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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ip-type carbon nanotube(CNT)-based field emitter was studied to consider it as electron source for micro-focused

x-ray tube. The CNT was grown directly on a metal (tungsten) substrate by using an inductively coupled plasma-chemical

vapor deposition (ICP-CVD) method. Prior to CNT growth, the metal substrate was etched to have various tip angles

from 10o to 180o (flat-type). The morphologies and microstructures of all the grown CNTs were analyzed via field-emission

SEM. Furthermore, the effects of substrate tip-angles on the emission properties of CNT-based field emitters were

characterized to estimate the maximum current density, the turn-on voltage,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lectron beams.

Prolonged long-term stability testing of the CNT emitters was also performed. All the experiment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d why a tip-type CNT emitter, compared with a flat-type CNT emitter, would be more desirable for a

micro-focused x-ray system, in terms of the emission current level, the focused beam area, and the emission stability.

Key Words: Carbon nanotubes, Tip-angle, Field emission properties, Electron-beam focusing, Long-term stability.

1. 서론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전기적, 화

학적, 구조적 고유 특성을 이용하여 나노 기반 신소재,

소자, 부품 재료로서 광범위한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는 구조적으로 나노미터(nm) 크기

의 작은 직경에 비하여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 높

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지기 때문에 전계인가에

의한 전자방출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 이상적인 미세

전자방출원 물질로 기대되는 바, 이와 관련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탄소 나노튜브를 각종

암의 조기진단 및 근접치료를 위한 엑스선(x-ray) 장치

의 전자원 발생용 냉음극(cold cathode) 소자로 이용

할 때, 기존의 텅스텐 필라멘트와 같은 열음극(hot

cathode)을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시간 해상도의

제한, 고전력 요구, 고가의 운영비용, 시스템의 소형화

시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3]. 

여기서, 고해상도의 엑스선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탄소 나노튜브 기반 이미터(emitter)로부터 도출되는

방출전류 수준이 높아야 하는 동시에 전자빔(electron

beam)의 면적 즉, 이미턴스(emittance)가 최소화되어야

한다[4].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CVD와 같은

직접 성장 방법이나 전기영동법(electrophoretic deposi-

tion method, EPD)과 같은 간접 성장 방법을 이용하여

원추형의 미세 금속팁 기판 위에 탄소 나노튜브를 성

장시켜 이미터를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미세 팁 기판의 형상 혹은 크

기와 그 위에 제작한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의 전계방

출 특성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문헌

에 보고된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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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하여 그 위에 ICP-CVD 방법으로 탄소 나노튜

브를 직접 성장시키고, 제작된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들

의 전계방출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각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빔의 공간분포를

측정하여 기존의 평판형 이미터에 비하여 팁 구조의

이미터가 전자빔의 공간 집속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장시간 동

작 시 제작된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들의 방출전류 변

동(fluctuation)을 관찰하여 전계방출의 안정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탄소 나노튜브가 성장되는 기판 혹은 원추형 팁 기

판 끝의 경사각도에 따라 방출되는 전자빔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

판을 가공하였다. 기판재료는 용융점이 높은 텅스텐(직

경 약 300 µm)을 사용하였고, 전기화학 식각(electro-

chemical e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Fig.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팁 끝에서의 경사각(tilt angle, Φ)이 서로 다른

원추형 기판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여기서, 팁 끝의 각

도 및 직경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판 식각

시 KOH 수용액의 몰(mol)농도, 양극(텅스텐)과 음극(

백금) 사이의 인가전압, 식각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팁 각도가 10o, 70o 및 100o인 기판

을 제작하였다. 단, Φ = 180o로 표현된 기판의 경우는

원추형 기판 제작시 사용한 화학식각을 수행하지 않은

평판형 기판을 나타낸 것이며, EDM(electric discharge

machin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 표면의 거칠기를 감

소시켜 탄소 나노튜브가 균일하게 성장되도록 하였다. 

기판과 탄소 나노튜브와의 응착력(adhesion)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Al(5 nm)/Ni(35 nm)/TiN(45 nm)로 구성

된 다층 구조의 완충박막을 기판 위에 먼저 증착하였

고, 그 위에 Ni(7 nm) 촉매 금속을 증착시킨 후 핵성장

(nucleation)을 위해 NH3 플라즈마로 10분간 식각하였

다. ICP-CVD 방법을 이용한 탄소 나노튜브의 성장 시

반응기 내 압력은 53.3 Pa이었고, 반응가스 혼합비는

C2H2/NH3=125/200 sccm, 기판 온도는 700oC, RF 전

력은 200 W를 인가하여 동일한 시간(10분) 동안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켰다.

FESEM(JSM-6330F, JEOL)을 이용하여 평판 혹은

다양한 팁 경사각도를 가지는 원추형 기판 위에 성장

된 탄소 나노튜브 시료들의 구조적 미세 형상을 관측

하였다. CNT 시료들에 대한 결정성(crystallinity)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라만 분광기(Raman spec-

troscopy, T64000, Jobin Yvon)를 이용하였다. 탄소 나

노튜브 이미터의 전계방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

극(phosphor-coated ITO-glass)과 음극(CNT) 사이의

거리를 약 250 µm로 고정하고, 고전압 공급기

(Keithley 248)와 미세 전류 측정기(Keithley 6517A)를

사용하여 약 10-5 Pa 정도의 고진공에서 전류-전압 특

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탄소 나노튜브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극에 전자

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형광 빛을 CCD(charge coupled

device)로 측정한 후 그 영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

작된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의 초기 전계방출 전류의

크기를 약 10 µA로 동일하게 하고, 약 10시간 동안 지

속적으로 전자방출을 유도하면서 매 10분마다 방출전

류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계방출 특성의 장시간 안정성

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텅스텐 팁 기판 끝의 각

도 및 형태에 따라 그 위에 성장된 탄소 나노튜브의 미

세 형상을 FESEM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1에

비교하였다. 여기서, CNT-A(Φ = 10o), CNT-B(Φ =

70o), CNT-C(Φ = 100o)는 원추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탄소 나노튜브이며, CNT-D(Φ=180o)는 평판형 기판 위

에 성장시킨 탄소 나노튜브이다. 앞의 실험방법에서 제

시된 바 있는 ICP-CVD 방법의 탄소 나노튜브 성장조건

하에서 기판의 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나노튜브가 비교적 균일하게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의 종횡비 측면에서도 상기 4개 시

료에 대하여 구분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과 같이 형태가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제작된

탄소 나노튜브의 구조적 결정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

Table 1. The conditions of electrochemical etching for

various tip-angles of substrate and the ID’s of

CNT samples

Sample

ID

Conditions of electrochemical etching

KOH

(mol)

Time 

(sec)

V

(V)

I

( mA)

Tip

angle

CNT-A 2 110 3 100 10º

CNT-B 2 45 15 300 70º

CNT-C 3 10 15 800 100º

CNT-D Surface-treated by EDM 180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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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Raman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탄소 나노튜브의 주요 라만 피

크(peak)로는 결정화된 흑연 피크를 반영하는 G-피크

(~1580 cm-1)와 탄소질 불순물 성분을 반영하는 D-피

크(~1350 cm-1)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

라서, 이 두 피크의 강도비(intensity ratio, 즉 ID/IG)를

이용하여 탄소 나노튜브의 결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D-피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ID/IG비가 높으면 결

정화되지 않은 탄소 결합이 상대적으로 많아 탄소 나

노튜브의 결정성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동일한 조건에

서 ICP-CVD 방법에 의해 성장시킨 탄소 나노튜브 시

료들의 ID/IG값은 기판의 형태 및 원추형 기판의 팁 각

도에 관계없이 약 1.02~1.07 정도로 나타난 바, 이는

기판의 형태가 탄소 나노튜브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Fig. 3은 서로 다른 팁 각도를 갖는 상기 4개의 탄소

나노튜브 시료들에 대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측정한 결

과이다. 우선, 평판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시료(CNT-

D)의 경우에는 1 kV의 높은 전압을 인가한 경우에도

전자방출이 유도되지 않은 반면에, 원추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다른 시료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인가전압

에서도 전자방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추

형 팁의 각도가 작은 기판 위에 성장시킨 탄소 나노튜

브 일수록 전자방출에 필요한 개시전압(turn-on

voltage, Von)이 더 작았고, 1 kV에서 비교한 최대방출

전류(maximum emission current, Imax)의 크기도 현저

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추형 기판 팁 끝

의 각도가 작을수록 동일한 전압에서도 팁 끝에 인가

되는 전계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이에 따라

탄소 나노튜브 로부터의 전자방출이 상대적으로 더 용

이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들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빔의 공간적인 퍼짐(spatial spread)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4개의 시료들로부터 방출된 전자들의 충돌에 의

해 양극에 구현된 CCD 영상들을 촬영하여 Fig. 4에

비교하였다. 평판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CNT-D 이미

터로부터 얻은 영상과 비교하여 원추형 기판 위에 성

장시킨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들로부터 얻은 영상들의

경우에 방출된 전자들이 공간적으로 보다 집속되는 결

과로 인하여 전자빔의 면적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Fig. 1. FESEM images of CNTs grown on conical

substrates (CNT-A: Φ = 10º, CNT-B: Φ = 70º,

CNT-C: Φ = 100º) and a flat substrate (CNT-D:

Φ = 180º).

Fig. 2. Raman spectra of CNT samples grown on various

types of substrates, as shown in Fig. 1.

Fig. 3. Fiel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ll the CNT-

emitters in Fig. 1. The turn-on voltage (Von) and

maximum emission current (Imax) of each CNT-

emitter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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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원추형 기판의 팁 각도가 작을수록 이와 같

은 방출전자빔의 공간적 집속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CCD 영상분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밝기에 대한 3차원 공간

분포를 정규화하여 Fig. 4에 함께 삽입하였으며, 이 정

규분포곡선의 반감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산출하여 전자빔의 집중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CNT-D(평판형)의 경우 FWHM이 약 5.94 mm

인 것에 비하여, 원추형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들의

FWHM은 모두 약 3.5 mm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판의 팁 각도가 가장 예리한 CNT-A(φ = 10o)의

FWHM는 약 2.23 mm로 전자빔의 집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 나노튜브를 초소형 엑스선 장치의 전자방출원

으로 응용할 때 높은 방출전류 및 빔의 집중도와 더불

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장시간 동작시에도 이미

터가 초기의 방출전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

는 것이다. Fig. 4에 보인 CNT-A~C(원추형) 및 CNT-

D(평판형) 이미터들에 대하여 10 µA의 동일한 방출전

류를 얻기 위해 초기에 각 이미터에 인가했던 전압(즉,

CNT-A : 520 V, CNT-B : 750 V, CNT-C : 800 V, CNT-

D : 1180 V)을 약 1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가하면서

매 10분마다 각 이미터로부터 방출되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5의 (a)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10시간 동안

기록한 방출전류의 전체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5의 (b)는 이러한 방출전류의 변화를 정규화하여 각

각의 FWHM값을 산출함으로써 장시간 동작에 따른 방

출전류의 변동(fluctuation)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평판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CNT-D의 경우

에는 전류변동의 FWHM이 약 0.649 이었던 것에 비

하여, 원추형 기판 위에 성장시킨 시료들의 경우에는

CNT-A가 0.388, CNT-B는 0.399, 그리고 CNT-C는

0.444 정도로 방출전류 변동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추형 기판 위에 제작된 탄소 나

노튜브 이미터들의 경우에는 Fig. 4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전자 빔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방출

되는 전자의 많은 부분이 안정적으로 양극에 도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평면형 기판 위에 제작된 탄소 나노

튜브 이미터의 경우에는 방출전자의 공간적 퍼짐이 크

기 때문에 양극에 도달하는 방출전자 수의 변동이 상

대적으로 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동일

한 방출전류(즉, 10 µA)를 얻기 위해 탄소 나노튜브에

Fig. 4. CCD images of the electron beams emitted from

all the CNT-emitters in Fig. 1. The inset indicates

the intensity profiles of the beams for each CNT-

emitter.

Fig. 5. (a) The long-term current variation of the CNT-

emitters shown in Fig. 4. (b) The normalized

deviation of the current fluctuation and the

corresponding FWH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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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해 준 전압이 평판형 이미터의 경우에는 약 2배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장시간 고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로 인한 열발생(joule-heating)이 커서 전자방출에 사

용된 탄소 나노튜브의 국부적 손상이 초래되었던 것도

전류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이유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금속 기

판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를 평판형 구조의 기판에 제작했

을 때와 비교하여 원추형 기판에 제작한 경우 현저히

우수한 전계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원추

형 기판의 팁 경사 각도가 작을수록 전자방출에 필요

한 개시전압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동일한 전압에

서 얻어지는 방출전류의 크기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

한, 원추형 기판의 팁 각도를 작게 함으로써 방출되는

전자빔의 집속도를 현저히 향상시키고, 장시간 동작에

따른 방출전류의 변동폭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하여 탄소 나노튜브

이미터를 초소형 엑스선 장치의 전자원으로 응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평판형 이미터에 비하여 팁 끝이 예리

한 원추형 기판 위에 이미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

이 전계방출의 특성 및 신뢰성, 전자빔의 집속도 향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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