, 예를 들면 경사분리
(decantation), 여과, 원심분리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용액으로 제거한다. 분리된 고체는 공기 또는 다른 가스 환경에서
가열 처리하여 최종 촉매제 조성물을 얻는다. 상기 최종 조성물은 임의의 물리적 수단, 예를 들면 분쇄, 으깨기 또는 다른
기계적 수단으로 촉매제 미립자 형태로 만든다. 촉매제 미립자의 크기 분포는 미립자를 체로 거르고 원하는 크기 분포를
회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초기 함침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에서, 미립자 담체 물질은 촉매 금속으로 구성되는
한가지이상의 화학종을 함유하는 소량의 액체 용액 또는 현탁액과 접촉시킨다. 이후, 상기 액체는 가급적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증발시켜 촉매 금속이나 금속 전구물질이 미립자 담체의 표면에 남아있도록 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이온 교환으로 만들 수 있다. 상기 방법에서 제올라이트와 같은 표면 양이온을 갖는 미립자
담체 물질은 촉매 금속염 용액과 혼합한다. 촉매 금속염의 금속 이온은 담체에서 표면 양이온을 교환한다. 이후, 금속-적
하된 담체는 용액으로부터 여과하고 건조시킨다. 건조된 금속-적하된 담체는 미립자로 으깨고 스크리닝(screening)으로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담체 물질의 표면에서 금속-포함 화학종은 대략 200℃ 초과의 온도에서 수소에 노출 또는 다
른 환원 수단으로 금속 입자로 환원시킬 수 있다. 금속 화학종의 환원은 촉매제를 반응기에 적하하여 나노튜브를 만들기
이전에 또는 반응기에서 나노튜브를 만드는 동안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제는 촉매 금속 코발트와 몰리브덴 및 마그네슘
산화물 담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 촉매제는 코발트, 몰리브덴, 마그네슘 산화물의 전구물질을 연소시켜 생성
한다.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서, 촉매제 조성물에서 촉매 금속은 담체 물질에 화학적으로 함입된다. 이들 조성물은 고체 용액
이라고도 하며, 이의 예는 FexMg(1-x)O n( 여기서, 0<x<1; 0<n<4)이다.

  촉매제의 연소 제조 방법에서, 촉매제 요소 전구물질은 연소에 앞서 혼합한다. 적절하게는, 이들 요소 전구물질은 잘 혼
합한다. 혼합은 임의의 혼합 수단, 예를 들면 막자사발과 막자로 이들 요소를 으깨고 이들 요소를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다른 혼합 방법은 소량의 물, 적절하게는 탈이온수에 전구물질을 용해시키는 것이다. 구연산, 요소, 글리신,
하이드라진, 수크로오스, 카보하이드라자이드, 옥살릴 디하이드라자이드, 당, 알코올 또는 이들의 조합이 연소동안 거품
조촉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연료라고도 불리는 거품 조촉매는 생성 촉매제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거품 조촉
매는 물과 혼합하기 이전에 또는 물과 혼합한 이후에 촉매 전구물질과 혼합할 수 있다. 적절하게는, 구연산을 촉매제 전구
물질에 부가한다. 전구물질과 거품 조촉매를 혼합한 이후에, 이들 요소는 각 촉매제 전구물질의 연소 온도 초과의 온도에
서 연소시킨다. 일반적으로, 촉매제 전구물질의 연소는 촉매제 전구물질을 대략 150℃ 내지 1200℃ 범위의 온도에 노출시
켜 실시한다. 전형적으로, 전구물질은 대략 200℃ 내지 750℃, 적절하게는 250℃ 내지 650℃의 연소 온도 범위에 노출시
킨다. 연소는 산화 환경, 적절하게는 산소를 포함하는 대기, 예를 들면 공기에서 실시한다. 연소동안 촉매제 전구물질은 거
품을 신속하게 발생시키고 낮은 벌크 밀도, 높은 표면적 고체를 생성한다. 한 구체예에서, 연소는 아래의 단계로 실시한다:
촉매제 전구물질 요소의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촉매제 전구물질의 용액을 가열된 오븐에 위치시키는 단계, 여기서 이들
전구물질은 용매가 증발하면서 건조된다; 이후, 전구물질을 연소하는 단계.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 전구물질의 용액은 분무하여 가열된 챔버, 예를 들면 건조기, 오븐 또는 분무 건조기로 에어로
졸을 생성시킨다. 에어로졸은 임의의 분무 수단, 예를 들면 가스 유동에 의한 미립화(atomization), 노즐을 통한 용액의 직
접 분무, 정전 분무, 회전 정착물의 표면으로부터 용액의 분산, 이들의 조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
전구물질은 가열된 표면에 촉매제 전구물질의 용액을 집어넣어 연소시키고, 여기서 용매는 증발되고, 이후 촉매제 전구물
질은 연소시키고, 생성된 고체 물질은 표면으로부터 제거한다. 가열된 표면에서 실시되는 확장(scale-up) 연소에 유용한
장치에는 포커파인 반응기, 드럼 절삭기, 박막 증류장치, 유사한 공정 장치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소이
후, 고체 산물은 더욱 가열하여 완전 연소 및 금속염 분해를 담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소 온도에서 지속 시간은 대략
1시간이 적절하지만, 최대 24시간까지 이용될 수 있다. 연소이후, 낮은 밀도와 높은 표면적의 고체는 냉각시킨다. 적절하
게는, 냉각은 예로써 건조 질소 정화 또는 건조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건조 불활성 대기에서 실시한다. 냉각이후, 고체는 미
립자 형태로 존재하거나 원하는 크기의 미립자를 성취하는 다양한 수단, 예를 들면 으깨기, 밀링(milling), 분쇄, 이들의 조
합으로 작은 미립자로 으깰 수 있다. 이들 미립자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이들 미립자를 상이한 망 크기의 체로 걸러 달성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 입자의 바람직한 크기는 선택된 반응기 구성에 좌우된다. 일부 반응기에서는 촉매제 입자의 바람
직한 횡단 치수가 대략 100 마이크론 미만이고, 다른 반응기 구성에서는 바람직한 입자 크기가 대략 100 마이크론 미만이
다; 또 다른 반응기 구성에서는 촉매제 입자의 바람직한 횡단 치수가 30 마이크론 미만이다. 촉매제 미립자 크기가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촉매제 입자의 크기는 미립자 최종 용도에서 원하는 탄소 나노튜브
입자 크기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다. 촉매제의 벌크 밀도는 0.3 g/㎤, 적절하게는 0.1 g/㎤이다.

  촉매제를 이용하여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기에 앞서, 촉매제의 촉매 금속은 산화물 형태, 예를 들면 마그네슘 산화물에
담지된 철 산화물과 몰리브덴 산화물로 존재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탄소 나노튜브 생산에 사용하기에 앞서
황-함유 화합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처리는 황-함유 화합물, 적절하게는 휘발되고 가스 형태의 촉매와 접촉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합물인 황-함유 화합물로 실시할 수 있다. 적합한 황-함유 화합물의 예는 티오펜, 황화수소, 멀캡탄, 이들의
조합이다. 촉매제를 처리하는 황-함유 화합물로 티오펜이 선호된다. 촉매제를 황-함유 화합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촉매제
는 촉매제를 가열할 수 있고 황-함유 화합물을 촉매제에 통과시킬 수 있는 장치에 적하한다. 가령, 적합한 장치는 Quartz
튜브와 같은 관형 반응기인데, 여기서 상기 반응기는 관형 전기로에 수직으로 적재되고 관형 반응기의 가열된 부분에 촉매
제를 위치시키는 다공성 프릿(frit)을 보유한다. 반응기의 바닥에 도입된 가스는 반응기, 프릿, 촉매제를 통과하고 반응기
의 상부를 통하여 배출된다. 적절한 가스 흐름에서 촉매제는 상향 유동 가스로 유동시킬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산화물
형태 촉매제는 촉매제를 반응기에 적하하고, 촉매제를 포함하는 반응기를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으로
정화하며, 반응기를 대략 500℃ 온도로 가열하고, 반응기에 도입하기에 앞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의 흐름이 발포기에서
황-함유 화합물, 예를 들면 티오펜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황-함유 화합물로 처리한다. 촉매제의 황 처리는 적절한 온도,
예를 들면 대략 500℃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대략 10분 동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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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구체예에서, 황-함유 화합물은 가스성 공급 원료를 함유하는 가스에 부가하여 황-함유 화합물/공급 원료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고, 상기 혼합물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반응 조건하에 반응기에 후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촉매 금속이 금속 산화물 형태이면, 촉매 금속 산화물은 촉매 활성 부위에서 활성화시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할
수 있다. 활성화는 금속 산화물을 환원제, 예를 들면 수소로 환원시켜 실시할 수 있다. 환원은 촉매제를 탄소-함유 공급 원
료와 접촉시키기 이전에 또는 접촉시키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산화된 촉매 금속은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기 위한 담지된 촉매제에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도입하기에
앞서 환원된다. 산화 형태(황-처리되거나 되지 않은)의 촉매 금속은 반응기, 예를 들면 관형 반응기에서 환원시킬 수 있다.
환원에 앞서, 촉매제는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으로 정화할 수 있다.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의 정화동안,
반응기 온도는 대략 500℃로 상승한다. 촉매 금속 환원은 환원제, 예를 들면 수소 가스 또는 수소 가스와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촉매제는 아르곤 혼합물에서 10% H2를 이용하여 500℃에서 촉매제를 활성화시킬

만큼 충분한 시간, 예를 들면 대략 10분 동안 환원제로 처리할 수 있다. 환원 시간과 온도는 좀더 높은 환원 온도가 좀더 짧
은 시간에 촉매 금속을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역비례한다. 촉매제가 과도하게 긴 환원 시간 또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촉
매 금속이 대형 입자로 응집될 수 있는데, 이는 나노튜브 생산동안 대략 4 ㎚ 초과의 외부 직경을 갖는 큰-직경 멀티-벽 탄
소 나노튜브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 금속 산화물은 나노튜브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제에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도입하는 동안 환원시
켜 촉매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경우에, 촉매제는 반응기에 적하하고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으로 정화
한다.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정화동안, 온도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가 생성될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한다. 전형적으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온도는 대략 500℃ 내지 1500℃, 적절하게는 대략 650℃ 내지 1100℃, 좀더 적절하게
는 800℃ 내지 950℃이다. 나노튜브 생성 온도에 도달하면,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는 촉매제에 도입한다. 적절한 탄
소-함유 공급 원료 가스에는 메탄, 탄화수소, 알코올, 일산화탄소,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
화수소는 방향족, 예를 들면 벤젠, 톨루엔, 자일렌, 쿠멘(cumene), 에틸렌벤젠, 나프탈렌, 펜안트렌, 안트라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탄화수소는 비-방향족, 예를 들면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또는 이들의 혼합물
일 수 있다. 탄화수소는 산소를 보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다. 적절하게는,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는 메탄으로 구성된다. 상승된 온도에서 촉매제에 가스
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의 도입은 촉매 금속을 환원시키고 촉매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는
촉매제에 도입하기에 앞서 수소와 혼합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는,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는 메탄과 수소로 구성된다.

  공급 원료가 가스 혼합물로 구성되는 경우에, 가스 혼합물이 반응 과정동안 변할 수 있다. 반응 과정동안 가스 조성을 변
화시켜 산물 생산을 맞춤하고 특정한 탄소 나노튜브 특성, 예를 들면 탄소 나노튜브 길이, 직경의 미립자 분포 및/또는 단
일-벽 나노튜브 대 하나이상의 벽을 보유하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

  담체 물질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합성에 요구되는 상승된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택한다. 마그네슘 산화물은 저렴한
비용, 생산의 용이함, 가스 유동에 의한 운반의 용이함, 탄소 나노튜브 산물로부터 제거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담체 물질로
서 선호된다.

  본 발명의 촉매제는 주변 공기로부터 가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노출 시간과 조건에 따라, 촉
매제 중량은 중간 온도, 예를 들면 대략 100℃ 내지 200℃에서 탈착될 수 있는 흡수된 화학종으로 인하여 최대 8 wt% 증
가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서, 촉매제 담체는 공기와 반응하여 담체의 일부를 수산화물로 전환시킨다. 이런 흡수된 물질
및 화학적으로-변형된 담체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생성 과정을 간섭할 수 있다. 가령, 수분 탈착 또는 수산화물 분해로
인한 수증기는 상승된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하고, 따라서 생성된 탄소 나노튜브와 반응하여 이를 분해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기에 앞서 건조 불활성 대기, 예를 들면
질소 또는 아르곤하에 유지시킨다. 다른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기에 앞서 건조
불활성 대기, 예를 들면 질소 또는 아르곤에서 건조시킨다. 대략 100℃ 내지 800℃ 범위의 온도를 이용하여 촉매제로부터
흡수된 화학종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가열과 함께 또는 가열없는 진공을 이용하여 촉매제로부터 흡수된 화학종을 제거
할 수 있다.

  촉매제를 제조한 이후, 촉매제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탄소 산물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
촉 시간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과 접촉시킨다. 한 구체예에서, 가스 스트림은 수소를 또한 포함
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시키기 위한 접촉 시간은 대략 0.1초 내지 60분, 적절하게는 대략 0.1
초 내지 30분이다. 적절하게는, 짧은 생성 시간, 예를 들면 30분미만의 접촉 시간을 이용하여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
산한다; 좀더 적절하게는, 접촉 시간은 대략 10초 내지 10분이다. 접촉 시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길이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할 수 있다. 접촉 시간과 온도는 생성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촉매제
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성율은 특히 공급 원료 유형, 농도, 온도에 좌우된다. 특정 생성율에 적합한 조건하에 생성
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물리적 길이는 이들 조건의 지속 기간에 좌우된다. 성장 조건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장기 노출
에서 생성되는 나노튜브보다 물리적으로 짧은 나노튜브가 생산된다. 성장 조건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의 좀더 큰 분획을 보유하는 물질이 또한 생산된다. 본 발명에서, 탄소 산물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에서 벽의 길이,
직경, 개수의 상이한 분포는 담지된 촉매제를 서로 다른 시간동안 생성 조건에 노출시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접촉 시간, 반응 온도 및 활성 촉매제가 반응기에서 접촉하는 가스의 조성과 압력은 생성된 소직경 탄소 나
노튜브에서 벽의 직경, 길이, 개수의 분포 및 반응기에서 생성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와 이질적 탄소의 상대적 함량을 또
한 결정한다. 반응기에서 탄소-함유 공급 원료 및 다른 가스, 예를 들면 수소의 상대적 함량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산물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탄소-함유 공급 원료에서 좀더 많은 수소는 산물에서 이질적 탄소의 함량을 감소시킨다. 이론
에 제한됨없이, 탄소 나노튜브 생성의 역학은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기 위한 촉매제에 탄소 공급 원료를 제공하는 농도와
속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 원료를 제공하는 농도 또는 속도가 너무 높으면,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성과 비
교하여 좀더 비결정성 형태의 탄소가 생산된다. 이에 더하여,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속도는 나노튜브 구조에서
결함 수준과 상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구조에서 낮은 수준의 결함은 낮은 생성율과 일반적으
로 연관한다. 반대로, 좀더 많은 구조적 결함은 높은 생성율과 연관한다.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속도는 가스성 공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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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온도와 분압에 많이 좌우된다. 분압은 반응기에 제공되는 희석제, 예를 들면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의 함량을 조정함
으로써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산화제, 예를 들면 매우 낮은 농도의 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부가 역시 이질적 탄
소의 생성을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반응기에서 수소 분압의 조절은 탄소 나
노튜브와 이질적 탄소의 핵생성(nucleation) 및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데 특히 효과적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이질적
탄소는 반응기에서 좀더 높은 수소 분압과 연관한다.

  나노튜브 핵생성 과정의 변형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과 벽-개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응기에서 서로 다
른 위치에서 반응 과정 또는 가스의 부가동안 가변적인 속도로 수소 또는 다른 가스의 부가는 생성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
브의 직경과 벽-개수 분포에서 조절뿐만 아니라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와 비결정성 탄소의 상대적 함량에서 증진된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생성된 나노튜브의 직경과 벽-개수 분포는 나노튜브 생성의 개시(또는 핵생성)동안 조건에 의해 조
절된다. 이들 조건에는 핵생성 시간; 온도;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핵생성이 진행되는 영역에서 공급 원료 가스 조성과 압
력; 반응기 구성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노튜브 생성과 독립적인 조건하에 진행되는 촉매 금속에서 나노
튜브 핵생성은 나노튜브에서 벽의 직경과 개수에 좀더 효과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생성은 다양한 생산 방법, 예를 들면 배치 공정, 반-연속 작동 방식 또는 연속 작동 방식으로 달성
할 수 있다. 연속과 반-연속 작동 방식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1)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에 촉
매제를 분산시키는 단계; (2) 적절한 온도에서 적절한 시간동안 촉매제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 단계; (3) 가
스 스트림으로부터 나노튜브 산물을 분리하는 단계.

  한 구체예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촉매제는 반응기를 통한 운반에 적합한 범위의 입자 크기를 갖고, 전형
적으로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이후, 촉매제는 반응기에 도입하여 상기 촉매
제가 반응기를 통하여 운반되도록 하는데, 상기 반응기는 서로 다른 반응 조건에서 유지되고 나노튜브 개시와 생성의 여러
단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다양한 구역을 포함한다. 반응 조건에는 반응기에서 가스 요소의 반응 시간, 온도, 압
력, 농도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성은 예로써 촉매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 금속
환원, 나노튜브 생성의 개시, 나노튜브 생성의 지속을 비롯한 복수단계 공정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반응기 구성은 서
로 다른 구역을 보유하는 구성인데, 여기서 촉매제는 한 반응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운반된다. 하나이상의 구역을 보유
하는 반응기에서, 반응 온도와 가스 조성은 반응기의 구역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가령, 공급 원료 가스 또는 다른 가수, 예
를 들면 수소, 촉매제 및/또는 열처리는 반응기의 각 구역에 연속적으로 또는 요구에 의해 부가될 수 있다.

  반응기에서 촉매제의 체류 시간, 다시 말하면 촉매가 반응기를 통하여 하나이상의 서로 다른 반응 조건에 노출되는 시간
은 여러 변수 중에서 반응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유속 및 반응기 구성을 조정하여 조절할 수 있다. 생산된 소직경 탄소 나노
튜브 산물의 특성은 여러 변수 중에서 반응기에서 촉매제의 체류 시간, 온도 프로필,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
스 스트림의 조성을 조정하여 조절한다. 산물 특성에는 이질적 탄소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상대적 함량 및 생성된 나
노튜브에서 벽의 직경, 길이, 개수의 분포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응기를 통한 촉매제의 운반은 계량가능한 고용량 나노튜브 생산 공정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촉매제는 반응기 시스템의
한 지점에 연속적으로 도입되고,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산물은 다른 지점에서 연속으로 분리된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위한 이런 연속 설계는 촉매제 생성 섹션, 반응기 섹션 및 단일 플랜트에 서로 결합된 가공-이후 섹션
으로 구성되는 생산 플랜트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가공-이후 섹션 다음으로, 산물에 다른 변형, 예를 들면 산물의 산화 처리,
촉매제 담체와 촉매 금속 잔류물의 제거, 나노튜브의 화학적 변형, 나노튜브의 물리적 변형, 나노튜브와 다른 물질의 혼합,
이들의 조합을 실시할 수 있다.

  촉매제는 기계적 수단, 예를 들면 추진기 또는 컨베이어에 의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위한 반응기를 통하여 운
반될 수 있지만,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에 포획이 바람지한 운반 수단이다. 가스 흐름에 포획으로
촉매제를 운반하기 위하여, 촉매제 입자는 반응기에서 가스 흐름으로 운반될 수 있을 만큼 미세한 입자로 제조한다. 촉매
제는 반응기의 한 지점에 도입되고 다수의 구역을 통하여 운반된다. 적어도 하나의 구역은 소직경 나노튜브의 생성을 위한
반응 조건을 제공하고, 다른 구역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성이 개시되는 핵생성 구역, 다른 나노튜브 생성 구역 및 반
응하지 않은 공급 원료, 부산물 가스, 반응기를 빠져나가는 운반 가스를 포함하는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산물을 분리하는
회수 구역중 하나 또는 이들 구역의 조합을 포함한다.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탄소 산물을 분리하는 한가지 수단은 반응기를
빠져나가는 가스 스트림을 투과하는 필터에서 산물을 수집하여 달성할 수 있다. 산물은 다른 가스-고체 분리 수단, 예를
들면 사이클론, 습식 세정, 정전 침전, 백 컬렉션(bag collection), 이들의 조합으로 반응기를 빠져나가는 가스 스트림으로
부터 분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 입자의 크기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효과적으로 생성시키기 위하여 유동 가스에 쉽
게 포획되도록 선택한다. 특정 반응기 설계에서 촉매제 입자는 횡단 치수에서 대략 100 마이크론 미만이고, 다른 반응기
설계에서는 횡단 치수에서 대략 30 마이크론 미만이다. 일부 반응기 조건에서, 최적화된 입자는 예로써 유동층 또는 유동
현탁액에서 효과적인 반응기 작동에 충분한 크기로 좀더 작은 입자를 응집시켜 만들 수 있다. 입자 응집은 다양한 수단, 예
를 들면 물리적 응집, 압착, 분쇄, 사출 성형, 이들의 조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입자 응집은 접합제 물질, 예를 들면 산화물
이 촉매제 담체를 형성하는 금속 수산화물과 함께 또는 이런 물질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은 반응기의 하나이상 구역 또는 섹션을
통하여 촉매제를 운반하는데, 여기서 각 구역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생산을 위한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조정 장치를 갖
는다. 다른 구체예에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을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으로 가열 구역을 통하여 촉매제
를 운반하여, 촉매제가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와 접촉하기에 앞서 바람직한 온도에 도달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온도
는 일반적으로 800℃ 내지 1000℃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반응기는 필수적으로 불활성인 비-촉매성 내열성 입자가 반응
기에 선택적으로 부가되도록 구성된다. 이들 비-촉매성 입자는 유동 가스내에서 촉매제의 좀더 균일한 분산을 제공하고
촉매제의 유동을 위한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며 반응기 벽에서 촉매제와 나노튜브 산물의 들러붙음과 체증을 최소화시
키고 열적 안정성을 제공하며(즉, 흡열이나 발열반응을 위한 열 저장소 또는 열 흡수장치를 제공하여) 촉매제와 반응기 벽
사이의 열 교환을 조장한다. 이런 필수적으로 불활성인 비-촉매성 입자용 물질의 예는 모래, 석영, 세라믹, 금속 산화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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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 실리카, 규소 화합물,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촉매성 입자는 반응기에서 촉매제와
열의 전반적으로 균일한 분산을 촉진한다. 반응기 압력, 유동 통로 길이, 방향을 변화시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적절한 반응기 압력은 대략 0.1 내지 200 대기압이고, 적절한 유동 통로 길이는 대략 1 내지 1000 피
트이다. 적절하게는, 반응기는 수직으로 배향된다.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는 별도의 환원 환경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촉매 금속은 반응기에 도입하기에 앞서 환원시켜 촉매
제를 활성화시킨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용 가스 공급 원료, 에를 들면 메탄을 이용하여 촉매제에서 산화물 형
태의 촉매 금속을 환원시켜 촉매제를 in situ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유동층 반응기에서 촉매제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어 가스가 촉매제를 함유하는 유동층을 통하여
균일하게 유동하도록 한다. 상기 유동층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생성에 적합한 온도에 유지되고, 가스성 공급 원료를 함
유하는 가스는 촉매제를 통하여 유동화되고 이와 동시에 촉매제에서 반응하여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한다. 이런 방
법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촉매제 조성, 반응 시간, 온도로 4 ㎚ 초과의 직경을
갖는 대직경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촉매제 활성화 및 탄소 나노튜브 핵생성과 생산을 위한 가스 또는 가스 혼합물과 촉매제의 접촉은 대략 0.1 내지 200 대
기압의 가스압(gas pressure)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각 공정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압력에서 실시된다. 탄소-함유 공급 원
료와 일정 함량의 탄소 나노튜브를 함유하는 가스 스트림과 촉매제를 접촉시킨 이후,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는 제공
을 중단하고 반응기는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정화에서 냉각시킬 수 있다. 이후, 촉매제에서 탄소 산물은 반응기로부터 분
리한다. 탄소 나노튜브 산물은 촉매제의 표면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최종 용도에서는 나노튜브 산물로부터 잔류 촉매제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체 물질로는 MgO가 특히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상기 물질이 소량의 이질적 탄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약산 처리에 의해 최종 나노튜브 산물로부터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산화물과 촉매 금속을
비롯하여 반응 공정이후 남아있는 촉매제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와 잔류 촉매제를 함유하는 탄소 산물을 산, 예를 들면
구연산, 아세트산, 질산, 황산, 염산, 불산,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제거할 수 있다. 적당한 농도의 이들 산은 마그네슘
산화물과 대부분의 촉매 금속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좀더 높은 강도의 다른 산은 좀더 희석하여 사용한다. 적합한 산
은 구연산, 예를 들면 대략 20 wt% 수성 구연산, 질산, 염산인데, 이들 중에서 염산이 선호된다.

  산과의 혼합으로 미립자 담체, 예를 들면 마그네슘 산화물 및 촉매 금속을 제거한 이후, 탄소 산물은 물로 반복적으로 세
척한다. 세척이후, 정제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산물은 건조시킬 수 있다.

  특정 용도에서,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산물의 추가 정제를 요한다. 추가 정제는 임의의 공지된 수단으로 실시
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의 정제 과정은 국제 특허 공개 "Process for Purifying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nd
Compositions Thereof", WO 02/064,869(August 22,2002); "Gas Phase Process for Purifying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nd Compositions Thereof", WO 02/064,868(August 22,2002)에서 기술한다. 한 구체예에서, 나노튜브는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에서 250℃에서 가열하여 정제한다. 가열은 비-나노튜브 탄소의 적어도 일부를 산화시키고 금속 불
순물을 어느 정도 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 실시한다. 산화 온도는 대략 200℃ 내지 400℃, 적절하게는 대략
200℃ 내지 300℃이다. 산화는 산화 가스, 예를 들면 산소, 공기,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들의 조합을 비롯한 가스성 산화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산화 온도의 선택은 미립자 산화 가스 및 이의 농도에 좌우된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산화 처
리의 온도 범위는 대략 200℃ 내지 1200℃이다. 산화 가스의 농도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예를 들
면 질소, 불활성 가스(특히, 아르곤), 이들의 조합과 상기 산화 가스를 혼합하여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 산화 공정의 지
속 기간은 산화제, 이의 농도, 산화 온도를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 변수에 따라 수분 내지 수일이 될 수 있다. 산
화 환경에서 나노튜브를 가열한 이후,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잔류 물질은 산으로 처리하여 금속성 불순물을 제
거하고 산에서 나노튜브의 슬러리를 생성시킨다. 산은 무기산, 유기산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나노튜브를 처리하고 슬러리
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산의 예에는 염산, 불산, 브롬산, 요오드산, 황산, 발연 황산(olem), 질산, 구연산, 옥살산, 클로
로설폰산, 인산, 트리플루오르메탄 설폰산, 빙초산, 일가염기 유기산, 이가염기 유기산,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용되는 산은 순수한 산이거나 액성 매체, 예를 들면 수성이나 유기 용매로 희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수성 용매가 선호된다. 금속성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농축된 수성 염산이 선호된다. 산 처리이후, 산과 불순물은 세척하
여 나노튜브로부터 제거한다. 나노튜브는 물, 유기 용매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킬 수 있다. 건조는 진공 또
는 건조 가스 대기, 예를 들면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특히 아르곤에서 열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미립자 담체를 제거하여 얽힌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수득하는데, 여기서 탄소 나노
튜브 미립자는 촉매 금속을 담지하는데 이용된 미립자 담체와 거의 유사한 형상과 크기를 보유한다. 미립자에서 나노튜브
의 얽힘은 다소 무질서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크기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조하는데 이용된 미립
자 지지체의 크기일 수 있다. 적절하게는, 미립자 담체는 전형적으로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의 횡단 치수
를 갖는다. 적절하게는, 미립자 담체의 횡단 치수는 1000 마이크론 미만, 좀더 적절하게는 300 마이크론 미만, 이보다 좀
더 적절하게는 100 마이크론 미만, 가장 적절하게는 30 마이크론 미만이다. 이용된 반응기 시스템에 따라, 미립자 담체의
횡단 치수는 10 마이크론 미만, 3 마이크론 미만 또는 1 마이크론 미만일 수 있다. 특정 용도에서, 0.1 마이크론 내지 1 마
이크론의 좀더 작은 입자 크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바람직한 횡단 치수는 최종 용도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의 횡단 치수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전형적으로 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이다. 적절하게는,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의 횡단 치수는 1000 마이크론, 좀더 적절하게는 300 마이크론 미만, 이보다 좀더 적절하게는 100 마이크
론 미만, 가장 적절하게는 30 마이크론 미만이다. 특정 용도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횡단 치수는 10 마이크론 미만,
3 마이크론 미만 또는 1 마이크론 미만이다.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전계 방출 분야에서 전자 방출전극으로의 용도에서, 탄
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바람직한 횡단 치수는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이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미립자는 이질적 탄소를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 한 구체예에서, 산물의 관형 탄소에서 적어도 50
wt%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산물의 관형 탄소에서 적어도 80 wt%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산물의 관형 탄소에서 적어도 90 wt%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산물의 관형
탄소에서 적어도 95 wt%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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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가 이질적 탄소를 거의 보유하지는 않지만, 미립자의 가열 냉각은 이들의 열적 안정성을 강화시킨
다. 또한, 가열 냉각은 전자 방출전극으로서 이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가열 냉각은 최대 1800℃
온도에서 실시한다. 일부 용도에서는 최대 2000℃의 좀더 높은 가열 냉각 온도가 이용될 수도 있다. 가열 냉각은 일반적으
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에서 실시한다. 가열 냉각은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로 희석된 비-산화 가스, 예
를 들면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가열 냉각 시간은 온도와 가열 냉각 가스에 좌우되긴 하지만, 일반적
으로 수초 내지 수일, 적절하게는 10분 내지 1시간이다. 전극 방출전극 용도에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가
열 냉각되지 않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보다 선호된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밀도는 사용되는 생성 조건에 좌우된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벌크 밀도
는 대략 0.01 g/㎤ 내지 0.5 g/㎤, 전형적으로 대략 0.05 g/㎤ 내지 0.5 g/㎤이다. 일반적으로, 좀더 낮은 밀도는 좀더 많은
표면적과 상관한다. 한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100 ㎡/g 내지 1000 ㎡/g 범위의 표면적을 갖는다. 적절
하게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00 ㎡/g 초과, 좀더 적절하게는 300 ㎡/g 초과, 가장 적절하게는 1000 ㎡/g 초과의 표면
적을 갖는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노튜브는 단일-벽, 이중-벽, 삼중
-벽 또는 일부 경우에 사중-벽일 수 있고, 나노튜브의 외벽 직경은 3 ㎚ 미만, 일반적으로 0.5 ㎚ 내지 3 ㎚ 범위에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나노튜브 로프는 로프에서 나노튜브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최대 50 ㎚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전형적으로,
횡단 치수 대략 10 ㎚ 내지 50 ㎚이다. 횡단 치수는 10 ㎚ 내지 25 ㎚일수도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 로프로 구성될 수 있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가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와 유사한 로프를 형성할 수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개수의 벽을 갖는 나
노튜브로 구성되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로만 구성된 로프보다 좀더 이질적이고 결정성
이 덜하다(다시 말하면, 좀더 무질서하고 밀집이 덜하다). 서로 다른 개수의 벽을 갖는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이질성 로프는 부분적으로 좀더 적은 튜브-대-튜브 접촉 및 각 개별 튜브의 좀더 적은 평균 탄력성과 이동성
으로 인하여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결합이 덜하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이런 로프는 순수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보다 분리와 분산이 좀더 용이하다.

  나노튜브 분산성은 나노튜브와 매트릭스 물질을 포함하는 복합 물질에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높은 인장력을 구현하기 위
한 현탁액, 용액, 복합물을 제조하는데 특히 바람직한 특성이다. 이론적으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대형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전기 전도성과 인장력을 보유한다. 하지만, 최대 4개의 벽을 보유하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
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결함을 보유하고, 따라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에서와 유사한 매우 높은 전기 전도성과 높은
인장력을 보유한다. 적은 개수의 벽을 보유하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에서와 매우 유사한 분광
특징을 보인다. 이런 분광 특징에는 400 ㎝-1 미만 Raman 시프트 및 2이상의 계수(factor)로 라만 "D"라인(대략 1350 ㎝-

1)을 초과하는 라만 "G"라인(대략 1582 ㎝-1)의 라만 스펙트럼에서 '반경 흡입 양식'피크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분광
특징은 대직경(즉, 4 ㎚ 초과) 멀티-벽 탄소 나노튜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성 또는 강도의 현저한 상실없이 좀더 용이하게 분산되는 이점이 있다. 상기 탄소 나노
튜브 미립자의 높은 다공성은 다른 매체에서 이런 미립자의 분산의 용이성을 강화시킨다. 나노튜브 미립자는 현탁액을 생
성하는 액체, 예를 들면 수성 액체(즉,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유기 액체, 초임계 유체, 이들의 조합에
용이하게 분산될 수 있다. 나노튜브 미립자는 복합물을 생성하는 매트릭스 매체에도 분산될 수 있다. 적합한 매트릭스 매
체에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무기 물질, 유기 물질,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
는다. 열가소성 중합체의 예에는 폴리올레핀,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열경
화성 중합체의 예에는 에폭시, 페놀, 폴리설파이드, 실리콘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
략 0.001 wt% 내지 50 wt% 범위의 농도로 매트릭스 매체에 분산될 수 있다. 분산 방법에는 용매 혼합, 용융 혼합,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매 혼합의 한 구체예에서, 나노튜브 요소는 용해 물질, 예를 들면 중합체에
부가된다. 나노튜브 미립자를 용해 물질에 부가한 이후, 나노튜브는 혼합, 초음파처리, 고-전단력 혼합, 진동, 교반, 균일
화, 압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분산시킨다. 나노튜브 요소가 충분히 분산된 이후, 용매를 제거하여 분산된 나노튜브를 포
함하는 물질을 산출한다(참조: International Pat. Publ. WO 03/078317, "Composite Materials Comprising Polar
Polymers and Single-Wall Carbon Nanotubes"(September 25, 2003). 용융 혼합에서, 탄소 나노튜브 물질은 중합체 물
질과 혼합하고 단일- 또는 복수 스크루 압출기에서처럼 열과 고-전단력 혼합에 의해 용융된 형태로 서로 혼합한다. 나노
튜브 물질은 단일- 또는 트윈-스크루 압출기에서처럼 용융 중합체에 부가하고 압출 장치에서 혼합할 수도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다른 매체와 혼합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프레싱
(pressing) 또는 다른 압축 수단으로 필름, 매트, 페이터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나노튜브는 기능기로 화학적으로 유도한다. 국제 특허 출원
WO 00/17101 "Chemical Derivat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March 30, 2000)에 개시된 과정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소형 탄소 나노튜브의 측벽을 플루오르화하거나 유도하는데 적합하다. 탄소 나노튜브는 한가지이상
의 기능기로 유도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는 기능기, 예를 들면 알킬, 아실, 아릴, 아르알킬, 할로겐,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티올,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아미노, 하이드록시, OR'(여기서, R'는 알킬, 아실, 아릴, 아르알킬, 치환되거나 치환
되지 않은 아미노,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티올, 할로겐에서 선택된다), 한가지이상의 헤테로원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중단되고 =O, =S, 하이드록시, 아미노알킬기, 아미노산 또는 펩티드중 한가지이상으로 선택적으로 치환된 선형이나 환형
탄소 사슬로 양 말단 또는 측면에서 유도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알킬, 아실, 아릴, 아르알킬 기능기에서 탄소 원자의 개수
는 1 내지 30개, 또는 일부 구체예에서 1 내지 10개이다.

  본원에서는 아래의 정의가 이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알킬"은 직쇄와 분지쇄 라디칼 모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t-부
틸, 이소부틸, 펜틸, 헥실, 이소헥실, 헵틸, 4,4-디메틸펜틸, 옥틸, 2,2,4-트리메틸펜틸, 노닐, 데실, 운데실, 도데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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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분지쇄 이성질체. 사슬은 선형이나 환형, 포화, 또는 예로써 이중과 삼중 결합을 보유하는 불포화 사슬이다. 알
킬 사슬은 예로써 할로겐, 산소, 하이드록시, 실릴, 아미노, 다른 수용가능한 치환체중 한가지이상으로 중단되거나 치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아실"은 화학식 -COR(여기서, R은 예로써 알킬, 아릴, 아르알킬, 할로겐,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티
올,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아미노,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산소, 하이드록시 또는 할로겐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치
환체이다)의 카르보닐기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아릴"은 고리 영역에서 6개 내지 14개의 탄소를 보유하는 단일환, 이중환 또는 삼중환 방향족 기능기, 예
를 들면 페닐, 나프틸 치환된 페닐 또는 치환된 페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페닐 또는 나프틸에서 치환체는 예로써 C1-4 알

킬, 할로겐, C1-4 알콕시, 하이드록시 또는 니트로이다.

  본 명세서에서 "아르알킬"은 아릴 치환체를 보유하는 전술한 알킬기, 예를 들면, 벤질, p-니트로벤질, 페닐에틸, 디페닐
메틸, 트리페닐메틸이다.

  본 명세서에서 "방향족이나 비-방향족 고리"는 중단되지 않거나 한가지이상의 헤테로원자, 예를 들면 O, S, SO, SO2, N

에 의해 중단되는 5-8각형 방향족과 비-방향족 고리이다. 대안으로, 상기 고리는 치환되지 않거나 예로써 할로겐, 알킬,
아실, 하이드록실, 아릴, 아미노로 치환되는데, 상기 헤테로원자와 치환체 역시 예로써 알킬, 아실, 아릴 또는 아르알킬로
치환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선형이나 환형"은 방향족이나 비-방향족 고리에 의해 선택적으로 중단되는 선형 사슬을 포괄한다. 가령,
환형 사슬은 예로써 고리를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탄소 사슬에 연결된 방향족이나 비-방향족 고리를 포괄한다.

  본 명세서에서 "치환된 아미노"는 한가지이상의 치환체, 예를 들면 알킬, 아실, 아릴, 아르알킬, 하이드록시, 수소로 치환
된 아미노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치환된 티올"은 한가지이상의 치환체, 예를 들면 알킬, 아실, 아릴, 아르알킬, 하이드록시, 수소로 치환된
티올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탄소 나노튜브가 기능기로 화학적으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현탁액을 생성하는
액체, 예를 들면 수성 액체(즉,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유기 액체, 초임계 유체, 이들의 조합에 용이하게
분산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가 기능기로 화학적으로 유도된 나노튜브 미립자는 복합물을 생성하는 매트릭스 매체에도
분산될 수 있다. 적합한 매트릭스 매체에는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무기 물질, 유기 물질, 이들의 조합
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소 나노튜브가 기능기로 화학적으로 유도된 나노튜브 미립자는 대략 0.001
wt% 내지 50 wt% 범위의 농도로 매트릭스 매체에 분산될 수 있다. 분산 방법에는 용매 혼합, 용융 혼합, 이들의 조합이 포
함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전자 전계 방출 용도, 예를 들면 양극 요소 또는 전자 튜브에서 양극으로 특히 효과적이다. 이런
전자 튜브는 증폭기, 발진기, 혼합기, 마이크로웨이브 요소, 방전 개시장치, 레이저 튜브, 방전 간격, 조절 방전 튜브, 지향
에너지 소자, 디스플레이 튜브, 평면 디스플레이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촉매제 담체와 금속 촉
매제의 적어도 일부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로부터 분리된다. 미립자로 전계-방출 물질의 제조는 조절 방식으로 표면에
증착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페이스트를 형성하는 점성 매체에 미립자를 분산시키는 단계를 선택적으로 수반한다. 증착
은 스크린 프린팅, 진기영동 증착, 주조(casting), 잉크-젯 프린팅, 분무, 오프셋 프린팅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튼튼한 진공-적합성 필름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
들 증착된 필름은 미립자를 포함하는 표면에 적절한 전기장이 가해질 때 전자의 전계-방출전극으로 기능한다.

  본 발명의 물질을 포함하는 양극의 전계 방출 특성의 강화는 이를 양극 담체 표면에 위치시킨 이후 "활성화"과정으로 달
성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 과정은 식각(etching)을 수반한다. 식각은 화학적 수단, 전기화학적 수단, 물리적 수단 또는 이
들의 조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강한 산이나 염기에 의한 화학적 식각이 효과적이다. 산이나 염기는 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
로 존재한다. 산화 식각은 임의의 온도에서 양극 표면을 산화 가스, 예를 들면 오존, 산소 원자; 또는 상승된 온도에서 분자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과산화물 또는 이들의 조합에 노출시켜 달성한다. 식각은 스퍼터링(sputtering), 활성화 이온
식각, 플라스마 식각 및 표면 처리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전계 방출에서, 방출 균일성이 중요하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크기의 정확한 조절은 방출 균일성을 향상시킨다. 촉매제
입자의 크기 범위는 생산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으깨거나 가루로 만들고 이들 미립자를 원하는 크기 범위로 걸러 선별
한다. 탄소 나노튜브 산물의 실질적인 미립자 균일성 및 전계 방출 특성에서 유효성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 나
노튜브 산물의 볼 밀링(ball milling) 및 이런 산물의 현탁액 롤 밀링(roll milling)을 수반한다.

  아래의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예시한다. 당업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 실시예에 개시된 기술
은 본 발명의 실시에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술을 대표하고,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양식으
로 간주된다. 하지만, 본원의 개시에 비추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는 이들
예시된 구체예의 다양한 개변이 실시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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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 g 철(III) 질산염(Fe(NO3)3 9H20)(Mol. Wt. 404.02), 0.0365 g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

((NH4)6Mo7O24 4H2 0), 1O g 마그네슘 질산염 헥사하이드레이트(Mg(NO3)2 6H20), 4 g 무수성 구연산은 500-㎖ 비커

에서 10 ㎖ 탈이온수로 용해시켰다. 투명 용액이 생성된 직후, 비커는 650℃로 사전가열된 고온 전기로에 위치시켰다. 전
기로 온도에서 갑작스런 하락이 관찰되었다. 수분후, 용액에서 거품이 발생하였고 다량의 밝은 황색의 솜털같은 덩어리가
비커를 가득 채웠다. 전기로 온도는 550℃로 낮추고, 촉매제는 550℃에서 60분동안 유지시켰다. 촉매제는 전기로에서 제
거하고 건조기에 위치시켰다. 배합기로 이들 촉매제 덩어리는 미세한 유동 분말로 으깼다. 촉매제 분말의 물리적 특성은
작은 일차 입자 크기(<5 ㎛)와 매우 낮은 벌크 밀도(~O.1 g/㎤)이었다. 생성 촉매제의 화학적 조성은 3.5 wt% Fe와 1.3
wt% Mo이었다. 주변 환경에서, 촉매제는 가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CO2)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촉매제는 공기에서

대략 800℃로 가열되면 최대 8 wt%를 상실한다.

  0.25 g 촉매제는 촉매제를 정위시키고 반응기를 유동층 반응기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중간에 석영 프릿이 조립된 석영 튜
브에 위치시켰다. 반응기는 고온 관형 전기로에서 수직으로 위치시켰다. 가스 조절 시스템은 반응기 튜브의 바닥으로부터
다양한 가스를 공급하였다. 반응기는 아르곤 가스(유속: 150 sccm)로 먼저 정화하고, 온도는 900℃까지 20℃/min 비율로
상승시켰다. 900℃에서, 메탄(CH4)은 30초동안 공급하고, 이후 공급을 중단하였다. 반응기는 아르곤 정화하에 실온으로

냉각하였다. 반응기로부터 회수된 생성 물질은 짙은 검은색 분말이었다. 공기에서 800℃로 상승된 TGA에 의한 측정에서
SWNT의 생성은 촉매제 중량의 측면에서 20.6 wt%이었다. 상기 산물은 주사 전사 현미경(SEM)으로 검사하였다. 도 1A
와 2A는 각각 50OX와 5,OOOX 배율에서 SEM 영상을 제시한다.

  생성 산물은 300℃에서 1시간동안 공기에서 먼저 산화시키고, 이후 과량의 20 wt% 구연산과 완전히 혼합하여 촉매제를
제거하였다. 구연산-처리된 산물은 물과 아세톤으로 반복적으로 세척하고 100℃에서 오븐-건조시켜 정제된 산물을 얻었
다. 정제된 산물은 TGA에 의한 분석에서 3 wt% 미만의 잔류 촉매제를 함유하였다. 도 1B, 2B, 3, 4B는 각각 50OX,
5,OOOX, 25,OOOX, 50,OOOX 배율에서 정제된 산물의 SEM 영상을 제시한다.

  수 ㎎의 정제된 산물은 초음파로 에탄올에서 부유시켰다. 현탁액 몇방울을 레이시 탄소 구리 격자에 떨어뜨렸다. 에탄올
을 건조시킨 이후, 산물은 투과 전자 현미경(JEOL JEM2010)에서 최대 100 kV까지 검사하였다. TEM 영상은 50,OOOX
배율로 도 4A에 도시한다. SWNT 로프가 분명하게 관찰된다. 영상 분석에서 SWNT의 직경은 대략 1 ㎚이었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는 황-함유 화합물로 처리된 실시예 1의 촉매제를 이용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예시한다.

  실시예 1에서 만들어진 1 g 촉매제는 유동층 반응기에 위치시켰다. 반응기는 아르곤 가스(유속: 150 sccm)로 먼저 정화
하고, 온도는 500℃까지 20℃/min 비율로 상승시켰다. 500℃에서, 티오펜(C4H4S, Acros)은 실온에서 10분동안 티오펜

에 아르곤을 통과시켜 촉매제에 도입하였다. 티오펜 처리이후, 반응기 온도는 아르곤 정화하에 850℃로 상승하였다.
850℃에서, 아르곤은 공급을 중단하고 메탄(CH4, Matheson)을 10분동안 도입하여 나노튜브를 생성시켰다. 10분간의 생

성 반응이후, 메탄은 공급을 중단하고 아르곤을 공급하였다. 반응기는 아르곤 정화하에 실온으로 냉각하였다. 반응기로부
터 회수된 생성 물질은 짙은 검은색 분말이었다. 공기에서 800℃로 상승된 TGA에 의한 측정에서 SWNT의 생성은 촉매제
중량의 측면에서 32.3 wt%이었다.

  생성된 물질은 주사 전사 현미경(SEM)으로 검사하였다. 수득된 영상은 표면과 촉매제 담체의 다공성 구조에서 나노튜브
의 로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생성 산물은 과량의 20 wt% 수성 구연산과 완전히 혼합하였다. 적게는 대략 2 wt%까지 서로 다른 농도의 구연산 용액은
촉매제 담체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연산-처리된 산물은 물과 아세톤으로 반복적으로 세척하
고 100℃에서 오븐-건조시켜 정제된 탄소 나노튜브 산물을 얻었는데, 상기 산물은 TGA에 의한 분석에서 대략 4 wt%의
잔류 촉매제를 함유하였다.

  정제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산물은 SEM과 TEM으로 검사하였다. 정제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산물의 TEM 영상은
700,OOOX 배율로 도 5A에 도시한다. TEM 영상 분석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의 직경은 대략 1 ㎚이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서로 다른 철과 몰리브덴 조성의 촉매제를 이용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예시한다. 1.1 g 철
(III) 질산염(Fe(NO3)3 9H20), 0.028 g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 테트라하이드레이트((NH4)6Mo7O24 4H20), 2O g 마그

네슘 질산염 헥사하이드레이트(Mg(NO3)2 6H20), 6 g 무수성 구연산은 500-㎖ 비커에서 20 ㎖ 탈이온수로 용해시켰다.

나머지 제조 과정은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였다. 생성 촉매제의 촉매제 금속 조성은 4.8 wt% Fe와 0.48 wt% Mo이었다.

  1 g 촉매제는 고정된 유동층 반응기에 위치시켰다. 반응기는 아르곤 가스(유속: 150 sccm)로 먼저 정화하고, 온도는
850℃까지 20℃/min 비율로 상승시켰다. 850℃에서, 아르곤은 공급을 중단하고, 메탄(CH4, Matheson)을 10분동안 공급

하고, 이후 공급을 중단하였다. 반응기는 아르곤 정화하에 실온으로 냉각하였다. 반응기로부터 회수된 생성 물질은 짙은
검은색 분말이었다. 공기에서 800℃로 상승된 TGA에 의한 측정에서 SWNT의 생성은 촉매제 중량의 측면에서 15.4 wt%
이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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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생성을 900℃ 온도에서 실시한 점을 제외하고 실시예 3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탄소 증가는 촉매제 중량의 측면에
서 15.9 wt%이었다. 생성 물질은 TEM과 라만(Raman) 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실시예에 따라 만들어진 탄소 나노튜브 물질의 고분해능 TEM은 도 5B에 도시한다. 상기 현미경사진은 하나이상의
벽을 보유한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소직경 나노튜브의 "로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크기 막대 길이는 7.5 ㎚이고, 도시된
로프에서 나노튜브의 직경은 대략 3 ㎚ 미만이다. 상기 영상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모서리에서 촬영하였는데, 도시된
로프의 일부분은 TEM에서 전자 빔과 병렬로 존재한다. TEM의 초평면(focal plane)은 로프의 횡단면에 존재하는데, 도시
된 영상은 로프의 횡단면인 것으로 보인다.

  생성된 산물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RBM 시프트의 라만 스펙트럼은 도 6A에 도시한다. 생성 산물에서 소직경 탄
소 나노튜브의 접면(tangential) 양식 시프트의 라만 스펙트럼은 도 6B에 도시한다.

  실시예 5

  본 실시예에서는 담지된 철 촉매제를 이용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을 예시한다. 0.225 g 철(III) 질산염(Fe(NO3)3
9H20), 2O g 마그네슘 질산염 헥사하이드레이트(Mg(NO3)2 6H20), 6 g 무수성 구연산은 500-㎖ 비커에서 20 ㎖ 탈이온

수로 용해시켰다. 나머지 제조 과정은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였다. 생성 촉매제의 철 함량은 MgO에서 1.0 wt% Fe이었
다. 상기 촉매제의 물리적 특성은 실시예 1의 촉매제의 물리적 특성과 유사하였다.

  1 g 촉매제는 유동층 반응기에 위치시켰다. 반응기는 아르곤 가스(유속: 150 sccm)로 먼저 정화하고, 온도는 850℃까지
20℃/min 비율로 상승시켰다. 850℃에서, 아르곤은 공급을 중단하고, 메탄(CH4)을 10분동안 공급하고, 이후 공급을 중단

하였다. 반응기는 아르곤 정화하에 실온으로 냉각하였다. 반응기로부터 회수된 생성 물질은 짙은 검은색 분말이었다. 공기
에서 800℃로 상승된 TGA에 의한 측정에서 SWNT의 생성은 촉매제 중량의 측면에서 7.3 wt%이었다.

  생성 SWNT 산물은 라만 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생성 산물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RBM 시프트의 라만 스펙트럼
은 도 7A에 도시한다. 생성 산물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접면 양식 시프트의 라만 스펙트럼은 도 7B에 도시한다.

  도 6A와 7A의 반경 흡입 양식(RBM) 피크의 비교는 서로 다른 조성의 촉매제로 생성된 직경 분포에서 차이를 시사하는
데, 촉매제가 좀더 낮은 농도의 촉매 금속을 함유하는 경우에 좀더 큰 직경의 나노튜브가 생성된다.

  실시예 6

  탄소 나노튜브는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만들었다. 탄소 나노튜브 산물을 회수한 이후, 산물은 대략 300℃의 온도에서
1시간동안 공기에서 가열하였다. 샘플을 냉각한 이후, 촉매제 담체와 촉매제 금속의 일부분은 실온에서 대략 30분동안 수
성 HCl(대략 20 wt% HCl)과 혼합하여 제거하였다. 생성 샘플은 탈이온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건조된 샘플은 알루미
나 보트에 적하하고 고온 전기로 튜브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실온에서 30분동안 200 ㎖/min의 유속으로 아르곤으로 정화
한 이후, 전기로 온도는 15℃/min의 비율로 1450℃로 상승시키고 동일한 아르곤 유동하에 3시간동안 유지시켰다. 이후,
샘플은 동일한 가스 유동하에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가열 냉각 처리전후의 라만 스펙트럼은 도 8에 제시한다. 가열 냉각
처리전후의 샘플의 TGV 곡선은 도 9에 제시한다. 이런 가열 냉각 처리는 가열 냉각되지 않은 샘플과 비교하여 탄소 나노
튜브의 연소 온도(burn temeprature)를 대략 100℃ 정도 상승시켰다.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Carbon Nanotechnologies, Inc로부터 구입한 HIPCO??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로 상기 실시예 3에 따라 만
들어진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직접 용융 혼합을 비교한다(HIPCO는 Carbon Nanotechnologies, Incorporated,
Houston, TX.의 등록 상표이다). 5.0 wt% 나노튜브/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2 g의 각 나노튜브 물질을 38 g 폴리카보
네이트 분말(LEXAN?? HF 1110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GE Plastics. LEXAN은 General Electric 사의 등록 상표이다)에
혼합하여 만들었다. 혼합은 275℃에서 10분동안 Plasti-corder 트윈-스크루 혼합기(C.W. Brabender Instruments, Inc.)
에서 실시하였다. 각 나노튜브/폴리카보네이트 복합 혼합물은 대략 0.5 ㎚ 두께의 시트(sheet)로 가압하였다. 각 시트의
전기 전도성은 전류원(current source)으로 Keithley Model 2400 SourceMeter 및 전압계를 이용한 4-단자(4-point
probe) 저항성/전도성 측정으로 사정하였다. HIPCO/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의 전도성은 0.0452 Simens/centimeter(S/
cm)이었고, 반면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로 만들어진 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의 전도성은 0.0964 S/cm이었다.

  후속으로, 각 혼성 복합물은 동일 트윈-스크루 혼합기에서 추가의 폴리카보네이트와 혼합하여 좀더 낮은 나노튜브 적하,
다시 말하면 폴리카보네이트에서 1.0 wt%와 0.5 wt% 나노튜브 물질로 복합물을 생성하였다. 1.0 wt%와 0.5 wt% 나노튜
브 복합물의 전기 전도성은 각각 3.84 x 10-4 S/㎝와 1.46 x 10-7 S/㎝이었다. 본 발명에 따른 1 wt%와 0.5 wt%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로 만들어진 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의 전도성은 각각 5.09 x 10-3 S/㎝과 8.14 x 10-4 S/㎝이었다. 결과는
표 1에 도시한다. 비교에서,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동일한 나노튜브 적하 수준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보
다 현저하게 높은 전기 전도성을 보였다. 1 wt%의 낮은 적하에서 전도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 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과 탄소 나노튜브의 전도성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적하
(wt%)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전도성(S/
㎝)

 HIPCO SWNT의 전도성(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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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8.14 x 10-4 1.46 x 10-7

 1.0 5.09 x 10-3 3.84 x 10-4

 5.0 9.64 x 10-2 4.52 x 10-2

  실시예 8

  본 실시예에서는 탄소 FIBRILTM 나노튜브(FIBRIL은 Hyperion Catalysis International, Cambridge, MA.의 상표이다)
와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비교한다. 탄소 FIBRIL 나노튜브는 통상적으로 20 내지 60 ㎚의 직경을 갖고 전기
전도용 중합체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7의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FIBRIL 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전기 전도
성은 Keithley Model 2400 SourceMeter 및 전압계를 이용한 4-단자(4-point probe) 저항성/전도성 측정으로 사정하였
다. 전기 전도성은 하기 표 2에서 비교한다. 동일한 적하 수준에서,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FIBRIL 나노튜브보
다 폴리카보네이트에 좀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였다.

  이런 데이터는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가 일정한 적하 수준에서 좀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
한다.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매우 낮은 적하, 예를 들면 0.5 wt%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에 현저한 전도성
을 제공하는 반면, 탄소 FIBRIL 나노튜브는 0.5 wt% 적하 수준에서 현저한 전도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2: 폴리카보네이트 복합물과 탄소 나노튜브의 전도성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적하
(wt%)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전도성
(S/㎝)

 탄소 FIBRIL 나노튜브의 전도성
(S/㎝)

 0.5 7.87 x 10-4  없음

 1.0 6.51 x 10-3 3.96 x 10-7

 2.5 2.86 x 10-2 2.08 x 10-3

 5.0 9.14 x 10-2 8.52 x 10-2

  실시예 9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측벽 플루오르화(fluorination)를 예시한
다. 정제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관형 전기로에서 10% 플루오르와 90% 아르곤의 혼합물에 노출시켰다. 온도는 30분동
안 30℃에서 250℃로 상승시키고, 이후 250℃에서 90분동안 유지시켰다. 전기로는 실온으로 냉각하고, 탄소 나노튜브 물
질은 이동시켰다. 샘플의 부피는 대략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부분적인 측
벽 플루오르화를 시사한다.

  실시예 10

  서로 다른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상이하게 처리된 탄소 나노튜브를 전자 방출전극으로 시험하였다. 본 실시예에 포함된
탄소 나노튜브 샘플은 아래와 같다:

  샘플 101: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실시예 4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만들고, 300℃에서 1시간동안 공기에서 가
열하고 실온에서 30분동안 20 wt% HCl 수용액에서 혼합하여 정제하였다. 샘플은 1450℃에서 1시간동안 아르곤에서 가
열 냉각하였다. 잔류 금속 함량은 4.5 wt%이었다.

  샘플 102: 본 발명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실시예 4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만들고, 300℃에서 1시간동안 공기에서 가
열하고 실온에서 30분동안 20 wt% HCl 수용액에서 혼합하여 정제하였다. 샘플은 가열 냉각하지 않았다. 잔류 금속 함량
은 3.8 wt%이었다.

  샘플 103: 레이저 오븐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샘플은 "Method of
Making Ropes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 Pat. No. 6.183,714(February 6, 2001)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Carbon Nanotechnologies, Inc에서 제조되었다. 이들 나노튜브는 Ni/Co 촉매제 및 이중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
조되었다. 상기 샘플은 "제조된 대로" 사용하고 정제하거나 가열 냉각하지 않았다. 잔류 금속 함량은 8.0 wt%이었다.

  샘플 104: "Gas phase nucleation and growth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from high pressure
carbonmonoxide", Int. Pat. Publ. WOOO/26138(May 11, 2000)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Carbon Nanotechnologies, Inc.
에서 제조된 HIPCO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상기 샘플은 250℃에서 1시간동안 습한 공기에서 가열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20wt% 수성 HCl에서 혼합하여 정제하였다. 샘플은 1450℃에서 1시간동안 아르곤에서 가열 냉각하였다. 잔류 금속
함량은 3.0 w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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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105: "Gas phase nucleation and growth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from high pressure
carbonmonoxide", Int. Pat. Publ. WOOO/26138(May 11, 2000)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Carbon Nanotechnologies, Inc.
에서 제조된 HIPCO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상기 샘플은 250℃에서 1시간동안 습한 공기에서 가열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20wt% 수성 HCl에서 혼합하여 정제하였다. 샘플은 가열 냉각하지 않았다. 잔류 금속 함량은 10.0 wt%이었다.

  제조 및 임의의 부가적인 처리 과정이후, 각 나노튜브 샘플은 톨루엔에서 초음파처리하여 슬러리를 수득하였다. 각 나노
튜브 슬러리는 전도성의 금-피복된 실리콘 기질에 증착시키고, 톨루엔을 증발시켜 나노튜브 필름을 수득하였다. 상기 나
노튜브 필름 샘플은 아래의 검사 과정에 따라 전자 방극전극으로 시험하였다.

  1.1 ㎜ 직경의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백금 구는 음극으로 이용하고 입전 소자 인치-웜((piezoelectric inch-worm) 모터
를 보유한 주사형 터널링 현미경(STM) 시스템에 정위시켰다. 인치-웜 시스템은 최고 진공(UHV) 챔버에 수용되었다. Pt
음극과 나노튜브 필름 샘플은 각각 인치-웜과 샘플 홀더에 적하하고, 시스템은 STM 양식으로 작동시켰다. 음극과 나노튜
브 필름간 간격은 음극-대-샘플 거리 d=0.5-1.0 ㎚에서 터널링(tunneling)이 발생할 때까지 축소시켰다.

  전계 방출 전류 밀도 vs. 전기장의 플롯은 도 10에 도시한다. 본 발명의 가열 냉각된 나노튜브 미립자는 가장 낮은"턴-온
(turn-on)"방출 필드에서 가장 높은 방출 전류 밀도를 보였다. 대략 0.1 ㎂/㎠ 전류 밀도에서 각각의 상이한 나노튜브 샘플
에 대한 "턴-온"방출 필드는 표 3에 제시한다. "턴-온"방출 필드는 낮을수록 바람직한데, 본 발명의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
튜브 미립자에서 대략 0.85 V/㎛로 가장 낮았다. 방출전극 용도에서는 대략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 크기 범위의 탄
소 나노튜브 미립자가 선호된다.

  표 3: 탄소 나노튜브 샘플의 전자 방출

  

  본원에서 개시되고 청구된 모든 조성물과 방법은 본 명세서의 개시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없이 용이하게 제조되고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과 방법을 바람직한 구체예의 관점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본 발명의 개념, 기술적 사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원에 기술된 조성물과 방법 및 이런 방법의 여러 단계에 다양한 개변이 실시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
으로, 화학적으로 관련된 특정 작용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는 본원에 기술된 작용제로 대체될 수 있다. 당
업자에게 자명한 이런 모든 유사한 개변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규정되는 본 발명의 개념, 기술적 사상, 범주에 포
섭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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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래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a) 촉매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미립자 담체에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미립자 담체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
수를 갖는다;

  (b) 촉매제에서 탄소 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
트림과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여기서 탄소 산물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고, 상기 미립자는 소직경 탄
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상기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는다;

  (c)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는 탄소 산물로부터 미립자 담체를 제거하는 단계,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미
립자 담체의 제거이전의 조직형태와 유사한 형상과 횡단 치수의 거시적 조직형태를 유지한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
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제올라이트, 실리카,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마그네시아,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물
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마그네시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철, 코발트, 니켈, 루테늄,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플라티나, 란
타니드 계열 원소, 악티니드 계열 원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철과 몰리브덴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01 g/㎤ 내지 0.5 g/㎤ 범위의 벌크 밀도(bulk density)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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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50wt% 초과 함량으
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80wt% 초과 함량으
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90wt% 초과 함량으
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하나이상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사이에 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미립자는 10 ㎡/g 내지 1000 ㎡/g 범위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미립자는 100 ㎡/g 내지 1000 ㎡/g 범위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를 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내지 50 ㎚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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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표면적 ㎛2당 10개 이상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 냉각(annealing)하여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성하는 단
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은 1 내지 24 시간동안 800℃ 내지 1500℃ 온도에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중합체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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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를 유도하여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는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는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
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7.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3-차원 네트워크로 정렬된 복수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고,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0.5 ㎚ 내지 3 ㎚ 범위
의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
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0.01 g/㎤ 내지 0.5 g/㎤ 범위의 벌크 밀도(bulk density)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
자.

공개특허 10-2005-0072056

- 18 -



청구항 41.

  제 37 항에 있어서, 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2.

  제 37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하나이상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사이에 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3.

  제 37 항에 있어서, 100 ㎡/g 내지 1000 ㎡/g 범위의 표면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4.

  제 37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내지 50 ㎚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6.

  제 44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7.

  제 37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annealing)으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49.

  제 47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0.

  제 47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1.

공개특허 10-2005-0072056

- 19 -



  제 47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2.

  제 47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가 매트릭스 물질에 존재하고, 상기 복수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001 wt% 내지 50 wt% 범위의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매트릭스 물질은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4.

  제 37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가 중합체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물질에 존재하고, 상기 복수의 탄소 나
노튜브 미립자는 0.001 wt% 내지 50 wt% 범위의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5.

  제 3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는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6.

  제 3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는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는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8.

  제 55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59.

  제 56 항에 있어서,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
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61.

  제 37 항에 있어서, 미립자는 전계 방출 소자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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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2.

  제 37 항에 있어서, 미립자는 전계 방출 소자의 양극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청구항 63.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래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a) 촉매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미립자 담체에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미립자 담체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
수를 갖는다;

  (b) 촉매제에서 탄소 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
트림과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여기서 탄소 산물은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고, 상기 탄소 나노튜브 미립
자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상기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는다;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함유하는 탄소 산물로부터 미립자 담체를 제거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고,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미립자 담체와 유사한 형상과 횡단 치수의 거시적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65.

  제 63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
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 63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제올라이트, 실리카,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마그네시아,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물
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 63 항에 있어서, 미립자 담체는 마그네시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8.

  제 63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철, 코발트, 니켈, 루테늄, 팔라듐, 오스뮴, 이리듐, 플라티나, 란
타니드 계열 원소, 악티니드 계열 원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한가지 원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69.

  제 63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철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 63 항에 있어서, 촉매 금속은 철과 몰리브덴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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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제 63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2.

  제 63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3.

  제 63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50wt% 초과 함량
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4.

  제 63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80wt% 초과 함량
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 63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탄소 산물 전체 중량의 90wt% 초과 함량
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6.

  제 63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하나이상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 사이에 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 63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에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를 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내지 50 ㎚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 78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 64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 냉각(annealing)하여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성하는 단
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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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0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은 1 내지 24 시간동안 800℃ 내지 1500℃ 온도에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하여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 80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83.

  제 80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4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84.

  제 80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0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85.

  제 80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550℃ 초과의 온도에서 공기에 안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86.

  제 80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7.

  제 64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중합체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 64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를 유도하여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를 생성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9.

  제 88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는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0.

  제 88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는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1.

  제 88 항에 있어서,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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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2.

  제 89 항에 있어서, 플루오르화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3.

  제 90 항에 있어서, 한가지이상의 기능기를 보유하는 유도된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
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94.

  아래의 단계로 구성되는 공정의 산물:

  (a) 촉매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미립자 담체에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미립자 담체는 1000 마이크론 미만의 횡단 치
수를 갖는다;

  (b) 촉매제에서 탄소 산물을 만드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접촉 시간동안 탄소-함유 공급 원료를 포함하는 가스 스
트림과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여기서 탄소 산물은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함유하고, 상기 소직경 탄소 나노튜
브는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는다;

  (c) 탄소 산물로부터 미립자 담체를 제거하여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생성하는 단계,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미
립자 담체의 제거이전의 조직형태와 유사한 형상과 횡단 치수의 거시적 조직형태를 유지한다.

청구항 95.

  제 94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 냉각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물.

청구항 96.

  제 94 항에 있어서,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
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물.

청구항 97.

  표면에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포함하는 전자 방출전극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얽힌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
로 구성되고, 소직경 나노튜브는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고,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98.

  제 9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99.

  제 9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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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탄소 나노튜브의 로프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1.

  제 100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내지 50 ㎚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2.

  제 100 항에 있어서, 로프는 10 ㎚ 미만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3.

  제 9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표면적 ㎛2당 10개 이상의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4.

  제 97 항에 있어서, 표면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식각(etching)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
극.

청구항 105.

  제 97 항에 있어서, 전자 방출전극은 전계 방출 소자의 양극에서 한 요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6.

  제 105 항에 있어서, 전계 방출 소자는 전자 튜브, 증폭기, 발진기, 혼합기, 마이크로웨이브 요소, 방전 개시장치, 레이저
튜브, 방전 간격, 조절 방전 튜브, 지향 에너지 소자, 디스플레이 튜브, 평면 디스플레이,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전극.

청구항 107.

  탄소 나노튜브 전자 방출전극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래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a)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공하는 단계,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얽힌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로 구성되고, 소
직경 나노튜브는 0.5 ㎚ 내지 3 ㎚ 범위의 외부 직경을 갖고, 탄소 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이중-벽 탄소 나노
튜브, 삼중-벽 탄소 나노튜브, 사중-벽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고,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100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다;

  (b)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표면에 증착하는 단계.

청구항 108.

  제 10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0.1 마이크론 내지 3 마이크론 범위의 횡단 치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09.

  제 107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탄소 나노튜브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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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0.

  제 109 항에 있어서, 활성화는 식각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1.

  제 110 항에 있어서, 식각 수단은 화학적 식각, 전기화학적 식각, 물리적 식각,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2.

  제 110 항에 있어서, 식각 수단은 화학적 식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3.

  제 112 항에 있어서, 화학적 식각은 산화 식각, 강산에 의한 식각, 강염기에 의한 식각,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방법으
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4.

  제 110 항에 있어서, 식각 수단은 스퍼터링(sputtering), 활성화 이온 식각, 플라스마 식각,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5.

  제 98 항에 있어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6.

  제 106 항에 있어서, 가열 냉각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1 내지 24 시간동안 800℃ 내지 1500℃ 온도에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 환경에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가열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7.

  제 107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열가소성 중합체, 열경화성 중합체, 금속, 세라믹,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8.

  제 107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중합체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9.

  제 107 항에 있어서, 표면에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의 증착은 탄소 나노튜브 페이스트를 형성하는 점성 매체에 미립자를
분산시키고; 스크린 프린팅, 진기영동 증착, 주조(casting), 잉크-젯 프린팅, 분무, 오프셋 프린팅, 이들의 조합에서 선택되
는 방법으로 표면에 상기 페이스트를 증착시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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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은 담체 물질, 예를 들면 마그네시아에 촉매 금속, 예를 들면 철과 몰리브덴 또는
VIB 군이나 VⅢB 군 원소 유래의 금속을 포함하는 촉매제를 제공하는 단계; 하나이상의 벽 및 대략 3 ㎚ 미만의 외벽 직경
을 갖는 소직경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가스성 탄소-함유 공급 원료, 예를 들면 메
탄과 상기 촉매제를 접촉시키는 단계를 수반한다. 탄소 나노튜브로부터 담체 물질을 제거하면, 제거되는 미립자 담체와 유
사한 3-차원 형상과 크기를 보유하는 걸러진 탄소 나노튜브의 미립자가 산출된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탄소 나노튜브
의 로프로 구성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중합체에서 잘 분산되고 낮은 적하에서 높은 전도성을 보인다. 전자 방
출전극으로서, 탄소 나노튜브 미립자는 매우 낮은 "턴-온"방출 필드를 보인다.

대표도

도 3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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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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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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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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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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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공개특허 10-2005-0072056

- 32 -



도면7a

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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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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