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2권 제2호(2013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2, No. 2. June 2013.

1

계면층 형성 및 열처리가 탄소 나노튜브 미세팁의 

전계방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부종·박진석†

†한양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Effects of Interlayer Formation and Thermal Treatment on Field-emission 

Properties of Carbon Nanotube Micro-tips 

Bu-Jong Kim and Jin-Seok Park†

†Department of Electronic Systems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interlayer formation and thermal treatment on the field-emission properties of carbon nanotubes (CNTs)

were investigated. The CNTs were prepared on tungsten (W) micro-tip substrates using the electrophoretic deposition

(EPD) method. The interlayers, such as aluminum (Al) and hafnium (Hf) were coated on the W-tips prior to CNT

deposition and after the deposition of CNTs all the species were thermally treated at 700oC for 30 min. The field-emission

properties of CN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y thermal treatment. The threshold electric field for igniting the electron

emission was decreased and the emission current was increased. The Raman spectroscopy results indicated that this was

attributed mainly to the enhancement of CNTs by thermal treatment. Also, the CNTs deposited on the interlayers showed

the remarkably improved results in the long-term emission stability, especially when they were thermally treated. Th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measurement confirmed that this was resulted from the formation of the additional

cohesive forces between the CNTs and the underlying inter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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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고유의 화

학적,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능성 복

합소재, 투명 전도성 필름, 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그 응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최근

에는 우수한 전자방출 특성을 이용하여 의료용 영상진

단, 난치암의 근접치료 등에 사용되는 소형 엑스선(X-

ray)의 냉음극(cold cathode) 전계방출 소자(emitter)의

이상적인 소재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 현

재까지도 엑스선 시스템의 전자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열음극(hot cathode)은 높은 동작온도로 인한 짧

은 수명, 고가의 운영비용 및 소형화에 대한 구조적 한

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CNT를 이용한

냉음극(cold cathode)의 경우는 이러한 열음극의 문제

점들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NT가

효과적인 냉음극 전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자

방출을 위한 구동전계가 낮고, 높은 수준의 방출전류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상용화 측면에서는 초기의

방출전류가 장시간 동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에 발표되고 있는 연구

들을 검토해 보면, 많은 연구들이 CNT의 유효 일함수

(effective work function)를 낮추거나 구조적 개선을 통

해 방출전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왔다[4]. 또

한, 방출전류의 장시간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NT 위에 산화막 혹은 질화막 계열의 물질을 보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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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코팅하는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5].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에 장시간 전자방출의 안정성은 다소 향상

되었지만, 이러한 코팅물질로 인해 CNT의 전자방출

특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CNT의 전

자방출 특성 향상과 장시간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만

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NT의 증착 이전에 기판 위에 알루

미늄(Al) 및 하프늄(Hf) 금속막을 증착하여 계면층

(interlayer)을 형성하고, CNT 증착 이후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CNT 이미터

의 전계방출 특성 측정 및 계면층과 CNT간의 화학결

합 분석 등을 통하여 CNT의 전계방출 특성과 장시간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방출 소자의 기판재료는 기

계적, 열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텅스텐(W)

으로서, 이를 전기화학식각 (electrochemical etching)

방법으로 가공하여 끝 부분의 직경이 약 500 nm 정도

가 되는 원추형 미세팁(micro-tip)의 형태로 제작하였

다. 여기서, 수용액은 2mol/L의 KOH를 사용하였고,

백금(Pt) 전극과의 사이에 3V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였

다. 이러한 기판 위에 스퍼터링(sputtering) 방법을 이

용하여 약 100nm의 두께를 가지는 Hf 및 Al 계면층을

증착하였다. CNT는 장치가 간단하고 저온 공정이 가

능한 전기영동법(electrophoretic deposition, EPD)을 사

용하여 증착하였으며 이를 위한 CNT의 정제 및 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6]. 질산(HNO3)과 황

산(H2SO4)의 부피 비율이 1 : 1인 혼합용액에서 5시간

동안 정제(purification) 시킨 CNT 파우더(powder)

10mg을 질산마그네슘(Mg(No3)2·6H2O) 15mg과 함께

IPA(isopropyl alcohol) 용액 50mL에 넣어 현탁액(sus-

pension)을 만들고 초음파 진동기에서 10분간 분산(dis-

persion) 공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한 CNT

현탁액 안에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를 10mm로 고정

시키고, 80V의 직류전압을 40초 동안 인가하여 전기영

동법으로 CNT를 증착하였다. 끝으로, 10mTorr의 아르

곤(Ar) 분위기의 진공 용기에서 약 700oC 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미세팁 기판에 증착된 CNT의 미세 형상

을 관찰하기 위하여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6330F/JEOL)을 사용하였고,

열처리로 인한 CNT의 결정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만분광(Raman Spectroscopy, T64000, Jobin Yvon)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면층 및 열처리에 의한 CNT 시

료 내 화학적 결합상태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엑

스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MultiLab 2000, Thermo)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

전압 공급기 (Keithley 248, 최대 공급전압 5kV)와 미

세전류 측정기(Keithley 6517A, 최소감지전류 1pA)를

연결하여 자체 제작한 전계방출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된 모든 CNT 시료들로부터 전계방출 특성을 측정

하였다. 전계방출 특성 측정 이전의 장치 내 진공도는

약 1.0 × 10−7Torr 이었으며, CNT가 장착된 미세팁 전

극(음극)과 ITO가 코팅된 유리 전극(양극) 사이의 거리

는 1 mm로 고정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원추형 텅스텐 기판 위에 제작한 CNT와 팁 자체의

표면 형상이 Al 또는 Hf 계면층의 삽입 및 열처리 공

정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시료들에 대하여 FESEM 영상을 촬영하여 Fig. 1에 비

교하였다. Fig. 1의 (a), (c) 및 (e)는 열처리 이전의 상

태로서, (a)는 계면층이 없이 증착된 시료이고, (c)와

(e)는 각각 Al 및 Hf 계면층 위에 증착된 시료들에 대

Fig. 1. FESEM images of CNT samples with/without

interlayers, measured before/after thermal treat-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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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상이이며, (b), (d) 및 (f)는 이들 시료들의 열처리

이후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동일한 위치에서

각 시료의 CNT 표면 형상을 확대하여 함께 삽입하였

다. 그 결과, CNT의 표면 형상이나 미세 팁의 형태에

계면층의 삽입이나 열처리 공정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에 보인 모든 CNT 시료들에 대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열

처리 이전에는 계면층의 유무나 종류에 관계없이 CNT

시료들의 전계방출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열처리

이후에는 특성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ig. 2의 전계방출 특성으

로부터 1 µA의 방출전류를 발생시키는 문턱전계

(threshold electric field, Eth)와 동일한 인가전계(1V/µm)

에서 도출되는 방출전류(ICNT) 등을 산출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이후 계면층의 유무에 관계없이 문

턱전계가 감소하였고, 방출전류의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열처리에 의해 CNT의 전계방출 특성이

향상된 것은, Fig. 1의 영상 비교로부터 확인한 바와

같이 열처리에 따른 CNT의 형상 변화 보다는 다른 물

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Fig. 3은 모든

CNT 시료들에 대하여 열처리 전, 후에 측정한 Raman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CNT

시료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비정질

탄소질과 sp3 하이브리드 결합 내 결함 구조(defective

structure)에 의해 발생하는 1350 cm-1 근처의 D-밴드 및

sp2의 결정화된 흑연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1588 cm−1

근처의 G-밴드가 관찰되었다[7]. 일반적으로, 이 두 개

의 특성 밴드를 형성하는 고유 피크(peak)의 강도비,

즉 ID/IG는 CNT의 결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CNT 시료들에 대

하여 ID/IG 산출값들을 Fig. 3에 함께 제시하였다. 열처

리를 수행하기 이전의 CNT 시료들의 경우 계면층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ID/IG 값이 약

0.57–0.59 정도의 범위로 나타난 바, 이는 계면층의 삽

입이 그 위에 증착되는 CNT의 결정성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열처리 이후

에는 CNT 시료들의 ID/IG값이 약 0.40–0.43 정도의 범

위로 열처리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약 700oC 정도의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CNT 외벽에 흡착되었던 불순물들이 일부 제거되었기

때문에 CNT의 결정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이러한 CNT의 결정성 향상이 Fig. 2에

서 보인 바와 같이 열처리에 의해 CNT의 전계방출 특

성이 향상되도록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CNT 시료들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전자방출을 유도할 때 나타나는 동작시간

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를 위하여, 각 CNT 시료마다 동일한 수준(약

100 µA)의 방출전류를 얻는데 필요했던 구동전계를 25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가하면서 CNT로부터 방출되

Fig. 2. Fiel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ll the CNT

samples.

Table 1. The characteristic parameters estimated from the

field-emission curves of Fig. 1

Interlayer none none Hf Hf Al Al

Annealing no yes no yes no yes

Eth (V/µm) 0.80 0.67 0.79 0.60 0.75 0.72

ICNT (µΑ) 18.0 76.8 19.4 349.1 19.2 85.4

Fig. 3. Raman spectra of all the CNT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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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류를 매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계면층이 없이 텅

스텐 미세 팁 위에 증착한 CNT의 경우에는 열처리에

관계없이 동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출전류가 초기

값의 10-25%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그러나, Al 혹은 Hf 계면층 위에 증착된 CNT 시료

들에 대해서는 열처리 후공정을 수행한 경우에 25시간

전자방출을 유도한 이후에도 방출전류의 저하가 미미

한 수준으로서 초기의 방출전류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향상된 안정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든

시료들에 대하여 XPS 측정을 이용하여 원자들간의 화

학결합 상태를 분석하였다. Fig. 5의 (a)는 계면층이 없이

증착한 CNT 시료에 대하여 열처리 전, 후에 각각 측정

한 C 1s XPS 스펙트럼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

흑연상의 탄소간 결합(284.5 eV)이나 C-O(286.4 eV) 및

C = O (287.7 eV) 등과 같은 탄소-산소간의 결합 상태

가 모두 열처리를 수행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8].

Fig. 5의 (b)는 Hf 계면층 위에 증착된 CNT 시료들

의 열처리 전, 후에 측정한 C 1s XPS 결과들을 비교한

것으로서,열처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Hf-C 결합

이 새로이 관측되었다. 이는 열처리 과정 동안에 계면

층의 Hf 원자와 CNT의 C 원자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Fig. 5의 (c)는 (b)에 보인 동일

한 시료에 대하여 Hf 4f 상태의 XPS 스펙트럼을 나타

낸 것인데, 열처리 이전에는 Hf 금속 원자간의 결합만

이 존재하는 것에 비하여 열처리 이후에는 더 높은 결

합에너지에서 Hf-O 결합에 의한 피크가 나타났음을

Fig. 4. The long-term emission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all the CNTs considered.

Fig. 5. XPS spectra of CNTs with/without interlayers,

measured before/after therm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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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9].

또한, Fig. 5의 (d)는 Al 계면층 위에 증착된 CNT

시료의 대하여 Al 2p XPS 스픽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이전에는 Al 금속결합(72.8 eV)과 Al-O 결합

(75.5 eV)들만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열처리 이후에

는 Al-C 결합(74.0 eV)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10].

이는 Hf 계면층 위에 증착된 CNT 시료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계면층과 CNT 사이에

Al-C 결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Al

및 Hf 계면층이 있는 경우에서는 열처리 과정 동안 계

면층 원자들의 산화과정이 더 활성화되어 열처리 이전

에 비하여 Al-O 및 Hf-O 결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XPS 분석을 통하여 계면층이 없는 CNT

시료의 경우에는 텅스텐 기판과의 사이에 비교적 응착

력이 약한 van deer Waals 결합만이 존재하는 반면에,

Hf 또는 Al 계면층 위에 증착한 CNT의 경우에는 열처

리 과정을 통하여 Hf-C 및 Al-C와 같은 추가적인 계면

화학결합이 존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Hf 및 Al 금

속간의 결합에 비해 Hf-O, Al-O 등과 같이 결합에너지

가 더 높은 원자간 결합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CNT

가 증착되는 하부층과의 응착력 향상을 유도하고, 전자

방출시 CNT가 하부층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을 억제

함으로써, Fig.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장시간 구동에

따른 CNT의 전계방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

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미세팁 구조

의 기판위에 CNT를 증착하여 전계방출 특성을 분석하

였다. 특히, CNT의 증착 이전에 Al 및 Hf 계면층을 증

착하고, 열처리 후공정을 수행한 결과, CNT로부터의

전자방출 특성 및 장시간 전자방출에 대한 안정성이

모두 현저히 향상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

시하였다. FESEM 및 Raman 분석을 통하여 열처리에

의한 전계방출 특성의 향상은 CNT의 결정성 향상에

기인한 것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텅스텐 기판 위에

직접 증착한 CNT에 비하여 계면층을 미리 형성하고

그 위에 CNT를 증착한 경우에 장시간 전계방출 특성

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XPS 분석 결과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계면층과 CNT 사이에 추가적인

화학 결합력이 존재하여 CNT와 그 하부층과의 응착력

이 향상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초소형 엑스선 기기의 냉음극 전자원으로서,

방출전류가 높고, 특히 상용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계방출의 장시간 안정성이 확보된 CNT 전자방출소

자의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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