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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We present a useful and practical manufacturing technique that enables the 

structural conversion of delicate as-grown nanostructures to more beneficial and 

robust thin-film frameworks through controlled mechanical rolling. Functional 

nanostructures such as carbon nanotubes grown through chemical vapor 

deposition in a vertically aligned  and very loosely packed manner, and thus 

difficult to manipulate for subsequent uses, can be prepared in an array of thin 

blades by patterning the growth catalyst layer. They can then be toppled as 

dominos through precisely controlled mechanical rolling. The nanostructures 

formulated to horizontally aligned thin films are much more favorable for device 

applications typically based on thin-film configuration. The proposed technique 

may broaden the functionality and applicability of as-grown nanostructures by 

converting them into thin-film frameworks that are easier to handle and more 

durable and favorable for fabricating thin-film devices for electronics, sensors, 

and othe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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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를 비롯하여 Si, Ge, 

ZnO, TiO2 등 다양한 소재의 나노와이어(NW: nanowire) 등을 

포함하는 1차원 나노구조(nanostructure)들은 센싱, 에너지변환, 

광학, 전자, 구조재, 특수표면 등 여러 가지 용도와 광범위한 활용

폭을 갖는 고기능성 소재로 활발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2]

. 

이러한 1차원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화학기상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수열반응법(hydrothermal method)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growth) 공정들이 속속 개발되어 널리 적

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절연성 기판 상에 증착된 박막 촉매를 

이용한 공정 원리에 따라 가장 보편적인 성장 형태는 서로 간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수직방향으로 배향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1,3]

. 

이러한 수직배향 구조는 가스 센서나 플라즈모닉스(plasmonics) 

등 일부 특수한 용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

나, 많은 경우의 소자 응용, 특히 대부분 박막 구조 형태로 그 위에 

역시 박막 공정 기반으로 각종 기능성 레이어 및 전극, 회로가 구성

되는 소자로의 제작 및 활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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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3D modeling of the nanostructure rolling system (NRS)

and (b) completed NRS system along with a PC-based 

controller

Fig. 1 Schematic procedure of mechanical rolling of the vertically-

aligned nanostructure to the thin-film framework

대표적인 예로, CNT는 전기적으로 양도체이면서 구조적으로 높

은 인장강도 및 유연성과 열전도성을 지니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다기능성 1차원 나노소재로서 다방면에 매우 폭넓은 

활용도를 갖는다
[2,4]

. 그러나 CVD법 등을 통한 합성 직후의 CNT

는 약 1%의 밀도를 가진 수직배향 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3,5]

, 이를 

특정 시스템 내의 구조적 컴포넌트나 소자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핸들링이나 전극 증착, 회로 구성 등에 있어 복잡다단한 처리 과정

이 수반되기 십상이다. 즉, 합성 직후의 CNT를 기판에서 떼 내어 

화학처리를 거쳐 용매에 분산하여 코팅 또는 증착하거나 한 두 가

닥 추출 후 정밀 포지셔닝 하는 등 지난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 

박막 소자에 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부품소재나 박막 소자로

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직배향 된 나노구조(CNT)에 직

접 기계적인 롤링을 가하여 그대로 박막으로 변환하는 공정을 개발

하고 이를 실제 수행하는 정밀 롤링 스테이션의 설계, 구축 및 운용 

과정을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Fig. 1에 모식도로 나타내었듯

이, 이는 단순히 벌크한 나노구조를 짓뭉개는 방식이 아닌, 가늘고 

긴 블레이드(blade) 패턴 영역에 수직배향 형태로 성장된 CNT 

구조를 마치 도미노를 연달아 쓰러뜨리듯이 롤링하여 연속적인 

박막 구조 형태로 변환하는 공정을 구현한다. 이는 기존 방법 대비 

공정 절차가 간단하고 화학적 처리나 미세스케일 핸들링을 수반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넓은 면적에 나노구조 특유의 표면 특성을 

가지면서도 뛰어난 전도성을 갖는 다용도의 박막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제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CNT 박막 또는 

시트(sheet)를 이종 나노구조(가령 ZnO NW)의 성장 템플릿

(template)으로 활용하여 혼성 나노소자를 제작하는 사례를 제시

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외의 많은 잠재적 활용 방안에 대해

서도 논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나노구조 롤링 시스템 디자인 및 구축

본 나노구조를 롤링하여 박막 프레임워크로 변환하는 시스템, 

즉, 나노구조 롤링 시스템(NRS: nanostructure rolling system)의 

기본 디자인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NRS의 주요 모듈은 CNT 

등 수직배향 나노구조 샘플을 로딩하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정밀 

스테이지, 롤러를 물고 스테이지에 접근하여 수평방향 롤링을 수행

하는 암(arm),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을 구동하고 제어하는 서보모

터 및 컨트롤러 등을 포함한다. 3D CAD 소프트웨어(Creo 

Elements/Pro(Pro/ENGINEER Wildfire 5.0), PTC, Inc.)를 활

용한 설계 과정을 거쳐, Fig. 2(b)에 적절한 컴포넌트(FS-DS-X- 

60/FS-DS-R-60, (주)퓨처사이언스; DML-80-1001 -MOS, 두드

림시스템)의 가공 및 조립을 통해 실제 제작 구축한 NRS를 도시하

였다. 본 시스템은 현재 폭 5 cm, 길이 10 cm의 샘플까지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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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lade patterned growth of

a vertically-aligned nanostructure via the photolithographic

lift-off and CVD growth processes and (b) several 

examples of blade pattern mask designs

 (a) As-grown nanostructure    (b) NRS-rolled nanostructure

Fig. 4 Images of (a) as-grown vertically-aligned nanostructures 

and (b) NRS-rolled horizontally-aligned nanostructured 

thin-film frameworks.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정의 핵심 과정은 스테이지 위에 수직배향 된 CNT 블레이드 

패턴 샘플을 놓고 알맞은 직경과 소재의 롤을 적절한 크기의 균일

한 힘을 가하며 굴려주는 것인데, 이때 롤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균일한 두께의 박막으로 롤링할 수 있도록 기판

면과 롤링면의 정확한 평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Fig. 2(a) 상 

z 방향 간격). 이를 위해 Fig. 2에 나타내었듯이 총 3방향의 정밀 

조정 스테이지들을 설치하여 샘플 두께, 기판 형상 등에 따라 자유

로이 조절 대응하여 최적의 롤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나노구조 시편 디자인 및 제작

앞서 Fig. 1에 개념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CVD 공정에서

CNT가 성장되도록 하는 촉매층(Fe 1 nm/Al2O3 10 nm)을 포토

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의 lift-off 공정을 이용해 SiO2가 

코팅된 Si 기판에 블레이드 패턴 형태로 성형할 수 있다 (Fig. 3(a) 

참조). 이때 블레이드의 길이 l은 CVD 챔버 내경(25 mm) 및 

NRS의 롤러 길이 등을 고려하여 15 mm로 고정하고, 블레이드 

선폭 w와 블레이드 간격 d 등 2가지 파라미터를 달리 함으로써 

최종 결과물인 CNT 박막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3(b) 참조). 즉, CVD로 성장 되는 CNT 블레이드의 폭과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이후 롤링을 통해 형성하는 CNT 시트의 단

면 두께 및 각 블레이드 간의 연결부의 개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블레이드 촉매 패턴을 CVD 챔버에 넣고 적절한 

성장 조건 하에서 수직배향 된 CNT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6]

. 

간략히, C2H4/H2/He = 100/100/400 sccm의 가스를 흘려주면서 

775°C의 온도에서 5-20분간 성장을 진행하면 수십-수백 µm 길이

로 수직배향 된 CNT 다발이 얇은 블레이드 패턴 형태로 수직성장

하게 된다 (Fig. 4(a) 참조). 이때 CNT의 길이는 블레이드 간의 

간격을 고려해 차후 롤링 시 10-20% 정도가 겹쳐질 수 있도록, 

즉 충분한 연결부 형성을 통해 연속된 박막 시트를 구성할 수 있도

록 성장 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2.3 기계적 롤링을 통한 박막 프레임워크 제작

성장 직후 변형이나 손상에 취약한 CNT 패턴을 기판 상에 박막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NT 블레이드의 높이와 롤의 크기 간

의 상관관계, CNT와 기판, CNT와 롤 간의 접착력(adhesion)에 

대한 상관관계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즉, 너무 큰 롤을 사용 

시 접촉 면적 및 롤링 각도가 커져 CNT 블레이드가 옆으로 뉘어진

다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뭉개질 수 있으며, 너무 작은 롤은 구동 

시 암(arm)과 CNT 패턴이 접촉되어 불필요한 변형이 야기되며 

구동 컨트롤도 쉽지 않게 된다. 또한, CNT와 롤 간의 접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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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 of a hybrid thin film nanoarchitecture where

randomly-oriented, conformal ZnO NWs are grown onto 

an NRS-rolled CNT sheet

CNT와 기판 간의 접착력보다 더 크게 되면 CNT가 기판 상에 박

막 형태로 롤링되지 않고 롤에 감겨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롤들을 비교 

검증하여 직경 1 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롤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NRS 시스템을 이용한 롤링 공정 과정으로는 먼저 

CNT 블레이드 샘플을 스테이지에 부착하고 롤을 그 옆에 배치한 

후 암을 접근시켜 암-롤-기판표면 간에 적절한 힘이 받는 상태로 

접촉시킨다. 이때 3자유도의 정밀 스테이지를 조정하여 서로 간의 

평행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롤링 과정 상에 CNT 샘플 전면적에 

걸쳐 균일한 힘을 받도록 해준다. 이후 서보모터 구동을 통해 롤을 

적절한 속도로 굴려주게 되는데, 통상의 경우 3-5 mm/sec 정도이

면 적절하나 CNT 패턴의 형상에 따라 가감해 줄 수 있다. 부가적

으로, 샘플 로딩 스테이지 면과 암의 아랫면, 즉 샘플과 롤이 맞닿

는 부분에 얇은 실리콘(silicone) 러버필름을 부착하여, 롤링 시에 

롤의 미끄러짐이나 샘플 위치의 변경을 방지함과 동시에, 롤과 샘

플 간 평행도 상의 미세 불균형 및 샘플 표면상의 불균일 지점

(defect, debris 등)으로 인한 미세 편차를 완충해 줄 수 있다.

2.4 박막 프레임워크의 특성 평가 및 개선

NRS 시스템을 활용한 롤링 전후의 CNT 구조물의 광학현미경 

및 전자주사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에 보이듯이, 롤링 이전의 CNT는 

수직배향 된 형태로 각 CNT 가닥 간 간극(interspacing)이 큰 형

태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일부 용도에 유리한 점도 있으나, 내구

성과 강인성, 무엇보다 전극 증착을 통한 회로 구성을 요구하는 대

부분의 박막 소자 활용 시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Fig. 4(b)에 나타낸 롤링 이후의 CNT 박막 구조는 CNT 블레이드

들이 기판 표면 상에 서로 끝부분이 겹쳐진 수평배향 된 형태로 

뉘이며 수직배향 구조에 비해 향상된 기계적 강성과 전기적 전도성

이 우수한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CNT 박막 

시트 양단에 박막 증착 공정을 통한 전극 증착 등이 용이하여 박막 

소자 활용도가 월등히 증대된다.

이때, 롤링 직후의 수평배향 된 CNT 블레이드 패턴 표면에 적절

한 휘발성 용매(일례로 아세톤(acetone))의 증기를 쬐어주면, 모세

관힘(capillary force)에 의해 각 CNT 간의 간극이 압착되고 각 

블레이드 연결부의 결합이 더욱 공고해지며, 기판과의 부착력도 증

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CNT 간의 접촉저항을 낮추어 전체 CNT 

박막 시트의 전도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 제작

한 샘플 기준 압착 전후 평균 비저항: (압착 전) ~0.06-0.08 Ω-cm, 

(압착 후) ~ 0.01-0.02 Ω-cm), 기계적 내구도도 추가적으로 증대

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가적 ‘압착’ 공정은 CNT 간극을 줄

임으로써 CNT 특유의 미세스케일 표면 특성 및 전체 표면적을 낮

추는 효과도 아울러 유발하게 되므로, 용도에 맞게 적용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2.5 향후 진행 및 소자 응용 방안

본 논문에서는 NRS 시스템의 설계 구축 및 핵심 공정 원리 개발 

및 나노구조의 성공적인 롤링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해 중점적

으로 논하였으며, 이와 연관하여 향후 각종 변수들의 조절 및 공정 

조건 튜닝을 통한 맞춤형 특성을 갖는 박막 프레임워크 개발 및 기

능성 박막 소자 응용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가령 전술한 바와 같이, 

CNT 촉매 패턴 상의 블레이드 선폭 w 및 간격 d, 길이 l 등을 조정

하고, 아울러 CNT의 성장 조건 튜닝을 통해 CNT의 밀도를 컨트롤

함으로써 최종 산물인 CNT 박막 프레임워크의 단면두께, 투과도, 

면적 및 면저항 등을 이후 활용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되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물성을 갖는 박막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박막 소자 개발 응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CNT 표면 상에 ZnO 나노구조를 계층구조 형태로 혼성화하고 양

단에 전극을 증착함으로써, UV 광원을 검출하거나 이를 전류로 

변환 추출하는 기능성 광전 소자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6,7]

. Fig. 5

는 CNT 시트 상에 ZnO NW를 혼성화한 하나의 선행연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나노소재를 유사한 방식으

로 혼성 구조화 하거나, 박막을 추가적으로 패터닝하여 특정 용도

에 응용할 수 있으며, 유연기판 등 다른 기판으로 전사하여 유연소

자 제작 템플릿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롤링의 적용을 통해 수직배향된 나노구조

물을 보다 활용도가 높고 핸들링이 용이한 박막 형태로 변환하는 



Tae Jun Park et al.

270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원활한 공정 조건을 확립하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다방면의 우수한 물성과 다양한 용도를 갖는 CNT를 주요 

대상 소재로 삼아 적절한 기계적 롤링을 통해 박막 형태의 CNT 

시트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에 수반되는 고려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러한 나노소재 기반 박막 프레임워크

는 그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튜닝 및 패터

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투명전극이나 히터 등 기능성 소자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나노와이어나 양자점(quantum dot) 등 

전기적 기계적 특성 상 단독으로 소자 제작 시에 다소간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이종 기능성 나노구조들의 소자 활용을 위한 템플릿

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연 기판으로의 전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계적 내구성과 전기적 효율성이 향상된 다양한 기능성 필

름, 박막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등 보다 폭넓은 소자 응용으로 이

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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