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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성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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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는 열과 압력, 빛을 포함한
다양한입자등과상호반응하여스스로
의 형태와 거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거시적벌크구조에서발견되지않는새
로운 특성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가
운데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와 금속산화물(MOx; Metal
Oxide) 나노와이어(NW; Nanowire)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물성과
미시적인 구조상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특성으로인해다방면의응용분야가활발히연구되고있
는 대표적인 기능성 나노소재이다. 예컨대, 각종 초소형
센서나에너지변환및저장소자등에 CNT와 MOx NW
가다양한용도로널리활용되고있다.
그러나 CNT 및 MOx NW 각각이독립적으로사용되

는경우, 각 나노소재가갖는구조및특성상의단점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형성 및 응용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요컨대 MOx NW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변환 특성 및 흥미로운 광학적 특성 등으로 널리 다루어
지고있으나, 다소큰전기저항으로인하여그자체로센
서 등의 소자로 제작되었을 때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가
작아노이즈에취약하기쉬울뿐더러넓은면적에입체적
인구조로형성하기가쉽지않다. 반면 CNT는 우수한전
도성을갖고있으며다양한다차원구조로비교적수월하
게형성할수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다양한에너지변환

특성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MOx NW와 CNT의 3차원 혼성 나노구
조를 형성함으로써 NW의 다양한 에너
지변환및센싱특성을여러가지구조
의 양전도성 CNT 기판에 접목하여 각
소재의단점을상호보완하고장점을통
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소개하고자한다.

탄소나노튜브-나노와이어혼성구조의형성및
평가

이 글에서는 기능성 MOx 나노소재로서 산화아연
(ZnO) NW(ZNW) 및 산화바나듐(V2O5) NW(VNW)에 주
목한다. ZnO는 광전(photoelectric) 및 압전(piezoelectric)
에너지변환특성을갖고있어, 빛이나변형을받으면전
기에너지를발생하는기능성소재이며, V2O5는많은 Li 원
자 또는 이온을탈부착(intercalation)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리튬이온배터리(LIB; Li-ion Battery) 전극 소재로 각
광받고있다. 이러한기능성 ZnO 및 V2O5를 높은표면적
을갖는다수의NW 형태로CNT 표면에형성함으로써이
들NW에서발현되는광전/압전현상및산화환원변환에
따른전기적신호또는에너지를전기적양도체인CNT를
통해보다효과적으로외부로추출해낼수있게된다.

이 글에서는 탄소나노튜브와 금속산화물 나노와이어의 계층적 3차원 혼성나노구조의 형성 방법 및 응용 방안에 대해

서 소개하고자 한다.

탄소나노튜브와 금속산화

물 나노와이어 간의 3차원

계층적 혼성 나노구조 형

성을 통해 각각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장점 간의

시너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보다 다양한 구조적 형태

및 향상된 기능성을 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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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3차원 CNT-MOx NW 혼성구조의형성방법
으로는먼저CNT 구조물을상압의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생성한후, 이 CNT의표
면에 ZNW 또는 VNW를다시저압CVD 공정을통해 3차
원계층구조형태로형성을하게된다(그림 1(a)). 공정압
력, 온도및시간을조절하여 ZNW 또는 VNW의최종구
조형태를결정할수있다. 이러한순차적(step-wise) CVD
공법에서주의할점은 MOx 형성의 CVD 공정 특성상고
온에서의산소유입이필수적인데이산소분위기속에서
샘플로 로딩되어 있는 CNT의 주변 온도가 대략 650℃를
넘지않도록조절해야산화로인한손상을받지않는다는
점이다. 이조건을충족하고자본연구에서는융점이 700
℃ 미만의 물질들(Zn~420℃, V2O5~690℃)을 각각 ZNW
및VNW 형성의소스(source)로도입하였다.
Fe(1nm)/Al2O3(10nm)/SiO2/Si 기판에상압750~800℃의
온도에서 C2H4, H2 및 He 기체를각 100~400sccm의 유량
으로혼합하여흘려주면평균지름 10nm, 서로 간의간격
대략 100nm 정도되는다중벽CNT(multiwall CNT)를형성
할수있다. 길이는공정시간(5~20분)으로조절이가능하
다. Fe 촉매 영역을리소그래피등의방법으로원하는형
상대로패터닝하여 CVD를수행하면다양한패턴형태로

길러진 CNT 구조물을 얻을수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형태로변형시키거나다른기판으로전사하는것도가능
하다. 이러한 CNT 구조체에 MOx NW를 형성하기 위해
CVD 챔버 중앙에얇은 Zn 포일 조각(ZNW의 경우) 또는
V2O5 분말(VNW의경우)을소스로서놓고그하류쪽으로
CNT 샘플을위치시킨다음온도를소스위치기준으로대
략 600~700℃까지 높여가며 30~100sccm의 공기와 He의
혼합기체를흘려주면서챔버압력을0.5-10 Torr로일정하
게유지시킨다. 기화된소스입자가공기중의산소원자
와반응해ZnO 또는V2O5 형태로CNT 표면에결정화하여
부착되게되는데, 적절한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수십-
수백nm 정도의직경을갖는NW 구조로형성된다.
그림 1(b)의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에서 보듯이, ZNW 또는 VNW는
CNT 표면에임의의배향으로빽빽하게들어선구조로형
성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임의배향의 계층적 혼성
나노구조는 3차원의 매우큰표면적을갖게되며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빛이나 기체입자 등의 외부 자극 감지
에 매우 효과적이다. 물리적인 부착에 의존하는 다른 혼
성화공정과는달리본혼성구조에서는MOx가분자단위
의기상증착으로CNT 표면에형성되기때문에MOx NW

그림 1 탄소나노튜브-나노와이어 혼성구조의 (a) 모식도, (b) SEM 및 (c) TEM 사진.



2015. 12., Vol. 55, No. 12 ● 49

와 CNT 간에분자레벨에서공고히체결된다. 이는그림
1(c)의 전자투과현미경(TEM; Scanning Transmission
Microscope) 사진을 통해확인할수있는데, 특히 구조적
으로는 MOx 클러스터(cluster)들이 CNT 표면에 단단히
부착되면서도 각기 결정구조를 유지하며 화학적 성분이
유지가되는점이주목할만하다. 이는향후각각의소재
가 갖는 고유의 특성을 취합해 활용하고자 할 때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탄소나노튜브-나노와이어혼성구조의
특성평가및응용

이 글에서는 대표적 주요 응용 사례로서 크게 두 가지
로CNT의우수한구조적전기적특성을밑바탕으로하여
보다효율적으로ZNW의광전에너지변환특성을추출하
고 VNW 기반의리튬이온배터리전극구조체를구현하는
방안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그림 2(a)는 CNT 구조물에ZNW를혼성화하기전과후
의전기전도도를측정한그래프이다. 단순한CNT 구조와
비교해 반도체인 ZnO를 혼성화한 ZNW-CNT 구조의 합
성저항이감소된다. 여기서, 측정의용이성과향후박막
(thin-film)형 소자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ZNW 혼성

화 전에 CNT 구조물을 롤링(rolling)을 통해 평평하게 눕
힌2차원의시트(sheet) 구조로만들고그위에ZNW를형
성하여 혼성구조화 했음을 밝혀 둔다. 이에 따라, 그림
2(a)의 inset 그림에나타낸바와같이, 측정전극을CNT의
배향(alignment) 대비 어떤 방향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혼성구조화에 따른 전도성 향상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
다. 즉, 전계가 CNT의배향과평행으로걸리는소자구조
에서는 CNT가 축방향으로 ZnO에 비해월등한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ZnO 혼성화에 따른 전도성 향상 비율이 적
은데 반해(~13%), 전계가 CNT 배향과 수직으로 걸리는
구조에서는CNT-CNT 간의접촉저항을ZnO가상당부분
보완해줌으로써상대적인전도성향상정도가크게나타
난다.(~340 %). 이러한이방성(anisotropic) 전기적특성은
향후 박막형 소자로 제작 응용 시 하나의 소자로 복수의
기능을구현하는가능성을제시한다. 이어서그림 2(b)에
서보듯이, CNT 시트에형성된 ZNW-CNT 혼성구조에펄
스(pulse) 형태의자외선(UV)을쬐어주면, ZnO 특유의광
전특성, 즉 ZnO 내에서서로쌍을이루고있던전자와정
공(hole)이 UV로부터받는에너지로분리되고이중전자
들이 n-type 반도체인 ZnO를거쳐CNT를통해흘러나가
면서광전류(photocurrent)가발생한다. 이때발생하는전
류의 크기는 UV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에너지 변환 소

그림 2 (a) CNT 시트 상에 ZNW를 혼성화하기 전후의 전기전도도 비교, (b) ZNW/CNT 혼성구조의 UV 광전 에너지변환 특성.



탄소나노튜브-나노와이어 3차원 혼성구조형성및응용

50 ● 기계저널

자와동시에다양한세기의 UV 탐지센
서(photodetector)로도활용할수있다.
본 ZNW-CNT 혼성구조 기반으로 제
작되는 광전 에너지 변환/센싱 소자가
갖는장점으로우선한가닥의 NW만을
사용하거나 CNT 없이 NW만으로만 제
작된 소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류 출
력값을들수있다. 이는전술한바와같
이다수의ZNW가동시다발적으로외부
자극에반응하여전자를생성하고이들이소멸되기전에
전기양도체인 CNT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이
다. 또한, ZNW-CNT 혼성구조에서는ZnO와CNT 간의밴
드갭(band-gap) 차이로 인한 빌트인 포텐셜(built-in
potential)이 CNT에서 ZnO 방향으로걸리게되는데, 이는
ZnO로부터CNT로의전자추출을가속화하게된다.
ZNW-CNT 구조와마찬가지로 V2O5 및 CNT 각각의장
점을 취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LIB 전극에 활용하는 사례
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다공질의 stainless steel(SS)
microfiber 패브릭을 준비하여 이 위에 CNT를 직접 성장
한후여기에다시 VNW 구조를혼성화하는공정을도입
할 수 있다(그림 3(a)). 이러한 VNW-CNT-SS의 3-layer 구
조는 각 레이어를 입힐 때마다 표면적이 증대되며, SS와

CNT, CNT와 VNW 간에 구조적 전기적
결합이체결되므로, LIB 셀 내의전해액
(electrolyte)과의 넓은 접촉면적을 가지
면서전기저항이낮아야하는 LIB 전극
구조로서 적합하다. 즉, VNW에서 발생
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따른 전하이송체
(charge carrier)가 CNT, 그리고 SS를 통
해 외부 서킷으로 원활히 수집될 수 있
게 된 다 . 그 림 3(b)의 cyclic

voltammetry(CV) 분석을통해이러한혼성구조의효용성
을검증할수있는데, VNW를입히지않은CNT-SS 구조와
specific capacity를 비교하여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VNW 구조의 튜닝, CNT
와의 질량비 개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도모
할수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단 CNT 및 ZnO 또는
V2O5에국한되지않는보다다양한소재및구조간의혼
성 나노구조 형성을 통해, 각 나노소재가 갖는 한계점을
상호보완하고장점및특성을통합함으로써보다효율적
이고높은기능성을갖는에너지변환및센싱, 다양한전
자소재로의응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림 3 (a) SS, CNT+SS, VNW+CNT+SS 각 단계의 SEM 사진; (b) CV 그래프.

다양한 에너지변환 특성을

보이되 다소 높은 전기저

항을 갖는 금속산화물 나

노구조체에 양전도성 탄소

나노튜브를 혼성화 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

은 형태로의 활용이 가능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