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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0년대 말 나노미터 수준의 극미세 영역에

서 새로운 양자현상과 우수한 특성이 발견되면

서 나노테크놀로지(NT)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

생하여 정보통신, 의약, 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1세기를 선도해 갈 미래 과학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소재

의 한계를 뛰어 넘는 나노충전재/고분자혼성체

인 고분자 나노복합재료가 차세대 복합재료로

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발

전은 분석기술에 있어서 흡착제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의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탄소흡착제의

제조 및 분석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며 크로마토

그래피 분리, 분석기술에 응용되고 있다. 본 논

설에서는 현재 분리, 분석기술에 응용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의 종류와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신

소재 사용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탄소나노튜브의 구조

탄소나노튜브는 1985년 Kroto와 Smalley가 탄

소의 동소체(allotrope)의 하나인 fullerene(탄소

원자 60개가 모인 물질, C
60

)을 처음으로 발견

한 이후 1991년 이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던 일

본전기회사(NEC) 부설 연구소의 Sumio Iijima

박사가 전기방전법을 사용하여 흑연 음극상에

형성시킨 탄소덩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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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긴 대롱 모양의 탄소나노튜브를 발견하여

Nature지에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탄소나노튜브

에서 하나의 탄소원자는 3개의 다른 탄소원자

와 결합하여 육각형 벌집무늬를 이룬다. 이것을

나노튜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튜브의 직경이

대략 1 nm 정도로 극히 작기 때문이다. 탄소나

노튜브는 그레파이트 면(graphite sheet)이 나노

크기의 직경으로 둥글게 말린 상태이며, 이 그

레파이트 면이 말리는 각도 및 구조에 따라서

도체 또는 반도체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벽을

이루고 있는 결합 수에 따라서 단중벽 나노튜

브(single wall nanotubes, SWNTs), 다발형 나

노튜브(multi walled nanotubes, MWNTs)로 구

분한다(Fig. 1). 탄소나노튜브의 구조는 높은 비

대칭성을 갖는 2가지 구조, 즉 zigzag와

armchair 두 개의 대칭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탄소나노튜브는 이러한 대칭구조를 갖

는 대신에 벌집 모양의 육각형 튜브 축을 따라

서 나선형으로 배열된 chiral 구조를 갖는다. 개

개의 나노튜브 구조를 기술하는 단순한 방법은

튜브의 직경과 chiral angle(세터)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 나노튜브를 2차원 단일층의 흑연면으로

펼칠 때 격자위의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 C
h

(chiral vector)로 표시한다. 나노튜브 실린더는

이 벡터의 두 끝점이 만나도록 평면을 말아올

려 만든 것이다. Fig. 2는 Dresselhaus의 표기

방법에 따른 graphene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정수 짝(n,m)은 나노튜브가 만들어지

는 가능한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n과 m의

벡터 C
h
는 C

h
= na

1
+ ma

2
로 표시할 수 있다. 여

기서 a1과 a2는 흑연면의 단위세포 기본벡터이

며, n ≥m이다. Zigzag 튜브는 m=0이며, armchair

튜브는 n = m의 값은 갖는다. 위의 조건과 다

른 튜브들은 chiral이다(Fig. 2).

탄소나노튜브의 특성

탄소나노튜브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기계적,

열적, 전기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탄소나

노튜브의 기계적인 특성은 보강 재료로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SWNTs는 강철

보다 10~100배 정도 견고하고 물리적인 충격에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탄소나노튜브

Fig. 1. (A) SWNTs, (B) MWNTs, (C) Rope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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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하면서도 튜브 끝에 힘을 가하면 손상 없

이 구부러지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상태로 돌

아가는 연성이 크다. 이런 현상은 이론 및 실

험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

었으나 정량화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탄소나노튜브의 열적특성으로 열전도

도를 들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열전도도는

온도와 phonon의 평균자유경로에 의존한다.

1999년 탄소나노튜브의 열전도도가 온도에 일

차적인 관계식을 가짐을 증명하는 연구가 발표

되었으며 7~25K의 온도범위에서는 직선관계,

25~40K의 범위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하

고 상온이상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상온에서 SWNT

의 열전도도가 1,800~6,000W/mK의 범위에 달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열전도도의 선형적

인 증가는 이론적으로 많은 과학자 의해 확인

되었으나 일부 보고서에는 열전도도의 온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선형적이기보다는 다른 특성

을 갖는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열적특성은

탄소나노튜브의 다양한 응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번째로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성질 중 전

도성을 들 수 있다. 1998년 SPM(Scanning

Probing Microscopy)을 이용하여 수은액체상에

서 전도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탄소나노튜브는 양자거동을 보이면서 획기적인

전도성(ballistic conductance)을 가진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다시 1년 뒤에는 scattering 기법을

이용하여 MWNTs의 전도성을 측정하여 선행

결과를 재확인 하였으며 MWNTs 내의 양자전

도성 채널이 inter-wall 반응에 의해 감소됨을

관찰하였고 이 반응에 의해 각 탄소나노튜브의

전자흐름이 재배치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rope

형태의 금속성 SWNTs 의 저항을 four-point기

법을 이용하여 300K에서 약 10−4Ω-cm임을 관

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값은 현재 알

려진 고전도성 탄소나노섬유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 armchair(5, 5), (B) zigzag(9, 0), (C) Theoretical structure of carbon nano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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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기술에 

있어서의 탄소나노소재의 적용
 

1.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전도성 및 전계방출

특성을 이용한 분리기술

우리나라에서는 분리기술로는 처음으로 2004

년 ‘다공성 탄소나노재료를 사용하는 capacitive

deionization 공정의 염수 제거효과’에 대한 연

구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연

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는 capacitive

deionization(CDI)를 이용하여 해수의 담수화과

정에서 필요한 탄소전극재료로서 기존의 탄소

에어로젤을 대치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및 탄

소나노섬유의 사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CDI 공

정원리는 다공성 전극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이온을 흡착시켜 제거시키는 것이다. 즉, 두 개

의 다공성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고 그 사이로

이온이 함유된 물을 흘려주면 양전하는 음극에,

음전하는 양극에 흡착되어 이온을 제거하는 원

리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포화된 전극은 반

대 전압을 인가하거나, 연결시켜 주면 쉽게 이

온을 탈착시켜 반영구적이며 교차오염이 없이

담수를 제조할 수 있다. 이 원리는 분리분석을

목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cation

exchange, anion exchange와 동일한 원리를 가

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ion exchange

분리관의 경우 packing 물질이 고정상이나 제

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

한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나노섬유 등 탄소나노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나노소재

를 이용할 경우 반영구적이고 교차오염이 없는

안정적인 ion exchange 분리관을 제작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흡착이온량와 활물질

질량의 비전하량 상관관계, 활물질 경제성, 산

성 및 알칼리 수용액상에서의 기계적 강도, 내

구성, 분리관 제조시 성형성 등 기술적 발전이

유럽과 중국에서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분리, 분석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나노소재는 ion exchange 분리, 분석에 있어서

그 사용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은 탄소나노소재를 사용한 바닷물 정제과정 도

식도이다.

Fig. 3.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principle of CDI with carbon nanomaterials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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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나노튜브와 유기물질과의 친화력을 이용

한 분리기술

2.1. 탄소나노튜브의 유기물 흡착, 탈착 이력

현상에 대한 연구

탄소나노튜브는 유기 오염물질, 금속, 불화물

및 방사성핵종(radionuclides)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환경분야의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탁

월한 흡착제로서 연구되어 왔다. 또한 탄소 나

노재료의 독성은 그 자체의 잠재적 유해성뿐

아니라 탄소 나노재료에 의해 흡착된 독성 물

질로부터 나온다고 제시된 바 있다. 그러므로

탄소 나노재료에 의한 독성 화학물질의 흡착에

대한 지식은 이들 나노재료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또 유용하다. 또 이러한 지

식은 환경 중에 독성 오염물질의 운명과 이동

에 미치는 나노재료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흡착공정

에 집중되고 있으며, 액상 매질 중에서 유기 오

염물질과 탄소 나노재료의 계면 상호작용에 대

해 다룬 것은 거의 없다. 이들의 탈착거동을 이

해하는 것도 탄소 나노재료의 환경 및 건강 영

향을 평가하는데 똑같이 중요하다. 

토양, 퇴적물 및 목탄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흡착에 대한 흡착-탈착 이력현상(adsorption-

desorption hysteresis)이 널리 관찰되고 있다. 이

러한 화합물에는 살충제, 염화벤젠, PAHs가 포

함되며, 가역 및 비가역의 두 가지 이력현상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 나노재료에

의한 유기 오염물의 탈착에 대해서는 제한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풀러렌(C
60

)으로

부터 나프탈렌(naphthalene)과 1,2-디클로로벤젠

(1,2-dichlorobenzene)의 탈착 이력현상이 관찰되

고 있다. 그러나 풀러렌에 대한 탈착 이력의 메

커니즘은 아직 불분명하다. 

최근 매사추세츠대학(University of Massachu-

setts)의 식물·토양·곤충학과의 바오산 싱

(Baoshan Xing) 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

행하였다. (1) 수용액 중에서 탄소나노튜브로부

터 PAHs 탈착에 대해 이력현상이 일어나는지

의 여부 시험 (2) 별개의 기하구조를 가지고 있

는 풀러렌과 탄소나노튜브 간에 탈착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 비교 (3) 탈착 이력 메커니즘의 연

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6개의 탄소 나노재료에

의한 나프탈렌, 페난트렌(phenanthrene) 및 피렌

(pyrene)의 탈착이 비교 연구되었다. 탄소 나노

재료로 풀러렌,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s)

및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가 선정되었

는데, 이들은 명확한 나노구조, 서로 다른 크기

및 표면적,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PAHs는 환경 중에서의 주목

할 만한 농도, 독성 및 지속성 때문에 선정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로서, Xing

과 동료 Kun Yang 박사는 풀러렌에 있어서는

비가역 PAHs 이력현상을 관찰했지만, 탄소나노

튜브에 대해서는 별다른 탈착 이력현상을 발견

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재료의 상이한

기하학적 구조 때문이다. 예컨대, 일부 흡착된

분자들이 작은 풀러렌 응집체들 사이의 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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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interstitial spaces)에 봉쇄되어 갇히게 되지

만, 탄소나노튜브에 대해서는 구조와 그 길이의

특성 때문에 응집체들 사이에 어떠한 밀폐된

간극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어떤 흡착분자도 갇

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풀러렌과 탄소나노

튜브 모두 외부 표면에서의 PAH 흡착은 가역

적이다. Fig. 4에 풀러렌과 CNTs의 단면, 표면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외부 표면에서의 흡착 및 탈착 이력

현상의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탄소나노튜

브의 분석컬럼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흡착 및 탈착 이력현상은 탄소나노튜브로 제작

한 흡착제로 사용한 분리, 분석실험의 회수율

및 오염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간

극(interstitial spaces)에 분석대상물질이 갇혀 추

출되지 않는다면 회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

생할 것이며 또한 간극에 갇혀있던 물질이 외

부환경이 변화(온도, 압력, pH 등) 에 의해 탈

착되면 분석과정중의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 사용을 목적

으로 탄소나노재질의 물질을 제작 할 경우 가

장 먼저 고려해야 할 파리미터로 흡착제로 사

용되는 탄소나노물질의 분석대상물질 흡착 가

역성과 탈착 이력현상이다. 

2.2. 현재 탄소나노튜브가 흡착제로 사용되는

분리, 분석기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탄소나노소재의 흡

착제는 대부분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재료 및 SPE(Solid Phase Extraction)

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탄소나노소재로 제작된 SPME의 흡착 및 추

출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로는 HPLC에 on-line으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분리, 분석하여 보고되

어진 연구로 alkylbenzene sulfonate, sulfonamides

등의 극성을 띄는 유해성 유기물질들을 동시분

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실험들에 사용된

흡착제는 모두 PHAs에 탈착 이력현상이 발생

Fig. 4. (A) Schematic structures of fullerene, (B)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C) showing inner cavity, inter-wall
spaces and external surface 
Fullerene(C

60
) has only extern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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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MWNTs 재질이며 외부직경 30~

100 nm, 길이 5~15 µm, 표면적 40~300 m2/g의

규격으로 제조하여 사용되었다. Fig. 5는 HPLC

에 on-line으로 SPME로 탄소나노소재 흡착제를

사용하여 분석대상물질을 비극성방해물질과 분

리시키는 injection 기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두 번째로는 syringe의 needle형태로 흡착

제를 제작하여 대상물질을 추출하고 일정조건

에서 탈착시켜 HPLC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분리, 분석하여 보고되어진 연구로

2-nitrophenol, 2,6-dichloroaniline, naphthalene

등 극성물질과 비극성물질을 동시 분석하는 방

법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흡착제

는 SWNTs와 MWNTs 이다(Fig. 6). 이 실험에

서 주목할 점은 탈착이 가능한 needle형태 탄

소나노튜브 재질의 capillary probe에 분석대상

물질을 흡착시켜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수동적

인 head space 분석형태를 따른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직접 시료를 on-line 상태에서 주입

시켜 분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대상물질과 흡

착제의 친화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

Fig. 5. Flow diagram of the on-line solid phase micro-extraction preconcentration coupled with HPLC. HPLC
injector valve position : (A) load, (B) in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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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흡착제의 극성을 높이

기 위해 사용되는 CNTs에 기능적으로 -OH기

와 -COOH기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이론상

reverse-phase 충진제인 CNTs로 극성물질인 2-

nitrophenol과 2,6-dichloroaniline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CNTs

의 전기적 전도성 및 전계방출 특성을 이용하

여 전압을 인가하거나 연결하지 않더라도 작용

기(-NO
2
, -HSO

3 
등)을 CNTs에 기능적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ion exchange 및 normal phase 분

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탄소나노소재를 정제 SPE column

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분리, 분석하여 보고되어진 연구로는 phthalate

esters, fenitrotion 및 chlorpyrifos-methyl 등 휘

발성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고전적인 SPE 정제와 마찬가지로 비

극성 대상물질을 탄소나노튜브에 흡착시키고 극

성 유기용매 등으로 정제한 뒤 다시 비극성 용

매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 흡착제로

사용된 CNTs는 마찬가지로 PAHs의 탈착 이력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MWNTs 재질이며 외부

직경 10~30 nm, 길이 0.1~10 µm 규격으로 제조

하여 사용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기술에 있어

서의 탄소나노튜브소재 사용의 의의

탄소나노소재 특히 탄소나노튜브가 크로마토

그래피 분석을 위한 흡착제로 사용되는 가장

큰 의의는 광범위한 사용범위에 있다. 일반적으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µ-S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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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위한 흡착제는 분석

대상물질의 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SPME의 흡착제는 비극성물질을 분석할

경우 polymethylsiloxane, divinylbenzene 등이

사용되었으며 극성물질의 경우 carboxen 및

carbowax 등이 사용가능하였다. SPE 흡착제도

마찬가지로 대상물질이 극성일 경우 ion exchage,

amine, silica 등이 사용되었으며 비극성일 경우

florisil, C8, C18 등이 사용되어 왔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나노튜브소재의 흡

착제는 극성과 비극성 모든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기

존의 SPE 정제컬럼의 경우 1회 사용 후 폐기

해야 하나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SPME 충진제로도 마찬가

지로 기존의 충진제는 사용횟수가 제한적이나

탄소나노튜브로 제작할 경우 반영구적인 사용

이 가능하다. 분석과정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 탄소나노튜브의 흡착제 사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흡착제로서의 사용 외에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마이크로칩개발, electrode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용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는 SPME,

SPE의 흡착제로 사용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분

석컬럼으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

서 기술한 나노소재에 대한 유기물의 흡착 가

역성, 탈착이력현상 등의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

고 범용적인 분석컬럼 제작에 상응하는 나노입

자의 구조, 크기 등이 풀지못한 숙제로 남아있

기 때문이다. 계속되고 있는 나노소재의 개발과

연구가 앞으로 분석기술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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