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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tructured carbon materials have been found to have applications in fuel cell electrodes, field

emitters, electronic devices, sensors and electromagnetic absorbers, etc. Especially, the CNF (carbon nanofiber)

can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atalyst supporters for fuel cell electrodes and chemical reactions.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CNF from a liquid phase carbon source by a solvothermal method. In addition,

we studied the parameters for the preparation of CNF by controlling heating and cooling rates, synthesis

temperature and time. We characterized the CNF by SEM/TEM, XRD, Raman spectroscopy and EDS. We

found that the heating and cooling rate have strong effects on the CNF formation and growth. We were able

to prepare the best CNF at the heating rate of 10oC/min, at 450oC for 60 minutes, and at the cooling rate of

4oC/min. As a result of Raman spectra, we found that the sample showed two characteristic Raman bands at

~1350 cm−1 (D band) and ~1600 cm−1 (G band). The G band indicates the original graphite feature, but the D

band has been explained as a disorder feature of the carbon structure. The diameter and length of the CNF

was about 15~20 nm, and over 1 µm, respectively.

Key words carbon nanofiber, liquid phase carbon source, nanostructured carbon.

1. 서  론

탄소나노구조체는 1991년에 Iijima 박사에 의해 발견

된 것이 탄소나노튜브의 시작이고, 그 뒤에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1998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상업화 적

용 연구가 시작되었다.1) 탄소나노선재는 탄소나노튜브와

탄소나노섬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경이 나노

미터 수준이어서 새로운 물리현상과 향상된 물질특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소나

노튜브나 탄소나노섬유와 같은 탄소나노구조체는 우수한

양자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양한 첨단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2,3) CNT는 직경이

수~수십 나노미터 수준이며 전기적 선택성, 뛰어난 전계

방출, 높은 전기전도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고효율의 수

소저장매체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장치의 전자방출원

(Electron Emitter), 백색광원, 탄소반도체, 이차전지 전극

재, 수소저장 연료전지, 가스센서, 고기능 복합재료, 전

도성 코팅제 등에서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나노섬유는 탄소나노튜브와 비교하여 성상에서의 차

이가 있을 뿐 상당부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넓은 비표면적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므로, 연료전지 전

극용 귀금속촉매 담지체, 수소저장매체, 복합재료 등의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더욱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태

양전지용 전극재를 비롯하여 전자파 차폐/정전기 방지/전

도성 코팅, 이차전지 및 축전기의 전극재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이 가능한 다기능성 소재이다.4,5)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나노촉매 기술과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기

술 등을 토대로 하여 대량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관련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나노구조체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나노섬

유의 합성방법은 크게 액상법6,7)과 기상법8,9)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액상법은 다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액상법은 기상법에 비하여 높은 수율과 나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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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의 미세구조 제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첫 번째 합

성방법은 시드(seed)를 자발생성하여 CNF를 합성하는 방

법이며 두 번째 합성방법은 외부에서 직접 시드를 제조

하여 CNF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우선 코발트를 시드로

사용하여 자발생성으로 CNF를 합성하는 방법은 액중 전

기방전법,10) 액중 전기가열법 등의 여러 가지 카본나노

구조체 합성법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리고 저온의 합성온도로 CNF를 합성할 수 있고, 촉매

담지 특성이 우수한 Platelet11) 혹은 Herringbone 타입의

미세구조를 가진 CNF를 많이 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두 번째로 시드를 외부에서 제조하여 CNF를 합

성하는 방법은 나노 수준의 Co, Ni, Fe 시드입자를 제

조하여 투입하고 solvothermal 방법에 의해 CNF를 합성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의 예는 제시되

지 않고 있다. 더욱 자발생성시킨 시드를 이용하여 CNF

를 액상법으로 합성한 예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법 중 시드를 자발생성하는 solvothermal

방법을 사용하여 CNF를 합성하였으며, 다양한 나노구조

체의 CNF를 합성하기 위해 solvothermal 방법의 주요변

수인 합성온도, 승온속도, 합성시간, 냉각속도 등의 반응

조건이 CNF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CNF의 합성에 사용한 시약은 다음과 같다. 코발트 시드

물질합성을 위한 cobalt (II) acetate tetrahydrate (reagent

grade, Aldrich)와 반응보조제인 oleic acid (Samchun,

Korea)와 triphenyl phosphine (99%, Acros) 그리고 용

매로서 (Di)phenyl ether (99%, Acros)를 필요한 양을

평량하여 고압반응 용기에 투입한다. 그리고 환원제인 Na

(99%, sticks, in mineral oil, Alfa Aesar)를 적량 투입하고

반응기를 세팅한다. 

CNF 제조를 위한 합성은 Fig. 1과 같이 합성온도 및

합성시간과 승온 및 냉각속도 제어의 조합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와 유기용매 혼합물을 사용하여 반응시 생

성한 금속염의 세정 및 원심분리 후 얻어진 입자를 60oC

에서 완전건조하여 회수하였다. 

제조한 CNF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L 30S, FEG,

Netherland)을 사용하였고, Raman spectroscopy (Ar+laser

beam, γ = 514.5㎚)를 사용하여 CNF의 G band graphite

특성과 D band의 탄소 구조의 비정질 특성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XRD (X-ray Diffraction, D/MAX 2200V/

PC, Japan) 분석으로 graphite와 촉매로 사용된 코발트의

결정상을 확인하였다. 더욱,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cnai G2, Lab6, 200K, Netherland) 분석

으로 CNF 나노구조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였다. TEM 분

석을 위한 CNF의 TEM 관찰 시료 제조는 에탄올 분산

매에서 초음파 처리하였으며, 카본 막이 입혀진 Cu 그

리드 위에 CNF 분산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상온

건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온도

합성온도가 CNF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다. CNF 합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를 갖는 전이금속

시드와 CNF성장 소스가 함께 공존하여야 한다.본 연구

Fig. 2. TEM image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reaction temperature: (a) 400oC (b) 450oC and (c) 500oC.

Fig. 1. Preparation schedule of CNF: (a) Synthesis temperature,

(b) Heating rate, (c) Reaction time and (d) Coo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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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별도 제조과정 없이 반응 중 자발생성한 코발트

나노입자를 시드로 사용하여 CNF를 합성하였다. CNF 형

성에 적합한 시드의 생성 및 CNF 합성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물의 온도를 400, 450, 500oC로 변화하였다. 이

때 승온속도는 10oC/min, 냉각속도는 4oC/min, 합성반응

유지시간은 1h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Fig. 2의 TEM 이

미지를 보면 합성온도가 400oC일 때는 코발트 시드는 생

성되었으나 CNF를 완전하게 형성하지 못하였다. 한편

500oC에서도 생성된 시드는 400oC에서 생성한 것과 유

사하게 보였지만, 다소 큰 시드가 형성되어 시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CNF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반응온도가 450oC일 때는 직경이 약

20 nm인 CNF가 많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의 XRD 결과를 보면 450oC에서만 graphite 피크를 관

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400oC 이상에서 코발트 시

드입자는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CNF의 합

성은 450oC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2 승온속도

CNF 합성에 미치는 승온속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합성은 450oC에서 1h 유지하고, 냉각속도는 4oC/min

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이 때 승온속도를 1~30oC/min으

로 변화시켜서 합성온도인 450oC까지 승온하였다. 승온

과정은 CNF의 코발트 시드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CNF

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Fig. 4는 승온속도를 변화시켜 합성한 CNF의 SEM 사

진 결과이다. 승온속도의 변화에 따라 CNF의 형상적인

특성이 다름을 볼 수 있었다. 승온속도가 5oC/min, 10oC/

min일 때 고순도의 CNF가 합성 가능하였고, 1oC/min,

30oC/min일 때는 CNF가 그다지 합성되지 않았다. SEM

의 관찰을 보면, 승온속도가 낮은 1oC/min에서는 생성한

CNF의 조직은 뚜렷하였지만 길이는 다소 짧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승온속도가 점차 높아져 5oC/min에서 생성한

CNF의 형상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10oC/min에서 생성한

CNF는 가장 양질의 CNF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승온속도가 20~30oC/min으로 높아지면 생성된 CNF의 길

이는 500 nm 이하로 짧아지고, 코발트 시드가 많이 관

찰되고 있었다. 승온속도는 코발트 나노입자의 생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빠른 승온속도에서 핵생

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승온속도가 빠르면

작은 나노입자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승온

속도가 느리면 핵생성이 적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한 코

Fig. 4. SEM image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heating rate: (a) 1oC/min, (b) 5oC/min, (c) 10oC/min, (d) 20oC/min and

(e) 30oC/min.

Fig. 3. XRD pattern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re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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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시드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에서 핵생성 및 시드 입자의 성장을 보면 승온속도가 너

무 빠르거나 너무 늦을 경우에는 시드 입자의 생성이 어

렵거나 시드 입자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시드로서 작용

을 못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승온속도를 변화시켜

합성한 CNF의 XRD 패턴을 Fig. 5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에서와 같이 양질의 CNF가 생성된 승온속도가 1~

10oC/min일 때 graphite 피크가 뚜렷하게 잘 관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온속도가 높은 20~30oC/min의 경우

에는 graphite의 피크가 관찰되지 않아 결정성이 좋지 않

은 CNF로 판단된다. 

이상에 대한 고찰로, Table 1에 승온속도에 따른 반응

온도 450oC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압력을 나타내었다. 승

온속도가 빠르면 반응온도까지 도달시간은 짧으며 고압

반응용기 내의 (최대)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예: 20~

30oC/min에서 180~160psi로 낮음), 반대로 승온속도가 느리

면 도달시간도 길어져서 (최대) 압력은 높아졌다 (예: 1~

5oC/min에서 330~300psi로 비교적 높음). 압력의 근원은

용매 및 반응 조제에 의해 기화한 가스로 생각이 되고,

이는 CNF의 성장 소스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CNF

합성의 성공 여부는 코발트 시드입자가 존재하여도 CNF

성장의 소스가 얼마나 충분한가를 고려하면, 적절한 승

온속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는 본 결과와 같이 5

~10oC/min의 승온 속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ig. 6은 Raman shift 분석으로 승온속도를 변화

시켜 합성한 CNF의 D (1350 cm−1) band와 G (1600 cm−1)

band 피크를 보여준다. G band 피크는 본래의 graphite

의 특성을 보여주고, D band 피크는 탄소 구조의 무질서

특성을 설명해 준다. 또한 대략적인 D (I)/G (I) 즉, D

band와 G band의 강도 혹은 면적의 비율로 카본 결정

과 비정질 탄소의 함량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

으나,12,13) 본 실험에서는 승온속도의 변화에 따라 G와 D

band 피크로부터 이들의 정량적 고찰은 가능하지 않아 좀

더 체계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합성시간

다음은 CNF 합성에 필요한 반응시간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 때 승온속도는 10oC/min로 냉각속도는 4oC/min

로 일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450oC에서 합성시간을 0~

120 min로 변화시켜 CNF의 합성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합성시간 유지 단계는 생성된 시드로부터 CNF

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450oC에서 합성시간을 변화하여 합성한 CNF의 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반응시간이 60~90min으로 길

어질수록 길이가 길고 많은 CNF가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반응시간이 0 min, 30 min일 때는 CNF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코발트 시드가 생성

되었지만 반응시간이 너무 짧아 CNF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고, 이 CNF의 길이는 500 nm 내외로

짧았다. 그러나 반응시간이 45 min 이상부터는 CNF를 확

실히 관찰할 수 있으며, 반응시간이 60~90min일 때 합

성한 CNF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15~20 nm와 2 µm 이

상이었다. 더욱 반응시간이 120 min일 때는 가늘고 긴

CNF가 합성되었다. 

Fig. 8은 합성시간 변화에 따른 CNF의 XRD 패턴 분

석결과이다. 합성 시간이 45 min 이상에서 graphite의 주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합성시간이 길어질수록 graphite의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시드인 코

발트 피크도 동시에 관찰되고 있었다. 

Fig. 5. XRD pattern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heating rate.

Table 1. Heating-generated pressure and approaching time by

heating rate

Heating rate (oC/min) 1 5 10 20 30

Heating-generated pressure (psi) 330 320 310 180 160

Approaching time to 450oC (min) 425 85 45 21 14

Fig. 6. Raman spectra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he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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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시간 변화 단계에서는 반응용기 내부의 초기압력이

약 300psi에서 1h 유지하면 약 700~800psi, 2h 유지하면

약 900psi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합성온도

유지시간이 길어지면 CNF 합성에 필요한 소스의 증가

로CNF의 수율 증가와 함께 긴 CNF가 합성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4 냉각속도

10oC/min 승온속도와 합성온도 450oC, 1h으로 일정하

게 하고, 냉각속도를 1~30oC/min 변화시켜 CNF 생성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냉각 단계에서는

CNF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아래의 Fig. 9는 냉각

속도에 따른 CNF의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냉각속도

가 아주 낮은 1oC/min, 2oC/min 에서는 그렇게 많은 CNF

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것의 직경은 20 nm~25 nm이고,

길이는 500~800nm이다.그러나 4oC/min 이상의 냉각속도

에서는 CNF가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4~

10oC/min의 냉각속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Solvothemal

방법에 의한 CNF 합성 과정 중에서 냉각 단계에서는 이

미 생성된 압력의 강하가 일어난다. 이 압력강하가 CNF

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3.3절에서와

같이 압력의 근원은 용매 및 반응 조제의 기화된 가스로

생각이 되고, 이는 CNF의 성장 소스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냉각속도가 너무 느리면 압력강하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반응시간을 단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고, 기화된

압력 가스가 다시 액화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냉각속도가 너무 빠르면 압력강하가 빠르게 일어나

기는 하지만 곧 반응이 종료되어 CNF 성장에는 크게 영

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냉각속도가 4oC/min일 때는 압

력강하가 많이 일어나 CNF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

다. 냉각속도 범위가 4oC/min~30oC/min의 범위에서 graphite

주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생성된 CNF의 외관이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냉각속도가 4oC/min

일 때는 수율이 매우 좋았다. 

Fig. 10은 냉각속도를 변화시켜 합성한 CNF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냉각속도를 변화하여 합성한 CNF의

XRD 패턴으로 냉각속도가 4oC/min 이상일 때 시드인 코

발트의 주 피크와 함께 graphite의 주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냉각속도가 4oC/min 이하로

너무 느리면 graphite 피크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냉각속도가 너무 느리면 생

성된 시드에 흡착한 카본 소스들이 성장에 필요한 압력

Fig. 7. SEM image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reaction time: (a) 0min, (b) 30min, (c) 45min, (d) 60min, (e) 90min and

(f) 120min.

Fig. 8. XRD pattern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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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의 속도가 크지 않아 CNF가 생성되지 않거나 결정

성이 낮은 비정질의 CNF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oC/min 승온속도로 승온을 하고 450oC, 1h 반응 유지

후 4oC/min의 냉각속도로 온도를 제어하면 고압반응기 내

부의 압력 변화는 다음과 같다. 10oC/min으로 450oC까

지 도달할 때 반응기의 내부 압력은 약 300psi까지 도

달한다. 더욱 합성시간을 1h 가량 유지해주면 반응용기

내부의 압력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 약 700~800psi까지

높아진다. 냉각단계 초기에는 압력 강하가 급격히 일어

났지만 후반에는 압력 강하의 영향이 적어지면서 압력이

천천히 낮아져 200psi로 반응이 종결되었다. 이 때의 가

열에 의한 압력 생성과 냉각 단계가 CNF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실제의 반응 단

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CNF를 합성할 수 있었다.

내부의 압력 증가는 역시 CNF 합성 소스 물질인 oleic

acid, phenyl ether 등의 유기물이 가스화에 의한 것으로

고려된다. CNF를 합성할 때 냉각속도가 매우 중요한 이

유는 냉각과정 중 CNF 합성의 소스 가스로부터 고체상

의 CNF로 성장하면서 반응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는 점이다. 이는 냉각속도 제어에 의한 내부압력의 감소

속도는 CNF의 합성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냉각속도는 4oC/min~10oC/min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종합하여 보면 액상의 카본 소스

로부터 solvothermal 방법에 의해 CNF를 합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승온속도 10oC/min, 합성온도 및 시간

450oC, 1시간, 그리고 냉각속도 4oC/min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상의 카본 소스로부터 solvothermal

방법에 의해서 CNF를 합성하였고, 합성온도, 합성유지시

간, 승온 및 냉각속도가 CNF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NF의 합성온도는 450oC가 적절하며 직경이 20 nm인

CNF가 많이 합성되었으며, 합성유지시간이 길어지면 CNF

의 수율 증가와 함께 긴 CNF가 합성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승온속도는 CNF 합성에 필요한 코발트 시드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10oC/min의 승온이 CNF

합성에 가장 적절하였다. 냉각속도 제어에 의한 내부압력

의 감소는 CNF의 합성 및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4oC/min~10oC/min의 냉각속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Fig. 9. SEM image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cooling rate: (a) 1oC/min, (b) 2oC/min, (c) 4oC/min, (d) 10oC/min, (e) 15oC/

min and (f) 30oC/min.

Fig. 10. XRD patterns of CNF synthesized by change of

coo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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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온도 및 합성시간과 승온 및 냉각속도 등의 여러

가지 반응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CNF의 생성 및 성장에

필요한 최적 조건은 승온속도 10oC/min, 합성시간 60min,

냉각속도 4oC/min임을 확인하였다. 최적조건으로 합성한

CNF는 15~20 nm 직경과 약 1~2 µm 길이의 형상이 뚜

렷하고, 길이가 긴 양질의 CNF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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