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7

탄소나노튜 를 활용한 나노 통신 시스템 연구

권태수
*
ㆍ황경호

**

Nano Communication Systems Using Carbon Nanotube

Tae-Soo Kwon
*
ㆍGyung-Ho Hwang

**

요  약

나노 통신 시스템 기술은 통신기술과 나노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리미터 수 의 통신 모듈 크기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 을 뛰어넘어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 단 의 극소형 무선통신 시스템 구

을 가능  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 특히, 최근 제안된 탄소나노튜 의 기 /기계  속성을 활용한 신

규 극소형 나노 무선 통신시스템 기술은 기존 송수신 구조를 단순히 소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

는 새로운 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 CNT)를 활용한 

극소형 나노 무선 송수신기 실  에서의 연구 황을 살펴보고 나노 기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을 한 주요 

핵심 연구이슈를 제시한다.

ABSTRACT

Nano communication system technologies are future core technologies that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in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with sizes in the range of hundreds of nanometers to tens of micrometers, which cannot be implemented by current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technologies. In particular, novel nano communication system technology, which is based on electrical and mechanical resonance characteristics of 

carbon nanotube(: CNT), does not simply miniaturize system modules, but suggests a new approach that changes system architectures. Therefore, this 

paper surveys the state of the art on CNT-based nano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spects of system implementation, and proposes important research 

issues for convergence of nano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키워드

 Nano Communication, Nano-Scale Communication, Carbon Nanotube, Nano Signal Processing 

나노 통신, 나노스 일 통신, 탄소나노튜 , 나노 신호처리

* 서울과학기술 학교 컴퓨터공학과(tskwon@seoultech.ac.kr)

** 교신 자 : 한밭 학교 컴퓨터공학과

ㆍ   수  일 : 2016. 08. 29

ㆍ수정완료일 : 2016. 09. 13

ㆍ게재확정일 : 2016. 09. 24

ㆍReceived : Aug. 29, 2016, Revised : Sep. 13, 2016, Accepted : Sep. 24, 2016

ㆍCorresponding Author : Gyung-Ho Hwang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 gabriel@hanbat.ac.kr

 

Ⅰ. 서  론

최근 나노기술과 생물학 /화학  기술의 발 에 따

라 미래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극소형 정  시스템 

제어나 체내 약물 달 제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출 이 상된다[1-2]. 한 극소

형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자체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인  시스템 는 앙제어 장치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단일 극소형 시스템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경 응 인 제어를 통해 그 기능을 극

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극소형 시스템에서 나노 무선 

통신 기술은 가장 주요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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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형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부분은 크게 회로와 

안테나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실리콘 기반 집  

기술의 발 으로 회로 부분은 이미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 의 소형화가 가능한 반면, 안테나의 크기는 주요 

무선통신 역인 수백 MHz - 수 GHz에서 센티미터 

단 의 크기를 요구하므로 통신 모듈의 소형화에 있어 

극복해야할 주요 분야  하나이다 [3]. 일반 으로 안

테나 기술은 주로 자공진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2007

년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 CNT)의 기계  공

진 속성을 활용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극소형 라디

오가 시연됨으로써 극소형 무선 통신 시스템을 한 

CNT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입증된 바 있다 [4]. 이와 

같은 CNT의 기 /기계  속성을 활용한 신규 극소

형 나노 무선 통신 기술은 통신기술과 나노기술의 융

합 분야로서 리미터 수 의 통신 모듈 크기에 머물

고 있는  기술수 을 뛰어넘어 수 마이크로미터 혹

은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이하 단 의 나노 무선통

신 시스템 구 을 가능  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NT를 활용한 극소

형 나노 무선 송수신기 실  에서의 연구 황을 

살펴보고 나노 기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을 한 주요 

연구이슈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II 장에서 통신 

시스템의 소형화를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지

까지의 소형화 기술의 한계 을 논의한다. III 장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극소형화를 한 핵심기술이 될 

수 있는 CNT를 활용한  나노 통신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연구 황을 살펴 으로써 나노 통신 시스템 실

의 개연성을 고찰한다. IV 장에서는 CNT를 활용한 나

노 통신 시스템의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하고 V 장에

서 결론을 도출한다. 

Ⅱ. 극소형 무선 송수신기 기술 동향

나노 기술은 트랜지스터, 디스 이 등 실리콘 기

반의 자소자의 획기  성능 개선을 한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8]. 최근에는 소자 수 의 응

용을 넘어 약물 달 제어, 바이오 복합 임 란트와 

같은 극소형 의료 장비에서부터 식품, 수질, 공기 오

염도 측정/제어를 한 정  나노센서에 이르기까

지 나노시스템으로의 그 응용 범 를 논의하는 단계

에 이르고 있다. 극소형의 나노시스템은 제한된 연산

능력, 한정된 원, 극소형 크기로 인한 물리  한계 

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극소형 

나노 통신 시스템은 주변 나노 시스템이나 앙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  마이크로 시스템과 통신

을 통해 그 기능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나노 시스템 간 혹은 소형/극소형 시스템 

간 통신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림 1

은 최근의 통신시스템 소형화와 련된 연구결과를 

도식화하고 있는데 소형화에서 핵심기술은 주로 안테

나의 소형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7],[9], 

[10],[14]. Hitach [6]와 Michigan 학 [7]에서는 기존 

안테나 기술을 개선하여 수 리미터 는 수백 마이

크로미터 이하의 시스템 구 을 성공하 다. 한,  

상용 무선통신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십 MHz 

– 수 GHz 역에서의 안테나 소형화 한계문제의 극

복을 해 THz 역에서의 통신  안테나 구  가

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10]. 하지만 THz 역 통신

은 아직은 개념수 에 불과하며 한 수십 MHz에서 

수 GHz 주 수 범 에서 동작되는  무선통신시스

템과의 호환이 어렵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7년 Berkeley 학의 Zettl 교수 그룹에서

는 CNT의 공진 속성을 이용하여 단 하나의 수백 나

노미터 길이의 CNT를 이용한 라디오 구 을 성공하

면서 새로운 구조의 극소형 통신시스템 구조를 제시

하 다 [4]. 제안된 CNT의 기계  공진 속성을 활용

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수신기는 기존 무선 수신기 

모듈의 축소가 아닌 수신기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

함으로써 나노 기술에 기반을 둔 극소형 모뎀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Ⅲ. CNT 기반 나노 통신 시스템

CNT는 1991년 최 로 발견된 이래 트랜지스터와 

디스 이 소자로서 그래핀과 함께 미래의 실리콘을 

체할 소자로 각 받고 있으며, 우수한 기 /기계

 속성을 지니고 있다[11-12]. 특히, cantilever 형태

의 CNT는 CNT의 기계  고유 진동주 수와 동일한 

주 수의 기장이 가해질 경우 공진 상을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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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송수신기의 극소형화 기술
Fig. 1 Technologies for miniaturizing wireless tranceivers

그림 2. CNT 활용 나노 수신기
Fig. 2 Nano receiver using CNT

되며[12], 이와 같은 CNT 공진은 그림 2와 같은 Zettl 

교수 그룹에서 제시한 CNT 라디오의 기본 원리가 된

다. 매우 높은 탄성 계수를 가지는 바늘 모양의 뾰족

한 CNT의 한쪽 끝에 마이 스 극을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은 진공상태의 공간에 러스 극을 치시키

면 CNT의 끝 쪽에 자가 몰려 기장이 형성되고 

CNT에 용된 직류 압이 일정 수  이상 가해질 

경우 러스 극 방향의 CNT 가장자리에 몰려있던 

자가 방출되어 계방출 류(Field Emission 

Current)가 흐르게 된다. 한편, 이러한 구조에서 CNT

에 사인  형태의 외부 기장이 가해질 경우, 하를 

가지고 있는 CNT에 외부에서 가해진 기장에 의한 

기력이 발생하게 되고 기장의 주 수가 CNT의 

기계  공진 주 수와 일치하는 경우 CNT는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미 가해진 직류 압에 의한 CNT의 

계방출 류량은 CNT의 한쪽 끝과 러스 극간의 

거리의 지수 인 계를 가지게 되어 이와 같은 CNT

의 진동은 계방출 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

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류 변화의 감지를 통해 

송신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최 의 CNT 라디오는 CNT에 200 볼트 이상의 높

은 직류 압을 가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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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NT 활용 나노 송신기
Fig. 3 Nano transmitter using CNT

한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13]에서는 양자역학  원

리에 기반한 터 링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수에서 수십 볼트 수 으로 필요 직류 압을 낮

출 수 있었다. 한 CNT의 공진주 수는 cantilever의 

기계  진동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CNT의 길이에 의

해 결정된다. 직류 압에 의해 CNT에 가해지는 기

력에 의한 장력 변화를 통해 CNT의 공진 주 수를 변

화시켜 수신 주 수를 20MHz 이상 변화시킬 수 있는 

수신기 구조도 제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동작을 역으로 용함으로써 송신기 

설계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14]. 외부 기장에 

의해 공진 상이 발생되는 수신기와는 달리 송신기는 

자기 발진(Self Oscillation)을 일으켜야 한다. 그림 3

의 송신기 구조와 같이 직류 압만을 이용하여 CNT

는 자기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물리  원리가 비교

 잘 알려져 있는 공진 상과는 달리 자기 발진 

상은 실험 으로는 구 가능하나, 물리  이해가 아직

은 완벽하지 못한 상태이다. [15]에서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cantilever 형태의 CNT의 길이, 반경, 

직류 압에 따른 자기 발  속성을 면 히 분석하고 

자기 발진의 제어를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CNT 공진/발진 속성을 활용한 무선통신시

스템의 물리  구  방안과 기본 구조는 제시된 상태

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학 에서의 응용 설계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6]에서는 Zettl 교수 그룹에서 제시한 CNT 라디

오를 통신이론에 기반하여 수학  모델을 제시하고 

통신신호처리 에서의 그 성능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CNT 공진 기반 수신기는 기존 통신에서의 열

잡음뿐만 아니라 공진 시 기계  잡음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진동 잡음(Acoustic Noise)은 CNT 수

신기 성능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을 보이고 있다. 단일 CNT의 수신성능 한계를 극복

하기 하여 [17]에서는 복수 개의 CNT를 활용하여 

수신감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NT 

공정 상 일정한 길이를 갖는 CNT 생성의 어려움과 

CNT 소자의 변형은 CNT 길이의 불균등성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CNT 길이의 확률  모델을 필요로 

하고 진동 잡음과 함께 CNT 수신기의 성능을 열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18]에서는 신호처리 에서의 CNT 

통신 연구뿐만 아니라 라우 , 자원 리, 간섭제어와 

같은 네트워크 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CNT 기반 통신에서의 나

노 기술과 통신 기술의 융합연구에 한 잠재성을 보

이고 있으며, 아직은 그 연구 기 단계로서 송속도 

에서의 성능 개선, 에 지 검출기 외의 보다 개선

된 방식의 변복조 방식, 네트워크 의 성능 개선, 

다양한 확률 변수에 한 최 화, 채  모델의 향 

등의 분석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연구 이슈가 존

재한다.

CNT는 이미  물리 /화학 /생물학  나노 상들

에 한 센서로서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9-20]. 

CNT 센서는 우수한 고감도 센싱 속성을 가지지만 센

서 장치의 모든 부분을 CNT로 구성하기에는 고비용 

 낮은 재 성 문제로 실리콘 기반의 기존 CMOS의 

완 체가 아직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의 신뢰

성 있고 상업 으로 이용가능한 수 의 웨이퍼 상에

서의 CNT 성장 공정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심 

상이었다. 2010년 11월 국 Cambridge 학에서 

완 한 CMOS 공정 웨이퍼 기반에 CNT를 국부 으

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 바 있고 이는 향

후 량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21]. 이러한 

CNT와 CMOS의 결합은 CNT 기반의 front-en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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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기반의 기 역 처리 구조를 가능  하여 

CNT 기반 통신을 에 지 검출기[16-17]와 같은 단순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통신품질과 송속도의 개선을 

해 보다 최 화된 형태의 송수신 실 을 가능  할 

것이다. [22]에서는 CNT의 높은 Q factor 속성에 

한 통신에서의 활용을 시도하 고, 109 개/cm
3
의 도

를 가진 0.5x0.5 cm
2
 CNT 배열을 사용하여 Q factor 

800의 1.446 GHz에서 동작하는 수신기를 구 한 바 

있다.

 한 향후에는 CNT와 CMOS 기술이 결합된 형

태를 뛰어넘어 CNT 무선통신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

이 나노 기술로 구 되어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 수

의 나노 센서 디바이스의 출 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디바이스는 센서, 무선 송수신기, 안테나, 로세

서, 메모리, 엑 에이터, 배터리와 같은 각 부분의 기

술 발 과 이들의 집 /공정 기술을 필요로 하고, 미

래 나노센서 디바이스 출  시 CNT 무선통신기술은 

더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Ⅳ. 주요 연구 이슈 

CNT 공진 기반 나노 무선통신 기술은 기본 개념

시연 수 의 기술로서 향후 통신 시스템에의 용을 

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잠재  성능 분석  성능 개선 기술 개발을 한 

주요 연구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CNT 공진 속성의 물리  원리에 기반한 극

소형통신 시스템을 한 통신신호처리 기술 개발과 

나노 통신 시스템의 잠재  성능 분석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극소형 시스템은 크기, 연산능력, 배터리 

측면의 한계로 인해 매우 단순한 구조에서 동작되어

야한다. 이와 같은 극소형 장치의 단순화를 해 

CNT 공진기(Resonator)에 단순히 캐피시터

(Capacitor)와 스 치로 구 될 수 있는 에 지 검출

기(Energy Detector)를 연결한 CNT 공진기 기반 수

신기를 고려할 수 있다[16-17]. CNT 공진기를 

front-end로 사용함에 따라 CNT 공진 속성에 따른 

주 수 응답함수의 변화, 열잡음뿐만 아니라 진동 잡

음의 존재, 다  CNT 사용 시의 CNT 길이의 불균등

성은 기존 통신신호처리와는 다른 신호 검출 단 기

  비트오류율 속성을 보인다. 따라서 CNT 공진

의 물리  속성에 기반하여 채  모델에 따른 성능변

화, 잡음모델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CNT 길이  

배치의 확률 속성에 따른 성능 변화, 다양한 심주

수  Q factor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등 극소형 

무선통신 시스템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의 향 분석  최  통신 시스템 설계 기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CNT 공진 속성에 한 물리  원리에 기반

하여 보다 복잡한 연산처리가 가능한 통신신호처리 

구조에서 신호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송률 증가를 

한 무선 통신 성능개선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CNT 공진기는 front-end의 극소형화 가능성과 

기존 통신시스템 비 100-1000배 이상의 Q factor 

속성과 같은 기존 통신시스템 구조로는 달성하기 힘

든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극소형 통신시스템 

비 보다 복잡한 연산을 허용하는 소형 는 소형 

통신시스템의 경우, CNT 공진기를 활용한 소형화

와 동시에 다  CNT를 활용한 신호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CNT 그룹별 다 화를 통한 송률 개선을 꾀

할 수 있을 것이다. CNT 공진기는 자 발진기 기반

의 기존 front-end 비 상제어가 어려워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와 같은 상차를 활

용한 변복조 기술 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

한 길이를 갖는 CNT를 활용하여 FSK(: Frequency 

Shift Keying)를  통해 데이터를 다 화 함으로써 

송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CNT의 높은 Q 

factor 속성을 활용하면 기존 front end를 사용할 경

우 비 FSK를 한 필요 주 수 양을 일 수 있

다. 하지만 주 수 간격과 SNR 사이의 tradeoff 계

로 인해 통신시스템 설계 시 송률 의 최 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  CNT 활용 시의 안테나 

어 이 이득과 같은 신호 증폭 이득을 통한 SNR 개

선과 다 화를 통한 송률 개선 사이의 최 화도 필

요하며 CNT 길이의 확률 분포에 따른 송률 제한정

도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단순 에 지 검출기

를 뛰어넘어 CNT 공진기 활용 통신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발 된 통신신호처리 방식에 

한 연구도 요하다. 

 셋째, 극소형 장치  일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의 응용 등 실제 응용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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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통신 로토콜  시스템 성능 개선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CNT 활용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극

소형화의 표  응용처의 로 약물 달과 같은 마

이크로미터 수 의 생물학 /화학  물질 달 제어

를 고려할 수 있다. 마이크로 는 나노 수 의 극소

형 장치의 정 제어를 해 요구되는 동작주 수, 동

작 SNR, 허용가능 동작 오류율, 필요 송률, 통신거

리 등은 CNT의 개수, 송신 력, 수신기 구조 설계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들 요구사항과 설계변수

간의 계에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CNT의 극소형화 속성, 길이에 따른 동작 주 수 변

화, 높은 Q factor 속성은 다양한 동작 주 수에서 동

작하는 작은 크기의 front-end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

며, 따라서 CNT 기반 통신을 역 통신 시스템

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넓은 범 의 주

수에서의 동작을 요구하는 Cognitive Radio 시스템에 

용 가능한 CNT 기반 주 수 센싱과 통신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극소형 시스템에서 기존 

통신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처에 한 시스

템 벨 설계 시 고려할 요소  향의 분석이 필요

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T의 기계 / 기  공진 속성

을 이용한 나노 통신 시스템 실 의 잠재성을 수신기 

구  측면, 송신기 구  측면, 나노 통신신호처리  

시스템 성능 개선 측면, 실리콘 기반 시스템 기술과 

나노 통신 기술의 결합 측면  나노 시스템 자체 설

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비록 재 각 기술은 실험실 

수 의 검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해당 기술은 기존 

통신 신호처리 기술  실리콘 기반 통신 시스템 기

술과의 결합 연구를 통해 더욱 발 될 수 있고, 사물 

내재 통신, 체내 약물 달 제어 등 다양한 기술  응

용 범 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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