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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olling the stick and slip motions of the contact lines in a confined geometry comprised of a spherical lens

with a flat substrate is useful for manufacturing polymer ring patterns. We used a sphere on a flat geometry, by which we could

control the interfaces of the solution, vapor and substrate. By this method, hundreds of concentric ring-pattern formations of

a linear conjugated polymer, poly [2-methoxy-5-(2-thylhexyloxy)-1,4-phenylenevinylene] (MEH-PPV), were generated with

excellent regularity over large areas after complete solvent evaporation. Subsequently, the MEH-PPV ring patterns played a role

as a directed template to organize highly regular concentric rings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SWCNTs); when a droplet

of the SWCNT suspension in water was casted onto the prepared substrate, hydrophobic polymer patterns confined the water

dispersed SWCNTs in between the hydrophilicized SiO2/Si substrate. As the solvent evaporated, SWCNT-rings were formed

in between MEH-PPV rings with controlled density. Finally, we used a lift-off process to produce SWCNT patterns by the

removal of a sacrificial polymer template with organic solvent. We also fabricated a field effect transistor using self-assembled

SWCNT networks on a SiO2/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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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나노전자소자 연구분야의 핵심 화두는 고가의

반도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

으로, 기존 고가의 반도체 장비 및 프로세스를 이용하

지 않는 저렴한 나노구조체 기반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

율적이며 경제적인 접근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프로세스

가 자기조립(self-assembly)을 통해 특정한 전기적인 특

성을 갖는 나노구조체를 기판상에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기조립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하향방식

(top-down)으로 쉽게 제조할 수 없는 나노물질을 저가의

제조 공정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합성할 때 사용하는 방

법이다. 현재 정밀하게 제어된 용매증발에 기인한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s)의 자기조립 패턴 형성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나노구조체를 만들어내는 상향방

식(bottom-up)기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콜로이드 형태의 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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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s), 나노선(nanowires), 바이오 고분자 등과

같이 조립 가능한 블록(building block)들을 결합하여 거

대 집합 기능성 나노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인 방법으로 자기조립의 응용기술이 많은 연구를 통

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나노크기의 합

성된 물질들을 원하는 기판상에 규칙적으로 정렬함으로

써 향후 전개될 나노 디바이스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

으며, 저가의 공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우수한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의 연구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1)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립 프로세스를 단순화 하였으며

집약된 시스템 내에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를 자발적인 자기조립 과정

에 의한 마이크로 패턴의 크기, 개개의 탄소나노튜브 정

렬 방향 등을 제어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판

상 패턴 된 고분자 주형(template),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 그리고 모세관 힘(capillary force)을 동시에 조절

함으로써 독특한 방식의 자기조립 방식을 구현하였다. 실

험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 연구실에서 확보한 고

분자 자기조립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규칙적인 마이크

로 크기, 나노 높이의 고분자 패턴을 기판상에 만들어

준 후 일정한 크기로 용매에 분산된 콜로이드 형태의 탄

소나노튜브를 마이크로 채널에 구속시켰으며, 특히, 음으

로 대전된 탄소나노튜브의 실리콘 기판에 대한 정전기

적 인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양이온 고분자전해질(poly-

electrolyte)을 적용하여 자기조립 성능을 한층 향상시켰

다. 자기조립을 통해 구현된 규칙적인 배열(patterned carbon

nanotubes array)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대면적

마이크로 채널 패턴이 구현 되었으며, 이를 탄소나노튜

브 트랜지스터 소자 제조를 통해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

였다. 기판상의 나노튜브 미세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원

자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으로 표면구

조를 조사하였으며 개개의 탄소나노튜브 자기조립 형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원하는 주형(template)

위치에 탄소나노튜브 블록을 선택적으로 위치 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혹은 다른 주형 채널에 다양한 기능성

을 갖는 양자점(quantum dots)이나 나노선(nanowires)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탄소

나토튜브 배열은 반도체소자, 바이오센서, 플렉시블 기판

의 투명전극 등의 다양한 전자 산업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의 젖음성(wettability)을 주기적 간격으로 다르

게 만들어 주는 과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

한 주형(template)으로 쓰이는 비휘발성 용질로 공액 고

분자 중 하나인 poly[2-methoxy-5-(2-ethylhexyloxy)-1,4-

phenylenevinylene] (MEH-PPV, 분자량 = 50-300 kg/mol)

을 이용하였다. MEH-PPV 톨루엔 용액(0.05 mg/mL)을

실리콘 기판상에 용매증발을 이용한 자기조립 기술을 이

용하여 매우 균일하며 주기적인 패턴을 가진 형태로 배

열하였다. 산화실리콘 기판과 용융 실리카로 만든 구형

의 렌즈(곡률반지름, R = 1.6 cm, 렌즈직경, D = 1 cm) 는

황산과 과산화수소 혼합물을 이용한 세척과정을 거치게

된다. 렌즈와 실리콘 기판 사이의 간격을 수백 마이크

로미터 정도 차이를 둔 후, 20 µL 의 MEH-PPV 톨루엔

용액을 모세관 힘을 이용하여 두 표면 사이에 고정시킨

다. 그 후 구형의 렌즈는 실리콘 기판과 접촉하게 만들

면 MEH-PPV 톨루엔 용액은 기판과 용액의 경계면 에

서 더욱 빠르게 증발 하게 되고 측면에서 관찰하는 경

우, Fig. 1(a)에서 표현한 모식도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

한 기하학적 구조에서는 톨루엔 용액이 증발하는 과정

동안 세 개의 상이 맞물리는 경계선이 구형렌즈와 실리

Fig. 1. (a) Geometry of trapped solution between a spherical lens

and SiO2/Si substrate, (b) Fluorescenc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MEH-PPV rings; outermost region(X1), intermediate region(X2)

and innermost region(X3) are indicated from the contact center

region(scale bar is 50 µm). (c) Schematic illustration of side view

of MEH-PPV concentric ring patterns formed on a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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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의 접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경계선의 반복적인 고

정과 이동의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동심원의

MEH-PPV 패턴은 구형의 렌즈와 실리콘 기판 양면에서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기판상에 형성된 고분

자 원형 띠 형상의 패턴(ring patterns)만을 주형(template)

으로 활용하였다. 

산화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를 만들기 위해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와 질산(60 %, 30 min)을 혼합하고,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10분 동안 초음파 처리 후, 120
oC 에서 10시간 동안 환류(reflux) 과정을 거친다. 분산

시킨 용액을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300 nm의 기공을 가

지는 PTFE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하여 분리해낸다. 정제

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는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상기의

과정은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

-COOH), 수산기(hydroxyl group; -OH), 카르보닐기(car-

bonyl group; C=O)의 형성을 유도한다. 정제된 탄소나

노튜브를 증류수에 재분산시키고 potassium permanganate

perchloric acid 용액에서 다시 산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 최종적으로 분산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염산으로

세척하고 생성된 카르복실산 작용기를 가진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SWCNT-COOH: 10 mg)를 고진공 하에서 90
oC 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표면개질된 탄소나노튜

브와 산화실리콘 기판과의 결합성을 효율적으로 증대시

키기 위해 5 mL의 증류수 안에 있는 0.25 mg 단일벽 나

노튜브에 양전하로 하전된 고분자전해질인 poly(diallyl

dimethylammonium) chloride, PDDA를 미량(0.5 wt%) 첨

Fig. 2. (a) SWCNT/PDDA droplet covered all of the MEH-PPV ring patterns formed by(method a), (b) SWCNT/PDDA droplet covered

only small area of the MEH-PPV ring patterns formed by(method b), (c) Optical microscope image during the formation of SWCNT ring

patterns by (method a), the arrow represent direction of receding meniscus of SWCNT/PDDA solution, (d) Optical microscope image during

the formation of SWCNT ring patterns by (method b), (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highly ordered SWCNT ring pattern on the SiO2/

Si surface after the removal of MEH-PPV template. Scale bar is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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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였다. 

Fig. 2(a)는 물에 분산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실리콘 기판 위의 MEH-PPV패턴 전체에 적용시키는 방

식(Method a)을 나타내었고, Fig. 2(b)는 MEH-PPV 패

턴의 일부에 국소적으로 떨어뜨린 방식(Method b)을 묘

사한 것이다. Method a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SWCNT/

PDDA 용액 50 µL를 MEH-PPV 고분자 패턴 중앙에 떨

어뜨리게 되면,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용액의 경계면은 자

연스럽게 가장 바깥쪽의 MEH-PPV 원형 패턴까지 미치

게 된다(Fig. 2(a)). 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MEH-PPV

원형 패턴의 일부에만 국부적으로 10 uL의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표면에 응집되도록 적용시킨다면(Method b),

SWCNT/PDDA 용액의 경계면은 가장 안쪽과 바깥쪽의

원형 패턴 사이에만 존재하게 된다(Fig. 2(b)). 위의 실

험은 외부의 영향이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용

매가 완벽하게 증발하는 과정은 Fig. 2(a)는 4시간, Fig.

2(b)는 8시간이 걸렸다. 시편에서 용매가 완전히 제거된

후, MEH-PPV 원형패턴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40분 동안 톨루엔 용매 안에 위치시켰으며, 모든 시편들

은 에탄올 세척 및 1분간의 초음파 세척을 실시 하였다.

산화실리콘 기판 위에 형성된 MEH-PPV 원형 고분자

패턴을 관측하기 위해 Olympus BX51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을 사용하였으며, 원자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ope; AFM, Digital instruments Dimension 3100

scanning force microscope)에서의 tapping 모드를 통해

MEH-PPV 패턴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패턴의 형태를

관측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과

반구형의 렌즈 사이에 고정시킨 MEH-PPV 톨루엔 용액

에서 발생하는 용매의 증발은 용액과 기판의 경계선에

MEH-PPV가 고정점을 형성(일반적으로 이 현상을 stick

이라고 칭함) 하도록 유도한다(Fig. 1(a)). 이로 인해 고

분자 용액과 기판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MEH-PPV 원형

고분자 패턴이 반구형의 렌즈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

되게 된다. 또한, MEH-PPV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 톨

루엔의 증발에 의해 해당 경계선에서의 접촉각은 임계

각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말

하는 임계각이란 용매의 증발로 인한 모세관 힘(용액이

기존의 경계선에서 떨어지려는 힘)이 장력에서 기인한 기

존의 용액과 기판 사이의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힘을 넘

어서는 순간의 각을 말하며, 증발이 더 진행되어 임계

각을 넘어서는 순간 용액의 경계면은 기존의 MEH-PPV

패턴과 분리됨과 동시에 렌즈의 중심방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이상의 현상을 slip 이라고 칭함) 새로운 고착점

을 형성한다. 해당위치에서 새로운 MEH-PPV 원형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용매의 증발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stick-slip과정이 반복되게 된다.12-14) 

용매의 증발에 따라 용액과 기판상의 경계선이 고정

(stick)과 이동(slip)을 반복함에 따라 높이와 간격의 구

배(gradient)가 존재하는 동심원의 MEH-PPV 원형 패턴

들이 형성된다(Fig. 1(b)). 인접한 원형 모양의 패턴의 중

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λc-c 는 용액이 경계선에 고정

되려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힘과 비선형적으로 변화하

는 모세관 힘의 상관관계에 기인하여 렌즈의 중심에 가

까워 질수록 감소한다(Fig. 2(b)에서 X3에서 가까운 지

점을 나타냄). λc-c와 MEH-PPV 패턴의 높이를 나타내

는 hMEH-PPV 를 원자간 힘 현미경(AFM)을 통해 측정한

결과, 렌즈와 실리콘기판의 중심으로부터 최외곽 지점

(X1 = ~4200 µm, Fig. 1(b))에서 λc-c = ~22 µm, hMEH-PPV

= ~15 nm, 중간지점(X2 = ~3500 mm, Fig. 1(b))에서는 λc-c

= ~11.5 µm, hMEH-PPV = ~8 nm, 중심과 가장 가까운 위치

(X3 = ~2700 mm, Fig. 1(b))에서는 λc-c = ~4.5 µm, hMEH-PPV

= ~3 nm 로 MEH-PPV 원형 패턴의 간격과 높이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대칭적인 반

구형 렌즈와 평면의 기하학적 구조는 용매의 증발에 있

어 특수한 환경(모세관 현상으로 인한 용액의 고정)을 제

공하게 되고 이는 고분자 패턴의 주기적인 패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15-18) 말하자면 용액이 고정되지 않은

(기하학적 조건이 다른) 실험 조건 하에서 형성된 패턴

과 규칙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1)

위에서 획득한 MEH-PPV 고분자 원형패턴을 주형으로

이용하여 나노크기의 물질(말하자면 단일벽 탄소나노튜

브, ~1.5 nm)을 “표면의 규칙적인 제어”를 통한 자기 조

립을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표

면의 경우 소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물에서의 분산성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산화와 초음파 처리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카르복시기(-COOH)를 형성시

킨다. 또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물에서의 분산성 향

상과 실리콘 기판과의 결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0.5 wt%

의 PDDA를 첨가 하였다(실험방법 참조). PDDA는 양

의 성질을 띄는 고분자 전해질로 음의 성질로 대전된 실

리콘 기판과의 결합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떨어뜨릴 때 본 실험에서

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Fig. 2), Fig. 2(a)에서

설명하는 방식의 경우, 증발이 일어남에 따라 접촉각이

감소, 탄소나노튜브 용액의 경계면에서의 고착화는 일어

나지 않으며, 용액이 원형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 결

과론적으로,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두께는 MEH-PPV 원

형패턴의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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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MEH-PPV 원형패턴의 소수성

(hydrophobic) 표면과 실리콘 기판의 친수성(hydrophilic)

표면에서의 SWCNT/PDDA 용액의 젖음성은 서로 분명

하게 구분된다. 이로 인해 친수성의 SWCNT/PDDA 용

액은 실리콘 기판과의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

로 잘 붙게 되고 소수성의 MEH-PPV표면에서는 용액상

분리(dewetting)가 일어나게 된다. 물이 증발함에 따라, 모

세관 현상에 의해 용매의 곡면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는 곡면이 뒤로 물러

나는 방향에 수직으로 밀려난다; 이 실험은 실시간 관

찰을 통해 직접확인 하였으며, Fig. 2(c)에서 순간적인 이

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양전하로 하전된 PDDA

와 음전하를 띠는 탄소나노튜브는 그들 사이의 정전기

적(electrostatic) 반발력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탄소나

노튜브가 더욱더 친수성을 띠게 만든다. 실리콘 기판의

SiO− 기와 양전하를 띠는 PDDA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의해 나노튜브가 원형모양의 실리콘 표면에 더욱더 균

일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20-22) 또 다른 고

착화 방법은 앞서 제작한 소수성 패턴들 사이의 국소적

인 부분에만 용액을 떨어뜨리는 방식(Fig. 2(b))으로 Fig.

2(a)에 비해 접촉각이 훨씬 크게 형성된다; 이러한 결과

는 주기적인 친수성/소수성을 이루는 고분자 패턴과 실

리콘 기판의 표면성질에 기인한다(Fig. 2(d)에서 실시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원형 패

턴은 MEH-PPV 원형패턴의 기하학적 형태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MEH-PPV 주형의 간격과 높이의 구배 때문

에, 결과적인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패턴도 간격의 구

배를 가지게 된다. MEH-PPV 고분자 패턴을 톨루엔을

통해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마이크로 패턴을 얻을 수 있게 되며, Fig. 2(e) 는 Fig.

2(a) 방식에 의해 획득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패턴의 대

표적인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탄소나노튜브 원형패턴은 간

격과 높이가 기존의 고분자 패턴과 정확히 반대되는 간

격을 나타내며(Fig. 2(c)와(d) 참조), 고분자 패턴이 유기

용매에 의해 제거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은 상대적으로 고농도를 갖도록 준비된 탄소나

노튜브 용액(0.5 mg/mL)을 이용한 자기조립의 대표적인

Fig. 3. AFM images of micro-patterned SWCNTs by(method a); (a) Height images of SWCNT(concentration = 0.5 mg/mL), (b) Zoom-

in height image indicated by boxed area in (a), (c and d) Zoom-in amplitude mode images indicated by boxed area in d and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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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a)에서 예시된 방식을

통해 형성한 탄소나노튜브 패턴을 AFM을 사용해 측정

하였으며, 대면적(80 µm × 80 µm)에서 국소면적(2 µm ×

2 µm)까지 매우 면밀히 관찰하였다. AFM 관찰로 획득

한 tapping mode로 실시된 height와 amplitude이미지는

탄소나노튜브의 규칙적인 마이크로 패턴(Fig. 3(a))과 그

패턴 내 세부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Fig. 3(c)와 (d)).

AFM으로 측정된 탄소나노튜브의 두께는 Fig. 3(a)경우

hSWCNT = ~19.6 nm, 패턴크기의 경우는 WSWCNT = ~10.6 µm

로 관찰되었다. 농도에 따른 패턴의 미세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0.05 mg/mL의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이용하여 동

일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AFM 관찰 이미지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관측결과 hSWCNT = ~10.3 nm,

W SWCNT = ~11.7 µm 이며, 마이크로 패턴내에서 용매증발

에 따른 중심으로의 구배가 관측 되었고 이에 따른 높

이 차이는 수 나노미터 이내로 매우 작은 크기 차이를

보였다(Fig. 4(a)와 Fig. 4(b)). 또한 높이 이미지(height

mode)에서 확인되지 않았던(Fig. 4(c) 참조) 높은 밀도를

갖는 탄소나노튜브가 상(phase mode) 이미지에서 관측

되었으며(Fig. 4(d)), 마이크로 패턴으로 응집된 탄소나노

튜브의 기판상의 균일성은 고농도에 비해 더욱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준비된 탄소나노튜브 용액(각 각 0.5 와 0.05 mg/

mL)을 이용하여 Fig. 2(b) 에서 설명한 실험을 실시하였

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Fig. 5에 광학현미경 이미지,

AFM 이미지, 그리고 SEM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방법a

(Fig. 2(a)) 로 만들어진 탄소나노튜브와 비교 할 때, 탄

소나노튜브가 비교적 높은 밀도로 채워진 것이 관측되

었으며, 이의 대표적인 원인은 Fig. 2(b)의 실험 방식이

Fig. 2(a)에서 설명한 실험보다 비교적 매우 큰 탄소나노

튜브 용액의 기판상 초기 접촉각(initial contact angle)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친수성의 SWCNT/PDDA

용액이 소수성의 MEH-PPV 고분자 패턴에 의해 표면상

의 분리가 일어나며, 용매가 증발함에 따라 친수성의 실

리콘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었다. 용액의 농도에 따른 결과로 탄소나노

Fig. 4. AFM images of resulted micro-patterned SWCNTs by(method a); (a) Height images of SWCNT(concentration = 0.05 mg/mL), (b)

Zoom-in height image indicated by boxed area in (a), (c, d) Zoom-in height and amplitude mode images indicated by boxed area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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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마이크로 패턴상의 높이차는 광학현미경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였으며(Fig. 5(a)와 Fig. 5(b)), 0.5 mg/mL

용액의 경우 AFM 관측결과 hSWCNT = ~23 nm, WSWCNT =

~17 µm로 나타났으며, 0.05 mg/mL 용액의 경우 hSWCNT

= ~12.3 nm, W SWCNT = ~16 µm로 나타났다; 동일한 위치

를 갖는 고분자 패턴상에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위치 시

켰으며, 대조 실험을 위해 용액의 농도의 차이만 적용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탄소나노튜브의 용매

인 물이 증발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쪽으로 작용

하는 강한 표면장력의 작용으로 인해(Fig. 2(b)와 Fig.

2(d) 참조), 탄소나노튜브의 자연적인 정렬이 양쪽 방향

으로 유도되었다; 이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AFM으로

시편 표면의 국적인 모습을 관찰하였으며(2 µm × 2 µm,

Fig. 5(e) 참조), 이의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된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이미지를 Fig. 5(f)에 나타내

었다. 

Fig. 5. (a and b)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micro-patterned SWCNTs in-between MEH-PPV rings by(method b) (scale bar is 50 µm),

(c and d) AFM height images of dense arrays of SWCNTs after the removal of MEH-PPV template, (e) Zoom-in AFM height image from

boxed area in (c), (f) SEM image of highly aligned SWCNTs(scale bar is 2 µm). 



460 강석희·정도영·엄성운·황청석·홍석원

Fig. 6는 탄소나노튜브 용액의 농도에 의한 자기조립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용액농도를 0.02 mg/ml 농도로 낮

추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로, Fig. 2(a)의 방식으로 고분

자 패턴의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무작위적인 네트워

크 구조를 유도하였다. 탄소나노튜브가 패턴된 고분자 기

판상 네트워크 형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실리콘 기판상에서 탄소나노튜브의 용매(물)가 완벽

하게 증발하는 데에는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증발로 감

소한 meniscus 곡면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 인해 탄

소나노튜브는 주형 내에서 무작위 방향으로 도포되는 경

향을 보였다. Fig. 6(a)의 이미지 평가로 hSWCNT = ~7.4

nm, WSWCNT = ~8.6 µm 로써 농도가 감소할수록 패턴의

높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패턴의 간격은 고분자

농도로 조절이 가능하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다. 명확한 탄소나노튜브의 형상은 SEM 이

미지로 확인하였으며(Fig. 6(c) 참조), 이 결과는 앞서 보

고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형성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네

크워크의 구조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M 이

미지에서 보여주는 탄소나노튜브의 패턴 크기는 10 µm

로써 중간단계의 원형 패턴위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실험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박막 트랜

지스터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도핑수준이 매우 높은

실리콘 기판상에 250 nm의 산화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

절연층)을 형성하였으며, 고분자 자기조립 및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 0.02 mg/ml 농도를 도포(casting)하여 무작위

적(Random Networks) 구조를 형성하였다. 트랜지스터의

측정을 위해 HP-4158B 반도체 측정장비를 사용하였으

며, 자기조립 및 패턴화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로의 전기

적 접촉을 위해서는 probe station을 이용, Pt 코팅된 팁

을 직접 접촉하였다. 이로써 Fig. 7에 나타나는 transfer

curve결과를 획득하였으며(트랜지스터를 위한 시편의 구

조는 채널 넓이 = 200 µm, 채널길이 = 20 µm, 드레인 전압

및 게이트 전압은 각 각 −1 V, ± 30 V로 실행하였다), 획

득된 그래프결과 p-type을 갖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트

랜지스터를 성공적을 제조하였다. 향후 보완할 점으로는

Fig. 6. AFM height images of micro-patterned SWCNTs fabricated by(method a) (concentration = 0.02 mg/mL), (c) SEM image of random-

networks of SWCNTs(scale bar is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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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층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와 금속층과의 전기적 접

촉기술을 개선하는 일이며, 이는 현재 많은 연구실에서

진행 중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고분자 자기조립 기

술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공액 고분자 MEH-PPV 패턴을

산화실리콘 기판 위에 형성시킨 후, 매우 정교하게 제

어된 용매 증발법을 이용하여 친수성 단일벽 탄소나노

튜브 용액을 패턴된 기판상에 자기정렬을 유도하였다. 탄

소나노튜브의 자기조립 완성 후, 패턴화된 고분자 주형

(template)을 유기용매로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대면적 마이크로 채널 패턴을 구현, 탄

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 소자 제조를 통해 전기적 특성

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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