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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질량분석기를 위한 삼극관 구조의 탄소나노튜브 전자방출원

A Carbon Nanotube Field Emitter with a Triode Configuration for a 
Miniature Mas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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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carbon nanotube (CNT) triode-structure field emitter as an ion source in a micro 

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TOF-MS). In the ion source by field emission, the electrons emitted from cathodes 

under an electric field accelerated to the anode and ionize gas molecules by impact before arriving the anode. The 

generated positive ions are to be accelerated to the ion collector. Whereas most of ions are drawn to the cathodes in 

diode field emitters, a grid in the triode field emitter prevents the ions from being drawn to the cathodes. The triode 

field emitter is fabricated by micromachining. The cathode is composed of six CNT cylinders. The total size of the 

fabricated device is 8.0 × 7.3 × 1.9 mm
3
. The anode and the grid current of the fabricated CNT field emitter were 

measured for various anode and grid voltages. When the anode and the grid voltages are 1000 V and 990 V, 

respectively, the emission current passing through the ionization region is 8.6 ㎂, which is a sufficient emission current 

for ionization and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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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기를 이용한 정량 분석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뿐만 아

니라 우주의 기분석과 같은 순수과학 분야에서 그 요성

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질량분석기는 화학분석에 사용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분석법  가장 오래된 방법의 하

나로 가속된 이온이 기장이나 자기장을 지나면서 휘는 성

질을 이용하여 질량을 정 하게 측정하는 장치이며, 여러 종

류의 시료들을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분

석기기이다. 질량분석기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원자나 

분자들을 이온 발생기에서 이온화시킨 뒤, 이온 분리기에서 

이온들을 질량  하 비에 따라 분리한다. 분리된 이온들

을 검출기에서 측정함으로써 상 시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

한다[1, 2].

상용의 질량분석기는 매우 강력한 분석기기이지만, 고진

공과 고 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이며 력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 이 있다. 이런 단 들을 보완하기 해서 최근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소형 질량분석

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 Cheung 는 

소형 질량분석기에 용할 수 있도록 MEMS 기술을 이용하

여 칩 크기의 4 극자 질량 필터에 하여 연구하 다[3]. 

한 J. P Hauschild 는 이온 분리부로 동기식 이온 차폐 

분리기를 이용하여 이온화원, 이온 분리부 그리고 검출부가 

집 된 소형 질량분석기를 제작하 다[4]. E. Wapelhorst

는 비행 시간차 (Time-of-Flight) 분리 방법을 이용한 소

형 질량분석기에 하여 연구하 다[5].   

질량분석기에서 시료를 분석하기 해서는 가장 먼  시

료를 이온화하여야 한다. 이온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

는데 표 인 것들은 자 이온화, 화학  이온화, 계

리, 이  이온화, electrospray 이온화 방식이 표 이다. 

흔히 자충돌 이온화 방식으로 불리는 자 이온화 방식은 

기체 상태의 분자들을 이온화하기 쉽기 때문에 오래 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6]. 소형 질량분석기에 

한 많은 연구들이 자 이온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 

Wapelhorst 는 집 화된  비행 시간 차 방식의 질량분석기를 

제작하면서 자 이온화 방식을 택하 는데 자 라즈마로

부터 발생된 자를 이용하 다[5]. L. F. Velasquez-Garcia는 

소형 질량분석기에 용하기 해 탄소나노튜 를 자방

출원으로 사용하는 이온화원을 제작하 다[7]. 본 연구실의 

Yoon은 이 에 열 자방출원인 필라멘트를 이용한 자 이

온화원을 제시하 다[8]. 선행 연구되었던 열 자 방출을 이

용하는 필라멘트타입의 방출원은 니 과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는데 니  필라멘트의 경우 애노드 압이 1500 V 일 때, 

측정된 류가 0.28 μA 로 낮은 류가 측정되었으며 니

의 녹는 이 낮아 압을 인가하 을 때 고온으로 올라가서 

쉽게 산화되어 끊어지는 짧은 수명을 가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짧은 수명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니 을 텅스텐

으로 교체하 는데 텅스텐의 물리  특성이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측정된 류 한 8 nA 수

의 매우 은 류라는 단 이 있다. 한 열 자 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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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방출원은 부분 자를 발생시키기 해서 열을 발

생시켜야 하므로 력소모가 크고 수명이 짧으며 방출되는 

자의 양도 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낮은 인가 압에

서도 높은 류를 얻을 수 있는 냉음극 자 방출 (Cold 

cathode emission) 방식의 탄소나노튜 를 자방출원으로 

활용하 다. 탄소나노튜 는 낮은 동작 개시 압, 높은 

류  도, 그리고 안정성 등과 탄소나노튜 의 구조를 변경

함으로서 기  특성을 조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9-12]. 이러한 장 들은 탄소나노튜 의 고종횡비로부

터 기인한다. 한 높은 고종횡비로 계가 증 되므로 최

근 계방출 소자의 자 방출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평  디스 이를 한 자방출체로 이용된 연구가 

발표되었다[13]. 본 연구실의 송성호가 제작한 이극  구조

의 자방출원에서는 550 V 를 인가하 을 때, 30 ㎂ 의 방

출 류를 얻었다[14]. Yoon은 삼극  구조의 자방출원을 

제작하 으나 게이트와 애노드에 각각 1000 V 를 인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와 애노드의 간격이 무 넓어서 방

출 류는 3.4 ㎀로 매우 작았다[15]. 최근 Han은 탄소나노튜

를 원기둥 형태로 성장시켜 이극  구조의 자방출원을 

제작하 는데, 400 V를 인가하 을 때, 방출 류는 590 ㎂ 

로 이 의 연구들보다 훨씬 크나 이온화 역이 좁아서 이

온화효율이 매우 낮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

튜 를 원기둥 형태로 성장시키고 이온화효율을 높일 수 있

는 삼극  구조의 자방출원을 제작하고 계방출특성을 

확인한다. 

2. 테스트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자방출원

자방출원에서 발생한 자를 이용하는 자충돌 이온화 

(EI) 방식은 기체 상태의 분자들을 이온화하기 쉽기 때문에 

오래 부터 사용되어진 방식이다. 자방출원에서 발생된 

자들은 가속되어 운동에 지를 가지고 이온화 역에 진

입하여 분자와 충돌하게 되는데, 자의 운동에 지가 충분

히 크면 분자에서 자가 축출되어 이온화가 발생한다. 

자 충돌에 의한 이온화가 일어나기 해서 자는 약 70 

eV 의 에 지를 가져야 하며, 방출되는 자의 도가 높아

야 한다[17]. 본 논문에서는 높은 도의 방출 자를 얻기 

하여 탄소나노튜 를 자방출원으로 이용하 다.

계방출 상은 진공 내에 있는 속 표면에 높은 계

가 인가될 경우, 속 표면의 진공 가 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기울어지게 되고 얇아진  장벽을 자가 통과하

는 양자역학  터 링 효과에 의해 자가 표면에서 방출된

다. 이 때, 방출되는 류 () 는 Fowler-Nordheim (FN) 

식에 의해 식 (1) 과 같이 표 된다[7].

 ∝
 × ×exp×

×
 (1)

여기서 는 × , 는 인가되는 압 (V), 는 일함

수 (V) 이며, 는 기하학  인자(geometric field 

enhancement factor)이다. 이러한 FN 방정식을 통하여 계

방출 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장이 셀수록, 일함수가 작을수록 방출 자가 발생하기 쉬

워져 류가 증가한다. 한 방출되는 류는 인가되는 

압 와 기하학  인자 에 매우 한 연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하학  인자 는 자방출원의 끝 표면에 가

해지는 장에 여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3)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기하학  인자 는 방출원의 높

이 에 비례하고, 반지름 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계방출

이 이루어지는 방출원의 높이가 높고, 반지름이 작고, 일함

수가 작으며, 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높은 계방출 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질에서 탄소나노튜 는 이상

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계방출을 통해 다

량의 자방출을 유도해 낼 수 있다. 한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냉 자 방출의 경우 열 자 방출과 달리 인가 압 

이외에 추가 인 에 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소자

의 역에서 매우 높은 효율, 방출된 자의 낮은 스캐터링, 

빠른 동작시간 그리고 콤팩트한 구조 등과 같은 장 을 가

진다[18-20].

3. 삼극  형태의 자방출원을 가지는

질량분석기의 구조

소형 비행시간 질량분석기는 그림 1과 같이 시료 도입

구, 이온화원, 이온 분리부, 이온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온화원은 자방출원의 음극에서 방출된 자가 양극

으로 가속 비행하면서 시료 도입구를 통해 유입된 가스분자

와 충돌하여 이온을 발생시킨다. 이 에 Han이 그림 2(a)와 

같이 제작한 원기둥 형태의 탄소나노튜  음극을 갖는 이극

 구조의 자방출원에서는 400 V 를 인가하 을 때 방출

류는 590 ㎂ 로 큰 방출 류를 얻을 수 있었다[18]. 그러

나 이온 류는 67.2 ㎁ 로 매우 낮은 이온화 효율을 보 는

데 이는 이온화 역의 크기와 계가 있다. 이온 류, 와 

방출 류, 와의 계는 다음과 같다[7].



 
∙


∙∙ (4)

여기서 는 방출된 자가 갖는 에 지, 는 압력, 는 

볼츠만 상수, 는 온도, 은 이온화를 한 충돌이 일어나

는 행로의 길이이며, 은 이온화 역의 단면 이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온 류는 행로길이 과 이온화 역

의 단면  에 비례한다. 이극  구조의 경우 시료가 이

온화되는 역은 탄소나노튜 와 양극 사이의 간극으로서 

Han의 경우에는 100 ㎛이다. 한 자충돌 이온화방식에 

의해 이온화 역에서 발생한 양이온들이 계가 낮은 음극

으로 끌려가 이온 류가 감소하게 되고, 음극으로 끌려온 양

이온들이 탄소나노튜 와 충돌하여 탄소나노튜 의 수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자



Trans. KIEE. Vol. 61, No. 7, JUL, 2012

소형 질량분석기를 한 삼극  구조의 탄소나노튜  자방출원              1003

그림 3 삼극  구조의 자방출원을 갖는 질량분석기의 

제작 공정도 (a) 상   (b) 간   (c) 하   (d) 스

페이서  (e) 정렬  합

Fig. 3 The fabrication process of micro mass spectrometer 

using triode configuration field emitter (a) the top 

substrate  (b) the mid substrate  (c) the bottom 

substrate  (d) spacer  (e) Alignment

방출원을 그림 2(b)와 같이 삼극  구조로 한다.  그리드는 

이온화 역에서 발생한 양이온들이 음극으로 끌려가는 것

을 막는다.  이온화 역의 간극을 300 ㎛로 넓 서 이온

화율을 높인다.

삼극  구조의 이온화원을 갖는 소형 질량분석기는 상

, 간 , 하  그리고 간 과 하  사이에 스페이서로 

구성되어있다. 상 에는 시료 도입구, 양극, 반발 극, 가속

극 등이 있다. 간 은 음극로부터 방출된 자들이 이

온화 역으로 진입하기 하여 통과하는 구멍과 그리드 

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멍은 2×3의 배열로 모두 6 개이며, 

그리드의 구멍 지름은 400 ㎛이고, 구멍 심 간의 거리는 

500 ㎛이며, 그리드 체의 크기는 1.5 × 1.0 mm2이다. 하

에는 자를 방출하는 원기둥 형태의 탄소나노튜  음극이 

4×6의 배열로 총 24 개가 있다. 탄소나노튜  원기둥의 지

름은 100 ㎛이고, 기둥 심 간의 거리는 200 ㎛ 이다. 양극

은 음극과 그리드 구멍을 통해 마주 보도록 정렬된다. 간

과 하  사이의 스페이서는 탄소나노튜 의 끝과 그리드 

사이에 한 간격을 두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소형 비행시간 질량분석기의 구조

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 micro 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

(a)

(b)

그림 2 이온화원의 구조 (a) 이극  구조 (b) 삼극  구조

Fig. 2 The configuration of the ion source (a) The diode 

type (b) The triode type

4. 소형 질량분석기를 한 자방출원의 제작

4.1 제작 공정

그림 3은 삼극  구조의 이온화원을 갖는 소형 질량분

석기의 공정도이다. 양극과 반발 극 그리고 가속 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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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작된 삼극  구조의 자방출원을 갖는 소형 

질량분석기의 사진 (a) 상   (b) 간   (c) 스페이

서  (d) 하

Fig. 4 The photograph of the fabricated micro mass 

spectrometer with a triode configuration field emitter 

(a) top substrate  (b) mid substrate  (c) spacer  (d) 

bottom substrate

그림 5 제작된 자방출원의 SEM 사진 (a) 성장된 탄소나

노튜  배열  (b) 가속 극 (c) 그리드 구멍의 단

면  (d) 조립 후 그리드 구멍을 통해 보이는 탄소

나노튜

Fig. 5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device. (a) the 

synthesized CNT array  (b) the acceleration 

electrode  (c) The cross-section of the grid hole  

(d) The CNT cathode below the grid hole after 

assembly.

있는 상 의 공정 순서는 그림 3(a)와 같다. 350 ㎛ 두께의 

유리기  에 300/1700 Å 두께의 Cr/Au를 스퍼터링으로 

증착하고 사진식각공정으로 반발 극, 가속 극에 압을 

가하기 한 Au 배선과 양극을 제작한다. 제작된 유리 웨이

퍼와 300 ㎛ 두께의 고농도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를 양극

합공정으로 합한다. 합된 실리콘 웨이퍼에 반발 극과 

가속 극을 패턴한 뒤, 사진식각공정과 건식식각공정으로 

극을 제작하고 기방 가공(EDM)으로 시료 도입구의 구

멍을 형성하여 상 의 제작을 완료한다. 

그리드 극을 갖는 간층 기 은 그림 3(b)와 같이 350 

㎛ 두께의 유리기  에 300/1700 Å 두께의 Cr/Au를 스퍼

터링으로 증착하고 사진식각공정을 통해 그리드 극을 제

작한다. 탄소나노튜 부터 방출된 자들이 이온화 역으

로 진입하기 한 통로는 샌드 블라스트 공정으로 그리드 

극의 모양과 일치하게 제작한다. 

탄소나노튜 를 성장시키기 한 하  공정은 그림 3(c)

와 같다. 고농도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 에 5000 Å의 두

께로 산화막을 성장시키고 300/1700 Å 두께의 Cr/Au를 스

퍼터링으로 증착하고 사진식각공정을 통해 정렬 을 제외한 

부분의 Cr/Au를 식각하여 제거한다. 음극을 해 성장된 산

화막을 사진식각공정으로 제거하여 실리콘 웨이퍼가 드러나

게 한 후, 감 막을 패턴하여 탄소나노튜 를 성장할 배열의 

구조를 형성한 뒤, 매층(Al/Fe)을 증착한다. 그 다음 

lift-off 방식으로 패턴된 감 막을 제거하여 탄소나노튜  성

장에 불필요한 매층을 제거하고, Hot-Filament CVD 방법

으로 탄소나노튜 를 성장하여 하  제작을 완료한다. 탄소나

노튜 의 끝 부분과 그리드 극 사이의 간격을 100 ㎛가 되

게 하기 해서 탄소나노튜 를 250 ㎛ 높이로 성장한다.

스페이서는 그림 3(d)와 같이 350 ㎛ 두께의 유리기  

에 스퍼터링으로 Cr/Au를 300/1700 Å 두께로 증착하고 사

진식각공정으로 정렬 을 형성한 뒤, 음극에 향을 미치지 

않는 충분한 공간을 샌드블라스트방식으로 제작한다. 제작

한 상 과 간 , 하 , 스페이서 등을 정렬 표시 에 맞추

어 양극과 그리드, 탄소나노튜  다발 등을 모두 정렬시켜서 

에폭시(torr seal)로 그림 3(e)와 같이 합하여 소형 질량

분석기의 제작을 완료한다.

4.1 제작 결과

제작 결과는 그림 4,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a) 양극과 반발 극, 가속 극 등이 있는 상 의 사진이

다. 한 그림 4(b)는 그리드가 있는 간 의 사진이고, 그

림 4(c)는 스페이서의 사진이며 그림 4(d)는 탄소나노튜  

음극이 있는 하 의 사진이다. 그림 5는 제작한 소자의 

SEM 사진이다. 그림 5(a)는 성장된 탄소나노튜  다발을 

확 한 사진이며, 그림 5(b)는 건식식각공정을 이용해 제작

된 가속 극의 모습니다. 한 그림 5(c)는 샌드블라스트 

공정을 이용해 제작한 그리드 구멍의 내부 모습을 확인한 

단면도이며 그림 5(d)는 간층 기 과 하 , 그리고 스페이

서를 조립한 후 은 사진으로 상단의 그리드 구멍을 통해 

하 에 성장된 탄소나노튜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

합 후 탄소나노튜 와 그리드 사이의 간격은 100 ㎛ 이며, 

탄소나노튜 와 양극 사이의 간격은 750 ㎛이다. 제작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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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구조의 계방출 이온화원을 갖는 소형 질량분석기

의 체 크기는 8.0 × 7.3 × 1.9 mm3 이다. 

5. 측  정

계방출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2 × 10-6 torr 의 진공

챔버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고

압원과 디지털 멀티미터이다. 그리드에 0 V 부터 1000 V 

까지 10 V 간격으로 압을 인가하 고, 양극에는 각각 700 

V, 800 V, 900 V, 1000 V 를 인가하여 방출 류를 확인하

다. 측정결과는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은 (a) 양극 

류와 (b) FN plot이며 그림 7은 (a) 그리드 류와 (b) 

FN plot 이다. 실험결과 0.1 ㎂ 의 방출 류를 얻기 한 문

턱 압 값은 650 V 이며 양극에 1000 V, 그리드에 990 V 

를 인가하 을 때 양극에서 8.6 ㎂ 의 방출 류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양극 압이 클수록 그리드로 흐르는 류는 

어들고 이온화 역을 통과하는 류는 증가하는 상을 

볼 수 있고, FN plot이 직선성을 보이는 것을 통해 FN 터

링에 의한 방출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6 (a) 삼극 구조 자방출원의 양극 류 (b) FN plot

Fig. 6 (a) The anode current of the triode field emitter (b) 

FN plot

(a)

(b)

그림 7 (a) 삼극 구조 자방출원의 그리드 류 (b) FN 

plot

Fig. 7 (a) The grid current of the triode field emitter (b) FN 

plot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튜 의 우수한 계방출 특성을 

이용하여 소형 질량분석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삼극  구조

의 자방출원을 제작하고 계방출특성을 측정하 다. 측

정 결과 양극에 1000 V, 그리드에 990 V 를 인가하 을 때 

이온화 역을 통과하는 방출 류는 8.6 ㎂ 로 시료를 이온

화하기에 충분한 양의 방출 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 의 이극  구조보다 방출 류는 지만 더 큰 

이온화 역을 가지고 있으며, 양이온들이 음극으로 끌려가

는 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장  때문에 삼극  구조

의 자방출원으로 시료의 이온화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

하며 향후 이온 류 측정을 통해 이온화 효율의 향상을 증

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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