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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oron nitride (BN) and carbon nitride (CN) films, which have relatively low work functions and commonly 

exhibit negative electron affinity behaviors, were coated on carbon nanotubes (CNTs) by magnetron sputtering. The 

CNTs were directly grown on metal-tip (tungsten, approximately 500nm in diameter at the summit part) substrates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chemical vapor deposition (ICP-CVD). The variations in the morphology and microstructure of 

CNTs due to coating of the BN and CN films were analyzed by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The energy dispersive x-ray (EDX) spectroscopy and Raman spectroscopy were used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the 

coated layers (CN and BN) on CNTs. The electron-emission properties of the BN-coated and CN-coated CNT-emitters 

were characterized using a high-vacuum field emission measurement system, in terms of their maximum emission 

currents (Imax) at 1kV and turn-on voltage (Von) for approaching 1µ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ax curr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Von voltage were remarkably reduced by the coating of CN or BN films. The measured 

values of Imax-Von were as follows; 176µA-500V for the 5nm CN-coated emitter and 289µA-540V for the 2nm BN-coated 
emitter, respectively, while the Imax-Von of the as-grown (i.e., uncoated) emitter was 134µA-620V. In addition, the CNT 
emitters coated with thin CN or BN films also showed much better long-term (up to 25h) stability behaviors in electron 

emission,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NT e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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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 나노튜 (carbon nanotube, CNT)는 화학  안정성, 

열  도성, 기계  강도, 그리고 높은 종횡비(aspect ratio)

에 의한 계방출 특성이 뛰어나 디스 이, x-ray(엑스선) 

튜 , 연료 지 등과 같은 범 한 나노 소자 응용 분야의 

신소재로 각 받고 있다[1-3]. 특히, 최근에는 난치암의 진

단  근 치료(brachytherapy)를 한 엑스선 발생 자원

(electron source) 응용에 있어서, 기존의 열음극(hot 

cathode, thermionic emission) 신에 탄소 나노튜  기반

의 냉음극(cold cathode, field emiss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열음극의 경우 속 필라멘트

를 1000
o
C 이상 가열하여 열 자 방출 후 속 양극(anode)

에 가속된 자가 충돌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바, 가격

이 렴하고 높은 엑스선 도(flux)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리 이용되어 왔으나, 자방출 원리에 기인한 

구조  문제 때문에 소형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장치 설계의 

융통성에 제한이 있으며, 열 자 방출의 낮은 응답속도

(response time)로 인해 시간해상도의 제약이 따르고, 높은 

동작 온도로 인해 엑스선 장치의 수명이 짧으며, 막 한 운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술 개발  측면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탄소 나노튜  

기반의 냉음극의 경우에는 장치의 소형, 경량화가 용이하며, 

빠른 응답속도와 수 나노 (nanosecond) 이상의 시간해상도

를 갖는 등의 상기한 문제들을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 를 이용한 소형 고해상

도 엑스선 발생 자원 개발에 한 기 연구  원천기술 

개발에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4,5]. 이와 련하여 본 

연구 에서는 탄소 나노튜 를 나노 크기의 다양한 속 

(tip) 에 직  성장시켜 자빔(electron beam)의 방출면

을 임으로써 고분해능의 엑스선 상을 구 하기 한 연

구를 수행하고 그 일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6,7]. 그러나 

나노 크기의 속 을 사용함으로써, 자방출 면 이 축소

되고 이로 인해 방출 류가 작아지게 되며, 한, 탄소 나노

튜 와 속 간의 약한 착력과 공 되는 계 그리고 

진공내 잔류하는 가스들에 의해 발생되는 열화 상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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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 은 탄소 나노튜 를 엑스선 장치에 사용하는데 있

어 문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속 을 기 으로 사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 을 해결하고 탄소 나노튜 를 고해상도 

 소형 엑스선 이미지 장치의 자원으로 사용하기 해 

나노 크기의 속  에 직  성장된 탄소 나노튜  에 

일함수(work function)가 작고, 일반 으로 음(negative)의 

자친화도(electron affinity) 성질을 갖는 CN(carbon 

nitride), BN(boron nitride)과 같은 비정질 질화막을 코 하

여 계방출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연구하 다. 

유도결합 라즈마 화학기상증착(inductively coupled 

plasma-chemical vapor deposition, ICP-CVD) 방법을 통해 

탄소 나노튜 를 성장시킨 후[8], 스퍼터링(sputtering) 방법

에 의한 질화막의 증착, 질화막의 코  이 과 이후의 탄소 

나노튜 에 한 구조  변화를 분석하 고, 질화막의 종류 

 두께에 따른 탄소 나노튜 의 계방출 특성 변화 등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소개하 다. 한, 계방

출 특성을 나타내는 요한 요소인 일함수와 계향상인자

(field-enhancement factor) 값을 Fowler-Nordheim(F-N) 그

래 를 통하여 산출하 고, 산출된 결과 값과 계방출 특성

간의 계에 해 설명하 다. 끝으로 장시간 (25시간 이상) 

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질화막의 종류에 따른 류 변동

(current fluctuation)의 차이를 분석하 고, 질화막의 코  

여부에 의한 안정성의 차이에 해 비교하여 그 결과를 나

타내었다.

 

2. 본  론

2.1 실험방법

미세한 속 을 탄소 나노튜 의 기 으로 사용하기 

하여 직경 250㎛의 지름을 갖는 텅스텐(W) 와이어(wire)를 

2mol/L의 KOH 수용액 안에서 백 (Pt) 극과 3V의 직류

압을 이용한 기화학식각(electrochemical etching) 방법

을 통하여 끝의 직경이 약 500nm인 원추형 텅스텐 을 제

작하 다. 탄소 나노튜  성장 시 매 속이 텅스텐  안

으로 확산되는 상을 방지하고, 탄소 나노튜 와 기 과의 

응착력(adhesion) 향상을 하여 마그네트론(magnetron) 스

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Al(aluminum, 5nm, DC)/Ni(nickel, 

35nm, RF)/TiN(titanium nitride, 40nm, RF)]와 같은 다층 

구조의 완충박막을 증착하 다. 탄소 나노튜 의 성장을 

한 매 물질은 Ni을 사용하 으며, ICP-CVD 방법을 이용

하여 반응기 내 압력 400mTorr, 반응가스 혼합비 C2H2/NH3 

= 125/200, 기 온도 700
o
C, RF 력 200W의 조건에서 10분 

동안 탄소 나노튜 를 성장시켰다. 탄소 나노튜 와의 이종

합 형성에 사용된 BN 박막은 BN(99.999%) 타겟(target)

을 사용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을 방법으로 

5mTorr(Ar 85sccm)에서 50W의 낮은 RF 력을 인가하여 

증착하 고, CN 박막은 동일한 방법으로 흑연(graphite, 

99.999%) 타겟을 이용하여 5mTorr(Ar/N2 = 80/20), RF 

150W 조건에서 증착하 다. 상기 BN  CN 박막들은 각각 

증착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증착함으로써 다양한 두께의 박막

이 탄소 나노튜 와 이종 합을 형성하도록 하 다. 한, 

CN 박막 증착과 동일한 조건에서 Ar/N2의 비율을 80/0으로 

하여 비정질 탄소 박막도 함께 증착하여 질화막과의 향을 

비교하 다.

탄소 나노튜  에 형성된 BN 혹은 CN 박막층의 존재

는 EDX(EX-250, Horiba)  Raman 분  분석기(RM1000, 

Renishaw)을 이용하여 확인하 고, 상기 질화막들의 코 에 

따른 탄소 나노튜 의 구조  변화는 FE-SEM(JSM-6330F, 

JEO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BN/CNT  CN/CNT 등의 

이종 합 구조 이미터의 계방출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고 압 공 기(Keithley 248)와 미세 류 측정기(Keithley 

6517A)를 사용하여 자방출의 류- 압 특성을 측정하

다. 여기서, 계방출 측정 시  끝과 양극과의 거리  측

정장치 내 진공도는 각각 250㎛  8×10
-8
Torr이었다. 

2.2 결과  고찰

탄소 나노튜  에 CN  BN 등의 질화막을 증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탄소 나노튜 의 구조  변화를 찰

하기 하여 상기 질화막들이 증착되기 이 과 이후에 한 

FE-SEM 사진을 비교하 다. 그림 1의 (e)와 (f)는 CN 박

막, (g)와 (h)는 BN 박막이 각각 증착된 이후의 사진들이며, 

그림 1 BN  CN 박막의 증착 이 ((a)-(d))  증착 이후

((e)-(h))의 CNT에 한 FE-SEM 사진

Fig. 1 FE-SEM images for as-grown ((a)-(d)), CN-coated  

((e)-(f)), and BN-coated ((g)-(h))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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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는 각각의 시료에 한 질화막 증착 이 의 상태

(즉, as-grown)의 사진들을 나타낸 것이다. 5nm 두께의 CN

박막 혹은 2nm 두께의 BN 박막과 같이 비교  얇은 박막

을 증착한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 의 직경이나 길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nm 두께 이상의 CN 혹

은 BN 박막을 증착한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 의 직경이 

히 두꺼워졌으며, 튜 의 길이는 다소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탄소 나노튜  에 

CN 혹은 BN 박막을 증착할 때 라즈마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해 탄소 나노튜 에 손상을 주어 길이가 감소하게 

되고, 탄소 나노튜 의 직경이 증가한 것은 두꺼운 CN  

BN 박막이 증착되었기 때문이라 단된다. 한, 이는 결과

으로 탄소 나노튜 의 종횡비가 그 에 증착되는 CN  

BN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CN  BN 박막이 탄소 나노튜  

에 증착되었음을 확인하기 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Si 

wafer 에 증착된 CN  BN 박막에 하여 EDX 분석

(CN 박막의 경우)  Raman 분석(BN 박막의 경우)을 각각 

수행하 다. 한, CN 박막의 증착시 박막 내 질소 함유를 

구분하기 하여 그림 2의 (a)에는 질소가 포함되지 않은 

탄소막이 증착된 경우의 EDX 결과를 나타내었고, 그림 2의 

(b)에는 (a)에서 사용한 동일한 조건 외에 질소를 

Ar/N2=80sccm/80sccm 조건으로 추가하여 CN 박막을 증착

그림 2 EDX((a)-(b))  Raman 스펙트럼((c)) 분석 결과 

Fig. 2 EDX results ((a)-(b)) and Raman spectrum ((c)) 

한 경우의 EDX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바. N2 가스의 혼

입에 의해 CN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그

림 2의 (c)에 나타낸 Raman 분 분석 결과, 1375cm
-1
 부근

에서 특정한 Raman 피크(peak)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h-BN의 피크와 일치한다[9]. 즉, 이

와 같은 EDX  Raman 결과와 더불어, 그림 1의 

FE-SEM 사진들에서 비교한 질화막들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탄소 나노튜 의 구조  변화 결과는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CN  BN 박막층이 탄소 나노튜 에 형성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해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서로 다른 두께의 CN 혹은 BN 박막이 증착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계 자방출에 한 류- 압 특

성의 측정 결과를 as-grown 상태의 탄소 나노튜  이미터

의 특성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선, 30nm의 CN 박막 

혹은 15nm의 BN 박막과 같이 비교  두꺼운 질화막이 코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압에서 

방출되는 류의 크기가 박막이 코 되지 않은 as-grown 

상태의 탄소 나노튜  이미터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된 결과

가 나타났다. 이는 그림 1의 FE-SEM에서 측한 바와 같

이 코  박막의 두께가 상 으로 무 두꺼워서 탄소 나

노튜 의 종횡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자방출시 계향

상인자(field-enhancement factor, β)가 작아졌기 때문이라 
단된다. 한, 탄소 나노튜 로부터 방출된 자가 CN 혹

은 BN 박막층을 뚫고 방출할 때 코 막의 두께가 무 커

서 터 링(tunneling) 확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as-grown 탄

소 나노튜  이미터에 비하여 계방출 특성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5nm의 CN 박막 혹은 2nm의 BN 박막과 같이 매

우 얇은 두께의 질화막이 코 된 경우에는 as-grown 이미터

의 특성에 비하여 히 향상된 자방출 특성이 얻어졌다. 

즉, as-grown 상태 이미터의 경우 자방출을 한 개시

압(Von)은 약 620V이었고, 1kV의 구동 압에서 약 134µA의 

 

그림 3 CN  BN 박막의 코 에 따른 CNT 이미터의 자

방출 류- 압 특성 

Fig. 3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electron emission 

for various (including as-grown, CN- and BN-coated) 

CNT-e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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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방출 류(Imax)가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5nm의 CN 박

막이 코 된 경우에는 Von이 약 500V, Imax이 약 176µA, 
한 2nm의 BN 박막이 코 된 경우에는 Von이 약 540V, Imax

이 약 289µA 등으로 나타난 바, 얇은 질화막의 코 에 의해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자방출 개시 압은 낮아지고, 최

 방출 류는 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얇은 두께의 질화막을 코 한 경우 탄소 나노

튜  이미터의 자방출 특성이 향상된 것은 CN  BN 물

질의 일함수가 탄소 나노튜 의 일함수(약 5eV)에 비해 낮

으며, 음의 자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

로부터의 자방출에 한 실질 인 유효(effective) 일함수

가 낮아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0]. 그림 4는 그림 3의 

류- 압 특성에 한 Fowler-Nordheim(F-N) 그래 를 나

타낸 것으로서 이 그래 와 아래의 식(1)을 이용하여, 제작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유효 일함수(φ, eV)와 계향상

인자(β, cm-1)를 산출하 고, 그 결과를 표 1에 정리하 다. 

K = -6.83×10
7φ3/2
s(y0)/β                     (1)

여기서, K는 F-N 그래 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s(y0)는 

1.000에서 0.833 사이에 있는 값으로서, 0.917로 가정했을 때 

최  오차는 10%를 넘지 않는다[11]. 계향상인자를 산출

그림 4 I-V 특성에 한 Fowler-Nordheim(F-N) 그래  

Fig. 4 Fowler-Nordheim(F-N) plots corresponding to the I-V 

characteristics of Fig 3. 

 

표 1 Effective  work  functions  and  field-enhancement  

factors estimated from the various CNT emitters

Table 1 다양한 탄소 나노튜  이미터로부터 산출된 유효일

함수  계향상인자

CNT emitters φ (eV) β (cm-1)

as-grown CNT 4.90 7.7 × 104

BN(2nm)-coated CNT 4.38 7.7 × 10
4

BN(15nm)-coated CNT 4.38 6.8 × 10
4

CN(5nm)-coated CNT 3.90 7.7 × 10
4

CN(30nm)-coated CNT 3.90 5.2 × 10
4

하기 하여 as-grown 상태의 탄소 나노튜 에 한 일함

수는 4.90eV로 가정하 고, 이로부터 산출된 as-grown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계향상인자는 약 7.7×10
4
cm

-1
이었다. 

한, 얇은 CN(5nm) 혹은 BN(2nm) 박막을 코 한 탄소 나

노튜 의 경우에는 그림 1의 FE-SEM 결과에서 확인하 듯

이, 탄소 나노튜 의 구조  종횡비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바, 상기 두 가지 시료들에 한 계향상인자

는 as-grown 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2nm의 BN 박막  5nm의 CN 박

막을 코 한 탄소 나노튜 의 유효 일함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4.38eV  3.90eV 등으로 as-grown 상태의 탄소 나노

튜 의 일함수에 비해 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질화막의 두께에 따른 일함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할

때, 15nm의 BN 박막  30nm의 CN 박막을 코 한 경우에

는 계향상인자가 각각 6.8×10
4
 cm

-1
  5.2×10

4
 cm

-1
 등으

로 감소하 기 때문에 as-grown 이미터에 비하여 오히려 

자방출 특성이 하되는 상이 나타났다고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CN 혹은 BN 박막이 코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장시간 동작에 따른 자방출의 안

정성을 분석하 다. 그림 5는 2nm 두께의 BN 박막  5nm

의 CN 박막이 코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들과 as-grown 

이미터를 각 소자에서 동일한 류(10µA)를 방출하게 하는 
구동 압을 약 25시간 동안 인가하면서 자방출에 한 

류- 압 특성의 변화를 매 10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s-grown 상태의 탄소 나노튜  이

미터의 경우 25시간 동작 후 방출 류의 크기가 기값

(10µA)의 약 1/10 수 으로 히 하된 것에 비하여, 

BN 혹은 CN 박막이 코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들의 경

우에는 25시간의 동작 이후에도 거의 기값 수 의 방출

류를 그 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탄소 나노튜 에 얇은 비정질 질화막을 코 한 

경우 자방출의 장시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화학

 안정성, 부식  산소에 한 항성 등의 물성을 가지고

그림 5 다양한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장시간 동작에 따른 

류- 압 특성의 변화

Fig. 5 Long-term stability in electron emission for various   

CNT-e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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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N  BN 박막이 장시간 자방출에 따른 탄소 나노

튜 로 손상  열화 상을 효과 으로 억제하는 보호층으

로 작용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2]. 한, 이와 더불어 동

일한 방출 류(10µA)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구동 압이 

as-grown 이미터의 경우 약 790V이었던 것에 비하여, 5nm

의 CN 박막을 코 한 경우 약 700V, 2nm의 BN 박막을 코

한 경우 약 600V로 상 으로 낮았기 때문에, 장시간 고

압 인가에 의해 이미터에 미치는 손상이 더 을 수 있었

다는 것도 자방출 특성의 열화가 억제된 이유라 할 수 있

다. 이는 탄소 나노튜 를 소형 엑스선 의 자원으로 

상용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시간 소자 동작에 따른 

자방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사

료된다.

3. 결  론

원추형 미세  구조의 기  에 탄소 나노튜 를 직  

성장시키고, 그 에 CN  BN 박막을 코 한 이종 합 구

조의 탄소 나노튜  이미터를 제작하 다. 제작된 이미터들

의 계방출 류- 압 특성을 비교한 결과, 탄소 나노튜  

만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이미터가 가지는 특성에 비하여 

5nm의 CN 혹은 2nm의 BN 박막 등과 같이 얇은 질화막이 

코 된 탄소 나노튜  이미터들의 경우, 계방출에 필요한 

구동 압이 히 낮아지고 동일한 구동 압에서 방출 류

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자방출 특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동작에 따른 자방출의 

안정성 평가에서도 상기 질화막들을 코 한 경우에는 약 25

시간 구동 이후에도 기의 방출 류값을 거의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바, 기존의 탄소 나노튜  이미터에서 흔히 나

타나는 방출 류의 열화 상이 히 억제됨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인체 삽입형이면서 

고분해능을 가지는 소형 엑스선 의 냉음극 자원으로서, 

방출 류가 크고 장시간 동작시 높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상 인 탄소 나노튜  이미터의 제작시 기  연구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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