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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tilevered carbon-nanotube-resonator was investigated via classical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The resonator

system is including the attached nanocluster. A nanocluster with a finite length was modeling by some atomic rings. The

mass of the nanocluster was equally distributed on the carbon atoms, composed of the atomic rings. The effective density

factor,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the single parameter affecting the resonance frequency shif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mass, the position, and the linear density of the attached nanocluster. The linear density of the attached

nanocluster was an important parameter to analyze the vibrational behavior of the CNT-resonator, including the attached

nano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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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Iijima에 의

해 최초로 보고된 이후로 우수한 기계적 물성, 전기적

물성 및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과학계와 기

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공진기, 진동자와

같은 나노전자기계 시스템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로 고려되어 왔다[1-3]. 높은 주파수해상도와 긴 에너

지 저장시간을 제공하는 나노전자기계 공진기는 여러

공학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즉, 탐침이 장착된 공진

기는 전자주사 현미경 내부에 부착된 탄소 입자의 질

량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며, 실온의 CNT 기반 공진기

는 나노튜브 무선 수신기를 바탕으로 원자질량 해상도

를 탐지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조정 기능을 이용하여

나노튜브 기반의 가변 공진기에 활용 될 수 있다[4, 5].

또한 이동 가능한 나노클러스터가 캡슐화된 CNT 공진

기는 초고주파 생성기, 기가헤르츠 주파수 튜너, 기가

헤르츠 주파수대역 통과 여파기, 초고속 슈퍼컴퓨터,

초민감 나노단위 내부 측정 장치, 데이터 저장 매체,

초고해상도 자력현미경, 기가헤르츠 전자기장 발생장

치를 개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6, 7]. 

본 논문은 나노클러스트를 포함한 탐침이 장착된

CNT-공진기의 진동 특성을 부착된 나노클러스터의 질

량, 위치, 선형 밀도라는 3개의 변수를 지닌 함수로 모

델화하고 분자동역학(molecular dynamics; MD) 시뮬

레이션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나노튜브의 특성 해석은 원자상호간 포텐셜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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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분자동력학적 모델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CNT-복합체의 공진 주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탄소원

자간, 탄소원자와 금속원자간, 금속원자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텐셜 함수의 모델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

구들은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CNT의 탄소 원

자에 외부 질량을 로딩(loading)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는데, 이 경우는 해석이 간단한 반면 질량이 단 하나의

원자에 위치한다는 면에서 구조의 한계성이 있다. 실제

로 캡슐화된 나노클러스터의 질량은 일정한 유한의 범

위 내에 분포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캡슐화된 나

노클러스터의 질량은 CNT로 구성된 탄소의 원자고리

(atomic ring)에 로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Fig. 1

에서와 같이 나노클러스터의 질량은 원자고리로 구성

된 탄소원자들에 균등하게 분포되며, 원자고리의 수는

나노클러스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로 구성되

게 된다.

MD 시뮬레이션은 Tersoff–Brenner potential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속도 Verlet 알고

리즘 및 인접 목록(neighbor list)을 적용하였으며, 시간

간격(Dt)은 5 × 10−4 ps로 설정하여 총 1ns동안의 거동

을 해석하였다 [8, 9]. 해석 공진기의 구조로는 길이가

약 10 nm인 480개의 원자로 구성된 양면 개방형(3,3)

SWCNT를 이용하여, CNT의 좌측 끝은 고정되었으며

∆l의 길이와 µ l의 선형질량밀도를 가진 나노클러스터

의 질량(∆m)을 유한의 원자 고리로 구성된 탄소 원자

들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탐침이 부착된

CNT 공진기의 진동자에 횡단 방향으로 외부의 힘을

가하여 공명을 유도하고, 결합력의 제거에 의해 자유롭

게 진동되도록 했다. 먼저, 외부 질량이 없는 CNT의

기본적인 공진주기(f0)를 계산한 다음, 공진주기는

CNT의 총 질량에 따라 변화하는 공진주기(fres)를 계산

했으며 캡슐화된 질량의 중앙 위치(z)와 주기 이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 해석 결과

5개의 서로 다른 위치와 6개의 서로 다른 부착 질량,

6개의 서로 다른 선형 밀도로 180종류(5 × 6 × 6)의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서로 다른 선

형 질량밀도(µl)에 따른 서로 다른 부착 위치(z/L)에 부

착된 부착 질량(∆m)의 함수로서의 CNT 공진기의 공

진주기(fres)를 보여준다. 공진주기는 기존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서 ∆m이 증가하면 감소했다.

동일한 ∆m에서는 공진 주기가 선형 질량 밀도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외부 질량이 동일한 위치에 부탁되어있는

경우에 대하여 선형 질량 밀도의 변화에 따른 공진 주

Fig. 1. Modeling CNT-resonator including a nanocluster

with a finite length. 

Fig. 2. Resonance frequencies (fres) as a function of the

attached mass (∆m) for different attached position

(z/L) with the different linear mass density (µl).

Fig. 3. Resonance frequencies (fres) as a function of the

attached position (z/L) for the different attached

mass (∆m) with the different linear mass density

(µl).



부착 질량을 가지는 탐침 탄소-나노튜브 공진기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83

Journal of KSDT Vol. 11, No. 2, 2012

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부착되는 질

량 및 위치에 대한 공진 주기 변화의 결과를 다루었지

만, 본 연구에서는 부착 질량을 포함한 CNT-공진기의

진동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착 질량의 선형 밀

도 또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침-기반 질량 센서에서의 탐지 원리는

탐침의 공진 주기는 아래 식(1)과 같이 탐침 질량의 제

곱근의 역수에 좌우된다 [10, 11]. 

(1)

여기서,  fres은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직사각형 탐

침의 공진 주기이며, k:는 탐침의 스프링 상수이다. 

그러므로 공진기의 질량의 변화는 공진 주기의 변화

로 탐지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공진 주기는 또한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여기서, f0은 기본 공진 주기이며, ∆:은 부착 질량을

포함한 탐침의 유효질량이다. 

부착 질량을 포함한 탐침의 유효질량 ∆M 은 식 (3)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

여기서, M은 CNT만의 질량을 의미하며, A는 CNT

의 단면적,  ρ는 CNT의 밀도, 그리고 L는 CNT의 길

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 (2)는 다음과 같이 식 (4)와 같이 변형

될 수 있다.

(4)

여기서,  ξ = µ /ρAL는 부착 나노클러스터와 관계된

CNT의 유효밀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식 (4)와 유사하다면 유

효밀도 인자 ξ는 ∆m, z/L, µ l 와 같은 변수들의 함수이

며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식 (5)의 유효밀도인자 ξ의 값은 Fig. 2및 Fig. 3의

데이터로 부터 계산되어 진다. Fig. 4는 캡슐화된 나노

클러스터 z/L = 0.8 CNT에 대한 부착 질량과 부착 선

형 밀도의 함수로 구성된 유효밀도인자(ξ)의 관계를

3차원적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부착 나노클러스터

의 위치(z/L))는 공진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착 질량의 선형 밀도(µ l)및 부착 질량(∆m)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비례관계를 가지게 된다. 

Fig. 5에서는 유효밀도인자(ξ)를 서로 다른 부착 질

량(ξ)에 대한 나노클러스터의 선형 밀도(µ l)의 함수로

표시하였다. 각각의 서로 다른 부착 질량(∆m)의 경향

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원인은

유효밀도인자(ξ )의 변수로서 나노클러스터의 선형 밀

도(µ l)와 부착 질량(∆m)은 독립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

고 있다. 즉, CNT의 캡슐화된 나노클러스터의 선형 밀

도는 중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하며, 나노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CNT 공진기의 진동 동작으로부터 독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CNT-공진기의 해석과 활용에는 부착 나

노클러스터에 의한 유효 질량의 변화가 실제 질량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탐침이 부착된 빔

진동기에 관한 연구에서와 같이, 더 높은 온도는 CNT

공진기로 하여금 특징 인자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탐침이 장착된 CNT-공진기의 진동 특

성을 해석하였다. 나노클러스터에 대한 모델링은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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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dimensional plot for the effective density

factor (ξ) of the CNT involving the encapsulated

nanocluster as functions of the attached mass

(∆m) and the linear density (µ l) of the attached

nanocluster for z/L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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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가진 나노클러스터를 원자 고리를 이용해 모델

화하였고, 나노클러스터의 질량은 원자 고리로 구성된

탄소 원자에 균등하게 분배되고 원자 고리의 수는 나

노클러스터의 길이가 원자 고리의 길이와 거의 동일하

다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공진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단일 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유효밀도인자는 부

착 나노클러스터의 질량, 위치, 선형 밀도의 영향을 크

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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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ive density factor (ξ) plots as a function of

the linear density (µ l) of the nanocluster for the

different attached mass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