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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는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 우수

한 기계적 전기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각종 장,
치의 전자방출원 가스 센서나 연료전지를, FED,
위한 수소저장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1, 2) 년 에 의해 최초로 발견1991 Iijima
된 이후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으며,(1, 3) 최근 탄소나노튜브의 대

량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소를 이

용한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14)

과 공동연구자들은 비예혼합 화염Vander Wal
에서 생성되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와 성

장에 대한 촉매의 종류 촉매 입자 구조 반응 혼, ,
합기 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4) 또한 예혼합 동

향류 화염으로 단일벽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였다.(5, 6) 와 공동연구자들은 다중벽Saito
탄소나노튜브의 성장을 위해 동향류 및 대향류를

사용한 비예혼합 화염 속으로 촉매 시편을 삽입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7, 8) 와 공동연Kennedy
구자들은 촉매의 사용 없이 산소가 강화된 대향

류 비예혼합 화염을 사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합

성하였다.(9) 또한 전기장을 이용하여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Height
등은 차원 예혼합 화염에서 단일벽 탄소나노튜1
브가 생성되는 조건이 화염 위치와 당량비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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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 등Lee (12)과 등Xu
(13)은 역비예혼합 화염에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를 합성하였으며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에탄올,
화염에서의 탄소나노튜브 합성 또한 발표하였

다.(14)

이와 같이 연소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화염 형상의 영향등

기초적인 측면에 대해 머물고 있으나 연소를 이

용한 방식의 가장 큰 잠재성이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량생산에 직,
접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등은 작은 촉매 시편을 이용해 탄Nakazawa
소나노튜브를 수집하는 대신 정체벽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대량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가 기판 표

면의 도넛 형태 지역에서 합성되는 것이 관찰되

었다.(15)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대량 생산을 위한

새로운 화염형상으로 양면정체유동버너에 의해

생성되는 예혼합 화염을 제안한다 실험에 사용.
된 양면정체유동버너에서 화염은 각각 상부와 하

부의 노즐을 통하여 분사된 희석된 연료 공기의-
예혼합기를 정체벽의 양면 위에서 점화함으로써

생성된다 참조 양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Fig. 1 ).
한 탄소나노튜브의 합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양면정체유동버너는 등. Nakazawa
(15)이 제안한 단면정체유동버너와 유사하지만 더

많은 양의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로 화염이 벽의 양쪽 표면을 따라 생성되므로 벽

을 통한 열 손실이 감소하여 탄소나노튜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양면정체유동버너.
에서 생성된 화염의 형상 및 정체벽의 온도 분포

는 상하부 노즐에서 분사되는 예혼합기의 질량

유량을 조절하거나 노즐과 정체벽면 사이의 거리

조절을 통한 화염의 스트레치율 변화로 쉽게 조

절할 수 있다 촉매 기판의 온도 분포는 탄소나.
노튜브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당량비 조건에서 화염의

스트레치율을 변화하면서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탄소. 1)
나노튜브 형성에 적절한 기본조건을 결정하기 위

해 단면정체유동버너에서의 탄소나노튜브가 생성

되는 범위와 탄소나노튜브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

고 단순화된 반응 메커니즘을 적용한 차원, 2) 3
코드를 사용하여 단면정체유동버너에서의CFD

화염구조를 측정하며 화염의 스트레치율이 탄, 3)
소나노튜브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실험 및 계산 방법2.

실험 장치 및 방법2.1
열 손실을 최소로 하여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품질의 조절에 용이하도록 Fig.

Fuel + air +N2

Fuel + air +N2

Stagnation 
wall

Nozzle (tube)

Fig. 1 Sketch of a double-faced wall stagnation flow
(DWSF)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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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CNT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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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양면정체유동버너를 이용한 예혼합 화2
염합성 방식의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실험 장.
치는 냉각장치로 둘러싸인 상부와 하부의 노즐,
정체벽 혼합기의 공급부 화염 형상을 촬영하기, ,
위한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노즐 출구에서 완전히 발달된 층류유동을 얻기

위해 노즐 길이와 직경의 비가 인 내경100 6 mm
의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사용하였다 예(SS-304) .
혼합기는 정체벽으로 분사시켜 점화하였다 최대.
측정범위에서 의 오차율을 갖는 유량계±4%

를 사용하였으며 당량비와(Dwyer: 0.5, 5.0 slm)
노즐 출구 속도는 독립적으로 조절되었다 화염.
안정화 범위 내에서 노즐 출구 속도 또는 정체벽

과 노즐 출구의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화

염의 스트레치율을 조절하였다 화염의 스트레치.
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ss
Vκ (1)

여기서 는 정체벽과 노즐 출구 사이의 거리이고s
는 혼합기의 노즐 출구 분사속도이다 정체벽은V .
두께가 이고 직경이 인 니켈이0.7 mm 45.0 mm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디스크를 사용하

였다 디스크는 평균 직경이 인 니켈 파우. 3 mμ
더를 통전가압소결 기법을 이용해 코팅되었다.
실험조건에 따라 탄소나노튜브의 생성 속도가 변

화하기 때문에 촉매 기판인 정체벽에 대한 화염

의 노출시간을 분에서 분까지 변화시키며 실3 10
험하였다.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는 과SEM, FE-TEM

분광기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Raman . TEM
을 위해서는 기판 표면에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를

추출하여 그리드 위에 고정한 반면 과TEM SEM
분광기를 이용해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판Raman

위의 탄소나노튜브를 직접 분석하였다.
질소로 희석된 에틸렌 공기 예혼합기는- T =

와 대기압 조건에서 점화되었다 화염의298±3 K .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질소를 사용하였으며 노

즐과 내부의 혼합기는 냉각수에 의해 상온으로

유지되었다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실험.
조건에서 회에 걸쳐 반복 실험하였다3~4 .

계산 방법2.2
유한체적법에 기반을 둔 상용 코드인CFD

를 사용하여 양면정체유동버너에서의Fluent 6.2
예혼합 초소형 화염의 구조를 예측하였다.(16) 지

배방정식으로 축대칭 원통좌표계 차원, 2
방정식과 에너지 화학종 연속 방Navier-Stokes , ,

정식을 사용하였고 열화학적 물성치는,
데이터베이스CHEMKIN (17)를 이용하였다 에틸렌.

공기의 반응은 개의 화학종이 포함되어있는- 10
과 의 가역 단계 반응 메커니Singh Jachimowski 10

즘을 사용하였다.(18) 희석된 연료 공기 혼합기는-
완전히 발달된 층류 유동 상태로 대기압 상태의

공기로 분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 기판의.
표면 반응식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계산

결과는 단지 실험 조건을 결정하고 양면정체유동

버너와 단면정체유동버너의 정체벽 표면 온도를

포함한 기체상 화염 구조를 비교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계산영역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으로 각각 노

즐 내경의 배와 배까지 고려되었으며27 40 70,000
개의 계산격자가 사용되었다 수치계산에는 대. 16
의 대 로 이루어진 병렬계산시PC(CPU 3.0GHz/1 )
스템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3.

단면정체유동버너와 양면정체유동버너의3.1
비교

은 혼합기의 당량비Fig. 3 = 1.6, V = 1.2φ

10nm

500nm

Fig. 3 SEM and FE-TEM images of the CNTs
formed on the Ni-coated plate surface: r = 18 mm,
= 1.6, V = 1.2 m/s, s = 6.0 mm ( = 196 sκ -1)
and XO2 = 0.123 (an upwardly issued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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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s = 6.0 mm ( = 196 sκ -1 인 조건에서 하부에)
서 혼합기가 분사되는 단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

하여 실험하였을 때 정체벽 디스크의 중심으로부

터 반경방향으로 인 지점에서 생성된 탄소18 mm
함유 구조의 과 형상을 보여주고 있SEM FE-TEM
다. C2H4/O2/N2 예혼합기에서 연료를 제외한 가스

중 O2 성분의 몰분율 XO2 이고 촉매 기= 0.123
판을 화염에 노출한 시간은 분이었다 수십10 . nm
직경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가 인r = 12-20 mm
도넛 형태의 영역에서 합성되었다 탄소나노튜브.
합성을 위한 적절한 온도와 혼합기 성분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에 보이는 바Fig. 4
와 같이 계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험조건보다

다소 높은 XO2 에서 계산이 실시되기는= 0.184
하였지만 실험에서 관찰되는 탄소나노튜브가 관

찰되는 도넛 형태 영역과 예측된 정체벽 표면 온

도가 균일한 영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단면정체유동버너를 이용한 실험과 동일한 φ

와 조건에 대해 상부 버너 유= 1.6 s = 6.0 mm
속 Vu = 2.6 m/s (κu = 432 s-1 하부 버너 유속),
Vl = 1.2 m/s (κl = 196 s-1 인 양면정체유동버너)
로부터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를 과SEM FE-TEM,

분광기로 측정한 결과를 에 나타내Raman Fig. 5
었다. 의 단면정체유동버너로부터 생성된Fig. 3
탄소나노튜브와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

치에서 생성된 탄소나노튜브를 관찰하였다 상하.

부 노즐 출구의 유속 및 스트레치율을 상이하게

한 이유는 상하부 촉매 기판에 생성되는 탄소나

노튜브 영역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TEM
형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합성된 탄소 물질이

평균 정도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라는17 nm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스펙트럼에서. Raman
손상된 흑연층을 나타내는 영역이D-band G-band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합성된 다중벽 탄소TEM ,
나노튜브는 에 따라 성장하는base growth model
것으로 판단된다.(14) 촉매 기판의 윗면과 아랫면

에서 합성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의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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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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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and FE-TEM images and Raman
spectrum of the CNTs formed on the top (a-c) and
bottom (d) surfaces: r = 18 mm, = 1.6, Vφ u =
2.6 m/s, Vl = 1.2 m/s, s = 6.0 mm (κu = 432 s-1

and κl = 196 s-1) and XO2 =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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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 각각 나타내었는데(a-c) (d) 이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는 의 단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한Fig. 3
실험결과에 비하여 넓은 범위 윗면( r = 14-22.5

아랫면 에서 생성되었다 탄mm, r = 11-18 mm) .
소나노튜브가 생성되는 부분이 에 보여지는Fig. 4
양면정체유동버너의 정체벽면을 따라 균일한 온

도가 관찰되는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또

한 흥미롭다 단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한 탄소나.
노튜브 합성에 비해 양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한

합성을 위한 노출시간이 분으로 단축되었다 이5 .
와 같은 결과들은 단면정체유동 화염에 비해 양

면정체유동 화염이 정체벽 표면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두개의 화염이 정체벽의

양쪽 표면을 따라 생성되기 때문에 정체면을 통

한 열손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의

생산속도가 증가하여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체벽 표면의 온도 분포는 탄소나노튜

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

라고 판단된다.

화염 스트레치율의 영향3.2
탄소나노튜브 생성에 대한 화염의 스트레치율

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 실험에 사용Fig. 5
된 것과 동일한 예혼합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

트레치율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은 스. Fig. 6
트레치율 변화에 따라 윗면에 생성된 탄소나노튜

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κu = 324 s-1, κl

= 147 s-1 노출시간 분, s = 8.0 mm, 7 ; (b) κu =
648 s-1, κl = 295 s-1 노출시간 분, s = 4.0 mm, 3 ).

의 관찰결과와 비교한 결과 화염 합성 시Fig. 5
생성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질과 생산속도를 증가

시키는 최적의 스트레치율 조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직선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원한다면 비교적 긴 직선형태의 탄소나노튜브가

관찰되는 κu = 432 s-1 과 κl = 196 s-1 조건에서

합성을 하면 될 것이다 합성영역이 촉매 기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트레치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출 시간이 짧아지고 합성영역이 넓어지므

로 보다 많은 양의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할 수 있

다 한편 스트레치율의 감소는 탄소나노튜브를.
합성하는데 있어 불완전한 흑연층의 생산을 감소

시킨다 이와 같이 스트레치율의 변화를 통해 원. ,
하는 탄소나노튜브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양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양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할 경우 정체벽 표면의

온도분포가 균일해지면서 탄소나노튜브의 생성되

는 범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양

면정체유동버너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화.
염의 스트레치율을 증가시킬 때 탄소나노튜브의

생성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고 스트레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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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flame stretch rates on the
formation of CNTs (for the same mixture as in
Fig. 5): (a) κu = 324 s-1, κl = 147 s-1 and s =
8.0 mm; (b) κu = 648 s-1, κl = 295 s-1 and s =
4.0 mm. The results for the top surface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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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해서 탄소나노튜브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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