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3072/2009

탄소나노튜  기반 고분해능 엑스선 튜  

핵심기술개발

 Development of a carbon nanotube based micro-focus 

X-ray tube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 i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9년 “ 탄소나노튜  기반 고분해능 엑스선 튜  핵심기술개발에 

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  02  . 16

과 제 명  :  탄소나노튜  기반 고분해능 엑스선 튜  핵심기술개발

과제책임자      : 정  규 

참  여  자      : 정 용 무 

        〃          : 이 윤 상 

        〃          : 심 철 무 

        〃          : 최  수 

        〃          : 박 승 규 

        〃          : 주  상 



- ii -

요     약     문

I. 제  목 : 탄소나노튜  기반 고분해능 X선 튜  핵심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탄소나노튜 (Carbob nanotube, CNT)는 낮은 문턱 계(threshold electric 

field)와 높은 계방출 류 도로 인하여 계방출 에미터(emitter)소재로 

큰 심이 집 되고 있다. 탄소나노튜 를 자빔원으로 사용하여 x-ray 

tube를 제작할 경우 기존의 열 자방출방식의 x-ray tube 가지는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다. 탄소나노튜 의 경우 존하는 어느 물질들 보다 물리  

강성  화학  안정성이 뛰어나며 굉장한 지름  길이비로 인하여 새로

운 자빔원으로 매우 탁월한 소재로 알려졌다. 한 이 자빔원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cold emission 이므로 별도의 가열 원이 필요치 않으며 2

극  는 3극  형태로 x-ray tube를 제작하여 방출 류를 간단히 조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빔원의 소형화가 용이하므로 compact한 x-ray tube 

제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엑스선 발생장치에 요구되는 고해상도 

상을 생성할 수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탄소나노튜 을 이용한 새로운 엑스선 튜 개발을 추진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 CNT 제조  특성 분야

  - 엑스선 튜  시제품 제작 분야

  - 엑스선 튜  성능 시험 분야

  탄소나노튜  제조  특성 분야에서는 일반 인 CNT 제작에 한 문

헌을 조사하 고, 엑스선 음극으로서 특성을 고려하여 합력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명된 CNT/ 속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사용하 고, 

엑스선 분해능을 증가할 수 있는 미소  구성이 가능한 CNT fiber를 

고려하 고 이에 한 제조기술로서 엑스선 음극에 활용하 다.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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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펴 본 결과,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의 미세조직의 특성

으로는 우선 속을 코발트로 고려한 탄소나노튜 /코발트 나노복합분말

의 미세구조에서는 탄소나노튜 가 코발트 나노입자에 임 란트(implant)되

어 있는 목걸이형(Necklace Type)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나노튜 를 

잡고 있는 코발트 나노입자는 열처리를 통해 극기 과 결합되어 탄소나

노튜 의 탈착을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코발트 나노입자로 덮

있지 않은 탄소나노튜 는 계방출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탄

소나노튜  섬유의 경우 크기가 um 단 로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 탄소나노튜 의 계방출 특성을 평가하는 연

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엑스선 튜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 분야에서는 2가지 방향으로 추진

하 는데 첫째로는 고분해능 엑스선을 해 3극형 개방형 엑스선 튜 에 

용하 고, 둘째로 소형화를 해서는 2극형 폐형 엑스선 튜 를 개발

하 다. 개방형 엑스선 튜 에서는 CNT/ 속 복합재료를 사용하 고, 폐

형 엑스선 튜 에는 CNT fiber를 사용하 다. 특성 조사로는 IV 곡선을 측

정하 고, 엑스선 튜 의 엑스선 에 지 스펙트럼과 spot size를 측정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엑스선 냉음극 소재로서의 CNT 특성 조사  형태 평가를 수행하 다. 

우선 기존 CNT 음극 기술 황 조사하 으며, CNT 나노복합재료 음극 제

조와 CNT fiber 음극 제조를 수행함으로 샘 을 확보하 다. 

  엑스선 튜  개발을 해서 설계 로그램(EGN2w)을 확보하 으며. 

이를 활용한 엑스선 튜  설계를 시도하 다. 

  엑스선 튜  시제품 제조를 해서 엑스선 튜  부품을 조사하 으며, 

소형 휴 형 엑스선 튜  개발을 해 2극 진공 형 폐식 엑스선 튜  

시제품를 VSI 업체의 조를 받아 제조하 다. 

  엑스선 튜  성능시험  측정기술 확립을 해 우선 CNT/ 속 복합

재료를 사용한 음극에서는 개방형 엑스선 튜 로서 CNT 음극 성능 시

험을 수행하 으며, CNT fiber 를 사용한 음극에서는 폐형 엑스선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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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CNT 음극 성능 시험과 CNT 음극 내구성 시험을 평가 수행하

다.  그리고 원래 과제계획서에 기술한 자 가속장치  집속장치 성능

시험은 2극형 진공 형 튜 에는 불필요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제작된 시제품에 해 Power supply에 의해 IV 곡선을 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되는 엑스선을 측정하 으며, 향후 다양한 변수에 해 실험이 

가능한 챔버형 엑스선 발생장치를 제작하여 향후 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결과는 CNT 재료를 원하는 특성을 지니도록 취 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에 기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좋은 특성

을 지닌 자 발생장치로서 치를 차지할 것이다. CNT 장 을 활용하면 

압 냉 자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를 활용한 재료 특성평

가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역 특히 생체 연구에 좋은 효과를 낼 것으

로  사료된다. 

  우선 새로운 엑스선 검사 장치는 장치 소형화와 분해능이 우수하여 기

존 시장을 치할 뿐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심을 가질 분야는 의료 진단 분야에 있어서 CNT의 펄스 엑스선을 활용

하면 심장, 신장 등 움직이는 장기에 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함으로 질병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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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a carbon nanotube based micro-focus 

X-ray tube

II. Object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Carbon nano-tube (CNT) as a field emitter having a low threshold 

electric field and a high current density of field emission has been focused 

to use in X-ray tube. If CNT as an electron beam source is used in X-ray 

tube, demerits of a conventional emitter with thermal electrons can be 

overcome. CNT has a stronger physical stiffness and a more chemical 

stabilty than any other substance and became famous as an excellent 

material to be a new electron beam source due to a tremendous length to 

diameter ratio. As a electron beam source, CNT showing a cold emission 

without a thermal source and no heat source, can be used to make a 

diode and triode x-ray tube by controlling the emission current simply.

  And Use of a CNT makes a compact electron source and a portable 

X-ray machine and diverse forms of X-ray generator with a high resolution 

image.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new X-ray tube using CNTs, the following 

research tasks were performed.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NTs

  - Fabrication of X-ray tube sample 

  - Func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X-ray tube sample

  Prior to a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NTs, literature survey was 

performed. CNT/metal composite was used to a cathode emitter because 

of a good adhesion and a better life. And CNT fiber was made to use the 

small diameter of fiber which caused a micro-focus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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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NT/metal nanocomposite showed the following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First, CNTs are homogeneously dispersed whitin whole 

CNT/Co composite powders. Second, It is a necklace type structure in 

which spherical Co nanoparticleas are threaded by CNTs. Third, size of Co 

nanoparticles is quite uniform. Necklace type CNT/Co nanocomposite 

powders looks promising for field emission material whick can be solve the 

critical problems such as weak interfacial bonding and high electrical 

resistivity between CNT and electrode.

  Two approaches in fabrication and functional test  of X-ray tube sample 

are a diode and a triode type X-ray tube. A triode type tube was applied 

for a high resolution X-ray and a diode type tube was developed for a 

compact form. A open type tube used the CNT/Co composites for a 

cathode emitter and a closed type tube used the CNT fibers. IV curve and 

beam spot size were measured using by a high voltage power supplier 

and X-ray spectrum was also measured using by a radiation detector.

IV. Results of the Project 

  Investigation for CNT characteristics and shape were performed to be 

used in a cold cathode of X-ray tube. literature of conventional CNT 

cathode was surveyed and samples of CNT composite and CNT fiber 

were obtained by a specific process. For a design of X-ray tube, EGN2w 

program was procured and was applied to a CNT emitter. Parts for X-ray 

tube were surveyed and a diode type X-ray tube for a compact and 

portable X-ray equipment was fabricated by VSI Inc.

  CNT/metal composite and CNT fiber fabricated at KAIST were used for 

a cathode of X-ray tube and were tested for IV characteristics and a 

lifetime.  For the future study, a chamber type X-ray generator was setup 

in order to experiment the variables of tub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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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uture plan to use resul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ntribute the process development to handle CNT material 

and to obtain a suitable property. Based on this technology, a better 

electron emitter can be applied to X-ray generator. By using the merits of 

CNT, it is easy to generate a low voltage cold electron. Further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even to contribute a 

medical study.

  In order to apply the medical field, this topic is suggested to the R&D 

project and the research target is a new X-ray equipment with a compact 

size and a high resolution capability. Future research will be processed 

with the help of nano technology and with the co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institut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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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탄소나노튜 는 낮은 문턱 계(threshold electric field)와 높은 계방출 류

도로 인하여 계방출 에미터(emitter)소재로 큰 심이 집 되고 있다. 재 

많은 분야에서 탄소나노튜  계방출 에미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

고 있으며, 특히 탄소나노튜 를 래디오그라피에 용하여 새로운 엑스선 검사장

치의 우수성을 보여  것은 2004년도 미국 North Carolina 학이며 실험실에서

의 간단한 장치로서 생쥐에 해 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직 완 한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심을 가지고 연구 수행하면 세계  수 의 선도

기술 그룹에 속하여 기술을 리드할 것으로 사료된다.

  탄소나노튜 를 자빔원으로 사용하여 x-ray tube를 제작할 경우 기존의 열

자방출방식의 x-ray tube 가지는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다. 우선 탄소는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므로 고진공이 요구되지 않으며 탄소나노튜 의 경

우 존하는 어느 물질들 보다 물리  강성  화학  안정성이 뛰어나며 굉장

한 지름  길이비로 인하여 새로운 자빔원으로 매우 탁월한 소재로 알려졌다. 

한 이 자빔원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cold emission 이므로 별도의 가열 원

이 필요치 않으며 2극  는 3극  형태로 x-ray tube를 제작하여 방출 류를 

간단히 조 할 수 있다. 

  기존의 x-ray 장치는 고가이며 여러 가지 부  장치들이 부속되어야 하므로 

장치가 복잡해지며 거 해 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만족하는 래디

오그래피 시스템의 구축에는 합하지 못하다. 

  반면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x-ray 시스템은 간단하며 매우 compact하게 제작

할 수 있으며 상 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x-ray tube를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엑스선 발생장치에 요구되는 고해상도 상을 생성할 수 있

다. 필요에 따라서 소형 x-ray 장치들을 배열한다거나 와이어 끝부분에 x-ray 

장치를 부착하여 측 상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 등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래디

오그래피 장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산업 장의 필요조건을 충족하

는 In-Situ 방식이 시스템의 설계  제작이 가능하다. 비용 고효율의 래디오

그래피 장치를 장치 산업  원자력산업에 이용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패키징 기술에 의한 IC 회로 검에 용가능하며 기

존 엑스선 튜 보다 수명이 길며 고분해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 장비

에 한 체 효과와 신기술 목에 의한 신 장비 개발로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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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도 70년  이후 엑스선 진단기술을 많이 용을 하 으나 다른 기

술에 의한 진단장비에 상 으로 뒤쳐져 있었으나 최근에 심장과 신장 등 움직

이는 장기에 한 정 분석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할 핵심 기술을 통해 방사선에 한 사회  불안감을 해

소하고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식을 주지시킴

으로 원자력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원자력 문화 창달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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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995년 미국의 Rice 학 R. E. Smalley 그룹 연구 에 의해 탄소나노튜 의 

계방출 특성이 보고된 이래, 탄소나노튜 는 낮은 문턱 계(threshold electric 

field)와 높은 계방출 류 도로 인하여 계방출 에미터(emitter)소재로 큰 

심이 집 되고 있다. 재 많은 분야에서 탄소나노튜  계방출 에미터를 활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나노튜 를 래디오그라피에 용

하여 새로운 엑스선 검사장치의 우수성을 보여  것은 2004년도 미국 North 

Carolina 학이며 실험실에서의 간단한 장치로서 생쥐에 해 찰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아직 완 한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심을 가지고 연구 

수행하면 세계  수 의 선도기술 그룹에 속하여 기술을 리드할 것으로 사료된

다.

  래디오그래피의 해상도와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 기술은 x-ray 발

생기술이다. 기존의 x-ray tube는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발생되는 2000 ℃이상에

서 방출되는 고온의 열 자를 가속하여 발생되는 x선을 이용하 다. 이 경우 

x-ray tube가 고온으로 유지됨으로 내부진공도가 고진공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방출 자들이 잔류 가스들과 화학  반응하여 필라멘트의 수명과 자방출

효율을 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더불어 필라멘트 가열을 한 원장치, 가속

원장치 등이 부속되어야 하므로 장치가 복잡해지고 커지는 단 이 있다.  한 

열 자 방식의 x-ray tube는 래디오그래피에 요구되는 고 해상도와 고속 상처

리에 요구되어지는 짧은 펄스, 고 류의 자빔 발생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탄소나노튜 를 자빔원으로 사용하여 x-ray tube를 제작할 경우 기존

의 열 자방출방식의 x-ray tube 가지는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다. 우선 탄소는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므로 고진공이 요구되지 않으며 탄소나노튜

의 경우 존하는 어느 물질들 보다 물리  강성  화학  안정성이 뛰어나며 

굉장한 지름  길이비로 인하여 새로운 자빔원으로 매우 탁월한 소재로 알려

졌다. 한 이 자빔원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cold emission 이므로 별도의 가

열 원이 필요치 않으며 3극 형태로 x-ray tube를 제작하여 방출 류를 간단히 

조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빔원의 소형화가 용이하므로 compact한 x-ray tube 

제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엑스선 발생장치에 요구되는 고해상도 상을 

생성할 수 있다.[1] 아래 그림 2-1은 기존의 x-ray 발생시스템과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x-ray 발생시스템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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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열 자 방출방식 x-ray 장치            b) CNT를 이용한 x-ray 장치 

 ( )      ( )

그림 2-1 엑스선 발생장치의 종류

제 1  탄소나노튜  제조  취 기술 [2]

1. 기 방 법 (arc-discharge)

  이 방법은 기에 탄소나노튜 를 합성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두 개의 극으

로는 흑연 막 를 사용하 다. 두 극 사이에서 방 이 일어나면 양극으로 사용

된 흑연 막 에서 떨어져 나온 탄소 cluster들이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음

극 흑연 막 에 응축된다. 이 게 음극에서 응축된 흑연은 탄소나노튜 와 탄소 

나노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에 이 방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양이 

매우 었으나 나 에 Ebbesen과 Ajayan이 공정을 개선시켜서 합성되는 탄소나

노튜 의 양을 증가시켰다.[3] 표 인 기방  장치와 이 방 장치에서 합성

된 탄소나노튜 는 그림 2-2와 그림 2-3과 같다. 이 장치에서 chamber는 진공펌

와 헬륨공  장치에 연결되어있다. 극으로 사용되는 흑연 막 는 보통 고순

도의 재질을 사용한다. 양극 흑연 막 는 직경이 6 mm인 긴 막 이며, 음극 흑

연 막 는 직경이 9 mm이며 길이는 양극 흑연 막 보다 짧다. 양질의 탄소나노

튜 를 합성하기 해서는 음극을 냉각시키는 것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양극의 

치는 가변 이어서 기방 이 일어나는 동안에 두 극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시켜야 한다. 두 극 사이에는 일반 으로 직류 원이 사용되는데, 20 ~ 

40V의 압 범 에서 류는50 ~ 100A 정도일 때 기방 이 잘 일어난다. 안정

인 방 이 일어나는 두 흑연 막  사이의 거리는 1mm 이하이다. 그리고 순수

한 양극 흑연 막 에 Co, Ni. Fe, Y등을 혼합해서 기방 을 하면 singl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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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 를 얻을 수 있다.

  기방 법에서 고품질의 탄소나노튜 를 얻기 한 가장 요한 요소는 

chamber 내의 기체의 압력과 인가 류이다.  압력이 증가하면 탄소나노튜 의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무 높은 압력은 탄소나노튜 의 수율을 떨어뜨린다. 한 

류는 안정된 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값을 갖

는 것이 좋다.

그림 2-2 기방 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합성장치 개념도

그림 2-3 기방 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실제사진

  그림 2-4는 기합성법에 의해 합성한 multi-walled 탄소나노튜 의 SEM  

TEM 사진이다. 이 그림에서 탄소나노튜 는 심부의 양 으로 흑연 면이 약 

0.34 nm 정도의 간격의 무늬를 갖고 심부가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5는 single-walled 탄소나노튜 의 SEM  TEM 사진이다.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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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EM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략 1-2 nm 크기의 single-walled 탄소나노튜

들이 다발로 뭉쳐 “rope”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기방 법으로 합성한 MWNT의 SEM(좌)  TEM(우) 사진

그림 2-5 기방 법에 의해 합성된 SWNT의 SEM(좌)  TEM(우) 사진

2. 이  증착법(laser vaporization)

  1995년에 미국 Rice 학의 Smalley 그룹은 이  증착법에 의해서 탄소나노

튜 를 합성하 다. 그림 2-6는 Smalley 그룹에서 사용한 이  증착장치이다. 

1200 ℃의 오  안에 있는 흑연 target 에 이 를 쪼여서 흑연을 기화시킨다. 

이때 운반 가스로는 헬륨이나 아르곤 가스가 사용되고 오 의 압력은 500 Torr 

정도로 유지한다. Target 에서 기화된 흑연은 차가운 collector 에서 흡착된다. 

이와 같이 얻어진 응축 물질에는 multi-walled 탄소나노튜 와 탄소나노입자가 

섞여 있다. 그런데 순수한 흑연 target 신에 Co, Ni. Fe등이 혼합된 흑연을 

target 으로 사용하면 균일한 single-walled 탄소나노튜 를 얻을 수 있다. 이

게 합성된 튜 들은 rope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2-7은 이  증착법에 의해 



- 7 -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TEM 사진을 보여 다.[4] 이 그림에서 여러 개의 

single-walled 탄소나노튜 가 다발 모양으로 서로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 이  증착법에 의해 탄소나노튜  합성장치 개념도

그림 2-7 이 증착법에 의해 합성된 SWNT의 TEM 사진

3. 라즈마 화학 기상증착법 (Plasma Enhanced CVD) 

  라즈마 CVD의 장 은 열 CVD보다 온에서 탄소나노튜 를 합성할 수 있

다는 이 무엇보다도 큰 장 이다 [5]. 일반 으로 라즈마 CVD에서 방 을 

일으키는 원은 직류(DC) 는 고주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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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 는 RF (13.56 MHz)와 Microwave (2.47 GHz)를 표 으로 사용하고 있

다. 라즈마 방식은 방  공간을 극 사이에 끼우고 극에 인가되는 고주  

계에 의하여 로우 방 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8은 라즈마 CVD 

장치에 한 개략도이다. 이와 같은 평행 평 형이 가장 일반 인 극 구조이며 

큰 면 의 것도 비교  제작하기 쉬우므로 양산장치에 많이 이용된다. 보통 막을 

증착시킬 기 은 지된 극 측에 놓이며, 막을 균일하게 성장시키기 하여 마

주 보는 극으로부터 원료기체를 내려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직류방  방식은 

고주  방식과 동일하지만 방 용 원만 다를 뿐이다. 일반 으로 반응기체로서 

C2H2, CH4, C2H4, C2H6, CO 가스를 사용해서 탄소나노튜 를 합성한다. 보통

은 Si, SiO2 혹은 glass 기  에 Fe, Ni, Co 등의 속을 증착하고 이 속을 

선처리하여 작은 그 인들을 만든 후에, 의 반응기체들을 R F로 로우 방

을 일으켜서 기 에 탄소나노튜 를 합성한다. 1998년에 Ren 그룹이 C2H2 가

스와 NH3 가스를 혼합가스로 사용해서 합성한 탄소나노튜 의 SEM 사진이 그

림 2-9에 나타나 있다. 탄소 티클이 없이 깨끗한 탄소나노튜 가 기 에 수직

으로 잘 배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은 이 탄소나노튜 의 TEM 사

진인데 튜 의 구조에 해서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라즈

마 CVD 방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는 튜 의 가운데에 마디들이 있는 나

무 구조를 갖고 있고, wall의 수가 략 20개 정도를 갖는 탄소나노튜 가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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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라즈마 CVD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합성장치 개념도

그림 2-9 라즈마 CVD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SEM 사진 (우측: 확  사진)

그림 2-10 라즈마 CVD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의 TEM 사진

4. 열화학 기상 증착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면  기 에서의 탄소나노튜  합성은 앞으로의 F E D를 비롯한 각종 

계방출 디스 이에 용할 수 있다는 에서 기술 으로 아주 요하다. 최근

에 들어서 면  기 에서 열 CVD 방법으로 탄소나노튜 를 합성하는 연구

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6] CVD합성 방법은 생성물이나 원료가 다양하고, 고순

도 물질을 합성하기에 합하며, 미세구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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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압 하에서의 열화학 기상증착법은 반응의  과정이 상압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반응로내 기상에서의 활성종의 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 에

서의 반응가스의 유속이 변하게 되면 가스의 달이 일정하지 않아 기 면의 

균일도가 좋지 못하고 기 의 온도변화와 기 의 치 등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등의 단 이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탄소나노튜  성장법 들의 단 은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시료의 처리과정이 간략하고 량생산이 가능

하고 고순도의 탄소나노튜 의 성장이 가능하여 정제의 필요성이 크게 어든다

는 장 이 있다. 열화학 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를 합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기 에 먼  매 속으로서 Fe, Ni, Co, Co-Ni 등의 

속을 증착하고 이 속을 입힌 기 을 HF로 선처리를 한 다음, 이 시료를 

CVD 장치에 장입하고 850 ℃의 온도에서 다시 NH3로 이 시료의 속면을 에칭

하여 작은 속 그 인들을 형성시킨다. 탄소나노튜 는 이 작은 속 그 인 

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이 작은 속 그 인을 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과정이다. 그림-11은 일반 인 열 CVD 탄소나노튜  합성장치의 개략도

이다. 그림 2-12은 열 CVD 방법으로 합성한 탄소나노튜 에 한 SEM 사진이

다. 이 그림에서 탄소나노튜 들이 수직으로 배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는 이 각각의 탄소나노튜 를 자세히 보기 한 TEM 사진이다. 각각의 탄

소나노튜 의 직경은 략 15 nm 정도 되고 10개 이상의 wall로 구성된 

multiwall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Thermal CVD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합성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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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hermal CVD법에 의해 기 에 성장된 나노튜  SEM 사진

그림 2-13 Thermal CVD법에 의해 합성된 탄소나노튜  TEM 사진

5. 기상합성법(Vapor Phase Growth)

  기상합성법에 의한 탄소나노섬유 합성은 종래의 VGCF 제조공정의 변형된 방

법이다. [7] 매입자와 반응기체가 반응기 안으로 연속 으로 주입되면서 탄소

나노섬유가 합성된다. C2H4, CO, CH4, C2H2, benzene  xylene 등의 탄화수소

물질과 이 속 매를 함유한 유기 속화합물로서 Fe(CO)5 혹은 Ferrocene 등

을 반응로에 동시에 흘려 으로써 탄소나노섬유합성이 시작된다. 가열로 안에서 

분해된 Fe 원자는 기상에서 cluster를 형성하면서 탄소나노섬유 성장을 한 핵

을 형성한다. Fe(CO)5의 기화온도는 105℃이고 250℃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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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ocene은 185℃에서 승화되며, 400℃ 이상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 탄소나노

섬유의 성장과정은 탄화수소기체가 속입자의 표면에서 화학흡착  분해된 탄

소원자들이 속입자의 표면에서 속 carbide를 형성한다. 속의 표면에서 

carbide로 포화되면, 속입자내부로 확산되고, 그 입자들의 뒷면에 응결되어 탄

소나노섬유로 성장된다. 탄소나노섬유를 구성하는 흑연면(graphite sheet)은 매

입자의 결정면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탄소나노섬유의 직경은 분해된 매입자의 

크기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20-30nm 크기의 매입자가 분포되어 있을 때 

매의 활성이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수율도 크다. 나노크기의 탄

소섬유를 성장시키기 해서는 섬유 core 외부인 반지름 방향으로 등방성의 탄

소흡착을 최 한 억제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2-14은 탄소나노튜 의 기상합성

에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이다. 그림 2-15는 이 기상합성법에 의해서 합성된 탄소

나노튜 의 SEM 사진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약 80 nm 정도의 직경을 

갖는 탄소나노튜 들이 기 이 없이도 고 도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6는 기상합성법에 의해서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TEM 사진이다. 이 TEM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상합성법으로 합성된 탄소나노튜 의 가운데에는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탄소나노튜 의 간 부분에 매 속이 있었

는데, 이 매 속을 심으로 탄소나노튜 가 양방향으로 성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 의 매 속 에서 탄소나노튜 가 합성되는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 즉, 매 속만 있으면 탄소나노튜 는 기 에서나 는 기 이 없

든지 간에 매 속을 매개체로 성장된다.

그림 2-14 기상합성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합성장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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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기상합성법에 의해 합성된 나노튜  SEM 사진

그림 2-16 기상합성법에 의해 합성된 나노튜  TEM 사진

6. 기분해법

  흑연막 (음극)를 용융상태의 LiCI 해질이 함유된 흑연 crucible (양극)에 담

그고 기회로를 구성하여 MWNT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흑연 crucible의 온도는 

보통 약 600℃이며 Ar 분 기이다. DC 류를 3-20A, 20V 미만에서 인가하면 직

경이 2-10nm, 길이가 0.5μm 이상의 MWNT가 합성된다. 비정질 탄소  

encapsulate CNT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7. Flame 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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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4 등의 탄화수소화합물이 미량의 산소분 기에서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

소열이 열원이 된다. 탄소나노튜  합성을 한 C2H2 등의 반응가스와 매 구

체를 Diffusion Flame 분 기에 흘려 으로써 합성조건에 따라 MWNT  

SWNT가 합성된다.[8] Flame 분 기의 온도가 600 - 1300℃의 범 로 균일하지 

않아 비정질탄소가 다량 포함되며, 결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비용으로 

량합성에 용이하며 극재료에 유망하다.

제 2  탄소나노튜 / 속 복합재료 제조 기술

  탄소나노튜 가 강화재로서 최 로 사용된 것은 고분자 기지이며 탄소나노튜

/고분자 나노복합재료의 제조  특성에 한 여러 연구그룹들의 우수한 연구 

결과는 탄소나노튜 가 속  세라믹 기지에서도 동일하게 강화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분자 기지와는 달리 속  세라믹 기

지에서는 기존의 속  세라믹 복합재료 제조 공정만으로는 기지 내에 탄소나

노튜 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어려워서 탄소나노튜 가 속 기지에 강화재로

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속 기지 내에서 응집된 탄소나노튜

는 기공을 형성하여 소재의 도를 감소시키고, 기계  특성을 감소시키는 원

인이 된다. 따라서 탄소나노튜  나노복합재료를 성공 으로 제조하기 해서는 

탄소나노튜 를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요하다. 둘째로 

요한 이슈는 탄소나노튜 와 속 기지와의 강한 계면 결합 형성이다. 탄소나노

튜 /고분자 나노복합재료의 경우는 탄소나노튜 의 표면 기능기와 고분자의 기

능기 사이의 결합으로 계면 결합을 유도할 수 있지만 속 기지에서는 더욱 강

한 계면 결합이 요구된다. 셋째로 탄소나노튜  자체의 특성이 요하다. 술한 

바와 같이 탄소나노튜 의 자체의 결함은 탄성계수  기 도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탄소나노튜 의 결함은 탄소나노튜 를 분산시키기 해 음  처

리, 볼 링(ball-milling), 산처리 등을 지나치게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결

함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분산을 극 화하는 것이 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탄소나노튜 의 부피분율  배열을 정확하게 제어하여 원하는 특성의 탄소나노

튜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9]

1. 분말야 법(Powder Metallurgy)을 이용한 제조 공정  특성

  분말야 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 제조 공정은 일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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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탄소나노튜 와 속 분말을 볼 링(ball-milling),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 등의 방법으로 탄소나노튜 와 속 분말을 혼합하는 방법으로서 간단

한 공정으로 량의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부분의 탄소나

노튜 가 분말의 표면에서 응집되어 분말의 소결성이 감소되고, 소결체의 도가 

감소되어 결과 으로 기계  특성이 감소되는 단 이 있다. Kuzumaki 등은[10] 

탄소나노튜 와 알루미늄 분말을 볼 링으로 혼합한 후 hot-pressing  

hot-extrusion을 통해 탄소나노튜 /알루미늄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그 결

과 탄소나노튜 가 알루미늄 기지 내에 어느 정도 배열하 지만 그림 2-17(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나노튜  응집체들이 기공을 형성하고 있어서 기계  특

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 연구 그룹은 탄소나노튜 /타이타늄 나노복합재

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 으나 역시 탄소나노튜 가 응집된 미세조직을 나

타내었다. George 등은[11] 탄소나노튜 와 알루미늄 사이의 계면 합을 향상시

키기 해 wetting agent로서 탄소섬유에 리 용되는 K2ZrF6 를 탄소나노튜

 표면에 코 한 후 탄소나노튜 와 알루니늄 분말을 볼 링 혼합  소결하

다. 그 결과 K2ZrF6를 사용한 경우 탄성계수와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Deng 등은 탄소나노튜 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해 탄소나노튜 를 

산처리하고 이를 에탄올에 분산시킨 후 알루미늄 분말과 혼합하여 볼 링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cold isostatic pressing  hot-extrusion을 통해 탄소나노

튜 /알루미늄(2024)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그 결과 탄소나노튜  첨가량

이 1 wt%일 때까지는 탄성계수  인장강도가 약 1.4배 증가하 으나 2 wt%에

서는 탄소나노튜 가 응집되면서 특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Dong 등은[12] 탄소

나노튜 /구리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기 하여 탄소나노튜 와 구리 분말(<9 μ

m)을 혼합한 후 볼 링  진공소결하 다. 이와 같이 제조된 탄소나노튜 /구리 

나노복합재료의 미세조직은 그림 2-17(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 마이크로미

터에 이르는 탄소나노튜 가 응집체가 존재하 으며 wear loss가 탄소나노튜  

부피분율이 0.125 vol%일 때 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상일 때는 오히려 약간 증

가하 다. Goh 등은[13] 탄소나노튜 /마그네슘 나노복합재료를 분말야 법을 통

하여 제조하 으며 탄소나노튜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약간 증가

하지만 탄소나노튜  응집체 사이로 마그네슘이 침투하지 못하여 기공을 형성하

고 있는 미세조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단순 분말야 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 제조 공정은 탄

소나노튜 의 응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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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Microstructures of carbon nanotube/metal nanocomposites by

powder metallurgy process (a) carbon nanotube/aluminum nanocomposite,

(b) carbon nanotube/copper nanocomposite.

2. 무 해( 해) 도  공정을 이용한 제조 공정  특성

  Li 등은[14] 길이가 1 μm 미만으로 매우 짧은 탄소나노튜 를 산처리한 후 니

 도  용액 안에서 탄소나노튜 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한 후 CNT/Ni-P 나

노복합재료 코 을 제조하 다. 제조된 CNT/Ni-P 나노복합재료 코 은 Ni-P 

코 보다 내마모 특성이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등은[15] 계면

활성제로 분산된 탄소나노튜 를 dip coating한 후 구리를 해도 하는 반복

인 과정을 통해 탄소나노튜 /구리 나노복합재료 다층박막을 제조하 다. 제조된 

탄소나노튜 /구리 나노복합재료 다층박막은 같은 두께의 구리 보다 탄성계수가 

약 1.4배, 항복강도가 약 1.5배 증가하 다. 무 해( 해) 도 을 이용한 탄소나노

튜 / 속 나노복합재료 제조 공정은 탄소나노튜 가 균일하게 분산된 미세조직

을 얻는 데에 유리하다. 하지만 나노복합재료 내에 탄소나노튜 의 함량을 제어

하기가 어렵고, 함량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3. In-situ 공정을 이용한 제조 공정  특성

  In-situ 공정은 매가 담지된 속 분말에 탄소나노튜 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탄소나노튜 와 속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공정이다. He 등은[16] 알루니늄 분말 

표면에 니  나노입자를 코 한 후 탄소나노튜 를 성장시켜 탄소나노튜 (니

)/알루미늄 나노복합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진공소결  고압압축하여 탄소나

노튜 /알루미늄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그 결과 5 wt% 탄소나노튜 -1 

wt% Ni/알루미늄의 인장강도가 순수 알루미늄의 인장강도보다 약 2.8배 증가하

고, 경도는 4.3배 증가하 으나 상 도가 96.2%로 매우 낮다. In-situ 공정은 

탄소나노튜 와 속 분말을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고, 탄소나노튜 의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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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처리하거나 볼 링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탄소나노튜 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 의 부분 분말의 표면에 

존재하게 되므로 탄소나노튜 에 의해 분말의 소결이 일어나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은 이러한 공정상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탄소나노

튜 와 속을 분자수 에서 혼합하여 탄소나노튜 를 속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분자수  혼합공정(molecularlevel mixing process)을 세계 최

로 개발하 다.[17] 아울러 분자수  혼합공정을 통해 제조된 다양한 구조의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을 벌크화, 박막화, 고분자와의 복합화 공정을 통해 

고강도, 고탄성, 내마모 구조용 소재와 계방출에미터(field emitter) 소재, 자

차폐  흡수 소재 등의 기능성 소재 분야에의 응용  특성 평가에 해 연

구하 다.

제 3  엑스선 발생장치

  

 탄소나노튜 를 활용한 엑스선 발생장치 개발은 자 생성원으로 계방출 에

미터와 직 으로 련되어 있으며, 국내외 기술개발 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기술개발 황

 

연구기 기술개발내용 성능수

충남 학교

-CV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을 이용한 trim-and-leveling 기

술

-Turn-on field : 1.7V/um

-Jmax : 30mA/cm
2
 @9V/um

-Life Time : 20min or over

삼성종합기술연구

원

-단순혼합  Screen Printing

-Glass frit, 속입자, 도성고분

자 혼합을 통한 탄소나노튜 와 

극 합  도성 부여

-Turn-on field : 1.0V/um

-Jmax : 90uA/cm2 @3V/um

-Life Time : 10hours or over

-CVD

-Metal intermediation에 의한 탄

소나노튜 와 극 착

-Turn-on field : 1.37V/um

-Jmax : 3.5mA/cm2 @5V/um

-Life Time : Unknown

성균 학교, 

삼성SDI

-단순혼합  Screen printing

-액상 유무기 혼합바인더를 이용

한 탄소나노튜  분산  극

과의 합강도 향상

-Turn-on field : 1.56V/um

-Jmax:9.08mA/cm
2
 @2.46V/um

-Life Time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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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기술개발 황

연구기 기술개발내용 성능수

North Carolina 

Univ.

(미국)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분산  

Electrophoresis ( 기 동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박막 증착

-Turn-on field : 1.4V/um

-Jmax : 67mA/cm2

-Life Time : 10hours or over

Philips

(독일)

-CVD

-Sandwich catalyst stack을 이용

한 속 간층 형성

-Turn-on field : 3.2V/um

-Jmax : 1.2A/cm2 @6.5V/um

-Life Time : Unknown

Mitsubishi

(일본)

-단순혼합  Screen printing

-Pulsed current aging을 통한 탄

소나노튜 의 표면활성화

-Turn-on field : unknown

-Jmax : 12.5mA/cm2 

-Life Time : Unknown

Osaka Univ.

(일본)

-CVD

-KrF Laser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표면활성화

-Turn-on field : 0.34V/um

-Jmax : 5.88mA/cm
2
@2V/um

-Life Time : Unknown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x-ray 시스템은 간단하며 매우 compact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상 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x-ray tube를 제작할 수 있

다. 필요에 따라서 소형   x-ray 장치들을 배열한다거나 와이어 끝부분에 x-ray 

장치를 부착하여 측 상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 등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래디

오그래피 장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산업 장의 필요조건을 충족하

는 In-Situ 방식이 시스템의 설계  제작이 가능하다. 비용 고효율의 래디오

그래피 장치를 장치 산업  원자력산업에 이용할 수 있다. 의료분야에도 70년  

이후 엑스선 진단기술을 많이 용을 하 으나 다른 기술에 의한 진단장비에 상

으로 뒤쳐져 있었으나 최근에 심장과 신장 등 움직이는 장기에 한 정 분

석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국내 기술개발 황

  국내의 경우 의료분야에서는 (주)리스템, 치과분야에서는 (주)바텍이 주도 으

로 엑스선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나 장비의 핵심 부품인 엑스선 튜 는 

재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주)세크에서 공업용 엑스

선 튜 를 개발하 으며, 반도체 부품검사용으로 제작 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VSI 에서는 열 자 기반 소형 이동식 XRF 기기를 개발 완료 상태이며, 

CNT를 이용한 냉음극 XRF 기기를 개발 에 있다. 이들 4 곳 회사에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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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황이 국내 기술의 수 이라고 생각된다.

(주)리스템의 기술수 은 의료진단 기기용 열 자 기반 엑스선원 개발 이며, 

재 매 인 장비는 엑스선 튜 를 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바텍의 기술수 은 치과용 의료장비 문회사로서 이동장치와 detector 부문

에서 상당 수 으로 국산화하 으며, 다만 엑스선 튜 는 량 수입하고 있는 형

편이다. 

(주)세크의 기술수 은 open type 엑스선 튜 를 국산화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치와 탁상용 SEM 장치를 생산하여 매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NT 음극을 이곳 장비를 이용하여 I-V 특성과 분해능

을 조사하 다.

(주)VSI 기술수 은 소형 이동식 XRF 기기를 개발 완료한 상태이며, 재로서

는 열 자 기반 엑스선 튜 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로 

CNT를 이용한 냉음극 XRF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다. 

국내 기술수 을 요약하면 엑스선 튜 를 거의 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

정이며 국산화 노력이 오히려 소기업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형편

이다. 본 기술에 한 요구사항은 보다 높은 해상도와 긴 수명이며, 이를 해 

탄소나노튜 를 활용한 엑스선 튜  개발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CNT 기반 

엑스선 튜 가 국산화 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서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에 의한 

IC 회로 검에 용가능하며 기존 장비에 한 체 효과와 신기술 목에 의

한 신 장비 개발로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국외 기술개발 황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x-ray 시스템은 미국 North Carolina 학이 처음으로 

개발하 으며, 기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수행하 다. Xintek 이라는 벤처 회

사를 설립하여 상업화를 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일본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나노 카본계를 이용한 엑스선 방출에 한 기  실

험을 수행하 으며, 실제 의료 분야에 활용하기 해 심 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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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탄소나노튜  제조  특성

1. 탄소나노튜  제조

  1991년 탄소나노튜 가 최 로 발견된 이래, 탄소나노튜 의 우수한 특성을 이

용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 분야들이 형성되었고, 기존 기술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합

재료의 새로운 강화재로서 탄소나노튜 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 의 특성, 탄소나노튜  나노복합재료의 제조 공정에 해 검토하고, 

특히,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의 제조 공정과 특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탄소나노튜 는 흑연면(graphene layer)이 원기둥 형태로 말려있는 튜  구조

로서 직경은 1∼50 나노미터(1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길이는 수십 cm에 이

르는 장 비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소나노튜 가 복합재료의 강화재

로서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  특성이 우수하고 장 비가 커서 기지

재료로부터의 응력 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탄소

나노튜 의 우수한 기계  특성, 열 도도, 기 도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

인된 바 있다. Wong 등은 탄소나노튜 의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해 다 벽탄

소나노튜  외팔보(cantilever)를 제조하고 이를 원자력 미경으로 압입

(indentation)하 다. 그 결과 다 벽탄소나노튜 의 직경에 상 없이 탄성계수가 

평균 1.28 TPa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실험으로 측정된 SiC 나노로

드(nanorod)의 660 GPa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SiC 나노로드를 

계속 굽힐 경우 결국 괴가 일어났지만 다 벽 탄소나노튜 는 buckling이 발생

하면서 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Falvo 등은 다 벽 탄소나노튜 가 괴

를 일으키지 않고 굽힘을 반복할 수 있으며 변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Yu 등은 nanostressing stage를 이용하여 다 벽탄소나노튜 의 인장시험

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인장강도가 11∼63 GPa에 이르고, 탄성계수는 270∼950 

GP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vetat 등은 탄소나노튜 의 결함이 탄성계수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결함이 은 아크방 법으로 제조된 다 벽 

탄소나노튜 와 결함이 많은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조된 다 벽탄소나노튜 의 

탄성계수를 원자력 미경으로 비교측정하 다. 그 결과 아크방 법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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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벽 탄소나노튜 의 탄성계수는 평균 810 GPa인 반면,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조된 다 벽 탄소나노튜 의 탄성계수는 평균 27 GPa로 매우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조된 다 벽 탄소나노튜  내에 존재하는 많은 

결함이 탄성계수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탄소나노튜 는 기계  특성 뿐만 아니라 열 도도, 기 도도 한 우수하다. 

탄소나노튜 의 열 도도는 Berber 등이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 상온에서 6600 

W/mK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에 의하여 실험 으로 3000 W/mK

에 이르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은(429 W/mK), 다이아몬드(900∼2320 W/mK) 

보다 높은 값이다. Anazawa 등은 아크방 법으로 제조된 결함이 매우 은 다

벽 탄소나노튜 의 기  특성을 측정한 결과 자의 이동이 ballistic 

transport 원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하 고, 10
11
 A/m

2
 의 높은 류 도를 견

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함이 많은 다 벽탄소나노튜 는 8×10
9
 

A/m
2
 정도의 상 으로 낮은 류 도에서 괴됨으로써 탄소나노튜 의 결함

이 기계  특성뿐만 아니라 기  특성에도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탄소나노튜 는 우수한 기계 , 열 , 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합재료의 기계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재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재료의 열 , 기 , 학  특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

는 첨가재로서의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

료의 분자수  혼합공정과 기계  특성  기능 특성에 해 언 하고자 한다.

가. 탄소나노튜  복합재료 [8]

  탄소나노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그림 3-1-1과 

같은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로 구성된 분자수  혼합공정 기술을 고려

하 다. 본 기술에서는 탄소나노튜 가 속 입자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심어

져(implanted)있는 나노복합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spray-coating, spin-coating, 

dip-coat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  에 무바인더 증착한 후, 소결과정을 

거쳐 탄소나노튜 가 균일하게 심어져 있고, 자기수직배향되어 있는 탄소나노튜

/ 속 복합후막층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 에미터)을 제조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기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탄소나노튜  계방출 에미터

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다음의 문제 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탄소나노튜 와 속의 균질 분산 기술 : 균일한 계방출

2) 탄소나노튜 와 속의 결합 기술 : CNT 탈착 방지, 계면 기 도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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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바인더 증착  패턴 형성 기술 : CNT 표면 오염 방지

4) 탄소나노튜 의 자기수직배향(self-alignment) 기술 : CNT 수직배향

에 의한 계방출 효율 향상

그림 3-1-1.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 계방출 에미터 제조 기술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재료의 분자수  혼합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AIST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재료를 확보하 으며, 한 

KAIST 연구실은 탄소나노튜 의 균질 분산과 속과의 강한 계면 결합 효과로 

속의 기계  특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 ]. 한, 탄소나노튜 / 속 나노

복합재료의 소결공정을 통해 탄소나노튜 의 자기수직배향(self-alignment) 상

을 찰한 바 있으며, 이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계방출 에미터 제조를 시도한 

바 있다. 

  CNT 복합재료는 탄소나노튜 의 기능기화  분산과 탄소나노튜 와 속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탄소나노튜 의 기능기화  분산은 CVD 방법으

로 제조된 다 벽 탄소나노튜 를 사용하 으며, 제조 직후의 탄소나노튜 는 실

타래처럼 응집되어있는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균질한 계방출에미터를 제조하기 

해서는 탄소나노튜 의 응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슈이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본 연구 은 탄소나노튜 를 황산:질산 비를 3:1로 산용액 내에서 5

시간~10시간 동안 음 처리함으로써 탄소나노튜 의 표면에 카르복실기 등의 

기능기를 생성시켜 탄소나노튜 가 물, 에탄올  기타 유기용매에서 분산되도록 

유도하 다.

  다음으로는 탄소나노튜 와 속의 반응으로서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

말을 제조하기 해서는 탄소나노튜 를 유기용매와 계면활성제가 혼합된 용액

에 분산시키고, 속 이온을 폴리올(Polyol) 화합물을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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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을 통해 탄소나노튜  표면에 속(Co)나노입자가 형성되도록 하 다. 이

러한 일련의 분산  화학  반응 공정은 탄소나노튜 와 속 이온이 분자 수

에서 혼합되도록 함으로써 탄소나노튜 의 응집을 원천 으로 차단하고 탄소

나노튜 와 속이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장 이 있다. 

그림 3-1-2. 탄소나노튜 / 속(Co) 나노복합분말 제조 공정 흐름도.

나. 탄소나노튜  섬유 [9]

  탄소나노튜  섬유는 탄소나노튜 가 배열되어 Van der Waals 힘으로 결함된 

연속 인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일컫는다. Super-align된 탄소나노튜  

사이에는 Van der Waals 힘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spinning할 경우 서로 결합되

어 섬유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그림 3-1-3 참조) 제조된 탄소나노튜  섬유는 

쉽게 handling이 가능하므로 cathode 에 mounting할 수 있다. 탄소나노튜  섬

유를 구성하는 탄소나노튜  사이의 결합력은 후처리 공정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제조된 탄소나노튜  섬유의 강도는 500 MPa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강도를 보이므로 장수명 계방출 에미터로서 합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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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탄소나노튜  섬유를 이용한 탄소나노튜  계방출에미터 제조 

개념도.

  탄소나노튜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wet spinning, dry spinning, 

direct spinning 방법으로 나눠진다. Wet spinning의 경우 탄소나노튜 를 

polymer solution에 분산시킨 뒤 주사기로 산성 용액에 분사시키면 coagulation이 

일어나면서 fiber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 방법의 경우 polymer와 같은 불순물 

들이 fiber 내에 존재하여 기  기계  특성의 하락을 가져온다. dry spinning

은 탄소나노튜 를 CVD 방법을 통해서 기  에 빽빽하고 잘 정렬되게 기른 

뒤 Van der Waals 힘을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들  가장 순도가 좋은 섬유를 제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성도 우수하

게 나타난다. Direct spinning은 dry spinning과 같이 탄소나노튜 를 성장 후 섬

유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탄소나노튜 를 기상에서 합성함과 동시에 섬유를 제

조하는 방법으로 량생산에 유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장비 자체를 구성하기가 

힘들고 섬유 내의 철 매가 많이 함유 되어있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방출 특성에 향을 미치는 aspect ratio를 쉽게 조 할 수 

있고 순도가 높아 기계 , 기  특성이 좋은 dry spinning을 통해 탄소나노튜

 섬유를 제조하고, 제조한 섬유를 통해 X-ray 발생장치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2. 탄소나노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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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소나노튜  복합재료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의 미세조직의 특성으로는 우선 속을 코발

트로 고려한 탄소나노튜 /코발트 나노복합분말의 미세구조에서는 탄소나노튜

가 코발트 나노입자에 임 란트(implant)되어 있는 목걸이형(Necklace Type)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나노튜 를 잡고 있는 코발트 나노입자는 열처리를 통

해 극기 과 결합되어 탄소나노튜 의 탈착을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코발트 나노입자로 덮 있지 않은 탄소나노튜 는 계방출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나노튜 와 코발트나노입자의 계면을 살펴보면 그림 3-1-4 (b)의 고분해

능 TEM 이미지를 통해 탄소나노튜 와 코발트 사이에 기공이나 산화물이 없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혼합 공정에서 탄소나노튜 와 속입

자가 contact하고 있는 구조보다 탄소나노튜 와 속 사이의 기 항이 낮게되

고, 탄소나노튜 와 속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명향상이 기 된다.

  한 코발트나노입자의 구조는 그림 3-1-4 (b)의 자회 상을 통해 코발트 

나오입자는 FCC 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자의 크기는 평균 

300nm 수 이다.

그림 3-1-4 탄소나노튜 / 속(Co) 나노복합분말의 미세조직, (a) SEM 사진, (b) 

TEM 사진

나. 탄소나노튜  섬유

  탄소나노튜  섬유는 면 원으로의 응용보다는 원으로서 합하다. 따라서 

Point  source, X-ray tube 등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재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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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로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탄소나노튜  섬유의 경우 

크기가 um 단 로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 탄소

나노튜 의 계방출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X-ray tube에 응용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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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엑스선 튜  시제품 제작

엑스선 튜 는 극성구조에 따라 2극 (Diode)과 3극 (Triode)으로 구분이 가능

하며 용도와 크기에 따라 설계가 가능하며, 소형화에는 2극 이 주로 사용되며, 

고분해능 엑스선 튜 에는 주로 3극 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다.

1. 개방형 엑스선 튜  제작

  가.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을 이용한 계방출 에미터 제조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을 박막으로 코 하기 해서는 페이스트 형태

로 제조한 후 스크린 린 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

분말 페이스트를 제조하기 해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과 에틸셀룰로

스(열분해 온도: 450℃)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바인더를 3-roll-mill을 통해 균

일하게 혼합하 다. 스크린 린터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 

페이스트를 ITO 에 도포하 다. 이때 스크린마스크는 400 mesh SUS를 사

용하 다. 도포된 탄소나노튜 / 속 나노복합분말 페이스트에서 유기바인더를 

제거하기 해 진공 450℃에서 열처리를 실시하 다.

그림 3-2-1 Screen Printing 장치 사진.

  나. 개방형 엑스선 튜 는 고진공과 고 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보편

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개방형(Open type)과 페형(Closed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인 개방형 속  엑스선 튜 는 수원에 소재하는 (주)세크에

서 최근에 개발하 으며 그림 3-2에 제품 사진과 부품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

형 엑스선 튜 는 음극인 필라멘트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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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제작된 CNT/ 속 나노복합재료 음극을 교체하여 

부착함으로 편리하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3참조) 

그림 3-2-2 개방형 엑스선 튜 와 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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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개방형 엑스선 튜  구조

2. 폐형 엑스선 튜  제작 

  진공 유리 형 엑스선 튜 는 개발 기부터 요즘에 이르기 까지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미국 North Carolina 학에서는 이 튜 의 음극 부품을 

필라멘트에서 CNT로 개조함으로 시제품을 제작하 다. 

  진공 형 엑스선 진공튜 는 기존의 투과 양극형 엑스선 튜 의 필라멘트 음

극 신에 본 과제에서 개발한 CNT fiber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탄소나노튜

 섬유는 면 원으로의 응용보다는 원으로서 합하다. 따라서 Point  

source, X-ray tube 등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재 Point source

로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탄소나노튜  섬유의 경우 크기

가 um 단 로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 탄소나노

튜 의 계방출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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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tube에 응용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본 작업은 에 소재한 VSI 회사의 조로 진행하 으며 양극으로 사용될 

속은 Be window에 코 되어 있고, Be window는 KOVAR를 이용하여 유리

과 결합시켜 진공상태가 유지되도록 하 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자는 Be 

window에 코 된 양극 속과 충돌하여 x-ray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된 

x-ray는 Be window를 투과하여 밖으로 방출된다. Be window는 x-ray의 흡수

율이 매우 낮아 x-ray를 효과 으로 투과시키지만, Be window에 코 된 속박

막의 두께가 무 두꺼우면 속박막의 진공 쪽 표면에서 발생한 x-ray가 속

박막을 투과하여 밖으로 방출되지 못할 수가 있다. 반면 속박막의 두께가 무 

얇으면 자가 속박막에서 x-ray를 효율 으로 발생시키지 못하고 투과해 버

릴 수도 있다. 따라서 효과 으로 x-ray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Be window의 

두께와 증착된 양극 속의 두께를 히 조 해야 한다. Be window에 증착된 

속에 의해 target이 결정되는데, 증착 두께를 결정할 때 target 속의 질량도 

고려해야 한다. 본 진공튜 에서는 텅스텐(W)을 증착하여 W-target x-ray tube

를 개발하 다. 속 박막의 두께는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코

 속의 최  두께를 결정하 고, W 박막은 arc sputter deposition 방법으로 

증착하 다. 개발된 x-ray tube의 유리  직경은 15 mm이고, 양극 속 의 직

경은 21 mm, 핀을 포함한 tube의 총길이는 70 mm이다. (그림 3-2-4 참조)

  본 엑스선 튜 는 향후 XRF용으로 사용할 목 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2극형이

므로 가속장치와 집속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림 3-2-4 진공 형 엑스선 진공 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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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엑스선 튜  성능 시험

1. 류- 압 특성시험 

  가. CNT 음극 계방출 특성 평가

  계방출 I-V curve에서 Turn-on Voltage는 류 도가 10μA/cm2로 정의 되

며 그림 3-3-1 (a)에서 측정된 Turn-on Voltage는 1.55~1.74 V/um 수 이다. 

류 도는 2V/μm 에서 100μA/cm2, 2.5V/μm에서 1mA/cm2 수 으로서 매우 

낮은 Voltage에서 높은 류 도를 나타내었다. 탄소나노튜 / 속 계방출 

에미터의 수명을 측정하기 해 250uA/cm
2 
수 의 류 도를 기값으로 하

고, 10 시간 동안의 류 도 감소량을 측정한 결과 10 시간 후에도 계방출

류 도가 반감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Pulsed Voltage 구동을 통해 수

명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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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탄소나노튜 /코발트 나노복합재료 계방출 에미터의 특성 

(a) I-V 특성 곡선, (b) 시간에 따른 계방출 류 도 변화

  나. 개방형 엑스선 튜  활용 CNT 음극 성능 시험

  개방형 엑스선 튜 는 음극인 필라멘트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제작된 CNT/ 속 나노복합재료 음극을 교체

하여 부착함으로 편리하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시험을 통해 

새로운 음극에 한 Turn-on 압, 류- 압 특성곡선 (I-V curve) 를 구할 

수 있고, 한 음극 기 의 형상에 따른 공간분해능 향상 효과도 측정하여 보

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엑스선 음극으로는 상업용으로 사용 인 텅스텐 필라

멘트를 U자형과 Pin형으로 제작하여 여기에 탄소나노튜  분말 보다 착력이 

우수한 탄소나노튜 와 코발트 복합분말을 스 이 코 하여 사용하 다. 실

험 결과로는 그림 3-3-2에 나타난 로 계 방출에 한 Turn on 압이 U자

형 음극에서는 100kV, Pin형 음극에서는 15kV 정도에서 시작되었고, Beam 

size도 U자형 음극에서는 1cm 정도, Pin형 음극에서는 1-2 mm 정도로 Pin형 

음극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낮은 압에서 작동

되고 빔 크기 조  기능이 우수한 새로운 엑스선 튜 를 개발함으로 소형이면

서 고분해능인 엑스선 장비 분야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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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개방형 엑스선 튜  음극에 한 I-V 곡선

  다. 폐형 엑스선 튜  성능 시험

  X-ray tube를 구동하기 한 power supply는 국내 Convertech 사의 SHV400 

사용하 고, X-ray 에 지 분포의 측정은 AMTEK (미국)사의 XR-100CR, 

Si-PIN detector, MCA8000A  PX4 power supply를 사용하 다. X-ray의 선

량(dose) 측정은 S.E. International(독일)사의 ‘X-ray-Gamma-Dosimeter type 

27091’를 사용하 다. 선량 측정은 상  비교가 요하기 때문에 x-ray tube와 

Dosimeter 사이의 거리를 15 cm로 고정시켜 측정하 고, 다른 곳에서 산란되어 

검출되는 photon을 차단하기 하여 1mm 두께의 납으로 차폐하 다.

  음극에 한 내구성 시험을 해서 제작된 진공 튜 와 방사선 선량계를 

10mm 간격을 유지하 고, 튜  압에 따른 방사선량 (mSv/h)를 측정하 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선량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압을 인가할 때도 서로 다른 선량이 나타나는 등 일 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은 CNT fiber의 장 인 낮은 튜  압에 의해 

자 방출이 됨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음극 안정성과 일 성에 있어 

향후 개선할 사항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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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Voltage 

(kV)

Dose rate 

(mSv/h)

Dose rate after 5 

minutes

Dose rate after 

10 minutes

6.5 0.03 0.3 → 0.1 0.14 → 0.07

7.0 0.3 0.4 → 0.3 0.34 → 0.16

7.5 0.6-1.0 1.0 → 0.7 0.6 → 0.4

8.0 2.5-3.0 2.1 → 1.6 1.05 → 0.8

8.5 7.5 → 5.0 5.5 → 3.0 1.0 → 1.5

9.0 15.0 → 10-12 10.5 → 6.0 5.1 → 4.0

표 1 음극 내구성 실험 결과

2. 발생 엑스선 특성 평가

  엑스선 튜  성능시험에 있어서 류- 압(I-V) 특성곡선과 에 지 스펙트럼

을 조사하 다. (그림 3-3-3 참조) 우선 튜  압에 따른 타겟에서 검출되는 

류는 그림 3-3-4 와 같이 선형 으로 나타났다. 재 개발된 엑스선 튜 에 있

어서 양극 류 10 ㎂를 얻기 해서는 약 12㎸의 튜 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5는 발생된 엑스선에 한 에 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튜  압이 10 ㎸ 이상일 경우 방사선 counts가 격이 증가하여서 y축 

스 일을 조정하 다. 엑스선 방출선에 한 표에서 텅스텐 target의 경우 

K-line은 60 ㎸ 근방에서 발생되며, L-line은 8-10 ㎸에서 발생되는 것을 근거하

여 단해 보면, 그림 13에 나타난 피크는 튜  압 12 ㎸에서의 L-line임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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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제작된 엑스선 튜 의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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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제작된 엑스선 튜 의 IV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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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제작된 엑스선 튜 의 에 지 스펙트럼

3. 챔버형 엑스선 발생장치 구축 (향후 과제 추진을 한 기  장치)

  2차년도 연차실  계획서에 기술한 원  엑스선 발생장치를 참조하여 연구

원 내 이러한 기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기존 장치를 활용하여 구축하 다. 

진공 장치는 과거 연구기반 확충사업 정부과제에서 수행한 Evapoartor의 진공펌

를 사용하 고, 챔버는 국내업체 의뢰하여 제작하 다. 체 인 배열은 그림 

3-3-6, 음극과 양극부는 그림 3-3-7과 8 와 같이 설계하여 조립하고자 하 다. 

본 과제 산의 제약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향후 

과제 개발을 한 기본 장치를 구축하게 되어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그림 

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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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챔버 내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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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음극부 조립도

그림 3-3-8 양극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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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챔버형 엑스선 발생장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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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

성과물

냉음극 소재

(CNT) 조사 

 평가

‣기존 CNT 음극 기술 황 조사

‣CNT 나노복합재료 음극 제조

‣CNT fiber 음극 제조 

‣CNT 음극 계방출 특성 평가

100%
•CNT 음극  

확보 

엑스선 튜  

개발

‣엑스선 튜  설계 로그램

(EGN2w) 확보  활용 

‣엑스선 튜  부품 조사

‣ 폐형 엑스선 튜  시제품 제조

95%

•엑스선 튜  

시제품 확보

  

엑스선 튜  

성능시험  

측정기술 확립

‣개방형 엑스선 튜  활용 CNT 

음극 성능 시험

‣CNT 음극 내구성 시험 평가

‣ 자 가속장치  집속장치 성능

시험 -> 2극형 진공 형 튜 에

는 불필요

‣ 폐형 엑스선 튜  성능 시험

‣발생 엑스선 특성 조사

‣챔버형 엑스선 발생장치 구축

90%
•발생 엑스선 

확인 

2. 외기여도

  CNT는 새로운 자 발생원으로 우수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 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NT 

분말 형태보다는 개선한 상태인 복합재료와 화이버 형태로 엑스선 음극으로 

용하 으나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태이다. 향후 CNT에 속을 코 함으

로 필요한 형상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함으로 엑스선 음극

을 개선한다면 엑스선 튜 에 있어서 결정 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

하여 개발된 엑스선 튜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사선 장치에 활용한다

면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도하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본  기술은 채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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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며 방사선발생장치나 이용기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엑스선 련 핵심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며, 향후 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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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결과는 CNT 재료를 원하는 특성을 지니도록 취 할 수 있는 공

정기술 개발에 기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좋은 특성을 지닌 자 

발생장치로서 치를 차지할 것이다. CNT 장 을 활용하면 압 냉 자를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를 활용한 재료 특성평가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

운 역 특히 생체 연구에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새로운 엑스선 검사 장치는 장치 소형화와 분해능이 우수하여 기존 시장

을 치할 뿐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심을 가질 

분야는 의료 진단 분야에 있어서 CNT의 펄스 엑스선을 활용하면 심장, 신장 등 

움직이는 장기에 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함으로 질병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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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CNT를 이용한 엑스선 튜  련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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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X-ray Analysis, Vol. 48, pp 204-209, 2005 

     ▹"Carbon-nanotube field emission X-ray tube for space exploration 

XRD/XRF instrument", Advanced X-ray Analysis, Vol. 47, pp 232-239, 

2004 

     ▹"Carbon nanotube based microfocused field emission x-ray source for 

microcomputed tomography". APL 89, 103111 (2006)

     ▹"Generation of continuous and pulsed diagnostic imaging x-ray radiation 

using a carbon-nanotube-based field-emission cathode" APL Vol. 81, No. 

2, pp 355-35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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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source"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Vol. 75, No. 10,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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