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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s, 

이하 BNNT)는 근래에 산업적 응용에 대한 기대

로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초 나

노신소재이다. 1995년 버클리대학의 연구팀이 최

초로 사이언스지에 BNNT의 합성을 발표한 이후 

[1], BNNT 관련 연구는 급속히 증가해 왔다[2].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상용 BNNT가 시장에 공

급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응용연구는 급격히 증가

해 가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탄소나노튜브

(CNT: Carbon Nanotubes, 이하 CNT)가 상용화된 

이후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를 BNNT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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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CNT는 탄소 단원

자의 육방정계 나노튜브이지만 BNNT는 질소와 

붕소로 이루어진 동일한 구조의 나노튜브이다

(Figure 1 참조). 

기본적으로 BNNT는 기계적 특성과 열전도, 열

팽창 등의 특성이 기존의 CNT와 비교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라믹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CNT나 다른 세라믹 

나노원소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BNNT의 기계적인 특성은 (BNNT : 0.1 TPa∼1.8 

TPa) CNT (∼1.33 TPa)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4,5]. 또한 BNNT는 열전도성과 열팽창 특성

에 있어서도 CNT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6,7]. 그러나 전도성과 반전도성이 혼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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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s)는 근래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나노신소재이다. CNT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과 열전도, 열팽창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라믹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열적/화학적 안정에 있어서는 CNT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다. 특히 BNNT를 구성하고 있는 붕소는 열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CNT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비교하여 20만 배나 높기 때문에,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이용한

경량화와 방사선 차폐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미래 우주공학 물질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제조하는데 상대적으

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조 시 생성되는 불순물의

양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또한 BNNT를 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산업적 응용은 아직 제한적이라 할 수 있지만,

BNNT가 CNT와 세라믹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물질의 우수성과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찰에서는 다양한 BNNT의 제조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소개하

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BNNT의 산업적 응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매우 미진한 BNNT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Keywords: Boron, boron nitride, boron nitride nanotubes (BNNT), purification, thermal conductivity, radiation shield

기획특집: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



기획특집: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

2  공업화학 전망, 제20권 제4호, 2017

CNT와는 다르게 항상 전기적으로 절연성을 가지

고 있으며(wideband gap > 5.0 eV)[8-11], 열적 안

정성에 있어서도 CNT가 400 ℃ 정도부터 산화되

는데 비해, BNNT는 공기 중에서 800 ℃의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12]. 더불어 화

학적으로도 CNT에 비해 매우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13,14]. 특히, BNNT를 구성하고 있는 붕소

가 열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원자

력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BNNT는 기본적으로 열중성자를 흡수하므로 방

사선 차폐와 기계적 우수성을 동시에 보유해야 하

는 우주공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량소재로서 

유용성이 매우 큰 소재이다[15]. 이로 인해 미국 

NASA의 경우 BNNT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재 

매우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NT가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 BNNT는 생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이오-메디칼 응용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19]. 예를 

들어 BNC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의 

drug delivering agent[20-22] 등 방사선 치료 분야

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BNNT가 실제로 산업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산이 있는데 그중 한 가

지로 분말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정제기술의 개

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사한 나노소재인 

CNT와 달리 BNNT는 열적/화학적 특성이 우수하

여 기존의 정제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23]. 특히, 미반응 붕소 및 반응은 되었으나 

나노튜브로 성장하지 못한 BN의 제거는 매우 어

려운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기계적/열적/화학적/전기적 특성

에 기인하여 BNNT는 전자산업, 에너지, 우주/원

자력, 및 바이오-메디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현

재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BNNT를 제조하는 방법과 이의 산업적 응용분야

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BNNT는 전자산

업 분야에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전기절연 방

열특성과 압전특성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BNNT를 이용한 전기절연 방열소재의 경우, 전자 

디바이스/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효

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

고 있다[24-27]. 

BNNT의 압전특성은 고분자 압전센서인 PVDF

와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4차 산

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센서와 cord-less 

energy harvesting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8-30]. 본 고찰을 통해 국내

에서 매우 미진한 BNNT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BNNT 제조방법 

BNNT는 1995년 버클리대학의 연구팀에서 최

초로 실험적으로 존재를 입증하여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다[1]. 이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BNNT

Figure 1. CNT vs. BNN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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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BNNT는 3,000 ℃ 이상

의 공정을 이용하는 고온공정과 3,000 ℃ 미만의 

온도를 이용하는 저온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고

온 공정에는 아크방전, 레이저 어블레이션/플라즈

마법 등이 있으며, 저온 공정으로는 CVD/PVD 또는 

볼밀링-열처리 공정이 있다. 본 절에서는 각 제조

공정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실제 상용으로 이용되

고 있는 공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2.1. 아크-방전법

아크방전 방법은 기본적으로 고전압을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어주어 고온의 플라즈마를 형성하

여 BNNT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1995년 버클리대

학의 연구팀(A. Zettle et al.)에서 처음 발표하였는

데, 이들은 hexagonal boron nitride (h-BN) 분말을 

채운 텅스텐(W) 실린더 양극과 구리(Cu) 음극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BNNT의 지름은 6~8 nm, 길

이는 200 nm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방법은 텅스

텐 입자가 BNNT의 끝 단에 위치하여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igure 2 참조). 

이후 흑연(C) 음극과 하프늄 이붕소화물(HfB2) 양

극을 질소분위기에서 방전시켜 BNNT를 합성하

거나[31], h-BN 분말이 채워진 탄탈륨(Ta) 튜브 

양극과 구리 디스크 음극을 방전시켜 BNNT를 합

성한 방법을 발표하였으나 제조량이 매우 적고, 

생성되는 불순물이 많아 제조 방법에 있어서 한계

가 있었다[32]. 이후, 불활성 기체(Ar, N2) 분위기

에서 니켈(Ni)과 이트륨(Y) 촉매를 포함하고 있는 

h-BN분말을 20,000 K의 고온 아크-제트 플라즈마

를 이용하여 결정성이 매우 우수한 3~10 nm 지름

의 BNNT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되었다[33]. 그러

나 대부분의 아크-방전법은 생산성이 매우 나쁘고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단점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2.2. 레이저 Ablation/heating

기본적으로 레이저 ablation/evaporation은 레이

저빔을 이용하여 고온의 붕소 또는 붕소화합물의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BNNT를 합성한다. 1996년 

Continuous Wave (cw)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액체질소가 채워져 있는 DAC (diamond anvil 

cell)에 설치된 h- 또는 c-BN 분말을 ~5,000 ℃의 

고온에서 ablation하여 BNNT를 합성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고하였다[34]. 이후 Ni 또는 Co 촉매입

자를 1 at% 혼합한 BN분말을 핫프레스로 성형한 

후 펄스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하여 ablation한 후 

냉각 콜렉터에서 합성된 BNNT 분말을 수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5]. Ablation된 분말 플라즈마

*출처 : Science, 269, 2413 (1995).

Figure 2. 아크방전을 이용하여 제조된 불순물을 다량포함

하고 있는 BNNT 시료와 단일 나노튜브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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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r, He이나 N2를 매개로 냉각판에서 수거되며, 

일부 Ni, Co 촉매입자가 불순물로 형성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Non-ablation 방법으로는 h-BN분

말을 고압으로 성형하고 100 mbar의 저압 N2 환

경에서 cw CO2 레이저를 160 µm 초점 지름의 레

이저빔으로 가열하여 수십 밀리그램의 BNNT 분

말을 생성됨을 보고하였다. Figur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생성된 BNNT는 self-assembled된 나노

튜브로 길이는 40 µm 정도이다[36]. 

최근에는 미국 나사에서 kW급 FEL (free elec-

tron laser) 또는 cw CO2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가열법으로 수백 그램의 BNNT 분말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7]. 표적으로는 핫프레스된 

h-BN이나 비정질 붕소(amorphous B)를 이용하였

고 고압의 질소 분위기에서 레이저를 집중하여 플

라즈마를 형성한 후 냉각체에서 BNNT를 수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때 생성되는 BNNT는 

솜과 같은 형태로 3~5 wall의 지름을 갖는다고 보

고하고 있다(Figure 4 참고). 

본 방법을 통해 매우 결정성이 우수한 BNNT를 

제조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고압의 환경에서 공정

을 이용해야 하고, 반응기 내에서 반응기체가 머

*출처 : Appl. Phys. Lett. 76, 3239 (2000).

Figure 3. 저압의 질소분위기에서 cw CO2 레이저를 이용하

여 h-BN 분말 성형체를 evaporation하여 생성한 시편과 

BNNT 분말 이미지. *출처 : Nanotechnology, 20, 505604 (2009).

Figure 4. NASA에서 개발한 cw CO2 또는 FEL 레이저와 

고압기체의 응축을 이용하여 제조한 BNNT 실물 사진과 

SEM/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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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금속 촉매 등 불순물은 없지만 미반응 불순

물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 이 기술

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BNNT의 순도는 50% 정도

로 알려져 있다. 본 기술은 산업체에 기술이전 되

어 미국 버지니아에 BNNT사가 설립되었으며 상

용 BNNT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급가격은 현

재 그램당 대략 700달러로 알려져 있다[38]. 이러

한 방법으로 제조된 BNNT의 결정성은 매우 우수

하고 지름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긴 나노튜브를 제

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BNNT가 솜의 형태로 제조되기 때

문에 용매나 고분자 등 매체 내에서 분산성이 매

우 나쁜 단점이 있다. 또한 BNNT 합성과 동시에 

제조되는 불순물도 필연적인데 반응기 내에서 기

체의 반응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BNNT 순도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를 중심으로 플라즈마토치를 이용하여 붕

소 분말의 고온 플라즈마를 형성하고 이를 컬렉터

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당 수십 그램

의 BNNT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39]. 본 기술에서는 BNNT 제조 반응을 향상시키

는데 수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

다. 이 기술도 산업체인 TEKNA에 이전되어 현재 

BNNT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은 현재 그램 

당 ~1000달러로 알려져 있다. 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BNNT 제품도 상기 BNNT사의 기술을 이

용한 제품과 유사한 솜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름이 매우 작고 결정성이 뛰어난 장

점이 있으나,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이 솜과 같

이 뭉쳐있어 분산성에 있어서는 매우 나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

로 제조 시 생성되는 불순물의 양이 50% 정도로 공

정상의 한계가 있어 순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2.3. Chemical Vapor Deposition

CNT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VD 방

법은 매우 활발하게 BNNT 제조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40-44]. 그러나 공정의 한계로 생산성이 낮아 

현재 직접적으로 상용 BNNT 제조에는 그리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열처리를 함께 이용

하는 Thermal CVD 방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46-48]. BNNT 제조에 있어서 

불순물로 작용하는 금속 촉매의 유무는 제조되는 

샘플의 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 NIMS에서는 멜라닌 다이보레이

트(C3N6H6⋅2H3BO3)를 이용하여 금속 촉매없이 

B-N-O를 전구체화하는 CVD 방법을 이용하여 

BNNT를 제조하였는데, 이는 비정질 B-N-O 전구

체의 tip-growth 성장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예라 할 수 있다[40]. 금속촉매를 이용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BNNT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

이 소개되었는데, MgO와 B 분말의 혼합물을 

1,300 ℃에서 가열하여 BNNT를 제조하거나[41], 

B, SiO2 및 Fe2O3를 이용하여 결정성이 우수하며 

지름이 10~30 nm인 BNNT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42]. 그러나 제조된 BNNT는 실린더

와 대나무형이 혼재되어 있는 단점도 보이고 있

다. 순도와 결정성에 있어서는 CVD 방법의 장점

이 부각되고 있으나, 생성되는 양에 있어서는 매

우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생성되

는 BNNT 양을 높이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

데 FeO, MgO와 같은 금속산화물 촉매를 붕소 분

*출처 : ACS Nano, 8, 6211 (2014).

Figure 5. 캐나다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개

발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BNNT 실물사진 

(시간당 20 g까지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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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함께 이용하여 BNNT 합성을 향상하려는 연

구가 보고되었다[43]. 그러나 여전히 생성되는 

BNNT의 양은 수십 밀리그램에서 수백 밀리그램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성되는 BNNT의 양을 증가시키고 BNNT의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전구체 분말의 열처리와 CVD 방법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BNNT 합성방법도 소개되었다[44-45]. 

붕소분말을 촉매분말인 FeO, MgO과 동시에 열처

리하여 기체화합물인 B2O2를 생성하고, 이를 질소

분위기에서 질화반응을 일으키고, 반응물의 sub-

strate 증착을 이용하여 BNNT를 생성할 수 있음

을 보고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전구체 분말의 직

접적인 열처리를 통한 BNNT 제조와 기체상의 붕

소화합물의 질화반응물의 증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합성효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고품질의 

BNNT 분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보고하고 있다.

2.4. 볼밀링-열처리법

상기 방법들과는 다르게 볼밀링한 붕소 또는 붕

소화합물을 전구체로 제조하고 이의 열처리를 이

용하는 BNNT 제조법은 1998년 호주의 Chen에 

의해 처음 보고된 방법으로 이후 다양한 조건에서 

BNNT 합성을 발전시켜왔다[46-47]. 이러한 방법

은 열처리의 온도가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1,100 ℃∼1,400 ℃ 사이로 기존의 일

반적인 퍼니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볼밀링 시 생성되는 불순물의 양을 조절하

는 것이 어렵고, 볼밀링과 열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들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치와 공정에 필요한 비

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48-52]. 이 방법은 밀링되는 붕소나 붕소화합

물, 밀링시간, 밀링에너지, 밀링분위기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생성되는 전구체 분말의 특성이 다르

고, 또한 열처리 온도와 시간, 반응기체의 종류에 

  

*출처 : Solid St. Commun., 135, 67 (2005).

Figure 6. CVD 방법으로 제조된 BNNT 실물사진과 SEM 이미지, 반응온도, (a) 1,500 ℃ (b) 1,300 ℃ (c)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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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생성되는 BNNT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52]. BNNT의 생산성과 순도를 향

상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노즐을 이용하여 반응

기체가 머무르는 시간과 전구체의 반응기체 노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실험결과도 보고되었다[53]. 

또한,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전구체 분

말을 필름으로 성형하여 반응기 내에 다양하게 설

치할 수 있도록 전구체 성형기술을 개발하고, 이

에 따른 BNNT 반응장치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위

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54]. 

열처리 시 반응기체의 종류와 조건에 따른 

BNNT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N2만을 사

용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굵은 지름의 대나무형 

BNNT가 합성이 되며, NH3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20 nm 이하의 얇은 실린더형 BNNT가 합성됨

을 보고하였다[48]. 반응온도에 대한 BNNT 합성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1,100 ℃와 같은 저온에서

는 주로 대나무형 BNNT가 합성되며, 반응온도가 

올라가면서 합성되는 BNNT는 대부분 실린더형

임을 보고하였다[49]. 전구체로 볼밀링된 h-BN을 

사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밀링 시 h-BN분말

과 텅스텐 카바이드(WC) 나노분말을 액상의 암모

니아와 함께 투입하여 장시간 밀링한 경우, 비정

질의 BN 분말을 전구체로 얻었으며 열처리를 통

해 텅스텐(W) 나노입자가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

하여 BNNT 제조가 가능함을 보고하였다[50]. 그

러나 합성되는 BNNT의 길이가 1 µm를 넘지 않

은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합성되는 BNNT의 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량의 비정질 붕소분말을 촉매인 AlCl3와 

함께 밀링한 후 열처리하여 BNNT를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BNNT가 실린더형으로 제조됨을 확인하고 있다

[51]. 붕소산화물인 B2O3를 볼밀링하여 제조한 전

구체를 열처리를 해도 BNNT가 합성됨을 보고하였

는데, 이때는 대부분 반응기체와 상관없이 튜브 내

부에 마디가 있는 대나무형 BNNT가 제조되며 일

부 실린더형이 혼재하여 제조될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52]. 특수한 형태의 노즐을 사용하여 BNNT를 

합성하는 공정은 BNNT의 생산성과 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53]. Figure 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원통형의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노즐형의 반응기를 사용하면 전구체 

분말의 반응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조된 BNNT 

분말의 비표면적도 ~55 m2/g까지 증가하였고, yield

는 ~70%까지도 향상되었다.

  

*출처 : Materials, 7, 5789 (2014).

Figure 7. 특수한 형태의 노즐을 이용하여 붕소전구체의 반응시간과 반응면적을 늘려 제조되는 BNNT의 순도와 양을 향상시

킨 연구사례(BNNT 비표면적 BET ~50 m2/g, 순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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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NNT의 산업적 응용

3.1. 전기전자

BNNT는 기본적으로 CNT와 유사한 열전도 특

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기적으로는 세라믹과 유사

한 절연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전자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 전기절연성을 가지는 고분

자의 열전도도를 향상하기 위해 BNNT가 분산된 

고분자복합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27,55-57]. 

근래에 들어, 다양한 전자기기, 제품들이 작아지고 

얇아지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열이 방출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

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 방출

의 문제는 전자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관련 분야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첫째는 디자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으

로, 예를 들면 칩이나 PCB의 설계를 통해, 또한 

heat pipe와 같은 물리적인 냉각시스템을 적용하

여 열을 방출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한

계점에 다다랐다. 궁극적으로는 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를 통해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출하

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면서 전자기기/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열물질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세라믹 계

열의 물질은 전기적으로 절연하면서 열을 효율적

으로 방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지만, 딱딱하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적용하기 보다는 

세라믹 분말을 고분자와 복합화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라믹 분말을 

고분자에 복합화해 열전도를 향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특히, 원하는 열전도도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세라믹 분말을 혼합해야 

하는 제조과정의 어려움과 물성의 저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BNNT는 

전기적으로 절연성을 가지면서 열전도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PMMA 또는 PS와 같은 고분자에 BNNT를 25 

wt% 분산시킨 경우, 기존 고분자의 열전도도인 

0.15 ~ 0.18 W/mK가 3.16 ~ 3.61 W/mK로 증가

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론적으로

는 6~10 W/mK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적 예

측에 의하면 분산 및 제조의 효율성을 향상함에 

따라 열전도도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4]. BNNT는 1D물질로서 

고분자 복합재 내 분산의 형태에 따라 열전도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BNNT를 정렬

시키는 경우,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Figur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의 양

으로 동일한 열전도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25]. 

고분자 수지 내 분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BNNT

의 표면처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6]. 또

한 전기절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BNNT가 분산된 

고분자 복합재의 전기절연특성을 평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55]. 순수한 PMMA 고분자와 

비교하여 각각 5 wt%, 10 wt% BNNT가 분산된 

경우, 전기절연강도는 10.52 V/µm, 10.8 V/µm, 

*출처 : J. Phys. Chem. C, 114, 4343 (2010).

Figure 8. BNNT-고분자 복합재에 있어서 BNNT의 분산형

태에 따른 고분자 복합재의 열전도도 이론결과. 정렬된 

BNNT의 경우 2배 이상의 열전도도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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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9.17 V/µm로 BNNT 농도가 증가해도 전기절

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BNNT

의 buckypaper, BNNT가 함침된 에폭시 복합재 

등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56]. 대

부분의 경우 실제 예상과는 달리 낮은 열전도도 

값을 얻었는데 이는 분산의 어려움과 제조된 복합

재 내에 존재하는 기공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다. Figure 9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경우에는 

~1.5 W/mK, 후자의 경우에는 2~3 W/mK의 열전

도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듯이 이론적인 예측

보다 대부분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기존 고분자복합재 시스템에 BNNT

를 0.5 wt%의 소량만 첨가해도 2배 내지 3배의 열

전도도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7]. 예를 들면, 50 wt%의 h-BN이 분산된 에폭시 

복합재와 49.5 wt%의 h-BN와 0.5 wt%의 BNNT

가 동시에 분산된 에폭시 복합재의 경우, 열전도

도가 전자의 경우 1.3 W/mK인데 비해 후자의 경

우에는 3.4 W/mK까지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다만, 현재 매우 고가인 BNNT를 직접 산

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해도 원하는 열전도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BNNT 열전도도 특성은 Figure 10에서와 같이 기

존 2D 또는 3D 분말이 복합화된 시스템에 1D의 

형상을 가지는 BNNT가 열 전달 채널을 매우 효

율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NNT의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압전성이 있다

는 것이 알려져 있어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센서와 에너지 하베스팅에 직접적으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NNT의 압

전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28,29,57], 특히 미국의 NASA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30,58]. Figure 

11은 다중벽 BNNT의 압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으

로 TEM 이미지와 나노튜브의 굽힘에 의한 I-V 결

*출처 : Phys. Status Solidi A, 213, 2237 (2016).

Figure 9. BNNT가 분산된 고분자 복합재의 열전도도 비교

그래프.

*출처 : 내일테크놀로지 홈페이지(http://www.naieel.com).

Figure 10. BNNT가 기존 h-BN/에폭시 복합재에 소량 대체

될 경우 향상된 열전도도를 보여주는 IR 이미지 및 열전달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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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BNNT 튜브는 한번 

굽힘에 ~20 nA의 전류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NNT의 압전상수는 기존의 고분자 

기반의 압전센서인 PVDF보다 크고, 고분자에 복

합화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면서, 대

면적으로, 민감도가 좋은 압전센서가 가능하며, 향

후 압전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에

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BNNT는 electrical nano-in-

sulator[59], field emitting devices[60-61], 및 ex-

treme ultra-violet laser[62]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

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2. 우주-원자력

BNNT를 구성하고 있는 붕소원소는 열중성자

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에서 방사선을 차폐하는데 있어서 매

우 중요한 물질이다. 또한 BNNT는 CNT와 유사

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에 있어서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기인한 경량화와 

동시에 우주방사선도 차폐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NASA에서는 일찍이 

BNNT를 미래의 우주공학 물질로 선정하고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0]. BNNT 2 wt%를 함유

한 polyimide 복합재의 경우, 순수한 polyimide와 

비교하여, macroscopic thermal neutron absorption 

cross-section이 0.021 cm-1에서 0.047 cm-1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Young’s Modulus 또한 2.3 

GPa에서 2.5 GPa로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

한 BNNT는 고온소재로 금속이나 세라믹에 복합

화하는 경우 세라믹 복합재의 물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라믹에 소량의 BNNT를 

복합화하는 경우 세라믹의 단점인 낮은 인성을 크

게 향상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63]. 

Figure 12에서 알 수 있듯이 Al2O3에 0.5~2.5 wt%

의 BNNT를 복합화하는 경우 1450 ℃의 고온에서 

인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 로켓시스템의 고온 발사체 노즐 부

분의 소재 등 다양한 고온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방사선 분야에서도 BNNT는 열중

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출처 : Nano Lett., 7, 632 (2007).

Figure 11. 다중벽 BNNT의 압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TEM 이미지 및 나노튜브의 굽힘에 의한 I-V 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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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선(특히 중성자) 차

폐 및 흡수소재로서 붕소의 우수성에 기안하고 있

다. 특히 BNNT의 기계적 우수성을 감안하면 사

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 및 저장고에 필수적으

로 필요한 금속기반의 중성자 흡수재의 복합화 소

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하거

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온환경, 극심

한 방사선 노출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BNNT의 기계적 특성과 우수한 열중성자 흡수능

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 중인 금속복합재 기반 중

성자 흡수재의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적 물성과 중성자 차폐능

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우주공학 물질로 

활용이 예상된다[64]. 중성자 차폐재의 복합물질

로 사용되고 있는 붕소화합물을 BNNT로 대치하

는 경우 기존 고분자 복합재 기반의 중성자 차폐

재의 물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65]. 

3.3. 에너지

BNNT는 에너지 산업분야에도 다양하게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수

소저장과 해수담수 분야이다. 수소저장은 미래 에

너지인 수소의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산업적 분야로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꺼내서 쓸 수 있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표면적이 매우 큰 1D 물질

인 CNT를 이용한 연구와 더불어 BNNT를 수소저

장 물질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66-71]. 또한 BNNT를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로 

전환하기 위한 염분제거나 금속이온을 분리하기 

*출처 : Nanotechnology, 18, 485706 (2007).

Figure 12. BNNT가 복합화된 Al2O3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 그래프 (a) Stress-strain curves of pure Al2O3 and BNNT 

composites at 1450 ℃; (b) stress-strain curves of 0.5 wt% BN/Al2O3 composites at different deformation temperatures; (c)

stress-strain curves of Si3N4 composites doped with different BN materials at 1500 ℃; (d) differential temperature-dependent

shrinkage curves of Al2O3 based ceramics with and without addition of BN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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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멤브레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

이다[72-75]. 수소저장에 있어서 CNT보다 BNNT

가 우수하다는 이론적 결과를 비롯해[66], 다양한 

조건에서 이론적인 수소저장 연구가 진행되었다

[67-69]. Figure 13은 BNNT의 수소저장과 관련하

여 기존 h-BN 분말, 실린더형 다중벽 BNNT, 및 

대나무형 BNNT를 실험적으로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70]. 대나무형 BNNT의 수소저장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나무

형의 경우, 구조적으로 다중벽 간에 열려있는 부

분이 많이 있어 일반 실린더형보다 넓은 비표면적

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BNNT의 결함이 있는 경우, 결정성이 우수한 나

노튜브 보다 낮은 activation energy barrier를 갖기 

때문에 우수한 수소저장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적 결과도 보고되었다[71]. 

BNNT는 또한 해수담수를 위한 멤브레인 물질

로 활용이 가능하다. 많은 이론적인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으며, 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BNNT가 

embedding된 실리콘나이트라이드(SiN) 멤브레인

의 경우, 이온들을 배척하면서 물을 원활하게 흐

르게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해수담

수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72]. 

다만 Flow enhancement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

가 있는데, CNT가 BNNT보다 동일한 pressure 

gradient에서 우수한 volumetric flow rate를 보인

다는 이론적 결과도 보고되었다[73]. 그러나 실험

적인 결과는 현재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는 실제적으로 BNNT를 실험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순도와 결정화된 분말을 얻을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향후, BNNT 분말 생산이 대량화

되고 순도가 향상되는 시점에는 실제적인 BNNT 

기반의 해수담수 멤브레인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기장을 걸

어주었을 때 BNNT의 키랄 형태에 따라 금속이온

*출처 : J. Am. Chem. Soc., 124, 7672 (2002).

Figure 13. BNNT의 수소저장 특성 그래프. 대나무형 

BNNT가 실린더형 BNNT나 BN분말 보다 매우 우수하다

는 실험적 결과 그래프.

*출처 : Nature, 494, 455 (2013).

Figure 14. BNNT의 역삼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시스

템 개요.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s)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고찰

KIC News, Volume 20, No. 4, 2017   13

들을 선택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

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이온들을 분리-정

제하는데도 응용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74,75]. 

삼투압을 이용한 에너지 컨버전 시스템에 BNNT

를 이용한 결과도 보고되었다[76].

3.4. 바이오메디칼

현재 CNT는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있어 더 이상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응용

연구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BNNT는 현재 관련 

분야에 적용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이는 BNNT가 생체시스템에 좀 더 적합하다

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16], 아래 Figure 15에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정리되어 있다[78]. 대부

분의 연구에서 BNNT는 생체에 독성이 없거나 매

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NNT의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BNNT의 용매 내 농

도 및 분산상태, 표면처리 화합물의 종류 및 상태, 

제조방법에 따른 불순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

본적으로 BNNT는 독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18,78-79]. 이러한 BNNT의 생

체 적합성에 따라 다양하게 의료분야에서 BNNT

의 응용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별히 BNNT를 약

물전달의 매개체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었으며 대표적인 분야가 주로 뇌암을 치료하

는 BNC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이다

[80-83]. BNNT를 구성하고 있는 붕소는 열중성자

를 흡수하게 되면 B-10 + n → L-7 + α 반응에 따

라 고에너지의 알파입자(헬륨이온)가 생성되며, 생

성된 알파입자가 암세포를 죽여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BNCT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서는 약물이 BBB (blood brain barrier)를 원활히 

통과해야 하는데 BNNT가 레이블된 약물의 경우, 

암표적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Figure 16

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BSH와 같은 다른 치

료약물에 비해 우수성이 보고되고 있다[81,84].

*출처 : Beilstein J. Nanotechnol., 6, 84 (2015).

Figure 15. BNNT의 독성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대부분 non-toxic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일부 low toxicity를 보

여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음. 

*출처 : Bioorg. Med. Chem. Lett., 25, 172 (2015).

Figure 16. BNNT를 BNCT 약물로 이용한 경우 생존하는 

세포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기존 약물보다 우수한 특

성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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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NNT는 Figure 17에서 알 수 있듯이 약

물전달뿐 아니라, Gene delivery, tissue engineer-

ing, cell stimulation, electroporation 및 contrast 

agent로도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질화붕소나노튜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

화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나노기초소재이

다. 20여 년 전 CNT가 상용화 과정을 거쳐 대량

생산이 가능했듯이 BNNT도 시장의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해 상용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BNNT가 성공적으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첫째는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의 인하이다. 현

재는 그램 단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고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BNNT의 산업적 활용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BNNT는 주로 대

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 산업체의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램당 70~100

만원인 가격이 최소한 10배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BNNT의 가격이 CNT처럼 내려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BNNT는 기본적

으로 CNT의 특성뿐 아니라 세라믹의 특성도 가지

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의 CNT와 경쟁하기 보다

는 산업적으로 다른 세라믹 나노분말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정제이다. 기본적으로 

BNNT는 제조 시 불순물이 다량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반응

기 내에서 반응기체가 체류하는 시간의 조절이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난제이다. 다만, 고체 분말상의 전

구체를 이용하는 열처리 방법의 경우에는, 반응조

건을 조절하여 불순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할 수는 있지만, 고순도, 고품질의 BNNT를 제

조,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효율의 정제

기술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기 BNNT 

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로는 미반응 붕소입

자 및 질소와 반응하여 합성되었지만 나노노튜브

로 성장하지 못한 질화붕소 입자, 플레이크 등 촉

매로 사용되는 다양한 금속입자들이 있다. 기본적

으로 금속입자들은 산처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

게 제거할 수 있으나 CNT와 마찬가지로 산처리를 

통해 나노튜브의 결정성이 저하되거나, 짧아지거

나, 결함이 있는 나노튜브의 생성 등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정제과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

의 농도와 온도, 반응조건, 시간 등 실험조건의 최

적화가 필요하다. 미반응 붕소의 제거는 열처리와 

산처리를 통한 산화반응을 통해 산화붕소(B2O3)

로 합성하여 제거할 수 있다. 산화붕소는 물에 녹

기 때문에 간단한 수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은 되었으나 나노튜브로 성장하지 못

한 BN 입자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

여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원심분리나 투석을 통해 정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한번에 분리할 수 있는 시료의 양이 

제한적이고 회수율이 매우 적은 등 단점이 있어 

실제 상용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제 공정의 개발은 BNNT의 산업적 활

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Small, 9, 1672 (2013).

Figure 17. BNNT의 바이오-메디칼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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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의 인하와 효율적인 정제기술의 확보를 통해 고품

질의 BNNT를 확보할 수 있다면, BNNT의 특성상 

IT, 원자력-우주, 에너지 및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향후 매우 중요한 기초소재

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센서와 self-sustainable energy원으

로서 BNNT는 매우 유망한 압전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

를 통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에 머물

러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BNNT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BNNT 관

련 분야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감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BNNT가 적용된 제품

들이 개발되고 실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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