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나노튜브 구동장치(actuator)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전극에 전압을 가함에 따라 전극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
었다[Science, 284, 1340 (1999)]. Allied Signal사의 재료과학자 Ray H. Baughman 박사
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소자는 새로운 형태의 기전 구동장치(electromechanical 
actuator)•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강유전(ferroelectric) 구동장치들과 달리, 나노튜브 구동기는 매우 낮은 전압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된다. 연구팀은, 향후 소자의 작동을 최적화하게 되면 단일 조작으로 기계
적 일 또는 응력(스트레스)을 유발하는 기능에 있어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도 우월한 기
능을 지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ullerene에 대한 연구로 199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고 현재 나노튜브 연구에 집중하고 있
는 Rice University의 Richard E. Smalley 교수의 평가는 다은과 같다. Smalley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하면서, 탄소를 이용한 나노테크놀로지가 국가(미국)적으로 
중요한 전략연구분야로 자리잡게 할 주요 연구결과의 하나라고 인정하였다.  

이 구동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연구팀은 Smalley 교수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 나노튜
브 다발(bundle)을 "buckypaper"(나노튜브 다발을 평판 형태로 만든 것) 형태로 제작하였
다. 그 후, 양면 테이프의 양쪽 면에 이 buckypapaer를 부착하였다. 이 기법은 전도성 고분자
를 이용한 구동장치를 제작하는 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림. 나노튜브 다발의 단면도. 표면의 음전하에 맞먹는 양에 해당하는 상대이온이 표면을 둘러
싸고 있다.  

이 가늘고 긴 strip을 플래티늄 도선과 연결한 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집어넣었다. 도선을 통
하여 strip에 전하를 투입하자 기계적 구동현상이 관측되었다. Strip 표면에 부착된 나노튜브



의 표면적이 매우 크므로 그 주위에 반대전하를 띈 이온들이 몰려들어 전기화학적 이중층을 형
성하였으며 이는 strip에 투입된 전하량에 맞먹는 양이다. 

Strip 양쪽 면의 나노튜브층에 전압을 걸자 strip 전극이 휘었다. 이러한 휨 현상은 전하를 지
닌 양쪽 층이 서로 다른 팽창정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양쪽 모두 팽창하지만 한쪽이 더 팽창
하므로 덜 팽창된 쪽으로 휘게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생물체의 근육과 바이메탈 온
도계(bimetallic thermocouple)에 비유하였다. 

 

그림. 전압을 가하자 나노튜브 구동장치가 휘었다. 흰 영역은 양면 테이프를 가리킨다.  

Max Planck Institute의 물리학자 Siegmar Roth 박사는 이 구동장치가 무궁무진한 응용 가능
성을 내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용 catheter(체내 투입관)의 소형 
cantilever를 비롯하여 비행기 기관의 공기흐름 조절기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 나
노튜브가 다이아몬드 수준의 강도를 지닐 뿐 아니라 열적 안정성도 매우 우수하므로 응용 분야
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이론적 가설을 증명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자평하면서, 최선의 구동
장치로 사용되기에는 표면적의 증가와 아울러 기계적 성질의 향상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언
급하였다. 이론적인 계산을 고려해 볼 때, 다발이 풀린(nonbundled) 나노튜브를 이용해 구동



장치를 만들 경우 장치의 작동을 최적화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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