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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구조가 특이하고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소자 핵심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구조가 다름에 따라 전기적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구리보다 전기를 더 잘 전도하며, 열 전달 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탄소 나노 튜브의 이러한 성질은 이상적인 반도체 재료로 이용될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제작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CNT-FET)는 실시간 검지 

가능하고 검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물질, 단맛, 매운맛 등을 

검지하는 센서가 개발 되였다. 이런 센서는 높은 응용성을 띄고 있어 다양한 

용도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Zn2+ 이온은 거의 모든 생물체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인체에는 전이 금속 

중에서는 철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연이온을 검지하는 

형광시약(zinpyr-1)을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장효과 트랜지스터에 코팅 

함으로서 Zn2+이온을 검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기존의 CNT-

FET 제작방법으로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CNT-FET 채널 위에 

형광염료(Zinpyr-1)를 코팅하였다. 형광염료가 코팅된 CNT-FET 는 Zn2+ 이온에 

농도에 따른 높은 검지성과 선택성을 보인다. 이렇게 CNT-FET 위에 특정한 

타겟물질을 검지가능한 형광염료를 코팅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많은 센서제작에 

사용될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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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소 나노튜브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흑연과 같이 탄소 동소체 중 하나로, 

그래핀 시트는 원통 모양을 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화학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이고, 물리적 강도가 우수하고, 탄성계수, 열전도도와 높은 전기전도, 광학성 

편광성 등 우수한 특성이 있어 나노물질들 중에서도 다양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1]. 탄소나노튜브(CNT)는 완벽한 물성과 구조로 인하여 전자/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의약 등 의 산업적 응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8-12]. 

탄소나노튜브는 구조에 따라 단일벽나노튜브(SWNT; single wall nanotube), 

다중벽나노튜브(MWNT; multi walled nanotube), 다발형나노튜브(rope 

nanotube)로 분류된다 [2]. 

 단일벽나노튜브는 말려있는 모양에 따라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sCNT)와 

도체성 탄소나노튜브(mCNT)로 부류될 수 있다. 말리는 방향의 벡터는 그래핀의 

유닛벡터 a1 과 a2 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chiral vector Ch 라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h=na1+ma2≡(n,m), (n,m are integer, 0≤m≤n) (1.1) 

[그림 1.1]에서 여러 종류의 단일벽나노튜브와 단일벽나노튜브의 구분할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n-m 이 3 의 정수배일 경우 도체성, n-m 이 3 의 

정수배가 아닐 경우 반도체성 성질을 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의 로테이션 된 

방향에 따라 Chiral vector 가 n=m 을 만족할 경우 금속성을 띠는 arm-chair 

tube 라고 하며, m=0 일 경우 zigzag tube 라고 한다. 그 이외의 모든 튜브는 chiral 

tube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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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탄소 나노튜브의 구조[1]. 

탄소나노튜브의 벽의 개수가 2 개 이상일 경우 다중벽나노튜브라고 하며, 직경은 

100 ㎚ 미만이다. 

또한 단이벽나노튜브가 서로간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엉켜 있을 경우 다발형 

나노튜브(CNT Bundle)라고 한다. 다발형나노튜브는 구성하고 있는 단일벽 

나노튜브가 하나라도 도체성 탄소나노튜브 라면 쉽게 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발형탄소나노튜브는 도체성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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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NT-FET 소자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carbon nanotube transistor: CNT-FET)는 

단벽 탄소나노튜브 혹은 멀티벽 탄소나노튜브를 채널로 사용한 장효과 

트랜지스터이다.[3]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는 제작방법에 따라 백게이트-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Back-gated CNT-FETs), 탑게이트-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Top-gated CNT-FETs), 두루마리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Wrap-around gate CNTFETs), 서스펜드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Suspended CNTFET)로 나뉜다. 또한 어떤 종류의 CNT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많이 다르다. 단일벽 반도테성 탄소나노튜브 는 

금속성(metallic) CNT 혹은 다중벽 CNT 보다 source-drain bias 전환기능이 우수하다.  

Palladium 은 탄소나노튜브와 접촉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극으로 종종 

사용된다.[4]   

CNT channel  

 

그림[1.2] CNT-FET 의 기본구조. 

Passiv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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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극을 탄소나노튜브 채널위에 얹는 Top-gated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고 탄소나노튜브는 semi-swCNT 가 66%인 한화 CNT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자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절연막(passivation layer) 을 코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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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연이온과 현광 검지시약 

아연(Zn)은 생물체에 없어서는 안될 미량 원소로서 단백질, 효소, DNA 등 결합과 

분해에 참여한다.[17] 아연이온은 생물체에 필수 미량원소중의 하나로써 거의 모든 

유형의 효소에 들어있다. 아연 결핍은 영양 흡수 불량, 만성 간질환, 면역 기능 저하, 

성장 지연, 피부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왜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태아는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 아연이 부족한 

식물은 생육이 저해되고 열매가 잘 맺지 않을 수 있다.[16]   

예로부터 연구자들은 아연이온을 검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으며 그중 우수한 

아연검지시약에는 Zinquin, ZinAF-2, Zinpyr-1, Fluozin 등이 있다.[18] Zn2+이온을 

검지하는 시약 Zinpyr-1(C46H36Cl2N6O5, M.W: 823.22 g.mol-1)은 높은 친화력과 

선택성을 가진 세포막 투과성 형광시약 이다. Zinpyr-1은 Zn2+ 이온을 결합하고 

490nm파장에서 excitation하고 530nm에서 emission된다. 또한 Zinpyr-1은 DMSO, 

ethanol등 유기용매에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5]  

아래 그림[1.3](a)은 이온검지 화학식이다. Zn2+이온은 시약의 N-와 O=기와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a)  

Z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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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Zinpyr-1 이 Zn2+이온과 반응원리 (a)Zn2+이온이 시약에 binding 되는 

화학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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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속이온검지 CNT-FET 센서 

탄소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만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는 실시간 검지가 가능하고 

원가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각센서, 후각센서 등 실시간 검지가능 센서 개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3-15] 

생물세포 속에 있는 아연이온을 검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검지가능 시약이 

개발 되였다.[18] 그러나 이런 시약들은 검지 절차가 복잡하고 실시간 검지가 어렵거나 

농도에 따른 정량적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0-21] CNT-FET 를 이용한 

금속이온 센서는 정량검지능력과 선택성이 부족한 등 약점이 있었다.[22] 

탄소나노튜브기반의 트랜지스터로 Ca2+이온[24] 혹은 중금속(Hg2+)[25]을 검지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Zn2+이온을 검지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고성능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고 

트랜지스터 위에 금속이온 형광검지시약을 코팅함으로써 용액속에 있는 Zn2+이온을 

선택적으로 검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우선 fluorescence microscopy 를 이용하여 

형광시약 Zinpyr-1 이 Zn2+이온에 대한 형광반응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형광시약을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고성능 트랜지스터에 코팅하여 Zn2+이온 센서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든 센서를 probe station 을 이용하여 농도에 따른 전류변화를 관찰 하였다. 그 

다음 시중에 판매하는 Zn2+시럽을 구입하여 DI water 에 희석하여 Zn2+이온의 함량을 

측정해 보았다. 이것은 형광염료를 코팅한 CNT-FET 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응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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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wCNT-FET 기반의 고성능 센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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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방법 

2.1.1 나노센서 제작 및 형광염료 코팅 

먼저 그림과 같이 SiO2 기판위에 Photo-lithography 방법으로 CNT pattern 을 

하고, OTS(Octadecyltrichlorosilane): Hexane 의 비례 1:500 으로 희석한 후 

sonicate 를 3 분 진행한다. 그리고 습도가 70%인 습도챔버안에 SiO2 기판을 넣고 

30 분정도 있는다. 그 다음 OTS 분자만 patterning 하기위해 wafer 를 OTS 용액에 

7 분간 담겨놓는다.[23] 다음 photoresist 를 제거하기 위해 wafer 를 acetone 용액으로 

깨끗이 린싱한다. 깨끗한 SiO2 위에 채널부분에 sw-CNT 를 assembly 한다. CNT 

channel 의 길이는 20um, 너비는 5um 이다. 다음 Palladium 과 Gold 를 thermal 

evaporator 로 각각 10/30nm 두께로 증착하여 전극을 콘택한다. 전극과 이온이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절연막(Negative 

Photoresist: DNR)을 코팅한다(그림[2.1]).[13] CNT 채널이 드러난 길이는 10um 이다. 

그림[2.1](b)는 Atomic Force Microscopy(AFM)으로 채널부분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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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2.1]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CNT-FET) 공정 (a)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공정 과정. (b) 채널부분의 Atomic Force Microscopy(AFM) 

이미지 (c) Probe 로 측정한 Gating effect (source-drain bias 전압:-0.5V 부터 

0.5 V 까지) 

앞에서 제작한 소자를 완성한 다음 그 위에 형광시약을 코팅한다. 형광시약 Zinpyr-

1 은 오직 Zn2+이온에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2.2]).  Zinpy-1 을 

1mg/ml 로 에탄올에 용해한 다음 CNT-FET channel 위에 2uL 씩 첨가하여 코팅한다.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하여 채널 위에 시약이 충분이 코팅되게 한다. 시약이 다 마르면 

Zinpyr-1 분자가 channel 위에 균일하게 도포된다. 

 

그림[2.2] Zinpyr-1 시약이 금속이온에 대한 형광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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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robe-Station 으로 전기적 특성변화 관찰 

더욱 정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 소자 채널부분에 PDMS(Polydimethylsiloxane) 

well 을 얹어준다. 먼저 silicone Elastomer Base 와 Silicone Elastomer Curing agent 를 

10:1 질량비로 골고루 섞은 다음 채널주위에 동그란 원환모양으로 코팅한다. 

Hydrophobic 한 PDMS well 은 채널위에 있는 솔루션과 채널의 접촉면을 균일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 다음 채널에 9uL 의 DI water 를 첨가한다. 채널위의 리퀴드는 

PDMS 밖에 흘려나가지 않고 채널을 중심으로 올라가 있다. 그리고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습도와 온도를 50%, 20℃이상 유지한다. 그리고 source 와 

drain 사이에 0.1V 의 전압을 걸어준다. 그리고 저농도부터 Zn2+솔루션을 이미 넣은 9ul 

DI water 에 가해준다. 농도는 10nM 부터 100mM 까지 10 배씩 차례로 넣어주면서 

전류 변화를 관찰한다.  

 

[그림 2.3] Zn2+ solution 을 검지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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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결과 및 토의 

2.2.1 검지성(Sensitivity) 

그림[2.4]는 소자가 징크 용액에 대한 변화를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Zn2+이온이 시약 Zinpyr-1 에 흡착하면서 +2 가의 전하를 탄소나노튜브 

채널의 field effect 에 전달해 준다. swCNT 는 p 타입의(그림[2.1](b)) 반도체성질을 

띄고 있어서 양전하에 의한 field effect electrode 에 의해 전류가 감소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타겟이온인 Zn2+이온 용액 100nM 을 형광염료를 코팅한 CNT-FET 에 있는 

9uL 의 DI water 에 첨가한다(그림[2.4](a)). 그리고 전도성 변화가 10mM 에서 

fullish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2.4](b)는 농도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형광코팅 CNT-FET 는 첨가한 아연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강한 전류변화를 보였고 높은 농도에서 saturation 되는 것을 보여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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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검지성(sensitivity)를 보여주는 그래프. (a)농도에 따른 센서의 전기신호를 

보여주는 그래프 (b) 검지성을 보여주는 Normalized 그래프. 

 

양적변화-의뢰성(dose-dependent)을 띈 센서는 hill equation 을 기반으로 한 

실험데이터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13] 만약 형광시약분자와 Zn2+이온사이의 binding 

characteristic 가 hill equation model 을 만족하면, 아연이온의 농도가 Cs라고 가정하면, 

                          𝐶𝑠 =
𝐶𝑠,𝑚𝑎𝑥∙𝐶

𝑛

1
𝐾𝑛⁄ +𝐶𝑛

                                 (1) 

위 방정식에서 C, k 는 각각 용액속의 Zn2+이온의 농도와 이온과 시약의 

equilibrium constant 를 나타낸다. Cs,max는 swCNT에 fabrication된 시약의 농도값이고 

n 는 hill coefficient 이다. 만약 전도성 변화를 ΔG 라고 가정하면 ΔG 는 bound 된 

Zn2+이온 양에 정비례 한다. 센서의 검지성(sensitivity) |G/Go|은 kCs 값과 유사 할 것이다. 

형광코팅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sensitivity 는 C 가 커질수록 최고값 

k×Cs,max 에 수렴 할 것이다. 그러므로 normalized sensitivity  N는 다음과 같다. 

                   𝑁 =
𝐶𝑛

1
𝐾𝑛⁄ +𝐶𝑛

                           (2) 

그림 [2.4](a)를 equation(2)로 fitting 하면 형광시약과 Zn2+이온 사이의 

equilibrium 상수 K 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한 K 값는 1.55E-5M 이다. 이것은 

현광 코팅 센서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2.2.2 선택성(Selectivity) 

먼저 앞에서와 같이 9uL 의 DI water 를 드랍하고 안정화 된 다음 차례대로 Mg2+, 

Ca2+, K+, Na+ 솔루션을 10uM 씩 넣었다. 그리고 Zn2+ 이온 솔루션을 10uM 넣었다. 

전류가 2%정도의 변화율을 보였다. 이는 Zn2+이온을 검지하는 시약을 CNT-FET 에 

코팅한 센서는 Zn2+ 이온에서만 선택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형광시약코팅센서는 실시간으로 복잡한 솔루션 환경에서도 저 농도의 

Zn2+이온을 검지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5] 선택성을 보여주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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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Zn2+시럽 검지 

센서의 기능을 응용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어린이 Zn2+ 보충시럽을 구입하여 

테스트 해보았다. 시럽을 DI water 에 1/105, 1/104 로 각각 희석한 다음 형광시약 코팅 

센서에 추가하여 전류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반응율을 관찰할수 있었다. 이것은 

특정 금속이온을 검지 가능한 시약을 코팅한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는 

다양한 Zn2+가 들어있는 음식과 솔루션에서 Zn2+이온을 검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 (b)  

그림[2.6] 고성능 센서의 생활에서의 응용. (a) 시럽을 검지하는 그래프. (b) 시럽을 

검지하는 normalized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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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고성능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고 

CNT 채널 위에 금속이온 형광검지시약을 코팅함으로써 용액속에 있는 Zn2+이온을 

선택적으로 검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우선 fluorescence microscopy 를 이용하여 형광시약 Zinpyr-1 이 Zn2+이온에 

대한 형광반응을 관찰하였다. 결과 시약은 Zn2+ 시약에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이온(Ca2+, Mg2+, K+, Na+)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형광시약을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고성능 트랜지스터에 코팅하여 Zn2+이온 센서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든 센서를 probe 

station 을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Zn2+이온 농도 1uM 에서 

전기적신호가 변하는 것을 관찰할수 있다. 그리고 이 센서는 다른 이온(Ca2+, Mg2+, K+, 

Na+)을 첨가하였을 때 전기신호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Zn2+이온에서 2%정도의 

변화율을 보인다.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징크시럽을 구입하여 DI water 에 희석하여 측정해 보았다. 

결과 형광코팅한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는 시럽속의 Zn2+이온에 반응성을 

보였다. 이것은 형광염료를 코팅한 CNT-FET 는 음식, 용액 등에 존재하는 아연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검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의 검지시약보다 시간과 

성본을 단축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응용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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