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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monstrated size control of Au nanoparticles by heat treatment and their use as a catalyst for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NTs) growth with narrow size distribution. We used uniformly sized Au nanoparticles from commercial

Au colloid, and intentionally decreased their size through heat treatment at 800 oC under atmospheric Ar ambient. ST-cut quartz

wafers were used as growth substrates to achieve parallel alignment of the SWNTs and to investigate the size relationship

between Au nanoparticles and SWNTs. After the SWNTs were grown via chemical vapor deposition using methane gas, it was

found that a high degree of horizontal alignment can be obtained when the particle density is low enough to produce individual

SWNTs. The diameter of the Au nanoparticles gradually decreased from 3.8 to 2.9 nm, and the mean diameter of the SWNTs

also changed from 1.6 to 1.2 nm for without and 60 min heat treatment, respectively. Raman results reconfirmed that the

prolonged heat treatment of nanoparticles yields thinner tubes with narrower size distribution. This work demonstrated that heat

treatment can be a straightforward and reliable method to control the size of catalytic nanoparticles and SWNT diameter.

Key words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Au nanoparticles, diameter control, horizontal alignment, chemical vapor

deposition.

1. 서  론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NTs)를 차세대 나노전자소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SWNTs의 전도성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 현재까지 SWNTs의 전도성 제어를 위해서 다양

한 접근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아크방

전법(arc discharge) 및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등으로 대량합성 된 SWNTs를 정제과

정을 거친 후 금속성 튜브와 반도체성 튜브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Kataura et al.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성 튜브와 반도체성 튜브의 분리 정밀도 및 재현성

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보고했다.2) 하지만 이 방법은 액

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소자의 제작을 위해서는 액

상에 분산된 SWNTs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기술적 문제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향후 나노소자로 응

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도성 제어의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는 후 처리에 의

한 도핑법이다. 일반적으로 합성된 SWNTs는 금속성 튜

브와 p-형 반도체성 튜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극히 일

부의 양극성 전도특성을 갖는 튜브들로 이루어져 있다.3)

따라서 합성과 정제를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SWNTs

의 표면에 전자공여(donor)의 성질을 갖는 물질을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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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Na, K, Cs, Rb 등의 알칼리

금속이 도핑물질로 이용되어 왔고, 전자이송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4,5) 하지만 산화되기 쉬운

알칼리금속의 특성상 제작된 전자소자의 대기안정성에 관

한 문제가 예상되어 그 응용에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SWNTs 합성 시 직경 및 손지기

(chirality)를 직접 제어 합성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직경

이 커질수록 chirality는 점점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합성

단계에서 전도성 제어는 그 만큼 어렵게 된다. 따라서

평균 직경 1 nm 이하에서 동일한 직경을 갖는 SWNTs

를 합성하여 chirality를 한정시킴으로써 전도성을 제어하

고자 하는 방법이다. 특히, SWNTs의 합성촉매입자와

SWNTs 직경과의 유사성이 보고된 이후, 균일한 크기의

촉매입자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면, Ishida et al.은 E-beam lithography 기술

을 이용하여 합성촉매 성분인 철을 도핑시킨 비정질 탄

소의 나노구조체를 만들고, 열처리(anneal)를 통하여 철 촉

매 나노입자를 만들어 SWNTs를 합성한 연구결과를 발

표하였다.6) 또한 Javey et al.은 경사각 증착법을 통하여

촉매금속의 증착 유속(deposition flux)을 가능한 작게 하

여 평균직경 2-7 nm를 갖는 Fe 또는 Co 촉매 나노입자

를 제작한 후 이를 SWNTs의 합성에 이용하였다.7) 이러

한 기술들은 진공기술을 이용하여 비교적 균일한 나노입

자를 만들 수 있다는 공통점으로 건식촉매(dry catalyst)

로 분류하고 있으나, 촉매입자의 준비에 많은 공정과 시

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건식촉매법과 대조적으로, 액상콜로이드 및 촉

매금속을 함유한 단백질을 이용하는 습식촉매(wet catalyst)

법이 있다. 이 접근법은 Li et al.이 철 화합물을 함유한

단백질인 페리틴(ferritin)을 이용하여 좁은 직경 분포를

갖는 SWNTs의 합성을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8) 이어 Choi et al.은 철 이온을 포

함하는 덴드리머 고분자(dendrimer)를 이용하여 1-2 nm

직경의 나노입자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평균직경 1.4

nm를 갖는 SWNTs를 합성하였다.9) 한편, Jeong et al.은

페리틴에서 얻은 직경 2-7 nm 정도의 단분산(mono-disper-

sion)된 철 촉매를 이용하여 한 가닥씩(individual) SWNTs

를 합성하였으며 그 직경은 0.7-3.0 nm 사이에 분포함을

보고하였고, 촉매입자와 그것으로부터 합성된 SWNTs의

크기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였다.10) 그 결과 촉매입자의

크기가 SWNTs의 직경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 이로부터 촉매입자와 SWNTs 사이의 정확한 크기 관

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실험

연구와 더불어 분자동력학 및 제일원리계산법을 이용한

이론연구들도 SWNTs의 직경제어 및 합성메커니즘 규명

을 위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

과를 종합하면, 촉매입자의 직경이 일정 수준(3-5 nm) 이

상으로 커지면 촉매입자가 SWNTs의 직경보다 항상 크

다는 것이다. 따라서 2 nm 보다 작고 균일한 크기의 촉

매입자를 준비하는 것이 SWNTs 직경제어 합성에 중요

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촉매 나노입자의 크

기를 작고 균일하게 얻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Jeong et al.은 Co 금속을 함유한 페리틴을 이용하여 Co

촉매 나노입자를 얻었고, 그것을 기판에 단 분산 시킨 후

900 oC의 고온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증발(evaporation)에 의

한 촉매입자의 크기 감소와 SWNTs의 평균 직경의 감소

를 보고하였다.11) 이 후 Song et al.12) 및 Ago et al.13)

에 의해서도 고온 열처리에 의한 철 및 코발트 나노입

자의 크기 감소와 이에 따른 SWNTs의 평균 직경 감소

에 대한 유사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현재, 직경 1 nm

수준에서 정확한 크기의 상관관계를 실증하는 데는 추

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열처리를 통하여 촉매 나

노입자의 직경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준 연구들이다. 

이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Dai 그룹14) 및 Hatakeyama

그룹은15) 플라즈마 CVD 합성을 통한 직경제어의 가능

성을 보고하였으며, 최근 Liu그룹16) 및 Zhou 그룹17) 등

은 직경 및 chirality를 제어하기 위해 에피텍시 성장법

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SWNTs의 직경제어 합

성을 위하여 지난 십여 년 동안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활

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NTs의 합성촉매로서 콜로이드 상태

로 존재하는 평균직경 5 nm의 금 나노입자를 기판에 분

산시킨 후,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직경을 제어하고 나

아가 이를 좁은 직경분포를 갖는 SWNTs의 합성에 이

용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수평배향 SWNTs의 합성기판으로는 석영기판(ST-cut

quartz, MTI)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석영기판에 금 나

노입자가 안정적으로 분산되도록 APTES(aminopropyltri-

ethoxysilane)을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표면처리 방법은 이전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18) 석영

기판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 표면의 스텝(step) 구조가 영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본 실험에서는 석영기판의

열처리 온도를 800~1100 oC로 달리한 후, SWNTs를 합

성하여 SWNTs의 수평배향도(degree of horizontal align-

ment)에 미치는 석영기판의 전처리(pretreatment) 온도 의

존성을 조사하였다. 

SWNTs의 합성촉매로는 평균직경 5 nm의 금 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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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를 구매하여 합성기판에 스핀코팅법으로 분산하

여 사용하였다. 스핀코팅의 조건은 4000 rpm에서 2분으

로, 금 나노입자의 농도는 0.01 vol.% 로 각각 최적화하

였다. 분산된 금 나노입자는 700~900 oC의 온도구간에서

대기 중 열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금의 증발을 유도하였

으며, 열처리 시간을 달리하여 금 나노입자의 크기를 제

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열처리를 통하여 크기가 감소

된 금 나노입자를 합성촉매로 이용하여 SWNTs의 직경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SWNTs의 합

성은 직경 1인치의 석영관으로 제작된 수평 CVD 장치

를 사용하였다. 우선 열처리를 거친 석영기판을 1 cm

× 1 cm 크기로 절단한 후, APTES 처리 후 금 나노입자

를 스핀코팅으로 도포시키고 CVD 챔버에 넣은 후, 대

기상태에서 각각 700, 800, 900 oC까지 승온을 한다. 각

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5, 10, 20, 30, 60분씩 시간을 달리

하여 열처리를 실시한 후,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기

저압력을 4 × 10−2 Torr 이하로 유지한 후, 아르곤(Ar, 900

sccm)과 수소(H2, 100 sccm)의 혼합가스를 흘려주며 대

기압 상태로 만들고, 이후 CVD 챔버의 압력은 상압으

로 유지하였다. SWNTs 합성온도는 900 oC로 고정시켰

으며, 메탄(CH4, 900 sccm)과 수소(H2, 100 sccm)를 흘려

주며 5분 동안 합성한 후, 아르곤 가스로 전환하여 상

온까지 노냉하였다. 

금 나노입자 및 합성된 SWNTs의 직경은 원자간힘현

미경(AFM, Park Systems XE-70)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탭핑(tapping) 모드로 측정하였으며, 수평배향 SWNTs의

합성 양상은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Hitachi

S-43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특히 열처리를 통하여 크

기가 제어된 금 입자를 이용하여 합성된 SWNTs의 직

경을 광학적인 방법으로도 측정하기 위하여 Raman분광

기(HORIBA, Aram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

로 공중에 뜬 SWNTs의 라만산란 강도는 기판 위에 존

재하는 SWNTs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석영기판 위에 합성된 수

평배향 SWNTs를 3차원 구조의 패턴기판에 전사(transfer)

함으로써 SWNTs의 일부를 공중에 뜬 상태로 만들어서

라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조건은 여기 파장 532 nm,

직경 1 µm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동일 위치에서 3회 측

정한 평균값을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한편 본 실험에서

최적화 된 SWNTs의 전사공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석

영기판 위에 수평배향 합성된 SWNTs를 PMMA로 스핀

코팅한 후, 175 oC에서 2분간 막 안정화를 시킨다. 그 다

음 접착테이프를 PMMA 막 위에 붙인 뒤, 75 oC, 3M의

수산화칼륨수용액(KOH) 속에 60분간 담궈 석영기판을 분

리시킨다. 그 후 접착테이프/PMMA/SWNTs를 패턴기판

위에 위치시키고, 100 oC의 핫 플레이트 위에서 접착테

이프를 서서히 벗겨낸 다음, 마지막으로 아세톤을 이용

하여 PMMA를 제거하게 되면, 석영기판 위에 합성되었

던 SWNTs가 패턴기판 위에 그대로 전사된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열처리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한 실험결과로서, APTES를 이용하여 표면처리

된 석영기판 위에 금 나노입자를 도포한 후, 온도를 달

리하여 열처리한 후 AFM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1(a)는 전술한 최적 스핀코팅 조

건인 4000 rpm에서 2분으로 농도 0.01 vol.%의 금 콜로

이드를 도포한 후의 AFM 이미지이다. 전형적인 금 나

노입자의 높이가 3.8 nm임을 Height profile로써 알 수

있다. Fig. 1(b)-1(d)는 각각 700, 800, 900 oC에서 30분

씩 열처리한 후의 AFM이미지이다. 각 조건에서의 전형

적인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3.7, 3.2, 1.7 nm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열처리온도 및 열처리시간에 따른 금 나노

입자의 크기변화를 Fig. 1(e)에 정리하였다. 60분의 열처

Fig. 1. AFM results showing size changes of Au nanoparticles by

heat treatment. AFM topographic images for (a) as-dispersed, (b)

700
o

C, (c) 800
o

C, and (d) 900
o

C, 30 min-annealed Au NPs.

Height profiles in each image correspond to the size of Au nano-

particles denoted by white arrows. (e) Variation of Au particle size

with annealing temperatur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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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도 불구하고, 700 oC에서는 크기의 감소가 잘 관찰

되지 않았으나, 900 oC에서 열처리한 샘플의 경우, 열처

리에 의해 평균 3.78 nm에서 1.19 nm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열처리에 따른 금 나노입

자의 직경 감소분을 정량화해 보면, 700, 800, 900 oC로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경의 감소 속도 또한

0.004, 0.014, 0.043 nm/min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금 나노입자가 SWNTs의 촉매로 이용 가

능한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석영기판 위에

0.1 vol.%의 고농도 금 콜로이드를 분산시킨 후 SWNTs

를 합성하였다. Fig. 2(a)는 합성 후 석영기판의 SEM이

미지로서 고농도의 SWNTs가 합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

으며, 대다수의 SWNTs가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

로 배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성된 SWNTs의 보

다 자세한 분석은 AFM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b)와 2(c) 나타냈다. AFM이미지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수 의 SWNTs가 좌하에서 우상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

며, 간혹 굵은 SWNTs를 중심으로 배향방향과 어긋나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SWNTs의 직경은 height profile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Fig. 2(b) 내 붉은선(aa’)에 걸치

는 SWNTs의 직경이 대략 1.0-1.7 nm에 해당 됨을 알

수 있고, 녹색선(bb’)에 걸리는 두 개의 튜브는 직경이

2.5와 3.3 nm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SWNTs의 우수한 전기적, 전자적 특성을 이

용하여 나노전자소자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SWNTs

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촉매 나노

입자를 합성기판 위에 적정밀도로 분산시키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SWNTs의 합성기판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산화막의 경우, SWNTs

는 방향성 없이 합성되어 튜브의 뭉침(bundling) 및 엉

킴(network)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개별 SWNTs를 얻기 위한 합성 기판으로

사파이어와 석영기판이 보고되고 있으며,19,20) 공통점으로

는 특정 결정면에서의 특별 표면구조 및 원자배열에 의

한 SWNTs의 우선방향 성장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ST-

cut 석영은 Y-축 방향으로부터 38o 기울어 있는 (0111)면

으로 자른 기판으로서, 기판 표면에 형성된 스텝방향으

Fig. 2. A representative (a) SEM and (b) AFM images show SWNTs grown on quartz substrate. (c) Top and bottom height profiles

correspond to the size of red (a-a’) and green (b-b’) lines in Fig 2(b), respectively. 

Fig. 3. SEM images and corresponding graphs indicate the degree of horizontal alignment of SWNTs grown on quartz substrates. The

quartz substrates are annealed with different temperatures at (a) 800
o

C, (b) 900
o

C, (c) 1000
o

C, and (d) 1100
o

C for 8 hrs. Inset in the

graph of Fig. 3(a) depicts a deviation angle (θ). 



열처리를 통한 금 나노입자의 크기 제어와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촉매로의 이용 741

로 SWNTs를 수평배향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보고되

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SWNTs의 배향성 향상을 위해서 ST-cut

석영기판을 열처리하여 표면의 스텝구조의 안정화를 도

모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

3(d)는 각각 800, 900, 1000, 1100 oC에서 8시간씩 열처

리를 실시한 석영기판 위에 SWNTs를 합성한 후의 SEM

이미지이며, 화살표는 SWNTs의 배향방향인 스텝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SEM이미지를 바탕으로 배향방향에서 어

긋나게 합성된 SWNTs의 각도(deviation angle, θ)를 측

정하여 그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800 oC (Fig. 3(a))와 900 oC (Fig. 3(b))에서 처리한 석영

기판의 경우는 SWNTs의 배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측정된 배향도는 각각 8 %와 15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000 oC (Fig. 3(c))에서 처리한 석영기판의

경우는 35 %의 가장 높은 배향성을 나타냈다. 1100 oC

(Fig. 3(d))에서 처리한 석영기판의 경우도 33 %의 비교

적 높은 배향성을 나타내었으나, 8시간의 열처리에 의한

열충격으로 기판에 물리적 손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재현성 있는 실험을 위해서는 석영기판을

1000 oC에서 8시간 전처리 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임을

알았다. 

이로써 촉매 나노입자인 금 콜로이드를 합성기판 위에

저밀도로 단분산 시킴으로써 고온의 열처리 및 합성공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면확산에 의한 나노입자의 뭉

침(agglomeration)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하나의 금 촉매

입자에서 개별적인 SWNTs를 합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였고, 또한 석영기판의 전처리를 통하여 표면구조

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개별 SWNTs의 엉킴이나 뭉침 현

상 없이 수평배향 성장 시킬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다. 

Fig. 4. Histograms show diameter distributions of Au nanoparticles and SWNTs grown at 900
o

C. The Au catalytic nanoparticles are annealed

at 800
o

C for (a) 5, (b) 10, (c) 20, (d) 30, and (e) 60 min. (f) Size relationship between SWNTs and thermal-treated Au nanoparticles at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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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도출된 최적조건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

를 석영기판 위에 분산시킨 후, 800 oC에서 열처리를 각

각 5, 10, 20, 30, 60분 실시한 후 SWNTs를 합성하였다.

Fig. 4(a)-4(e)는 각 조건에서의 금 나노입자와 합성된

SWNTs 직경의 AFM 측정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냈으며, Fig. 4(f)에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Fig. 4(a)에

나타나듯이, 5분 열처리한 샘플에서는 금 나노입자는

3.5 ± 0.4 nm의 평균직경과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로부터

합성된 SWNTs는 1.6 ± 0.4 nm의 직경분포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촉매입자의 직경이 SWNTs의

직경보다 훨씬 큰 결과는 이전에도 Jeong et al. 등에 의

해 보고 되었다.22) 한편 열처리 시간이 60분까지 증가

함에 따라 촉매의 평균직경은 서서히 감소하여 2.8 ± 0.3

nm의 크기분포를 나타냈으며, SWNTs 또한 점차적으로

직경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1.2 ± 0.3 nm의 직경분포를

나타내었다(Fig. 4(e)). 이로부터 촉매입자의 크기가 감소

함에 따라 SWNTs의 직경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

으며,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2.8 nm 이상의 크

기를 갖는 촉매의 경우, SWNTs의 직경보다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e)). 따라서 촉매입자의 크기

가 2 nm 이하로 작아질 경우, SWNTs의 직경과 어떤 관

계를 나타내는 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 nm 이하의 SWNTs 직경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상기와 같은 AFM 이외에도 TEM에

의한 직접관찰법 및 라만분광법에 의한 간접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만분광법을 이용하여

SWNTs의 직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별 SWNTs

의 라만스펙트럼은 튜브가 부유상태에 있으면 그 신호

가 증폭되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높은 스펙트럼 강도

를 얻기 위해서는 액상에 분산하거나 공중에 띄운 구조

(suspended structure)를 제작하여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에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석영기판 위에 수평배향 합성한 SWNTs

를 PMMA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미리 제작된 패턴구

조를 갖는 기판에 옮겨놓는 전사공정을 통하여, SWNTs

를 공중에 띄운 구조를 제작하였다. Fig. 5(a)는 제작된

패턴기판 위에 SWNTs를 전사한 후 얻은 저배율 SEM

이미지이다. Fig. 5(b)는 고배율 이미지로서, 평행하게 정

렬되어 공중에 떠 있는 SWNTs를 화살표로 나타냈다. 따

라서 라만의 레이져를 화살표 부위와 같이 공중에 떠 있

는 곳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전사된 SWNTs로부터의 높

은 강도의 라만 스펙트럼을 얻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SWNTs의 라만스펙트럼에는, 1350 및 1600

cm−1 근처에서 D- 및 G-band로 명명된 특성 피크를 볼

수 있다(Fig. 5(c)). D-band는 탄소소재에 존재할 수 있

는 비정질 탄소나 끊어진 탄소-탄소 결합 등을 포함한

구조적 결함(structural defects)과 관련된 피크이고, G-

band는 sp2결합을 하는 탄소구조체의 탄소-탄소결합 사

이의 분자진동(tangential stretching mode)과 관련한 피

Fig. 5. (a) SEM image shows horizontally-grown and transferred

SWNTs from quartz to patterned substrate. (b) Detail SEM view

indicates transferred SWNTs onto the line-patterned substrate.

Arrows denote horizontally-suspended SWNTs. (c) A representative

Raman spectrum from the suspended SW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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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이다. 100-350 cm−1 부근에서는 radial breading mode

(RBM)라 불리는 SWNTs의 직경과 반비례하는 특성 피

크가 나타나게 된다. RBM피크와 SWNTs의 직경과의 관

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ω = (A/d) + B, 여기서 ω는 피크위치, d는 튜브직경, A

와B는 튜브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수이다. 본 연구

에서는 공중에 뜬 상태의 SWNTs에 적용할 수 있는

ω = (204/d) + 27 의 식을24) 이용하여 SWNTs의 직경을 도

출하였다. Fig. 5(c)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금 나노입자

를 이용하여 합성 및 전사한 SWNTs의 전형적인 라만

스펙트럼으로서, 151 cm−1 피크는 1.64 nm 직경을 갖는

SWNTs에 상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6(a)는 열처리 하지 않은 금 나노입자로부터의

SWNTs, Fig. 6(b)와 6(c)는 800 oC에서 10분 및 30분

열처리한 금 나노입자로부터 합성 및 전사한 suspended

SWNTs에서 얻은 전형적인 RBM 영역의 라만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래프의 M과 S는 금속성 튜브와 반도체성 튜

브를 나타내며, 302 cm−1 부근의 피크는 실리콘 산화막 기

판에 기인한 피크이다.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열처리

를 하지 않은 경우(Fig. 6(a)) 피크 위치는 140, 143, 145

cm−1이며, 이는 각각 1.80, 1.76, 1.73 nm의 직경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분 열처리한 샘플에서는

SWNTs 직경이 1.58, 1.55, 1.53의 직경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6(b)). 끝으로, 60분간 열처리한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경우(Fig. 6(c)), 피크는 193, 195에서 재

현성 있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1.23, 1.21 nm의 직경을

갖는 SWNTs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Fig. 4에 나

타낸 AFM의 측정결과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처리를 통한 금 나노입자의 크기 제

어와 그 입자를 좁은 직경분포를 갖는 SWNTs의 합성

촉매로 응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700-900 oC 영

역에서 최대 60분까지 열처리를 실시하여 금 촉매입자의

크기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촉매입자와 SWNTs의 직경과

의 크기 유사성에 착안하여 균일 직경을 갖는 SWNTs

를 합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전도성이 제어된 SWNTs

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합성 기판은 SWNTs의 수평배향

성장을 위해서 석영기판을 이용하였으며, 메탄 CVD법으

로 SWNTs를 합성하였다. 800 oC 에서 금 촉매미립자를

60분 열처리한 결과, 직경이 최초 3.8 nm에서 2.9 nm까

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SWNTs의

평균 직경은 1.6 nm에서 1.2 nm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SWNTs의 직경 변화는 라만분광 분석을

통하여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 이용된 촉매입

자의 크기 범위에서는 SWNTs 보다 촉매입자가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작은 크기의 촉매입자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SWNTs 직경제어 합성을 위하여 촉매 나노입자

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노입자의 크기를

손쉬우면서도 재현성이 높은 열처리로 제어가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6. Raman spectra obtained from the suspended SWNTs which

grow using Au catalytic nanoparticles annealed at 800 oC with

different treatment time (a) 0, (b) 10, and (c) 30 min. M and S in each

graph correspond to the Raman resonance region for metallic and

semiconducting SWNTs taken from the Kataura plo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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