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1875/2001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구조 연구 가능성 검토

Fasibility Study of Structure Analysis of

Fullerene using HRPD 

KAERI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중성자빔이용연구 과

제에서 수행한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구조 연구 가능성 검토”의 기술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 6.  .

                                   주  저  자     : 심 해 섭

                                   공  저  자     : 이 창 희

최 용 남

오 화 숙

최 병 훈

                                     V. T. Em

                                                    V. A. Somenkov

V. P. Glazkov



- 2 -

요  약  문

Ⅰ. 제  목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구조 연구 가능성 검토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거의 구형에 가까운 정이십면체 대칭성을 갖는 C60는 1985년에 그 구조

가 발견되고 1990년에 대량 합성방법이 개발된 이래 그 특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C60 분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구형분자 내부 공간에 금속원자를 삽

입하거나 외곽으로 탄소 원자에 또 다른 원자 또는 분자들을 결합한 유도체의 

형태로서 윤활재, 수소저장재, 초전도체, 촉매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각 활용 분야에 따른 화학, 물리적 특성과 접한 관계가 있는 정적 및 

동적 구조 연구를 위해서 X-선 회절, 중성자 탄성 및 비탄성 산란, 핵자기공명

(NMR), Raman 분광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서는 C60F36 및 C60D4에 대해 하나로의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RPD)를 이용하여 회절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고온에

서의 구조 상전이를 연구하는 한편, 그 과정을 통하여 HRPD에서의 fullerene 연

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실험장치 준비 및 배경산란 측정

    나. C60F36에 대한 중성자 회절 실험

    다. C60D4에 대한 중성자 회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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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가. 본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C60F36 및 C60D4 의 중성자 회절상에 의하면  

분해능, Signal-to-Noise 비 및 중성자 강도 측면에서 HRPD가 fullerene 구조 

연구에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C60F36의 경우에는 상온 이상의 온도 역에서 구조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C60D4 의 경우에는 상온과 473K의 회절상에서 일부 회절피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구조 상전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이번 실험은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구조연구 가능성 검토가 주목적으로 

시료양이 매우 적어서 측정시간은 길고 배경산란은 상대적으로 커짐으로서 정

한 분석을 위한 회절상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회절상의 정성적인 분석에 

따르면 충분한 양의 시료만 확보된다면 본 계열의 시료에 대한 구조해석에 아무

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향후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계열 시료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이번에 고온에서의 구조 상전

이 가능성을 보인 C60D4 에 대하여 충분한 양의 시료를 확보하고 재실험에 의해 

정 한 구조 상전이 해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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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Feasibility Study of Structure Analysis of Fullerene using HRPD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60 molecule has icosahedral symmetry and has a shape that is very 

close to spherical. The study on the properties of this molecule has been 

performed by a lot of researchers in the world  since its structure was 

discovered in 1985 and synthesis process for mass production was developed 

in 1990.

The application study of this molecule as a lubricant, a hydrogen 

absober, a superconductor and a catalysis are interested in the form of C60 

molecule itself and their derivatives in which metal atoms are doped into the 

inner space of the spherical molecule or the other atoms/molecules are bonded 

outward at the carbon atom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ic and the 

dynamic structur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in each application, the various techniques such as X-ray 

diffraction, neutron elastic and inelastic diffracti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Raman spectroscopy are used.

The phase transition study of C60F36 and C60D4 at high temperature by 

the neutron diffraction using the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at 

HANARO has been performed and, through this experiment, the feasibility of 

HRPD  for the fullerene structure analysis has been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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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 Apparatus Preparation and Beam Background Measurement

    B. Neutron Diffraction Experiment on C60F36

    C. Neutron Diffraction Experiment on C60D4

Ⅳ. Result of Project

     A. From resolution, signal-to-noise ratio and neutron intensity of the 

diffraction patterns for C60F36 and C60D4, HRPD is evaluated as good for the 

structure study of fullerene.

     B. For the  C60F36, there is no signs for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above room temperature

     C. For the  C60D4, the peak shape change in the diffraction pattern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between room 

temperature and 473K.

Ⅴ. Future Plan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is experiment was the feasibility study 

of HRPD application on fullerene, only small sample was used and it made 

difficult to get enough data for the precise analysis due to the long 

measurement time resulting relatively high background. However, the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structure analysis using HRPD was 

possible if the enough sample could be prepar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he basic data in the fullerene study using HRPD, and 

the precise experiment on C60D4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phase transition will be performed again with enough amount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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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중의 하나인 탄소는 graphite나 

diamond 구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85년에 미국 Rice 대학의 

Richard Smalley와 국 Sussex 대학의 Hary Kroto 연구팀에 의해 축구공과 같

은 형태의 구조가 발견되었다. 즉, 20개의 정육각형과 12개의 정5각형이 연결되

어 구를 이루고 그 꼭지점들에 모두 60개의 탄소 원자가 놓여 있는데, 정5각형들

은 서로 마주닿지 않는 형태를 갖는다.(그림1) 이 C60 분자는 둥근 천장의 기하학

적 구조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건축공학자이자 철학자 던 R. Buckminster 

Fuller의 이름을 따서 Buckminsterfullerene으로 명명되었으며, 구의 지름은 약 7

Å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것은 증기 상태의 분자들이었으

며, 화학, 물리적 특성을 깊히 연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고체 시료를 얻지 못하

여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 으나,  1990년에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D.R.Huffman 교수에 의해 고체 C60 분자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되므

로서 화학자, 물리학자 및 재료공학자들에게 연구대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

다.[1,2]

C60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구형에 가까운 정이십면체 대칭성을 

가지므로 이웃한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은 구형대칭인 요소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상온에서는 각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회전되어(rotationally disordered) 격자상수

가 14.17Å인 면심입방 구조를 이룬다. 255K 이하의 온도에서는 C60분자의 무질

서도가 사라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므로서 Pa3 대칭성의 단순입방격

자로 구조상전이가 발생한다.[3]

이러한 C60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구형분자 내부 공간에 금속원자를 삽

입하거나 외곽으로 탄소 원자에 또 다른 원자 또는 분자들을 결합한 유도체의 

형태로서 윤활재, 수소저장재, 초전도체, 촉매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각 활용 분야에 따른 화학, 물리적 특성과 접한 관계가 있는 정적 및 

동적 구조 연구를 위해서 X-선 회절, 중성자 탄성 및 비탄성 산란, 핵자기공명

(NMR), Raman 분광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나로의 HRPD를 이용한 fullerene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C60F36 

및 C60D4의 고온 구조 상전이 연구를 목적으로,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의 

V.A. Somenkov 박사와 V.P.Glazkov 박사를 초청하고, 현재 Brain Pool로 활용

중인 우즈벡 INP 연구소의 V.T.Em와 함께 본 시료에 대해  HRPD를 이용하여 

중성자회절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내용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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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탄소의  결정구조

       (a) graphite 

       (b) diamond

       (c) fulle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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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Fullerene 시료는 대량 생산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분말 또는 

polycrystal 시료에 비해서는 그 양이 매우 적고(1cm
3
 이상=>약 0.1cm

3
 ), 단위 

격자 또한 커서(수백Å
3
=>2000Å

3
 이상) 시료로부터 회절되는 중성자 강도가 매

우 약하기 때문에 회절피크에 대한 배경산란 비율이 중요하게 되는데, 분석에 필

요한 정도까지 측정 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측정이 불가피하므로 전

자적 잡음, 측정 안정도 또한 큰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C60F36 및 C60D4 시료에 대해 HRPD를 사용하여 회절실험을 수행

하므로서 HRPD에서 측정되는 중성자 회절강도 및 분해능, Signal-to-Noise 비

를 검토하여 Fullerene 구조연구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한편, 이들 시료의 고온

에서의 구조 상전이 연구를 시도하 다.

제1절 실험장치 준비 및 배경산란 측정

1. 실험장치 준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Signal-to-Nosie가 매우 중요하고, 

시료의 부피가 작으므로 시료에 입사하는 빔의 단면적을 줄여서 가능한한 배경

산란이 감소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borated polyethylene(B-PE)에 

7mmWx18mmH의 구멍을 뚫고 외부면을 0.5mm 두께의 카드뮴으로 둘러싼 

aperture를 제작하여 기존의 시료전 빔통로 출구에 부착하 으며(그림 2), 중성자 

카메라로 시료 위치에서의 빔 형상을 확인하 다.(그림 3)

다음으로는 중성자회절 실험용 고온진공로를 HRPD 시료대 위에 설치하

다.(그림 4) 이 경우에 일반적인 실험과 설치 조건이 변경되는 점은 없었다. 설

치후에 고온진공로 내부의 시료홀더 지지대 위에 카드뮴으로 둘러싼 시료홀더를 

꼽고, 중성자 카메라로 시료 위치를 확인하 으며, 시료홀더가 빔 중심에 놓이도

록 aperture 위치를 미세 조정하 다.(그림 5)

2. 배경산란 측정

본 실험에서는 고온진공로가 사용되고, 시료홀더 또한 알루미늄 및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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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산란 외에도 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회절 피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본 시료에 대한 회절상 분석

시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없이 고온진공로에 시료홀더만을 꼽은 상

태에서 5시간 동안 회절상을 측정하 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고온진공로의 

graphite heater 및 열차폐용 felt로 인해 낮은각도의 배경산란이 높아지는 것 외

에 추가로 발생하는 피크들은 시료홀더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6, 표1) 

회절피크 fitting은 FULLPROF에서 pseudo-Voigt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그러나, 25-30
o
, 75-80

o 
구역과 145-150

o
, 150-155

o
 구역의 배경산란이 주

변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계단형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그 원인을 파악하

기 위해 원자로 운전 정지시에 모든 셔터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앞의 두 

구역의 높은 배경산란은 주로 전자 잡음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뒤의 두 

구역은 배경산란이 높은 상태에서 검출기의 효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측정에서와 같이 장시간 측정시에는 동일한 조건

에서 배경산란을 먼저 측정하고, 이를 시료 측정 데이터에서 빼준 후에 효율보정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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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a) Borated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aperture 및 

 (b) 시료전 빔 통로 출구에 부착한 상태

그림 3. 중성자 카메라로 찍은 시료 위치에서의 빔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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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RPD 시료대에 고온진공로를 설치한 모습 

            

(a)

     

(b)

그림 5. Aperture 위치 미세 조정에 의한 시료와 빔 중심 일치

       (a) 고온진공로 설치 직후

       (b) aperture 위치 미세 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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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온진공로의 배경산란 및 HRPD 검출기 채널의 전자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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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경산란의 회절피크 분석

N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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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C60F36에 대한 중성자 회절 실험

불화 fullerene(C60Fx)은 우아한 분자구조를 이루고 분자 베어링과 같은 

윤활재로서의 새로운 기능 소재로의 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결정구조 및 산업 

응용 관점에서 모두 매력있는 소재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특성연구를 수행해 왔

지만 특정 량의 불소를 포함하는 불화 fullerene을 제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최근에 Gakh et al[4] 과 

Boltalina et al[5,6] 에 의해 고순도 C60F48 및 C60F36 합성법이 보고되었고, 
19
F 

NMR에 의한 분자구조도 조사되었다. 또한 Kawasaki et al[7]에 의해 X-선 회절 

및 전자회절에 의한 구조 연구 및 고온에서의 X-선 회절에 의한 구조 변화 관측

이 수행되었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X-선 회절상 분석에 의하면 C60F36은 반

경이 rC=3.5Å인 탄소원자궤와 rF=4.9Å인 불소원자궤의 이중궤로 이루어졌으며, 

상온에서 격자상수가 13.02Å인 체심입방격자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463K까지의 X-선 고온실험에서는 구조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중성자 회절 실험을 통하여서는 573K까지의 측정으로 구조상전이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 다.

시료는 약 3mm dia. x 15mmL의 크기로 알루미늄 호일로 말아 시료홀더

에 끼워 놓았다.(그림 7) 상온에서 14시간, 543K에서 8시간, 573K에서 8시간을 

측정하 으며, 그 배경산란을 보정한 회절상은 그림 8과 같다. 본 그림에서는 비

교를 위하여 모두 8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온도 상승에 따른 9.5도 부근 

피크의 소멸과 회절피크의 중성자 강도 감소 및 위치 이동이 관측되었다. 각 회

절피크들에 대해 FULLPROF와 ORIGIN으로 회절각도와 중성자강도를 계산하

는데, FULLPROF를 사용한 fitting에서 비대칭성이 큰 일부 피크는 split 

pseudo-Voigt 함수를, 그 외에는 pseudo-Voigt 함수를 이용하 으며, ORIGIN에

서는 gaussian 함수를 사용하 다. 피크 회절각도로부터 격자상수의 변화를 추산

하 으나(표2), 구조변화 여부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정 한 분석이 

요구된다.

고온진공로를 사용한 실험이 종료된 후에 동일 시료에 대해 고온진공로

가 없는 상태로 6시간 동안 측정을 수행하 는데, 그림 9에 보는 바와 같이 9도 

근처의 피크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고온실험에 따른 시료의 변형을 검

토하기 위한 것으로 후속적인 정  분석이 요구된다.



- 18 -

      

         

Sample

Sample Holder

Al foil

Al tube + Iron wire

SUS

그림 7. 시료 및 시료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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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온, 543K 및 673K에서의 측정 후 배경산란을 보정한 C60F36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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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온 실험 전후 C60F36 회절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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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60F36 회절상 분석



- 22 -

제3절 C60D4에 대한 중성자 회절 실험

Fullerene은 C60Hx의 형태로서 수소저장재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수소대신 중수소를 치환한 시료를 이용하여 중성자 회절에 의한 

구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온에서 체심입방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Somenkov et al[8]에 의하여 수소량에 의한 격자상수의 변화와 저온에서의 

구조 변화 측정 실험이 이루어 졌다.

 HRPD를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고온에서의 구조 상전이 현상을 관측하

고자 한다. 시료는 4mm dia x 20mmL의 크기로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시료홀더

에 꼽아 사용하 다. 상온에서 13시간, 473K에서 9시간, 그리고 473K 도달후 상

온으로 냉각된 시료에 대해 8시간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60F36와는 달리 80도까지의 높은 회절각도까지 비교적 많은 피크들이 관측

되었다. 또한 온도 상승에 따라 피크 위치 변화는 물론 일부 피크들의 감소 또는 

증대가 명확히 관측되고 있다. 상온 회절상에 대해 C60F36에서와 같이 

FULLPROF와 ORIGIN으로 회절 피크들의 각도와 중성자강도를 계산하 는데, 

마찬가지로 FULLPROF를 사용한 fitting에서 비대칭성이 큰 일부 피크는 split 

pseudo-Voigt 함수를, 그 외에는 pseudo-Voigt 함수를 이용하 으며, ORIGIN에

서는 gaussian 함수를 사용하 다. 각 회절 피크들의 위치로부터 추산한 회절면 

지수 붙임과 격자상수 계산 결과를 표 3에 수록하 다. 일부 피크를 제외하고는 

지수 붙이기에 무리가 없었으며, 격자상수도 약 14.20Å으로 Somenkov et al 의 

결과와 유사한 값이 얻어졌다. 

그러나, 3가지 회절상을 비교한 결과 일부 피크들이 예비 계산에서 생각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크들의 중첩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상온 회절상에

서 13
o
 및 22

o
 부근의 피크에 대해 낮은 각도 부분의 꼬리가 분말회절장치에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각도에서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크 1

개로 계산하 으나, 고온 실험 결과 2개 또는 3개의 복합 피크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는 초격자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피크들에 대해 보다 

정 한 피크 분리 계산과 분석 후에야 구조 상전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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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a)  상온, 473K 및 473K에서 상온으로 냉각 후의 C60D4 전체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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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b)  C60D4  회절상의 5-45
o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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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c)  C60D4  회절상의 45-85
o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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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60D4  상온 회절상 분석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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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분해능, Signal-to- 

Noise 비 및 중성자 강도 측면에서 하나로의 HRPD가 중성자회절에 의한 

fullerene 구조 연구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보다 양질의 측정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보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

안되었다.

 1) 시료전 빔 통로 개선에 의한 배경산란의 추가 감소

 2) 일부 검출기 채널의 전자 잡음 제거

 3) 고온진공로 heater에 의한 검출기 효율 불균일성 보정

이번 측정 데이터로부터는 C60F36 및 C60D4의 고온 구조 상전이에 대해 

상세한 결론은 얻을 수는 없고, 정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를 사용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C60F36의 경우에는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 특별한 구조 

상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60D4의 경우에는 상온과 

473K 사이에서 결정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본 시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를 준비하여 상온, 473K 및 543K에서 재측정을 수행하므로서 정

한 구조 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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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PD를 이용한 fullerene 구조 연구 가능성 검토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연 구 자 및 부 서 명

        

      

          

  C60F36 및 C60D4에 대해 하나로의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RPD)를 이

용하여 회절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고온에서의 구조 상전이를 연구

하는 한편, 그 과정을 통하여 HRPD에서의 fullerene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로서 본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C60F36 및 C60D4 의 중성자 회절상에 

의하면 분해능, Signal-to-Noise 비 및 중성자 강도 측면에서 HRPD가 fullerene 

구조 연구에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C60F36의 경우에는 상

온 이상의 온도 역에서 구조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 으며, C60D4 

의 경우에는 상온과 473K의 회절상에서 일부 회절피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

로 보아 구조 상전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자회절, fullerene, C60F36, C60D4, 구조 상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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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sibility Study of Structure Analysis of

 Fullerene using HRPD 

     

    

      

  The phase transition study of C60F36 and C60D4 at high temperature by the 

neutron diffraction using the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at 

HANARO has been performed and, through this experiment, the feasiblity of 

HRPD  for the fullerene structure analysis has been also investigated.

  From resolution, signal-to-noise ratio and neutron intensity of the 

diffraction patterns for C60F36 and C60D4, HRPD is evaluated as good for the 

structure study of fullerene. While there is no signs for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above room temperature for C60F36, the peak shape change in the 

diffraction pattern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structural phase transition 

between room temperature and 473K for C60D4.

   neutron diffraction, fullerene, C60F36, C60D4, 

  structural phas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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