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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57) 요약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되는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은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

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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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은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패터닝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패

터닝된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나노 수준에서 기판의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4c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에서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이온이 기판 표면에 함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이온빔은 갈륨(Ga) 이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상기 탄소나노튜브

를 상기 함몰된 이온 위에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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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본나노튜브 제조방법.

청구항 7.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패터닝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패터닝된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에서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이온이 기판 표면에 함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이온빔은 갈륨(Ga) 이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상기 탄소나노튜브

를 상기 함몰된 이온 위에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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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본나노튜브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한 탄

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는 독특한 구조적, 전기적 특성이 알려진 이래로 전계방출 표시소자(FED, field

emission display), 액정 표시소자(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나노전자 소자(nanoelectronic device), 액

츄에이터(actuator), 배터리(battery) 등 수많은 소자에 응용되고 있다.

종래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방법으로서 전기 방전법(arc charge) 또는 레이저 증착법(laser

vaporation) 등이 있고 화학적 방법으로서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전기방전법을 실행하는 전기방전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전기방전법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음극(11)과 양극(13)으로 그래파이트 막대를 설치하고 두 전극에 전

압을 가하여 상기 두 전극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도록 한다. 방전이 일어나면 양극으로 사용되는 그래파이트 막대에서 떨어

져 나온 탄소 크러스트들이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음극 그래파이트 막대로 끌려가 부착된다.

도 2는 종래의 레이저 증착법을 실행하는 레이저 증착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레이저 증착법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반응로(27)를 1200℃ 정도 유지시킨 다음 반응로(27) 내부에 있는

그래파이트(23)에 레이저빔(21)을 조사하여 그래파이트(23)를 기화시킨다. 기화된 그래파이트(23)는 낮은 온도로 유지되

고 있는 콜렉터(25)에 흡착된다.

도 3은 종래의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은 두 전극

사이에 인가되는 직류 또는 고주파 전계의 에너지에 의해 진공관내 반응가스를 방전시키는 방법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탄소나노튜브를 합성시키기 위한 기판(31)을 접지된 하부전극(32)상에 위치시키고 반응가스를 상부전

극(34)과 하부전극(32)사이에 공급한다. 열저항히터(33)를 하부전극(32)의 하방에 설치하거나 필라멘트(35)를 상부전극

(34)과 하부전극(32)사이에 배치하여 반응가스를 분해한다. 반응가스를 분해하고,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

너지는 고주파 전원(37)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2-0001259호에는 상기 방법의 한 종류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물리적, 화학적 제조 방법은 공정의 정밀도가 떨어져, 기판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선택적 패터닝이 곤

란하다. 따라서, 요구되는 패턴에 따라 상기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나노 수준에서 기판의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

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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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은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에서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이온이 기판 표면에 함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집속이온빔은 갈륨(Ga) 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상기 탄소나노튜브

를 상기 함몰된 이온 위에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판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은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 집속이온빔

(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을 패터닝하는 단계;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

기 패터닝된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 및 상기 스캔된 기판 상에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하는 단계에서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이온이 기판 표면에 함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집속이온빔은 갈륨(Ga) 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단계는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상기 탄소나노튜브

를 상기 함몰된 이온 위에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판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함으로써,

나노 수준에서 기판의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용이하게 구

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상

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도이

다.

먼저,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10)을 마련한다. 여기서, 상기 기판(10)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10) 표면을 스캔(scan)

한다. 그러면, 상기 기판(10) 표면에 상기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이온이 함몰된다. 도면상에 표시된 참조부호 12가 그러한

이온이고, 이러한 이온으로는 갈륨(Ga) 이온이 이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집속이온빔을 투사하는 집속이

온빔 장치는 시료에 대한 분해능이 매우 우수하여, 시료에 대한 나노 수준의 분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집속이

온빔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10)을 스캔함으로써, 상기 기판(10)을 나노 수준의 정밀도로 스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집속

이온빔 장치의 우수한 분해능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10)의 소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스캔할 수 있으므로, 상기 기판(10)에

다양한 패턴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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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도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이 마련된 기판(10) 위에 탄소나노튜브(13)를 성장시킨다. 이 때, 상기 이온

(12)은 상기 탄소나노튜브(13)의 성장핵으로 작용하므로, 상기 탄소나노튜브(13)는 상기 이온(12)을 중심으로 수직 성장

한다. 여기서, 상기 탄소나노튜브(13)를 성장시키기 위해 CH4, C2H2, C2H4, C2H6 등의 탄화수소계열의 기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탄소나노튜브(13)는 열 화학기상증착법(thermal CVD),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PECVD, plasma

enhanced CVD) 등의 화학기상증착법(CVD)에 의하여 성장될 수 있다. 상기 열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성장법은 탄소나노튜브(13)의 성장 균일도가 매우 우수하고,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에 비해 작은 직경을 가지는 탄소나

노튜브(13)를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전자방출 개시전압(turn on voltage)이 낮은 탄소나노튜브(13)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성장법은 열 화학기상증착법보다 탄소나노튜브

(13)를 기판(10)에 수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탄소나노튜브(13)의 수직 성장은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시스템에서의 애노드 전극과 캐소드 전극 사이에 인가되는 전

계의 방향에 의존하며, 따라서 전계의 방향에 따라 탄소나노튜브(13)의 성장 방향의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탄소나노튜

브의 성장 방향이 일정하므로 밀도 조절이 용이하며 전계에 의한 전자 방출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도 5a 내지 도 5d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도이

다.

먼저, 도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20)을 마련한다. 여기서, 상기 기판(20)은 Si, SiO2, Al2O3, GaN, GaAs,SiC 및 SiN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기판(20)을 집속이온빔(FIB)을 이용하여 패터닝하여, 소정의 패턴(21)을 형성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분해능이 매우 우수한 집속이온빔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20)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기

판(20)을 나노 수준의 정밀도로 패터닝할 수 있다.

그 후, 도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20) 표면을 스캔(scan)한다. 그러면, 상기 기판(20) 표

면에 상기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갈륨 이온 등의 이온(22)이 함몰된다. 이와 같은 스캔 과정에서, 상기 이온(22)을 상기 기

판(20)에 형성된 패턴(21) 이외의 부분에 투사하여, 그 부분에 함몰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 도 5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이 마련된 기판(20) 위에 탄소나노튜브(23)를 성장시킨다. 여기서, 상기

이온(22)은 상기 탄소나노튜브(23)의 성장핵으로 작용하므로, 상기 탄소나노튜브(23)는 상기 이온(22)을 중심으로 수직

성장한다. 이 때,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이온(22)이 상기 기판(20)에 형성된 패턴(21) 이외의 부분에 배치되면, 상기 탄소

나노튜브(23)는 상기 패턴(21)을 제외한 상기 기판(20)의 표면에 성장하게 된다. 즉, 나노 수준의 분해능을 가진 집속이온

빔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기판(20)의 표면에 나노 수준의 패턴(21)을 형성하고, 그 패턴(21)에 의해 상기 기판(20)의

표면에 상기 탄소나노튜브(23)를 성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기판(20)의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상기 탄소나노튜브(23)를 성장시킬 수 있고, 용이하게 다양한 패턴(21)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상기 탄소나노튜브(23)를 성장시키기 위해 CH4, C2H2, C2H4, C2H6 등의 탄화수소계열의 기체가 사용될 수 있

다. 그리고, 상기 탄소나노튜브(23)는 열 화학기상증착법(thermal CVD),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PECVD) 등의 화학기

상증착법(CVD)에 의하여 성장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7은 도 6

에 도시된 A부분에 대한 확대도이며,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패턴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6 내지 도 8을 함께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40) 위에 소정의 패턴(41)을 형성하고, 탄

소나노튜브(43)를 성장시킬 수 있다. 상기 집속이온빔에 포함된 갈륨 이온이 상기 탄소나노튜브(43)의 성장핵으로 작용하

여, 상기 기판(40)의 상기 패턴(41) 이외의 부분에 상기 탄소나노튜브(43)가 성장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에 따라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상기 기판(40)을 패터닝함으로써, 나노 수준에서 상기 기판(40) 위에 소정의 패턴(41)을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패턴(41)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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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기판을 스캔함으로써, 나노 수준에서 기판의 미세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패턴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반도체 공정의 트랜

지스터 어레이(transistor array)와, 가스 센서(gas sensor), 화학 센서(chemical sensor), 바이오 센서(bio sensor) 등의

센서의 제조 등의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기방전법을 실행하는 전기방전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레이저 증착법을 실행하는 레이저 증착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의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도.

도 5a 내지 도 5d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공정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에 대한 실험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된 A부분에 대한 확대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패턴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20, 40 : 기판 21, 41 : 패턴

12, 22 : 갈륨 이온 13, 23, 43 : 탄소나노튜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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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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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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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5d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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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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