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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고결정 탄소나노튜브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thermal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라 발생된 열플라즈마의 고온을 이용하여 주입된 탄소원 기체나 액체를 열분해시켜 원자화하고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킨 후, 열플라즈마 플레임에 편승하여 아음속의 속도를 가지고 흐르는 탄소

원자 빔을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탄소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

에 탄소나노튜브를 연속 및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속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제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발생된 열플라즈마가 수천 내지 수만 도의 고온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고결정성을 갖는 고품질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된 내열성 물질과 탄소플라즈마와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직

경을 조절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탄소나노튜브,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탄소원자 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장치 (TPCVD, thermal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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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부호의 설명>

1. 전원 공급기.

2. 플라즈마 가스 주입구.

3. 탄화수소계 물질 주입구.

4. 열플라즈마 플레임.

5. 내열성 물질.

6. 배기구.

7. 플라즈마 음극.

8. 플라즈마 양극 노즐.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TPCVD법으로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사진들이다.

<도면 부호의 설명>

1. 탄소나노튜브.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HRTEM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사진들이

다.

도 4는 Raman scattering과 XRD (X-ray diffraction) 분석을 통해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탄소나노튜브가 고결정성 특성

을 가짐을 보여준다.

<도면 부호의 설명>

1. Raman scattering 분석 결과

2. XRD 분석 결과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순도를 TGA (thermo gravimetric analysis)로 분석한 결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 (thermal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기상 및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로부터 열플라즈마의 고온으로 열분해시켜 탄소원자를 생

성하고 이를 열플라즈마 플레임에 편승시켜 탄소원자 빔을 특정온도로 유지시킨 후,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된 내열

성 물질에 충돌시켜 탄소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열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다.

탄소나노튜브는 (CNT, carbon nanotube) 하나의 탄소원자에 이웃하는 세 개의 탄소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탄

소 원자들간의 결합에 의해서 육각 환형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벌집형태로 반복된 평면이 말려서 원통형 튜브구조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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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다. 상기와 같은 CNT는 그 구조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 열적, 화학적 및 기계적 안정성 등이 우수한 특성과 다

양한 응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응용 분야는 나노전자소자, 전계방출 에미터, 수소 및 이온 저장, 복합재

(composite), 센서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와 같은 CNT를 제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즉, 초

기의 전기방전 방법과 레이저 증발법으로 CNT의 구조 및 전기적 특성 연구를 위한 소량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고,

이후 CNT를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주요 방법으로는 아크방전법 (arc discharge), 레이저기화법 (laser evaporation),

열화학기상증착법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플라즈마합성법(plasma)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특허 제

5,424,054호; Chem. Phys. Lett. 243, 1.12 (1995); Science, 273, 483-487 (1996); 미국특허 제6,210,800호; 미국특

허 제6,221,330호; WO 00/26138].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반응공정에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고, 또 제조되는 양이

소량이므로 연속공정을 통한 대량생산 공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금속촉매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므로

정제공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 열플라즈마 플레임에 의해 구현되는 특정의 온도 하에서 기상 및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원자로 열

분해 시킨 후 이를 열플라즈마 플레임에 편승시켜 탄소원자 빔을 만들고,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된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발명은 탄소가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나

노튜브를 연속 및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속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제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발생된 열

플라즈마가 수천 내지 수만 도의 고온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고결정성을 갖는 고품질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된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통해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은, (가) 고

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플라즈마 가스를 주입하여 형성시키는 단계; (나) 형성된 열플라즈마의 고온을 이용하여 기상

또는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주입하여 원자화 시킨 후 열플라즈마에 편승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흐르게 하는 단계; (다)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흐르는 탄소원자 빔을 내열성 물

질에 충돌시키는 단계; 및 (라)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

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가) 단계에서 상기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은 비이송식 또는 이송식 열플라즈마 토치 (torch)를

이용하여 형성 시키며, 플라즈마 토치의 양극 노즐의 직경은 2 ~ 15 mm의 크기이며, 4 ~ 6 mm가 바람직하다. 형성된 플

라즈마 플레임의 적당한 온도는 1000 ~ 20000 oC이며, 5000 ~ 10000 oC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나) 단계에서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탄화수소계 물질을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는 플라즈마 음극과 0 ~ 10 mm 거리 사이

에 위치되며, 0 ~ 5 mm 사이가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탄화수소계 물질은 메탄, 에틸렌, 아세틸렌 등의 가스 및 알콜류의

액상이 사용된다. 탄화수소계 물질의 양은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주입되는 플라즈마 가스의 양과 플라즈마

양극 노즐의 직경 및 주입구와 플라즈마 음극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플라즈마 가스양과 비교하여 그 양이 많

을수록 바람직하다.

상기 (다) 단계에서 형성된 탄소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노즐 축방향으로 온도구배를 가지고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4000 oC 이상의 온도를 갖는 부분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충돌시켜야 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라) 단계는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와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하는 단

계로서, 충돌시간 조절은 내열성 물질을 회전 또는 탄소플라즈마를 펄스형태로 변형 시키는 것 중 어느 한 충돌공정에 또

는 혼합 공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충돌시간은 0.01 ~ 1000 μ초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시간에 따라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이 결정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한다.

본 발명은 기상 및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열플라즈마의 고온으로 열분해 시켜 생성된 탄소원자를 탄소원으로 하고 이

를 열플라즈마 플레임에 편승시켜 탄소원자 빔을 만든 후,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된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켜 탄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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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튜브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기상 및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열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원자화하고 이를

금속촉매 대신 내열성 물질을 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위치시켜 충돌시키므로 탄소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이로부터 탄소나노

튜브가 제조된다.

이와 같은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고온의 반응온도를 구현할 수 있어 고결정성을 갖는 고품질의 탄소나노튜브

를 제조할 수 있으며, 금속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제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탄소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를 연속 및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을 공정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열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형성 시킨다. 이때,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플라즈마

토치는 비이송식 또는 이송식 열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형성 시키며, 플라즈마 토치의 양극 노즐의 직경은 2 ~ 15 mm

의 크기이며, 4 ~ 6 mm가 바람직하다. 형성된 플라즈마 플레임의 적당한 온도는 1000 ~ 20000 oC이며, 5000 ~ 10000

oC가 바람직하다.

다음에, 기상 또는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주입하여 플라즈마의 고온으로 원자로 열분해 시킨 후

열플라즈마에 편승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흐르게 한다. 이 공정에서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탄화수소계 물질을 주입하기 위

한 주입구는 플라즈마 음극과 0 ~ 10 mm 거리 사이에 위치되며, 0 ~ 5 mm 사이가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탄화수소계 물

질은 메탄, 에틸렌, 아세틸렌 등의 가스 및 알콜류의 액상이 사용된다. 탄화수소계 물질의 양은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형성

하기 위해 주입되는 플라즈마 가스의 양과 플라즈마 양극 노즐의 직경 및 주입구와 플라즈마 음극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플라즈마 가스양과 비교하여 그 양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흐르는 탄소원자 빔

을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킨다. 이 공정에서 형성된 탄소원자 빔은 플라즈마 노즐 축방향으로 온도구배를 가지고 온도가 급

격하게 저하되므로 4000 oC 이상의 온도를 갖는 부분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충돌시켜야 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한다. 이 공정을

통해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다. 충돌시

간 조절은 내열성 물질을 회전 또는 탄소원자 빔을 펄스형태로 변형 시키는 것 중 어느 한 충돌공정에 또는 혼합 공정에 의

해 이루어진다. 직경 조절 충돌시간은 0.01 ~ 1000 μ초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시간에 따라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제조된 탄소나노튜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들이 도2, 도 3, 도 4 및 도 5에 도시된다. 도 3과 도 4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탄소나노튜브는 고결정성을 가진다.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공정을 통해 제조된 생

성물에는 탄소나노튜브가 80 wt% 이상 고순도로 존재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은, 고온의 열

플라즈마 플레임을 플라즈마 가스를 주입하여 형성시키는 단계; 형성된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이용하여 기상 또는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주입하여 원자화한 후 열플라즈마에 편승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탄소원자

빔을 흐르게 하는 단계;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흐르는 탄소원자 빔을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키는 단계; 및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과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

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정을 수행하여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함으로써, 고온의 반응온도 구현을 통해 고결정성을

갖는 고품질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할 수 있으며, 금속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제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탄소가스

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를 연속 및 대량 생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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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플라즈마 가스를 주입하여 형성시키는 단계; (나) 상기 형성된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을 이용하여 기상 또는 액상의 탄화수소계 물질을 플라즈마 플레임 내로 주입하여 원자화 시킨 후 열플라즈마에 편

승시켜 아음속의 속도로 탄소원자 빔을 흐르게 하는 단계; (다) 상기 열플라즈마 플레임 내에 내열성 물질을 위치시켜 아음

속의 속도로 흐르는 탄소원자 빔을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키는 단계; 및 (라) 상기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

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 단계에서 상기 고온의 열플라즈마 플레임은 비이송식 또는 이송식 열플라즈마 토치 (torch)를 이용하여 형성 시

키며, 상기 명시된 플라즈마 토치의 양극 노즐의 직경과 플라즈마 플레임의 온도 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나) 단계에서 상기 명시된 탄화수소계 물질 주입구와 플라즈마 음극 사이의 거리 및 메탄, 에틸렌, 아세틸렌 등의 가

스와 알콜류의 액상 탄화수소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 단계에서, 상기 탄소원자 빔을 내열성 물질에 충돌시키는 공정 및 상기 명시된 온도의 탄소원자 빔 부분에 내열

성 물질을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라) 단계에서 내열성 물질과 탄소원자 빔의 충돌시간을 조절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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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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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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